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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ngliocytic paraganglioma is an extremely rare tumor that is 

usually seen in the duodenum. It has unique histologic features 

composed of endocrine cells with a carcinoid-like appearance, 

isolated ganglion cells, and spindle-shaped Schwann cells. 

Generally, this tumor is considered benign, because only a few 

cases of regional lymph node metastases and local recurrence 

have been reported. But in most patients, resection, including 

pancreatoduodenectomy, was performed because preoperative 

diagnosis was difficult. We present a case of a gangliocytic  

paraganglioma of the ampulla of vater misdiagnosed as 

ampullary adenoma and treated with endoscopic papillectomy. 

The resected specimen revealed a gangliocytic  paraganglioma. 

All margins of resection were negative for tumor. A size of the 

specimen was 2.0×1.3×1.0 cm. We present this case, because 

gangliocytic paraganglioma is a rare tumor, and it was 

successfully treated with endoscopic re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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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신경절세포 부신경절종은 조직학적으로 독특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기원이 불분명한 매우 드문 소화기계 양

성종양이다. 대부분 십이지장 제2부에서 점막 하 단일 병변으

로 발견된다.
1
 병리조직학적으로 유상피세포, 신경절세포, 

Schwann 세포 등이 섞인 특징적인 소견을 나타낸다. 이러한 

병변은 Dahl
2
 등 이 1957년 처음 기술하였고, 1971년 Kepes

와 Zacharias
3
 이 신경절세포 부신경절종이라고 명명하였다. 

Correspongding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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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적으로 위장관 출혈, 황달, 복통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

도 하지만, 본 증례와 같이 무증상으로 우연히 발견되기도 한

다. 신경절세포 부신경절종은 대부분 양성 종양으로 극히 일

부에서 재발하거나 림프절 전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4
, 수술 전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 광범위 절제술을 시행

하는 경우가 많다. 저자들은 바터팽대부 선종으로 오인되었으

나, 내시경적 절제술 후 진단된 신경절세포 부신경절종을 경

험하였으며, 또한 신경절세포 부신경절종이 내시경적 절제술

로 치료 되었기에 문헌고찰과 더불어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41세 여자가 건강 검진으로 타 병원에서 상부 위내시경

을 시행하였으며, 바터팽대부 위치에 표면이 비교적 부드

러운 종괴가 관찰 되어 본원으로 전원 되었다. 과거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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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B. Endoscopy showed a tumor without ulcer at the 

ampulla of vater.

Fig. 1A. MRI showed intraluminal polypoid lesion (1cm) 

with thick wall at duodenum second portion.

가족력에 특이소견은 없었으며, 황달이나, 복통의 증상도 

없었다. 입원 당시의 활력징후는 체온 36.4 ℃, 혈압 

119/75 mmHg, 심박수 58회 /분, 호흡수 18 회/분이었다. 

의식은 명료하며 결막은 창백하지 않았으며, 공막에 황달

은 보이지 않았다. 경부에 만져지는 종괴나 림프절은 없었

으며, 흉부검사에서 호흡음과 심음은 정상이었고 복부

검사에서 압통이나 반발통은 없었다. 말초혈액검사는 

혈색소 11.9 g/dL, 백혈구 5,010/mm3 (중성구 65.9%, 

임파구 26.7%, 단핵구 5.6%, 호산구 0.7%), 혈소판 

332,000/mm3 였고, 혈청 전해질검사는 나트륨 139 

mEq/L, 칼륨 4.8 mEq/L, 혈청 생화학검사에서 칼슘 9.2 

mg/dL, 인 3.1 mg/dL, 혈액요소질소 9.6 mg/dL, 크레아

티닌 0.64 mg/dL, 아스파라진산아미노전이효소 15 IU/L, 

알 라닌아미노전이효소 9 IU/L, 알칼리성인산분해효소 44 

IU/L, 총단백질 6.5 g/dL, 알부민 4.2 g/dL, 총빌리루빈 

1.01 mg/dL, 혈당 112 mg/dL, 아밀라아제 26 IU/L, 리파

아제 158 IU/L, 감마글루타밀전이효소 12 IU/L, 프로트롬

빈시간 10.5초(109%), C-반응단백질 0.02 mg/dL 이었

다. CEA 0.706 ng/mL, Ca 19-9 17.91 U/mL로 종양 표

지자 검사는 정상 범위 내였다

타 병원에서 시행한 복부전산단층촬영에서 간에 작은 

낭종 이 외에 특이 소견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림프절에 

이상 소견도 없었다. 본원에서 시행한 복부 자기공명영상

에서 바터팽대부 근처에 1 cm 크기의 융기성 병변이 있었

으며, 근위부 담관이 약간 확장 되어 있었다 (Fig. 1A). 위 

십이지장경에서 바터팽대부 위치에 약 2 cm의 비교적 표

면이 부드러운 종괴가 관찰 되었으며, 점막 표면에 궤양을 

동반하지 않았다 (Fig. 1B).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

술에서 원위부 담관 및 췌관의 확장은 관찰 되지 않았다. 

