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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stibular schwannoma and pituitary adenoma are intracranial tumors with different histological 

characteristics, and coexistence of these tumors is very rare. The concurrent presence case of 

these tumors firstly reported in the literature at 1985 by Gorman. Over the years, there have been a 

few case-reports for concurrent presence of these tumors. However, the association between 

these tumors have not been established. Here, we report a 53 years-old male patient case who 

was diagnosed with vestibular schwannoma and coexistence of pituitary aden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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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전정신경초종은 흔한 두개내 양성 종양으로 8번 뇌신경의 전정 

부분에서 발생하여 천천히 자라는 특징을 가지는 종양이다. 두개내

내에서 발생하는 종양 중 8%를 차지하며, 10만명 당 1-2명 발생하

는 드문 질환이다.1) 뇌하수체 선종은 축외종양의 일종으로 두개 내

에서 발생하는 종양 중 13%를 차지하며, 10만명 당 약 3명의 발생

률을 나타낸다.2)

서로 다른 조직학적 소견을 가진 원발성 뇌종양이 동시에 발생하

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렇기 때문에 몇몇 연구자들이 일측성 전

정신경초종과 함께 뇌하수체 선종을 진단받은 환자들에 대한 경험

을 보고하였으며,3) 이러한 현상에 대해 평가하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4) 이런 질환들이 동시에 발현되는 이유를 3가지로 예측할 수 

있는데 우연히 같이 발생하는 경우, 환경의 영향, 혹은 유전적인 경

향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종양은 발생률 자체가 낮은 

질환이기 때문에 여러 저자들이 우연히 같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닐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두 질환과 연관한 역학적인 

요소나, 특징적인 유전적인 요소는 밝혀지지 않았다.5)

최근 저자들은 뇌하수체 선종과 전정신경초종이 동시에 진단되어 

수술한 1례를 경험하였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 증 례

53세 남자가 최근 심해진 두통 및 시야 장애를 주소로 내원하였

다. 환자는 이전에 타 병원에서 뇌하수체 선종을 진단받고 경과 관

찰 중이었으며 내원 시 촬영한, 자기공명영상상 T1 강조 관상면에

서 3.3cm 크기로 조영 증강이 잘되는 다발성 낭성 변화를 동반한 

종괴가 두개 안장에 발견되었다(Figure 1A). 안장 부위 침범 소견 

보였으며, 시신경 교차를 누르고 있는 상태였다. 그리고 환자의 우

측 내이도에 국한된 0.6cm 크기의 KOOS gradeI의 작은 전정신경

초종이 발견되었으나(Figure 1B), 이와 관련된 증상은 없었다. 일

단 뇌하수체 선종이 크기가 크고, 시야의 변화가 생기는 등 증상이 

악화되고 있어 이에 대해 먼저 치료를 하고, 전정신경초종은 경과 

관찰하기로 하였다. 환자는 경접형동 접근법을 이용하여 종양 제거

술을 시행받아 전절제되었으며(Figure 1C), 수술 후 최종 병리 결

Fig. 1
A B C

A. Preoperative Sellar MRI T1 post-gadolinum image (coronal view) showing Pituitary adenoma (Yellow arrow). 

B. Preoperative Sellar MRI T2 (Axial view) showing vestibular schwannoma (Red arrow). 

C. Postoperative sellar MRI T1 post-gadolinum image (coronal view) showing complete removal of pituitary adenoma (White arrow).

Fig. 2

Pure tone audiogram showing sensorineural hearing loss on the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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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뇌하수체 선종으로 보고되었다. 환자는 수술 후 더 심해진 이

명을 호소하였으며, 이후 1년 간 우측으로 청력 저하가 진행하였

다. 수술 1년 후 우측 청력 저하 및 이명으로 시행한 순음 청력검사

상 우측은 74dB, 좌측 24dB 소견 보였으며(Figure 2), 어음 청력검

사상 우측은 PB max 0%, 좌측 PB max 94% 소견 보였다. 측두골 

자기영상촬영상 T1 강조 축상면에서 기존의 청신경종양이 2.2cm, 

KOOS grade II로 크기가 증가하였다(Figure 3A). 환자는 경미로

접근법을 이용하여 종양 제거술을 시행받았고, 수술 후 최종 병리 

결과는 전정신경초종으로 보고되었다. 환자는 수술 후 특이 합병증 

없이 퇴원하였고. 현재 수술 후 6개월이 지나 외래 경과 관찰 중이

며, 수술 후 측두골 자기영상촬영에서 종양의 완전 절제를 확인하

였다(Figure 3B).

