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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 Primitive Neuroectodermal Tumor of the Kidney
- Report of Two Cas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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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itive neuroectodermal tumor (PNET) is a small round cell neoplasm that mainly develops
in the central nervous system and soft tissue of children. Primary occurrence in the kidney is
rare and the identification of immunopositivity for CD99 and t(11;22)(q24;q12) is essential in
differential diagnoses. We report two cases of PNET developed in a 21-year-old woman and
a 44-year-old man. Resected tumors were composed of sheets of round or ovoid cells with
hyperchromatic nuclei and minimal eosinophilic cytoplasm. Rosette formations, more promi-
nent in the first case, were observed. The tumor cells of both cases were diffusely positive for
CD99, vimentin, and neuron specific enolase, while they were negative for cytokeratin, desmin,
and chromogranin. Synaptophysin was focally expressed only in the first case. The EWS-
FLI1 chimeric gene was identified by a reverse transcriptase-polymerase chain reaction in
the first case. The first patient is alive with a recurrent tumor two years after the diagnosis,
and has received combination chemotherapy. The second patient is alive with no evidence
of recurrence or metastasis nineteen months after the diagn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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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의 원발성 원시성 신경외배엽 종양

- 2예 보고 -

원시성신경외배엽종양(primitive neuroectodermal tumor;

PNET)은 소아나 젊은 성인의 골 및 연부 조직에서 주로 발생

하나, 드물게 신장을 비롯하여 자궁, 난소, 고환, 부고환 등 비뇨

생식기계에서도 발생된 증례 보고들이 있다.1 신장에서 발생했을

경우 비슷한 조직학적 소견을 보이는 다른 종양들과의 감별 진

단이 매우 어려운데, 종양별로 각기 치료 방법이 다르고 예후도

달라지므로 면역조직화학 염색이나 분자병리학적 방법 등 여러

검사들이 병행되어야 한다. 저자들은 최근 21세 여자 환자와 44

세 남자 환자의 신장에서 발생한 원발성 원시성신경외배엽종양

2예를 경험하 기에 면역조직화학적 소견 및 역전사-중합효소연

쇄반응 결과와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병력

증례 1

21세 여자 환자가 육안상의 혈뇨를 주소로 내원하 다. 과거

력이나 가족력에서 특이한 사항은 없었다. 타병원에서 시행한

복부전산화단층촬 검사에서 좌측 신장에 위치한 종양이 발견

되었다. 소변검사에서 적혈구가 3-5/HPF로 증가되어 있었으며

혈액검사에서 BUN은 7 mg/dL, creatinine은 0.8 mg/dL로 정

상 범위 다. 환자는 좌측 신절제술을 시행받았으며, 수술 후 추

가적인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받지 않았다. 외래에서 추적

관찰을 하던 중, 수술 후 2개월 만에 환자의 하 정맥 내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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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양 색전이 발견되었으나 입원 기간 중 합병된 심부정맥혈전증

과 폐색전증에 해 항응고요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수술 4개

월 후가 되어서야 종양색전 제거술을 시행받게 되었다. 이후에

는 재발이나 전이 소견 없이 지냈으나 수술 후 21개월째 요통과

배뇨 곤란 때문에 시행한 자기공명 상에서 이전 수술 부위 및

요추부 척추와 척수에서 재발성 종양이 발견되어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수술 후 2년째인 현재, 환자는 ifosfamide 제제로 항암치

료를 받고 있는 중이며 추가적인 전이는 발견되지 않은 상태이다.

증례 2

44세 남자 환자가 육안상의 혈뇨를 주소로 내원하 다. 타병

원에서 시행한 복부초음파와 본원에 전원되어 실시한 복부전산

화단층촬 검사에서 우측 신장에 위치한 종양이 발견되어 신절

제술을 시행받았다. 입원 당시 시행한 혈액 및 소변 검사는 모두

정상 범위 다. 수술 후 추가적인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시

행하지는 않았으며, 수술 후 19개월째인 현재 전이나 재발소견

없이 외래에서 추적 관찰 중이다. 

