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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신경내분비종양이란 과거 카르시노이드 종양이
라고 불리던 위장관 신경내분비 세포 기원의 종양
을 통칭하는 것으로 년 분류 이후의 명2000 WHO
명이다 신경내분비종양의 분류와 명명은 최근 까.
지도 변화가 있어 임상과 병리 영역에서 혼란스러
운 면이 있다 이러한 이유에는 과거 신경내분비종.
양에 대한 연구가 전반적 관점이 아니라 개별 장기
에 발생한 암의 입장에서 연구되어 왔기 때문이다.
개별 장기 중심의 연구는 명명과 분류에 있어 서로
상이한 조직학적 등급과 병기의 기준을 만들어 내
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유사한 형태의 신경내분비
종양도 일관된 분류로 구분하기 어려웠다.
신경내분비 세포는 전신에 분포하고 있다 위장.

관에는 가지 종류 이상의 신경내분비세포가 존14
재하며 호르몬과 신경전달물질의 특성을 가지는,
여 가지의 물질을 분비 하여 위장관의 운동과30

분비 등 생리 기능 조절에 역할을 담당한다 신경.
내분비 종양은 이러한 다양한 신경내분비세포에서
기원한다 신경내분비종양은 발생 위치에 따라 임.
상적 특성과 병리학적 형태가 다르지만 전체적으,
로는 장기에 관계없이 구조적 형태가 유사한 특징
을 가지고 있다 위장관의 신경내분비종양은 그.

발생이 비교적 드물어 미국의 경우 연간 발생률이
만명 당 명으로 보고된다10 3.65 .1 그러나 최근 진

단 기법의 발전으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신경내분
비종양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로 보고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상부위장관 내시,
경과 대장 내시경 검사의 보급으로 인하여 작은
크기의 병변이 우연히 진단되고 내시경적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질환에 대한 관심이 증가
하고 있다.

본 론

신경내분비종양의 명명과 분류1)

위장관 신경내분비종양에 대한 명명은 년2010
의 분류까지 지속적으로 변경되어 왔다WHO .
년 는 작고 균질한 세포가 모1907 Orberndorfer

여 밀집된 형태의 소( ,巢 를 이루고 있는 독nest)
특한 형태의 위장관 종양에 대하여 유사 암이란
뜻으로 라고 명명하였다carcinoid .2 년1963

과Williams Sandler는 종양을 발생학carcinoid
적 위치에 따라 앞창자 중간창자 그리고 뒷창자, ,
기원으로 분류하였는데,3 이러한 분류는 carci-

종양이 발생 위치에 따라 서로 다른 신경내noid
분비세포 기원과 임상 경과를 가지는 것을 반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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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는 의미가 있지만 실제 종양은, carcinoid
같은 분절 안에서도 서로 이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구분의 의미는 제한적이었다 년. 1980

분류는 신경내분비종양을 은염색과 다양한WHO
과립에 대한 염색 결과에 근거하여 장크롬친화세
포 가스트린 세포 그리고carcinoid, carcinoid,
기타 로 구별 하였으나 종양의 등급이나carcinoid
생물학적 특성에 대한 고려 예후를 반영하지 못,
하였다.4 이에 대하여 등은 모호한 의미Cappella
의 종양에 대한 명칭을 신경내분비종양carcinoid
으로 제안하였고,4 신경내분비종양을 혈관침습여
부와 크기에 따라 양성과 경계성 저등급악성 그,
리고 고등급악성으로 분류하여 예후에 대한 고려
를 포함하였다.5 이후 신경과 피막의 침습 유사분,
열수 종양 괴사 등이 악성도와 관련성 있는 예후,
인자를 고려하여 년 분류는 모든 신경2000 WHO
내분비세포 기원의 종양을 신경내분비종양으로 명
명하고 세부적으로 고분화 종양 고분화 암종 그, ,
리고 저분화 암종의 세 단계로 구별 하고 예후를
예측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년 의 분. 2000 WHO
류법은 유사분열수와 지수를 기준으로 하여Ki67
생물학적 침해성을 평가하는 등급과 종양의 크기,
침습 전이를 기준으로 하는 병기를 함께 사용하,
는 시스템이었다 따라서 등급과 병기가 서로 독.
립적인 예후 지표로 사용이 복잡한 것이 주요한
단점이었다 또한 같은 등급의 전이성 신경내분비.
종양 중 서로 다른 임상 경과를 보이는 경우에 대
한 층화 연구가 없어 실제 임상 경과를 반영하지
못하고 최초 진단 시 경계성으로 판단하였던 환,
자의 약 반수에서 근치절제 후 재발을 함에 따라
경계성 종양도 악성의 범주로 포함시켜야 할 필요
가 있었다.

