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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장신경내분비종양의 내과적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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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Paradigm of Treatment for Pancreatic Neuroendocrine  
Tum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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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creatic neuroendocrine tumor (PNET) refer to tumors originating from the islet 
of Langerhans and shows various prognosis based on the presence or absence of 
symptoms due to hormone secretion, the Ki-67 cell proliferation index, and the 
histologic grade, and according to the degree of disease progression defined by the 
tumor-node-metastasis (TNM) stage classification. The purpose of medical treatment 
for PNET is to control symptoms or inhibit tumor growth. Somatostatin analogues can 
be administered for the purpose of controlling symptoms caused by the secretion of 
specific hormones, and are accepted as effective drugs for inhibiting the progression 
of G1/G2 tumors based on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classification with a Ki-
67 cell proliferation index less than 20%. Among the molecularly targeted agents, 
everolimus and sunitinib can be considered in patients with WHO G1/G2 PNET 
showing progression after somatostatin analog therapy. Cytotoxic chemotherapy is 
generally administered to patients with large tumor volume and rapidly progressing 
metastatic NET, and etoposide/cisplatin combination therapy has been considered 
as a standard treatment. For the patient group of Grade 3 PNET (well differentiated) 
newly classified by the WHO 2017 classification, guidelines for standard treatment 
have not yet been established. As it has been reported, studies are needed to 
evaluate the treatment response rate of somatostatin analogues or molecularly 
targeted therapies for the patient with Grade 3 PNET. It is important to consider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with all possible treatment options including medical 
treatment, radical resection of primary or metastatic lesions, liver-directed therapies, 
and peptide receptor radionuclide therapy for the patients with P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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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췌장신경내분비종양(pancreatic neuroendocrine tumor)은 

랑게르한스 소도(islet of Langerhans)에서 기원한 종양을 

의미하며, 췌장암에서 2-3%를 차지하는 드문 종양이다.1,2 국내 

자료를 살펴보면, 2000년에서 2009년까지 29개 병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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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한 위·장·췌장계 신경내분비종양(gastroenteropancreatic 

neuroendocrine tumors, GEP-NETs) 4,951명의 증례에서 

췌장신경내분비종양은 8.7%의 비율로 관찰되었고, 최근 진단 

기술의 발전함에 따라 발견 빈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3 

또한, 대한소화기암학회에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5개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G E P - N E T s  2 , 3 4 5  증례  중 

췌장신경내분비종양으로 진단된 153명의 환자를 분석한 결과, 

종양 기능성에 따른 분류에서 비기능성 종양이 흔하였고 

(117명, 76.5%), 기능성 종양 중에서는 인슐린종(25명, 16.3%)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증상의 발현 없이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는 전체 환자 중 29.4%였으며, 종양은 췌장 머리 부분에서 

47.7%, 몸통 및 꼬리 부분에서 52.3%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발성 내분비샘 신생물(multiple endocrine 

neoplasia, MEN) 증후군 비율은 1.9%에 불과하였고, 2010년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을 때 

Grade 1 (G1) 98명(64.1%), Grade 2 (G2) 37명(24.2%), Grade 3 

(G3) 18명(17.7%) 순이었으며, Grade에 따른 2년 무질병 기간 

비율은 92%, 62%, 25% 순이었다.4 췌장신경내분비종양은 진단 

당시 진행된 병기를 보이더라도 예후는 췌장 선암에 비해 

양호하며 진행이 느린 편으로, 내과적 치료의 목적은 종양 

증식을  억제하고  증상을  조절하는  것이다 .  본고에서는 

췌장신경내분비종양에서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 

중, 내과적 치료 방법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본 론

1. 췌장신경내분비종양의 분류

췌장에서 기인한 신경내분비종양은 호르몬 분비에 의한 증상 

발현 유무, Ki-67 분열 지수(Ki-67 proliferative index) 및 

세포분화도를 기준으로 한 분류 외에도, tumor-node-metastasis 

(TNM) 병기 분류를 통한 병의 진행 정도에 따라 다양한 예후를 

보인다. 우선 기능성에 따른 분류에서, 50-75% 정도의 종양은 

대부분은 비기능성으로 호르몬 증후군과 관련되어 있지 않다. 

