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Boy with Adrenocortical Tumor Who Progressed 
to Central Precocious Puberty after Surgery

Case Report

Adrenocortical tumors in children are rare and show various clinical symptoms. We present 
an 8-year-old boy with peripheral precocious puberty caused by adrenocortical tumor. He 
showed elevated serum DHEA-S and 17-hydroxyprogesterone, and computed tomography 
revealed an abdominal mass. After surgical resection, he developed central precocious 
puberty. We report a rare case that showed progression from peripheral precocious puberty 
to central precocious pub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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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부신피질 종양(adrenocortical tumor)은 지역마다 보고는 다르지만 대략 백만명 중 

1-2명 정도로 발생하며 소아 및 청소년기에서는 특히 드물다1). 부신피질 종양은 드물게 

무증상으로 우연히 발견되기도 하나, 대부분 호르몬을 분비하는 경우가 많아 부신 기능

부전, 남성화 현상, 쿠싱증후군, 성조숙증 등의 증상을 일으킨다2). 일부는 공격적으로 주

변 장기나 림프절 등으로 침습하며 원격 전이를 일으키기도 하여 항암치료가 필요하다. 

저자들은 말초성 성조숙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를 통해 부신피질 종양을 진단

받고 수술적 치료 후 성조숙증이 호전되었다가 이후 중추성 성조숙증으로 진행한 1례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고자 한다.

 
Case Report

 

환자: 8세 0개월, 남아

주소: 6개월 전부터 발생한 이마 주위에 여드름 

과거력: 2년 전부터 산만한 모습을 보여 인근 소아정신과의원에서 주의력결핍/과잉행

동장애를 진단받고 methylphenidate를 복용하고 있었다. 그 외 특이사항은 없었다.

가족력: 가족 중에 유전 질환 및 사춘기 발달 이상 또는 종양 등으로 치료받고 있는 사

람은 없었다.

진찰 소견: 신장은 135 cm (95백분위수), 체중은 31 kg (75백분위수)이었다. 수축기 

혈압은 100 mmHg, 이완기 혈압은 60 mmHg, 맥박은 80회/분, 체온은 36℃이었다. 신

체 검진에서 이마의 여드름 외 특이소견은 없었다. 고환의 모양은 대칭적이었으며, 용적

은 각각 3 cc였다. 음모가 관찰되었으며 (SMR II), 음경은 SMR III에 해당하였다.

검사 소견: 내원 당시 시행한 혈청 호르몬 검사에서 dehydroepiandrosterone-sulfate 

(DHEA-S)는 1,000 ug/dL (참고치, 13-115 ug/dL) 이상으로 높았고, 테스토스테론

은 0.78 ng/mL (참고치, 0.03-0.1 ng/mL)으로 사춘기 수준으로 상승되어 있었다. 또

한, 17-하이드록시프로게스테론은 9.76 ng/mL (참고치, 0.03-0.9 ng/mL), 안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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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네디온은 2.75 ng/mL (참고치, 0.08-0.5 ng/mL)로 

사춘기 수준으로 상승되어 있었다. 그러나, 황체화 호르몬

(lutenizing hormone, LH)은 0.15 mIU/mL (참고치, 0.2-

0.3 mIU/mL), 난포 자극 호르몬(follicle stimulating hor-

mone, FSH)는 0.53 mIU/mL (참고치, 0.26-3.0 mIU/

mL)로 모두 사춘기 전 농도를 나타내었다. 부신피질자극

호르몬은 37.06 pg/mL (참고치, 5-37 pg/mL), 코티솔은 

16.73 μg/dL (참고치, 3-21 ug/dL), 프로락틴은 5.33 ng/

mL (참고치, 3-18 ng/mL), 혈장 레닌 활성도는 2.71 ng/

mL/hr (참고치, 0.5-5.85 ng/mL/hr), 유리갑상샘호르몬

은 1.69 ng/dL (참고치, 0.8-2.2 ng/dL), 갑상샘 자극 호르

몬은 2.6 uIU/mL (참고치, 0.5-4.8 uIU/mL)은 모두 정상 

범위였다. 말초 혈액 검사 및 생화학 검사에서는 특이사항

이 없었다. 전해질 검사에서는 혈청 나트륨은 139 mmol/L, 

칼륨 3.9 mmol/L, 염소 103 mmol/L로 정상 수치였다. 혈

중 에피네프린 24.7 pg/mL (참고치, 20-115 pg/mL), 노

에피네프린은 98.2 pg/mL (참고치, 150-400 pg/mL)으로 

정상이었으며, 혈중 에피네프린 24.7 pg/mL (참고치, 20-

115 pg/mL), 노에피네프린은 98.2 pg/mL (참고치, 150-

400 pg/mL)으로 정상이었으며, 24시간 소변 검사에서도 

소변 바닐릴만델산 2.44 mg/g Cr (참고치, <8 mg/g Cr), 

호모바닐린산 2.85 mg/g Cr (참고치, <14 mg/g Cr), 메타

네프린 100 ug/day (참고치, 300-900 ug/day), 에피네프

린 1.8ug/day (참고치, 0.5-14ug/day), 노에피네프린 17 

ug/day (참고치, 13-65 ug/day) 으로 모두 정상 수치였다.

