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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서론 

췌장의 비기능성 신경내분비종양은 드문 질환이지만 이전 보다 빈

번히 진단되고 있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크기가 작은 췌장의 비기

능성 신경내분비종양의 자연경과에 대해서 확인해보는 것이다.  

 

연구 방법 

이 연구는 후향적 연구로서 1999년부터 2015년 까지 췌장의 비기

능성 신경내분비종양으로 진단받은 18세 이상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다. 이들은 조직학적으로 확진이 되거나 영상검사를 비롯한 임상

적인 증거를 통해 췌장의 비기능성 신경내분비종양으로 진단받았다.

호르몬 과분비에 의한 증상이 있거나 20 mm 를 초과하는 크기의 

종양을 가졌거나, 주위 조직 침윤소견이 있거나, 원격전이가 있거나, 

추적관찰 기간 동안 2회 미만의 영상검사를 시행한 경우, 추적관찰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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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크기가 작은 췌장의 비기능성 신경내분비종양을 가진 환자들 중, 진

단 후 경과관찰을 한 환자들(69 명, 평균 나이 58.9 ± 11.1 세)은 

주로 췌장의 두부(32 명, 46.4%)에 위치하고 있었고, 진단 당시 평

균 크기는 10.9 ± 3.1 mm 였다. 평균 추적관찰 기간은 52.2 ± 

38.7 개월 이었다. 종양의 크기는 추적관찰 기간 동안 하기와 같은 

크기 변화를 보였다 : 크기 증가 (9 명, 13.0%), 크기 유지 (58 명, 

84.1%), 크기 감소 (2 명, 2.9%). 종양의 평균 성장속도는 0.9 ± 

2.9 mm/년 이었으며 과혈관성 종양이 아닐 수록 크기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P=0.04) 13 명 (18.8%) 의 환자가 평균 32.9 ± 

42.6 개월의 추적관찰 후 수술을 받았다. WHO 2010 분류에 따라, 

유사분열 1등급은 18 명, 2등급은 1 명이 확인되었으며 3등급은 없

었다. 수술적 절제술을 받은 종양의 조직학적 병기(AJCC 7판)는  

Ia 가 7명, Ib 가 1명, IIa 가 2명, IIb 가 1명이었다. 두 명의 환자

(10.0%)가 각각 수술 후 34, 50.1 개월 후 원격 전이 형태로 재발

하였고 이에 대해 치료받았다. 전체 환자들 중 질병관련 사망은 없

었고, 원격 전이는 수술 후 재발한 2 명(2.9%)에서만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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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크기가 20 mm 보다 작은 췌장의 비기능성 신경내분비종양이 진단 

당시 진행성 질병의 증거가 없는 경우 양성 질환경과를 보이기에 

수술 대신 추적검사를 하며 경과관찰 하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 

 

주요어: 췌장의 신경내분비종양, 비기능성, 치료 

학번 : 2015-2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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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췌장신경내분비종양은 췌장 섬세포로부터 발생한 전체 종양

들 중 1-2% 에 불과한 드문 종양이다. 췌장의 신경내분비종양은 

기능성과 비기능성 종양으로 나누게 되며, 과거에는 다양한 임상증

상이 동반되는 기능성 신경내분비종양이 주된 진단 및 치료대상이

었으나, 최근 진단기술의 발달과 영상검사 시행의 증가로 무증상의 

비기능성 신경내분비종양의 발견 빈도가 전체의 50% 까지 증가하

여 이에 대한 치료 역시 중요해지는 추세다.1,2 이들은 다른 장기에 

발생하는 신경내분비종양에 비해 5 년 생존율이 좋지 않고, 특히 비

기능성 신경내분비 종양은 악성 양상으로 진행하기 전까지는 증상

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진단 당시 원격 전이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좋지 않은 예후를 보이고 있다.3,4 최근에는 우연히 진단

되는 경우가 많아 크기가 작고 양성 질환의 경과를 보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에 질병 초기의 치료방침을 적절히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췌장신경내분비종양의 치료를 결정함에 있

어서 진단 당시의 기능성 여부, 진단 당시 병기, 유사분열의 등급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되며, 최근 다양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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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에서는 이를 적절하게 참고하여 치료한다.5-7 

췌장신경내분비종양에 대해서는 수술적 치료 이외에도 항암

화학요법, 표적치료제, 소마토스타틴 유사체, 화학색전술, 알코올소

작술 등의 다양한 치료들이 시도되고 있으나, 여전히 근치적 절제만

이 완치를 가능하게 하는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다.8 따라서 췌장의 

신경내분비종양이 호르몬 과분비 혹은 종괴 효과로 인해 증상을 유

발하는 경우에 적극적인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며, 최근에는 전이가 

있는 진행성 종양의 경우에도 수술을 할 경우 생존율의 상승이 증

가되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어 췌장의 신경내분비 종양은 가능

하다면 수술적 절제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9,10 하지만 췌장의 비

기능성 신경내분비 종양에서 크기가 작고 증상이 유발되지 않을 경

우 수술을 할지 주기적인 검사를 하며 외래에서 추적관찰을 할지에 

대해서 여전히 일치된 치료방침은 없으며, 임상의의 판단에 따라 수

술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 크기가 20 mm 보다 작은 경우 그 판단

이 특히 어렵다.  

수술적 절제술은 생존률을 증가시키고 전이를 포함하여 진

행성 질병으로 진행할 가능성을 막을 수 있지만 과도한 적응증을 

기준으로 시행한 수술의 합병증으로 인해 환자의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되거나 사망과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에 신중



 

3 

 

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11-15 전이가 없고 진행성 질병의 경과를 

보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수술 적절한 검사를 통해 경과관찰

을 하는 것은 과잉 치료를 막고 환자의 삶의 질을 유지한다는 장점

이 있지만 질병의 자연경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진행성 질환이

나 전이의 위험인자에 대해 명확히 알려진 바가 없고, 추적관찰의 

방법과 기간에 대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가 없다는 단점이 있다. 

