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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적 절제술로 치료된 바터팽대부의 동시 발현된 신경절세포 
부신경절종과 이소성 췌장 1예
대구파티마병원 1내과, 2병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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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ultaneous Manifestation of Gangliocytic Paraganglioma and Hetero-
topic Pancreas of Ampulla of Vater Treated by Endoscopic Re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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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ng-Rak Soh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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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ngliocytic paraganglioma is an uncommon tumor of digestive system that 
is usually found in the second portion of duodenum. It is generally considered 
benign tumor, although few reports of local recurrences and regional lymph 
node metastases have been made. Gangliocytic paraganglioma is characterized 
by its histologic pattern including ganglion cells, spindle cells and epithelioid 
cells. Heterotopic pancreas, also known as ectopic pancreas, is a pancreatic tissue 
appeared outside of its normal location lacking anatomic or vascular connection 
with the pancreas. In duodenum, it is a relatively unusual lesion that may be found 
incidentally during surgery or endoscopy. We present a case of 39-year-old woman 
with gangliocytic paraganglioma combined with heterotopic pancreas in the ampulla 
of Vater successfully treated by endoscopic re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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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신경절세포 부신경절종(gangliocytic paraganglioma)은 흔

하지 않은 소화기계 종양으로 대부분 십이지장에서 발견되

며, 조직학적으로 부신경절종과 유사한 상피양세포, 방추형

세포 및 신경절세포를 확인하여 진단할 수 있다.1

이소성 췌장은 췌장 고유 조직과 해부학적으로 떨어져 다

른 부위에 위치하는 췌장 조직으로,2 식도로부터 항문까지 전 

위장관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3 그 위치에 따라 다양한 증상이 

발현될 수 있으나, 주로 증상이 없이 우연히 발견된다.2,3

국내에서는 십이지장, 특히 바터팽대부에 발생한 신경절

세포 부신경절종과1,4 십이지장의 이소성 췌장의 증례5가 각

각 드물게 보고되었으나 아직까지 신경절세포 부신경절종

과 이소성 췌장이 동시 발현된 보고는 없었다. 국외에서는 

Lau 등6이 십이지장에 발생한 신경절세포 부신경절종이 이

소성 췌장에서 유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저자들은 상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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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감으로 발견된 바터팽대부의 점막하 종양에 대해 진단 

및 치료를 위해 내시경적 절제술을 시행 후 신경절세포 부신

경절종과 이소성 췌장이 동시 발견된 증례를 경험하여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39세 여자가 한달 동안 지속된 상복부 불편감을 주소로 내

원하였다. 과거력 및 가족력상 특이 소견은 없었으며 입원하

여 시행한 초기 활력 징후상 혈압은 120/68 mmHg, 심박수 

68회/분, 호흡수 20회/분, 체온 36.4°C였다. 이학적 검진상 

우상복부 압통을 호소하였으며 흉부 청진에서 호흡음, 심음

은 모두 정상이었다.

일반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6,000/mm3, 혈색소 12.9 g/dL, 혈

소판 232,000/mm3였고 혈청 생화학검사에서 총 단백 6.9 g/dL, 

알부민 4.2 g/dL, 총 빌리루빈 0.27 mg/dL, 아스파라진산아미

노전이효소 16 IU/L, 알라닌아미노전이효소 18 IU/L, 알칼리

성인산분해효소 65 IU/L, 감마글루타밀전이효소 29 IU/L, 

아밀라아제 46 IU/L, 리파아제 29 IU/L, 혈액요소질소 9.8 mg/

dL, 크레아티닌 0.6 mg/dL로 정상이었다. 혈청 전해질검사

에서 나트륨 140 mEq/L, 칼륨 4.2 mEq/L, 염소 104 mEq/L, 

인 3.8 mg/dL, 칼슘 9.2 mg/dL, 마그네슘 1.9 mg/dL로 정상 

소견을 보였다.

복부 전산화단층촬영에서 바터팽대부 근처에 위치한 약 

1.4 cm 정도의 비교적 윤곽이 분명한 조영증강이 잘 되는 계

란형의 종괴가 관찰되었으며(Fig. 1) 병변 주변의 이상 림프

절비대나 원격장기 전이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상부위장관 내시경검사에서 바터팽대부에 개구부를 포함

하고 돌출된 상피하 종양이 관찰되었으며, 내시경초음파검

사에서 점막하층에 약 14 mm 정도의 비교적 균질한 저에코

의 점막하 종양으로 확인되었다(Fig. 2). 주변의 림프절비대 

소견은 없었고 담관 및 췌관의 침범이 없었으며 병변은 십이

지장 벽의 고유근층은 침범하지 않아 내시경적 절제가 가능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진단 및 치료를 위해서 측시경을 이

용하여 내시경적 절제술을 시행하였다(Fig. 3A). 병변은 충

분히 십이지장 내강 내로 돌출되어 있었고 점막하층 병변으

로 에피네프린 주입시 종양의 범위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

에 에피네프린 주입 없이 바로 올가미를 이용하여 절제를 시

행하였다. 절제시 유두 개구부가 절제 부위에 포함되어 췌장

염을 예방하기 위해 내시경적역행성담췌관조영술을 시행하

고 췌관에 플라스틱스텐트를 삽입하였다.