생식샘자극호르몬 유리호르몬(gonadotropin releasing 

hormone, GnRH) 자극 검사에서 LH 기저치는 0.15 mIU/

mL, 최고치는 0.71 mIU/mL였고, FSH 기저치는 0.53 

mIU/mL, 최고치는 2.7 mIU/mL로 사춘기 이전 반응을 보

였다. 부신피질자극호르몬 자극검사 결과 부신기능은 정상

이었으며 덱사메타손 억제 검사 결과 쿠싱 증후군은 없었다

(Table 1). 

Greulich-Pyle의 방법으로 측정한 골연령은 13세였고, 

복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 좌측 신장 위에 약 지름 9 cm 가

량의 부신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이는 종괴가 발견되었다

(Fig. 1). 종괴는 경계가 뚜렷이 잘 구분되었고 내부에는 석

회화와 더불어 음영이 감소한 괴사 및 출혈 등 이차적인 변

성 소견이 부분적으로 동반되어 있었다. 종괴는 주위 조직에 

직접적인 침범 소견을 보이지 않았으며, 복강 내 전이 소견

은 없었다. 종양표지자인 ß-융모성호르몬은 <0.3 mIU/mL 

(참고치, <5 mIU/mL), 알파피토프로테인은 1.55 ng/mL 

(참고치, 0.6-3.9 ng/mL)으로 모두 음성이었다. 전이 여부

를 알아보기 위해 시행한 뼈 스캔, 1-123 metaiodobenzyl-

guanidine (1-123 MIBG) 스캔 및 양성자 방출 단층촬영

(fluorine-18-fluorodeoxyglucose [F-18 FDG] fusion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검사 결과에서 원격 전이

의 소견은 없었다. 뇌하수체 자기공명사진에서도 특이소견 

없었다. 말초혈 P53 종양억제유전자 검사에서 돌연변이는 

없었다.

치료 및 결과: 환자는 종양절제수술을 받았으며 조직 병리 

결과에서 부신피질 종양으로 밝혀졌다. 종양의 무게는 250 

g이었으며, 유사분열은 2/50 HPF였으며, 경한 핵의 이형성

이 있었으나 피막 또는 혈관침범은 없어 조직학적으로 양성

에 가까운 부신피질 종양로 진단받았다(Fig. 2). 완전 절제

가 되었으므로 항암치료 없이 경과 관찰하였다. 수술 후 3개

월째 환자의 신장은 137 cm, 체중은 29 kg으로 연평균성장 

속도는 8.0 cm/yr로 측정되었으며 수술 전에 관찰되던 여드

름은 사라졌다. 신체검사에서 양측 고환 용적은 각각 4 cc를 

Table 1. Results of various endocrine stimulation and suppression tests
Basal 15 min 30 min 60 min 90 min

ACTH stimulation test Cortisol (ug/dL) 14.22 19.39 22.43 24.45
Low dose dexamethasone suppression test Cortisol day 0 (ug/dL) 16.5

Cortisol day + 1 (ug/dL) 0.8
GnRH stimulation test  at diagnosis LH (mIU/mL) 0.15 0.17 0.64 0.61 0.71

FSH (mIU/mL) 0.53 1.63 1.86 2.47 2.7
GnRH stimulation test 7 mo after surgery LH (mIU/mL) 0.71 14.85 22.91 23.11 16.93

FSH (mIU/mL) 0.93 1.8 2.26 3.6 1.47
Abbreviations: ACTH, adrenocorticotropic hormone; GnRH, gonadotropin releasing hormone; LH, lutenizing hormone; FSH, follicle stimulating hormone.