대표적으로 European Neuroendocrine Tumor Society (ENET)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2 cm 미만의 전이의 증거가 없는 신경내분비

종양이 유사분열 등급이 낮을 경우 수술적 절제 없이 추적관찰 하

되 5 mm 이상 크기가 성장하거나 20 mm 이상으로 크기가 증가할 

경우 수술적 절제를 권고한다.7 한편, 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NCCN) 가이드라인에서는 전이가 없는 췌장의 

비기능성 신경내분비종양에 대해서 금기가 없다면 수술적 절제를 

하되, 크기가 1 cm 미만이라면 경과관찰을 해볼 수도 있다고 권고 

하고 있다.16 이러한 의견의 불일치는 신경내분비종양에 대한 자연

경과나 악성의 위험인자를 보고한 연구가 제한적이며 대다수가 적

은 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적절한 구분 없이 이질적인 군을 

합쳐서 분석한 경우가 많았고, 특히 크기가 작은 종양을 한정지어 

수행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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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에서는 크기가 2cm 미만인 췌장의 비기능성 신경

내분비종양의 자연경과 및 그에 따른 임상적 결과들을 면밀히 살펴

보고 분석하여 이들의 적절한 치료방침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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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1999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서울대학교병원

을 방문한 18세 이상의 환자들 중, 췌장의 비기능성 신경내분비종

양으로 진단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을 선정하

기 위해 췌장의 비기능성 신경내분비종양으로 진단된 환자를 의료

정보실을 통해 검색하였고, 검색시 신경내분비종양과 연관되어있는 

진단 코드명을 이용하여 환자를 확보하였다. 이들 중 최초 진단시 

악성 종양으로 진단되고 기능성 신경내분비종양으로 발현한 경우를 

제외하고 비기능성 신경내분비종양을 추려내었다. 이 환자들은 조직

검사를 통해 확진이 되거나 영상검사를 비롯한 추가적인 검사결과

가 합당하여 신경내분비종양으로 진단받고 외래에서 추적관찰 하였

다. 영상검사의 경우 초기 진단은 컴퓨터단층촬영(CT) 혹은 복부초

음파를 이용하여 전형적인 신경내분비종양이 의심되는 경우 진단 

하였다. 진단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자기공명영상(MRI)을 추가로 

촬영하거나 EUS 를 시행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임상의의 판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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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행하는 경우의 차이가 컸다. 추적관찰의 경우 대부분 CT 로 

추적관찰을 하였고, 임상의의 판단에 따라 복부초음파나 MRI 로 추

적관찰 하기도 하였다. 증상이 있더라도 신경내분비종양에 의한 증

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경우 비기능성 종양으로 정의하였다.  

다음과 같은 기준에 해당하는 환자를 제외하였다 : 1) 진단 당

시 크기가 20 mm 를 초과하는 종양, 2) 신경내분비종양과 연관된 

호르몬의 과분비로 인한 증상이나 징후를 보이는 환자, 3) 진단 당

시 초기 치료로 수술을 결정하고 절제를 시행한 환자, 4) 진단 당시 

국소침윤, 림프절 전이, 원격전이의 증거가 있는 환자, 5) 총 추적관

찰 기간이 6개월 미만인 환자, 6) 제 1형 다발성 내분비종양이나 

본히펠린다우 증후군 (Von-Hippel-Lindau syndrome)으로 진단

된 환자, 7) 외래 방문 기간 동안 추적 관찰 목적으로 시행한 영상

검사가 2 회 미만이거나 최초 진단 당시 영상검사를 확인할 수 없

는 환자. 

 

2. 연구목적 

이번 연구는 질병의 자연경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관찰 연구로써, 

일차적인 연구 목적은 크기가 20 mm 보다 작은 췌장의 비기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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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내분비종양의 크기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차적인 연구목

적은 췌장의 비기능성 신경내분비종양의 전이여부, 질병관련 사망여

부, 수술 혹은 조직검사를 시행한 경우 조직학적으로 확인되는 질병

의 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3. 연구방법 

의무기록을 통해 정보를 후향적으로 수집하였으며, 환자의 나이, 

성별, 진단방법, 치료 및 치료 후 추적관찰 결과, 추적관찰 기간, 수

술여부, 수술을 시행하게 된 동기 등을 확인하였다. 동반된 기저질

환의 경우 Adult Comorbidity Evaluation-27 을 통해 평가하였

다.23 영상검사를 통해 종양의 크기, 추적 검사를 통한 크기의 변화, 

초기 진단 당시 낭종변성 여부, 괴사 여부, 과혈관성, 석회화, 주췌

관의 확장여부와 정도, 췌장의 위축과 같은 종양의 특성, 국소 침윤

성 전이, 국소 림프절 전이, 원격 전이를 확인하였다. 조직검사 혹은 

수술적 절제술을 받은 경우에 병리검사 결과를 통해 유사분열 수, 

Ki-67, AJCC 7판을 참조한 임상적 병기, WHO 2010 가이드라인

에 따른 유사분열 등급을 조사하여 종양의 조직학적 특성에 대해 

확인하였다. 최초 진단 이후 치료에 대한 방침은 담당 의사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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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록을 토대로 조사하여 최초 치료계획이 수술이었는지 경과관

찰이었는지 구분하였고, 추적관찰 중 수술적 절제를 받은 환자들의 

경우 그 이유를 면밀히 조사하였다. 

