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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적 절제술로 완전 절제된 바터 팽대부의 신경절세포 
부신경절종 1예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소화기내과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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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신경절세포 부신경절종은 주로 십이지장 유두부에서 나타

나는 양성종양으로 알려져 있으며, 발생빈도가 낮고 아직 명

확한 기원이 밝혀진 것은 없다. 독특한 조직학적 구성을 가

지고 있으며 상피모양세포, 신경절세포, 방추형세포 등이 섞

인 특징적인 소견을 나타낸다. 무증상인 경우가 많고 점막 

궤양으로 인한 출혈이나 크기가 큰 경우에는 드물게 장폐색

이나 담도 폐색을 유발할 수 있다. 대부분 양성종양이지만 

림프절 침범이나 원격전이가 발생된 예도 보고되어 있다.1 

저자들은 내시경에서 우연히 발견되어 조직검사상 신경내

분비종으로 진단된 십이지장 주유두부의 점막하 종양에 대

해서 내시경적 유두부 절제술로 완전 절제를 시행하였고, 병

리 소견상 신경절세포 부신경절종이 진단된 예를 경험하였

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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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ngliocytic paraganglioma (GP) is an extremely rare tumor that mostly occurs in 
the periampullary area of the duodenum. It is characterized by benign behavior and 
favorable outcomes, but sometimes shows regional lymph node dissemination. 
GP consist of three characteristic histological components: epithelioid, spindle, and 
ganglion cells. Therefore, it is often misdiagnosed as a neuroendocrine tumor when 
only endoscopic forceps biopsy is performed. The clinical management of GP has 
not yet been standardized. This case report describes an asymptomatic patient who 
was initially diagnosed with a grade-1 neuroendocrine tumor, but was confirmed as 
having benign GP after endoscopic papillectomy. Complete en-bloc resection was 
performed for this patient, without any significant adverse events. At a 6-month 
follow-up assessment, the patient remained asymptomatic and there was no 
evidence of recur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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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례

41세 남자가 건강검진에서 시행한 상부위장관 내시경 검

사상 주유두부 종괴 소견이 관찰되어 내원하였다. 환자는 20

갑년의 흡연력과 주 1회 소주 반병의 음주력 있었으며 다른 

과거력이나 가족력은 없었다.

환자는 위장관계 증상은 없었다. 활력 징후는 혈압 129/76 

mmHg, 맥박수 55회/분, 호흡 20회/분, 체온 36.3°C였다. 의

식은 명료하였고 병색은 관찰되지 않았다. 신체 검진에서 결

막 창백이나 공막의 황달 소견은 없었고 경부에 만져지는 종

괴나 림프절은 없었다. 호흡음, 심음은 정상이었으며 복부 

압통, 반발통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촉진되는 종괴도 없었다. 

말초혈액검사에서 백혈구 5,400/mL, 혈색소 13.8 g/dL, 혈소

판 227,000/mL였고, 아스파라진산 아미노전이효소 18 IU/L, 

알라닌 아미노전이효소 14 IU/L, 총 빌리루빈 0.4 mg/dL, 알

칼리성 인산분해효소 70 IU/L, 감마 글루타밀전이효소 14 

IU/L, CA 19-9 7 U/mL였다. 십이지장경 검사에서 바터 팽대

부에 정상 점막을 가진 융기된 점막하 종양이 관찰되었고 측

면에 홍반성 미란이 있었다(Fig. 1). 복부 전산화단층촬영에

서 십이지장 유두부의 2.3 cm 크기의 둥근 모양의 종양이 관

찰되었고 주변 혈관으로의 침범 소견이나 담도, 췌관의 확장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복부 임파선이나 기타 장기의 이상

소견은 없었다(Fig. 2).

내시경 초음파검사에서는 2.4 × 1.4 cm 크기의 경계가 잘 

지어지는 저에코의 종양이 바터 팽대부의 점막하 층에 국한

되어 관찰되었으며 담도와 췌관의 확장은 관찰되지 않았다

(Fig. 3). 조직학적 확진을 위해 십이지장경에서 보이는 종양

에서 조직생검을 시행하였고 신경내분비종 소견이 관찰되

었다. 유사분열수는 관찰되지 않았으나 세포증식 인자인 

Ki-67이 2%로 Grade 1에 해당하여 분화도가 좋은 신경내분

비종으로 생각되었다. 종괴가 바터팽대부에 국한되어 있고 

종괴가 2.4 cm 정도로 내시경적 절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

되어 내시경적 유두부절제술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십이지

장경 소견에서 종양의 측면에서 관찰된 발적된 미란 부위를 

통하여 시술전에 hand-made insulated PTFE (polytetrafluo-

roethylene) stent2를 삽입하였고 이후 올가미로 종양을 잡은 

후 전기 소작술을 시행하였다. 소작술 시행후 올가미를 제거

하는 과정에서 hand-made insulated PTFE stent가 빠졌고 

췌장염 예방을 위해 다시 췌관에 5 Fr 플라스틱 스텐트를 삽

입 후 시술을 종료하였다(Fig. 4). 시술 후 급성 출혈이나 췌

장염 등의 합병증은 없었고 시술 3일째 다시 상부위장관 내
Fig. 1. A huge duodenal mass was visualized at the ampulla of Vater by 
duodenoscopy.