병기에  따른  분류에서  전이성  종양은  조사에  따라  약 

14-58%까지 보고되고 있으며, 가장 흔한 전이 장소는 간으로 

조사되고  있다.4-7 대부분  췌장신경내분비종양은  산발적 

(sporadic)이지만, 생식세포 돌연변이에 의한 MEN 1형 및 4형, 

본 히펠린다우(von Hippel-Lindau, VHL) 증후군, 신경섬유종증 

1형(neurofibromatosis type I, NF1), 결절성 경화증과 같은 

다양한  유전적  내분비병증이  췌장신경내분비종양과 

연관되기도 한다.8

2010년 WHO 분류에서는 저분화 신경내분비 암종(poorly 

differentiated neuroendocrin carcinoma)과 Ki-67 분열 지수가 

높은  G3 신경내분비종양을  하나의  동일한  진단  체계로 

분류하였지만, 2017년 개정된 WHO 분류에서는 구분하여 

명명하였다(Table 1).9 이는 대부분의 저분화 신경내분비 

암종이  높은  K i - 6 7  분열지수를  보이지만 ,  모든  G 3 

신경내분비종양이 저분화 소견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일부 신경내분비종양 환자에서 조직학적으로 고분화(well 

differentiated) 종양이면서 Ki-67 분열 지수가 20%보다 큰(보통 

20-55%) 경우가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10 이렇듯 새롭게 

분류된 고분화 G3 신경내분비종양은 G2 신경내분비종양과 

신경내분비 암종과 치료 반응률이나 전체 생존 기간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령, 고분화 G3 신경내분비종양 환자에서 

기존의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을 사용하였을 때 무질병 

기간은  2.4개월로  신경내분비  암종  환자에서  관찰되는 

5.0개월과 비교하여 치료 반응률 면에서 불량하였고,11 전체 

생존  기간  측면에서는  G2 신경내분비종양과  비교하여 

불량하였지만 ,  신경내분비  암종보다는  양호한  결과를 

보였다.11-14 

Table 1. WHO 2010 and 2017 Classi�cation of NETs

WHO 2010 Gastrointestinal NET classification WHO 2017 Pancreatic NET classficiation

Nomenclature Grade Nomenclature Grade

NET G1 (Ki-67 ≤2% and/or MI <2) NET (well-differentiated) G1 (Ki-67 ≤2% and/or MI <2)

G2 (Ki-67 3-20% and/or MI 2-20) G2 (Ki-67 3-20% and/or MI 2-20)

G3 (Ki-67 >20% and/or MI >20)

NEC G3 (Ki-67 >20% and/or MI >20) NEC (poorly-differentiated) G3 (Ki-67 >20% and/or MI >20)

NET, neuroendocrine tumor; G, grade; Ki-67, Ki-67 proliferation index; MI, mitotic index, mitoses/10 high power field; NEC, neuroendocrine carcin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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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췌장신경내분비종양의 치료 원칙

치료를 선택함에 있어 증상의 유무, WHO Grade, 종양의 

전이 정도 및 범위, 환자의 신체 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수술로 완전 절제가 가능하다면, 수술을 우선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  하지만  절제  불가능한  무증상 