추적관찰 기간은 최초로 신경내분비종양이 진단된 시점을 시작 

시점으로, 마지막 외래 방문 혹은 마지막 영상의학검사 시행 날짜를 

종료 시점으로 삼았다. 외래에서 경과 관찰 하는 동안 병변의 추적 

목적으로 반복적인 영상 검사를 시행했는데, 그 기간이나 검사 방법

에 대해서는 임상의사의 판단을 통해 다르게 결정되었기에 환자마

다 일관되지 않았다. 영상의학적 특성은 CT, MRI, 복부초음파, 초

음파내시경 등을 통해 평가되었다. 종양의 크기는 종양의 장축을 기

준으로 측정하였고, 크기 증가는 최초의 크기에 비해 최종 측정한 

크기가 20% 이상 변화를 보이면서 5 mm 이상 크기가 증가한 경우

로, 크기 감소는 최초의 크기에 비해 최종 측정한 크기가 20% 이

상의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변화는 크기 유지

로 정의하였다.24 종양의 성장속도는 최초 측정된 크기와 최종 측정

된 크기의 차이를 해당 추적관찰 기간으로 나누어 단위길이를 1 년

이 되도록 계산하였다. 최종 측정된 크기는 수술을 받은 경우는 수

술 직전의 크기로 정의하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추적관찰 기간 

동안 가장 마지막에 촬영한 영상검사에서 측정된 크기로 정의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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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4. 통계 분석 

통계분석은 한글 SPSS version 23.0 (SPSS 23.0K for 

windows SPSS Korea, Seoul, Korea)를 사용하였다. 서로 다른 두 

군의 차이여부를 통계적으로 확인하는 데에 Pearson ’ s chi-

square, Fisher’s exact test, Student T-test 를 사용하였고 P 

값이 0.05 미만일 때 통계적으로 의미 있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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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결과 

 

1. 연구 대상 선정 결과 

총 342 명의 췌장의 비기능성 신경내분비종양으로 진단된 환자

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중 추가 검사 거부 및 추적관찰 실패한 

19 명, 추적 관찰 기간이 6 개월 미만인 53 명, 추적 관찰 중 영상 

촬영이 2 회 미만이었던 4 명을 제외하였으며, 본히펠린다우 증후

군으로 진단된 11 명, 다발성 내분비종양증으로 진단된 9 명을 제

외한 247 명을 추려내었다. 이들 중 진단 당시 전이 및 주위 조직

으로의 침범이 있었던 75 명을 제외하고 비진행성 종양들을 추려내

었고, 이들 중 진단 즉시 수술적 절제를 시행한 92 명과 크기가 20 

mm 이상인 종양을 가진 23 명을 제외하여 최종 적으로 크기가 20 

mm 미만인 췌장의 비진행성 신경내분비종양 69 명을 대상으로 연

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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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58.9 ± 11.1 세였고 47.8%(69 명 중 33 명)는 남성이었고, 

평균 추적관찰 기간은 52.2 ± 38.7 개월 이었다. 대부분은 무증상

이었으나, 체중감소와 소화불량을 호소하는 환자가 각각 한 명씩 있

었으며 이들은 췌장종양과는 무관한 증상으로 평가하여 기록되어 

있었다. 환자의 기저질환은 Adult Comorbidity Evaluation-27 을 

기준으로 분류하였고, 32 명에서는 동반 기저질환이 없었고, 24 명

은 경증, 10 명은 중등도, 3 명은 중증의 동반질환을 가지고 있었다.  

 

표 1. 췌장의 비기능성 신경내분비종양이 진단된 환자들의 기본특성 

전체 환자 수 (명) 69 

나이(세), 평균 ± 표준편차 58.9 ± 11.1 

성별, n(%)  남 (%) 33 (47.8) 

 여 (%) 36 (52.2) 

기저질환, n(%) 없음 32 (46.4) 

경증 24 (34.8) 

중등도 10 (14.5) 

중증 3 (4.3) 

진단 방법, n(%) 영상 검사 44 (63.8) 

조직학적 확진 25 (36.2) 

증상 없음 67 

체중감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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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불량 1 

추적관찰기간 (월), 평균±표준편차  52.2 ± 38.7 (7.0 – 

167.6) 

최초 크기(mm), 평균 ± 표준편차  10.9 ± 3.1 (5.0-19.0) 

 크기 < 10, n(%) 20 (29.0) 

 크기10~20, n(%) 49 (71.0) 

위치, n(%) 두부/경부 32 (46.4) 

체부 21 (30.4) 

미부 16 (23.2) 

영상검사상 특성, 

n(%) 

낭성 변화  10 (14.5) 

과혈관성 종양 57 (82.6) 

괴사 2 (2.9) 

석회화 2 (2.9) 

주췌관 > 5mm  7 (10.1) 

상류 췌장 위축  5 (7.2) 

 

종양의 최초 크기는 평균 10.9 ± 3.1 mm 이었고, 이들 중 

크기가 10 m 미만인 경우가 29.0% (69 명 중 20 명), 10 mm 에

서 20 mm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71.0% (69 명 중 49 명) 이었

다. 종양은 췌장 두부와 경부에 46.4% (69 개 중 32 개), 체부에 

30.4% (69 개 중 21 개), 미부에 23.2% (69 개 중 16 개) 위치

하였다. 영상검사에서 보여지는 종괴의 특성을 살펴보면, 낭성 변화 

부위를 포함한 종괴는 14.5% (69개 중 10 개), 과혈관성을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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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괴는 82.6% (69개 중 57 개), 괴사가 된 종괴가 2.9% (69개 중 

2 개), 석회화된 종괴가 2.9% (69 개 중 2 개) 였다. 주췌관의 확

장이 5 mm 이상 확인된 경우는 10.1% (69 명 중 7 명) 였으며 

종양의 상류부위 췌장에서 위축이 관찰되는 경우는 7.2% (69 명 

중 5 명) 이었다. 

