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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수모세포종에 대한 

치료 결과 및 예후 인자 

<지도교수 최 중 언>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과

 신 준 재

목적 : 수모세포종은 소뇌의 미분화된 신경외배엽 세포에서 발생되는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으로 소아에게 빈발하는 뇌종양중 하나이다. 

과거 이 종양의 생존율은 높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생존율이 향상 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종양의 치료 결과와 생존율에 향을 주

는 예후 인자를 분석하고자 한다. 

방법 : 1979년 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24년의 기간 동안 연세대학

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에서 병리조직학상 수모세포종으로 진단 받

은 137예의 환자의 임상기록지를 후향적으로 검토 분석하 다.  

결과 : 전체적인 3년 생존율은 71.8%, 5년 생존율은 65% 다. 예후에 

관계되는 인자별로 3년 생존율을 비교하 을 때, 진단 당시 나이 3세

를 기준으로 하여 3세 이상인 경우 78.2%, 3세 이하인 경우 48.9%이

었고(P<0.05), 션트술을 안한 경우 85.6%, 한 경우 73.8%이었다

(P<0.01). 치료방법에 따라 분류하 을 때의 3년 생존율은 방사선 치

료전 항암요법군 87%, 보조적 항암요법군 82.1%, 단독 방사선 치료군 

64.8%로 좋은 치료결과를 보 던 반면, 단독 항암요법군(14.3%)과 단

독 수술치료군(25%)은 치료 결과가 좋지 않았다. 다른 예후 인자로 

성별, 종양의 적출정도, Chang 분류 중 T 병기 등은 생존율 차이에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고위험군에서는 항암요법치료가 효과적이었

으며 방사선 치료 전 항암요법은 재발을 감소시켰다.

결론 : 수모세포종은 종양적출술, 방사선 치료 및 적극적인 화학요법

으로 그 생존율이 향상되었다(3년생존율 71.8%). 치료 결과가 좋으리

라 예측 할 수 있는 상황으로는 진단 당시 나이 3세 이상, 션트술을 

안 한 경우와 수술 후 방사선 치료전 항암요법을 시행한 경우 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핵심되는 말 : 수모세포종, 예후인자, 생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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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모세포종에 대한 

치료 결과 및 예후 인자  

  Results of treatment and prognostic factors 

in the medulloblastoma 

<지도교수 최 중 언>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과

신 준 재



- 3 -

Ⅰ. 서론 

    1925년에 Bailey 와 Cushing
1
에 의해 처음 명명된 수모세포종은 

소뇌의 미분화된 신경외배엽 세포에서 발생하는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인데 최근에는 그 정의가 후두와의 원시 신경외배엽 종양으로 한

정되었다.
2 
이 종양은 소아에게 빈발하는 뇌종양 중 하나로, 소아 뇌

종양의 15-25%, 성인 뇌종양의 약 1%를 차지한다.
3,4,5

 

    1960-70년대에는 이 종양의 5년 생존율이 약 2-11% 로 보고 되

었는데
6,7
 최근에는 MRI 등에 의한 조기 진단, 수술 현미경을 이용한 

미세 수술의 도입 및 수술수기, 그리고 방사선치료 및 화학 요법 등

의 발달로 치료 결과가 크게 향상되어 5년 생존율이 약 50-70%로 크

게 증가된 것으로 보고 되었다.
8,9,10,11,12

 이 종양 환자들의 예후를 예상

하는 여러 인자들이 연구되어 왔는데,
3,13,14 

환자의 연령, 성별, 종양의 

크기, 전이 여부, 수술 후 잔여 종양의 정도, 조직학적 특징, 치료 방

법 등이 관계가 있다고 보고 되었다.
9,12,15,16,17

    이에 저자는 1979년 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24년 동안 세브란

스병원 신경외과에서 치료받은 137예를 대상으로 치료 결과와 생존율

에 향을 주는 예후인자를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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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979년 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24년의 기간 동안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에서 병리조직학상 수모세포종으로 진단 받은 

137예의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들의 임상기록지를 후향적으로 검토 분

석하 다. 예후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 환자의 나이, 성별, 임상적 

증상, 진단 전 증상 발현 기간, 종양의 크기, 전이 여부, 종양의 위치, 

전이 정도, 조직학적 특징, 종양의 수술적 적출정도, 수두증의 유무, 

뇌실 복강간 션트술의 유무, 방사선 치료 및 화학요법의 유무 등이 

생존율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수술 사망(수술 후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는 6예는 

생존율의 분석에서 제외하 다.

1. 종양의 크기와 전이 

    종양의 크기와 전이 여부는 Chang의 분류법(표 1)을 이용하여 수

술전 방사선학적 검사 결과와 뇌척수액 검사를 바탕으로 종양의 병기

를 T, M으로 분류하 다. Chang의 분류법에 따른 위험군의 구분은 

T 병기상 T3b 이상이거나, M 병기상 M1 이상인 경우를 고위험군, 

그 외의 경우는 저위험군으로 정의하 다. 전이 여부를 알기 위해 시

행한 뇌척수액 검사, 척수조 술 및 척추 자기공명 상(spine MRI)은 

되도록 수술 전에 시행하 으며 수술 후 검사 시에는 48시간이내 시

행하 다. 추적 검사는 조  증강한 뇌 컴퓨터 단층 촬 과 자기공명

상으로 시행하 다. 

