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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성 췌장 신경내분비종양의 최적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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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mal Treatment of Advanced Pancreatic Neuroendocrine Tumor

Yeon Suk Kim, Jae Hee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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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creatic neuroendocrine tumors (pNETs) are diverse diseases with different 
prognosis. Among available various therapeutic options, curative resection should 
be considered for localized tumors and in some selected cases of metastatic disease. 
Somatostatin analogs are used to control hormonal symptoms and also effective to 
inhibit the tumor progression in specific settings. The molecular targeted agents such 
as sunitinib and everolimus are efficacious treatments for metastatic WHO grade 1/2 
pNETs. Chemotherapy is generally used in highly symptomatic and rapidly growing 
pNETs such as WHO grade 3. In addition, local ablative therapy should be considered 
in patients with hepatic predominant unresectable metastatic pNETs, and peptide 
receptor radionucleotide therapy, which is unavailable in Korea, could be considered 
after failure of initial medical therapy. The most important of all is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to pNETs. This is essential to optimal management of pNETs regarding the 
diverse disease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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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소화기계 신경내분비종양(gastroenteropancreatic neuro-

endocrine tumor)은 위장관계 및 췌장의 다양한 신경내분비 

세포에서 기인하는 종양으로 최근 진단 기술의 발전과 보편

화로 발견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신경내분비종양의 기본적

인 치료법은 고식적인 수술적 절제 방법이나,1-4 수술 불가능

(unresectable)한 진행성(advanced) 또는 전이성 신경내분비

종양의 경우는 항암화학요법 및 분자표적치료가 증상 완화 

및 생존 기간 연장에 도움이 된다. 본고에서는 췌장 신경내분

비종양에서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에 대한 소개 

및 국내 적용시 제한점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본  론

췌장에서 기인한 신경내분비종양은 다양한 췌장 호르몬을 

분비하여 특징적인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국내 자료는 제한

적이나 미국 National Cancer Data Base의 1985년부터 2004년

까지 전이성 췌장 신경내분비종양 자료에 의하면, 3851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39%의 비교적 높은 5년 생존율을 보고

하여5 근치적 수술과 이에 추가한 보조(adjuvant)치료의 필요

성을 강조하였다.6 일반적으로 전이성 신경내분비종양은 적

극적인 근치적 절제를 통해 삶의 질 및 생존 기간의 향상을 기

대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다양한 항암화학요법 및 분자표

적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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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장 신경내분비종양은 호르몬 분비를 통해 증상이 발현되

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기능성(functional)과 비기능성

(nonfunctional)으로 나뉘고, 세포 분화도를 기준으로 grade

를 분류한다. 2010년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

tion, WHO)는 10개의 고배율시야 당 세포분열수(mitoses) 

와 Ki-67 세포증식지수(proliferation index)를 통해 소화기계 

신경내분비종양을 재분류하였다. Grade 1/2 신경내분비종양

은 세포분열수 및 Ki-67 세포증식지수가 20개, 20% 이하로 

2004년 제정된 WHO 분류의 고분화(well differentiated) 신경

내분비종양에 해당한다(Table 1). Grade 1/2 췌장 신경내분비

종양은 선암(adenocarcinoma)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세포 

증식과 성장이 늦어서 고식적인 항암화학요법으로 충분한 세

포 독성 효과를 보이지 못하여, 일관된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부작용의 빈도가 높아진다.7  그렇기 때문에 비록 수

술적 완전 절제가 불가능한 grade 1/2 신경내분비종양의 다발

성 전이도 다양한 국소치료법을 병행하여 치료를 시행한다. 

그러나 grade 3 신경내분비종양은 기존의 저분화 소세포암의 

범주에 속하는 진행이 빠른 종양이기 때문에 항암화학요법을 

근간으로 치료하고, 때에 따라서는 방사선 치료 등의 다양한 

치료 방법을 추가할 수 있다.

