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론

선천성 중배엽성 신종(congenital mesoblastic nephroma)은

생후 수개월내에 발견되는 신종양중 가장 흔한 양성종양으로

산전 초음파검사가 보편화됨에 따라 태아시기에 진단된 예들

이 보고되고 있다 [1-4]. 그러나 선천성 중배엽성 신종내에

포착된 집합관과 같은 낭성 병변이 산전 초음파검사와 자기공

명영상에서 발견된 보고는 없다.

저자들은 정기적인 산전 초음파검사에서 태아 신종양이 발

견되어 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하고 출생후 수술로 확진된 선천

성 중배엽성 신종의 산전 영상소견을 임상소견과 함께 산후 초

음파 및 병리 소견과 비교하여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보고

28세 산모가 임신 29주 5일에 실시한 초음파 검사(3-5 MHz

transducer, HDI 3000, ATL, Bothell, Washington, U.S.A.)에

서 양수과다증(amniotic fluid index=38 cm)과 태아 우측 신

장의 종양이 발견되었다. 고박출성 심부전(high-output

failure)이나 다른 구조적 이상은 없었다. 종양은 간 에코보다

낮은 균일한 에코를 보이는 고형 종괴로 내부에 낭성 병변이

있었고 선천성 중배엽성 신종을 의심하였다 (Fig. 1). 종양의

침범정도와 내부 특성을 알기 위해 임신 30주에 자기공명영상

(Signa Horizon, 1.5 T, GE Medical System, Milwaukee,

Wisconsin, U.S.A.)을 실시하였다. 경사에코(gradient echo)

T1 강조영상(TR/TE 180/4.2 msec, flip angle 90。, FOV 36

×36 cm, slice thickness/gap 5/1 mm, matrix 256×128, scan

time 26 sec)과 단발 고속스핀에코(single-shot fast spin-

echo) T2 강조영상(TR/effectiveTE ∝/87.6 msec, FOV 36

×36 cm, slice thickness/gap 5/1 mm, matrix 256×128, scan

time 16 sec)에서 종양은 우측 신장의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반대편 정상 신실질과 유사한 신호강도를 보였고 T1 강조영

상에서 간보다 낮은 신호강도, T2 강조영상에서는 간보다 높

은 신호강도를 보였다. 초음파검사에서 관찰되었던 낭성 병변

은 T2 강조영상에서 Y자 모양의 종양보다 높은 신호강도로 보

였다 (Fig. 2).

산모는 양수의 양을 줄이기 위해 입원을 기다리던 중 임신

- 297 -

초음파 및 자기공명영상으로 산전 진단된 선천성중배엽성신종: 증례 보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진단방사선과학교실, 산부인과학교실*, 비뇨기과학교실**, 병리학교실***

김명준·서상현·박용원*·한상원**·정우희***

논문접수 : 2001년 7월 10일, 수정제의:2001년 9월 13일, 수정논문접수:2001년 9월 19일, 논문게재결정 : 2001년 10월 22일
통신저자 : 김명준, (120-752)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진단방사선과학교실

Tel. (02)361-5837 Fax. (02)393-3035    E-mail: mjkim@yumc.yonsei.ac.kr

=초록=

태아에서 신종양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대부분 선천성 중배엽성 신종이고 산전 초음파검
사로 발견할 수 있다. 저자들은 산전 초음파검사와 자기공명영상으로 진단된 선천성 중배엽성 신
종 1예의 산전 영상진단 소견을 출생후 초음파검사 및 병리소견과 비교하여 보고하고자 한다.

색인단어 : Fetus, genitourinary system
Fetus, US
Fetus, MR
Kidney neoplasms, in infants and children 

대한초음파의학회지
2001;20:297-301



31주 4일에 조기 양막파열로 인하여 제왕절개수술을 받았고

체중 1880 gm의 남아를 분만하였다. Apgar 점수는 1, 5분에

각각 8점이었다. 출생후 다음날 시행한 복부 초음파검사(4-7

MHz transducer, HDI 3000, ATL, Bothell, Washington,

U.S.A.)에서 우측 신종양은 약 7.0×4.7×4.8 cm로 불균질 에

코를 보였으며 내부에 삼각형 모양의 낭성 병변이 있었다 (Fig.

3A). 출력 도플러 초음파검사에서는 종양 내부의 혈류가 증가

되어 있었다 (Fig. 3B).

환아는 출생당일 평균 수축기 혈압이 46 mmHg에서 62

mmHg로 상승하였고 소변양의 증가(5-6 cc/Kg/hr)가 있었다.