2. 치료방법

    1979년부터 1985년까지는 종양적출술과 방사선 치료가 주된 치료

방법이었다. 3세 이상에서 종양 적출술 후 두개강, 두척추부 방사선 

치료 및 후두개와에 booster 조사하 고, 1세 이상 3세 미만에서 방사

선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방사선 조사를 감량하 다. 그리고 1세 

미만에서는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지 않았다. 1986년부터는 신경외과, 

소아과 및 방사선 종양학과로 이루어진 뇌종양 전문팀이 결성되어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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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인 치료가 이루어졌는데, 종양적출술과 방사선 치료 그리고 항암

요법의 병용이 1986년부터 2002년까지의 주된 치료 방법이었다. 3세 

이상 환자에서는 종양적출술 후 두개강, 후두개와, 두척추부의 방사선 

치료와 보조적 항암요법 시행하 고, 그 중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방

사선 치료 전 항암제를 투여하 다. 3세 이하 환자의 경우, 보조적 항

암요법을 6주 간격으로 3세까지 시행하고, 그 이후에는 방사선 치료

와 보조적 항암요법을 1년간 시행하 다. 

 

    치료 방법에 따른 생존율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의 5군으

로 분류하 다. 

 가. 단독 방사선 치료군 (Radiation therapy group)

    수술 후 2-4주이내에 megavoltage equipment를 이용하여 6주간 

전신경축에 3400-3600 cGy를 조사하고, 후두와에 1800-1980 cGy를 

booster로 조사한 군

 나. 보조적 항암요법군 (Adjuvant chemotherapy group)

    가와 같은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는 동안 vincristine을 정맥주사 

하고, 방사선 치료 후 유지 항암요법으로 cisplatin, vincristine, 

lomustine, prednisone을 6주 간격으로 1년간 투여한 군

 다. 방사선 치료전 항암요법군 (Pre-irradiation chemotherapy group)

    수술 후 2주째 cisplatin, vincristine 혹은 etoposide, predinosone

을 투여하고, 3주 후 방사선치료와 vincristine 투여, 그 후 보조적 항

암화학요법을 1년간 시행한 군

 라. 단독 항암제 치료군 (Chemotherapy group)

    1세 미만의 환자로서 수술 후 항암제만 투여한 군

 마. 단독 수술적 치료군 (Surgical resection group)

    수술적 치료만 시행한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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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술적 적출 정도

    수술적 적출 정도는 수술시야에서 종양을 완전히 제거하거나 수

술 후 뇌컴퓨터 촬 , 자기공명 상 등에서 잔여 종양이 없는 경우를 

전적출 (grossly total resection), 90% 이상 적출 하 으나 잔여종양

이 남은 경우를 아전적출 (subtotal resection), 90% 미만 절제한 경우

를 부분 적출 (partial resection) 이라고 분류하 다. 

    1979년부터 1985년까지는 수술시 자세를 prone position으로  

midline suboccipital craniectomy를 시행하 으며, 1986년 이후부터는 

left lateral decubitus position으로 18세 이상의 성인의 경우는 prone 

position으로 midline suboccipital craniotomy를 시행하 고 종양이 경

추부까지 내려와 있는 경우 C1 arch resection을 시행하 다. 

4. 추적 관찰 및 재발의 판정

    추적 검사는 조  증강한 뇌컴퓨터 단층 촬 과 자기공명 상을  

시행하 는데 첫 1년간은 1∼3개월 간격으로, 그 이후에는 6개월 간

격으로 검사하 다. 또한 환자가 증상을 호소하거나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 소견을 보일 때도 검사를 시행하 다. 재발은 추적 검사 상 새

로 조  증강된 병변이 발견되는 경우나 아전적출, 부분 적출 후 보

강치료 도중 병변이 증강된 경우로 정의하 다.

     무재발 생존율 (progression-free survival)은 수술한 날짜로부터 

재발된 날까지로 하 으며 전체적인 생존율 (overall survival)은 진단 

일부터 생존 기간으로 정하 다. 사망의 경우는 수술 후 병원에서 사

망한 환자,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도중 사망한 환자, 혼수상태에서 

자의 퇴원한 후 사망한 환자 모두를 포함하 다. 

5. 통계 처리

    통계는 MedCalc software (MedCalc ver 4.20.014 ; MedCalc 

Software, Mariakerke, Belgium)를 이용하 고, Kaplan-Meier 

method로 생존율을 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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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Chang 의 분류 (Chang's staging system)

   Stage Definition

 tumor  

   T1 Tumor < 3cm in diameter and limited to the midline 

position in the vermis, roof of the fourth ventricle, and 

(less frequently) to the cerebellar hemispheres

   T2 Tumor > 3cm in diameter, further invading one adjuvant 

structure or partially filling the fourth ventricle

   T3a Tumor invading 2 adjuvant structures or completely 

filling the fourth ventricle with extension into the    

aqueduct of Sylvius, foramen of Magendie, or foramen 

of Luschka, thus producing marked obstructive 

hydrocephalus

   T3b Tumor arising from the floor of the fourth ventricle or 

brainstem and filling the fourth ventricle

   T4 Tumor further spreading through the aqueduct of Sylvius 

to involve the third ventricle or midbrain, or tumor 

extending to the upper cervical cord

 metastasis

   M0 no evidence of gross subarachnoid or hematogeneous 

metastasis

   M1 microscopic tumor cells found in cerebrospinal fluid

   M2 gross nodular seedings demonstrated in the cerebellar, 

cerebral subarachnoid space, or in the third or lateral 

ventricles

   M3 gross nodular seedings in the spinal subarachnoid space

   M4 extraneural metast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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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전체적으로 1년 생존율은 89.2%, 3년 생존율 71.8% 그리고 5년 

생존율은 65% 다. 전체적인 1년 무재발 생존율(progression-free 

survival)은 82.8%, 3년 무재발 생존율은 68.3%, 그리고 5년 무재발 

생존율은 65% 다. 

