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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ABSTRACT

양측 부신 선종에 의한 쿠싱증후군은 보고가 드물다. 또한

ACTH-independent Cushing syndrome, which is mainly
caused by a unilateral adrenal adenoma or adrenal carcinoma,

치료에 있어서 양측 부신 종양 각각의 기능성 여부를 확인하

account for 15~20% of Cushing’s syndrome. Cushing’s
syndrome caused by bilateral adrenal masses is rare,

는 것이 중요하다. 저자들은 당뇨병, 고혈압 및 비만을 새로 진

including bilateral adrenal adenomas or carcinomas (AIMAH
and PPNAD). Adrenal adenoma is commonly treated by

단 받은 환자에서 선택적 부신 정맥 채혈을 통해 양측 기능성

Laparoscopic total adrenalectomy. However, bilateral total
adrenalectomy causes acute adrenal insufficiency (Addisonian

부신 선종을 진단하고 우측 부신절제술과 좌측 부분절제술 후

crisis), requiring lifelong steroid replacement. We present a
young female patient with bilateral adrenocortical adenoma

스테로이드를 복약하지 않고 체중 감량과 함께 당뇨병, 고혈압
이 완치된 예를 경험하였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causing Cushing’s syndrome who was completely cured by
successful laparoscopic total & partial adrenalectomy.
Primarily we decided to remove the right adrenal gland to
preserve the residual function of the left adrenal gland.

중심단어: 쿠싱증후군, 양측 부신 선종, 비만, 당뇨병

However, after right total adrenalectomy, the patient
manifested symptoms of subclinical Cushing syndrome
including hypertension, truncal obesity, diabetes, low HDL
cholesterol, and elevated triglycerides. Subsequently the
patient underwent partial left adrenal mass excision,
preserving the normal portion of the adrenal gland. The
patient thereafter achieved biochemical resolution and
significant improvement of hypertension, obesity, and
diabetes without the need of any medication.
Key words: Cushing’s syndrome, Bilateral adrenal adenoma,
Obesity, Diabe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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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측 부신절제와 반대측 부분절제로 완치된 양측 기능성 부신피질 선종에 의한 쿠싱증후군 1예 －

서

않았으며 복부진찰에서 간이나 비장, 종물은 만져지지 않았

론

다. 탈수 소견이나 부종은 관찰되지 않았고 기타 신경학적
쿠싱증후군은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adrenocorticotropin,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ACTH) 의존성 혹은 비의존성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중

3
일반 검사 소견: 말초혈액검사에서 백혈구 8,500 /mm ,

ACTH 비의존성 쿠싱증후군의 경우 전체 쿠싱증후군의 약

3
혈색소 12.1 g/dL, 혈소판 213,000 /mm 이었다. 혈청 생화

20%를 차지하는데 이중 부신 종양에 의한 쿠싱증후군은 일
1)

학검사에서 공복혈당 163 mg/dL, 총 콜레스테롤 283

양측 부신 선종은

mg/dL, 혈액요소질소 20 mg/dL, 크레아티닌 0.8 mg/dL,

드문 질환으로 림프종2)이나 전이성암종3) 등에서 관찰되고

총 단백량 6.7 g/dL, 알부민 4.2 g/dL, 칼슘 9.2 mg/dL, 인

양측 부신 종양이어도 편측에서만 기능을 하는 경우가 많으

3.2 mg/dL, 아스파르테이트아미노전이효소 20 IU/L, 알라

며 양측 부신 선종에 의한 쿠싱증후군의 경우, 일차성 색소

닌아미노전이효소 23 IU/L, 당화혈색소 7.7%였다. 혈청 전

침착성 결절성 부신 피질 이형성증(primary pigmented

해질검사에서 나트륨 143 mEq/L, 칼륨 5.4 mEq/L이었다.

측성 선종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4)
adrenocortical dysplasia)이나 , 부신피질자극호르몬-비의존

소변 검사는 이상 소견이 없었다.

성 거대결절성 부신 피질 과증식증(ACTH-independent
5)

macronodular adrenal dysplasia)과의 감별이 필요하다.

내분비 검사 소견: 기저 혈청 코티솔과 ACTH 농도는 오
전 8시에 각각 24.12 μg/dL, 0.1 pg/mL였다. 24시간 소변

양측 기능성 부신 종양에 의한 쿠싱증후군이 진단되면

유리 코티솔 605 μg/day (10~160 ug/dL), 1 mg 하룻밤 덱

수술적 치료로서 과거에는 양측 부신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사메타손 억제검사에서 혈청 코티솔은 25.4 μg/dL로 억제되

하지만 양측 부신절제술의 경우 장기간의 스테로이드 사용

지 않았고 저용량 및 고용량 덱사메타손 억제 검사의 결과

에 따른 부작용과 급성부신위기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최근

에서 혈청 코티솔은 각각 24.1 μg/dL, 21.2 μg/dL로 모두

편측 부신절제와 반대측 부분 부신절제술을 시행하고 있

억제되지 않았다.