년 분류는 년 유럽신경내분비종2010 WHO 2006
양학회(European Neuroendocrine Tumour

의 제안과Society (ENETS) 6 미국암연합회

(American Joint Committee of Cancer, AJCC)
에 의해 수정된 병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
다.7 년 분류는 신경내분비종양 대신2010 WHO
신경내분비신생물이라는 좀더 포괄적인 명칭을 사
용 하였다.8 등급의 기준은 지수와 유사분열Ki67
수를 기준으로 하는 증식도이다 증식도(Table 1).
의 판단을 위하여 유사분열은 개의 고해상40-50
도영역에서 관찰하고 은 개 이상의 세, Ki67 2,000
포에서 확인 하도록 하였다 이 분류법에서는 종.
양 세포의 증식능에 따라 과 신경내분비종G1 G2
양과 신경내분비암종으로 나누고 신경내분비G3 ,
암종은 소세포형과 대세포형을 포함 하도록 하였
다 신경내분비종양의 병기는 년 판에. 2010 AJCC 7
발표된 기준이 가장 많이 사용 되고 있으며 장기,
별로 병기의 기준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유의
할 점이다 위장관 신경내분비종양에 대(Table 2).
한 증식도를 근거로 한 등급과 병기의 사용TNM
은 질병의 예후를 예측하는데 유용하다는 최근의
연구들이 소개 되고 있다 췌장의 신경내분비종양.
에 대한 연구에서는 년 생존률이 저등급 중급5 , ,
그리고 고등급의 종양에서 각각 그리75%, 62%,
고 로 보고 된 바 있으며7% ,9 병기에 따라AJCC
서도 기 기 기 기의 년 생존률이1 , 2 , 3 , 4 5 92%,

그리고 였다84%, 81%, 57% .

신경내분비종양의 기능적 분류2)

과도한 호르몬 분비에 따른 기능이상 여부는 신
경내분비종양의 임상 특징 중 하나이다 신경내분.
비세포 고유의 호르몬 과도 생산에 따른 암상증상
이 발생하는 경우를 기능성 신경내분비종양으로
정의한다 기능성 신경내분비종양은 분비되는 호.
르몬에 따라 인슐린종 가스트린종 글루카곤종, , ,

종 소마토스타틴종으로 명명한다 그러나 면VIP , .
역화학염색에서 신경내분비세포의 호르몬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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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경우라 하더라도 임상 증상이 유발 되지 않는
다면 비기능성 신경내분비신생물로 분류한다 즉. ,
면역화학염색에서 가스트린의 생산이 확인되는
경우라도 졸링거엘리슨증후군의 임상 증상이 없,
다면 가스트린종으로 명명하지 않고 가스트린 분,
비 신경내분비종양으로 명명한다 기능성의 여부.
가 예후에 미칠 수 있지만 대부분 기능성 종양의,
생물학적 행동도 등급과 병기에 일치한다.

식도에서 발생하는 신경내분비 종양3)

식도의 신경내분비종양 발생은 매우 드물다 이.
는 식도의 원위부 점막샘에 신경내분비세포가 분
포하기는 하지만 식도의 신경내분비계는 잘 발달,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전체 위장.
관 신경내분비 종양 중 가 식도에서 발생한0.05%
다 호발 연령은 세 이상이며 주로 남성에서 많. 60
다 병리학적으로는 저분화 신경내분비암과 혼합.
형 샘 신경내분비암이 흔하다 대개 하부 식도에.
서 발행하며 형태는 종괴 또는 궤양형 종양으로,
나타난다 식도벽 침범이 초기에 일어나 국소 림.
프절과 인접장기 침윤이 흔하다 임상적으로 카르.