Fig. 1. The axial abdominal computed tomography scan shows a well-defined, 
very large  mass measuring 9 × 9 cm  in the left adrenal gland. There are small 
focal calcifications and multiple focal necrotic portions inside the mass (a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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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고 있었으며 음경 SMR III, 음모 SMR II의 상태는 변

화 없었다. 수술 후 3개월째 혈청 DHEA-S는 69.0 ug/dL

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수술 후 7개월째 내원하였을 때 신장

은 138.4 cm, 체중은 29.5 kg, 연평균성장 속도는 5.6 cm/

yr로 다소 감소하는 양상 관찰되나, 신체검사에서 양측 고환

의 용적은 각각 5 cc로 증가하고 골연령은 14세로 증가하였

다. 수술 후 7개월째 혈청 DHEA-S는 54.9 ug/dL로 정상 

범위로 측정되었다. 다시 시행한 GnRH 자극검사에서 LH 

기저치는 0.71 mIU/mL, 최고치는 23.11 mIU/mL였고, 

FSH 기저치는 0.93 mIU/mL, 최고치는 3.6 mIU/mL로 사

춘기 반응을 보였다. 환자는 중추성 성조숙증으로 진단하고 

성선자극호르몬방출호르몬 효능약제로 치료를 시작하였다. 

수술 후 13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 재발은 없는 것으로 관찰

되고 있으며 혈청 DHEA-S 수치도 지속적으로 정상 수치를 

보였다(Fig. 3). 중추성 성조숙증을 치료한지 6개월이 경과

한 현재까지 사춘기의 진행은 없다. 

Discussion

부신피질 종양은 대개 1-4세 사이와 청소년기 후반에서 

50대까지 두 시기에서 높은 발생률을 보인다4). 각 발생율

이 높은 시기에 따라 종양의 발생 기원 및 특성이 다른 것으

로 생각되는데,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첫 번째 발생률 고

점 시기인 4세 미만에서 부신피질 종양이 발생하는 경우에

는 주로 발생 과정의 태아 부신(fetal adrenal gland)에서 기

원하며, 따라서 여러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능성 종양인 경

우가 많다. 반면에 두 번째 발생률 고점 시기인 성인기에 발

생하는 부신피질 종양은 주로 부신 겉질에서 기원하기 때문

에 호르몬을 분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4). 10세 이전에 발

생하는 부신피질 종양은 다른 선천 기형과의 연관성은 없으

나, 본인이나 가족의 육종, 유방암 등 다른 악성종양의 발생

이 많고 발생연령도 일반인구에 비해 어리다는 것이 1980년

대에 밝혀졌고5), 이를 Li-Fraumani syndrome (LFS) 또는 

sarcoma, breast, leukemia, and adrenal (SBLA) syndrome

으로 부른다. 최근 이러한 증후군에 관련된 여러 유전자가 

밝혀졌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암 억제 유전자인 

TP53 gene의 돌연변이이며, 그 외에도 IGF2 locus (IGF2, 

p57kip, H19), CTNNB1 등이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6-8).

부신피질 종양은 조직학적으로 다양한 군이 속해 있어 조

직학적인 특성만으로 완벽히 악성도를 구별하는 것은 매

우 힘들기 때문에 악성도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여러 병리학

적 조직 진단 기준들이 발표되었는데3, 9-12), 가장 많이 사용

되는 기준이 Weiss criteria9) 또는 modified Weiss criteria3)

이다. 최근 International Pediatric Adrenocortical Tumor 

Initiative Registry (IPATIR) 보고와 Children’s Oncology 

Group (COG)의 발표로 대략적인 소아 부신피질 종양의 진

단 및 치료에 대한 개요가 정립되었다1, 2, 13, 14). 수술이 가장 

중요하며, 종양의 수술적 절제 정도와 종양의 크기로 병기

를 결정한 후 각 병기에 따라 치료를 선택하게 된다1). 보고

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환자 대부분이 1기에 해당하며, 1기 

A B
Fig. 2. (A) Adrenocortical tumor shows a well-defined, round 9 × 9 cm  mass . Light micro scopic examination of 
the adrenocortical tumor cross-section demonstrates diffuse architec ture, up to two mitoses at  50 HPFs,  and mild 
nuclear atypism, and shows no definitive capsular or vascular invasion (B). (H&E,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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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rends of the serum dihydroepiandrosterone -sulfate (DHEA-S) levels 
before and after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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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5년 생존율은 90% 이상이다14). 수술 전 상승되었던 

호르몬 중 일부는 종양표지자로서 수술 후 정상화된다. 따

라서, 종양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영상 검사뿐만 아

니라 이러한 호르몬 검사도 일정한 간격으로 상승여부를 확

인하는 것이 추천된다2). 본 증례의 환자는 종양의 크기가 큰 

편이었지만, 수술적 치료가 잘 되었고 조직학적 소견이 양성

에 가까워 현재 경과 관찰만 하고 있으며 수술 후 11개월째

인 현재까지 재발은 없다.