병리소견

증례 1에서 종양은 신장의 하극 쪽에 위치해 있었고 크기는

13×7×6 cm 으며 주변 신실질과의 경계는 비교적 뚜렷하

다. 부분적으로는 신장 바깥쪽으로 돌출되어 있었으나 신주위

지방조직으로 침윤하는 부위는 없었다. 종양의 단면은 부분적으

로는 회황색이고 부슬부슬한 양상이었다. 부분적으로는 암적색

이고 출혈이 동반되어 있었으며 여러 군데에서 괴사가 동반되어

있었다(Fig. 1). 신장정맥에서 종양색전이 발견되었다. 증례 2에

서 종양의 크기는 2×1×1 cm 고 신장의 중앙 부위에 피막으

로부터 2 cm 떨어져서 위치하고 있었다. 종양의 단면은 균일하

게 연분홍색을 띠고 있었고 출혈이나 괴사는 없었다. 신우로의

침범이나 신장정맥내 종양색전도 없었다.

광학현미경 검사에서 두 종양은 모두 세포 도가 매우 높고,

핵/세포질 비율이 높은 비교적 일정한 크기의 세포들이 광범위

하게 판상으로 자라는 양상을 보 다. 증례 1에서는 곳곳에서 괴

사를 동반하고 있었다. 종양 세포들의 핵은 둥근 모양이었고 과

염색성의 진한 염색질을 가지고 있었으며 간혹 핵소체와 유사분

열이 관찰되었다. 증례 2의 종양 세포들은 둥근모양이거나 난원

형이었으며 균질의 과염색성 염색질을 가지고 있었다. 판상으로

배열한 종양 세포 사이사이에 불규칙한 모양의 혈관들이 발달해

있었다(Fig. 2). 두 증례 모두 세포의 세포질은 거의 없거나 호

산성의 세포질을 소량 가지고 있었다. 증례 1에서는 종양 세포들

이 원형으로 배열하면서 그 가운데에는 호산성의 세포질이 위치

하는 로제트(rosette)들을 흔히 관찰할 수 있었다(Fig. 3). 증례

2에서는 뚜렷한 로제트를 관찰할 수 없었다. 

면역조직화학 염색 결과

두 종양의 포르말린 포매 조직을 5 m 두께로 박절하여

poly-L-lysine으로 처리한 슬라이드에 부착하여 탈파라핀과 함

수 과정을 거친 다음, 통상적인 avidin-biotin complex 방법으로

vimentin (1:2,000, Zymed, San Francisco, USA), cytoker-

atin (1:200, Zymed, San Francisco, USA), neuron specific

Fig. 1. A partly exophytic mass is present in the lower pole of the
kidney with multifocal hemorrhage and necrosis (case 1).

Fig. 2. The tumor of case 2 is composed of round or oval cells with
hyperchromatic nuclei and little cytoplasm. Several anastomosing
blood vessels of varying calibers are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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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olase (NSE, 1:100, DAKO, Glostrup, Denmark), CD99 (1:50,

DAKO, Glostrup, Denmark), desmin (1:200, DAKO, Glostrup,

Denmark), synaptophysin (1:50, DAKO, Glostrup, Denmark),

chromogranin A (1:100, DAKO, Glostrup, Denmark)에 한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시행하 다. 두 종양 모두 vimentin과 NSE

에 해 미만성으로 양성 반응을 보 고, CD99에 미만성으로

세포막을 따라 양성반응을 보 다(Fig. 4). Synaptophysin은 증

례 1에서 국소적으로 양성반응을 보 다. Cytokeratin, desmin,

chromogranin A는 두 종양 모두에서 음성이었다. 증례 1에서 4

개월 후 수술한 하 정맥 내 종양색전에서 얻은 종양 조직으로

는 NSE, CD99, synaptophysin에 한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시

행하 는데 CD99와 NSE에는 양성, synaptophysin에는 음성반

응을 보 다.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 결과

증례 1의 재발성 하 정맥 내 종양색전 조직과 증례 2의 종양

조직으로 만든 포르말린 포매 조직에서 Paraffin Block RNA

IsolationTM kit (Ambion Co., USA)을 사용하여 RNA를 추출

하고 역전사시켜 cDNA를 만든 후, EWS-FLI1 키메라 유전자

에 하여 중합효소연쇄반응을 시행하 다. 증례 1에서는 약 260

bp의 band를 얻었으나, 증례 2는 음성 반응을 보 다(Fig. 5).