    전체적인 수술 사망률(operative death; 수술 후 30일 이내에 사

망한 경우)은 4.4% 다. 수술에 의한 합병증은 종양 적출술 후 출혈

이나 혈종이 발생한 경우가 8예, 일시적인 mutism이 발생한 경우가 2

예, 수술 부위의 뇌척수액 이루가 발생하여 수술을 시행한 경우가 6

예가 있었다. 또한 방사선 치료 후 이에 의한 Moyamoya disease가 

발생한 경우가 1예 있었고, 뇌동맥류 파열을 경험한 경우도 1예 있었

다.

1. 시기에 따른 생존율 분석

    시기별로 살펴보면 전체 137예 중 1979년부터 1985년까지 수술한 

경우가 31예 고, 1986년부터 2002년까지 수술한 경우가 106예 다. 

    1979년부터 1985년까지의 3년과 5년 생존율은 51.9%, 3년과 5년 

무재발 생존율도 51.9%이었다. 1986년부터 2002년까지의 3년 생존율

은 77.5%, 5년 생존율은 68.5%이었고 3년 무재발 생존율은 72.7%, 5

년 무재발 생존율은 68.4% 다. 두 시기의 생존율의 차이는 통계적으

로 유의성이 있었다(P<0.05)(그림 1). 또한 1986년 이전과 이후의 고

위험군의 생존율 차이도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P<0.05)(그림 2). 하

지만 저위험군의 1986년 이전과 이후 생존율의 차이에는 통계적 유의

성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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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체적인 생존율 및 시기에 따른 생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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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시기에 따른 고위험군의 생존율
1986년 이전과 이후의 고위험군 사이의 생존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었다.

1986-2002                                            

1979-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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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상적 특성에 따른 생존율 분석

    연령의 중앙값은 9.5세 으며, 0세에서 42세까지 분포하 고 3세 

이하가 30명, 3세 이상이 107명이었다. 16세 이상의 성인은 23명이었

다. 남자는 89명, 여자는 48명으로 남녀 성비는 1.85:1이었다(표 2). 

    연령에 따른 생존율은 3세 이하에서는 3년 생존율이 48.9%, 5년 

생존율 44.4% 고, 3세 이상에서는 각각 78.2%, 70.7%로, 이들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value<0.05)(그림 3, 표 3).

     성별에 따른 생존율은 남자는 3년 생존율이 73.6%, 5년 생존율 

67.4% 고, 여자의 3년 생존율은 69.6%, 5년 생존율은 60.4% 이었다. 

이들 사이의 통계적 의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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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환자들의 임상적 특징(Clinical characteristics of the patients)

 

Year               1979-1985          1986-2002         All patients

No.        31  106        137

 <  3 years         9   21         30

 ≧ 3 years        22   85        107

median(range),year   11.2(0-36)          9.1(0-42)       9.5(0-42)

Sex

 Male        22   67 89

 Female                 9   39 48

Procedure

 Total resection        12           36 48

 Subtotal resection     19   70         89

Treatment group

 Radiation        22   21 43

 Adjuvant chemotherapy 0   44 44

 Pre-irradiation chemo 0   33 33   

 Chemotherapy         0    8  8

 Resection only         3    0  3

Chang's stage

 T1-T2-T3a        26   56 82

 T3b-T4         5   50 55

 M0        30   74        104

 M1-2-3-4         2   31 33

Follow-up period

 median(range),month  62(5-186) 60.6(5-251)     61.3(5-251)

Recur

 no.        12   33 45

 median(range),month 57.2(2-185) 53.2(3-123)     55.2(2-185)

Chemo ; chemo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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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연령에 따른 생존율
3세 이하에서 3년 생존율은 48.9 %, 5년 생존율은 44.4 %였고, 
3세 이상에서는 3년 생존율은 78.2 %, 5년 생존율은 70.7%이었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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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령에 따른 임상적 특징 

Age            <3 years       ≧3 years   

       

No.    30 107      

median age(range),year  1.5(0-2) 11.8(3-42)

Procedure

 Total resection   11 37     

 Subtotal resection   19 70      

Treatment group

 Radiation     8 35        

 Adjuvant chemotherapy  9 35

 Pre-irradiation chemo  2 31

 Chemotherapy     8  0

 Resection only    1  2

Chang's stage

 T1-T2-T3a    15 67

 T3b-T4    15 40

 M0 22 82

 M1-2-3-4  8 25

Chemo ; chemo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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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션트술에 따른 생존율 분석

    수두증은 초기 진단 시 83예에서 있었는데 그 중 46예(55.4%)에

서 션트술을 시행하 다. 션트수술이나 endoscopic 3rd 

ventriculosotomy 시행 후 기능부전, 염증 등으로 재수술을 시행한 경

우가 21예 있었다. 션트술을 필요로 하 던 환자들의 3년과 5년 생존

율은 각각 73.8%, 56.6% 으나, 필요치 않은 환자들의 생존율은 

85.6%(3년), 59.8%(5년)이었다. 션트술을 필요로 하 던 환자들과 그

렇지 않은 환자들 사이의 생존율에는 통계학적 차이가 있었다(P 

value<0.01)(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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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션트술에 따른 생존율
션트수술을 하지 않았던 환자군과 션트 수술을 필요로 하였던 환자군 사이의
생존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었다(P<0.01).

