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iagnosis of Neuroendocrine Tumor: Radiologic

40

대한소화기항암학회

Diagnosis of Neuroendocrine Tumor: Radiologic

충남 학교 의학 문 학원 소화기내과

신     경     숙

1. Imaging Modalities

Neuroendocrine tumor(이하 NET)는 이나 국소침범의 소견이 확인될 때 악성종양으로 단할 수 있기 때문

에 상 검사는 정확한 진단  치 확인, 이 확인, 병기 결정,  치료 반응 평가 등에 매우 요한 역할

을 한다. 그동안 carcinoid, malignant carcinoid, NET 등으로 그 분류에 혼선이 있어 왔으나, 가장 최근의 WHO 
classification scheme (2000)에 의하면 NET를 benign behavior or uncertain malignant potential를 보이는 well-diffe- 
rentiated endocrine tumors (carcinoids), low-grade malignancy 인 well differentiated endocrine carcinomas (malignant 
carcinoids), high-grade malignancy 인 poorly differentiated endocrine carcinomas로 분류하고 있다. 본 소고에서는 

NET의 진단에 쓰이는 상의학  검사법에 한 간단한 검토와 함께 NET의 상의학  소견을 알아 보겠

으며, NET와 carcinoid를 혼용해서 기술하겠다.

1) Barium study

조 제로 황산바륨 탁액을 사용하며, upper gastrointestinal series, small bowel follow through, smallbowel 
enteroclysis, brium enema가 있다. 이들 검사법은 장  자체의 병변을 확인 할 수는 있으나, 장  외부의 변화

나 이 병변을 직  확인하기는 어렵다. Enteroclysis의 경우 nasoenteric tube를 장  내로 삽입한 후 이를 

통해 조 제를 주입하고 촬 하는 검사법으로 매우 침습 이며, 방사선 노출의 증가가  하나의 단 으

로 지 된다. 

2) CT

재 가장 흔히 쓰이는 상 검사 방법이다. multi? detector row CT (MDCT)가 개발된 이후로 thin colli- 
mation, spatial & temporal resolution의 향상, 고화질의 coronal & sagittal reformation images 등으로 작은 병

변의 발견이 향상 되었으며, 병변에 한 반 인 이해가 쉬워졌다. 소화 의 한 내강 확장을 해 

경구용 조 제를 섭취하게 하는데, 재 가장 보편 으로 이용되는 경구용 조 제는 물이다. 한 의 

확장을 해서는 CT 검사 15-30분 에 약 500 ml, 검사 직 에 250-500 ml 정도의 물을 먹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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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질환의 발견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기 해 small bowel enteroclysis를 MDCT에 용시킨 것이 CT 
enteroclysis이다. 8-French nasojejunal tube를 투시 유도하에 duodenojejunal junction까지 삽입하고, pressurecont- 
rolled pump를 이용해서 약 2,500 mL의 room-temperature water를 180-200 mL/min 속도로 장  내로 주입하

여 내강을 확장시키고, peristalsis를 억제하기 해 antispasmodic drug을 정맥주사 한 후 CT촬 을 하게 된

다. 소장의 내강 확장  작은 NET의 발견율이 향상되나 검사의 침습성  처치의 어려움, 환자의 불편

함, 방사선 피폭 등으로 인해 일반 으로 시행되지는 않는다. 요즈음에는 CT enterography를 시행하는 경우

가 많은데, 소장의 한 확장을 해 다량의 neutral oral contrast media를 섭취한 후 CT촬 을 하게 된다. 
water, 0.1% wt/vol barium sulfate suspension, sorbitol solution, poltethylene glycol solution, mannitol solution, 
lactulose solution, milk 등 다양한 종류의 경구 조 제를 쓸 수 있는데, sorbitl solution을 사용할 경우 약 1.2- 
1.5 L를 검사 45분 부터 히 나 어 10-15분 간격으로 섭취하고, 약 200-300 cc 정도의 조 제는 검사 

5분 정도 에 섭취한다. 
정맥 조 제 주입은 원발 병소의 발견, 침범의 확인, 간 이 병변의 발견 등에 필수 이다. auto- 

mated power injector를 이용해 100-120 ml의 nonionic iodinated contrast material를 3-4 ml/s의 속도로 일시 주

사한 후 동맥기 조  증강 상과 문맥기 조  증강 상을 얻게 되며, liver dome부터 symphysis pubis 하
연까지를 촬 하게 된다.