췌장신경내분비종양에서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3-4개월 

간격으로 추적 관찰을 권고하고 있는데,15-17 이는 비기능성 

진행성 신경내분비종양 환자에서 시행한 CLARINET 연구에서 

lanreotide 치료군과 위약군의 무질병 기간은 차이가 있었지만, 

전체 생존 기간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을 근거로 한다.18 다만, 

무증상이지만 조직학적으로 고분화도를 보이면서 큰 종양 

부하를 가진, 절제 불가능한 췌장신경내분비종양의 경우, 

소마토스타틴 유사체(octreotide or lanreotide) 치료를 권고하고 

있다.15-17 아직까지 무증상 환자에서 소마토스타틴 유사체를 

시작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확립되어 있지 않다. 치료 후 진행성 

또는  전이성  종양으로  악화되었을  때 ,  전신  치료로써 

everolimus, sunitinib, temozolomide와 capecitabine 병용 치료 

또는 소마토스타틴 수용체 영상이 양성일 때 방사선표적치료 

(peptide receptor radionuclide therapy, PRRT) with 

177Lu-dotatate 등의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15-17

3. 진행성 췌장신경내분비종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치료 약제

진행성 또는 전이성 췌장신경내분비종양 환자에서 내과적 

약물  치료의  목적은  증상을  조절하거나 ,  종양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이다. 우선 증상 조절은 기능성 종양에서 분비되는 

과도한 호르몬을 조절하거나, 이러한 호르몬 과다 분비로 인한 

증상을 완화하는 것이다. 기능성 종양에서 분비되어 증상을 

유발하는  호르몬을  살펴보면 ,  인슐린 (인슐린종 ) , 

가스트린(가스트린종), 글루카곤(글루카곤종), 혈관 작동성 장 

펩티드(vasoactive intestinal peptide [VIP] 종), 소마토스타틴 

(소마토스타틴종), 췌장 폴리펩티드(pancreatic polypeptide [PP] 

종) 등이 있다. 종양의 성장을 억제하는 약제로는 소마토스타틴 

유사체(octreotide, lanreotide), 분자 표적 치료제(everolimus, 

sunitinib), 항암치료(capecitabine, 5-fluorouracil, dacarbazine, 

oxaliplatin, streptozotocin, temozolomide) 등이 있다.

기능성 췌장신경내분비종양 중 가장 빈도가 높은 인슐린종에 

대해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인슐린종은 1 cm 미만으로 크기가 

작으며, 90% 이상에서 양성 종양으로 전이성 종양의 빈도는 

매우 낮다. 인슐린종 환자에서 나타나는 증상은 인슐린 분비 

과다와 연관이 있으며, 흔히 저혈당으로 인한 기억상실, 

심계항진, 혼수 등이 동반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슐린종은 

피낭(encapsulation)이 잘 형성되어 있어 단순종양제거술 

(enucleation) 및 복강경하 제거 수술을 시도할 수 있다. 하지만 

전이성 병변 등으로 수술이 제한적인 경우, 내과적 치료로써 

증상 완화 및 혈당 안정화를 위해 인슐린 분비 억제제인 

diazoxide, dilantin 등이나 베타세포를 파괴하는 streptozocin, 

5-FU, doxorubicin을 사용할 수 있으며, 종양의 생장 억제를 

위하여 고용량 소마토스타틴 유사체 또는 everolimus 투여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종양  성장을  억제하는  약제  중,  현재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European Medicine Agency 

(EMA)로부터 췌장신경내분비종양의 치료 약물로 승인되어 

사용되고 있는 octreotide, lanreotide, everolimus, sunitinib, 

streptozocin 등의 치료 약제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소마토스타틴 유사체

소마토스타틴 유사체는 기능성 췌장신경내분비종양의 

호르몬 과다 분비로 인한 증상을 조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여되며, 이 중 특히 VIP종, 글루카곤종에서 증상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슐린종이나 가스트린종에서도 

일부 효과가 있지만, 기존 diazoxide 및 PPI 치료에 비해 

우월하지 않고, 특히 인슐린종에서는 insulin counterpart 

hormone인 glucagon을 함께 억제하여, 이로 인해 저혈당증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차 치료 이상의 방법으로 주의해서 

사용되어야 한다. 