Fig. 2. A 2.3-cm sized enhancing mass lesion  
(arrow) at the 2nd portion of the duodenum on 
(A) transverse section and (B) coronal section 
abdominal computed tomograph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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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경 검사를 시행해 시술 부위의 출혈이 없음을 확인하고 퇴

원하였다.

절제된 병변은 육안상으로 점막하에 국한된 경계가 매우 

잘 지어지며 분엽화된 종양이었고 미백색의 색을 띄었으며 

3.5 × 2.3 × 1.7 cm 크기였다. 조직학적으로 점막하 층의 경

계가 잘 지어지는 종양이 관찰되었고 종양의 대부분에서 상

피모양세포가 관찰되었으나 종양 깊은 곳에 큰 핵과 경계가 

뚜렷한 핵소체, 풍부한 세포질을 가지는 신경절 세포와 돌기

형 세포질을 가지는 방추세포가 함께 관찰되었다(Fig. 5). 면

역조직화학적 검사상 CD56, synaptophysin, chromogranin 

A, S100 protein에 양성을 보여 상피양 내분비세포, 신경절 

세포, 방추세포 세 가지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종양으로 볼 

수 있었고 신경절세포 부신경절종을 진단하였다. 또한 절제

부위 경계부에서는 종양세포가 관찰되지 않았고 혈관 침범

도 관찰되지 않았으며 유사분열수 2-20/10HPF, Ki 67이 

5-10%로 비교적 분화도가 좋은 양성종양으로 생각되었다.

특이 시술 합병증 없이 퇴원하였으며, 시술 2주 후 췌관에 

삽입한 스텐트를 제거하였다. 시술 6개월 후 추적관찰한 상

부위장관 내시경상 종양의 재발소견은 없었고 절제부위 생

검에서도 종양세포는 발견되지 않았다. 
Fig. 3. A 2.4 x 1.4 cm-sized well-circumscribed hypoechoic lesion in the 
submucosal layer of the duodenum by endoscopic ultrasonography.

F i g .  4 .  E n d o s c o p i c  p a p i l l e c t o m y  w a s 
performed. (A) Selective cannulation of the 
pancreatic duct was performed using a standard 
cannula. (B) Before resection, we inserted a 5 Fr-
polytetrafluoroethylene-insulated stent and 
simultaneously grasped the tumor and the stent 
with a snare. (C) After papillectomy, bleeding 
control was performed. The pre-resection 
pancreatic stent was incidentally lost during 
retrieval of the specimen. (D) A pancreatic stent 
was inserted after papillectomy to prevent 
pancreatitis. (E) The resected mass was well-
encapsulated by intact mucosa and the size of 
the specimen was about 3.5 cm.D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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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신경절세포 부신경절종은 Dahl 등3에 의해 1957년 십이지

장의 신경절신경종(ganglioneuroma)으로 처음 보고되었다. 

이후 1971년 Kepes 등4이 이 종양이 조직학적으로 신경절세

포와 신경섬유로 이루어졌다고 알려졌던 신경절신경종과 

유하사지만 대부분 상피모양세포로 이루어진 부신경절종의 

병리소견도 함께 가지고 있으면서 기존의 신경절신경종, 부

신경절종과는 발생위치, 예후 등의 측면에서 달라 명명을 달

리 하여 구분할 것을 제안하였다.

Okubo 등5에 의해 2011년 발표된 문헌에 보고된 192예의 

신경절세포 부신경절종에 대한 역학연구와 2015년 발표된 

신경절세포 부신경절종에 대한 일본의 다기관 연구에 따르

면 이 종양은 15세에서 84세까지 다양한 연령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평균 발생 연령은 50-60대이다. 90% 이상이 십이지

장에서 발견되었고 위장관 계통에서는 공장(1.6%), 식도

(1%) 등에서도 보고된 바가 있다. 위장관 출혈이 가장 흔한 

증상이고 복통,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담도 폐

색은 드물게 나타난다. 국내에는 담도 폐색을 일으켜 황달로 

발현된 증례보고가 하나 있었다.6

신경절세포 부신경절종은 조직학적으로 상피모양세포, 신

경절세포, 방추형세포의 세 종류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직 그 조직학적 생성기원이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다. 