절제된 조직의 육안적 소견을 살펴보았을 때 원형으로 회

색조를 띄고 다소 단단한 병변과 그 주변으로 약간 부드러운 

분홍빛의 병변이 관찰되었다(Fig. 3B). 육안적 병리 소견상 

종양의 크기는 2 × 1.5 × 1.2 cm였으며 절제된 검체의 병리 

결과에서 병변은 십이지장 제2부 점막하층에 위치하였고 절

제부의 경계부 침범 및 혈관 침범은 관찰되지 않았다. 현미

경 소견을 보면 유사분열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헤마톡실린 

및 에오신(hematoxylin and eosin, H & E) 염색상 두 개의 각

기 다른 병변 소견이 관찰되었는데, 한 곳은 주로 췌장 샘꽈

Fig. 1. Abdominal computer tomography showed a well enhancing mass, about a 14 mm sized (arrow), in the second portion of duode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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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조직이 엽상 증식을 하는 췌장 조직을 관찰할 수 있어 이

소성 췌장으로 진단되었다(Fig. 4A). 그리고 주된 종양 조직

은 단조로운 상피세포성 군집이 둥글거나 죽상 모양의 배열

을 보이고 있으며 그 주변으로 풍부한 혈관 조직을 관찰할 

수 있어 보편적인 부신경절종의 소견으로 판단하였다(Fig. 

4B).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신경절 모양이나 방추형 핵을 가

진 세포들이 통상적인 상피성 종양 조직과 섞여 있는 양상 

또한 관찰할 수 있어 이는 신경절세포 부신경절종에 부합하

는 소견이었다(Fig. 4C, D). 최종적으로 면역조직학검사에서 

chromogranin, CD56, synaptophysin 그리고 S-100 염색 양

성 소견을 보여 신경절세포 부신경절종으로 진단되었다

(Fig. 5). 이 두 병변은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였으며 이행부

위(transitional zone)는 없었다(Fig. 4A).

환자는 내시경적 절제술 후 양호한 경과를 보여 퇴원하였

으며 이후 약 2년간의 지속된 추적관찰 상에 종양의 재발이

나 전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Fig. 3C).

Fig. 2. (A) Duodenoscopy showed a polypoid submucosal tumor involving the papilla. (B) Endoscopic ultrasonography showed a homogenous 
hypoechoic mass.

A B

Fig. 3. (A) Endoscopic snare resection was done. (B) Gross findings of resected specimen showed well demarcated pale hard mass. (C) No recurrence of 
tumor was observed after 2 years of follow-up.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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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신경절세포 부신경절종은 드문 점막하 종양으로 부신경절

종과 유사한 상피양세포, 방추형세포 및 신경절세포의 구성

으로 이루어진 신경내분비 종양이다. 주로 십이지장의 제2

부에서 발생하나 위 및 근위부 공장 등에서도 발생할 수 있

다.7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으며(1.5-6:1)4 발생 연령은 23세

에서 83세까지 다양하나 주로 50대에 발생빈도가 높다. 대부

분 무증상인 경우가 많으나 발생 위치에 따라 복통, 위장관 

출혈, 폐쇄 등이 나타날 수 있다.7,8 형태학적 소견으로 크기

는 0.5 cm에서 10 cm까지 다양하며 대부분 유경성 종괴의 

양상을 보이며 점막하 단일 병변으로 발견된다.7

신경절세포 부신경절종은 조직학적으로 부신경절종과 유

사한 상피양세포, 방추형세포 및 신경절세포의 세가지 세포

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성분 간의 구성 비율은 다양하다. H 

& E 염색으로 위의 세가지 세포 성분을 확인하여 진단할 수 

있으며8 면역조직화학 검사를 통해 각 세포의 성상을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면역조직화학 검사에서 방추형 세포는 

A

C

B

D

Fig. 4. H & E stain. (A) Histological section shows two discrete lesions without transitional zone (left – ectopic pancreas and right – gangliocytic 
paraganglioma, ×20 magnification). (B) Epithelial tumor cells express round nests or trabecular appearance with rich vascular stroma (×40 magnification). 
(C, D) The tumor is composed of spindle cells, ganglion-like cells, and epithelial appearance (C: ×40 magnification, D: ×100 mag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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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00, neurofilament protein 등에 양성 반응을 보이고 일부