증례 2의 cDNA로 다시 EWS-ERG 키메라 유전자에 한 중

합효소연쇄반응을 시행하 으나 역시 음성 반응을 보 다. 단상

윤활막육종과 감별하기 위해 시행한 SYT-SSX 키메라 유전자

에 해서도 음성이었다.

고 찰

신장에서 발생한 세포질이 적고 비교적 균일한 모양을 가지는

소세포종양(small round cell tumor)을 진단할 때 감별 진단해

야 할 질환들이 다양한데, 그 질환들로는 발생모체우세성윌름종

양(blastema-predominant Wilms' tumor), 림프종, 투명세포육

종(clear cell sarcoma), 소세포암, 단상윤활막육종(monophasic

Fig. 3. Tumor cells of  case 1 are arranged in rosettes.

Fig. 5. EWS/FLI1 chimeric gene of approximately 260 bp is iden-
tified by RT-PCR in case 1. However, no positive band is observed
for EWS/FLI1, EWS/ERG, SYT/SSX in case 2 (M, size marker;
lane 1, case 1 for EWS/FLI1; lane 2, negative control; lane 3, case
2 for EWS/FLI1; lane 4, case 2 for EWS/ERG; lane 5, case 2 for
SYT/SSX).

Fig. 4. (A) Tumor cells of case 1 are diffusely positive for CD99.
(B) Tumor cells of case 1 is diffusely positive for NSE.

A B

M        1         2            3          4             5

300 bp

200 bp

100 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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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ovial sarcoma), 신경모세포종, 결합조직형성소세포종양

(desmoplastic small round cell tumor), 그리고 Ewing 육종/원

시성신경외배엽종양을 들 수 있다. 그 중에서 신장에서 발생한

원발성 PNET는 매우 드문 종양으로, 그 동안 약 30예가 문헌

상 보고되어 있다. 발생 연령은 4세부터 69세까지 다양하나 20

에서 40 까지 젊은 성인들에서 많고 남녀 비는 보고자마다

다양하다.2-5 광학현미경적 소견에서는 미만성의 작고 둥근 세포

들의 증식과 로제트 형성을 특징으로 하며, 방추형 세포들이 다

발을 이루며 배열하는 양상을 보일 수도 있다.6 면역조직화학염

색 양상은 신장 외에 생긴 PNET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즉, vimentin과 NSE에는 전반적으로 양성 반응을 보이며

synaptophysin과 chromogranin A 등 신경내분비세포 표지자

에 간혹 양성이며,7 desmin과 cytokeratin에도 양성인 예들이

있다.2,8,9 또한 특징적으로 CD99에 양성 반응을 보인다. CD99는

MIC2 유전자에 의해 발현되는 세포 표면 당단백질인 p30/32MIC2

로 알려져 있으며 이 당단백질을 인지하는 단클론항체들(HBA71,

O13 등)이 개발되어 진단에 이용되어 왔다. 이 당단백질은 세포

막을 따라 막성 양상으로 염색되는 것이 특징이다. 예전에는

CD99 양성 반응이 PNET/Ewing family tumor에 특이적인 것

으로 생각되었으나, 최근에는 림프모구림프종(lymphoblastic

lymphoma)이나 흉선종 등 다른 종양에서도 발현될 뿐만 아니

라 일부 상피세포나 췌장도세포 등 정상 조직에서의 양성 반응

도 알려지게 되었다.10,11 특히 횡문근육종, 단상윤활막육종, 결합

조직형성소세포종양, Wilms 종양에서도 일부 발현되기 때문에

CD99 양성 소견이 PNET/Ewing family tumor에 특이적인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들 종양에서의 양성 반응은 매우 강하

고 미만성이다. 

