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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pid tumor growth in patient with vestibular schwannoma: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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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stibular schwannoma (VS) is a benign tumor which tends to grow slowly. In general, the growth
rate of VS is about 1mm/year. We treated an unusual case of rapid growing VS associated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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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ple cystic changes. Also, we review the natural history and factors influencing tumor growth of
VS. A 75-year old female patient presented with gait disturbance and hearing loss. Brain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showed a mass of 4.0×4.0×3.5cm size with multiple cystic changes
and heterogeneous enhancement in right cerebellopontine angle (CPA). Twelve six months ago,
the patient had a brain MRI which revealed CPA mass less than 1.0cm in diameter. Small sized VSs
should be followed up with MRI at least every two years and the VSs consisted with cystic
component need to be more closed observation than the solid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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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RODUCTION

(solid type) 종양보다 더 긴밀한 추적 검사의 필요성을 논하고자
한다.

청신경초종은 소뇌교각부에서 흔히 발생하며, 전체 뇌종양의 약
6%-8%를 차지한다.[1] 청신경초종은 조직학적으로는 양성이나, 종

▒ CASE REPORT

양의 크기가 큰 경우 주위 뇌신경들과 뇌간을 압박 및 전위시켜 수
술적 제거 시 뇌신경손상과 뇌간 손상의 위험성이 있어, 임상적으

약 2년전 청력 장애로 인해 시행한 뇌 자기공명영상(magnetic

로 수술 후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종양이다. 저자들은 이

resonance imaging) 검사상 우측 소외교각부에 직경 약 1cm 크기

증례를 통해 일반적인 청신경종양의 성장과는 달리, 빠른 성장을

의 낭성 종양(Fig. 1)이 관찰되어 특별한 치료 없이 경과 관찰 중이

보인 경우를 소개하면서 종양의 자연사(natural history) 및 낭성

었던 75세 여자가 내원 2-3주 전부터 심해지는 좌측 반신의 위약

변화(cystic degeneration)를 보이는 청신경초종의 경우 고형성

감, 보행 장애 및 우측 청력 소실 증세로 내원하였다. 타 병원에서
뇌 자기공명영상을 촬영 하였으며 동일 부위에 종양 내 출혈 및 낭

Fig. 1

성 변화를 동반한 혼합 신호강도(mixed signal intensity)를 보이는
약 4.0×4.0×3.5cm 크기의 종양으로 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Fig. 2).
순음 청력검사(pure tone audiometry)상 우측 골전도 및 공
기전도 모두 감소되어 있는 소견과 함께 어음청취역치(speech
reception threshold)와 어음탐지역치(speech detection threshold)
에서도 우측은 측정이 불가했다(Fig. 3).
추적 관찰 도중 종양은 1년간 약 3cm 가량의 빠른 성장을 보였
으며, 임상 증상이 악화 되어 수술적 제거를 시행하였다(Fig. 4).
수술은 우측 후두하 개두술(suboccipital craniotomy) 시
행 후 종양을 전적출(gross total tumor removal) 하였고, 수
술 약 1개월 후 환자의 의식 상태가 악화되어 시행한 뇌 컴퓨터
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검사상 뇌수두증에 의한 전
반적인 뇌실의 크기 증가 소견 보여 추가적인 뇌실복강 단락술

T2-weighted magnetic resonance imaging demonstrates a small cerebellopontine
angle tumor on the right side with a tiny cystic component.

(ventriculoperitoneal shunt)을 시행 하였으며 수술 후 증상 호전
되었다.

Fig. 2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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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weighted image (WI) with gadolinium-contrast (A)
and T2-WI magnetic resonance imaging (B) show a
huge sized right cerebellopontine angle tumor
considered as vestibular schwannoma, which consists of
multiple cysts in it.

▒ DISCUSSION

에서 청신경초종은 무증상의 종양을 포함하여 0.57%의 발생률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1991년 미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2]

Schuknecht 는 17년간 1,400개의 측두골을 대상으로 한 연구

of Health)[3] 조사에 따르면 청신경초종은 10만명당 1명 정도의 발

Fig. 3
Preoperative audiogram (above),
speech detection threshold
(SDT) (below) audiogram
depicting a conductive hearing
loss in the right ear. There are
the significant air-bone gaps
(above), and also can’ttest
SRT/SDT in the right ear. AC:
air conduction, BC: bone
conduction, NR: no response,
C.N.T: could not be tested.