6)

다.

영상학적 소견: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에서 우측에 2.8

저자들은 양측 ACTH 비의존성 양측 부신피질선종으로

cm 크기의 조기 동맥기 영상에서 높은 조영 증강을 보이는

인한 쿠싱증후군이 진단된 31세 여자환자에게 복강경 우측

원형의 결절성 병변과 함께 부신의 전방으로 문맥기에 조영

부신 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이후 비만, 당뇨병 및 고혈압 등

증강이 되는 난원형 부신종양과 좌측에도 2.0 cm 크기의 조

의 대사질환이 지속되어 좌측 부분 부신절제술을 시행하여

영도가 동일한 난원형 부신 종양이 있는 양측 부신 종양이

코티솔 분비능을 보존한 채 대사질환이 완치된 증례를 경험

관찰되어 잘 경계가 지어지는 부신 선종 혹은 과증식으로

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생각되었다(Fig. 1). 우측 대퇴정맥을 천자하여 양측 부신정
맥과 신장정맥, 대정맥부위에서 선택적 채혈을 시행하여 코

증

례

티솔 농도를 측정하는 선택적 부신 정맥 도자술을 시행한
결과(Table 1), 우측 부신정맥 127 μg/dL, 좌측 부신 정맥

환자: 31세 여자, 강○○

64.2 μg/dL, 상대 정맥 18.6 μg/dL, 그리고 하대 정맥 18.9

주소: 내원 3년 전부터 악화된 월상안과 체중증가

μg/dL로 측정되었다.

기왕력, 사회력 및 가족력: 특이사항 없음
7)

치료 및 경과: 일차적으로 혈당조절을 위해 glimepiride 2
비뇨기과에

mg을 1일 1회, metformin 850 mg을 1일 2회 경구 투여하

입원한 환자로 3년 전부터 얼굴이 점점 부으면서 달덩이 같

였고, atorvastatin 20 mg과 Irbesartan 150 mg을 각각 1일

이 변하고 수 개월 전부터 급격한 체중 증가와 생리불순 및

1회 경구 투여하였다.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는 코티솔 분비

멍이 잘 드는 증상과 함께 고혈압과 당뇨병이 의심되어 치

가 많고, 수술이 어렵고 우측 부신 종양에 대해 복강경하 우

현병력: 요로결석과 재발성 요로감염으로

료 및 추가적인 진단을 위해 내분비 내과로 전과되었다.

측 부신 절제술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였다. 적출한 우측 부

이학적 소견: 내원 당시 신장 160 cm, 체중 81.5 kg, 체
2
질량지수 31.7 kg/m 였고 활력징후는 혈압 150/100 mmHg,

신은 3.5 cm × 2.7 cm × 1.8 cm 크기였으며 병변의 절단
면은 부분적인 점액성 변화가 동반된 타원형의 2 cm × 1.3

맥박수 84 회/분, 호흡수 18 회/분, 체온 36.5℃였다. 만성

cm × 0.3 cm 크기의 종괴 소견이었다. 병리조직검사를 통

병색을 보였으며 피부는 얇고 중심성 비만과 상지에 멍이

해 부신 선종이 확인되었다.

관찰되었고 복부에 자색선조가 관찰되었다. 결막은 창백하

수술 후 합병증이나 특별한 문제없이 수술 부위가 회복

지 않았고 공막에 황달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월상안과

되었고 월상안과 목뒤 들소형 비후 등의 증상도 호전되었

목뒤 들소형 비후가 관찰되었고 경부에서 종괴 또는 림프절

다. 수술 3개월 후 외래에서 시행한 24시간 소변 유리 코티

은 촉지되지 않았으며 경정맥 확장은 없었다. 흉부청진에서

솔 91.7 μg/day로 호전되었고, 1 mg 하룻밤 덱사메타손 억

호흡음은 깨끗하였고, 심음은 규칙적이며 심잡음은 들리지

제검사에서 혈청 코티솔은 10.24 ug/dL로 감소하였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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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비만학회지: 제 22 권 제 4 호 2013 －

Fig. 1. Abdominal computed tomography shows bilateral adrenal tumors (arrows in A, B). Postoperative computed tomography shows
right total adrenalectomy (C) and a ramnant of left adrenal gland (arrows in D).

Table 1. Adrenal vein sampling data were consistent with hypercortisolism from both adrenal gland
Right adrenal vein
Left adrenal vein
Inferior vena cava

Cortisol (μg/dL)
127
64.2
18.9

Adrenal-to-IVC cortisol ratio
6.7
3.4
-

Lateralization ratio
1.9

IVC, inferior vena cava.