PNET와 Ewing 육종은 현재 조직학적 특성, 면역화학염색

양상, 전자현미경적 소견뿐 아니라 염색체 이상에서도 공통점을

보이는 한 가족 종양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 중 Ewing 육종은

스펙트럼의 미분화된 한쪽 끝을 이루고, PNET는 신경조직으로

의 분화를 보이는 다른 한쪽 끝에 해당된다.12 Ewing 육종 세포

의 22q12 유전자자리(locus)에는 아직까지 그 기능이 알려지지

않은 EWS 유전자가 있으며, 이 유전자가 11q24 유전자 자리

의 전사인자(transcription factor) 기능을 하는 FLI-1 유전자에

전위됨으로써 EWS-FLI1 키메라 유전자가 생성된다. 이런 형

태의 전위는 전체 PNET의 약 85%에 존재한다.11 약 10%에서

는 21q22 유전자자리의 ERG 유전자와 전위가 일어나며, 드물

게 7p22 유전자자리의 ETV-1, 17q12 유전자자리의 E1AF,

2q33 유전자자리의 FEV 등과의 전위가 보고되어 있다.11 이러

한 유전자 전위 현상을 비교적 쉽게 증명할 수 있는 분자생물학

적 방법의 보급이 확장되면서, 최근에는 특정 육종의 진단에 특

정 유전자 전위의 유무가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증례 1에서는 조직학적으로 로제트 형성을 자주 관찰할 수 있

었고 신경 분화를 시사하는 면역조직화학염색 결과를 보 으며,

PNET에 특징적인 염색체 전위양상인 t(11;22)(q24;q12)를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으로 밝힘으로써 비교적 쉽게 원시성신

경외배엽종양으로 진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증례 2의 경우에는 광학현미경 소견에서 원형의 세포

뿐만 아니라 난원형 세포들도 있으며, 그 사이사이에 혈관주위

세포종에서 관찰할 수 있는 서로 문합하는 다양한 크기의 사슴

뿔 모양 혈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단상윤활막육종을 감별해야만

하 다. 단상윤활막육종도 세포질이 거의 없는 균일한 모양의

세포들로 이루어진 종양으로 면역조직화학염색 양상도 CD99에

양성 반응을 보이는 등 원시성신경외배엽종양과 유사한 소견을

보인다. 그러나 단상윤활막육종은 90% 이상에서 원시성신경외

배엽종양과는 달리 t(X;18) 전위가 일어나 SYT-SSX 키메라

유전자를 형성하는데, 일반적인 hematoxylin-eosin 염색이나 면

역조직화학 검사로 진단이 어려운 경우 이 현상이 진단에 큰 도

움을 줄 수 있다.13 증례 2에서는 일차적으로 EWS/FLI1 키메

라 유전자를 검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으로 EWS/ERG 키

메라 유전자에 한 검사를 시행하 지만, 이 역시 음성이었다.

그래서 SYT/SSX 키메라 유전자에 해서 역전사중합효소연

쇄반응을 재차 시행하 으나 음성으로 판명되었다. 결국 증례 2

의 정확한 진단은 광학현미경적으로 주로 난원형의 균일한 세포

로 구성된 점, 면역조직화학적으로 cytokeratin 음성, NSE 및

CD99에 양성인 점을 근거로 원시성신경외배엽종양에 더 합당할

것으로 결론지었다. 앞서 11번과 22번 염색체 간의 전위가 일어

날 때 나타나는 다양한 패턴 중 FLI1과 ERG 이외의 매우 드문

전위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 

신장에서 발생한 원시성신경외배엽종양은 하 정맥 내 종양

색전을 일으키고 수술 부위에서 다시 재발한 증례 1에서 보듯이

예후가 나쁜 것으로 알려져 있다.2,5 항암치료 약물에는 ifos-

famide나 cyclophosphamide 등 염기화제제(alkylating agent)

