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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를 동반한 췌장 신경내분비종양 환자에서 다양한 치료 방법을 
시행하여 장기간 생존한 증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 교실 및 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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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term Survival in Patient with Metastatic Pancreatic Neuroendo-
crine Tumor Treated by Variable Treatment

Hyung Chang Kang, Ji Kon Ryu, Sang Hyub Lee, Yong-Tae Kim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and Liver Research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A 46-year-old female with abnormal radiologic finding was diagnosed with 
pancreatic neuroendocrine tumor and multiple hepatic metastasis. Molecular 
targeted therapy (everolimus) and two times of transarterial chemoembolizations 
(TACE) were performed before pylorus-preserving pancreaticoduodenectomy 
(PPPD). After 2nd TACE and PPPD, grade 2 pancreatic neuroendocrine tumor was 
pathologically confirmed. Four times of additional TACE was done. After size increase 
of several probable hepatic metastasis in the both lobes of liver, laparoscopic left 
lateral sectionectomy of liver was performed. After two and half years of left lateral 
sectionectomy, 7th TACE was performed and the patients have survived without 
further disease progression. This case suggests that patients with pancreatic 
neuroendocrine tumor and hepatic metastasis can be treated by TACE, primary tumor 
resection, surgery for liver metastasis and molecular targeted therapy. Therefore, 
aggressive multidisciplinary approaches need to be considered for long term survival 
of patients with pancreatic neuroendocrine tumor with hepatic metast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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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소화기계 신경내분비종양(gastroenteropancreatic neuroen-

docrine tumor)은 신경내분비세포에서 기원한 암종으로 소화

관계 및 췌장에서 발생할 수 있다. 신경내분비종양은 근치적 

절제술만이 완전 관해를 위한 치료라고 알려져 있지만, 비기

능성 췌장 신경내분비종양 환자의 경우 호르몬 특이적인 증상

이 없기에 많은 비율이 이미 원격전이가 있는 stage IV 상태로 

진단이 되어 완전한 절제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1 질병의 발

생 빈도가 낮기에 진행 경과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절제

가 불가능한 전이성 신경내분비종양은 세포감소수술, 항암화

학요법, 분자표적치료, 간동맥화학색전술 등이 증상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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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고 생존율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치

료법을 정함에 있어 환자의 증상이나 암종의 전이상태와 분화

도, 분자표적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인 치료법을 선정

해야 한다.2 이들 각각의 치료법의 효과를 입증한 연구는 많지

만, 복합적으로 치료를 진행하는 것의 효과는 명확히 알려지

지 않은 부분이 있다. 

저자들은 외부 병원에서 시행한 전산화단층촬영 결과 이상

소견을 주소로 내원하여 다발성 간 전이가 있는 진행성 췌장 

신경내분비종양으로 진단되었고, 간동맥화학색전술, 유문보

존췌십이지장절제술, 간 절제술 등을 시행하여 4년 이상 장기 

생존 중인 환자 1예를 경험하여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한다. 

증  례

46세 여자가 외부 병원에서 시행한 전산화단층촬영 결과 췌

장 두부와 갈고리 돌기에 종양이 발견되었고 간에도 전이가 

의심되는 소견으로 본원 소화기내과로 내원하였다. 특별한 통

증은 호소하지 않았고, 체중감소나 황달도 동반되지 않았다. 

기저질환으로 당뇨를 가지고 있어 경구혈당강하제 복용 중인 

점 이외에 고혈압, 간질환, 결핵 등은 모두 부인하였고 가족력

에서 특이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신체검진 결과 의식은 

명료하였고, 결막 빈혈과 공막 황달은 없었다. 복부는 편평하

였고 장음은 정상 소견이었으며 압통은 없었고, 종괴나 간비

대도 확인되지 않았다. 말초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5,200/mm3 

(호중구 64.2%), 혈색소 39.9%, 혈소판 285,000/mm3였다. 일

반화학검사에서 혈청 총 단백 8.1 g/dL 알부민 4.7 g/dL, AST 

26 IU/L, ALT 35 IU/L, 총 빌리루빈 0.4 mg/dL, blood urea ni-

trogen 11 mg/dL, 크레아티닌 0.77 mg/dL, 알칼리성 포스파타

제 35 IU/L, γ-GT 18 IU/L였다. 암표지자 검사에서는 CA 19-9 

< 1.0 U/mL (0-37)로 정상이었고, 크로모그라닌A 535.01 ng/

mL (24-97)로 증가되어 있었다. 또한 복부 전산화단층촬영과 

복부 자기공명영상에서 췌장 갈고리돌기(uncinate process)에 

3.3 cm 크기의 조영증강이 잘 되는 종괴와 간에서 전이로 의심

되는 다발성 결절들이 관찰되었다(Fig. 1).