Table 1. Percentage of acoustic neuromas demonstrating growth in series with at least 50 patients
Study

N

Mean age
(years)

Follow-up
(years)

Growth
(%)

Growth rate
(mm/year)

Stangerup et al., 2006 [10]

552

59

3.6

45.9

NA

Nutik and Babb, 2001 [11]

75

62

3.5

41

1.3

Hoistad et al., 2001 [12]

102

64

2.4

44

1.0

Charabi et al., 2000 [13]

123

59

4.1

85

NA

Thomsen et al., 2000 [14]

64

55

3.6

23

0.4

Shin et al., 2000 [15]

87

63

2.6

53

1.5

Walsh et al., 2000 [16]

72

61

3.3

33

1.2

Tschudi et al., 2000 [17]

74

52

2.9

31

0.7

Rosenberg, 2000 [18]

80

69.7

4.4

57.8

0.91

Fucci et al., 1999 [19]

119

65

2.5

30

1.2

Selesnick and Johnson, 1998 [20]

571

64

3.0

54

NA

Charabi et al., 1998 [21]

104

58.8

3.4

74

2.4

Deen et al., 1996 [22]

68

67

3.4

29

0.7

Wiet, et al.,1995 [23]

53

66

2.2

40

NA

Strasnick, et al., 1994 [24]

51

68

2.6

69

1.1

Nedzelski et al., 1992 [25]

50

68

3.5

48

1.1

Bederson et al., 1991 [26]

70

57

2.2

41

1.6

NA: not available.
[Reprinted from "Youmans neurological surgery", by Winn, HR, 6th ed., Elsevier, Philadelphia, PA, Copyrihgt 2011 by the Elsevier. Reprinted with per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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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 Kendall과
Symon[7], Robbins 과 Marshall[8]에 따르면 초기에 고형성이었던
청신경초종의 9.6%-20.5% 에서 종양내 낭성 변화가 나타난다.
저자의 증례에서와 같이 2-3주 전부터 나타난 갑작스런 임상증
상의 악화는 낭성 변화와 동반된 종양내 출혈로 인한 종양 크기의
빠른 성장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2014년 보고되었던 한 증례에 따르면, 뇌 자기공명영상에서 비
균질성 신호 강도만을 보였던 직경 약 1.8cm정도 크기의 종양을
가지고 있던 환자가 급성기 두통 및 어지러움증으로 시행한 검사
상, 약 2년만에 1cm 크기 증가와 새로운 낭성 변화 및 종양내 출혈
소견이 관찰되었던 바 있다.[9]

▒ CONCLUSION
청신경종양은 일반적으로 성장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청력이 보
존되어 있고, 크기가 1cm 이하의 작은 경우는 수술적 치료 없이 단
순히 경과관찰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지만 저자의 증례에서
Postopertive T1-weighted image with gadolinium-contrast magnetic resonance
imaging shows totally removed state of cerebellopontine angle tumor and artifact
due to the ventriculoperitoneal shunt device.

보듯이, 비록 종양의 크기가 작더라도 낭성 변화가 동반된 청신경
초종의 경우는 종양이 빨리 자랄 수 있기 때문에 1년 마다 추적 자
기공명영상 검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생률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2004-2010년까지 미국에서 새
롭게 진단된 23,729명의 청신경초종 환자를 대상으로 한 2015년
Kshettry등[4]의 연구에서는 인구 10만명당 1.09의 발생률로 기존

References

의 발생률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65-74세까지의 노령인
구에서는 2.93/100,000으로 발생률이 두 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2.2-4.4년까지의 추적관찰 기간 동안 50명 이
상의 환자군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여러 연구들에 따르면, 각각의
연구에 포함된 환자 중 29%-85%까지 종양의 크기 증가를 보였고,
1년에 약 0.4-2.4mm정도로 종양이 성장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 Lanser MJ, Sussman SA, Frazer K. Epidemiology, pathogenesis, and genetics
of acoustic tumors. Otolaryngol Clin North Am 1992;25:499-520.
2. Schuknecht HF. Pathology of vestibular schwannoma. In: Silverstein H, Norrell
H, editors. Neurological surgery of the ear. Birmingham, UK: Aesculapius;
1977. p. 193-7.
3.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Acoustic neuroma. Consens Statement
1991;9:1-24.

(Table 1).

4. Kshettry VR, Hsieh JK, Ostrom QT, Kruchko C, Barnholtz-Sloan JS. Incidence

총 1,345명의 환자들이 포함된 21개의 연구들을 대상으로 진행
되었던 메타분석에서는 평균 3.2년의 추적관찰 기간 동안 43%에
서 성장, 51%에서 변화 없음, 그리고 6%에서 크기 감소를 보였으
며, 성장한 청신경초종의 경우, 매해 약 1.9mm 정도의 변화가 관

of vestibular schwannomas in the United States. J Neurooncol
2015;124:223-8.
5. Smouha EE, Yoo M, Mohr K, Davis RP. Conservative management of acoustic
neuroma: a meta-analysis and proposed treatment algorithm. Laryngoscope
2005;115:450-4.