췌장 신경내분비종양의 예후 예측 및 치료 계획 수립을 위

해서는 상기 기술한 WHO grade에 추가하여 TNM 병기 분류 

체계를 이용한다. 현재 주로 사용되고 있는 TNM 병기는 

American Joint Committee on Cancer (AJCC)와 European 

Neuroendocrine Tumor Society (ENETS) 병기로, AJCC 7판 

병기는 췌장암의 병기 시스템과 동일하고 stage I은 췌장에 국

한된 종양, stage III는 수술불가능한 국소진행성종양으로 정

의된다. ENETS 병기는 AJCC 7판 병기와 약간의 차이점이 있

는데, stage I은 종양의 크기가 2 cm 이하인 경우이고, stage III

은 절제 가능 종양 일부 및 국소진행성 종양이 모두 포함된다

(Table 2). 이러한 다양한 TNM 병기 시스템과 grade 시스템

은 예후 예측과 치료 방법 결정에 가장 중요한 변수들이지만, 
현재까지도 추천되는 일관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실제 임상 

진료 및 연구에 제한점으로 작용한다. 저자 등은 국내 15개 기

관의 153명 췌장 신경내분비종양 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 연

구를 진행하여 한국인에서 WHO 2010 grade와 AJCC/ENETS 

Table 1. WHO nomenclature and classi�cation for neuroendocrine tumors

WHO 2010 classification Grade Mitoses/10 HPF Ki-67 index

Neuroendocrine tumor, Grade 1 Low grade (G1) <2 ≤2%

Neuroendocrine tumor, Grade 2 Intermediate grade (G2) 2-20 3-20%

Neuroendocrine carcinoma, Grade 3, small cell High grade (G3) >20 >20%

Neuroendcrine carcinoma,  Grade 3, large cell High grade (G3) >20 >20%

HPF, high power field.

Table 2. The AJCC (7th ed.) and the ENETS Staging Classi�cations for pNETs 

AJCC staging classification ENETS staging classification

T1
T2
T3

T4
N0
N1
M0
M1

Tumor limited to the pancreas, ≤2 cm
Tumor limited to the pancreas, >2 cm
Tumor extends beyond the pancreas
but without involving the celiac axis or SMA
Tumor involves the celiac axis or SMA
No regional lymph node metastasis
Regional lymph node metastasis
No distant metastasis
Distant metastasis

T1
T2
T3

T4
N0
N1
M0
M1

Tumor limited to the pancreas, ≤2 cm
Tumor limited to the pancreas, 2-4 cm
Tumor limited to the pancreas, >4 cm
 or invading duodenum or CBD
Tumor invades adjacent structures
No regional lymph node metastasis
Regional lymph node metastasis
No distant metastasis
Distant metastasis

Stage IA
Stage IB
Stage IIA
Stage IIB
Stage III
Stage IV

T1, N0, M0
T2, N0, M0
T3, N0, M0
T1-3, N1, M0
T4, any N, M0
Any T, any N, M1

Stage I
Stage IIA
Stage IIB
Stage IIIA
Stage IIIB
Stage IV

T1, N0, M0
T2, N0, M0
T3, N0, M0
T4, N0, M0
Any T, N1, M0
Any T, any N, M1

AJCC, American Joint Committee on Cancer; ENETS, European Neuroendocrine Tumors; SMA, superior mesenteric artery; CBD, common bile 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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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기가 모두 의미 있는 예후인자임을 증명하였고, 무진행 생

존 기간(progression free survival, PFS)은 WHO 2010 grade 

보다 TNM 병기가 더 잘 반영함을 확인하였다.8

췌장 신경내분비종양의 치료

췌장 신경내분비종양의 가장 중요한 치료 원칙은 근치적 

절제술이다. 전이성 췌장 신경내분비종양 또는 반복적 재발

이 있는 경우도 가능하다면 원발 병소에 추가하여 전이 병소

의 절제가 추천된다. 그러나 전이성 신경내분비종양 대부분

은 수술적 절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가적인 치료

로 약물치료, 혈관 색전술, 동위원소치료 등의 치료법이 사용

된다. 또한 신경내분비종양의 WHO grade는 추가 치료 방법

을 결정하는 중요 기준이기 때문에 췌장 신경내분비종양의 

치료는 grade1/2와 grade 3로 나누어 접근이 필요하다. 췌장 

호르몬 관련 증상이 있는 기능성 췌장 신경내분비종양은 수

술 전 증상에 대한 전처치 치료가 필요하고, 소마토스타틴 유

도체를 사용하는 경우는 담석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담낭절

제술(cholecystectomy)을 예방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Grade 1/2 췌장 신경내분비종양 

1. 국소성, 절제가능 췌장 신경내분비종양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가장 이상적인 치료는 근치적 완전 