주목할 점은 소마토스타틴 유사체는 호르몬 분비와 연관된 

증상 조절 목적뿐 만 아니라 항암 효과를 위해서도 사용되고 

있으며, Ki-67 분열 지수가 20% 미만인 WHO 분류기준 G1/G2 

종양의 진행을 억제하는 데에 효과적인 약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고분화 G1/G2 종양의 경우 선암(adenocarcinoma)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세포  증식과  성장이  늦어 ,  기존의 

고식적인 항암화학요법으로는 충분한 세포 독성 효과를 얻지 

못하면서도 부작용의 발현 비율은 높았으나, 소마토스타틴 

유사체는 세포 표면의 G-protein-linked receptors에 결합하여 

여러 가지 기전을 통하여 호르몬 분비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종양 증식 억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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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19

2000년대  들어서  진행된  두  가지  연구(PROMID와 

CLARINET 연구) 결과를 근거로 소마토스타틴 유사체는 

췌장신경내분비종양  억제  목적으로  사용이  승인  받게 

되었다.18,20 PROMID 연구에 사용된 octreotide long acting release 

(LAR)는 소마토스타틴보다 성장호르몬, 글루카곤 및 인슐린 

분비를  더  강력하게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진  최초의 

소마토스타틴 유사체로서, 전이성 신경내분비종양 환자에서 

위약군에 비하여 종양의 진행을 약 8개월 지연시킬 수 있음이 

확인 되었다.20 CLARINET 연구는 위장관 및 췌장에서 기원한 

비기능성 진행성 신경내분비종양 환자를 대상으로 lanreotide 

(somatuline autogelⓇ)를 투여하여 위약군과 비교 시 무질병 

기간 측면에서 의미 있는 연장을 보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통해 

lanreotide가 진행성 신경내분비종양 환자에서 증상 조절뿐만 

아니라 종양 성장 억제에도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였다.18

부작용으로는 위장관 증상으로 복부 팽만감, 오심, 설사, 지방 

흡수 불량에 따른 지방변 등이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호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소마토스타틴 유사체로 

치료받는 환자 4명 중 1명은 담석증이 생길 수 있어,21,22 진행된 

췌장신경내분비종양 환자에서 소마토스타틴 유사체 치료가 

계획되어 있는 경우, 예방적 담석 절제술 시행을 고려해야 

한다.23

2) 분자 표적 치료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신경내분비종양에서 세포독성 

항암화학요법은  고분화  종양  환자에서  치료  효과가 

불충분하고, 부작용의 발현 비율이 높아, 표적 항암제가 새로운 

치료 약제로 모색되어 왔다. 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NCCN) 가이드라인에 따라, 분자표적치료제 중 

everolimus와 sunitinib은 소마토스타틴 유사체 치료 후 진행된 

WHO G1/G2 췌장신경내분비종양 환자에서 고려될 수 있다.24

(1) Everolimus

Everolimus (RAD001, AfinitorⓇ)는 먹는 mammalian target of 

r a p a m y c i n  ( m T O R )  억제제로 ,  진행성  또는  전이성 

췌장신경내분비종양 환자에서 1차 치료제로 고려되는 약제 중 

하나이다. mTOR은 threonine kinase로 mTOR이 활성화되면, 

세포의 성장, 분열, 혈관 생성과 연관되는 특정 단백질의 생성이 

증가하여 ,  종양의  성장  및  전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 

everolimus는 특정 수용체인 FK-506 binding protein-12와 

결합하여 mTOR complex를 억제하며 항암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2 5 췌장신경내분비종양  환자에서 

everolimus가  치료  약제로  승인  받는  임상적  근거가  된 

RADIANT-1, 2, 3, 4연구를 살펴보면,26-29 RADIANT-1, 2에서는 

everolimus와  octreotide LAR를  같이  투여하였고 , 26,27 

RADIANT-3 연구에서는 everolimus 단독으로 Grade 1/2 진행성 

췌장신경내분비종양  4 1 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 

RADIANT-3 연구에서 everolimus (10 mg, 1일 1회 경구 투약 

요법) 투약 군의 무질병 기간 중앙값은 11.0개월로 위약군의 

4.6개월과 비교해 의미 있는 치료 효과가 확인되었다.28 또한, 폐 

또는  위장관에서  기인하여  전이가  동반된  고분화 

신경내분비종양 환자에서 everolimus의 유효성을 평가한 

RADIANT-4 임상 결과, 위약군 대비 질병 진행 위험이 52% 

감소하였고 사망 위험 역시 36%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29 

부작용을 살펴보면, RADIANT-3 연구에서 Grade 3, 4 부작용은 

위약과 비교하여 빈혈(6% vs. 0%), 고혈당(5% vs. 2%)과 같은 

경도의  증상만  관찰되어  표적  치료제로서의  안전성도 

입증되었다.28 국내 연구에서 부작용을 살펴보면,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절제불가능한 전이성 췌장신경내분비종양으로 