찰되었고, 이 중 약 20%의 환자들에서 적절한 치료가 시행되었

6. Battaglia A, Mastrodimos B, Cueva R. Comparison of growth patterns of

다.[5] 이와 같이 청신경초종의 크기 변화는 일반적으로 느리게 진행

acoustic neuromas with and without radiosurgery. Otol Neurotol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종양의 성장속도는 세포증식(cellular
proliferation), 종양내 출혈 또는 경색(intratumoral hemorrhage
or infarction), 혈류공급의 변화, 낭성 변화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

40

JOURNAL OF KOREAN SKULL BASE SOCIETY

SEPTEMBER | Vol. 12 | No. 2

2006;27:705-12.
7. Kendall B, Symon L. Investigation of patients presenting with cerebellopontine
angle syndromes. Neuroradiology 1977;13:65-84.

8. Robbins B, Marshall WH, Jr. Computed tomography of acoustic neurinoma.
Radiology 1978;128:367-70.
9. Oh H, Kim KS. Acute severe headache associated with rapid tumor growth in
a patient with vestibular schwannoma. Acta Neurol Taiwan 2014;23:59-63.
10. Stangerup SE, Caye-Thomasen P, Tos M, Thomsen J. The natural history of
vestibular schwannoma. Otol Neurotol 2006;27:547-52.
11. Nutik SL, Babb MJ. Determinants of tumor size and growth in vestibular
schwannomas. J Neurosurg 2001;94:922-6.

17. Tschudi DC, Linder TE, Fisch U. Conservative management of unilateral
acoustic neuromas. Am J Otol 2000;21:722-8.
18. Rosenberg SI. Natural history of acoustic neuromas. Laryngoscope
2000;110:497-508.
19. Fucci MJ, Buchman CA, Brackmann DE, Berliner KI. Acoustic tumor growth:
implications for treatment choices. Am J Otol 1999;20:495-9.
20. Selesnick SH, Johnson G. Radiologic surveillance of acoustic neuromas. Am J
Otol 1998;19:846-9.

12. Hoistad DL, Melnik G, Mamikoglu B, Battista R, O'Connor CA, Wiet RJ. Update

21. Charabi S, Thomsen J, Tos M, Charabi B, Mantoni M, Børgesen SE. Acoustic

on conservative management of acoustic neuroma. Otol Neurotol

neuroma/vestibular schwannoma growth: past, present and future. Acta

2001;22:682-5.

Otolaryngol 1998;118:327-32.

13. Charabi S, Tos M, Thomsen JC, Charabi BW, Mantoni MY. Vestibular

22. Deen HG, Ebersold MJ, Harner SG, Beatty CW, Marion MS, Wharen RE, et al.

schwannoma. A new interpretation of tumor growth. Ugeskr Laeger

Conservative management of acoustic neuroma: an outcome study.

2000;162:5497-500.
14. Thomsen J, Mirz F, Wetke R, Astrup J, Bojsen-Møller M, Nielsen E.
Intracranial sarcoma in a patient with neurofibromatosis type 2 treated with
gamma knife radiosurgery for vestibular schwannoma. Am J Otol
2000;21:364-70.
15. Shin YJ, Fraysse B, Cognard C, Gafsi I, Charlet JP, Berges C, et al.
Effectiveness of conservative management of acoustic neuromas. Am J Otol
2000;21:857-62.
16. Walsh RM, Bath AP, Bance ML, Keller A, Tator CH, Rutka JA. The role of
conservative management of vestibular schwannomas. Clin Otolaryngol Allied
Sci 2000;25:28-39.

Neurosurgery 1996;39:260-6.
23. Wiet RJ, Zappia JJ, Hecht CS, O'Connor CA. Conservative management of
patients with small acoustic tumors. Laryngoscope 1995;105:795-800.
24. Strasnick B, Glasscock ME, 3rd, Haynes D, McMenomey SO, Minor LB. The
natural history of untreated acoustic neuromas. Lar yngoscope
1994;104:1115-9.
25. Nedzelski JM, Schessel DA, Pfleiderer A, Kassel EE, Rowed DW. Conservative
management of acoustic neuromas. Otolaryngol Clin North Am 1992;25:691705.
26. Bederson JB, von Ammon K, Wichmann WW, Yasargil MG. Conservative
treatment of patients with acoustic tumors. Neurosurgery 1991;28:646-51.

빠른 종양 성장을 보인 청신경초종 환자: 증례보고

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