시노이드 증후군은 드물며 다른 흐르몬과 관련된
증상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드물게. SIADH(syn-
drome of inappropriate antidiuretic hor-

나 고칼슘혈증mone) , VIP(vasoactive intestinal
의 이소성 분비가 나타난다 종양에 의한peptide) .

연하곤란이 주된 임상 증상이고 혈변과 흉통 체,
중감소가 나타난다 고분화 신경내분비종양은 림.
프절 전이가 거의 없고 예후가 양호하다 그러나.
저분화 신경내분비암 환자의 평균 생존 기간은 6
개월 미만이다 혼합형 샘 신경내분비암은 분화도.
와 병기에 따라 선암과 유사한 예후를 가진다.

위에서 발생하는 신경내분비 종양4)

위에서 발생하는 신경내분비종양은 전체 위장
관 신경내분비종양의 를 차지하고 있다11-30% .10

위 신경내분비종양은 장크롬화 유사세포로부터
기원한다 장크롬화 유사세포는 위 체부와 기저부.
의 점막에 분포하며 기능적으로는 히스타민을 분,
비하여 인근의 벽세포에 대하여 산 분비를 자극
한다 장크롬화 유사세포 종양은 만성. carcinoid
적인 혈중 가스트린의 상승에 따른 장크롬화 유사

Table 1. ENETS/WHO Nomenclature and classification for digestive system neuroendocrine tumors
Differentiation Grade Mitotic

count*
Ki-67
index• Traditional ENETS, WHO

Well
differentiated

Low grade
(G1)

<2 per
10 HPF

<3
percent

Carcinoid, islet cell,
pancreatic
(neuro)endocrine tumor

Neuroendocrine
tumor, Grade 1

Intermediate
grade (G2)

2-20 per
10 HPF

3-20
percent

Carcinoid, atypical
carcinoidΔ, islet cell,
pancreatic (neuro)
endocrine tumor

Neuroendocrine
tumor, Grade 2

Poorly
differentiated

High grade
(G3)

>20 per
10 HPF

>20
percent

Small cell carcinoma
Neuroendocrine
carcinoma, Grade 3,
small cell

Large cell
neuroendocrine
carcinoma

Neuroendocrine
carcinoma, Grade 3,
l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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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의 과다증식과 이형성의 시기를 거쳐 발생한
다 위 장크롬화 유사세포 종양의 발생. carcinoid
은 고 가스트린 혈증을 유발하는 악성 빈혈 만성,
위축성 위염 다발 내분비 샘 종양 형과 관련된, 1
가스트린종이 있는 경우에 증가시킨다.11 다른 세
포 기원으로는 세로토닌을 분비하는 장크롬친화
세포나 가스트린 세포에서도 신경내분비종양이
발생할 수 있다.
위에서 발생하는 신경내분비종양은 가지 아형4

으로 나눌 수 있다 (Table 3).6,12-15 일반적으로
말하는 위 종양은 형 형과 형을carcinoid 1 , 2 3
지칭하며 형은 저분화 신경내분비암으로 구분된, 4

다 제 형은 가증 흔한 형태의 위 신경내분비종양. 1
으로 전체의 를 차지한다 대와 대의70-80% . 40 50
여성에서 주로 발생하며 만성 위축성 위염에 동,
반하여 위 저부와 위 체부에서 흔하며 미10mm
만 크기의 다발성의 용종 모양으로 나타난다 조.
직학적으로는 고분화 등급이며 은 미만Ki67 2%
이 대부분으로 으로 구분된다 병기는 에서G1 . 9%
만 고유근층 침범이 있으며 는 점막층에(T2) 27%
국한되고 는 점막하층에 국한된 병기로64% T2
진단된다 전이는 드물어 에서만 림프절 전. 2-9%
이가 있으며 보다 큰 크기와 고유근층, 10-20mm
침범 혈관침범이 위험 요소이다 기원 세포는 장, .