환자는 종양의 수술적 절제 후 성조숙증 현상이 일시적으

로 없어졌다가 다시 중추성 성조숙증으로 진행되었다. 성

조숙증은 뇌하수체에서 생식샘자극호르몬의 과도한 분비

로 인해 발생하는 중추성 성조숙증과 생식샘자극호르몬 분

비와는 상관없이 생식샘 또는 부신에서 성호르몬의 과다 분

비로 인해 발생하는 말초성 성조숙증으로 구분된다. 말초

성 성조숙증은 부신피질 종양, 선천성 부신피질과형성증, 

McCune-Albright 증후군, 가족성 테스토스테론 중독증

(familial testotoxicosis), 인간융모생식샘자극호르몬분비 

종양, 고환 종양, Leydig세포 종양, 난소 종양, 난소 낭종, 

외인성 성호르몬의 노출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15). 이중

에서 선천성 부신피질과형성증, McCune-Albright 증후군, 

가족성 남성 성조숙증은 장기간 성호르몬에 노출된 경우에 

중추성 성조숙증으로 진행하는 대표적인 예이나, 모든 말초

성 성조숙증에서 장기간 치료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추성 

성조죽증으로 진행할 수 있다16). 장기적인 말초 성호르몬의 

노출이 뇌하수체-시상하부-성선 축을 활성화하여 중추성 

성조숙증으로 진행하게 되는 정확한 기전은 알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골연령이 10-13세에 도달하게 되면 중추성 성

조숙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7). 중추성 성조숙

증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치료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사춘

기 발달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중추성 성조숙증의 치료제인 

성선자극호르몬방출호르몬 효능약제로 치료해야하며, 치

료에 효과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보인다18). 환자는 진단 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로 치료 중이었는데, 진단 후 주의

력결핍/과잉행동장애 치료를 중단하였으나 수술 후 증상이 

호전되었다. 이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로 생각되었던 

증상들이 환자의 말초성 성조숙증으로 말미암아 증가한 성

호르몬 분비에 의해 발생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19). 말초

성 성조숙증으로 진단된 경우 이를 초래하는 원인 질환을 찾

기 위한 체계적인 검사가 필요겠다. 또한 말초성 성조숙증의 

원인 질환을 치료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추적 관찰을 통해서 

중추성 성조숙증으로의 진행 여부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

겠다. 

References

1)	 Ribeiro	RC,	Pinto	EM,	Zambetti	GP,	Rodriguez-Galindo	C.	
The	International	Pediatric	Adrenocortical	Tumor	Registry	
initiative:	contributions	to	clinical,	biological,	and	treatment	
advances	 in	 pediatric	 adrenocortical	 tumors.	 Mol	 Cell	
Endocrinol	2012;351:37-43.	

2)	 Sutter	JA,	Grimberg	A.	Adrenocortical	tumors	and	hyperpla-
sias	in	childhood--etiology,	genetics,	clinical	presentation	
and	therapy.	Pediatr	Endocrinol	Rev	2006;4:32-9.	

3)	 Lau	SK,	Weiss	LM.	The	Weiss	system	for	evaluating	adreno-
cortical	neoplasms:	25	years	later.	Hum	Pathol	2009;40:757-
68.

4)	 Michalkiewicz	E,	Sandrini	R,	Figueiredo	B,	Miranda	EC,	
Caran	E,	Oliveira-Filho	AG,	et	al.	Clinical	and	outcome	
characteristics	of	children	with	adrenocortical	tumors:	a	
report	 from	the	International	Pediatric	Adrenocortical	
Tumor	Registry.	J	Clin	Oncol	2004;22:838-45.

5)	 Li	FP,	Fraumeni	JF	Jr,	Mulvihill	JJ,	Blattner	WA,	Dreyfus	MG,	
Tucker	MA,	et	al.	A	cancer	family	syndrome	in	twenty-four	
kindreds.	Cancer	Res	1988;48:5358-62.

6)	 El	Wakil	A,	Doghman	M,	Latre	De	Late	P,	Zambetti	GP,	
Figueiredo	BC,	Lalli	E.	Genetics	and	genomics	of	childhood	
adrenocortical	tumors.	Mol	Cell	Endocrinol	2011;336:169-
73.

7)	 Wilkin	F,	Gagné	N,	Paquette	J,	Oligny	LL,	Deal	C.	Pediatric	
adrenocortical	tumors:	molecular	events	leading	to	insulin-
like	growth	factor	II	gene	overexpression.	J	Clin	Endocrinol	
Metab	2000;85:2048-56.