4. 종양의 크기 및 전이 여부가 생존율에 미치는 향

    Chang’s stage 따른 분류중 T stage에서 T1은 5예(3.6%), T2는 

23예(16.8%), T3a는 54예(39.4%), T3b는 38예(27.7%), T4는 17예

(12.4%) 다. 평균 61.3개월 동안 추적되었으며, 그 범위는 5개월에서 

251개월에 걸쳐 분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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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stage에 따른 생존율의 차이를 보면 T1에서는 3년과 5년 생존

율 모두 75%이었으며, T2에서는 3년과 5년 생존율이 72.7%, T3a에서

는 3년 생존율은 70.9%인 반면, 5년 생존율은 63.5%로 감소하 다. 

T3b에서는 3년 생존율이 77.9%이고 5년 생존율은 71.2%이었다. T4의 

3년 생존율은 55.1%이고 5년 생존율은 36.7% 다(그림 5). 이 중 

T1-T3a와 T3b-T4의 생존율 사이의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그림 

6). 하지만, T3a 와 T4 사이의 유의성은 있었다(P<0.05).     

    M stage에 따른 분류를 보면 M0은 105예, M1은 6예, M2는 3예, 

M3은 22예이었다. M4 stage(중추신경계 외 전이)는 1예가 있었다. 

M0과 M1-4 생존율 사이에는 통계적 의의가 없었다(P=0.43). 하지만 

1986년 이후, M0과 M2 생존율 간에는 통계적 의의가 있었다(P<0.01) 

(그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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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T병기에 따른 생존율
생존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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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제 4뇌실의 바닥에 침범정도에 따른 생존율
제 4뇌실을 침범 하였던 환자군과 침범 하였던 환자군사이의 생존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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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전이 여부에 따른 생존율
M0 환자군과 M2 환자군의 생존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었다(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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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양의 조직학적 특성

    125예에서 classical medulloblastoma이었고, 4예에서는 neuronal 

differentiation, 4예에서는 astrocytic differentiation을 동반하 다. 나

머지 4예는 desmoplastic이었다. 

6. 수술시 종양의 적출량과 생존율과의 관계

    전적출이 시행된 경우는 48예, 아전적출이 시행된 경우는 88예, 

종양의 90 % 미만인 부분적출이 시행된 경우는 없었으며, 뇌정위적 

생검(stereotactic biopsy)을 시행하 던 것은 1예 다. 전적출을 시행 

받은 환자의 3년 생존율은 70.3%이었고 아전적출을 시행 받은 환자의 

3년 생존율은 74.4%이었다. 전적출을 시행 받은 환자들과 아전적출을 

시행 받은 환자들 사이의 생존율의 차이는 통계학적 유의성이 없었

다.

7. 치료 방법에 따른 생존율 분석

    방사선 치료전 항암요법군의 3년 생존율은 87%, 보조적 항암요법

군의 3년 생존율은 82.1%, 그리고 단독 방사선 치료군의 3년 생존율

은 64.8%이었다. 단독 항암요법군의 3년 생존율 14.3%, 단독 수술 치

료군의 3년 생존율 25%이었다(그림 8). 방사선 치료 전 항암요법군, 

보조적 항암요법군 그리고 단독 방사선 치료군 순으로 생존율이 높았

으나 각 군 사이의 생존율 차이는 통계적인 의의가 없었다. 방사선 

치료 전 항암요법군 33예 중 8예(24%)에서 재발이 있었다. 보조적 항

암요법군 44예 중 18예(41%)에서 재발이 있었다. 그리고 단독방사선 

치료군 43예 중 11예(26%)에서 재발이 있었다. 특히 방사선 치료 전 

항암요법군과 보조적 항암요법군 간의 재발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P<0.05)(그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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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치료 방법에 따른 생존율
방사선 치료전 항암요법군의 생존율이 가장 높았다. 하지만, 이들 사이의
생존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었다.
* preRTx CTx ; Pre-irradiation chemotherapy  RTx + CTx ; Adjuvant chemotherapy  RTx ; Radiation therapy
CTx ; Chemotherapy     op ; Surgical resection

preRTx CTx                                            

RTx + CTx
RTx
CTx
op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Time(months)

1.0

0.9

0.8

0.7

0.6

0.5

0.4

0.3

0.2

0.1

0.0

R
ec

ur
re

nc
e 

pr
ob

ab
ili

ty

그림 9. 치료방법에 따른 재발율
방사선 치료전 항암요법군과 보조적 항암요법군 간의 재발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 preRTx CTx ; Pre-irradiation chemotherapy RTx + CTx ; Adjuvant chemotherapy

preRTxCTx 

RTx+C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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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위험군에 따른 생존율 및 치료방법