췌장 갈고리돌기 부분과 간 분절 6부분에 대해서 각각 조직

생검을 실시하였다. 췌장 병리조직 검사 결과 크로모그라닌 A

와 시냅토파이신(synaptophysin) 면역염색 양성이었고 비정

형 상피세포 클러스터가 관찰되었으며, 간 병리조직검사 결과 

낮은 유사분열활성도(mitotic activity)의 상피양 종양(epithe-

loid tumor)으로 확인되어 분화도가 좋은 췌장 신경내분비종

양과  함께 간  전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였다. 

Mammalian target of rapamycin (mTOR) 억제제인 everolim-

A B

Fig. 1. (A) Initial abdominal computed tomography findings. Multiple hepatic nodules were detected which indicate multiple liver metastasis (arrows). 
A 33 mm sized enhanced mass is detected in the uncinate process and pancreatic head (arrow head). (B) Initi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finding of 
multiple hepatic nodules (arrows).

Fig. 2. (A) First transarterial chemoembolization for liver metastasis. Multiple hypervascular tumors are demonstrated on angiography. (B) Follow up 
abdominal computed tomography after second transarterial chemoembolization. Lipiodol uptakes in the both lobe of liver are detected (arrows).

A B



Hyung Chang Kang, et al.

143Korean J Pancreas Biliary Tract 2017;22(3):141-146

us를 처방하여 총 6개월간 유지하였다. 간동맥화학색전술을 

두 차례 시행한 후 시행한 추적 전산화단층촬영에서 간의 양

쪽 엽에 리피오돌 흡수 종양이 확인되었고(Fig. 2), 췌장의 종

양이 진행하지 않음을 확인하여 3주 뒤에 유문보존 췌십이지

장절제술을 시행하였다(Fig. 3A). 췌장의 두부에 절제된 크기 

3.0 × 2.5 × 2.0 cm의 고형성 종괴가 관찰되었다. 병리검사를 

진행한 결과 췌장 주위 연부조직에 침윤이 확인되었지만 복강

동맥은 침범하지 않았고, 총 9개 중 2개의 림프절에서 전이가 

확인되었으며, 기존에 시행한 간 조직생검 결과 간 전이가 확

인되었으므로 American Joint Committee on Cancer 7th 병기 

체계에 따라 pT3N1M1으로 stage IV로 확인되었다. 유사분열

(mitosis) 개수는 3/10 high-power fields (HPF), Ki-67 index 

7.56%로(Fig. 3B) 신경내분비종양 grade 2로 진단하였다. 수

술 후 50일이 경과한 시점에 세 번째 간동맥화학색전술을 진

A B

Fig. 3. (A) Gross specimen finding of pylorus-preserving pancreaticoduodenectomy. (B) 7.56% of the tumor cells revealed positive reactivity to Ki-67 
immunohistochemistry (Ki-67 stain, ×200).

A B

Fig. 4. (A) Follow up positron emission tomography-computed tomography finding after three times of transarterial chemoembolization (TACE). A 
metastatic mass was detected in the liver left lobe after 1 year of TACE (arrow). (B) Follow up abdominal computer tomography findings after pylorus-
preserving pancreaticoduodenectomy and left lateral sectionectomy. Multiple recurred liver nodules were detected on arterial phase (arrows) 4 years 
after initial diagnosis.

Fig. 5. Flow chart of patient management. CT, computed tomography; 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Bx, biopsy; TACE, transarterial 
chemoembolization; PPPD, pylorus-preserving pancreaticoduodenectomy; PET-CT, positron emission tomography-computed tom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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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였다. 이후 추가로 세 차례의 간동맥화학색전술을 추가적

으로 진행하였으나 수술 이후 1년 후 검사한 positron emis-

sion tomography-computed tomography 소견에서 간 좌엽에 

국한된 전이성 결절이 확인되었고(Fig. 4A) 전산화단층촬영 

결과 간의 좌엽과 우엽에 있는 전이병소들의 크기가 약간 증

가한 것이 확인되어 추가적으로 복강경을 통한 간의 좌외측구

역절제술(left lateral sectionectomy)을 진행하였다. 절제된 샘

플에 대한 병리검사 결과 간으로 전이한 grade 2의 신경내분

비종양으로 확인되었다. 첫 진단 후 4년이 경과한 뒤 추적관찰

한 전산화단층촬영 결과 다발성 간 전이가 발견되어(Fig. 4B) 

7번째 간동맥화학색전술을 시행하였고 현재까지 환자는 진단 

이후 4년 이상 특별한 증상 없이 생존 중이다(Fig. 5).