절제이지만, 호르몬 과분비로 인한 증상은 수술 전 충분히 

조절되어야 하고, 각각 분비되는 호르몬에 따라 필요한 치료

에 차이가 있다. 인슐린종(insulinoma), 일부 가스트린종

(gastrinoma) 그리고 크기가 2 cm 미만의 작은 병변을 제외

하고는 췌장 신경내분비종양은 상당히 높은 악성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수술시 주변 림프절절제를 포함한 광범위한 절

제술이 필요하다.4

1) 기능성 신경내분비종양(functional neuroendocrine tumor)

- 가스트린종: 췌장의 기능성 신경내분비종양 중 인슐린종 

다음으로 빈도가 높은 종양이다. 진단 당시 크기가 2 cm 이상

인 경우가 흔하고 약 70%에서 악성의 경과를 보이고 다발성

인 경우가 많다. 혈청 가스트린 상승에 따른 위산 분비를 줄여

야 하며, proton pump inhibitor (PPI) 또는 H2 길항제를 사용

한다. 단순 종양절제술과 주위 림프절절제술이 치료의 일차 

선택이지만, 크기가 큰 경우 췌십이지장절제술로 치료한다. 

산발적 가스트린종의 50%는 십이지장에서 발생하고, 점막하 

종양으로 관찰된다. 5 mm 미만의 십이지장 가스트린종은 단

순종양절제술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경우 주변 림프선전

이가 60-80%로 보고되어 주위 림프선절제술이 필요하다.  

- 인슐린종: 일반적으로 인슐린종은 1 cm 미만으로 크기가 

작으며, 90% 이상에서 양성 종양이며, 피낭(encapsulation)이 

잘 형성되어 있어 단순종양절제술(enucleation) 및 복강경하 

제거 수술을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병변의 위치 및 크기에 

따라 원위부 췌장절제술 또는 췌두십이지장절제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전이성 병변 등으로 수술이 제한적인 경우 증

상 완화 및 혈당 안정화를 위해 인슐린 분비 억제제인 diazox-

ide, dilantin 등이나 베타세포를 파괴하는 streptozocin, 5-FU, 

doxorubicin 및 somatostatin analog를 사용할 수 있다. 
- 글루카곤종(glucagonoma): 대개 진단 당시 4 cm 이상의 

크기로 췌장 원위부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약 50%에서 간 

전이가 동반된다. 혈당을 안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종양의 

근치적 절제가 필요하다. 혈전 생성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수

술 전 항응고치료가 필요하다.

- VIP종(VIPoma): Vasoactive intestinal peptide (VIP)의 과

다 분비로 인해 다량의 설사, 탈수, 저칼륨증, 저산증의 상태로 

발현된다. 종양의 90%는 췌장에서 발생하고 10%는 자율신경

계에서 발생한다. 치료는 마찬가지로 종양절제가 원칙이며 전

이가 있어도 가능한 원발부 종양을 제거한다. 수술 전후로 전

해질(K+, Mg++, HCO3
-) 균형 및 수액치료가 필요하다.

2) 비기능성(nonfunctioning) 신경내분비종양

비기능성 췌장 신경내분비종양은 전체 췌장 신경내분비종

양의 약 30-50%를 차지하고 최근 영상 진단의 발달로 발견이 

많아지고 있다. 췌장암과 비교해 예후가 좋으며 간전이 등의 

원격전이가 있는 경우에도 가능한 원발 병소를 제거해 환자

의 생존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수술 후 5년 생존율이 65%로 

보고된다.9-11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streptozocin이나 doxo-

rubicin을 추가하면 60% 이상의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2. 재발성, 절제불가능 및 전이성 신경내분비종양

1) 소마토스타틴 유도체(somatostatin analog)

Octreotide, lanreotide, 등의 소마토스타틴 유도체는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기 위한 치료 방법으로 기능성 신경내분비종양

의 호르몬 연관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소마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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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틴은 14개의 아미노산 펩타이드로 구성되고, 여러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기 때문에 카르시노이드 증후군, VIP종, 글루

카곤종 등의 증상 조절에 사용된다. 그러나 인슐린종 및 가스

트린종은 소마토스타틴 유도체의 효과가 기존의 diazoxide 및 

PPI 치료에 비해 우월하지 않고, 특히 인슐린종에서는 insulin 

counterpart hormone도 같이 억제하고 저혈당증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차 치료 이상의 방법으로 주의하여 사용되어