    고위험군은 76예 고 저위험군은 54예 다. 저위험군의 3년 생존

율은 76.7%, 5년 생존율은 69.7% 고, 고위험군의 3년과 5년 생존율

은 각각 68.5%, 61.9% 다. 저위험군에서 방사선 치료를 한 경우와 

항암제를 추가로 한 경우의 생존율에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그림 

10). 그러나 고위험군에서는 방사선 치료를 한 경우와 항암제 병용치

료를 한 경우의 생존율 차이에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P<0.05)(그림 

11). 고위험군에서 항암제 투여를 방사선 치료 전에 한 경우와 방사선 

치료 후에 한 경우의 생존율 차이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그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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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저위험군에서 항암제에 따른 생존율
저위험군에서 방사선 치료를 한 경우와 항암제를 추가로 한 경우의 생존율에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 RTx + CTx ; 항암제를 추가로 시행 RTx ; 방사선 치료만 시행

RTx + CTx

R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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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고위험군에서 항암제 투여 시기에 따른 생존율
고위험군에서 항암제 투여를 방사선 치료전에 시행한 군과 방사선 치료 후에
시행한 군의 생존율 차이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 preRTx CTx ; 방사선 치료전 항암제 투여 RTx + CTx ; 방산선 치료 후 항암제 투여
RTx ; 방사선 치료만 시행

preRTx CTx                                            

RTx + CTx
R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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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고위험군에서 항암제에 따른 생존율
고위험군에서는 방사선 치료를 한 경우와 항암제 병용치료를 한 경우의
생존율 차이에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P<0.05).
* RTx + CTx ; 항암제룰 추가로 시행 RTx ; 방사선 치료만 시행

RTx + CTx
R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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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재발 환자의 생존율 분석 

    재발을 하거나 전이된 경우는 44예 는데 평균 재발 기간은 55개

월이었으며, 재발 기간은 3개월에서 58개월에 걸쳐 분포하 다. 1년 

내에 재발한 경우는 47.7%, 2년 내에 재발한 경우가 75%, 3년 이후에

는 재발률이 급격히 감소하 다. 재발 환자의 3년 생존율 39.7%, 5년 

생존율 28.5% 다(그림 13). 재발 후 치료로 8예에서 2차 수술을 시행

하 는데 그 중 1예는 감마나이프수술을 시행하 다. 재발 후 수술을 

한 환자와 수술을 하지 않은 환자 사이에는 통계학적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재발의 부위가 종양절제 부위에 재발한 경우는 21예, 천막 상

으로 전이되거나 뇌척수액을 통하여 퍼진 경우는 13예, 척추로 전이

된 경우가 6예, 그리고 원격전이 4예 는데, 초기부위에서 다시 재발

한 환자와 천막상이나 척추 전이 등과 같이 초기 부위 외에서 재발한 

환자 사이의 생존율에는 통계학적 차이는 없었다. 재발 당시 환자가 

증상을 호소함으로써 재발을 확인한 경우와 정기적인 추적 검사로 재

발이 발견이 된 경우 사이에서도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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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재발환자의 생존율
3년 생존율 39.7%, 5년 생존율 28.5%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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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수모세포종은 소아에서 빈도가 높은 뇌종양으로 3세에서 8세 사

이에 흔하고 남녀의 비율은 1.33:1에서 2:1까지 보고 되어왔다.
4,18,19,20,21

 

본 연구에서는 진단 당시 연령의 중앙값은 9.5세 으며, 남녀비가 

1.85:1로 남자에서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저자
22
는 남자

보다 여자에서 예후가 좋다고 보고하 으나 Vassilyadi 등
11,23

은 성별

에 따른 예후의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의 결과 역시 성

별에 따른 생존율의 차이는 없었다. 

    여러 저자들이
16,19,20,22-26

 수모세포종의 예후가 나이와 접한 관계

가 있다고 보고하 다. Evans 등과 같은 보고자들
16,22,23

은 진단 당시 

나이가 3세 이하일 때가 3세 이상일 경우보다 예후가 좋지 않다고 보

고하 으며, 3세 이하의 생존율을 12 %이하
25
, 37%

26
, 50%

20
 라고 보

고하 다. 하지만, Giordana 등
19
은 나이가 예후인자로 작용하지 않는

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는 3세 이하의 생존율이 48.9%(3년), 

44.4%(5년)으로, 3세 이상의 생존율, 78.2%(3년), 70.7%(5년)에 비하여 

낮았으며 이들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었다(P<0.05). 최근 항

암제 치료 방침에도 발전이 있어, 3세 이하의 환자에게 항암제를 먼

저 투여하고 방사선 치료를 3세 이후로 연기하는 치료, 항암제 효과

를 증강시키기 위하여 고용량의 항암제 투여 후 조혈모세포를 이식하

여 주는 치료 등, 적극적인 시도가 행해지고
25,27,28

 있지만, 본 연구 결

과 이러한 다양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진단 당시 3세 이하의 환자에서

는 예후가 좋지 않았다.  

