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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rofibromatosis type 2 (NF2) is a rare hereditary disease characterized as bilateral
vestibular schwannoma and other tumors of the brain or spinal nerve. There is no effective
medical treatment for progressive NF2 other than surgical resection or radiation therapy.
Recently, the anti-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VEGF), bevacizumab, has been used
for progressive vestibular schwannoma in NF2 patients to reduce tumor size and preserve
hearing. However, there are some studies of rebound progression after withdrawal of
bevacizumab. We report a case of a 24-year-old man with NF2 who was treated with
bevacizumab. Bevacizumab was discontinued after 16 months of use. The patient was
expired after six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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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RODUCTION

▒ CASE REPORT

제2형 신경섬유종증(neurofibromatosis type 2, NF2)은 약

타 병원에서 제2형 신경섬유종증을 진단받고 양측 전정신경초

60,000명당 1명의 빈도로 발생하는 다발성 종양 증후군으로 22번

종(bilateral vestibular nerve schwannomas)에 대해 2차례에 걸

염색체 NF2 유전자의 돌연변이에 의해 발생하는 상염색체 우성 유

쳐 감마 나이프(gamma-knife) 치료를 시행받은 후 10년간 추적

전 질환이다.[1] NF2 유전자는 종양 억제 단백질인 멀린(merlin)을

관찰 중이던 24세 남자 환자가 양측 청력 저하를 주소로 본원에 내

구성하는데 NF2 유전자 변이 시 멀린의 기능 상실로 인해 세포가

원하였다. 이경검사상 양측 외이도 및 고막은 정상 소견이었고, 신

빠르게 성장하여 신경계, 피부, 안구, 말초신경 등의 종양이 발생한

체 진찰상 좌측 안면마비와 함께 피부의 다발성 신경섬유종이 관

다. 양측성 전정신경초종(vestibular schwannoma)이 가장 흔한 임

찰되었다.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40 dB, 좌측 전농이었고, 어음

상 양상이고, 이외에도 수막종(meningioma), 신경교종(glioma),

명료는 우측 4%, 좌측 0%로 나타났다(Fig. 1A). 온도안진검사에서

신경섬유종(neurofibroma)이나 백내장(cataract) 등을 동반하기도

는 양측 전정기능 소실을 보였다. 내원 당시 촬영한 측두골 자기공

한다.[2]

명영상에서 양측 내이도에 전정신경초종이 관찰되었다(Fig. 1B).

제2형 신경섬유종증은 치료 방침을 결정하기 매우 어렵다. 가장

후두와(posterior fossa)에서 189.3 cm3의 크기가 매우 큰 수막종

흔히 발생하는 양측성 전정신경초종에서 크기가 작거나 신경학적

(meningioma)이 뇌간(brain stem)과 척수(spinal cord)를 압박하

증상이 없는 경우 경과관찰을 하나, 크기가 크거나 증상이 악화되

고 있었고, 교통성 수두증(communicating hydrocephalus)이 동반

는 경우 수술적 제거나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기도 한다. 현재까지

되었다.

는 제2형 신경섬유종증에서 효과적인 약물치료는 없는 상태이다.

이전에 방사선 치료를 받은 과거력이 있는 환자로 환자의 간

최근 merlin 단백질의 작용기전에 영향을 주는 치료들이 시도되고

곡한 요청으로 bevacizumab을 이용한 표적치료를 시작하였다.

있는데, 그중 anti-VEGF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인

Bevacizumab을 2주 간격으로 200 mg (100 mg/4 mL) 정주하였

bevacizumab (Avastin)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여

다. 표적치료 시작 3개월 뒤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에서 청력 변화는

러 연구에서 bevacizumab 사용 후 청력 호전 및 종양 크기의 감소

없었으며 측두골 자기공명영상에서 종양 크기는 178.0 cm3로 이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3-5] 외국에서는 bevacizumab 사

전과 비슷했다(Fig. 2). 10개월간 bevacizumab을 12회 사용 후 시

용 중단 후의 반동성 종양 증식(rebound tumor progression)에 대

행한 순음청력검사상에서도 청력의 변화는 없었고(Fig. 3A), 측두

해 보고된 바 있으나,[6] 아직 이에 대한 국내 보고는 없다. 저자들

골 자기공명영상에서 종양의 크기는 179.7 cm3로 이전과 비슷하였

은 bevacizumab 사용 중단 후 반동성 종양 증식에 의해 사망한 것

지만, 수막종의 뇌간 압박 및 수두증이 약간 악화된 소견이 보였다

으로 의심되는 남자 환자에 대한 증례를 보고하고자 한다.

(Fig. 3B). 이후 bevacizumab을 1개월 간격으로 5회 더 사용하였

Fig. 1
A

B

(A) The initial pure tone audiometry revealed 40 dB sensorineural hearing loss on the right side and deaf on the left side. (B) Axial and sagittal image of brain magnetic
resonance imaging before bevacizumab treatment showed bilateral vestibular schwannomas on both internal auditory canal and giant posterior fossa meningioma compressing
brain stem and spinal cord posteriorly (arr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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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총 17차례 bevacizumab을 사용 후 환자 사정으로 치료를 중단

소암, 신세포암, 교모세포종 등의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다. 제2형

하였다. 환자는 치료 중단 6개월 후 사망하였다.