야 한다. 흥미로운 점은 일반적으로 증상 조절에 유용한 소마

토스타틴 유도체가 항종양 효과를 보인다는 점이다. CLARI-

NET 연구에서 lanreotide는 204명의 비기능성 소화관 및 췌

장 신경내분비종양 환자에서, 위약군과 비교하여 의미 있는 

PFS (not reached vs. 18 months; HR 0.47, 95% CI 0.30-0.73) 

연장을 보고했다.12  또 다른 소마토스타틴 유도체인 octreo-

tide는 췌장신경내분비종양에서 아직 효과가 증명되지는 못

했지만, 전이성 위장관 신경내분비종양에서 30 mg을 매달 근

주한 경우 종양의 진행을 약 8개월 지연시킬 수 있음이 확인

되었다.13  아직까지 소마토스타틴 유도체는 기존 항암화학요

법과 분자표적치료와 비교해 우수성이 검증되지 못하였고 병

용요법에 대한 연구 결과가 부족하지만, 상대적으로 부작용

이 적으면서 종양의 성장 지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췌장 신경내분비종양 환자에서 일차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 있다. 국내에서도 lanreotide는 절제불가능하고 분화

가 좋은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 장, 췌장계 신경내분비종

양에서 1차 이상의 고식적 치료 목적으로 보험 급여를 받아, 
향후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기대된다. 또한 octreotide는 신경내분비종양의 증상 경감 또

는 중간 창자 기원의 진행성 신경내분비종양의 치료제로 국

내 보험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은 무증상의 진행성 췌

장 신경내분비종양에 대한 치료제로 사용이 제한되지만, 추
가적인 연구를 통한 적응증 확대를 기대한다. 

2) 분자표적치료(molecular targeted therapy) 

신경내분비종양에서 세포독성 항암화학요법은 분화도가 

좋은 종양의 경우 불충분한 효과가 관찰되고 부작용의 발현

이 높아지기 때문에, 표적 항암제가 새로운 치료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소화기계 신경내분비종양은 vascular endo-

thelial growth factor (VEGF), basic fibroblast growth factor 

(bFGF), transforming growth factor (TGF)-α/ß , platelet-

derived growth factor (PDGF), insulin-like growth factor 

(IGF)-1 등의 여러 성장 인자와 PDGF receptor (PDGFR), 

IGF-1 receptor (IGF-1R),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EGFR), stem cell factor receptor (KIT) 등의 다양한 수용체

가 발현되며, 이러한 각각의 신호전달 체계 차단을 통한 치

료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Table 3).  더욱이 최근의 다양한 

DNA microarray를 이용한 분자생물학적 연구는 소화관 신

경내분비종양과 췌장 신경내분비종양이 유전자 발현 양상

에 현저한 차이를 보임을 규명하였는데, 이는 소화관 및 췌

장 신경내분비종양 각각에서 항암제가 서로 다른 반응을 보

이는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으며, 향후 새로운 표적치료제 

개발 및 선택에 이들 분자생물학적 특성에 근거한 접근이 필

요함을 시사한다. 