    천막하부 종양인 수모세포종은 수두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빈번하

여 과거에는 종양 적출 전 션트술을 많이 시행하 으나 최근에는  응

급시를 제외하고는 시행되지 않는다. 이는 수술 전후 부신피질호르몬

제 사용이나 종양제거술로 수두증은 호전될 수 있고, 종양 적출 전 

션트술로 인한 upward herniation이나 다른 합병증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션트술이 필요한데, 여러 저자들
15,20,29

은 그 비율을 25-40%정도로 보고하 다. Modha 등
23
은 47%의 

환자에서 션트술이 필요하다고 보고하 으며 션트술이 생존율에 향

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하 다. 하지만 Lee 등
29
은 션트술이 생존율에 

향을 미치며 나이가 어릴수록, 수술 전 수두증이 심할수록, 종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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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가 클수록 션트술이 더욱 필요하다고 하 다. Caputy 등
13
, 

Jenkin 등
30
도 션트술을 필요로 하는 환자에서 예후가 좋지 않았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는 초기 수두증이 있었던 환자의 55.4%, 전체 

환자의 33.6%에서 션트술이 필요하 는데, 션트술을 필요로 하 던 

환자들의 3년과 5년 생존율은 각각 73.8%, 56.6% 으나, 필요치 않은 

환자들의 생존율은 85.6%(3년), 59.8%(5년)로, 이는 통계학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 다. 따라서 종양적출 후에도 수두증이 지속되어 션

트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예후는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뇌실 복강간 션트술로 인하여 전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일부 

보고자
13,17

들의 연구결과처럼, 본 연구에서도 복수를 동반한 복부전이 

1예가 있었다. 

    종양의 크기, 인접부위의 침범정도, 그리고 전이 여부는 Chang's 

stage system에 잘 반 되어 있는데, Caputy 등
13
과 일부 보고자들은

19,20,31,32,33
 Chang 분류법의 T 병기가 생존율에 향을 주지 못한다고 

하 으나, 다른 보고자
16
는 낮은 T 병기가 더 좋은 생존율을 보인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는 제 4 뇌실의 바닥에 침범한 환자들

(T3b-T4)과 하지 않은 환자들(T1-3a) 을 비교하여 본 결과, 생존율

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Chang's stage에 따른 T 병기 비율은 

Albright 등
15
이 보고한 결과와 비슷하 다. Evans 등

16,30
은 Chang 분

류법의 M 병기가 무재발 생존율을 예측하는데 가장 중요한 인자라고 

하 으며, Packer 등
33
도 화학요법을 시행한 환자에게서 생존율을 예

측하는데 중요인자라 하 다. 본 연구에서는 M0 환자군 과 M1-4 환

자군 사이의 생존율에 통계적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1986년 이후 M0

군과 M2군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1986

년 이전에는 뇌척수액검사와 척수조 술로 M 병기를 조사하여 M0 

비율이 높았는데 최근에는 뇌척수액검사와 척추 자기공명 상(spine 

MRI)으로 M 병기를 조사하여 M1-4 의 비율이 증가하 다. M 병기

가 예후인자로 관여하는가에 대하여는 앞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

리라 사료된다. Jenkin 등
32,33

은 Chang's stage를 보완하기위해 수술

시 종양 절제 정도, 환자의 나이, 종양의 위치, 전이 여부 등을 조합하

여 새로운 grading system을 제시하기도 하 다. 

    수모세포종의 조직 병리학적 분류는 classical type과 

desmoplastic type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desmoplastic type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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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4% 정도로 보고 된다고 하 다.
36,37

 Vassilyadi 등
11
은 

desmoplastic (결합조직형성의) feature를 가진 수모세포종이 더 좋은 

생존율을 가진다고 보고하기도 하 는데, 이는 이들 종양형태가 소뇌 

반구 쪽에 위치하는 빈도가 높고, 또한 이들이 nodular(소, 결절)하기 

때문에 종양 적출이 더 쉬워 좋은 예후인자라고 하 다. 하지만 다른 

저자들
12,14,31

은 수모세포종의 조직학적 특징이 예후 인자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는 desmoplastic type이 2.9%로 그 

빈도가 낮아 통계적 비교를 할 수 없었다. 

    종양 적출의 정도가 생존율에 향을 미친다는 보고들
33,38

은 많으

며 종양의 90% 이상 적출 시 생존율의 향상을 보인다는 보고도 있다.
 

또 다른 저자들은 종양의 적출정도가 예후인자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제시하 다.
12,13,16,21

 무리하게 전적출을 시도할 경우 소뇌 부종이나 경

색 및 뇌간 손상 등을 일으킬 수도 있고, 수술 후 신경학적 상태와 

회복 정도에 큰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39 

Albright 등
15

은 후두와 종양 수술 후 신경학적 손상이 약 25 %에서 발생하 다고 

보고하 다. Sure 등
35,40

은 전적출을 시행한 환자의 생존율은 59-75%, 

아전적출을 시행 받은 환자의 생존율은 35-49%라 하 다. 본 연구 

결과, 전적출을 시행 받은 환자 군과 아전적출을 시행 받은 환자군의 

생존율 차이는 통계적 의의가 없었다. 이는 여러 저자들
12,13,16,21

의 결

과와 같이 종양의 절제 정도가 더 이상 예후인자가 아니라는 것과 일

치하 다. 