고  찰

본 증례는 무증상 전산화단층촬영의 이상소견을 주소로 내

원한 46세 여자가 다발성 간 전이를 동반한 췌장 신경내분비 

종양으로 진단된 후에 표적치료제의 투여와 함께 6차례의 간

동맥화학색전술과 원발 부위 절제술을 시행하였으나, 간에서 

추가적인 전이가 발견되어 간 부분 절제술을 시행하고 질병의 

진행이 거의 없어 추가적인 치료 없이 4년째 경과관찰 중 원발 

부위의 재발 없이 간 전이가 재발하여 총 7차례의 간동맥화학

색전술을 시행한 환자의 증례이다. 이 환자는 간 전이가 있는 

췌장 신경내분비종양에 대해서 간동맥화학색전술, 원발 부위

의 절제, 간의 부분 절제술, 표적치료제 투여 등의 치료법을 복

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질병의 진행을 느리게 유지할 수 있

음을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다.

췌장 신경내분비종양은 그 희소성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가 많지 않다. 2008년에 발표된 췌장 신경내분비종양을 

가진 환자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진단 당시 원격전이가 

있는 경우가 64%, 중앙 생존 기간 24개월로 확인되었다.1 이 

연구는 진단이 확실하지 않고 치료법도 확실하지 않은 시기의 

환자를 모두 포함시켰기에 중앙 생존 기간이 낮게 나온 것으

로 보인다. 2009년에 발표된 췌장 신경내분비종양과 간 전이

가 있는 환자 9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 의하면 중앙 생

존 기간은 70개월이었다. 이 연구는 분화도가 나쁜 grade 3 종

양을 제외한 환자들에게 수술적 치료법을 적용시켰으며, 적극

적인 세포감소수술이 중앙 생존 기간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된

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3 2011년 발표된 췌장 신경내분비종

양 환자 425명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진단 당시에 전이가 있는 

IV기 상태가 66%로 기존보다 높게 확인되었고, 이들의 중앙 

생존 기간은 69개월이었다.4 이 연구의 저자들은 췌장 신경내

분비종양 환자의 생존 기간이 길어지는 이유를 다양한 치료방

법을 고려한 다학제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보았다.1,3,4 

본 증례의 환자는 수술 후 병리검사 결과 유사분열(mitosis) 

개수는 3/10 HPF, Ki-67 7.56%로 확인되어 2010 WHO 분류

에 따르면 신경내분비종양 grade 2이다. 기존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grade 2의 췌장 신경내분비종양의 중앙 생존 기간은 

각각 22개월, grade 1을 포함한 IV기 환자를 대상으로 24개월

로 나타났기에,1,3 이 증례에서 수술 후 재발 없이 지내다가 2년 

6개월 후 간에서 추가적인 전이가 발생한 점은 드문 경우이다.

이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원발 부위의 종양을 제거한 경우

에 중앙 생존 기간이 149개월, 간 전이가 일어난 경우 전이된 

부분을 절제한 경우에 중앙 생존 기간이 209개월로 이러한 처

치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의 49개월보다 길었다.3 다른 연구 결

과 간동맥화학색전술을 시행한 경우 1, 2, 3년 무진행 생존 기

간이 각각 75%, 35%, 11%였고,5 전체적인 반응률은 33-67%

로 다양하게 나타났다.6 Falconi 등7이 제안한 바에 의하면 간

의 양쪽 엽에 전이가 있거나 간의 75% 이상을 침범하였을 경

우에는 전이암 절제술(metastasectomy)이 권고되지 않는다. 

양쪽 엽에 전이가 있음에도 전이암 절제술이 가능한 경우로는 

전체 종양의 90% 이상을 절제할 수 있거나 증상이 있는 경우

에 한정된다.8 하지만 Touzios 등9에 의하면 최근 다양한 종류

의 전이암에서 부피감소 수술(debulking surgery)이 생존율을 

향상시킴이 알려지고 있으며, 간의 50% 이하를 침범한 경우에

는 전이절제술과 고주파절제술(radiofrequency ablation), 간

동맥화학색전술을 복합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다. 본 증례의 

경우에는 간의 양쪽 엽에 전이가 확인되었지만 전체 간의 50% 

이하를 침범하였다고 판단되어 간의 좌외측구역절제술을 시

행하기로 판단하였다. 이후에 추가적인 전이가 발생할 경우에

는 고주파절제술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전이가 일어나 절제가 불가능한 신경내분비종양에 대해서 