 

3. 췌장의 비기능성 신경내분비종양의 자연경과와 

임상상  

추적 관찰을 마치고 확인한 종양의 최종 크기는 평균 1.4 

± 3.2 mm 증가 하였고, 13.0% (69 명 중 9 명)은 크기 증가, 

84.1% (69 명 중 58 명)은 크기 유지, 2.9% (69 명 중 2 명)은 

크기 감소가 관찰되었다. 종양의 평균 성장속도는 1 년에 0.9 ± 

2.9 mm 이었다. (표2) 추적관찰 기간에 따른 크기의 변화 정도를 

그림 2 에 나타내었으며, 크기가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종양들도 관

찰되는 반면 대부분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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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하였기에 전체 연구기간 중 질병관련 사망은 없었다. 이러한 

임상상의 변화와 치료결과를 그림 3 에 요약하여 정리해 제시하

였다.  

수술을 시행한 13 명의 검체 및 조직검사를 시행한 환자들 

중 유사분열에 대해 평가가 된 6 명의 검체를 확인해본 결과로, 

Grade 1 에 해당하는 경우가 94.7% (19 명 중 18 명) 이었고 

Grade 2 에 해당하는 경우가 5.3% (19 명 중 1 명) 이었으며 

Grade 3 는 없었다. 

 

표 2. 추적관찰을 종료한 비기능성 신경내분비종양들의 자연경과 및 

임상상 

최종 크기 (mm)  11.7 ± 3.9 

크기 변화, n(%) 증가 9 (13.0) 

유지 58 (84.1) 

감소 2 (2.9) 

평균 크기 변화 (mm) 1.4 ± 3.2 

평균 성장 속도 (mm/year) 0.9 ± 2.9 

관찰기간 동안 치

료, n(%) 

경과 관찰 56 (81.2) 

수술  13 (18.8) 

원격 전이, n(%) 2 (2.9) 



 

17 

 

사망, n(%) 3 (4.3) 

질병관련 사망, n(%) 0 (0) 

수술 시행 이유 크기 증가 6 

악성 고위험군 2 

환자의 희망 1 

타종양과 동시수술 1 

국소림프절 전이 1 

확인 불가 2 

유사분열 등급 

(WHO) 

G1 18 

G2 1 

G3 0 

 확인되지 않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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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2 명, R1 절제가 2 명 이었다. 병리학적 소견에서 WHO 2010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따라 분류한 유사분열 정도는 1등급이 12 명, 

2등급이 1 명이었고, AJCC 7th 가이드라인에 따라 병기를 분류해보

면 Ia 가 7 명, Ib 가 1 명, IIa 가 2 명, IIb 가 1 명 이었다.  

 

표 3. 수술을 시행 받은 환자들의 특성 및 치료 결과 

 성별†

/나이 

위

치‡ 

크기 (mm) 수

술

수술 근거 WHO 

등급 

AJCC  

병기 

재발 최종 

평가

¶ 최초 수술전

1 F/66 B 17 33 S 크기 증가 1 Ib 

(T2N0) 

- NED 

2 M/64 H 12 12 P 주췌관 확

장 

1 Ia 

(T1N0) 

+ NED 

3 F/51 H 7 10 P 크기 증가 1 Ia 

(T1N0) 

- NED 

4 F/31 B 10 10 S 환자의 희

망 

1 Ia 

(T1N0) 

- NED 

5 M/45 B 8.5 19 D 타종양과 

동시수술 

1 Ia 

(T1N0) 

- NED 

6 F/47 H 17 17 P 악성 양상 1 Ia 

(T1N0) 

- NED 

7 F/59 B 15 20 D 크기 증가 1 IIa 

(T3N0) 

- NED 

8 F/49 H 7 10 W 국소림프

절확대 

1 IIb 

(T1N1) 

- NED 

9 M/69 T 11 15 D 크기 증가 2 Ia 

(T1N0) 

+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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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M/59 B 12 11 E 확인 안됨 1 Ia 

(T1N0) 

- NED 

11 M/41 H 10 13 E 크기 증가 1 IIa 

(T3N0) 

- NED 

12 M/56 H 15 15 E 확인 안됨 1 - - NED 

13 M/51 B 11 14 E 크기 증가 1 - - NED 

†M : male, F : female ;‡H : head, B : body, T : tail ; *S : subtotal pancreatectomy, P : 
pylorus preserving pancreatoduodenectomy, D : distal pancreatectomy, W : Whipple’s 
operation, E : enucleation ; ¶NED : no evidence of disease, SD : stable disease 

 

수술 받은 환자들 중 6 명은 종괴의 크기가 증가하여 수술

하였고, 2 명은 악성의 가능성이 높아 수술하였으며, 1 명은 환자가 

희망하여 수술하였고, 1 명은 추적관찰 중에 국소 림프절이 크기가 

커져 전이를 의심하여 수술하였고, 1 명은 진단 당시 수술을 권유하

였으나 환자가 원치 않아 수술 시점을 미루다 다른 수술을 하면서 

함께 절제하였고, 2 명은 의무기록과 객관적인 검사소견만으로는 명

확한 수술시행 이유를 확인할 수 없었다. 크기가 증가하여 수술 받

은 6 명은 처음 진단 당시 평균 11.8 ± 3.6 mm 의 크기였으며, 

수술 전까지 평균 4.5 ± 6.0 mm 크기증가를 보였고, 수술 전 크

기는 평균 17.5 ± 8.3 mm 였다. 악성의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된 

환자들 중 한 명은 초기 진단 당시 시행한 CT 소견에 비해서 약 4

개월 뒤 추적관찰 하며 촬영한 종양의 초음파 소견이 악성 양상을 

보인다고 판단되어 수술적 절제를 시행 하였고, 다른 한 명은 주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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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확장이 최초 5 mm 에서 최종 12 mm 로 증가하는 양상 보여 

악성 양상으로 진행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수술하였다. 