    수모세포종 환자의 생존율 변화를 살펴보면, 1977년 Farewell 등
7

은 1년 생존율 70%, 2년 생존율 29%, 5년 생존율 18%로 보고하 고 

1986년 Duffner 등
25
은 5년 생존율이 39%라고 보고하 다. 1990년대 

초에는 여러 보고자들이 5년 생존율이 53-77%로 향상되었다고 말했

다.
8,9,10,11,12

 본 연구에서는 전체적인 1년 생존율은 89.2%, 3년 생존율 

71.8%, 그리고 5년 생존율은 65% 다. 1986년 이전의 경우, 1년 생존

율은 81.5%, 3년 생존율과 5년 생존율은 51.9% 다. 하지만 1986년 

이후, 1년 생존율은 91.2%, 3년 생존율은 77.5%, 그리고 5년 생존율은 

68.5% 다. 1986년 이전 치료는 수술과 방사선치료가 수모세포종의 

주된 치료 고, 1986년 이후 치료는 수술과 방사선 치료 그리고 항암

제의 투여가 시작된 시기라 할 수 있다. 두 시기의 생존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는데, 이로써 화학요법 병행 치료의 도움으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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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율이 향상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두 시기의 생존율 차이는 

저위험군이 아닌 고위험군에서만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었다.

    방사선 치료는 수모세포종에서 단독으로 생존율을 높이는데 많은 

향을 주었고 전이와 재발률을 감소시켰다. 여러 저자들에 의해 방

사선 조사량이 연구되어왔는데, 재발이 잘 일어나는 곳인 후두와 부

위는 5000 cGy 이상의 방사선 치료가 필요하고, 뇌척수부위는 2400 

cGy 이상의 방사선이 필요하며, 3세 이하에서는 중추신경계의 미숙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용량을 권하지 않는다고 한

다.
17,33,41,42

 Landberg 등
43
은 후두와에만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 생존

율이 5%인 반면, 뇌척수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에서는 생존율이 53%

라고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도 방사선 치료는 전체적인 생존율을 

향상시켰음을 알 수 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여러 저자들은 화학요법을 이용하여 생존율

의 향상을 보고하 다. Pendergrass 등
44
은 여러 약제를 투여함으로써, 

약제의 내성을 줄이고 골수기능저하 등의 합병증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하 는데, 8가지 약제, 즉 vincristine, lomustine, cisplatin, 

hydroxyurea, methylprednisone, cyclophosphamide, arabinosyl 

cytosine 및 procarbazine hydrochloride를 단시간에 투여하는 소위 ‘8 

drugs in one day'로 73%의 반응률을 얻었다고 한다. Whelan 등
20,45

은 MOPP regimen(mechlorethamine, vincristine, procarbazine, 

prednisone)을 이용하여, 또 다른 연구자들은
46 

vincristine, 

cyclophosphamide, etoposide, cisplatin을 이용하여 3세 이하 환자의 

생존율을 향상시켰다. Duffner 등
25
은 전이가 없고 전적출을 시행 받

은 3세 이하의 환자에게 항암요법을 이용하여 3세 이후로 방사선 치

료를 연기시키고도 좋은 결과를 보고하 다. Children's Cancer 

Group(CCG)은 연구 결과, 화학요법을 이용하여 무재발기간 

(progression-free time)을 증가시켰다고 보고하 다.
20
 하지만 일부 저

자
20
는 화학요법이 종양의 재발을 지연시키지만 종양의 재발을 막지는 

못한다고 주장하며, Belza 등
47 

역시 화학요법이 재발을 지연시키지만 

장기적인 생존율에는 큰 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 다. 

    Whelan 등
3,18

은 고위험군에서 방사선 치료와 화학요법을 병행할 

경우와 방사선 치료 후 화학요법을 시행할 경우에는 생존율이 증가되

나, 전이가 되지 않은 저위험군 환자에게 방사선 치료 전 화학요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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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것은 별다른 이득이 없다고 한다. Evans 등
16
의 보고에서는 

저위험군에서 방사선 치료만 시행한 경우와 보조적 항암요법을 병행

한 경우를 비교했을 때 생존율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고위험군

에서 보조적 항암요법이 생존율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한

다. Packer 등은
5,10,33

 T3b이상, M1이상의 고위험군에서 보조적 항암

요법을 시행한 경우 5년 생존율이 88%라고 보고하면서 방사선 조사

량을 감량한 경우에도 83%의 생존율을 보 다고 한다. Mosijczuk 등
48
은 고위험군 환자에서는 vincristine, cisplatin, cyclophosphomide를 

이용한 방사선 치료 전 항암요법이 효과적이고, 이는 화학요법 도중 

질병의 진행을 최소화하고 방사선치료의 시기도 지연시키지 않는다고 

하 다. 이들은 2년 생존율을 61%로 보고하 다. 다른 보고자들
44,49

도 

‘8 drugs in one day’를 이용하거나 cisplatin과 etoposide를 이용하여, 

방사선 치료 전 항암치료가 생존율 향상에 좋은 효과가 있음을 보고

하 다. 본 연구 결과, 화학요법은 생존율을 향상시켰으며 치료 방법

에 따른 생존율 차이는 방사선 치료 전 항암요법군의 생존율이 가장 

높았고, 보조적 항암요법군, 그리고 단독방사선 치료군 순이었다. 그러

나 각 군 사이의 생존율 차이에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하지만, 

방사선 치료 전 항암요법군과 보조적 항암요법군의 재발률에는 통계

적 차이가 나타나 방사선 치료 전 항암요법이 재발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위험군에서는 항암요법의 병용이 생존율을 높이