출생후 6일째 수축기 혈압이 120 mmHg까지 상승하여

hydralazine, lasix등을 투여하고 수액 양을 조절하였지만 출생

후 9일째에도 수축기 혈압이 90 mmHg로 상승되어 있었다. 혈

액 및 소변검사에서는 이상 소견은 없었다. 출생후 10일째 우

측 신장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종양의 절단면에서 나선형 모양

과 두껍고 불규칙한 육주형성(trabeculation)이 있었으며 남아

있는 신실질과 상호감입교합(interdigitation)을 보였다 (Fig. 4).

조직학적으로 전형적인 선천성 중배엽성 신종이었고 초음파검

사 및 자기공명영상에서 보였던 낭성 병변은 이행상피로 덮여

있었다.

환아는 수술후 평균 수축기 혈압은 51 mmHg로, 소변양은

1 cc/Kg/hr로 정상화되었고 수술후 3개월까지 추적한 결과 이

상 소견을 보이지 않았다.

고 찰

산전 초음파검사에서 발견되는 태아 신장 종괴는 대부분 수

신증이나 다낭성 이형성 신(multicystic dysplastic kidney)과

같은 낭성 질환이다. 태아 신장의 고형종괴는 드물지만 선천성

중배엽성 신종이 가장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산전 초음파

검사가 널리 이용됨에 따라 산전 진단된 예들의 보고가 증가

되고 있다 [1-4]. 

태아에 선천성 중배엽성 신종이 있는 경우 약 70%에서 양

수과다증이 동반되고 이에 의한 조기 분만이 발생할 수 있다

[1, 3-5]. 양수과다증은 태아 소변양의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다뇨는 과칼슘혈증이나 태아 신장의 혈류 증가

와 관련이 있다고 하며 수술후 소변양은 정상으로 회복된다고

한다 [5]. 저자들의 예에서도 출생전 양수과다증과 출생후 소

변양의 증가가 있었고, 출력 도플러 초음파검사에서 종양내 혈

류증가가 보였지만 과칼슘혈증은 없었다. 한편 선천성 중배엽

성 신종이 있는 신생아나 영아에 고혈압이 동반될 수 있는데

이는 종양 자체의 레닌 생성이나 종양에 의한 사구체 압박에

따른 레닌 과다생성이 원인이며 종양을 절제한 후 고혈압은 호

전된다 [6]. 저자들의 경우 혈중 레닌 측정이나 면역조직학적

인 분석을 하지 않아서 고혈압의 직접적인 원인을 알 수 없었

지만 수술후 혈압은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선천성 중배엽성 신종은 산전 초음파검사상 신장에서 발생

한 종양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종양이 큰 경우 복부 종괴나

태아 신장이 커진 것으로 오인할 수도 있고, 주변 장관의 에코

와 유사하여 종양의 경계를 잘 알 수 없었던 경우도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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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enatal ultrasonography at 29+5 weeks of gestation. 
Longitudinal scan of the fetal abdomen shows a homogeneous,
hypoechoic, right renal mass containing a focal cystic area (ar-
row).

Fig. 2. Prenatal MR imaging at 30 weeks of gestation.
Single-shot fast spin-echo T2-weighted coronal image shows a
mass replacing the right kidney. Signal intensity of the mass is
higher than that of liver (short arrow) and similar to that of con-
tralateral normal renal parenchyma (not shown). Y-shaped hy-
perintense area (long arrow) is seen within the mass.



3]. 초음파검사에서 선천성 중배엽성 신종의 에코는 다양하며

나선형(whorled pattern) 에코로 보일 수 있다고 보고된다[1,

7]. 저자들의 경우 산전 초음파검사에서 종양은 균질한 에코를

갖고 있었지만 출생후 시행한 초음파검사에서 종양은 불균질

한 에코로 보였고 나선형 에코는 보이지 않았다. 산전과 산후

초음파검사에서 종양의 에코가 다르게 보인 것은 두 번의 초

음파검사사이에 일어난 종양의 괴사나 출혈보다는 출생후에 시

행한 초음파검사가 고해상도의 탐촉자를 이용하였고 종괴에 더

가까이에서 영상을 얻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조직병리

소견에서도 종양내 괴사나 경색은 없었다. 한편 산전 및 산후

초음파검사에서 종양내 낭성 병변이 있었는데 선천성 중배엽

성 신종에서는 두가지 유형의 낭종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첫째

는 종양내 출혈에 의한 불규칙한 모양의 낭성 변성과, 둘째는

상피세포로 구성된 낭종으로 종양과 정상 신장의 경계부위에

주로 위치한다 [7]. 저자들의 예에서 낭종은 경계가 좋은 삼각

형과 같은 모양이었고 종양 내부 한곳에서만 보였으며 이행상

피세포로 구성되어 있었다. 