분자표적치료제를 사용하는 방법이 새로운 치료로 각광받고 

있다. 다양한 표적치료제 중 mTOR의 억제를 통해서 종양의 

성장, 증식, 혈관신생성을 억제하는 mTOR 저해제인 everoli-

mus는 최근에 항암치료에서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특히 

grade 1과 2의 진행성(절제 불가능 혹은 전이성) 췌장 신경내

분비종양을 대상으로 진행된 RADIANT-3 연구 결과에 따르

면 everolimus를 사용한 환자군의 무진행 생존 기간은 11개월

로 위약군의 4.6개월에 비해 두 배 이상 연장되었으며, 통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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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성은 확보되지 않았지만 전체 생존 기간(overall survival)

은 44개월로 위약군의 37.7개월에 비해 6.3개월 길어진 것으로 

보고되었다.10 마찬가지로 2011년에 진행된 3상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분화도의 진행성 췌장내분비종양 환자를 대상으로 

sunitinib을 투여한 결과 무진행 생존 기간이 11.4개월로 위약

군의 5.5개월에 비해 길었다.11 이를 바탕으로 FDA에서는 

2011년에 진행성 췌장내분비종양에 대해 mTOR 저해제인 

sunitinib과 everolimus를 사용하는 것을 승인하였다.12

이와 같은 기존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본 증례에서 간 전이

가 있는 췌장신경내분비 종양이 4년 이상 장기 생존한 것은 원

발 부위 종양 절제와 간 전이부위의 절제를 통해 종양을 제거

하였고, 간동맥화학색전술과 표적치료제를 복합적으로 적용

시켰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절제 불가능한 전이성 신경내분비종양에 대해서 소마토스

타틴 유사체인 lanreotide가 항암 효과를 가진다는 사실이 최

근 밝혀지고 있다. CLARINET trial에 따르면, 소마토스타틴 

수용체 양성이고 grade 1, 2에 해당하는 전이성 신경내분비종

양을 가진 환자에게 lanreotide를 사용하였을 때 무진행 생존 

기간이 18개월 연장되었다.13 또한 종양이 진행할 가능성이 높

은 고위험군 환자에게 lanreotide와 다른 약제를 동시에 투여

하는 치료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본 증례의 경우 

진단이 오래 전에 이루어져 lanreotide가 치료에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소마토스타틴 유사체와 everolimus를 병용하여 사

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기에 추가적인 치료를 위해 

lanreotide 를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10 

결론적으로 본 증례보고를 통해서 진단 당시에 다발성 간 

전이가 확인된 췌장 신경내분비종양의 경우에 적극적인 국소

치료와 수술을 진행하며 표적치료를 복합적으로 적용시킴으

로써 환자를 4년 이상 장기적으로 생존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환자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간 전이가 있

는 췌장 신경내분비종양 환자의 경우 적극적인 원발 부위 절

제술과 전이 부위 절제술, 국소적 치료 및 표적치료를 복합적

으로 진행한다면 생존율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본다. 

요  약 

영상검사의 이상소견을 주소로 내원한 46세 여자 환자가 다

발성 간 전이를 동반한 췌장 신경내분비종양으로 진단되었다. 

표적치료제를 투여하였으며 두 차례의 간동맥화학색전술을 

시행한 뒤 유문보존췌십이지장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종양의 

수술적 절제와 병리검사를 시행한 결과 췌장 신경내분비종양 

grade 2로 확인되었다. 수술 이후 4차례의 간동맥화학색전술

을 추가적으로 시행하였다. 1년 후 진행한 추적관찰 결과 간의 

양쪽 엽에 전이된 종양의 크기가 증가한 것이 확인되어 복강

경을 통한 좌외측구역절제술을 시행하였다. 2년 6개월 경과한 

후 추적관찰을 진행한 결과 간 전이가 재발하여 7번째 간동맥

화학색전술을 시행하였고, 현재까지 추가적인 치료를 시행하

지 않고 장기 생존 중이다. 본 증례를 통해 다발성 간 전이가 

동반된 췌장내분비종양 환자애서 간동맥화학색전술, 원발 부

위의 절제, 전이 부위 제거 및 분자표적치료 등을 환자의 상태

에 맞게 복합적으로 적용시켜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결과적으로 간 전이를 동반한 췌장내분비종양 환자의 

경우 다양한 치료방법을 적극적으로 적용시켜 생존 기간을 늘

릴 수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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