- Tyrosine kinase 억제제

Imatinib (GleevecⓇ)은 Bcr-Abl, PDGFR-α/ß, KIT 등의 tyro-

sine kinase를 억제하는 약물로 만성 골수성 백혈병 및 위장관 

기질 종양(gastrointestinal stromal tumor)에서 효과적인 약제

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신경내분비종양에서는 전임상 실험에

서 세포 성장을 지연시켜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보였으나, 

이후 임상 실험에서 효과적인 결과를 보이지 못했다. Gefitinib 

(IressaⓇ)은 EGFR을 대상으로 하는 tyrosine kinase inhibitor로 

폐암에서 사용되는 약제이다. 전임상 시험에서 신경내분비종

양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였으나 임상 시험에서 효과적인 종양

의 감소는 없었다.14  Sorafenib (NexavarⓇ)은 multi-targeted 

tyrosine kinase inhibitor로 주로 진행성 간암 및 신장암에 유용

한 약제이다. VEGFR-2, FMS-like tyrosine kinase-3 (FLT3), 

PDGFR, FGFR1의 tyrosine kinase를 억제하며, 이를 이용한 

sorafenib (400 mg 경구 일일 2회 요법) 2상 연구에서 효과적인 

사용이 기대되었으나, 간암 및 신장암과 달리 소화기계 신경

내분비종양은 grade 3,4의 복통(18%), 피부발적(18%), 수족구 

증후군(11%), 오심(8%), 설사(7%) 등의 많은 독성 부작용이 

보고되어 임상적 적용에 제한이 있다. Sunitinib (SutentⓇ)은 

multi-targeted tyrosine kinase inhibitor로 최근 주로 신장암에

서 사용되고 있는 약제이다. VEGFR-1,2,3 및 PDGFR-α/ß 등의 

angiogenesis와 연관된 다양한 tyrosine kinase와 c-kit 등을 억

제하여, 종양에 대한 치료 효과를 보인다. 최근 조기 종료된 

grade 1/2 진행성 췌장신경내분비종양 171명을 대상으로 한 3

상 연구에서 37.5 mg sunitinib 사용군은 PFS의 중앙값이 11.4 

개월로 위약(placebo)군의 5.5개월에 비해 의미 있는 연장이 

관찰되었고, 객관적인 반응률도 10%로 위약군의 0%와 현저

한 차이가 확인되었다.15 부작용은 grade 3, 4의 호중구 감소증

(neutropenia; 12% vs. 0%), 고혈압(10% vs.  1%), 수족구 증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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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hand-foot syndrome; 6% vs. 0%)으로 알려져 있다.15

- VEGF 수용체에 대한 단일 클론 항체

신경내분비종양은 혈관 형성이 많으며, VEGF 및 VEGF 

수용체의 과발현이 관찰된다. VEGF receptor subtype 1, 2가 

대다수의 소화기계 신경내분비종양에서 발현되고 VEGF와 

수용체간의 결합이 신경내분비종양 발생과 연관되어, 신경

내분비종양 치료를 위해 단일 클론 항체를 이용한 VEGF 신

호전달 체계 차단이 시도되었다. VEGF에 대한 humanized 

monoclonal antibody인 bevacizumab을 사용해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소마토스타틴 유도체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44명 전이성 또는 진행성 소화관 신경내분비종양 환자에서 

bevacizumab은 pegylated Interferon α-2b보다 높은 반응률

(18% vs.  0%)을 보였다.16  그러나 bevacizumab은 단백뇨, 고

혈압, 소화관 천공, 혈전증 등의 심각한 부작용 가능성이 있

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수적이다. 현재 

Southwest Oncology Group (SWOG)에서는 진행성 소화관 

신경내분비종양에서 bevacizumab과 interferon 치료를 비교

하는 3상 무작위 배정 연구(NCT00569127)를 진행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 mTOR 억제 물질

Mammalian Target of Rapamycin (mTOR)은 threonine ki-

nase로 VEGF, IGF 등의 신호전달 체계 및 HIF (hypoxia in-

ducible factor)의 조절을 통해 angiogenesis와 연관된다. 

mTOR가 활성화되면, ribosomal protein S6 kinase (S6K1) 및 

eukaryotic initiation factor-binding protein (4E-BP1)가 활성

화되고, 특징적인 growth, proliferation, angiogenesis와 연관

되는 단백질의 생성이 증가하여, 종양의 성장 및 전이가 발생

하게 된다. Everolimus (RAD001, AfinitorⓇ)는 FK-506 bind-

ing protein-12와 결합하여 mTOR complex1 (mTORC1)를 

억제하며, 이는 S6K1과 4E-BP1의 인산화를 억제하여, 상기 

기술한 단백질 생성을 억제하게 된다. 또한 세포내 영양소의 

uptake를 감소시켜, 세포 성장 및 분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Everolimus는 초기에는 면역 억제제로 개발되었으나, 신장암

에서 항암치료 효과가 입증되었으며 최근 신경내분비종양의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 Grade 1/2 진행성 췌장 신경내분비종

양 4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RADIANT-3 연구에서 everoli-

mus (10 mg, 1일 일회 경구 투약 요법)의 PFS 중앙값은 11개

월로 위약군의 4.6개월과 비교해 의미 있는 연장이 확인되었

다.17  또한 grade 3, 4의 부작용은 빈혈(6% vs.  0%), 고혈당 

(5% vs.  2%)과 같은 경도의 증상만 관찰되어 표적 치료제로 Ta
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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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효과가 입증되었다. 그 외 정맥 주사 형태의 mTOR 억제제

