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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genital Desmoplastic Cerebral Glioblastoma
- A Case Report -

Hongil Ha, Seung-Mo Hong, Seung-Koo Lee and Shin Kwang Khang

Department of Pathology, Asan Medical Center,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Desmoplastic cerebral glioblastoma has been described recently and is a very rare histologic
variant of glioblastoma. We report a case of congenital cerebral glioblastoma associated with
intense desmoplastic stromal reaction. A male infant was born at 36 gestational weeks by
Cesarian section. He had a brain tumor, which was detected by fetal ultrasonography. The
tumor was partially resected 2 months after the day of the boy’s birth and totally resected
when he was one year old. The microscopic features of the tumor were those of glioblas-
toma, including high cellularity, frequent mitotic figures, vascular endothelial proliferation, and
geographic palisading necrosis. The tumor showed an area of intense desmoplasia where
tumor cells were surrounded by dense reticulin fibers. The desmoplastic cerebral tumors in
children may be a distinct group of brain tumor, and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entity of
these tumors which generally seem to be associated with more favorable prognosis com-
pared to other high grade brain tum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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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결합조직형성 뇌아교모세포종

- 1예 보고 -

선천성 뇌종양은 드물어 전체 소아 뇌종양의 0.5-1.9%를 차

지하며,1-3 선천성 아교모세포종은 선천성 뇌종양 중 2-9%에 해

당한다.1,3,4 최근 아들에게 호발하며 현저한 결합조직증식증

(desmoplasia)을 보이고 별아교세포 또는 별아교세포와 신경원

성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고 예후가 양호한 뇌종양이‘결합조직

형성 아별아교세포종/신경절교종'이라 명명되었다. 이 종양들

은 발견 당시 크기는 상당히 크지만 예후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

다.5-10 이들 중 일부는 조직학적으로 악성 소견을 보이는‘결합

조직형성아교모세포종'으로 명명되어 보고된 증례도 있었다.11

이들 조직학적으로 악성 소견을 보이는 결합조직증식성 종양들

도 통상의 악성 별아교세포종 또는 아교모세포종보다는 예후가

양호하다.6,11 저자들은 높은 세포 도, 유사분열상의 출현, 혈관

내피세포 증식, 괴사들의 일반적인 아교모세포종의 소견과 더불

어 결합조직의 증식을 보이는 선천성 종양 1예를 보고한다. 환

자는 종양의 전절제술 후 38개월간의 추적관찰 동안 재발 없이

생존하여 통상적인 아교모세포종보다 양호한 임상적 경과를 취

하고 있다.

증 례

환아는 27세의 건강한 산모의 첫아이로 재태연령 36주 1일에

제왕절개를 통해 출생하 다. 출생 체중은 2,552 g이었고 머리

둘레는 38 cm (정상 범위: 30.7±2.5 cm) 다. 생후 1분에 측

정한 Apgar 지수는 8이었고 5분에는 9 다. 태아 초음파검사에

서 우측 뇌반구를 점유하는 거 한 천막상 종괴가 관찰되었

다. 종괴의 일부는 낭성 변화를 보 고, 그 외 부분은 고형성을

보 으며, 고형성을 보인 부분은 혈관 분포가 증가된 소견을 나

타내었다. 주변 뇌 실질은 종괴에 의해 눌려 있었으며, 중선 구

조는 좌측으로 려 있었다. 셋째, 넷째 그리고 좌측 가쪽 뇌실

은 미미한 변화만을 보 다. 다른 검사 결과는 정상 범위 다.

외과적 절제를 권유하 으나, 산모는 이에 불응하고 퇴원하 다.

환아는 1개월 후 다시 입원하 다. 환아의 머리둘레는 43 cm

로 증가하 고, 두피의 정맥은 확장되었으며, 천문은 돌출되어

있었다. 환아는 자극에 과민 반응을 보 고, 지는 해 현상(setting

sun phenomenon)을 나타내었다. 컴퓨터단층촬 과 자기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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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서 우측 뇌반구에서 큰 다낭성의 종괴가 뇌실 바깥쪽에

서 위치하며 뇌실을 막는 것이 관찰되었다. 조 증강된 T1 강조

상에서 종괴의 고형부는 이질적인 조 증강을 보 다(Fig. 1).

개두술이 실시되었고, 경막 절개시에 뇌는 돌출되었다. 뇌

피질은 얇고 흑황색 액체를 포함한 다방성 낭성 변화를 나타내

었다. 낭벽과 주변 실질 간의 경계는 불분명하 고, 조직의 고형

부는 황백색으로 고무양을 띠며 혈관 분포가 증가되어 있었다.