가 포함되는 편이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다.2 증례 2의 경우는

종양의 크기가 비교적 작았기 때문에 수술 후 추가적인 치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전이나 재발소견이 발견되

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세 한 추적관찰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신장에 생기는 원시성신경외배엽종양은 매우 드

문 악성종양으로, 작고 균일한 모양의 세포로 이루어진 종양이

발생하 을 때 반드시 감별 진단에 포함되어야 한다. 충분한 조직

을 채취함으로써 로제트 형성을 확인하고 CD99를 비롯한 여러

가지 면역조직화학검사를 시행하여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다른

종양들과 감별해야 하며,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 검사로 특징적

인 t(11;22)(q24;q12)를 확인하는 것이 진단에 도움이 된다.

참고문헌

1. Quezado M, Benjamin DR, Tsokos M. EWS/FLI-1 fusion tran-

scripts in three peripheral primitive neuroectodermal tumors of the

kidney. Hum Pathol 1997; 28: 767-71.



신장의 원발성 원시성 신경외배엽 종양  149

2. Jimenez RE, Folpe AL, Lapham RL, et al. Primary Ewing’s sarco-

ma/primitive neuroectodermal tumor of the kidney. A clinico-

pathologic and immunohistochemical analysis of 11 cases. Am J

Surg Pathol 2002; 26: 320-7.

3. Rodriguez-Galindo C, Marina NM, Fletcher BD, Parham DM, Bod-

ner SM, Meyer WH. Is primitive neuroectodermal tumor of the

kidney a distinct entity? Cancer 1997; 79: 2243-50.

4. Takeuchi T, Iwasaki H, Ohjimi Y, et al.  Renal primitive neuroecto-

dermal tumor: a morphologic, cytogenetic, and molecular analysis

with the establishment of two cultured cell lines. Diagn Mol Pathol

1997; 6: 309-17.

5. Sang-Yong Song, Eun Youn Cho, Jungwon Lee, et al. Primitive

Neuroectodermal Tumor of the Kidney. -A case report- The Kore-

an J Pathol 1998; 37: 231-6.

6. Friedrichs N, Vorreuther R, Poremba C, et al. Primitive neuroecto-

dermal tumor (PNET) in the differential diagnosis of malignant

kidney tumors. Pathol Res Pract 2002; 198: 563-9.

7. Pagani A, Macri L, Rosolen A, Toffolatti L, Stella A, Bussolati G.

Neuroendocrine differentiation in Ewing’s sarcomas and primitive

neuroectodermal tumors revealed by reverse transcriptase-poly-

merase chain reaction of chromogranin mRNA. Diagn Mol Pathol

1998; 7: 36-43.

8. Gu M, Antonescu CR, Guiter G, Huvos AG, Ladanyi M, Zakowski

MF. Cytokeratin immunoreactivity in Ewing’s sarcoma. Prevalence

in 50 cases confirmed by molecular diagnostic studies. Am J Surg

Pathol 2000; 24: 410-6.

9. Parham DM, Dias P, Kelly DR, Rutledge JC, Houghton P. Desmin

positivity in primitive neuroectodermal tumors of childhood. Am J

Surg Pathol 1992; 16: 483-92.

10. Weidner N, Tjoe J. Immunohistochemical profile of monoclonal

antibody O13: antibody that recognizes glycoprotein p30/32MIC2

and is useful in diagnosing Ewing’s sarcoma and peripheral neu-

roepithelioma. Am J Surg Pathol 1994; 18: 486-94.

11. Alava E, Gerald WL. Molecular biology of the Ewin’s sarcoma/

primitive neuroectodermal tumor family. J Clin Oncol 2000; 18:

204-13.

12. Dehner LP. Primitive Neuroectodermal Tumor and Ewing’s Sarco-

ma. Am J Surg Pathol 1993; 17: 1-13.

13. Folpe AL, Schmidt RA, Chapman D, Gown AM. Poorly differenti-

ated synovial sarcoma. Am J Surg Pathol 1998; 22: 673-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