Table 2. TNM staging carcinoid tumors of the stomach
Primary tumor (T)
TX Primary tumor cannot be assessed
T0 No evidence of primary tumor
Tis Carcinoma in situ/dysplasia (tumor size less than 0.5 mm), confined to mucosa
T1 Tumor invades lamina propria or submucosa and 1 cm or less in size
T2 Tumor invades muscularis propria or more than 1 cm in size
T3 Tumor penetrates subserosa

T4
Tumor invades visceral peritoneum (serosal) or other organs or adjacent struc-
tures
For any T, add (m) for multiple tumors

Regional lymph nodes (N)
NX Regional lymph nodes cannot be assessed
N0 No regional lymph node metastasis
N1 Regional lymph node metastasis
Distant metastases (M)
M0 No distant metastasis
M1 Distant metastasis
Anatomic stage/prognostic groups
Stage 0 Tis N0 M0
Stage I T1 N0 M0
Stage IIA T2 N0 M0
Stage IIB T3 N0 M0
Stage IIIA T4 N0 M0
Stage IIIB Any T N1 M0
Stage IV Any T Any N 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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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롬친화 유사세포와 장크롬친화세포 그리고 소,
마토스타틴 세포가 면역조직화학염색에서 확인된
다 호르몬의 과다분비 증후군이 동반 되지 않아.
비기능성 신경내분비종양이며 대개 내시경 검사,
중 우연히 진단된다 치료는 대부분 내시경적 절.
제 수술로 근치 할 수 있으며 드물게 크기가 크,
거나 다발성으로 침습이 깊은 경우 위 절제술을
시행한다 전체적으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없으.
며 예후는 매우 양호하여 생존률이 일반 인구와
동일하다.
제 형은 위 신경내분비종양의 를 자지하며2 5-6%

남녀에서 발생 빈도는 동일하고 진단 시점에서 연
령의 평균은 세 이다 주로 다발성 내분비 샘50 .
종양 형과 관련되어 십이지장의 가스트린종에 의1

한 졸링거엘리슨 증후군에 병발한다.16 난치성 역
류성식도염과 재발성 십이지장 궤양 환자의 내시
경 검사 중 위 저부와 위 체부에서 발견된다 대부.
분 다발성으로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이10mm 3/4
다 병기는 점막층 또는 점막하층에 국한된 경우.
가 대부분이며 조직학적으로는 고분화이도 증식률
은 이 미만으로 등급이다 기원 세포는Ki67 2% G1 .
장크롬친화 유사세포이지만 형과는 달리 위점막, 1
위축은 동반 되지 않고 대신 주세포와 벽세포의
과증식이 있다 면역조직화학염색에서 시냅토피신. ,
CgA (chromogranin), VMAT2 (vesicular

가 발현된다 졸링거monoamine transporter 2) .
엘리슨증후군과 관련하여 다발내분비샘종양 형과1
관련된 졸링거엘리슨증후군의 에서 제 형15-30% 2

Table 3. Clinicopathological characteristics of neuroendocrine neoplasms of the stomach6,12-15

Gastric NETs (gastric carcinoids)

Type 1 Type 2 Type 3
Poorly differentiated

neuroendocrine gastric
cancer (type 4)

Histology†† Well
differentiated G1

Well
differentiated G1

Well
differentiated

G1/G2
Poorly differentiated,

G3

Relative
frequency 70% - 80% 5% - 6% 14% - 25% 6% - 8%

Features
Often small (< 10

mm) and
multiple

Often small (< 10
mm) and
multiple

Solitary, often >
20 mm

Solitary, often
ulcerated > 20 mm

Associated
conditions CAG MEN1/ZES* No No

Serum gastrin Very high or
high

Very high or
high Normal Mostly normal

Gastric pH Anacidic Hyperacidic Normal Mostly normal
Metastases < 10% 10% - 30% 50% - 100% 80% - 100%

Tumor-related
deaths No < 10% 25% - 30% >> 50%

CAG, chronic atrophic gastritis. MEN1, multiple endocrine neoplasia type1, ZES, Zollinger-Ellison-
Syndrome, NET, neuroendocrine tumor
*ZES associated with MEN1
††G1 and G2 indicate a well differentiated tumor; G3 most often is poorly differentiated. (Value of
Ki-67 index: G1 0%-2%, G2 3%-20%, G3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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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신경내분비종양이 발생한다 그러나 다발내분.
비샘종양 형과 관련 없는 졸링거엘리슨증후군에서1
는 위 신경내분비종양이 발생하지 않는다.16 이는
다발내분비샘종양 형의 유전학적 변화가 장크롬1
친화 유사세포의 가스트린에 대한 민감도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 할 수 있다 림프절 전이는.
약 의 환자에서 진단되며 종양의 크기가10-30%