인 temsirolimus (Torisel)는 진행성 신경내분비종양 37명을 

대상으로 한 2상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약 6% 반응률이 보고

되었다.18 

3) 항암화학요법 

진행성 췌장 신경내분비종양은 5FU, streptozocin, doxoru-

bicin, etoposide, dacarbazine (DTIC) 등의 고식적인 약제 및 

taxane, topotecan, gemcitabine 등을 사용할 수 있으나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Streptozocin, cholorozotocin 그리

고 paclitaxel 항암제 단독요법은 전이성 종양의 경우 약 

8-36% 방사선학적 반응률 및 18개월의 중앙생존값을 보인

다.19-21  기능성 췌장 신경내분비종양은 분비되는 호르몬의 종

류에 따라 항암제 반응도 다양한데 dacarbazine은 글루카곤

종에 효과적이고, streptozocin은 VIP종과 인슐린종에 보다 

효과적이다. Dacarbazine은 소화관 및 췌장 신경내분비종양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제로 전이성 췌장 신경내분비종

양에서 33%의 방사선학적 반응률을 보이나, 약 90%의 환자

에서 오심 및 구토가 발생하고 드물게 치명적인 골수 억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Streptozocin은 췌장 도세포

(islet cell)에 세포 사멸 효과를 일으켜 주로 췌장 신경내분비

종양의 치료제로 사용되는 약제이나, 국내에서는 희귀의약품

으로 분류되어 사용에 제한이 있다. Sterptozocin은 대부분의 

환자에서 오심, 구토가 발생하고, 약 40-50%의 환자는 단백

뇨, 신여과율 감소 및 투석이 필요한 경우도 발생하기때문에 

사용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경구 항암제인 temozolomide

는 dacarbazine의 독성을 줄여 개발한 경구용 알킬화(alkylat-

ing) 항암제로 재발된 다형성 교와종(glioblastoma multi-

forme) 또는 미분화 성상세포종(anaplastic astrocytoma) 등의 

뇌종양에서 주로 사용되는 약제이다. 최근 전이성 소화기계 

신경내분비종양 치료제로 연구되고 있으며, 3상 연구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2상 연구에서 12명의 췌장 신경내분비암

종 환자 중 9명(67%; 1 partial response, 8 stable disease)에서 

방사선학적 안정 상태(stable disease)를 유지하여, 새로운 치

료제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22

다제 항암화학요법(combination chemotherapy)은 strepto-

zocin 병합요법이 근간을 이루고, 초기 streptozocin/5FU 및 

streptozocin/doxorubicin 병합 요법은 좋은 효과를 보고하였지

만, 현대적인 방사선적 반응 기준(radiologic response criteria)

을 통해 재평가시 실제 반응률은 10% 미만으로 저조하다.19 근

래 삼제요법이 시도되고 있고 streptozocin/doxorubicin/5FU, 

streptozocin/cisplatin/5FU 병합용법은 39% 반응률, 37개월의 

중앙생존기간 및 38% 반응률, 31.5개월의 중앙생존기간을 보

였다.23,24  또한 항암제 부작용 감소를 위해 temozolomide 근간

의 병합요법이 시도되고 있고, temozolomide/thalidomide 치

료요법은 11명의 전이성 췌장신경내분비종양에서 45% 반응

률을 보이고, 26개월의 추적 관찰 기간 중 단 4명에서 진행된 

소견을 보였다.25 Temozolomide/capecitabine 병합요법은 30

명의 전이성 췌장 신경내분비암종 환자를 대상으로 한 후향적 

연구에서 70% 반응률 및 92% 2년 생존률, 적은 부작용을 보

고하였다(Table 4).26  최근에는 temozolomide와 everolimus, 

bevacizumab 등의 분자표적치료제를 병용하는 연구도 진행되

고 있어, 추후 3상 연구를 통한 치료 효과 검증이 필요하다.27,28  

국내에서도 고식적인 항암화학요법 이외에 사전신청요법으

로 전이성 췌장 신경내분비암에서 temozolomide/capecitabine  

항암화학요법을 사용할 수 있다.  