에서는 CD56에 양성을 보인다. 신경절세포는 neuron-spe-

cific enolase, synaptophysin, somatostatin, CD56에 양성이

며, 상피양세포는 chromogranin, serotonin, somatostatin, 

CD56 등에 양성 반응을 보이고 일부에서 neuron-specific 

enolase, cytokeratin 등에 양성 반응을 보인다.9,10 본 증례의 

경우 종양 조직이 세 가지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상기한 신

경내분비 표지에 양성 소견을 보이며 신경절세포 및 방추형

세포는 매우 국소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증례이다.

이소성 췌장은 췌장 고유 조직과 해부학적으로 떨어져 다

른 부위에 위치하는 췌장 조직으로2 식도로부터 항문까지 전 

위장관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위치에 따라 다양한 증상이 

발현될 수 있으나, 증상이 없이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대

부분이다.3 이소성 췌장은 정상 췌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

든 병적 변화가 발생하며 급성 및 만성 췌장염, 낭종, 농양, 

출혈 및 괴사, 양성 및 악성 종양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소

성 췌장에서의 악성 변화는 고유 췌장 조직보다 더 많은 빈

도로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으나2 임상적으로 이소성 췌장의 

A

C

B

D

Fig. 5. Immunohistochemical stain. (A) The stain for CD 56 showed intense immunoreactivity in tumor cells (×40 magnification). (B) Epithelioid cell 
nests expressed chromogranin (×100 magnification). (C) The stain for S-100 protein revealed strong positive reaction in the surrounding sustentacular 
cells (×100 magnification). (D) Epithelioid cell nests expressed synaptophysin (×100 mag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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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변화는 흔하지 않으며 약 0.7%에서 악성 변화를 관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다.11 한편 바터팽대부에 발생되는 이

소성 췌장은 매우 드물며 간혹 담관 폐쇄에 의한 황달 또는 

복통을 일으킬 수 있다.12

십이지장의 신경절세포 부신경절종의 조직학적 발생 기원

은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Perrone 등13은 췌장의 복

측 원기에서 유래한 상피세포의 과오종성 증식이라고 제안

하였고 이소성 췌장 조직에서 발생한 분리종 혹은 과오종이

라는 주장과7 배아 복강 신경절에서 발생한다는 가설,14 창자

샘의 기저부에 있는 다능성 줄기세포에서 기원한다는 의견 

등이 있다.15 이 중 Burke와 Helwig7은 51명의 신경절세포 부

신경절종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하였는데, 51명의 환

자 중 대다수에서 췌장형 관 조직이 발견되었으며 췌장 폴리

펩티드 염색이 양성으로 관찰되었다. 이로 인해 Burke와 

Helwig7은 신경절세포 부신경절종이 이소성 췌장 조직에서 

발생한 분리종이라 주장하였다. 본 증례에서도 절제된 조직

에서 췌장 조직과 신경절세포 부신경절종이 동시에 관찰되

어 Burke와 Helwig7의 주장과 일치하나 명확한 이행부위가 

관찰되지 않아 이소성 췌장과 신경절세포 부신경절종의 연

관성에 대해서는 추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다.

신경절세포 부신경절종은 대부분 임상적으로 양성 종양의 

경과를 보이며 재발 및 국소 림프절전이는 드물어 수술 전에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나, 실제로는 수술 전 정확

한 조직 진단을 하기가 어려워 췌십이지장절제술과 같은 과

도하게 광범위한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점막

하 종양인 경우 내시경 초음파로 종양의 존재 층이 점막하층

에 있다는 것을 진단하고 국소 림프절전이 및 주변 조직으로

의 침윤이 없다면 종양을 내시경적으로 국소적인 절제를 시

행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불필요한 수술 및 수술로 인한 합

병증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증례에서는 상부위장관 내시경 및 내시경초음파로 확

인된 바터팽대부 점막하 종양에 대해 진단 및 치료를 위해 

내시경적 절제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하였고 절제된 종양 내

에 신경절세포 부신경절종과 이소성 췌장이 공존하는 것으

로 진단되었다. 이는 아직 국내에서 보고된 바가 없어 상기 

두 병변이 공존하는 것의 발견에 의의가 있으며 그 연관성에 

대해서는 추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요  약

저자들은 상복부 불편감으로 발견된 바터팽대부 점막하 

종양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 시행한 내시경적 절제술상 신경

절세포 부신경절종과 이소성 췌장이 동시 발현된 증례를 경

험하여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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