고형부의 변연에는 괴사 조직이 있었다. 종괴는 완전히 절제되

지는 않았다. 추적관찰 기간에 시행한 컴퓨터전산촬 에서 고형

종괴의 크기는 감소하 으나, 머리둘레는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11개월에는 54.9 cm 고, 수두증은 점차 악화되었다. 환자는 합

병된 폐렴과 악화된 수두증 때문에 재입원하 고, 종괴 전절제

술을 시행받았다. 환아는 수술 후 수두증은 계속되었으나, 이후

38개월의 추적관찰 기간동안 재발하지 않고 생존하 다.

조직학적으로 종양은 주변 뇌실질과 경계가 좋지 않았다. 종

양의 변연부에 지도상 괴사를 관찰할 수 있었으며(Fig. 2A),

부분적으로 거짓책상배열을 나타내었다. 세포 도는 높았으며

얽힌 다발 형태를 이루는 방추 세포들과 다각형 세포들로 구성

되었다. 이 세포들은 원형 혹은 난원형의 핵과 호염기성의 세포

질을 가지고 있었고, 현저한 다형성을 보 다. 세포분열이 빈번

히 관찰되었으며, 현저한 혈관내피세포증식이 관찰되었다(Fig.

2B, C). 종양세포군은 교원성 섬유조직 다발에 의해 나뉘어져

있었고, 레티쿨린 염색과 Masson's trichrome 염색(Fig. 2D)에

서 레티쿨린과 아교질이 풍부한 섬유조직이 종양세포를 둘러싸

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세포질내에 Nissl 소체를 함유

하거나 핵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뚜렷한 핵소체를 가지는 신

경원성 분화를 시사하는 세포는 관찰되지 않았다. 면역조직화학

염색에서, 종양세포는 glial fibrillary acidic protein (GFAP,

1:100, DAKO, Glostrup, Denmark)에 강양성 반응을 보 으

나, neuron specific enolase (1:100. DAKO)와 synapto-

physin (1:50, DAKO)에는 음성 반응을 보 다(Fig. 3). 전자

현미경 검사에서 이질염색질을 보이는 핵과 세포질 내의 풍부한

중간세사, 바닥판(basal lamina)의 중복, 다수의 세포돌기 등의

소견을 보 으나, electron dense granule, 미세소관, 투명성 공포

등 신경원성 분화의 소견은 나타나지 않았다. 두번째 실시한 수

술에서 얻어진 조직 소견도 첫 번째 수술의 그것과 일치하 다.

고 찰

선천성 뇌종양은 임상적으로 출생 후 2개월 이내에 진단된 뇌

종양을 말한다.3 Solitare와 Krigman13은 주산기 뇌종양을 세가

지 범주- 1) definitely congenital; 태어날 때부터 증상이 발현

한 경우, 2) probably congenital; 생후 1주 이내에 증상이 발

현한 경우, 3) possibly congenital; 생후 1개월 이내에 증상이

발현한 경우-로 분류하 다. Wakai 등3은 이 분류에서 세 번째

범주를 생후 2개월 이내에 증상이 발현한 경우로 수정하 다.

선천성 뇌종양은 주로 천막상부에 발생해서, 개 천막하부에

생성되는 소아 뇌종양과 차이가 있다.15 많은 저자들이 각각의

종양 종류에 따른 발생율의 차이를 기술하 다.1,3,15 가장 흔한

선천성 뇌종양은 전체의 1/3에서 1/2를 차지하는 기형종이었다. 

문헌 검색에서 현재까지 24개의 선천성 교모세포종이 보고되

었다.15 가장 흔한 임상소견은 수두증이었다. 종양은 개 천막

하부보다는 천막상부에 위치하 고(위치가 확인된 21예 중 19

예), 14예에서 남아에서 발생되었고 7예에서 여아에서 발생되었

다. 6예에서 출생 직후 발견되었고, 2예는 1주에서 2주 사이에

발견되었으며, 2예는 2주에서 1개월 사이에 발견되었다. 개의

환아들은 종양이 발견된 이후 2개월 이내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 고, 단 4명의 환아가 외과적 절제 후 1년 이상

생존하 다.

본 증례는 높은 세포 도, 혈관 내피 세포증식, 유사분열상, 괴

사, GFAP 양성 등의 아교모세포종의 특징적인 소견을 보 다.

동시에, 본 증례에서는 현저한 결합조직증식증을 같이 보이고 있

었다. Al-Sarraj 등11은 현저한 버팀질의 결합조직증식증을 보이

는 아교모세포종을 아의 결합조직형성 뇌아교모세포종(de-

smoplastic cerebral glioblastoma of infancy)으로 처음 기술

하 다. 이 종양은 생후 8개월 된 여아에게서 발견되었다. 최초

의 증상과 징후는 기면, 구토, 수두증 등이었다. 종양은 좌측 두

정엽에 위치하 으며, 종양의 크기 때문에 완전히 절제되지는

못했다. 조직학적 형태는 본 증례와 유사하 다. 수술 후에 보조

병합화학요법이 시행되었고, 완전히 절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

Fig. 1. T1 weighted magnetic resonance image displays mixed mul-
ticystic (open arrow) and solid (solid arrow) lesion occupying right
hemisphere. The solid portion shows heterogeneous enhancement.