타 병원에서 시행하였던 조직 검사 상에서 종양 세포가 보

이지 않았으나, 내시경적 육안소견에서 바터팽대부 선종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내시경적 유두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Fig. 2A, 2B).

절제된 조직의 종양은 결합조직으로 형성된 피막과 종

괴에 의해 위축된 조직으로 둘러싸여 경계가 비교적 명확

했고 혈관이 풍부한 섬유조직으로 형성된 기둥들에 의해 

종양조직이 많은 소엽으로 분리 되어있었다. 종양의 절단

면은 연회색을 띠며 크기는 2.0 x 1.3 x 1.0 cm이었다. 현

미경적 소견상 종양은 상피양 내분비 세포, 신경절세포, 

방추형 세포 등 세 가지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신경절세포 

부신경절종(gangliocytic paraganglioma)의 특징을 보였

다. 상피양 내분비 세포는 둥지, 리본, 육주 형태로 배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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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A. Endoscopy revealed protruding mass with smooth 

covering mucosa at the ampulla of vater.
Fig. 2B. Endoscopic snare papillectomy was done. 

여 유암종 또는 부신경절종의 종양세포와 유사한 형태를 

나타냈으며, 방추형 세포는 길고 경계가 불분명한 섬유상

의 세포질과 길고 끝이 뾰족한 핵을 지니고 있어서 슈반

(Schwann) 세포에 부합하였고, 풍부한 세포질과 크고 둥

근 핵, 뚜렷한 핵소체를 지닌 신경절세포는 한 개씩 흩어

지거나 몇 개씩 무리 지어 관찰되었다 (Fig. 3). 유사분열

이나 혈관 및 림프관 침범은 관찰되지 않았다. 면역조직화

학염색상, 상피양 내분비 세포는 chromogranin, Neuron 

specific enolase, Synaptophysin, CD 56 에 양성 반응을 

보였고, 신경절세포는 S-100 protein, Neurofilament, 

chromogranin, Neuron specific enolase, Synaptophysin, 

CD 56 에 양성 반응을 보였으며, 방추형 세포는 S-100 

protein, Neurofilament, Neuron specific enolase, 

Synaptophysin, CD 56에 양성 소견을 보였다. Ki-67에 

대해서는 세 가지 구성 세포가 모두 음성을 나타냈다 (Fig. 4). 자

세한 면역화학조직염의 종류 및 결과는 Table 1에 정리하

였다(Table 1).

내시경적 유두 절제술 후, 신경절세포 부신경절종으로 

진단되었으며, 시술 후 한 차례 절제 부위에 출혈이 있어 

내시경적 지혈을 시행하였다. 현재 외래에서 경과 관찰 중

이며 2개월 뒤 시행한 위 십이지장경에서 유두 절제술 후 

궤양 반흔만 관찰 되었다(Fig. 5A). 절제술 2개월 후, 양

전자방출단층촬영에서 재발이나 전이를 의심할만한 높은 

F-18-FDG의 섭취는 보이지 않았다(Fig. 5B).

고찰

신경절세포 부신경절종은 상피양 내분비 세포, 신경절

세포, 방추형세포의 세가지 세포로 독특한 조직학적 구성

으로 이루어져 있다. 조직학적 생성 기원이 불분명한 매우 

드문 소화기계 종양이며, 십이지장의 팽대부에서 주로 발

생하나, 근위부 공장, 위 등에서도 발생한다.
1
 신경절세포 

부신경절종에 대한 Bruke 등
1
의 보고에 따르면, 복통, 위

장관 출혈, 위문 폐색, 담도 폐색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도 

있으며, 본 증례와 같이 무증상의 경우도 있다. 육안적으

로 0.5∼10cm 까지 크기는 다양하고, 유경성 종괴나 무경

성 종괴로 대부분 점막 하 단일 병변으로 나타난다.