3) MR

장  역에서 MRI는 respiratory motion  peristalsis 의해 의한 인공음  등으로 인해 spatial  tem- 
poral resolutions이 CT에 비해서 떨어지며, 역시 작은 병소는 찾기 어렵다. 간 이 병변의 진단에 유용하다.

2. Imaging Features

부분의 GI tract NET는 비특이 인 상소견을 보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특별한 임상 소견을 동반하

면서 특징 인 소견을 보이기도 한다. 통 으로는 appendix에서 가장 많이 생기고, 다음으로 small bowel, 
rectum, colon, stomach의 순으로 그 발생빈도가 보고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활발한 내시경 검사로 appendix
의 NET 발생률은 어들고, stomach과 rectum에서의 발생률이 증가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요즘 가장 

빈번히 쓰이는 검사는 CT이며, 이번 소고에서는 CT소견을 심으로 알아 보겠다. GI tract의 NET는 막

층 깊숙히 치한 enteroendocrine cells에서 발생하므로 막하 소결 로 보인다. 막하 결 은 경계가 잘 

지워지고 평활한 표면을 갖으며, 상부의 막층은 궤양이 동반된 경우를 제외하곤 잘 유지되어 보이는 것

이 CT에서의 특징 인 소견이다. GI tract의 NET는 과 성 종양으로 특히 동맥기에서 가장 조  증강이 

잘 되어 보인다. 그러나 1cm보다 작은 NET의 발견에는 그리 민하지 않다. 

1) NET of Hypopharynx & Esophagus

NET 발생은 매우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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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astric NET

GI tract NET의 8.7% 정도가 stomach에서 발생한다. 부분 well-differentiated endocrine carcinoma이며, 세 

type의 carcinoid tumor로 분류되는데, type I은 autoimmune chronic atrophic gastritis, type II는 Zollinger-Ellison 
syndrome (ZES), multiple endocrine neoplasia type 1 (MEN-1)과 연 성이 높다. sporadic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type III로 분류된다. 
Type I and II carcinoids는 바륨 조  검사상 1-2 cm 크기의 mural nodules이 다발성으로 body와 fundus에

서 찰되며, CT에선 enhancing mucosal or submucosal nodules로 보인다, 바륨 조  검사상 diffusely thicke- 
ned gastric folds, multinodular gastric mucosal contour, multiple erosion이나, ulcers 등의 소견을 보이면 ZES 
이나 MEN-1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경우 액의 과다분비로 인해 barium의 flocculation이나 poor 
mucosal coating 소견이 동반될 수 있다. CT에서는 심한 벽비후, innumerable nodular mucosal and mural 
masses를 찰 할 수 있다. Type III carcinoids는 주로 body와 fundus에서 찰되는 single large mural masses
로 보인다.

Cell type이나 biologic potential과는 무 하게 종양의 크기가 크면 mucosal ulcerations을 동반하게 되고, 
바륨 조 검사나 CT에서 ulcer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ulcerofungating or ulceroinfiltrative tumors의 경우 

advanced gastric cancer와 감별하기 어렵고, regional metastatic lymphadenopathy를 보이기도 한다. Type I and 
II carcinoids의 경우 multiple hyperplastic polyps, familial adenomatous polyposis syndrome, Peutz-Jeghers synd- 
rome, juvenile polyposis, Cronkhite-Canada syndrome, Cowden disease 등과 감별이 어렵고, type III carcinoids
의 경우 adenocarcinoma, lymphoma, gastrointestinal stromal tumor 등과 감별을 요한다. 

3) Duodenal NET

GI tract NET의 2-3% 정도가 duodenum에서 발생하며, 약 2/3가 gastrinomas이다. sporadic하거나 MEN 1 
는 ZES와 연 되어 발생한다. sporadic gastrinomas는 부분 “gastrinoma triangle”에서 발생한다. 바륨 조  검사 

시에는 well defined, rounded, intraluminal polypoid mass나 focal ulceration을 동반한 intramural mass로 보이며, CT
에서는 동맥기에서 조  증강된다. ampulla 부 의 adenoma나 adenocarcinoma와 감별해야 한다.