지는 못한 반면, 고위험군에서는 항암제 병용 치료를 시행한 경우의 

생존율이 방사선 치료만 시행한 경우의 생존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높았다. 하지만 항암제를 방사선 치료 전에 투여한 경우와 치료 

후에 투여한 경우의 생존율은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즉, 저위험군

에서 항암요법의 사용은 효과가 없었고 고위험군에서의 항암요법의 

사용이 효과적이지만, 항암제 투여 시기에 관하여는 앞으로 논의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최근 생존율의 증가로 생존 환자에서 감시 장치(surveillance 

imaging)를 이용한 정기적인 검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재발

의 발견을 위해 잦은 빈도로 검사를 시행하는 것보다 환자가 증상을 

호소할 때만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44
 그렇지 않은 

주장도 있다.
25,50

 Dawn 등
51
은 종양 적출술 후 완전 적출을 하지 못한 

환자에게는 감시 장치(surveillance imaging)를 자주 시행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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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된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는 추적 관찰도중 무증상으로 재

발이나 전이가 발견된 경우와 갑작스런 증상 후 검사를 통하여 재발

이 확인된 경우의 생존율 사이에는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재발은 

3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 다. 즉, 추적 관찰은 최소 3년까지는 정기적

으로 이루어져야하나, 감시 장치는 환자가 증상을 호소하는 때 시행

하는 것과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 간의 생존율의 차이가 없었다. 

    1930년에 Cushing 등은 61예를 경험하여 이들의 수술적 사망률

이 32%가 된다고 보고하 다.
52
 1997년 David 등

51
은 수술 사망률을 

5%로 보고하 고, 일부는 13%라고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 전체 수

술 사망률(operative death; 수술 후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은  

4.4% 고, 그 중 1985년 이전 사망률은 12.9% 으나, 1986년 이후는 

1.8%로 크게 감소하 다. 

Ⅴ. 결론

    본 연구의 전체적인 3년 생존율은 71.8%, 그리고 5년 생존율은 

65% 다. 하지만 1979년부터 1985년까지의 3년 생존율은 51.9% 으

나 1986년부터 2002년까지의 3년 생존율은 77.5%로 크게 향상 되었

다. 1986년 이후 생존율의 향상은 항암요법으로 인하여, 특히 고위험

군에서의 항암요법치료 성적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방사선 

치료 전 항암요법은 다른 치료방법보다 재발을 감소시켰다. 또한 재

발 발견을 위한 추적 관찰은 최소 3년간은 시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

다. 수모세포종 환자의 예후를 결정하는 인자로 진단 당시 연령, 션트

수술의 유무, 치료 방법이 있었으며 성별, 종양의 적출정도, Chang 분

류 중 T 병기 등은 예후 인자로 볼 수 없었다. 종양의 조직학적 형태

와 Chang 분류 중 M 병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가 더 필요할 것

이다. 결론적으로, 수모세포종은 종양적출술, 방사선 치료 및 적극적인 

화학요법으로 그 생존율이 향상되었다(3년생존율 71.8%). 치료 결과가 

좋으리라 예측 할 수 있는 상황으로는 진단 당시 나이 3세 이상, 션

트술을 안 한 경우와 수술 후 방사선 치료전 항암요법을 시행한 경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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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ults of treatment and prognostic factors 

in the medulloblastoma 

Jun-jae Shin

Department of Medic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Joong-uhn Choi)

Object:   The medulloblastoma is a primary central nervous 

system(CNS) tumor originated from primitive neuroectodernal cell 

in the cerebellum and developed frequently in the children. In the 

past, the survival rate of the patients with this tumor was not so 

high, but it has increased recently. This thesis is a research about 

the results of treatment and prognosis factors which have an effect 

on the survival rate. 

Method: We analyzed retrospectively the medical records of 137 

patients whose case had been pathologically diagnosed as 

medulloblastoma in Severance Hospital from January, 1979 to 

December, 2002.

Result: Overall 3-year and 5-year survival rate are 71.8%, 65% 

respectively. When we compare the 3-year survival rate according 

to the prognosis factors, the rate was 78.2% in the patients under 

three years old, and 48.9% over three years old(P<0.05). When 

they were shunted their survival rate was 73.8%, and when they 

weren't it was 85.6%(P<0.01). If we classify the patients according 

to the treatment methods, the 3-year survival rate who were in 

pre-irradiation chemotherapy group was 87%, adjuvent 

chemotherapy group was 82.1%, radiation group was 64.8%, and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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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se three groups showed rather good treatment results. In 

contrast, the results of chemotherapy group(14.3%) and operation 

group(25%) was not so good. Other prognosis factor such as, sex, 

the extent of resection, Chang's T stage showed no meaningful 

effect on the survival rate. Chemotherapy was effective in high 

risk group, and pre-irradiation chemotherapy reduced the 

recurrence. 

Conclusion: Owing to the resection of the tumor, aggressive 

radiotherapy and chemotherapy, the survival rate of the patients 

has been increased(3-year survival rate: 71.8%). If the patients 

were over the age of three, weren't shunted, and were performed 

pre-irradiation chemotherapy, we could expect good result of 

treatment.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Key words : medullobastoma, prognostic factor, survival ra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