진단된 4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에서 everolimus 

투여 후 나타나는 부작용으로는 구내염이 가장 흔하였고 

(47.5%), 피부 발진(32.5%), 빈혈(12.5%), 설사(10%), 혈소판 

감소증(7.5%) 순이었다.30 Everolimus를 투여하면서 주의하여 

할 점은 기전은 아직 불분명하지만 간질성 폐렴이나 고혈당을 

일으킬 수 있어, 폐질환이 있거나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sunitinib과 같은 다른 분자표적치료제 사용을 고려해야 하겠다.

(2) Sunitinib

Sunitinib (SutentⓇ)은 먹는 multi-targeted tyrosine kinase 

inhibitor로, VEGFR-1,2,3 및 PDGFR-α/ß 등의 angiogenesis와 

연관된 다양한 tyrosine kinase와 c-kit 등을 억제함으로써 종양 

억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로 신세포암종에 

사용되고 있는 약제로, 절제 불가능하거나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고분화 췌장신경내분비종양 치료에도 사용이 승인되어 

투여할 수 있다.31,32 Grade 1/2 진행성 췌장신경내분비종양 

171명을 대상으로 한 3상 임상 연구에서 37.5 mg sunitinib 

투여군의 무질병 기간의 중앙값이 11.4개월로 위약군의 

5.5개월에 비해 의미 있는 연장이 관찰되었다. 이 연구에서 추적 

기간 중 두 군 모두 사망 환자가 50%에 도달하지 않아 생존 

분석이 완료되지 못하였지만, 위험비(hazard ratio)는 0.4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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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에 비해 sunitinib 투여 시 사망 위험도가 낮게 관찰되었다 

(95% CI 0.19 to 0.89; p =0.02). 또한, 9.3%의 약제 반응률 

(objective response rate)을 보임으로써 위약군의 0%와 현저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31 Sunitinib의 약물 부작용으로는 

고혈압, 호중구 감소증, 혈소판 감소증, 갑상선 기능 이상, 

수족구 증후군, 심부전 등이 보고되고 있어, 심혈관 질환이나 

고혈압, 출혈 경향이 있는 환자에게는 everolimus의 투여가 더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3) 항암화학요법

일반적으로 항암화학요법은 주로 Ki-67 분열 지수가 높거나 

급속히 진행하는 종양 또는 타 장기로 전이가 동반된 경우, 다른 

치료에 실패하였거나 소마토스타틴 수용체 음성인 신경내분비 

암종에 우선적으로 사용이 고려되며, 주로 etoposide/cisplatin 

병합 요법이 표준 치료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 Streptozocin-based chemotherapy (alkylating agent)

Streptozocin, dacarbazine, temozolomide은 고전적으로 

사용되는 알킬화 항암제로, 단독 혹은 항 대사제(5-fluorouracil 

[5-FU], capecitabine)와 병용 투여할 수 있다.33,34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췌장신경내분비종양 환자에서 5-FU, doxorubicin, 

streptozocin 병용 요법으로 치료하였을 때, 39%의 반응률을 

보였으며,35 5-FU, cisplatin, streptozocin 병용 치료 시 38% 

반응률을 보였다는 후향적 연구 결과가 있다.36

(2) Temozolomide-based chemotherapy

경구 항암제인 temozolomide는 dacarbazine의 독성을 줄여 

개발한 경구용 알킬화 항암제로, 주로 재발성 뇌종양 환자에서 

사용되던 약제이다. 한 2상 연구에서 전이성 혹은 절제불가능한 

저등급(low grade) 또는  중등급(intermediate grade) 