▒ 고 찰

두개내 종양에서 다른 조직 패턴을 보이는 다발성 원발 병소가 있

는 경우는 매우 드문 현상이다. 지금까지 4차례 관련 연구가 보고되

었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현재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전정신경초

종과 뇌하수체 선종이 동시에 발생하는 증후군이나, 유전 질환 등은 

보고된 바가 없다. 또한 이 두 종양의 정확한 발병 원인 역시 밝혀져 

있지 않다. Conheim’s theory에서는 배아기의 잔여 세포가 종양세

포를 만든다고 주장하였고,6) Slaughter 등은 다발성 원발 종양의 발

생 원인을 ‘field cancerization’ 이론을 주장하며, 장기간의 발암 

물질에 노출된 변형된 세포에 의해 발생한다고 하였다.7) 

전정신경초종 환자들에 있어서 5% 정도는 신경섬유종증(NF2)으

로 진단되며, 상염색체 우성 질환으로 다발성 두개뇌 종양 및 척수 

종양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뇌하수체 종양과는 관련이 적으며, 

NF2가 아닌 유전성 질환으로서 전정신경초종의 경우 거의 자료가 

보고된 바 없다. Bikhazi 등은 NF2 유전자와 연관이 없는 유전성 전

정신경초종이 있는 총 18명의 환자들을 포함하는 9 가족들을 보고

하였고,8) Neary 등은 2명의 환자가 있는 2 가족들을 보고하였다.9)

전정신경초종의 경우와 비슷하게 뇌하수체 선종의 경우에서도 

5%의 환자 군은 다발성 내분비종양증(MEN) 1형 및 4형으로 진

단된다. 또 AIP locus(Aryl hydrocarbon receptor-interacting 

protein)에서 Heterozygosity가 사라진 경우가 15% 환자에서 발견

되었으며, 유전성을 보이나, 다양한 돌연변이를 나타내어 정확한 

연관성은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10) 

McCabe 등은 뇌하수체 선종 발생에 있어서 Pituitary tumor 

transforming gene과 Fibroblast growth factor-2의 연관성에 

대해서 보고하였다.11) O’Reilly 등은 전정신경초종에 있어서도 

Fibroblastic growth factor receptor 1의 과발현과 종양의 발생이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보고하였으며,12) 이 두 보고 등을 

고려해 볼 때 두 종양의 Oncogenic pathway가 서로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까지 두 질환이 동시에 보이는 증례 보고가 제한적이어서 의

미있는 유전적인 분석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다른 가

설은 두 질환의 유전성이 같은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아직까지 뇌하수체 선종에 있어서 발생 위험 

요인이 밝혀져 있지 않으며, 전정신경초종에 있어서도 방사능 노

출, 소음 노출, 수두의 기왕력 등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된 

바가 있으나, 13) 확실하지 않다.

전정신경초종과 뇌하수체 선종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환자가 매

우 드물기 때문에 연구에 제한점이 있으나, Carlson 등이 미국의 

암등록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후향적 연구를 한 바에 의하면 31명의 

Fig. 3
A B A. The patient’s preoperative temporal MRI T1 post-

gadolinum image (axial view) shows 2.2cm sized 

vestibular schwannoma 1 year after surgical removal of 

pituitary adenoma.

B. The patient’s postoperative temporal MRI T1 post-

gadolinum image (axial view) shows complete removal  

of vestibular schwann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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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가 미국에서 발견되었으며, 우연히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확

률보다 유의미하게 증가해 있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4) 앞으로 추가

적인 증례보고 및 후향적 연구가 필요하며, 유전적인 연관성 및 환

경적인 요인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연구가 시행된다면 연관성이 규

명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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