수술 받은 환자들 중 15.4% (13명 중 2명)에서는 종양이 재

발하였는데 그 중 1 명은 64세 남자환자로 진단 후 7.87 개월에 

주췌관 확장이 악화되어 유문보존 췌십이지장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후 50.1 개월에 췌장 주위의 다발성 림프절 재발 의심소견으

로 수술적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이후 특별한 치료 없이 경과관찰 

중이며 이후 53.9 개월 동안 질병의 증거 없는 상태로 경과관찰 중

이다. 다른 1 명은 69세 남자환자로 진단 후 3.9 개월에 원위췌장

절제술을 시행받고 경과관찰 중, 수술 후 34 개월에 간의 다발성 

전이로 재발 소견을 보였고, 가장 큰 전이 종괴는 43 mm 로 측정

되었다. 이에 대해서 everolimus 를 이용한 화학요법으로 치료 중

에 있으며 안정 병변 (stable disease) 으로 평가되어 22.3 개월 

동안 약제를 유지하고 있다.  연구 기간 동안 수술 받은 환자들 중 

한 명의 환자가 사망하였고, 질병이나 수술과 무관한 사망이었다.  

 

5. 크기 10 mm 를 기준으로 구분한 두 군의 비교  

췌장의 신경내분비종양을 최초 진단 시 크기에 따라 1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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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 인 종양 (1군) 과 10 mm 이상 20 mm 미만인 종양 (2군) 

의 두 군으로 나누어서 환자들의 특성을 비교해보아 크기에 따른 

특성이나 예후의 차이를 나타내는지 확인해보았다. (표4) 각각 1 

군에는 20 명의 환자가, 2 군에는 49 명의 환자가 포함되었고, 양 

군의 크기는 각각 7.4 ± 1.2 mm 와 12.4 ± 2.4 mm (P < 

0.001) 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남녀 비율과 기저질환의 분포, 

종양의 특성은 양 군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4) 

경과관찰 후 수술적 절제를 받은 환자는 1 군에서 15%(20 명 중 

3 명)과 2 군에서 20.4%(49 명 중 10 명)로 그 비율은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0.74) 수술 후 재발한 2 

명의 환자는 모두 최초 진단 당시 크기가 10 mm 보다 컸으나 그 

수가 작아 양 군 간의 통계적 유의성을 계산하기 부적절 하였다. 

사망한 경우 역시 모두 최초 크기가 10 mm 보다 큰 경우였으나 

모두 질병과 무관한 사망이었다. 

수술 검체가 있거나 진단시 조직검사를 시행하여 WHO 등급을 

평가한 경우, 유일하게 2 등급으로 평가된 경우는 2군에 속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WHO 1 등급이었다.  수술한 경우 AJCC 병기의 평

가가 가능한 11 명을 비교해보았을 때, 양 군에서 유의미한 분포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며 IIb 에 해당하는 경우가 각 군에 1 명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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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종양의 크기가 증가하거나 유지되는 것의 차이는 두 군에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크기가 감소한 2 명의 경우 2 군에 해당하였

다. 크기 증가나 성장 속도 역시 두 군간의 차이는 없었다. 

 

표 4. 크기 10 mm 를 기준으로 분류한 두 군의 임상상 비교 

 1군   

크기< 10 mm 

(n = 20) 

2군 

크기10~20 mm 

(n = 49) 

P 값 

최초크기(mm),  

평균±표준편차 

7.4 ± 1.2 12.4 ± 2.4 <0.01 

성별 남성/여성 8/12 25/24 0.41 

나이, 평균±표준편차 58.7 ± 10.5 58.9 ± 11.4 0.92 

위치 두부/경부 9 23 0.85 

체부 7 14  

미부 4 12  

치료 수술 3 10 0.74 

 경과관찰 17 39 

수술 후 재발  0 2  

사망 (질병관련사망) 0 (0) 3 (0)  

유사분열등급 

(WHO) 

1 4 14  

2 0 1  

 3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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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기 (AJCC) Ia 2 5 0.83 

Ib 0 1 

IIa 0 2 

IIb 1 0 

크기 변화 증가 3 6 0.64 

유지 17 41 

감소 0 2 

크기 증가 (mm),  

평균±표준편차 

1.74 ± 3.96 1.26 ± 3.32 0.58 

성장 속도 (mm/year),  

평균±표준편차 

0.89 ± 2.53 0.96 ± 3.05 0.92 

 

6. 크기증가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한 두 군의 비교  

크기가 증가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두 군으로 구분하여 

크기 증가에 영향을 주는 인자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표5) 대부분

의 모든 종양의 특성과 환자의 특성은 양 군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종양이 과혈관성 종양이 아닌 경우가 크기가 증가한 

군에서 증가하지 않은 군에 비해서 많이 발견되었고 통계적인 유의

미성을 가졌다. (P=0.04, OR 0.192, 95% C.I 0.042-0.871) 유사

분열 등급의 경우 WHO 2 등급에 해당했던 1 례에서 크기증가는 

관찰되지 않았으나 절대적인 수가 부족하여 양 군의 차이를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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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불가능 하였다.  