4) 인터페론 치료

인터페론 알파는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기 위한 치료 방법

으로, 기존 연구에서 호르몬 과분비를 약 반수에서 줄이고, 
20-40%에서 종양을 안정화 시키고, 약 15%에서 종양 감소를 

유발한다.29-37  인터페론 치료는 기존의 고식적인 약물 치료와 

병용하여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객관적인 신경내분비종양의 퇴행 및 생존 기간의 연장이 증

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국내

에서는 신경내분비종양의 증상 경감 또는 중간 창자 기원의 

진행성 신경내분비종양의 치료제로 보험 승인을 받았지만, 
무증상의 진행성 췌장 신경내분비종양에 대한 치료제로 사용

은 어렵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적응증을 확대할 필

요가 있다.

5) 국소치료 및 동위원소 방사선표적치료

근치적 절제가 불가능한 신경내분비종양에서도 전이 병소 

절제술, 간이식 등의 적극적 치료는 장기간의 증상 조절, 삶

의 질 향상 및 생존기간의 연장을 보인다. 이런 이유로 췌장 

신경내분비종양은 일차적으로 수술 가능성 확인이 우선시 

되고, 절제가 불가능한 환자의 경우 간동맥 색전술, 고주파 

소작 치료(radiofrequency ablation) 및 냉동치료 등의 국소 

치료법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최근에는 방사선 활성 동위원

소(90Y: yttrium-90)를 tagging한 microsphere를 이용한 간동

맥 색전술 방법 및 radiolabelled somatostatin analog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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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사선표적치료(targeted radiotherapy) 등이 소개되어 사

용되고 있다. 기존의 보고에서 효과적인 고에너지 beta par-

ticle emitter인 yttrium-90 labelled somatostatin analog (90Y-

DOTA,Tyr3-octreotide)는 16-55%의 tumor response를 보

이고,38-41 저에너지 beta particle emitter인 lutetium-177 la-

belled somatostatin analog (177Lu-Octreotate)는 약 30%의 

tumor response를 보고하고 있다.42 그러나 이러한 동위원소 

방사선표적치료는 탈모, 혈액학적 독성, 신장 기능 저하, 간

독성의 부작용 가능성이 있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사용 가능

한 catecholamine 유사 복합체 131I-MIBG의 경우는 방사선학

적 또는 생화학적 반응 및 생존율의 향상이 없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43,44

Grade 3 췌장 신경내분비암종(neuroendocrine 
carcinoma, grade 3)

소화기계 신경내분비암종은 2010년 WHO 분류 grade 3에 

해당하며, 기존 분류의 저분화 암(poorly differentiated tu-

mor)의 단계에 해당한다. 증상 조절과 병행하여, 폐소세포암
(small cell lung cancer)과 유사하게 치료를 시행하며, 절제가

능한 경우 수술적 절제술 및 항암화학요법 또는 방사선치료

를 상황에 따라 적용하고, 국소 절제가 불가능한 경우는 방사

선치료 및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한다.7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

하는 etoposide/cisplatin 병합치료는 18명의 미분화(anaplas-

tic) 신경세포종양에서 67% 반응률을 나타냈으며, 빠른 진행

을 보이는 신경세포종양 및 저분화 소세포암 36명을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 36% 반응률, 19개월의 중앙생존기간이 보고

되었다.45,46  Mirty 등47은 53명 췌장 신경내분비종양 환자를 

대상으로  한  후향적 연구에서 고분화  신경내분비종양의 

9.4%, 저분화 암의 41.5%가 항암치료에 반응하고, 중앙생존

기간은 9.2개월임을 보고하였다. 세포 분화도가 좋은 grade 

1/2 신경내분비종양은 etoposide/cisplatin 병합요법에 낮은 

반응률을 보이지만, grade 3에 해당하는 분화도가 나쁜 종양

은 상대적으로 높은 초치료 반응률(40-67%)을 보인다. 또한 

Sorbye 등48은 Ki-67 세포증식지수가 20-55%인 경우, 55% 이

상인 경우보다 etoposide/cisplatin 병용치료에 반응률이 떨어

짐을 증명하여, grade 3 췌장 신경내분비암종에서 Ki-67 세포

증식지수를 기반으로 하는 치료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하였

다. 그 외에도 Bajetta 등49은 소마토스타틴(somatostatin)에 

반응하지 않고 진행된 고분화 신경내분비종양 27예와 저분

화 종양 13예(소화기계 신경내분비종양 30예, 폐 신경내분비

종양 10예)에서 oxalipatin/capecitabine 병합요법을 사용하

여 각각 23-30% 반응률 및 50%의 증상 호전을 보고하였다. 
Temozolomide의 경우도 etoposide/cisplatin에 반응하지 않