신경섬유종증 환자에 대해서는 2009년 Plotkin 등[9]이 처음으로
사용하였으며, 10명의 환자 중 90%에서 종양 감축 효과가 있었고

▒ DISCUSSION

70%에서 청력의 호전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종양 감축 효과는
종양 크기의 20% 이상 감소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다른 연구

제2형 신경섬유종증은 22번 염색체 장완에 위치한 NF2 유전자

에서도 유사하게 통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Nunes 등[10]과 Alanin

의 돌연변이에 의해 발생한다. NF2 유전자 변이에 의해 종양억제

등[11]의 연구에서도 제2형 신경섬유종증 환자에서 bevacizumab

단백질인 멀린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세포가 빠

의 종양 감축 효과가 보고되었다. 하지만 bevacizumab을 사용한

르게 성장하고 분열하여 양성 종양을 발생시킨다.[7] 제2형 신경섬

환자에서 코피, 무월경, 상처치유 지연, 단백뇨, 고혈압 등의 부

유종증 환자의 약 95%에서 양측성 전정신경초종이 발생한다고 알

작용이 흔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Farschtschi 등

려져 있으며, 환자들은 난청, 이명, 어지럼, 안면감각이상, 안면마

[13]은 bevacizumab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3명의 환자에서

비 등의 증상을 호소한다.

bevacizumab을 5 mg/kg으로 평균 약 6년간 사용하였으며 이 기

Bevacizumab은 선택적으로 혈관내피세포 성장 인자를 억제하여

간 동안 종양 감축 효과를 관찰한 이후 2.5 mg/kg으로 용량을 줄

암세포 주위에 새로운 혈관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 암세포의 증식

였으나 종양의 크기 및 청력의 악화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됨을 보

을 억제하는 표적 항암제이다.[8] 주로 전이성 대장암이나 폐암, 난

고하였다.

Fig. 2
A

B

There was no significant change in hearing (A) and the size (B) of bilateral vestibular schwannomas and meningioma after three months of bevacizumab treatment (arrows).

Fig. 3
A

B

(A) There was no change in hearing. (B) After 10 months of treatment with bevacizumab, the bilateral vestibular schwannomas were similar in size, but the meningioma
compressing the brain stem worsened (arr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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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vacizumab 부작용 중, 장기간 bevacizumab을 사용한 후 중단

Poulsgaard L, et al. Effect of bevacizumab on intracranial meningiomas in

하였을 때 발생하는 반동성 증식(rebound progression)에 대한 보

patients with neurofibromatosis type 2: A retrospective case series. Int J

고는 많지 않다. Zuniga 등[6]은 bevacizumab 치료를 중단한 고등

Neurosci 2016;126:1002-6.
4. Lu VM, Ravindran K, Graffeo CS, Perry A, Van Gompel JJ, Daniels DJ,

급 신경교종(glioma) 환자 40명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더니, 11명

et al. Efficacy and safety of bevacizumab for vestibular schwannoma in

의 환자에서 평균 158%의 반동성 증식이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neurofibromatosis type 2: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f treatment

Mautner 등[14]도 전정신경초종 환자에서 bevacizumab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 종양의 크기가 원래의 크기로 점차 돌아가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bevacizumab이 종양세포 자체를 표적으로 하는 것
이 아니라 오히려 혈관 투과성을 증가시키고 종양의 부종을 감소시
켜 가역적 수축을 유도하는 것이라 보았다.
본 증례에는 제2형 신경섬유종증 환자에서 약 16개월간 저용
량의 bevacizumab을 사용하였고, 치료 3개월과 10개월째 시행
한 청력검사 및 자기공명영상 검사에서 청력 호전 및 종양 감축효

outcomes. J Neurooncol 2019;144:239-48.
5. Plotkin SR, Merker VL, Halpin C, Jennings D, McKenna MJ, Harris GJ, et al.
Bevacizumab for progressive vestibular schwannoma in neurofibromatosis
type 2: A retrospective review of 31 patients. Otol Neurotol 2012;33:104652.
6. Zuniga RM, Torcuator R, Jain R, Anderson J, Doyle T, Schultz L, et al.
Rebound tumour progression after the cessation of bevacizumab therapy in
patients with recurrent high-grade glioma. J Neurooncol 2010;99:237-42.
7. Lee JH. Merlin; NF2 tumor suppressor and regulator of receptor distribution/
signaling. Korean J Otorhinolaryngol-Head Neck Surg 2011;54:379-85.

과는 크지 않았다. 그리고 환자는 치료 중단 6개월째에 사망하였

8. Lee HI, Kim BC, Kim SY, Han KS, Hong CW, Sohn DK, et al. Bevacizumab-

다. 방사선 치료와 함께 10년 이상 비교적 안정되게 유지되던 24

associated ischemic colitis proven by colonoscopy. Korean J Med

세의 젊은 환자는 bevacizumab 치료 중단 후 6개월에 사망하였다.

2017;92:312-5.
9. Plotkin SR, Stemmer-Rachamimov AO, Barker FG 2nd, Halpin C, Padera

사인을 명확히 규정할 수는 없으나 치료 중단 후 종양의 반동성 증

TP, Tyrrell A, et al. Hearing improvement after bevacizumab in patients with

식으로 뇌간을 압박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에

neurofibromatosis type 2. N Engl J Med 2009;361:358-67.

bevacizumab 사용 중단 후 반동성 종양이 의심되는 증례에 대해
보고하는 바이며 신경섬유종증 2형에서 bevacizumab 사용 시 신중
한 사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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