 442 하홍일∙홍승모∙이승구 외 1인

하고 환자는 재발하지 않고 36개월동안 생존하 다.

현저한 결합조직증식증을 보이는 별아교세포종양들에는 결합

조직형성 아별아교세포종/신경절교종, 다형성황색별아교세포

종, 아교섬유종 등이 있고, 이들 중 다수가 소아기에 발생한다.

아교섬유종은 별아교세포와 섬유모세포가 섞여 있는 드문 별

아교세포 종양으로, 개 20세 이전에 발생한다.16 이 종양의 별

아교세포성 요소는 GFAP와 S-100 단백질에 광범위한 양성 소

견을 보인다.17 섬유모세포성 요소가 레티큘린 염색에 현저하게

염색이 되고 MIB1 lableling index가 낮으며, p53 단백질에 음

성을 보이는 점이 이 종양의 다른 특징이다.18 이 종양의 정확한

성상은 논란의 상이지만, 아교섬유종은 양호한 예후를 포함하

여 다른 결합조직형성별아교세포종양과 많은 특성을 공유하는

저등급의 별아교세포종으로 생각된다. 본 증례는 혈관내피세포

증식, 유사분열상, 지도상 괴사 등을 보이는 분명한 고등급 종양

으로 이와는 감별할 수 있다.

다형성 황색별아교세포종은 천막상부 별아교세포종의 드문

Fig. 2. The periphery of the tumor displays geographic necrosis (A). Tumor shows vascular endothelial hyperplasia, marked nuclear pleomor-
phism and frequent mitotic figures (B and C). Groups of tumor cells are separated by abundant collagen fibers (D, Masson’s trichrome).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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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형이다. 지방을 포함한 황색별아교세포종의 종양세포는

GFAP에 양성이며 현저한 다형성과 핵의 이형성을 보인다. 예

후는 개 양호하지만, 드물게 악성 변화가 알려져 있으며 유사

분열의 증가가 나쁜 예후를 시사하는 소견이다.19 본 증례에서는

지방을 포함한 방추형의 종양 세포가 거 세포와 섞여 있는 형

태를 발견할 수 없어 이와 감별할 수 있다.

결합조직형성 아별아교세포종/신경절교종은 아에 생기는

천막상부의 신경상피성 종양이다. 이 종양은 심한 결합조직증식

증을 보이며, 별아교세포와 신경절로의 분화를 동시에 보이는

거 한 낭성 병변이다. 이중 별아교세포만으로 구성된 종양은

결합조직형성 아별아교세포종(Desmoplastic infantile astro-

cytoma)이라 한다.20 이 종양은 비교적 양호한 술후 경과를 가

진다.5,6 결합조직형성 아별아교세포종은 본 증례와 비슷한 소

견을 보인다: 1) 아에서 호발하며, 2) 별아교세포가 있으며,

3) 결합조직증식증이 현저하며, 4) 연수막을 침범한다. 본 증례

에서는 조직학적으로 신경원성 세포가 관찰되지 않고 면역염색

에서 neuron specific enolase와 synaptophysin에 음성소견을

보이며 전자현미경 검사에서 electron dense granule이 보이지

않는 등, 신경원성 분화를 시사하는 소견을 보이지 않았다. 결합

조직형성 아별아교세포종도 신경절로의 분화를 보이지 않는다

는 점을 제외하고는 신경절교종과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부

분의 결합조직형성 아별아교세포종은 조직학적으로도 저등급

별세포종의 소견을 보이나 유사분열상이 자주 관찰되고, 혈관내

피세포의 증식, 괴사 등의 악성 조직학적 소견을 보이는 예들도

예후는 양호하게 보고되어 있다.

Al-Sarraj 등11에 따르면 종양의 표재성과 결합조직증식증이

예후에 좋은 향을 미칠 것으로 언급하 으며, 비슷한 소견을

보인 본 증례에서도 Al-Sarraj 등의 증례와 비슷하게 긴 생존

기간을 보 다. 종양의 표재성은 수술을 가능하게 혹은 용이하

게 만들며, 선천성 아교모세포종 전체에서 전절제술 혹은 아전

절제술을 받은 환자의 예후가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보다 월등

히 좋은 점15을 감안할 때 이는 예후에 중 한 향을 미칠 것으

로 생각한다. 결합조직증식증을 보이는 종양들은 일반적인 뇌종

양들보다 예후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단순히 표재성이

기 때문에 완전절제가 용이함에 기인하는지 아니면 고유한 발생

기전과 예후를 가지는 별아교세포종양의 아형으로 정착될 수 있

을지는 좀 더 많은 증례들이 축적되어야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저자들은 선천성 결합조직형성아교모세포종 1예를 경험하고,

문헌고찰상 전세계적으로 보고된 예가 매우 드물고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보고된 증례가 없어서 이를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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