 

표 5. 췌장의 비기능성 신경내분비종양을 크기 증가 여부로 구분한 

두 군간에 환자및 종양의 특성의 비교 결과 

  증가 군 
(n=9) 

비증가 군 
(n=60) 

P 값 

성별 남성/여성 3/6 30/30 0.48 

나이, 평균±표준편차 62.3±10.6 58.3±11.1 0.32 

 55 세 이상 7 39 0.71 

최초크기, 평균±표준편차 11.4±4.1 10.9±2.9 0.65 

 크기< 10 mm 3 17 0.71 

 크기10~20 mm 6 43 

위치 두부/경부 4 28 0.52 

체부 4 17 

미부 1 15 

영상검사에

서 종양의 

특성 

낭성 변화  1 9 1.00 

과혈관성 종양 5 52 0.04 

괴사 1 1 0.25 

석회화 1 1 0.25 

주췌관 > 5mm 2 5 0.22 

상류 췌장위축 2 3 0.12 

유사분열 

등급(WHO) 

G1 4 14  

G2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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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췌장의 신경내분비종양은 드문 질환이지만 최근 우연히 진

단되는 비기능성 종양의 수가 늘어나고 있어 임상적 중요도가 높아

지고 있다. 특별한 증상을 유발하지 않는 크기가 작고 원격 전이가 

없으며 주위로의 침윤이 없는 비진행성 상태의 비기능성 신경내분

비종양이 진단되면, 수술적 절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핵심 의

사결정이다. 향후 수술을 통해 원격 전이나 질병 연관 사망을 줄일 

수 있다는 확실한 이득이 있다면 수술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접근

으로 보여진다.  

현재까지 알려진 진행성 질환으로의 진행에 대한 위험인자

는 종양의 크기가 클 때, Ki-67 값이 클 때, WHO 유사분열 2 혹

은 3 등급, 나이가 55세 이상일 때, PET 소견이 의심될 때 등이 

있다. 종양의 크기의 경우 가장 많은 연구가 되어있으나 절단값

(cut-off value)이 15 mm 부터 30 mm 까지 매우 다양하게 보고

되고 있어 일관성이 부족하고, Ki-67 의 경우 해당 검사 자체가 가

지는 부정확성이 있으며, 나이의 경우 충분한 확인이 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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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PET 소견은 최근 제시된 것으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한 상

황이다. 결국 충분한 비침습적인 검사결과만을 가지고는 악성양상으

로 진행할지 여부는 질병의 초기에 쉽게 알기 어려우며, 크기가 작

은 병변에 대해서 침습적인 조직 검사를 통해 병리결과를 확인하는 

것은 검사의 실패가능성이나 따른 합병증 가능성, 재검사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비용 효과 측면에서 타당성이 떨어지리라 생각된

다.18-20,22,25-27  

종양의 크기는 비침습적으로 측정가능하며 임상적으로 가장 

적용하기 좋은 지표로 보여지나 특정 크기 미만에서 수술 없이 경

과 관찰하는 치료방침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양

한 논쟁이 있다. 그 이유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질환의 자연경과

가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고, 크기가 증가하거나 진행성 질환이 되는 

위험 인자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

과관찰을 우선적으로 하는 치료방침이 실제로 설득력을 얻기 위해

서는, 첫째로 크기를 비롯한 종양의 특성이 장기간 관찰 시에도 급

격히 변하지 않아야 하며, 둘째로 국소 침윤 혹은 원격 전이와 같은 

진행성 질환의 발생률이 매우 낮거나 없어야 하며, 셋째로 질병관련 

사망의 발생률이 매우 낮거나 없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진행성 질환

이 될 위험인자를 알아내어 최초 진단시 혹은 추적관찰 중 위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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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은 병변이 될 위험인자가 확인되는 병변에 대해서 선제적인 

치료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이러한 측면에서 다시 살펴보면, 20 mm 보

다 작은 비기능성 췌장 신경내분비종양의 자연경과는 대부분이 양

성 질환의 경과를 보였고, 외래에서 추적관찰 하며 필요 시 수술한 

치료방침의 성적은 매우 준수하였다.  

우선, 평균 52.2 (범위 7.0 – 167.6) 개월의 장기간 추적 

관찰한 결과 크기가 증가한 경우는 13.0% 에 불과하였고, 전체적으

로는 평균 1.4 mm 정도의 크기 증가가 확인되었고, 평균 성장속도

를 계산해보면 1년 마다 0.9 mm 성장하여 느리게 성장하는 양상임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병리학적 검사가 가능했던 종양들 중에

서 WHO 유사분열 등급이 94.7% 에서 1 등급으로 확인되며, 수술 

후 확인한 병기 역시 한 명만이 AJCC 병기 IIb 로 확인된 바 있다. 

Stage IIb 로 진단된 환자는 49세 여자로, 진단 당시 크기는 7 mm 

였으며 외래에서 55.5 개월 추적관찰 후 크기가 10 mm 로 증가하

고 국소 림프절 확대 소견이 관찰되어 수술하였고, Whipple 씨 수

술을 시행 받은 뒤 국소림프절 전이가 19 개 중 2 개 에서 발견되

었다. 이후 19.2 개월 동안 추적관찰 중에 있으며 재발의 증거는 

없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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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추적관찰 기간 동안 사망자는 3 명 있었으나 이들은 

모두 질병과 무관한 이유로 사망하였다. 매우 낮은 확률로 원격 전

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다. 본 연구 대상 환자의 2.9% 에서 원

격 전이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기존 연구에서 보고된 전이율에 비해

서 더 낮은 수준이었다.22 전이가 확인된 환자들은 모두 수술 후 재

발소견을 보였던 경우였으며 각각 수술과 화학약물요법을 통해 질

병의 증거가 없는 상태와 안정 병변 상태로 장기간 외래에서 추적

관찰 하고 있어 그 예후가 나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연구의 결과

들은 크기가 20 mm 미만인 췌장의 비기능성 신경내분비종양에 대

해서 충분한 경과관찰 기간을 가지고 필요시 수술하는 치료방침을 

뒷받침 해줄 수 있다.   

