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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atric Adrenal Cortical Neoplasm with Histologic Malignancy
- A Case Report with Review of Litera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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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enal cortical neoplasm, especially carcinoma, is extremely rare in pediatric patients. We
describe here a rare pediatric case of adrenal cortical neoplasm. A 2-year-old girl presented
with an enlarged clitoris. The other physical findings and laboratory tests were nonspecific. The
magnetic resonance imaging showed a 4 cm-sized heterogeneously enhancing soft tissue
mass with calcification in the left adrenal gland. The mass was removed by laparoscopic oper-
ation. Grossly, several fragments of reddish tan soft tissue were present, and they weighed
19 gm in total. Microscopically, there were capsular invasion, diffuse/solid growth pattern with
focal necrosis, high cellularity, cytoplasmic eosinophilia, marked nuclear pleomorphism, high
N/C ratio, prominent nucleoli, atypical mitotic figures and calcifications, which all suggested
adrenal cortical neoplasm of histologic malignancy. On immunohistochemistrical staining, there
were positive reactivities to pancytokeratin, cytokeratin 7/20, CEA, inhibin and p53. The Ki-67
labeling index was about 6%. All these findings were indicative of adrenal cortical neoplasm
of histologic maligna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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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학적 악성소견을 보이는 소아 부신피질종양

- 1 증례 보고 및 악성 진단기준에 관한 고찰 -

부신피질에서 생기는 일차성 종양은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종

양으로 모든 악성종양의 0.02%를 차지하며 매년 100만명당 2명

꼴로 발생한다.1 특히 소아에게서 발생하는 악성 부신피질종양

은 매우 드물어서, 소아에게서 발생하는 전체 종양의 약 0.002%

를 차지하고 있다.1 우리나라에서는 10예의 악성 부신피질종양이

보고된 바 있다.1 저자들은 최근 조직학적으로 악성소견을 보이

는 부신피질종양을 경험하 다. 성인에게서 악성종양을 감별하

는 기준은 잘 정립되어 있으나, 소아에게서 악성종양을 감별하는

기준은 명확하지 않고 논란이 분분한 실정이다. 이에 저자들은

여러 연구 그룹에서 발표한 성인에게서 악성종양을 감별하는 기

준에 한 문헌과 Bugg 등과 Wieneke 등이 제시한 소아에게

서 악성종양을 감별하는 기준에 한 문헌을 토 로 본 증례를

검토하 다.

증례 보고

2세 여아가 비 된 음핵을 주소로 개인 의원을 거쳐 본 병원

을 내원하 다. 신체 검사 및 검사실 소견에서 특이사항은 없었

다. 복부의 자기공명 상에서 4 cm 크기의 둥근 형태의 연부 조

직 종괴가 왼쪽 부신에서 관찰되었다. 종괴는 피막으로 잘 둘러

싸여 있고 종괴 내부는 다양한 정도의 조 증강을 보여주었으며

석회화를 동반하 다(Fig. 1). 복강경 수술로 부신절제술을 시

행하 다.

육안으로 검색한 결과 여러 조각의 연부조직이었고 크기는 모

두 합하여 5×3.5×1.5 cm, 무게는 19 g이었다. 단면은 담적색이

고 고형성의 연부조직이었으며 국소적으로 출혈과 괴사가 있었다.

현미경으로 검색한 결과 높은 세포 충실성, 미만성 및 고형성

의 성장 모양과 국소적인 괴사, 세포피막의 침습과 굴모양혈관의

침습이 있었다. 종양세포에서는 심한 다형성의 기괴한 핵,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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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세포질의 비율, 뚜렷한 핵소체, 호산성의 세포질 및 핵의 과

다염색성이 관찰되었다. 50개의 고배율 시야당 6개의 유사분열

이 있었고 비정형 유사분열도 관찰되었다(Fig. 2). 면역조직화학

검사 결과, 종양세포는 pancytokeratin과 CK7/20, CEA, inhibin,

p53 등에 양성이었으며(Fig. 3), Ki-67 증식지수는 약 6% 다. 