보다 크거나 고유근층 침범 혈관 침범은20mm ,
위험 요인이다 이환에 따른 사망은 미만이. 10%
며 전체적으로 년 생존률은 이다5 60-75% .
제 형은 위 신경내분비종양의 를 차지한3 14-25%

다 남성에서 호발하며 진단 시 평균 나이는 세. 55
이다 산발적으로 발생하여 위점막의 위축성 변화. ,
나 고 가스트린 혈증 장크롬친화 유사세포의 과다,
증식 다발성 내분비 샘 종양 형의 유무와 관련이, 1
없다 위의 모든 구역에서 균등하게 발생 할 수 있.
으며 단발성인 경우가 많고 용종 모양이다 임상, .
적으로 비전형적 카르시노이드 증후군이 나타나는
경우는 이다 체간과 사지를 침범하는 지속적3-8% .
홍조가 특징적으로 설사는 없다 이는. 5-hydrox-

대신 이 원인ytriptamine 5-hydroxytryptophan
물질이기 때문이다 진단 시점에서 의 경우에. 1/3
서 크기가 보다 크다 조직학적으로 고분화20mm .
이며 은 를 넘는 경우가 많아 로 등Ki67 2% G1/G2
급으로 분류 된다 고유근층 침범이나 혈관침범이.
흔하며 진단 시점에서 간전이나 림프절 전이가 있,
는 경우가 를 차지한다 대부분 위절제술을 시3/4 .
행하며 예후는 불량하여 이환 후 사망률이,

이고 년 생존률은 미만이다25-30% 5 50% .
제 형은 저분화 신경내분비암으로 전체의4

를 차지한다 주로 남자에서 나타나며 진단6-8% .
시점에서 평균 나이는 세이다 조직학적으로는60 .
장크롬친화 유사세포의 형태가 아닌 소세포 또는
대세포 신경내분비암으로 유사 분열수가 많고,

은 를 넘는다 드물게 다발성 내분비Ki67 20-30% .

샘 종양 형과 관련되어 나타나지만 만성 위축성1
위염과는 관련이 없다 위의 모든 구역에서 발생.
가능하며 단발성 궤양형 종괴로 나타난다 진단시.

이상으로 진행한 경우가 많으며 광범위한40mm ,
전이를 동반한 진행 병기에 발견되기 때문에 예후
는 매우 불량하다 전체의 이 광범위 전이가. 3/4
있고 개월 내 사망한다12 .

십이지장의 신경내분비 종양5)

십이지장에서는 전체 위장관 신경내분비종양의
약 가 발생한다 십이지장에서 발생하는 종2-5% .
양 중 신경내분비종양은 를 차지하여 다른1-3%
장기 보다 신경내분비 종양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는 높은 편이다 병리학적으로 십이지장에서 발생.
하는 신경내분비종양은 가스트린 분비 신경내분비
종양이 가장 흔하고 소마토스타틴 분비 종양 십, ,
이지장 신경절 세포 부신경종양이 다음이다 저분.
화 신경내분비암은 매우 드물다 발생 위치는 대.
부분 십이지장 구부와 부에 국한되며 특히 팽대1 ,
부 주변이 전체의 이다 임상적으로 남자에서25% .
흔하며 진단 시점에서 평균 나이는 세이다 졸60 .
링거엘리슨 증후군이 이며 쿠싱 증후군이7-10%

에서 나타나는 것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2-6% ,
특별한 임상증상은 없이 산발적으로 서서히 성장
하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팽대부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황달이 발생할 수 있다.
가스트린 분비 신경내분비종양은 십이지장 신

경내분비종양 중 가장 흔한 형태로 전체의 를65%
차지한다 가스트린 분비에 따라 졸링거엘리슨 증.
후군의 임상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 가스트린종으
로 분리하여 부른다 졸링거엘리슨 증후군은 가슴.
쓰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만성설사 등의 증상, , ,
을 호소한다 가스트린종은 십이지장 뿐 아니라.
췌장에서도 발생 할 수 있는데 발생 장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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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졸링거엘리슨 증후군의 발현 양상에 차이는 없
다 다만 공복 혈청 가스트린 수치는 췌장 가스트.
린종에서 월등히 높으며 정상의 배 미만인 경우, 5
십이지장의 가스트린종을 시사한다 십이지장의.
가스트린종은 산발성인 경우가 많고 는25-33%
다발성 내분비 샘 종양 형과 관련 되어 있다 발1 .
생 위치는 십이지장 구부인 경우가 많고 이20mm
하 크기의 용종모양으로 점막 또는 점막하층에 국
한되어 있다 산발적 졸링거엘리슨 증후군 환자의.