8)	 Giordano	TJ.	Adrenocortical	tumors:	an	integrated	clinical,	
pathologic,	and	molecular	approach	at	the	University	of	
Michigan.	Arch	Pathol	Lab	Med	2010;134:1440-3.

9)	 Weiss	LM.	Comparative	histologic	study	of	43	metastasizing	
and	nonmetastasizing	adrenocortical	tumors.	Am	J	Surg	
Pathol	1984;8:163-9.

10)	 Magro	G,	Esposito	G,	Cecchetto	G,	Dall'Igna	P,	Marcato	
R,	 Gambini	 C,	 et	 al.	 Pediatric	 adrenocortical	 tumors:	
morphological	diagnostic	criteria	and	immunohistochemical	
expression	of	matrix	metalloproteinase	type	2	and	human	
leucocyte-associated	antigen	(HLA)	class	II	antigens.	Results	
from	the	Italian	Pediatric	Rare	Tumor	(TREP)	Study	project.	
Hum	Pathol	2012;43:31-9.

11)	 Tissier	F.	Classification	of	adrenal	cortical	 tumors:	what	
limits	for	the	pathological	approach?	Best	Pract	Res	Clin	
Endocrinol	Metab	2010;24:877-85.

12)	 Aubert	S,	Wacrenier	A,	Leroy	X,	Devos	P,	Carnaille	B,	Proye	
C,	et	al.	Weiss	system	revisited:	a	clinicopathologic	and	im-
munohistochemical	study	of	49	adrenocortical	tumors.	Am	
J	Surg	Pathol	2002;26:1612-9.

13)	 Sandrini	R,	Ribeiro	RC,	DeLacerda	L.	Childhood	adrenocor-
tical	tumors.	J	Clin	Endocrinol	Metab	1997;82:2027-31.

14)	 Rodriguez-Galindo	C,	Figueiredo	BC,	Zambetti	GP,	Ribeiro	



61

HW Chueh, et al. • A Boy with Adrenocortical Tumor Who Progressed to Central Precocious Puberty after Surgery

www.e-apem.org

RC.	Biology,	clinical	characteristics,	and	management	of	
adrenocortical	tumors	in	children.	Pediatr	Blood	Cancer	
2005;45:265-73.

15)	 Eugster	EA.	Peripheral	precocious	puberty:	causes	and	current	
management.	Horm	Res	2009;71	Suppl	1:64-7.

16)	 Partsch	CJ,	Heger	S,	Sippell	WG.	Management	and	outcome	
of	central	precocious	puberty.	Clin	Endocrinol	(Oxf)	2002;	
56:129-48.

17)	 Berberoğlu	M.	Precocious	puberty	and	normal	variant	
puberty:	definition,	etiology,	diagnosis	and	current	manage-

ment.	J	Clin	Res	Pediatr	Endocrinol	2009;1:164-74.	
18)	 Miyoshi	Y,	Oue	T,	Oowari	M,	Soh	H,	Tachibana	M,	Kimura	

S,	et	al.	A	case	of	pediatric	virilizing	adrenocortical	tumor	
resulting	in	hypothalamic-pituitary	activation	and	central	
precocious	puberty	following	surgical	removal.	Endocr	J	
2009;56:975-82.	

19)	 Mueller	SC,	Ng	P,	Sinaii	N,	Leschek	EW,	Green-Golan	L,	
VanRyzin	C,	et	al.	Psychiatric	characterization	of	children	
with	genetic	causes	of	hyperandrogenism.	Eur	J	Endocrinol	
2010;163:801-10.

부신피질 종양 수술 후 중추성 성조숙증으로 진행한 남아
최희원1 

· 박누리1 
· 김묘징1 

· 유재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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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1, 병리학교실2, 비뇨기과학교실3

부신피질종양은 소아에서 드문 종양으로, 여러 가지 호르몬을 분비하여 다양한 임상 양상을 일으킬 수 있다. 저자

는 말초성 성조숙증으로 내원하여 부신 피질 종양이 발견된 8세 남아를 보고하고자 한다. 환자는 혈청 DHEA-S와 

17-hydroxyprogesterone은 상승되어 있었다. 복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 좌측 신장 위에 종양이 발견되었고 수술적 

절제를 하였다. 수술 후 사춘기 징후는 일시적으로 퇴화하였으나, 수술 후 7개월째부터 다시 중추성 성조숙증으로 진

행하였다. 저자들은 부신피질종양으로 인한 말초성 성조숙증에서 중추성 성조숙증으로 진행한 증례를 보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