췌장신경내분비종양 환자를 대상으로 temozolomide 단독과 

capecitabine/temozolomide (CAPTEM) 병용 치료의 효과를 

비교하였으며, CAPTEM 치료군이 22.7개월의 무질병 기간을 

보여, temozolomide 단독 치료군의 14.4개월보다 우수한 치료 

성적을 보였다.37 또한, etoposide/cisplatin에 실패한 전이성 

저분화 신경내분비종양에서 2차 약제로서 temozolomide의 

효과를 평가한 한 후향적 연구에서 temozolomide 단독 또는 

병합요법(capecitabine 또는 bevacizumab)은 치료 반응률 33%, 

무질병 기간 6개월의 치료 효과를 보고하였다.38

(3) Platinum-based chemotherapy

미분화(undi f ferent iated)  혹은  저분화도인(poor ly 

differentiated) 신경내분비암종(neuroendocrine carcinoma, 

NEC)의 경우, 임상적으로 급격히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폐소세포암(small cell lung cancer) 환자에서 투여되는 치료 

약제인 cisplatin 및 carboplatin과 같은 백금 함유 항암제가 주로 

사용되어 왔다. Etoposide, cisplatin 병용 치료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Moertel 등39이 18명 전이성 미분화(anaplastic) 

신경내분비 암종에서 전향적으로 시행한 1차 치료 연구에서 

6 7 %의  반응률을  보고하였고 ,  M i r t y  등 4 0은  5 3명의 

신경내분비종양 환자를 대상으로 한 후향적 연구에서, 고분화 

신경내분비종양 환자 11명에서 9.4% 반응률을 보였으나, 

41명의 저분화 암종에서는 41.5% 반응률을 보고하였다.6 

252명의 진행성 GEP-NETs 환자를 포함한 대규모 후향적 

연구에서, etoposide, cisplatin 병용 요법을 1차 치료로 시행한 

129명의 환자에서 치료 반응률은 31%, 무질병 기간은 4개월, 

중앙 생존 기간은 12개월로 조사되었다. Ki-67 분열 지수가 

20-55%인 경우, 55% 이상인 경우보다 etoposide/cisplatin 병용 

요법에 반응률이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으며,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Ki-67 55%라는 기준이 GEP-NETs 환자에서 기존의 

항암화학요법에  대한  반응을  예측하는  기준점으로 

받아들여지는  계기가  되었다 . 1 0 추가적으로 ,  현재  G 3 

췌장신경내분비 암종에서 capecitabine/temozolomide와 

etoposide/cisplatin 병용 요법을 비교하는 무작위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NCT02595424).

4) 기타

(1) 항 PD-1 면역 항암제 

전이성 고등급(high grade) 신경내분비종양으로 치료받은 

환자에서 2차 약제로 항 PD-1 단일클론항체인 pembrolizumab 

단독  치료의  효과를  관찰한  한  연구에서 ,  29명  환자  중 

1명(3.4%)에서만 부분 관해를 보였고, 무질병 기간 중앙값은 8.9 

주에 불과하였으며, PD-L1 발현 여부와 치료 효과는 관련성이 

없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41 또한, 최근 KEYNOTE-28과 

KEYNOTE-158 연구에서도 진행성 췌장신경내분비종양 환자를 

대상으로 pembrolizumab 투여의 효과가 각각 6.3%, 7.5% 의 

반응률에 머물렀다.42,43 또다른 항 PD-1 단일클론항체인 

spartalizumab (PDR001) 단독 2상 임상 시험 예비 결과에서 

3 3명의  췌장신경내분비종양에서  반응률이  3 . 0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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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되었다.44 따라서 현재까지 췌장신경내분비종양에서 면역 

항암제 요법의 사용을 뒷받침 할 만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고 하겠다. 단, 높은 현미부수체 불안정성 또는 종양 

돌연변이 부하를 보이는 진행성 췌장신경내분비종양 환자에서 

pembrolizumab 등 면역항암제의 치료 효과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 결과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45-47