는 전이성 저분화 신경내분비종양에서 사용할 수 있고, 25명

의 일차 치료에 실패한 환자에서 temozolomide 단독 또는 병

합요법(capecitabine 또는 bevacizumab)은 33% 반응률 및 6

개월 PFS가 보고되었다.50

Table 4. Selected trials of systemic chemotherapy for advanced pancreatic neuroendocrine tumor 

Regimen Patient Response (%) OS (m) PFS (m) Year

Cholorozotocin 
vs. 5FU + streptozocin
vs. Doxorubicin + streptozocin

33
33
36

30 * 
45 *
69 *

18
16.8
26.4

17
14
18

199219

Doxorubicin + streptozocin (retrospective) 16 6 NR NR 199956

Doxorubicin + streptozocin + 5FU (retrospective) 84 39 37 18 200423

5FU + Cisplatin + stereptozocin (retrospective) 47 38 31.5 NR 201024

Dacarbazine (DTIC) 50 34 19.3 NR 200157

Temozolomide + thalidomide 11 45 NR NR 200625

Temozolomide + bevacizumab 15 33 41.7 14.3 201227

Temozolomide + everolimus 40 40 NR 15.4 201328

Temozolomide (retrospective) 12 8 NR NR 200722

Temozolomide + capecitabine (retrospective) 30 70 NR 18 201126 

OS, overall survival; PFS, progression free survival; NR, not reported.
*Combined biochemical and radiologic response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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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췌장 신경내분비종양은 무증상의 진행이 느린 경우부터, 

다양한 호르몬을 분비하여 증상을 일으키거나, 초기부터 원

격 전이가 발생하는 등의 다양한 임상 경과를 보인다. 기본적

으로 원발 부위 및 전이성 병소에 대한 근치적 절제술이 필요

하나, 절제가 어려운 경우는 증상 조절과 더불어, WHO 2010 

grade 1/2의 진행성 또는 전이성 신경내분비종양은 소마토스

타틴 유도체, 분자표적치료제, 항암화학요법 등의 약물 요법

을 사용할 수 있고, WHO 2010 grade 3의 췌장 신경내분비종

양은 etoposide/cisplatin, temozolomide 등의 항암화학요법을 

이용해 치료를 시행한다. 또한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 간동맥

색전술, 고주파 소작술 등의 국소치료와 더불어, 방사선 동위

원소를 이용한 방사선표적치료 등의 신의료 기술이 치료로 

응용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췌장 신경내분비종양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

은 분야이고, 건강 보험 급여의 제한으로 인해 항암제와 분자 

표적 치료제 및 소마토스타틴 유도체의 사용에 어려움이 많

다.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학제적 접근을 통한 국

내 실정에 적합한 “췌장 신경내분비종양의 진단 및 치료 지

침”의 제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진단 및 치료 성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요  약

췌장 신경내분비종양은 다양한 임상 양상과 예후를 보이는 

암종으로 기본적으로 근치적 절제술이 우선시되나, 진행성 

또는 전이성 종양의 경우 내과적 약물 치료, 색전술, 국소소작
치료, 동위원소 방사선표적치료 등의 다양한 추가 치료가 필

요하다. WHO 2010 grade 1/2의 췌장 신경내분비종양은 5FU, 

streptozocin, doxorubicin, etoposide, dacarbazine (DTIC), te-

mozolomide 등의 다양한 항암제치료를 사용할 수 있지만, 항
암화학요법은 반응 기간이 짧고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 everolimus와 sunitinib 등의 분자

표적치료제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호르

몬 과분비 증상 조절을 위해 사용되었던 소마토스타틴 유도

체가 항종양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증명되어, 추후 신경내분

비종양의 일차 치료제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Grade 3의 췌

장 신경내분비암종의 경우는 etoposide/cisplatin 항암화학요

법이 주로 사용되고, 그 외 oxalipatin/capecitabine, temozolo-

mide 등의 다양한 약물 치료가 시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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