고 찰

성인에게서 발생한 악성 부신피질종양은 매우 침습적이고 예

후가 좋지 않은 종양이다. 따라서 성인에게서 악성종양을 진단

하는 기준은 매우 중요하고 여러 연구에서 그 기준을 많이 제시

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이 소아에게서 발생한 악성종양의 임

상적인 예후를 예측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양성과 악성을 나누는 병리학적 기준을 정하기가 쉽지 않고 이에

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Hough 등2, Weiss3, van Slooten 등4, Aubert 등5, 등이 여러

증례를 고찰하여 성인에게서 발생하는 악성종양에 한 기준을

제시하 고 본 증례와 비교해보았다(Table 1). Hough 등의 기

준에 따르면, 그들은 가장 핵심적인 감별 기준으로 2개의 고배율

시야 이상의 괴사와 광범위한 섬유성 띠를 제시하 다. 본 증례

에서는 위의 2가지 소견이 국소적으로만 관찰되어서 기준에 못

미쳤다. 현미경 소견은 악성종양의 가능성을 좀 더 시사하 지만,

전체적으로 육안 소견과 임상 소견을 전체적으로 고려해볼 때 악

성종양의 기준에는 부족하 다. Weiss는 Table 1에서 제시한 기

준들에서 3가지 이상의 소견이 보이면 악성으로 진단할 수 있다

고 하 고, 그에 따르면 본 증례는 악성종양의 기준에 부합하

다. Aubert 등은 Weiss가 제시한 기준을 수정하여 제시하 다.

각 항목에 숫자를 적용하여 점수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3점 이상

이면 악성이라고 하 다. 본 증례의 경우, 50개의 고배율 시야당

6개 이상의 유사분열이 2점, 비정형의 유사분열은 1점, 피막 침습

이 1점이 되어 모두 4점으로 악성종양에 해당하 다. Van Sloo-

Fig. 1. MRI study of the abdomen reveals a 4 cm-sized round
shaped soft tissue mass in the left adrenal gland. The mass is well
encapsulated with calcification, showing heterogeneous enhance-
ment.

Fig. 2. The tumor shows diffuse/solid growth pattern, high cellu-
larity, cytoplasmic eosinophilia, severe nuclear pleomorphism,
high nuclear-to-cytoplasmic ratio, and prominent nucleoli.

Fig. 3. The tumor cells are immunoreactive for pancytokeratin.



ten 등은 역시 Table 1에서 제시한 각 항목에 점수를 매겨서

총점을 계산하는 방법을 제시하 다, 10년 동안 추적관찰을 한

결과, 8점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예후를 보 기 때문에 8점을 중

요한 기준으로 정하 다. 본 증례에서는 석회화가 5.7점, 심한

비정형의 핵이 2.1점, 핵의 과다염색성이 2.6점, 비정형의 핵소

체가 4.1점, 10개 고배율 시야당 2개 이상의 세포가 9.0점, 혈관

및 피막 침습이 3.3점으로 총 26.8점이어서 나쁜 예후를 시사하

는 소견을 보 다.

Bugg 등6은 브라질의 소아 환자들을 상으로 연구하여 악성

부신피질종양을 저등급과 고등급으로 나누는 병리학적 기준을

제시하 다. 본 증례는 50 고배율 시야당 20개 이하의 유사분열,

비정형의 유사분열, 심한 다형성의 핵이 있다는 점에서 저등급의

악성 부신피질종양에 해당하 다. Wieneke 등7은 악성 부신피

질종양이 발생한 83명의 소아환자들을 연구하여 Bugg 등보다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 다. 이 기준에 따르면 본

증례는 피막 침습과 비정형 유사분열, 괴사 등 3가지 조직학적

소견과 pancytokeratin, CK 7/20, p53, Ki-67 등의 면역조직화

학 검사에서 양성소견을 보인다는 점에서 양성과 악성 사이에

있는 중간 그룹에 해당하 다. 그러나 Wieneke 등은 중간 그룹

도 악성종양과 똑같이 추적관찰을 해야 한다고 하 다.

소아에게서 발생한 악성 부신피질종양은 성인에게서 발생한

것과는 달리 예후를 예측할 수 없기에 악성과 양성을 구별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문헌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인과 소아에서의 조직

학적 기준들을 적용하여 보았을 때 저자들은 본 증례를 악성으로

진단하 다. 현재까지 약 10개월 동안의 추적관찰에서는 재발이

나 전이 소견은 없었다. 본 증례의 임상적인 예후는 앞으로 더

추적 관찰을 해야 하겠지만, 소아에게서 악성 부신피질종양을 진

단하는 기준을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저자들

은 본 증례를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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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logic 
parameters

van Slooten 
et al.5

J.A. Wieneke 
et al.7

Hough et al.2 Weiss3 Aubert et al.4 Bugg et al.6 Our case

Venous invasion + + + +
Pleomorphism + + + +
Necrosis + + + + + +
Mitoses + + + + + + +
Diffuse architecture + + +
Capsular invasion + + + + + +
Broad fibrous band + +
Atypical mitoses + + + +
Sinusoidal invasion + +
Atypical necleoli + +
Clear cell <25% +
Tumor weight>100 g + + +
Tumor size>5 cm + +

Table 1. The summary of histologic parameters of adrenal cortical carcinom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