Table 2. Drugs and insurance criteria for pancreatic neuroendocrine tumors

Regimen Product name Insurance criteria

Octreotide LAR Sandostatin® LAR - 시행일: 2013년 10월 1일
- 투여 대상

1.   국소 치료가 불가능한 진행성 또는 전이성 분화가 좋은(well differentiated 또는 grade 1 or 2) 
신경내분비종양

- 용법/용량: 30 mg 1회/4주 간격
- 투여 단계/요법: 1차 이상, palliative

1.   위·장·췌장계 신경내분비종양의 증상 개선 목적: 카르시노이드 증후군을 나타내는 카르시노이드 
종양

- 용법/용량: 120 mg 1회/4주 간격

Lanreotide acetate Somatuline®  

Autogel®
- 시행일: 2016년 4월 1일
-   투여 대상: 절제불가능하고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분화가 좋은(well differentiated 또는 grade 

1 or 2) 위·장·췌장계 신경내분비종양
- 용법/용량: 60-120 mg 1회/4주 간격
- 투여 단계/요법: 1차 이상, palliative

Everolimus Afinitor® - 시행일: 2013년 3월 1일
-   투여 대상: 절제불가능하고, grade 1, 2 진행성 및/또는 전이성 췌장신경내분비암 → GEP-NET로 

확대(2018. 1)
- 용법/용량: 10 mg 1회/일
- 투여 단계/요법: 1차 이상, palliative

Sunitinib Sutent® - 시행일: 2013년 3월 1일
- 투여 대상: 절제불가능하고, grade 1, 2 진행성 및/또는 전이성 췌장신경내분비암
- 용법/용량: 37.5 mg 1회/일
- 투여 단계/요법: 1차 이상, palliative

Etoposide/Cisplatin Etoposide 
Cisplatin

- 시행일: 2006년 1월 9일
- 투여 대상: 위·장·췌장계 신경내분비암
- 용법/용량: etoposide 100 mg/m2 D1-3, cisplatin 70 mg/m2 D1 (3주 간격)
- 투여 단계/요법: 1차 이상, palliative

Capecitabine/
Temozolomide

Xeloda®  
Temodal®

- 시행일: 2011년 8월 1일
- 투여 대상: 전이성 췌장신경내분비암
- 급여: 사전신청요법 
-   용법/용량: Temozolomide 150-200 mg/m2 D10-14 

capecitabine 1,500 mg/m2 D1-14 (4주 간격)
- 투여 단계/요법: 1차 이상, palliative

Irinotecan/Cisplatin Irinotecan Cisplatin - 시행일: 2012년 1월 1일
- 투여 대상: Extrapulmonary small cell carcinoma, stage IV에 적용
- 급여: 사전신청요법
-   용법/용량: Irinotecan 60 (or 65) mg/m2 IV D1, 8, (15)  

cisplatin 60 mg/m2 D1 (or 25 mg/m2 D1, 2, 3)
- 투여 단계/요법: 2차 이상, palliative

FOLFIRI Irinotecan+leucovorin+5-FU - 시행일: 2020년 10월 28일
- 투여 대상: Etoposide+platinum 항암요법에 실패한 신경내분비종양(grade 3)
- 급여: 사전신청요법
-   용법/용량: Irinotecan 180 mg/m2 D1, leucovorin 400 mg/m2 (2 hr infusion) D1,  

5-FU 400 mg/m2 (10 min bolus) D1, 5-FU 1,200 mg/m2 (44 hr infusion) D1-D2
- 투여 단계/요법: 2차 이상, palli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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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보험 기준

현재 국내에서 췌장신경내분비종양 환자의 치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약제를 살펴보면, 1군 항암제로 인터페론 

알파와 전신 항암제(etoposide+cisplatin, doxorubicin, 

etoposide+cisplatin+ifosfamide, 5-FU+interferon-alpha)가 

포함되며, 2군 항암제로는 산도스타틴 유사체(octreotide LAR, 

lanreotide acetate), everolimus, sunitinib이 사용 가능하다(Table 2). 