지만 수술 10개월 후 시행한 1 mg 하룻밤 덱사메타손 억

소 5.0%, 혈압 110/60 mmHg를 유지하고 있어 1년마다 외

제검사에서 혈청 코티솔은 7.6 ug/dL로 수술 3개월 후 시

래 추적관찰 예정이다.

행한 검사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억제되지 않았고, 체질량
2
지수 28.7 kg/m 로 과거에 비해 호전되었으나 여전히 비만

고

찰

을 유지하고 있었다. glimepiride 1 mg과 metformin 250
mg을 하루 한번 복약하여 경구 혈당강하제의 복약량은 줄

부신 종양은 대부분 편측으로 발생되나 최근 컴퓨터 단

었으나 당화혈색소 7.3%로 여전히 혈당조절은 잘 되지 않

층 촬영 등 영상검사가 보편적으로 사용되면서 양측 부신

고 있었고, 이상지질혈증과 혈압은 복약을 유지하고 있었

종양의 보고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여전히 드문 질

으나 복약을 중단할 수 없어 좌측 종양절제술을 추가로 계

8)
2)
3)
환으로 대부분 부신 암 , 림프종 또는 전이성암종 등과

획하였다. 양측 부신절제술의 경우 영구적인 부신기능 저

관련이 있다. 양측 부신 종양이 동반된 쿠싱증후군이 진단

하증을 초래하게 되므로 좌측 종양절제술을 시행하였다.

된 경우에는 첫째 양측 기능성 부신 종양에 의한 쿠싱증후

수술 소견은 정상 부신을 보존한 채 좌측 2.4 cm 크기의

9)
10)
군 , 둘째 반대측 비기능성 선종을 동반한 기능성 선종

종괴를 절제하였고 병리조직검사를 통해 부신 선종이 확인

또는 반대측 선종이 갈색세포종이나

11)

원발성 알도스테론증

12)

되었다. 수술 8개월 후 복약하던 스테로이드를 중지하였다.

으로 진단된 쿠싱증후군 , 셋째 일차성 색소 침착성 결절

또한 지속적인 저혈당과 저혈압 증상으로 경구혈당강하제

성 부신 피질 이형성증(primary pigmented adrenocortical

와 혈압약도 모두 중지하였다. 현재 2년째 추적관찰 중으

dysplasia)이나4) 부신피질자극호르몬-비의존성 거대결절성

로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에서 좌측 부신이 잘 보존되어

부신

있고 급속 ACTH 자극검사에서도 스테로이드를 복용하지

adrenal dysplasia)5) 등으로 설명될 수 있고 이는 선택적 부

않고도 부신 기능이 잘 유지되고 있다. 현재 모든 약제 투

신 정맥 채혈 및 부신 우연종에 대한 검사와 수술적 치료를

여를 중단한 상태로 생활습관 개선으로 체중 58 kg, 체질

통해 진단할 수 있다.

2
량지수 22.7 kg/m 의 정상체중을 유지하고 있고, 당화혈색

- 256 -

피질

과증식증(ACTH-independent

macronodular

13)

본 증례는 임상적으로 월상안, 목뒤 들소형 비후 및 자색

－ 편측 부신절제와 반대측 부분절제로 완치된 양측 기능성 부신피질 선종에 의한 쿠싱증후군 1예 －

선조가 관찰되었고, 젊은 연령에서 새로 당뇨병과 비만, 고

이 명확하지 못하여 한쪽 부신 종양에 대해 부신 부분 절제

혈압등의 대사 질환이 진단되어 쿠싱증후군을 의심하였고

술만 시행한 양측 부신 종양 환자가 있다면 반대측 종양에

이후 시행한 저용량 및 고용량 덱사메타손 억제검사에서 코

서의 호르몬 분비가 추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술 후 적어

티솔이 억제되지 않고 ACTH가 크게 저하되어 있어 부신피

도 5년 정도의 추적관찰을 추천한다.

질자극호르몬 비의존성 쿠싱증후군을 진단하였다. 복부 전

신 부분 절제술을 시행 8개월 후에 스테로이드를 포함한 모

산화 단층촬영에서 우측 2.8 cm, 좌측 2.0 cm 크기의 양측

든 약제 투여를 중단하였고, 2년째 특별한 변화 없이 외래

부신 종양을 발견하였다. 양측 부신 종양이 동반된 쿠싱증

에서 추적관찰 중이다.

9-12,14,15)

후군의 경우 국내에서 6예가 보고된 바 있으나

17)

본 환자는 좌측 부

, 양측

기능성 부신 종양에 의한 쿠싱증후군은 본 증례가 2번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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