신경절세포 부신경절종은 조직학적으로 상피양 내분비 

세포, 신경절세포, 방추형세포의 세가지 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성분간의 구성 비율은 다양하다. 면역조직화학

적 검사를 통해서 각 세포의 성상을 확인 할 수 있다. 일반

적으로 상피양 내분비 세포는 chromogranin, somatos-

tatin, serotonin 등에 양성 반응을 보이고 일부에서 

neuron-specific enolase, cytokeratin 등에 양성 반응을 

보일 수도 있으며, 신경절세포는 neuron-specific eno-

lase, synaptophysin, somatostatin 등에 양성 반응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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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body Epithelioid cells Ganglion cells Spindle cells

Neuron specific enolase + + +

Synaptophysin + + +

Chromogranin + + -

CD 56 + + +

S-100 protein - + +

Neurofilament - + +

Cytokeratin - - -

Ki-67 - - -

Table 1. Summary of immunohistochemical findings

Fig. 3. Histological finding from the tumor of ampulla of 

Vater. 

A: Histological section shows a gangliocytic paraganglioma

with triphasic cellular differentiation, consisting of 

neuroendocrine cells, spindle-shaped cells, and ganglion 

cells (hematoxylin and eosin stain, 100x magnification). 

B: Tumor cells of neuroendocrine cell type are encompassed

by those of spindle-shaped cell type. Also observed are 

Ganglion-like cells which have a large and oval nucleus 

with conspicuous nucleolus, as well as a polyhedral 

amphophilic cytoplasm. (hematoxylin and eosin stain, 200x 

magnification).

Fig. 4. Immunohistochemical finding from the tumor of 

ampulla of Vater.

A: Immunohistochemical stain for Synaptophysin showing 

intense immunoreactivity in the neuroendocrine cells which 

are arranged in rib bons or solid nests and the ganglion 

cells which are scattered as single elements or aggregated 

clusters (200x magnification).

B: Immunohistochemical stain for CD 56 showing intense 

immunoreactivity in the neuroendocrine cells (200x 

magnification)

C: Immunohistochemical stain for S-100 protein showing 

intense immunoreactivity in the spindle-shaped cells which 

form small fascicles and envelope neuroendocrine cell nests 

(200x magnification).

D: Immunohistochemical stain for Ki-67 showing negative 

immunoreactivity in tumor cells  (200x mag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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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B. Two months after papillectomy, FDG PET scan 

showed no focal FDG uptake around duodenum.

Fig. 5A. Two months after papillectomy, endoscopic view 

revealed ulcer scar at the major papilla.

이고, 방추형세포는 S-100, neurofilament protein 등에 

양성 반응을 보인다.
5,6

십이지장의 신경절세포 부신경절종은 췌장의 복측 원기

에서 유래한 상피세포의 과오종성 증식이라는 주장이 있

고,
7
 장선의 기저부에 있는 다능성 줄기세포로부터 기원한

다는 주장이 있다.
8
 배아 복강 신경절에서 유래한다는 의

견과,
9
 이소성 췌장 조직에서 생긴 과오종이나 융모막암종이

라는 주장도 있으나
1
 그 기전은 확실하게 밝혀 지지 않았다.

