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Case of  adrenocortical oncocytoma Presenting 
with Peripheral Precocious Puberty

Case Report

Adrenocortical oncocytoma is a rare adrenal gland tumor, and in most cases, benign and 
non-functioning. Functional adrenocortical oncocytoma has only been reported in eleven 
cases worldwide, including three children. These cases all showed clinical symptoms and 
signs, such as virilization, feminization, Cushing syndrome and Conn syndrome, as a result 
of overproduction of adrenal steroid hormones. We report a 2-year-old girl who presented 
with precocious puberty with premature pubarche. Dehydroepiandrosterone sulfate 
(DHEA-S) and testosterone levels were elevated and a 1.9 cm right adrenocortical oncocytoma 
was found. After tumor resection, her hormone levels were norma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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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부신 피질 종양은 소아 및 청소년기에 드물게 발생하며 10% 미만에서 우연히 복부 종

괴로 발견되고 대부분은 부신 피질 호르몬의 과다 분비로 인해 다양한 증상과 징후들이 

나타난다1). 부신 피질 종양 중 부신 피질 호산성 과립세포종(adrenocortical oncocytoma) 

은 매우 드문 종양으로 대부분 무증상으로 발견되며 미토콘드리아의 비정상적인 축적에 

의한 과립형의 풍부한 호산성 세포질을 갖는 세포가 특징이다2). 갑상샘, 부갑상샘, 콩팥, 

침샘, 뇌하수체에서 주로 발생하고 소아에서는 대부분 콩팥에서 발생하며 부신에서는 매

우 드물게 발생한다3). 지금까지 부신 피질 호산성 과립세포종은 약 50례가 보고되었고 

소아 및 청소년기에는 증상을 동반한 3례가 보고되었다3-5). 저자들은 1년 전부터 발생한 

음모 발현을 주소로 내원한 2세 여아에서 말초성 성조숙증으로 발현된 부신 종괴를 확인

하고 부신 절제술 후 조직 검사에서 부신 피질 호산성 과립세포종을 진단하였고 종양 제

거 후 증상 호전을 보인 1례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한다. 

Case Report

2세 3개월 여아로 재태연령 38주 1일, 출생 체중 2,710 g, 정상 질식 분만하였으며 생

후 1년부터 발생한 음모를 주소로 내원하였다. 진찰 소견에서 신장 90.7 cm (75 백분위

수), 체중 12.25 kg (25-50 백분위수)였으며, 활력 징후는 혈압 85/43 mmHg, 맥박은 

98회/분이었다. 유방 성 성숙도는 I이었고 음모 성 성숙도는 II이었으며 간비대나 비장비

대는 없었고 복부 종괴는 만져지지 않았다. 그 외 특이소견은 없었다.

내분비학적 검사에서 dehydroepiandrosterone sulfate (DHEA-S) 123 μg/dL (5-

57 μg/dL), 테스토스테론 48 ng/dL (<3-10 ng/ dL), 황체형성호르몬 1.3 mIU/mL 

(0.02-0.18 mIU/mL), 난포자극호르몬 3.3 mIU/mL (1.0-4.2 mIU/mL), 에스트라

디올 2.1 ng/dL (0.5-2.0 ng/dL), 부신피질자극호르몬 38.4 pg/mL (10-60 pg/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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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알파히드록시프로게스테론(17α-hydroxyprogesterone) 

190 ng/dL (3-82 ng/ dL), 코티솔 9.5 ug/dL (3-21 ug/

dL)였다(Table 1). 생식샘자극호르몬 분비호르몬 자극 시험

(gonadotrophin releasing hormone stimulation test) 결과 

황체형성호르몬은 기저치 1.3 mIU/mL, 최고치 5.0 mIU/

mL였고 난포자극호르몬은 기저치 3.1 mIU/mL, 최고치 

44.5 mIU/mL였다(Table 2). 24시간 소변 검사에서 코티솔 

6.7 μg/day (3-9 μg/day), 17-ketosteroid 1.2 mg/day (< 

1.0-2.0 mg/day), 17-hydroxycorticosteroid 3.0 mg/day 

(0.2-2.5 mg/day)이었다. 

Greulich-Pyle의 방법으로 측정한 골연령은 5세였고 컴

퓨터단층촬영에서 오른쪽 부신에 조영 증강되는 1.9 cm 크

기의 경계가 명확한 타원형의 종괴가 발견되었고 15분 ab-

solute washout ratio 62%, relative washout value 54%로 

부신 샘종을 시사하는 소견을 보였다(Fig. 1A). 전신 양전자 

방출 단층촬영 (fluorine-18-fluorodeoxyglucose [F-18 

FDG], fusion whole body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검사에서 오른쪽 부신에 국소적 과대사성 결절이 관찰되었

으며 전이는 없었다(Fig. 1B). 뇌 핵자기공명영상은 정상이

었다.