가 십이지장에 가스트린종을 가지고 있60-75%
다 다발성 내분비 샘 종양 형과 관련된 졸링거. 1
엘리슨 증후군은 거의 모두 십이지장에 가스트린
종이 위치한다 산발적 가스트린종은 단발성이며. ,
다발성 내분비 샘 종양 형과 관련된 경우 거의1
항상 다발성이며 미만의 크기이다 작은 크1mm .
기의 병기에서도 진단 시 에서 국소 림프60-80%
절 전이가 있으며 원발 병소보다 림프절이 큰 경,
우 췌장암으로 오인되기도 한다 간 전이는 약.

에서 발생한다 췌장 가스트린종은 십이지장10% .
가스트린종에 비하여 간전이가 흔하다 년 생존. 10
률은 십이지장 가스트린종이 인데 비하여 췌94%
장 가스트린종은 이다59% .

위장관 신경내분비 종양의 진단6)

생화학적 표지자(1)
신경내분비종양에서 생성되는 펩타이드와 아민

등 생화학 표지자에 대한 검사법들은 선별검사에
유용한 표적으로 고려 될 수 있다 현재까지 잘.
알려진 신경내분비종양의 생화학 표지자는 CgA

와 소변(Chromogranin A, CgA) 5-HIAA
이다 는(5-hydroxylindole 3-acetic acid) . CgA

이하 크기의 당단백으로 부신수질의 크롬85kDa
친화세포나 위장관의 장크롬친화유사세포 내분비,
세포에서 생산된다 는 다양한 신경내분비종. CgA

양에서 분비되어 혈액과 조직에서 모두 검출 가능
하며 혈액 내 의 양은 종양의 부하를 간접적, CgA
으로 시사하여 치료반응을 평가하는 데 사용 된
다 는 위장관 신경내분비종양의 조기 진단에. CgA
도 사용 될 수 있다.17,18 는 대부분의 위장관CgA
신경내분비종양에서 증가한다 가스트린종에서는.

위 신경내분비종양 제 형 형 형의100%, 1 , 2 , 3
에서 는 증가 되어 있다 특히 다발내분95% CgA .

비샘종양 형과 관련하여 원발성 갑상선 항진증과1
뇌하수체 선종에서 의 증가는 드물기 때문에CgA
다발성내분비샘종양 환자에서 가 증가되어CgA
있다면 소화기 신경내분비종양이 병발되어 있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종양의 크기와 전이 여부에.
따라 혈중 분비는 증가하기 때문에 진단과CgA
함께 예후 예측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19 그러나

는 췌장과 폐의 소세포암과 전립선암 신부전CgA ,
등에서도 증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양성자억제펌,
프제제를 사용하는 위축성위염환자에서도 증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민도는 낮고 해석에 주의를
하여야 한다.

시간 소변 는 세로토닌의 분해산물로24 5HIAA
서 세로토닌 분비 신경내분비종양의 진단에 유용
하다 소변 의 높은 수치는 나쁜 예후와 잘. 5HIAA
연관되어 예측이나 종양 반응의 지표로 사용 가능
하다 이러한 종양에 대한 의 예민도는. 5HIAA 88%
에 이르지만 트립토판과 세로토닌이 다량 함유된,
음식들 특히 바나나 아보카도 자주 가지 토마, , , ,
토 파인애플이나 호두 등은 소변 를 증가, 5HIAA
시킬 수 있다 검사 전 공복 상태를 유지하고.