결 론

췌장신경내분비종양은 진행이 느린 무증상 종양, 다양한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능성  종양 ,  초기부터  원격  전이를 

동반하는 진행성 종양까지 다양한 임상 경과를 보인다. 이에 

증상 발현 유무, Ki-67 분열 지수 및 세포분화도를 기준으로 한 

분류 외에도 TNM 병기 분류를 통한 병의 진행 정도에 따라 

단일 또는 병용 치료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과적 약물 

치료를 통해 기능성 신경내분비종양 환자에서 보이는 증상의 

조절과 함께 종양 증식 억제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Grade 1/2 진행성 혹은 전이성 췌장신경내분비종양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내과적 치료 약제로는 소마토스타틴 유사체, 분자 표적 

치료제, 기존의 전신 항암제 등이 있다. 전이성 췌장신경내분비 

암종에서는 전신 항암제인 cisplatin 또는 carboplatin과 etoposide 

병용 치료 요법 또는 temozolomide에 기초한 항암치료가 

고려될 수 있다. 최근 2017년 WHO 분류기준에서 새롭게 

분리된 Grade 3 췌장신경내분비종양(well differentiated, high 

grade) 환자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표준  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기존의 전신 항암제에 

치료 반응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G1/G2 

종양에서 사용되는 소마토스타틴 유사체나 분자표적치료제 

등의 치료 반응률을 평가할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췌장신경내분비종양은 다양한 임상 경과를 보이는 만큼 

다양한 치료의 선택이 필요하며, 내과적 치료뿐만 아니라 원발 

부위 및 전이성 병소에 대한 근치적 절제술, 간동맥 색전술과 

고주파 소작술 등의 국소 치료(liver-directed therapies), 방사선 

동위  원소를  이용한  PRRT 등  모든  가능한  치료  방법을 

고려하는 다학제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요 약 

췌장신경내분비종양은 랑게르한스 소도에서 기원한 종양을 

의미하며, 호르몬 분비에 의한 증상 발현 유무, Ki-67 분열 지수 

및 세포분화도를 기준으로 한 분류 외에도, Tumor-Node-

Metastasis (TNM) 병기 분류를 통한 병의 진행 정도에 따라 

다양한 예후를 보인다. 췌장신경내분비종양의 내과적 치료 

목표는 증상을 조절하거나, 종양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이다. 

내과적 치료 약제 중 하나인 소마토스타틴 유사체는 호르몬 

분비와  연관된  증상  조절  목적뿐만  아니라  항암  효과를 

위해서도 사용되고 있으며, Ki-67 분열 지수가 20% 미만인 

WHO 분류기준 Grade 1/Grade 2 (G1/G2) 종양의 진행을 

억제하는  데에  효과적인  약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분자표적치료제 중 everolimus와 sunitinib은 소마토스타틴 

유사체 치료 후 진행된 WHO G1/G2 췌장신경내분비종양 

환자에서 고려될 수 있다. 항암화학요법은 주로 Ki-67 분열 

지수가 높거나 급속히 진행하는 종양 또는 타 장기로 전이가 

동반된 경우, 다른 치료에 실패하였거나 소마토스타틴 수용체 

음성인 신경내분비 암종에 우선적으로 사용이 고려되며, 주로 

etoposide/cisplatin 병합 요법이 표준 치료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Grade 3 췌장신경내분비종양(well differentiated, 

high grade) 환자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표준 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기존의 전신 항암제에 

치료 반응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G 1 / G 2  종양에서  사용되는  소마토스타틴  유사체나 

분자표적치료제 등의 치료 반응률을 평가할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췌장신경내분비종양은 다양한 임상 경과를 보이는 

만큼 다양한 치료의 선택이 필요하며, 내과적 치료뿐만 아니라 

원발 부위 및 전이성 병소에 대한 근치적 절제술, 간동맥 

색전술과 고주파 소작술 등의 국소 치료, 방사선 동위 원소를 

이용한 방사선표적치료(PRRT) 등 모든 가능한 치료 방법을 

고려하는 다학제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국문 색인: 췌장신경내분비종양, 위·장·췌장계 신경내분비종양, 

신경내분비 암종, 내과적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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