4) Small Bowel NET

GI tract carcinoid의 50%는 appendix에서 발생하고, 33%는 소장에서 발생한다. 소장 내에서는 ileum이 가

장 흔하고, 다음으로는 jejunum이 호발 부 이다. 아주 기에는 그 크기가 매우 작으며, 소장 벽 내에 국

한되어 있으나, 종양이 자라면서 침윤성 성장을 하게 되면 장벽비후와 함께 장간 막까지 침범할 수 있다. 
종양에서 분비되는 serotonin이나 다른 hormones에 의해 desmoplastic reaction이 심하게 래되는데, mesen- 
teric mass는 tumor infiltration과 fibrosis로 인한다. Fibrosis가 mesenteric vessel을 침범하면, 해당 소장 분 의 

허 성 변화를 래한다. 일반 으로 mesenteric mass의 soft tissue stranding은 tumor infiltration에 의한 것이

라기 보다는 fibrosis이다. 상 검사 시 이런 조직학  변화를 반 하는 소견들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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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arium Studies

종양의 크기와 치에 따라 그 소견이 매우 다양하다. smooth rounded solitary intraluminal defects가 

부 회장에서 찰된다. 그러나 이런 소견은 carcinoid에만 특이 인 소견은 아니고 leiomyoma, lipoma, submu- 
cosal metastasis, 는 lymphoma 같은 다른 submucosal masses에서도 같은 소견을 보일 수 있다. Small-bowel 
follow-through 검사로는 2 cm 보다 작은 종양은 발견하기 어려우며, enteroclysis가 좀더 정확한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종양 표면에 궤양이 발생하면 barium이 고여 “target lesion (barium-filled crater)”의 소견을 보인다. 그
러나 lymphoma, melanoma, metastatic breast cancer, 는 Kaposi’s sarcoma 등에서도 비슷한 소견을 보일 수 있

다. 약 30%에서 다발성 막하 소결 로 보인다. 장간막의 fibrotic mass로 인해 주변 소장의 angulation, tethe- 
ring, fixation이 발생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partial 는 complete intestinal obstruction을 일으키기도 한다.

(2) CT

기의 작은 병변은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부분 조  증강이 잘되는 막하 결 로 보인다. 
좀더 큰 폴립양 종괴의 경우 장 첩을 일으키기도 하며, 때로는 괴사에 의해 낭성 종괴로 보일 수도 있다. 
CT는 장 의 변화 뿐만 아니라, 장간막의 변화나 간 이 등의 평가에 탁월하다. 종양 침윤, 섬유화 반응, 
림  침윤 등에 의한 mesenteric mass의 경우 spiculated margin을 보이며, 조  증강 시 조  증강되나 변

성이나 괴사로 인해 음 으로 보일 수 있다. 약 70%에서 석회화를 동반한다. 장 은 종양침윤  섬유

화에 의해 꼬여서 hairpin turn 모양의 변형을 보인다. 장간막 이 종양 침윤이나 섬유화로 침범되면 특

징 으로 “spoke-wheel” 는 “sunburst” 모양의 배열을 보이며, 해당 소장의 허 성 변화를 래한다. 석회

화를 동반한 spiculated margin의 mesenteric mass는 treated lymphoma나 retractile mesenteritis에서도 비슷하게 

보일 수 있어 감별이 필요하다. 그 외에도 metastatic disease, primary adenocarcinoma, lymphoma, gastrointes- 
tinal stromal tumor, Crohn disease, localized ischemic enteritis 등과도 감별을 요한다. 장간막 는 복강내 

이 심해지면 miliary peritoneal implants, large masses, 는 mesenteric caking 등의 소견으로 보인다. 이러

한 소견들은 CT axial scan에서도 잘 보이지만, coronal, sagittal reformated images에서 확인하면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3) MRI

Fat suppressed gadolinium enhanced T1-강조 상에서 가장 잘 보인다. 소결 이나 국소 으로 두꺼워진 

장  벽이 gadolinium 조  증강 시 강하게 조  증강 된다. 근육의 신호강도와 비교 시 병변은 T1-강조 

상에서 등신호강도, T2-강조 상에서 약한 고신호강도를 보인다. 장간막 종괴의 경우 T1-과 T2- 강조 상

에서 등신호강도를 보이며, desmoplastic reaction에 의한 stranding은 hypointense strands로 보인다.