산전 초음파검사에서 선천성 중배엽성 신종과 감별해야 할

질환은 윌름종양이지만 선천성 중배엽성 신종보다 더 드물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8, 9]. 윌름종양이나 선천성 중

배엽성 신종 모두 피막이 없는 종양이지만 윌름종양은 위피막

(pseudocapsule)에 의해 종양과 정상 신실질과의 경계가 명확

하고 선천성 중배엽성 신종은 정상 신실질과의 경계가 불명확

한 점이 감별진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9]. 

초음파검사보다 광범위한 부위의 영상을 얻을 수 있고 조직

대조도가 뛰어난 자기공명영상은 단발 고속스핀에코와 같은 펄

스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태아의 움직임에 큰 영향을 받지 않

고 선명한 T2 강조영상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태

아의 각종 선천성 질환의 진단에 자기공명영상이 이용되고 있

지만 태아 신종양의 진단에 자기공명영상을 이용한 경우는 드

김명준 외 : 초음파 및 자기공명영상으로 산전 진단된 선천성중배엽성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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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hotography of the bisected specimen.
The mass has a whorled, solid, rubbery cut surface and interdig-
itates with normal renal parenchyma (short arrows). Collapsed
cystic area (long arrow) is entrapped within the mass.

A B
Fig. 3. Postnatal ultrasonography at 2 days after birth.
A. Transverse scan of the neonatal abdomen shows a heterogeneously echogenic right renal mass (short arrows) containing a trian-
gular cystic area (long arrow) (S; spine). B. Power Doppler ultrasonography at the same plane shows an increased blood flow within
the mass.



물다 [1, 4, 10]. T2 강조 자기공명영상만을 이용하였던 Irsutti

등[1]의 보고에서 신장에 국한된 선천성 중배엽성 신종은 정

상 신실질과 유사한 균일한 신호강도를 보였고 양수과다증은

동반되지 않았다. 저자들의 경우 종양은 T1 및 T2 강조영상

에서 반대편 정상 신실질과 유사한 신호강도를 보였고, 종양과

남아있는 정상 신실질과 구분할 수 없었지만 종양은 우측 신

장에 국한되어 있었다. 초음파검사에서 관찰된 낭성 병변은 양

수와 같은 신호강도를 보였다. Toma 등[10]이 보고한 태아 윌

름종양의 경우 T1 강조영상에서 간보다 낮은 신호강도, T2 강

조영상에서 높은 신호강도를 보였지만 반대편 정상 신실질과

의 신호강도 비교, 종양과 정상 신실질과의 경계나 종양내의

낭성 병변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저자들의 예와 비교할 수 없

었다.

출생후 시행할 수 있는 경정맥 요로조영술이나 전산화단층

촬영에서 신종양내에 집합관과 뚜렷한 연결이 없는 조영제 침

착이 있으면 선천성 중배엽성 신종의 진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종양 기질에 둘러싸인 기능을 가진 신원에 의해 조

영제가 상피로 구성된 낭종으로 배출되서 나타나는 양상으로

설명한다 [7]. 저자들의 경우 경정맥 요로조영술이나 전산화단

층촬영을 시행하지 않아서 종양내 조영제 침착을 볼 수 없었

지만, 초음파검사와 자기공명영상에서 삼각형 혹은 Y 모양을

보인 낭성 구조가 이행상피세포를 갖고 있는 낭종이나 종양에

포착된 집합관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초음파검사 및 자기공명영상등의 산전 영상진단

에서 양수과다를 동반한 태아 신종양의 경우 종양 내부에 포

착된 집합관과 같은 양상이 보이면 선천성 중배엽성 신종을 의

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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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Prenatal Diagnosis of Congenital Mesoblastic Nephroma
by US and MRI: A Case Report

Myung-Joon Kim, M.D., Sang Hyun Suh, M.D., Yong Won Park, M.D.*, 
Sang Won Han, M.D.**, Woo Hee Jeong, M.D.***

Department of Diagnostic Radiology, *Obstetrics and Gynecology, **Urology, ***Patholog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lthough renal tumors occur rarely in utero, the most common neoplasm is congenital mesoblastic nephroma and
can be detected by prenatal US. We present a case of congenital mesoblastic nephroma diagnosed by prenatal US
and MRI, and the postnatal ultrasonographic findings were compared with the pathologic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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