내시경에서 십이지장의 유경성 종괴로 나타나는 병변은 

이소성 위 점막 과증식(74.5%), 브루너선 과증식(2.5%)과 

같은 비신생물성 병변과, 선종(8.5%), 유암종(2.9%), 선암

(2.2%)과 같은 신생물성 병변이 있다.
10
 이러한 병변 중에

서 유암종과 평활근종, 신경절세포 부신경절종이  점막 하 

병변으로 나타난다. 신경절세포 부신경절종은 육안적으로 

십이지장의 유경성 종괴로 나타나는 다른 병변과 구별하기 

힘들며, 점막 하에 위치하여 조직 생검으로 심부 조직을 

얻기 힘들 기 때문에 내시경적 조직 생검 만으로 진단이 

힘든 경우가 많다. 특히, 바터팽대부 신생물성 병변 중에

서 내시경적 소견만으로 선종, 선암 및 유암종과 신경절세

포 부신경절종을 감별하기 어렵다.
11
 내시경 초음파에서 유

암종과 신경절세포 부신경절종은 점막하 병변으로 나타날 

수 있어 감별 진단에 도움이 된다. 바터팽대부 선종은 내

시경적 소견으로 유두의 대칭성은 보존되어 있으며, 표면

점막은 과립상을 보이나, 미란이나 궤양은 동반하지 않는

다. 병변의 표면은 부드럽고 평활하다. 반면, 내시경적 소

견에서 종괴가 단단하거나, 궤양을 동반하면 악성 종양을 

고려해야 하지만, 선종이 국소적으로 암을 포함하는 경우

도 있어 감별이 어려울 수 있다. 바터팽대부 유암종은 내

시경적 소견으로 점막 표면에 미란이나 궤양을 동반하는 

경우가 드물어 선종과 감별이 어려울 수 있으나, 내시경 

초음파에서 심부 점막이나, 점막하 병변으로 나타난다. 조

직 생검으로 심부 조직을 얻기 힘들기 때문에, 수술 전 진

단율이 14%로 낮다. 바터팽대부 신경절세포 부신경절종은 

40%에서만 점막 궤양을 동반하며, 내시경 초음파에서 점

막하 병변으로 나타난다.
12

본 증례에서는 타 병원에서 시행한 조직 검사에서 종양

세포가 보이지 않았으며, 내시경에서 종괴의 표면이 부드

럽고, 미란이나 궤양을 동반하지 않아 바터팽대부의 양성 

종양을 의심하였다. 특히, 바터팽대부의 양성 종양 중에서 

가장 흔한 바터팽대부 선종을 의심하였고 내시경적 절제술

을 시행하였다.

신경절세포 부신경절종은 대부분 양성 종양의 양호한 

임상경과를 보인다. 매우 드물게 재발 및 림프절 전이, 원

격전이가 보고 되기도 하였으나,
13
 종양의 전이나 재발로 

인해 사망한 예가 없다. 양성 종양의 양호한 경과에도, 수

술 전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 광범위 절제술을 시행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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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많다. 정확한 진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진단된 

후 영상 검사로 주변 조직으로의 전이나 침윤이 없다면 과

도한 수술로 인한 합병증을 피할 수 있는 국소 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다. 치료 전 진단이 어렵다면, 십이지장 점막 

하 종양이 주변 림프절이나 췌담도계 침범 소견이 없고, 크

기가 작을 경우 내시경적 절제술이 진단과 치료에 유용하다

는 보고가 있다. Nagai 등은 출혈을 동반한 십이지장의 종

괴를 내시경 초음파를 이용하여 점막 하 종양으로 확인하

고,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 및 복부 전산단층촬영으

로 주변 조직으로의 침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 후 내시

경적 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점막 하 종양이 신경절세포 

부신경절종으로 진단되었고 치료도 동시에 가능하였다.
14
 

우리나라의 6예에서 대부분 치료 전 생검으로 진단이 어

려웠으며, 1예에서 췌십이지장 절제술을 시행하였고, 3예

에서 외과적 국소 절제, 2예에서 내시경적 국소 절제를 시

행하였다. 림프절 전이를 포함한 악성 변화는 없었고, 모

두 양성 병변이었다.
15
 본 증례에서 저자들은 육안적으로 

신경절세포 부신경절종을 선종으로 오인하고 내시경적 절

제술을 고려하였다. 내시경 초음파는 바터팽대부 신생물성 

병변에서 침윤 깊이 및 주위 림프절로의 전이를 평가하기

에 유용하다.
11
 그러나 모든 바터팽대부 선종에서 내시경 

초음파의 필요성 유무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1cm 미만이

거나, 궤양이나 출혈을 동반하지 않는 바터팽대부 선종에

서는 내시경 초음파가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11
 본 

증례에서 저자들은 바터팽대부 선종을 의심하고 내시경 초

음파는 시행하지 않았으나, 유암종이나 신경절세포 부신경

절종과 같은 점막하 병변을 고려하여 내시경 초음파를 시

행하였다면, 진단에 더욱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비록, 저자들은 내시경 초음파는 시행하지 않았으나 다른 

종양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내시경적 절제술 

전, 복부 자기공명영상 및 내시경적 담췌관조영술을 시행

하여 주변 조직 및 림프절로의 전이나 침윤이 없음을 확인

하였다. 내시경적 절제술 후 신경절세포 부신경절종으로 

밝혀 졌으며, 이는 과도한 수술을 피하고 양성 종양의 진

단 및 치료가 동시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그 의의가 있

다. 주변 조직 및 림프절 침범이 없고, 악성화의 증거가 없

는 크기가 작은 십이지장의 신경절세포 부신경절종은 내시

경적 절제술이 치료 방법으로 유용하며, 추후 내시경적 절

제술로 치료된 신경절세포 부신경절종의 더 많은 증례의 

보고 및 추적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요약

저자들은 바터팽대부의 종괴를 선종으로 오인하였으나, 

치료 전 영상 검사 및 내시경적 절제술 후 진단된 신경절

세포 부신경절종을 경험하였으며, 또한 신경절세포 부신경

절종이 내시경적 절제술로 성공적으로 치료 되었기에 문헌

고찰과 더불어 보고하는 바이다.

색인단어: 신경절세포 부신경절종, 바터팽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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