5) Non-appendiceal Colonic NET

장의 NET은 매우 드물다. carcinoid의 약 반수는 cecum에서 발생하며, 약 15%가 상행결장에서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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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립양 종괴로 보이며, intussusception을 동반할 수 있다. infiltrating tumors의 경우 annular lesions으로 보이

기도 하나 드물다. 부분  분화된 종양으로 발견 당시 이미 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바륨 조  검사 

상 adenocarcinoma와 감별하기 어렵다. 횡행결장, 하행결장, S자 결장의 carcinoid는 약 10-15%의 발생률을 

보이는데, 상 소견은 carcinoma와 비슷하며, 이미 진행된 경우가 많아 후가 불량하다.
직장의 NET는 장의 NET 보다는 흔하며 후도 더 좋다. 약 85%에서 진단 당시 localized disease 상태

이며, 형 으로는 1 cm 보다 작은 한 개의 막하 소결 로 보이며, colonoscopy 시에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CT에서는 종종 발견하기 어렵거나, 보이면 focal asymmetric wall thickening 는 small intra- 
mural nodule로 보이며, 종양의 크기가 2 cm가 넘으면 이의 가능성이 증가 한다.

6) NET of Liver

간에서 원발성으로 발생하는 NET는 매우 드물다. 이암이 훨씬 흔한데, 원발성 암의 크기가 작더라도 

원격 이가 흔히 있을 수 있으며, CT나 MRI로 쉽게 진단할 수 있다. T1강조 조   사진에서는 음

으로 보이며, T2 강조 상에서는 등도나 고도로 증가된 신호강도를 보여 lesion-to-liver contrast가 T2- 
weighed fast spin-echo sequences에서 가장 뛰어나다. 이암은 과 성으로 간동맥으로부터 류 공 을 

받게 된다. 따라서 hypervascular pattern의 조  증강 양상을 보이는데, 조  증강 CT나 MRI T1 강조 동맥

기 상에서 강하게 조  증강되며, 문맥 지연기 상에서는 간 실질과 동등한 음 이나 신호강도를 보인

다. 지연기 상에서 종양주변으로 hypointense ring이 보이는 것 한 NET 이암의 특징 인 소견 의 하

나이다. 때론 괴사에 의해 비 균질한 조  증강을 보이거나, 종양 주변부에서 rimlike pattern으로 조  증강

되면서 지연기로 갈수록 차 차 들어가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7) Pancreatic NET

췌장의 NET는 syndromic (MEN 1, von Hippel?Lindau disease, neurofibromatosis type 1, tuberous sclerosis) 
는 nonsyndromic으로 분류할 수 있다. syndromic NET는 보통 3 cm 이하의 크기를 보이며, 형 으로 조  

증강이 잘되는 종양으로 동맥기 상에서 잘 보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문맥기 상에서  음 으로 더 잘 

보이기도 한다.  
Insulinoma가 가장 흔한 syndromic NET이다. 이들 종양이 에 인 해 치한 경우 으로 오인해 

쉽게 발견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gastrinoma는 보통 다발성으로 발생하며, gastrinoma triangle에 치하는 

경우가 많다. 종종 악성으로 간 이를 잘한다. 부분 크기가 크며, 췌장 내에 존재할 경우엔 Body 는 

tail에 치하는 경우가 많다. 
췌장의 NET는 조직의 변성으로 낭성 종양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낭벽 내에 조  증강되는 연부 조직을 

찾으면 진단에 도움이 된다. 낭성 종양의 경우 MEN syndrome과 연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낭성 변성, 
석회화, 괴사 등은 크기가 큰 종양에서 보이며, nonsyndromic NET에서 더 빈번하다. 크기가 클 경우 석회

화, 악성도가 증가 한다. 보통 췌 의 확장을 래하지 않으며, 비교  큰 종양은 다른 췌장종양과 감별하

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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