최근 크기가 작은 췌장의 신경내분비 종양에 대해 수술을 

하지 않고 경과관찰을 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수술의 명확한 적응증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라 보

인다. Gaujoux 등이 시행한 관찰연구에서 크기가 2 cm 미만인 췌

장의 비기능성 신경내분비종양 환자들을 추적관찰 한 결과 그 중 

17% (41 명 중 8 명) 만이 수술적 치료가 필요했으며 수술적 절제

를 받은 환자 모두 ENET 병기 기준으로 I 혹은 II 이며 WHO 유

사분열 등급도 모두 1 등급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들 중 사망이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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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전이가 발생한 경우는 없었기에 2 cm 미만의 비기능성 신경내

분비종양에 대해서 경과관찰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주장하고 있

다.28 유일한 케이스-컨트롤 유형의 비교연구는 Sadot 등이 발표한 

것으로, 이에 따르면 이들은 3 cm 이하의 종양에 대해서 수술하는 

것과 경과관찰 하는 것이 5 년 생존율이 각각 91%, 99% 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작은 

크기의 종양에서 수술적 절제 대신 경과관찰을 하는 것에 견고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연구이다.19 Lee 등의 연구에서도 중앙 크기 10 

mm 의 비기능성 신경내분비종양을 진단받은 77 명의 환자를 수술 

없이 경과관찰 하였고 국소 침윤이나 전이, 질병 연관 사망은 발생

하지 않았음을 보고한 바 있다.17 이외에 다양한 연구들이 췌장의 

신경내분비 종양에 대한 자연경과에 대해서 보고하고 있으며, 다양

한 변수로 그룹을 나누어서 수술적 절제를 한 것과 경과관찰을 한 

경우에 대해서 비교 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29-31 

하지만 이러한 치료방침에 대해서는 추후 더욱 확실한 다수

의 연구결과들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본히펠린

다우 증후군에서 발생한 췌장의 신경내분비 종양에 대한 연구 중, 

15 mm 보다 크기가 작은 비기능성 종양을 수술적 치료 없이 경과

관찰 한 것 보다 수술적 절제를 한 경우가 장기간 치료성적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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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고가 있으며,32 비기능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수술적 치료

가 생존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보고는 예전부터 있어왔다.33,34 한

편, 본히펠린다우 신드롬으로 진단된 환자들에서 확인한 바로는 췌

장의 비기능성 신경내분비종양이 선형 패턴의 성장을 하지 않는다

는 보고가 있으며,7 크기만을 가지고는 췌장의 신경내분비종양에 대

한 평가를 내리고 수술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무리가 있기에 크기와 

상관없이 수술적 절제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주장들도 있

다. Haynes 등이 시행한 비기능성 췌장의 신경내분비종양의 수술 

검체를 통한 후향적 연구에서 크기가 20 mm 보다 큰 경우 높은 확

률로 진행성 질환을 예측할 수 있으나, 크기가 20 mm 보다 작은 

경우에서도 진행성 질환으로 확인되고 병리학적으로 악성인 경우도 

확인되었으며 질병 관련 사망도 발생하였기에 크기를 기준으로 수

술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21 또한 Kuo 등의 연구는 

미국의 SEER (Surveillance, Epidemiology, and End Results 

Program) 데이터를 분석한 것으로, 크기가 20 mm 미만인 경우에

도 악성 양상을 보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22 이들이 제시한 수술

을 받은 크기가 20 mm 미만인 췌장의 비기능성 신경내분비종양으

로 진단받은 263명 중, 림프절 전이가 27.3%, 원격 전이가 9.1% 

에서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수술을 받은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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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서 얻은 검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수술을 받지 않고 경

과관찰 중에 있는 환자들의 경우가 배제된 상태이므로 수치 그대로 

받아들여 결론을 내기에는 무리가 있다.   

본 연구에서 추가로 확인하고자 했던 것들이 두 가지 있는

데, 하나는 크기를 세분화 하여 분석할 경우 크기 기준에 따라서 의

미 있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이었다. 즉, 크기가 

더 작은 경우가 그 임상양상이 양성에 가까울 것이라는 가정을 해

볼 수 있어 10 mm 미만의 크기를 가지는 경우나 10~20mm 사이

의 크기를 가지는 경우의 양 군으로 나누어서 비교해보았으나 임상

적인 특징이나 병리학적 결과, 수술 성적 등을 비교해보았을 때 양

군에 의미 있는 차이는 확인할 수 없었다. 다른 하나는 크기가 증가

하는 종양이나 수술 후 전이하는 종양의 위험인자를 확인한다면 초

기 진단 시에 치료를 결정함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분석하고자 하였고, 과혈관성을 보일수록 크기 증가를 보

일 위험도가 낮아진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는 조심

스럽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종양의 크기가 증가한 환자가 9 명으로 

환자 수가 매우 적었는데, 그 중 조직검사나 수술로 확진이 된 경우

는 3 명이었고 과혈관성이 아니면서 확진이 되지 않은 경우가 2 명 

이었기 때문에 진단의 불확실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결과를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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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하기에 과혈관성을 보이지 않는 것을 위험인자로 받아들이기에

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이외에 수술 후 전이하는 

종양의 특성의 경우 그 수가 적어 통계적인 의미를 부여할만한 결

과를 도출할 수 없었다. 