복강경하 우측 부신 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절제된 부신의 

크기는 3.5×2.3×1.3 cm, 무게는 3 g이었다. 병변은 1.9

×1.5×1.1 cm 크기의 경계가 분명한 부드러운 종괴로 병

변의 경계는 침범되지 않았다(Fig. 2A). 종괴의 괴사 및 출

혈 소견은 없었고 세포의 배열은 꽈리모양이었으며 호산성

의 풍부한 세포질을 가지고 있었다. 비정형 유사 분열과 림

프관과 혈관, 피막의 침윤은 관찰되지 않았다(Fig. 2B). 면

역화학염색 결과 synaptophysin 양성, chromogranin 음

성, inhibin 양성, neuronal nuclei 음성 소견 보였다(Fig. 

2C, 2D). 부신 피질 호산성 과립세포종을 진단하였고 수술 

후 4일째 합병증 없이 퇴원하였다. 

수술 7개월 후 환아는 신장 96.8 cm (75-90 백분위수), 

몸무게 12.5 kg (50-75 백분위수)였고 성장 속도 6.2 cm/

yr이었으며 골연령은 5세 9개월이었다. 혈액검사에서 호르

몬은 정상범위로 감소하였다(Table 1).

Discussion

성조숙증은 뇌하수체에서 생식샘 자극 호르몬의 과도한 

분비로 인해 발생하는 중추성 성조숙증과, 생식샘 자극 호르

몬과 상관없이 생식샘 또는 부신에서 성호르몬의 과다 분비

로 인한 말초성 성조숙증으로 구분한다6). 말초성 성조숙증

은 중추성 성조숙증에 비해 드문 질환으로 부신 피질 종양, 

선천 부신 과다형성, 인간 융모 생식샘자극호르몬 분비 종

양, 고환 종양, Leydig 세포 종양, 난소 종양, 난소 낭종, 외

인성 성호르몬의 노출, McCune-Albright 증후군과 같은 

Table 1. Main hormone profiles at diagnosis and after right 
adrenalectomy
Hormones At diagnosis 1 mo later 7 mo later
DHEA-S (μg/dL) 123.0 5.0 5.0
LH (mIU/mL) 1.3 0.72 0.83
FSH (mIU/mL) 3.3 7.7 3.3
Estradiol (ng/dL) 2.1 1.73 1.46
Abbreviations: DHEA-S, dehydroepiandrosterone sulfate; LH, luteinizing 
hormone; FSH, follicle stimulating hormone.

Table 2. Results of gonadotrophin releasing hormone stimulating test 
Hormones 0 min 15 min 30 min 60 min 90 min 120 min
LH (mIU/mL) 1.3 3.0 4.6 5.0 3.8 2.7
FSH (mIU/mL) 3.1 14.8 27.1 44.5 42.7 29.0
Estradiol (ng/dL) 1.44 2.03
Abbreviations: LH, luteinizing hormone; FSH, follicle stimulating hormone.

Fig. 1. (A) The axial computed tomography image shows a 1.9 cm well-defined, ovoid, arterial enhancing 
mass in the right adrenal gland (arrow). (B) A whole body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scan demonstrates 
a pathological uptake in the right adrenal tumor (a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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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적 요인 등에 의해 일어날 수 있다6). 

부신 피질 종양을 동반한 대부분의 환아가 증상을 나타낸

다. 이 중 남성화가 가장 흔하고 쿠싱 증후군이 두번째로 흔

하며 여성화와 Conn 증후군(고알도스테론혈증)은 드물다1). 

부신 피질 호산성 과립세포종은 증상 없이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신 피질 종양에서 내분비학적 검사는 종양 표지자로써 

진단 뿐 아니라 치료 후 재발을 감시하는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종양 절제 후 7일 이내 호르몬은 정상화되며 절제 후 

첫 1년 동안 한 달에 한번씩, 2-3년 동안 3-4개월에 한번씩 

호르몬 검사를 시행한다. 결과가 정상 범위이더라도 증가 추

세이면 재발을 의심해야 한다1). Arlt 등7)은 부신피질암과 부

신샘종에서 소변 스테로이드 대사산물의 농도를 비교한 결

과 부신피질암에서 농도가 의미있게 더 높게 나타났고 이를 

악성과 양성을 감별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본 환아에서도 24시간 소변 스테로이드 대사산물의 농도는 

정상이거나 약간 상승하여 양성 소견을 시사하였다.

영상의학적 검사로는 복부초음파와 복부 전산화 단층촬

영, 양전자 방출 단층촬영, 자기공명영상을 시행하며 종괴

의 크기가 4 cm 이상이거나 종괴의 크기가 빠르게 커지는 

경우, 많은 부위의 괴사가 있는 경우 악성 종양일 가능성이 

높다8). 조영 증강 전산화 단층촬영을 시행했을 때 지연 영상

에서 양성 샘종은 빠르게 조영되고 빠르게 제거되는 반면 악

성 종양의 경우 빠르게 조영되지만 모세혈관 유출이 일어나

서 느리게 제거된다. 15분 지연 영상에서 absolute washout

이 60% 이상, relative washout이 40% 이상이면 부신샘종

을 시사한다9). 본 환아에서도 오른쪽 부신에 조영 증강되는 

1.9 cm 크기의 경계가 명확한 타원형의 종괴가 발견되었고 

15분 absolute washout ratio 62%, relative washout value 

54%로 부신 샘종을 시사하는 소견을 보였다. 