Perrone 등7은 췌장의 배쪽 원기에서 유래한 과오종이라고 

주장하였고, Reed 등8은 창자 샘의 기저부에 존재하는 다기

능성 줄기세포에서 기원한다고 주장하였다. 배아복강 신경

절에서 발생한다는 가설과 이소성 췌장에서 발생한 과오종

이라는 가설도 있다. 광학현미경으로도 세가지 종류의 세포

가 모두 발견되지만 면역조직화학적 검사를 통해서 각 세포

의  성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보통  상피양  내분비세포는 

somatostatin, CD 56, chromogranin 등에 양성을 보이고 신

경절세포는 synaptophysin, somatostatin에 양성을 보이며 

방추형세포는 S-100, neurofilament protein 등에 양성반응

을 보인다.9 세 가지 세포의 구성비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

러한 조직학적 특성으로 신경절세포 부신경절종은 분화도

가 좋은 신경내분비종(Grade 1)으로 오진단되는 경우가 많

다. 유사 분열도와 세포증식 인자인 Ki-67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도 유사하다. 하지만, 5년 생존율이 80% 정도로 보고

되고 있는 신경내분비종(Grade 1)에 비해 신경절세포 부신

경절종은 현재까지 단 한 예의 사망 환자만 보고되었다.1 예

후의 차이 때문에 이 두 가지 종양을 감별하는 것은 중요하

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신경절세포 부신경절종의 상피모

양세포에서는 췌장 폴리펩타이드가 발현되고 신경내분비종

의 상피모양 세포에서는 발현되지 않는 차이가 있다는 연구

가 있으며 혈청 췌장 폴리펩타이드 역시 신경절세포 부신경

절종 환자에서만 양성으로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어 추후 종

양의 재발 등의 추적검사에 사용할 수 있는 표지자가 생길 

것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10

Fig. 5. (A) The cut surface of the specimen 
showing a whitish-yellow color with well-
defined lobulated contours. (B) Histological 
section (H&E, x40) showing a well-circumscribed 
mass lesion beneath the duodenal mucosa. (C) 
On the histological section (H&E, x400), the 
tumor was mainly composed of epithelioid cells. 
(D) Spindle cells (left arrow) and ganglion cells 
(right arrow) were found in the periphery of the 
tumor (H&E, x40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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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절세포 부신경절종은 양성으로 나타나며 수술적 절제

술, 내시경적 절제술 후 경과도 양호한 편이지만, 진단 당시 

림프절 전이나 원격전이가 발견된 예가 보고되었고 치료 후 

추적기간 동안 재발한 예도 보고된 바가 있다.11,12 따라서 발

견시 주변 장기의 침범이나 림프절 전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화 단층촬영, 내시경 초음파검사 등이 필요하다. 췌담도 

내부로의 침범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을 시행할 수도 있다. 신경절세포 부신경절종에 대해

서 근치적 췌십이지장 절제술을 시행 가능하나 이 종양이 대

부분 양성 경과를 보이기 때문에 내시경적 절제술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다만, 원격 전이의 예가 보고

된 바가 있기 때문에 시술 전 정확한 병기 설정과 재발 의 가

능성이 있어 이를 발견하기 위한 추적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장기적인 예후에 관련된 데이터 수집이 필요

한 상황이다.

본 증례에서 저자들은 바터 팽대부의 우연히 발견된 점막

하 종양에 대해 조직생검을 시행하였고 신경내분비종 진단 

하에 내시경 초음파, 전산화단층촬영 등으로 주변장기, 림프

절의 침범 등을 확인한 후에 내시경적 유두부절제술을 시행

하였고 신경절세포 부신경절종으로 확진하였다. 위장관에

서 발견되는 점막하 종양의 경우 조직학적 진단이 불충분한 

경우가 많고 또한 본 증례와 같은 신경절세포 부신경절종의 

경우 세 종류의 세포 중 일부만 조직검사에서 나타났을 때 

오진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근치적 치료뿐 아니라 정확

한 병리진단을 위해서도 내시경적 절제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양성종양의 근거가 뚜렷한 경우 신경절세포 부신경절종의 

치료로 내시경적 유두부 절제술이 유용한 치료로 생각되며 

앞으로 이제까지 보고된 증례들의 추척 관찰을 통한 재발의 

확인 등에 대한 진료 지침이 생긴다면 근치적 치료 방법으로 

내시경적 유두부 절제술이 정립될 것으로 생각된다.

요  약

저자들은 십이지장의 팽대부에서 발견된 종양에 대해 조

직검사를 시행, 신경내분비종으로 판단하여 내시경적 유두

부 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신경절세포 부신경절종으로 진

단된 증례를 경험하였으며, 신경절세포 부신경절종이 내시

경적 유두부절제술로 성공적으로 치료되었기에 문헌고찰과 

더불어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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