앞선 논의들과 더불어 향후 중요한 것은 추적관찰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이다. ENET 가이드 라인에서는 내시경초음파, MRI 

혹은 CT 를 6-12 개월마다 촬영하여서 변화가 없다면 경과관찰을 

지속하되 만약 크기에서 5 mm 이상의 증가가 있거나 크기가 20 

mm 를 초과하게 된다면 수술을 할 것을 추천하고 있으나 추적관찰

의 종료나 추적관찰 간격 연장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7 

NCCN 가이드 라인에서는 크기와 관계없이 되도록 수술을 할 것을 

권유하고 있으며, 수술을 한 이후 10 년 까지 생화학적 지표자와 

영상검사 (CT 혹은 MRI)를 촬영할 것을 권유하고 있으나 추적관

찰 간격에 대해서는 명확히 언급하고 있지 않다.16 대표적인 가이드 

라인들에서도 명확히 추천하기 어려운 이유는 비기능성 종양에 대

한 자연경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악성 양상을 나타내는데에 관

여하는 위험인자를 알지 못하며 마땅히 추적관찰 할 표지자가 없고 

굉장히 느리게 자라고 전이되기 때문에 추적관찰 간격이나 추적관

찰 종료시점에 대해서는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으며 더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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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이번 연구의 제한점은 첫 번째로 이번 연구가 후향적 연구

이면서 세부적인 비교를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부족한 환자 수를 

기반으로 한 연구라는 점이다. 췌장의 비기능성 종양은 빈도가 낮은 

질환으로 단일기관에서 많은 수의 환자를 얻기 쉽지 않은 것이 현

실이다. 또한 현재까지 나와있는 연구들은 서로 메타분석을 하기에

도 굉장히 이질적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향후 비슷한 환자

군 선택기준을 가진 연구들이 많아진다면 메타분석을 통한 분석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두 번째로 전체 환자들 중 63.8% 이 조직

학적 확진 없이 영상소견을 바탕으로 진단된 췌장의 신경내분비종

양이기에 실제로는 다른 종류의 종양이 섞여 있을 수 있다는 점이

다. 특히 부비장과 감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최초 진단시 비장

스캔을 하거나 MRI 를 추가로 촬영하여 비교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였으나 임상의의 판단에 따라 시행여부는 불규칙적이었으며 CT 

의 조영이 되는 시간차이를 면밀히 살펴 최대한 부비장이 의심되는 

경우는 제외하고자 노력하였다. 하지만 대부분 임상에서 만나게 되

는 치료 방향의 결정이 어려운 환자는 조직학적 확진을 하지 않고 

영상검사만으로 진단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접근이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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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수술이 여전히 유일하게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치료법이지만 크기가 20 mm 미만인 췌장의 비기능성 신경내분비종

양이 진행성 질환임을 나타내는 국소 침윤, 전이 등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면 수술보다는 충분한 경과관찰을 하면서 임상 양상 변화에 

따라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절제 하는 치료방침이 적용 가능할 것

이라 보여진다. 하지만 향후 많은 연구가 필요하며 대규모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자연경과 및 위험인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수술과

의 전향적 비교연구가 필요하겠다. 이와 더불어 추적관찰 중 수술 

시행에 대한 적확한 적응증에 대한 논의와 추적관찰 방법과 종료 

시점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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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atural history of small 

nonfunctioning pancreatic 

neuroendocrine tum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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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Asymptomatic sporadic nonfunctioning pancreatic 

neuroendocrine tumors (NF-PNETs) are rare disease but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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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gnosed more frequently than befor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natural course of small NF-PNETs. 

Patients and Method 

We performed retrospective study of patients with suspected 

NF-PNETs from 1999 to 2015. Patients older than 18 years 

with NF-PNETs diagnosed either by pathology or other clinical 

evidences were included. Patients with clinical symptoms of 

hormonal hypersecretion, more than 20 mm in size, local 

invasion, nodal or distant metastasis, the imaging examination 

during the follow-up period less than two, and follow-up 

period of less than 6 months were excluded. 

Results 

Small NF-PNETs in patients initially recommended 

surveillance (n=69 ; mean age, 58.9 ± 11.1 yrs) were mai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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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ed in the pancreatic head (n=32, 46.4%) with mean mass 

size of 10.9 ± 3.1 mm. The average follow-up period was 

52.2 ± 38.7 months. Tumor size changes during the follow-up 

period were as follows : increased (n=9, 13.0%), sustained 

(n=58, 84.1%), decreased (n=2, 2.9%). The mean growth rate 

of increasing tumor was 0.9 ± 2.9 mm/year and non-

hypervascular tumors showed a tendency to increase in size. 

(P=0.04)  Thirteen patients (18.8%) underwent surgery later 

during the follow-up at average 32.9 ± 42.6 months. 

According to the WHO 2010 grade classification, grade 1 was 

found in 18 patients, grade 2 in 1 patients, and grade 3 in 0 

patient. The pathologic AJCC TNM stage of surgical resected 

tumor was Ia in 7 patients, Ib in 1 patient, IIa in 2 patient, IIb in 

1 patients. Two patients (10.0%) received retreatment for 

recurred tumor at 34 and 50.1 months after surgery. There 

were 2 distant metastases cases (2.9%) who were relapsed 

after surgery and no disease related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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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Most of small NF-PNET does not increase in size and does not 

show metastasis during follow-up. Wait-and-see strategy can 

be applied for NF-PNETs less than 2cm in size without any 

evidence of invasiveness.  

Keywords: Gastroenteropancreatic neuroendocrine tumor, 

Nonfunctioning,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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