 조직학적 검사를 통해 악성과 양성을 구분하고 예후를 판

단할 수 있다. Weiss 기준에 따르면 high nuclear grade, 유사

분열률이 50배 고배율당 6 이상, 비정형 유사분열, 25% 이하

의 clear cell, 종양의 1/3 이상에서 미만성 구조 패턴, 융합성 

괴사, 정맥 침윤, 동모양 혈관(sinusoidal) 침윤, 피막 침윤 9

개 항목 중 3개 이상 만족하면 부신피질암을 시사한다10). 수술

적 절제가 일차적 치료이고 완전한 절제가 가장 중요한 예후 

인자이다. 또한 종양의 무게가 200 g 미만에서 예후가 좋다11). 

전체의 2/3가 국소적 질환을 가지며 전체 병기에서 5년 생존

율과 최종 생존율은 각각 54%와 55%이었다1, 12).  

부신 피질 호산성 과립세포종은 과립형의 풍부한 호산

성 세포질을 갖는 세포를 갖는 종양 세포를 보고 진단할 수 

있다. 면역화학염색에서 항미토콘드리아 항체, vimentin, 

keratin에 강양성을 보이고 synaptophysin, neuron 

specific enolase (NSE)에 일반적으로 양성 소견이며 chro-

mogranin, S-100, tyrosin hydroxylase, dopamine β- 

hydroxylase에 음성인 것이 진단에 도움이 된다13). 부신 피

질 호산성 과립세포종은 Weiss 기준 중 high nuclear grade, 

Fig. 2. (A) A cross section of adrenocortical oncocytoma shows a well-defined, 1.9 x 1.5 x 1.1 cm 
heterogenous mass. (B) Light microscopic exam demon strates abundant eosinophilic granular cytoplasm 
(H&E, × 400). Immunochemical staining of tumor cells are positive for synaptophysin (C) and inhibin (D)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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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이하의 clear cell, 미만성 구조 패턴, 이 세 기준을 공통

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을 감별하는데 

있어 Weiss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이를 보

완하고자 2004년 Bisceglia 등2)이 Weiss 기준을 변형한 새

로운 기준을 제시하였다. 주진단 기준인 유사분열률이 50배 

고배율당 6 이상, 비정형 유사분열, 인접 정맥의 침윤에서 

한 항목 이상 만족하면 악성 종양, 부진단 기준인 종양 크기 

>10 cm 또는 >200 g, 괴사, 피막 침윤, 동모양 혈관 침윤에

서 한 항목 이상 만족하면 경계성, 주진단 기준과 부진단 기

준 모두 해당되지 않으면 양성 종양을 시사한다. 하지만 이 

기준을 표준화하기에는 부신 피질 호산성 과립세포종의 증

례가 많지 않고 임상 관찰 기간이 짧은 단점이 있다. 

저자들은 조기 발현한 음모를 주소로 내원한 여아에서 내

분비 및 영상의학적 검사를 통해 부신 종양을 확인하고 부신 

절제 후 조직검사에서 부신 피질 호산성 과립세포종을 진단

하였다. 말초성 성조숙증의 원인을 감별할 때 부신 피질 종

양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부신 성호르몬 농도를 확인해야 하

며 조기 진단 및 절제술을 통해 치료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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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초성 성조숙증을 동반한 부신 피질 호산성 과립세포종 1례
오성희1 

· 정창우1 
· 이 진1 

· 이범희1 
· 김대연2 

· 노대윤3 
· 유수현3 

· 최진호1 
· 유한욱1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1, 소아외과2, 진단병리과3  

부신 피질 호산성 과립세포종은 매우 드문 종양으로 대부분 양성이며 비기능성이다. 기능성 호산성 과립세포종은 지금까

지 11례가 보고되었으며, 특히 소아에서는 3례가 보고되었다. 부신 피질 호산성 과립세포종을 동반한 환아 일부에서 부

신 피질 호르몬 과다 분비에 의해 남성화, 쿠싱 증후군, 여성화, Conn 증후군 등 다양한 증상 및 증후가 나타난다. 저자는 

생후 1년에 발생한 음모를 주소로 내원한 2세 여아에서 부신 피질 호산성 과립세포종을 경험하여 보고한다. 환아의 내분

비학적 검사상 DHEA-S, 테스토스테론이 정상보다 증가하였고 컴퓨터 단층 촬영 및 전신 양전자방출 단층촬영에서 1.9 

cm 크기의 부신 피질 종양이 관찰되었다. 복강경 절제술 후 시행한 조직검사 및 면역화학검사에서 부신 피질 호산성 과립

세포종을 진단하였다. 절제 후 7개월째 증상 및 호르몬은 정상화되었다. 말초성 성조숙증의 원인을 감별할 때 반드시 부신 

피질 종양을 고려해야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