의 소변 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물5HIAA
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

내시경 검사(2)
상부위장관 내시경은 식도 위 십이지장의 점막, ,

을 관찰하고 내강 측 벽 구조의 변화를 살펴 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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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유용한 검사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조기.
암검진사업의 일환으로 상부위장관내시경검사를
무증상이 시기에 받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
로 인하여 위장관의 신경내분비종양 발견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위체부와 위저부에서 미만. 10mm
의 다발성 용종형으로 나타나는 경우 제 형 위 신1
경내분비종양을 의심할 수 있으며 제 형은 전정부, 3
에서는 큰 크기의 종괴형 형태로 나타난다 겸자.
생검을 하여 진단할 수 있다 내시경 초음파검사는.
위와 십이지장의 신경내분비종양을 발견하는데 매
우 민감도가 높다 신경내분비종양은 주로 층에. 3
위치하며 층에 매우 가까이 연접하거나 일부 침, 2
습된 것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며 저에코의 동질성,
음영을 가지고 있다 내시경 초음파는 점막층 뿐.
아니라 점막하층에 국한된 종양을 발견해 내고 침,
습범위를 확인하여 병기 진단에도 유용하다 또한.
내시경 초음파 가이드 세침흡인검사는 내시경 겸
자 생검과 함께 병리 진단의 정확도를 더욱 높여
준다.

영상의학적 검사와 핵의학 검사(3)
영상의학적 검사는 위장관 신경내분비종양의 위치

를 확인하는데 매우 유용한 검사이다 영상검사. CT
에서 신경내분비종양은 장벽 내 상피하 종양의 형태
로 나타나며 경계가 좋고 표면은 평활 하며 조영, ,
증강 시 동맥기에 뚜렷한 조영증강이 된다 그러나.

크기 미만의 작은 종양을 선별 검사에서 발10mm
견하기는 어렵다 자기공명명상은 호흡과 위장관의.
연동운동으로 인하여 정확한 영상을 얻기 어렵다.
그러나 간전이 병변의 진단과 평가에는 유용하다.
혈관조영술도 신경내분비종양의 간전이 평가에 사용
될 수 있으나 진단에 필수적이거나 특이적이지 않
고 출혈이 있는 경우 치료적 목적으로 시행 할 수,
있다 방사선 물질을 이용한 핵의학 검사들은 종양.
의 대사 활성과 분자생물학적 성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신경내분비세포에서 발현되는 소마토.
스타틴 수용체에 대하여 111 옥트레오타이In-DTPA-
드를 이용하여 신경내분비종양의 원발 그리고 전이
병소를 확인 할 수 있다. 111 옥트레오타이In-DTPA-
드 신티그라피의 신경내분비종양에 대한 검출률 중
앙값은 이며 민감도 중앙값은 였다89% 84% .10 MIBG

신티그라피는(meta-iodobenzylguanidine) MIBG
에 111 이나In 123 를 표지하는 방법으로 크롬친화세포I
신경내분비종양을 진단하는데 매우 유용하여 종양이

보다 큰 경우 에서 양성으로서10mm 90% , 111In-
옥트레오타이드에 비해 민감도는 낮지만 서DTPA- ,

로 상보적으로 사용 될 수 있다. 18F-fluorodeox-
양전자 방출 단층촬영은 대부분의yglucose (FDG)

신경내분비종양의 당대사율이 낮은 까닭에 중앙값
의 낮은 진단률만 확인 되었다50% .

요 약

신경내분비종양은 신경내분비세포 기원의 종양
으로서 과거 유암종으로 불리던 것에서 년2010

명명과 분류법에 신경내분비신생물 범주내WHO
에 신경내분비종양과 신경내분비암으로 구별하고,
새로운 등급과 병기 시스템의 적용으로 질환의 임
상 경과를 예측하는 것이 더욱 정확하게 되었다.
상부위장관에서 발생하는 신경내분비 종양은 그
발생 빈도가 비교적 드물고 양호한 임상경과와,
예후를 가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직 선별검사의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진행된.
병기에서는 치료가 어렵과 예후는 불량하기 때문
에 조기 진단의 중요성은 다른 질환과 다르지 않
다 향후 좀더 민감한 생화학적 표지자나 안전하.
고 비용이 적은 영상검사가 개발 된다면 다발성
내분비 샘 종양 형 환자 등 위험 요인을 가진 인1
구에서 선별 검사를 위한 적용을 고려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아직은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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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국가조기암진단사업의 내시경 검진이 가장
효율적인 선별 검사이다 따라서 다른 이유로 시.
행한 내시경 검사 등에서 신경내분비종양의 존재
여부를 인식하고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적절한 수준의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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