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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내분비 종양의 치료
- 내과  치료를 심으로 -

동 학교 의과 학 내과학교실

조     재     희

I. 서   론

신경내분비 세포(neuroendocrine cell)는 신에 걸쳐 분포하며, 특히 장   췌장은 다양한 신경내분

비 세포가 존재하고, 이러한 산재된 세포는 드물지만 암종으로 진행할 수 있다. 최근 내시경  CT, MRI, 
EUS등의 다양한 진단 기술의 발 과 보편화로 종양의 발견 빈도는 증가하고 있다. 신경내분비 종양은 호

르몬 분비 능력에 따라 기능성, 비기능성으로 분류되고, 세포 분화 정도에 따라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나

뉜다. 첫째는 소세포폐암(small cell lung cancer)과 유사하게 악성도가 높은 소세포 미분화(small cell undiffe- 
rentiated) 는 역행성(anaplastic) 세포 형태를 띄는 분화 신경내분비 암종(poorly-differentiated neuroendo- 
crine carcinoma)이고, 둘째는 고분화(well differentiated) 신경내분비 암종으로 소화  유암종(carcinoid)  췌

장 내분비 종양(pancreatic endocrine tumor)을 포함한다.
신경내분비 종양은 다양한 원발 치  기능 여하에 따라 생물학 , 임상  차이를 보이며, 이로 인해 

다양한 치료 방법이 사용된다. 본 장에서는 각각의 원발 부 에 따른 치료 원칙  이성 신경내분비 암

종의 다양한 치료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II. 본   론

소화   췌장 신경내분비 종양의 치료는 크게 근치  치료와 보존  치료로 나뉘며, 종양의 크기와 

발생 장기, 이 유무가 요한 고려 인자이다. 재까지 가장 이상 인 치료는 외과 인 완  제이며, 
국소 으로 반복  재발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가능하다면 제하는 것이 치료의 원칙이다. 우연하게 

발견된 병변의 경우 내시경 는 복강경을 이용한 최소침습  치료가 우선시 되며, 강력하게 악성이 의심

되는 경우 개복수술이 먼  고려되어야만 한다. 한 기능성 신경 내분비 종양은 somatostatin analog를 이

용한 치료가 수술  선행되어야 한다. 추후 octreotide 치료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 부작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담석 치료를 해 담낭 제술(cholecystectomy)을 같이 방 으로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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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cidence of metastases related to the size of primary carcinoid tumor6 

Tumor location and size(cm) Total patients numbers
Nodal metastasis, number 

of patients (percent)

Distant metastases, number 

of patients (percent)

Small intestine

  ≤ 1  43  5 (12)  2 (5)

  1.1-1.9  83 58 (70) 16 (19)

  ≥ 2  59 50 (85) 28 (47)

Appendix

  ≤ 1 431  0  0

  1.1-1.9  53  4 (7.5)  2 (4)

  ≥ 2  33 11 (33)  4 (12)

Colon

  < 2  11  2  2

  ≥ 2  42 26 (62) 17 (40)

1. 고분화 신경내분비 종양/암종(well differentiated neuroendocrine tumor/carcinoma)

1) 국소질환(Locoregional disease)

(1) 소화관 신경내분비 종양/암종(Carcinoid) 

장 의 각 장기마다 특유의 신경내분비 세포로 부터 유암종(carcinoid)이 발생하며, 각기 다른 임상 경과

를 보인다. 그에 따른 치료 방법도 약간씩 차이를 보이나, 기본 인 치료 방법의 수술  완 할 제이다.1,2

① 소장(small bowel)

소장의 유암종은 26-30%에서 다발성으로 나타나며, 증상은 주로 병의 진행기에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장기와 달리 부분 설명되지 않는 장 폐쇄로 진단된다. 5년 생존율은 54% 정도이며, 다른 장기에 비해 

카르시노이드(carcinoid) 증후군의 발생률이 높다.3 소장 유암종은 크기에 계없이 타 장기로 이할 수 있

는 가능성이 높으므로(Table 1) 범 한 제와 더불어 소장 장간막  주  림  제거술이 필요하다. 
한 동시성(synchronous) 병변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술시 장에 걸친 확인이 필요하다. 십이지장의 병

변은 수술의 범 가 커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내시경  제술을 먼  시도한다. 십이지장의 신경내분

비 종양은 주로 가스트린 세포에서 발생하며, 1 cm 미만의 작은 종양은 내시경 제술로 치료가 가능하다. 

② 충수돌기(appendix)

충수 제술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으며, 후는 모든 장기 에서 가장 좋다. 크기 2 cm을 기

으로 치료 방향을 결정한다. 2 cm 이하의 병변(약 95%)은 진단 당시 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단순 충수돌

기 제술(simple appendectomy)로도 완치가 가능하다(Table 1). 2 cm 이상 크기 는 불완  제술(림 , 
수술 변연 부  양성의 경우 재발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측반 장 제술(Right hemicolectomy)  재개

복술(reexploration)을 시행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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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장(colon)

체 유암종  약 4%를 차지하고, 주로 맹장에 발생한다. 증상이 발 될 때까지 시간이 길어, 진단 당

시 주  장기와 원격 이가 많으며, 후가 불량하다. 부분 2 cm 이상 크기로 발견되나, 종양의 크기가 

2 cm 미만이면 국소 제술이 가능하다. 

④ 직장(rectum)

체 카르시노이드 종양  약 13%를 차지하나, 최근 장내시경의 보편화로 인해 발견 빈도가 증가되

고 있다. 카르시노이드 증후군은 거의 일어나지 않으며, 원격 이가 높은 장의 유암종과 비교해 직장 유

암종은 약 14%에서 이를 동반한다. 치료에 있어서는 크기가 가장 요한 후 인자로 2 cm 이하의 경우

는 내시경  는 외과  경항문 제술(transanal resection)을 시행한다. 최근 다양한 연구에서 simple poly- 
pectomy, 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 cap-assisted endoscopic mucosal resection 등의 다양한 내시경  치

료 방법이 소개 되었으나, 최선의 치료법에 해서는 이견이 있다.5 크기가 2 cm 이상의 경우는 방

제술(low anterior resection) 는 복회음 제술(abdominoperineal resection)을 통한 근치  제술이 필요하다.  

⑤ 위(stomach)

의 유암종은 gastrin 분비능에 따라 치료 방법에 차이를 보인다. 고가스트린 증(hypergastrinemia)을 

보이는 type I(자가면역성 만성 축성 장염과 련된 경우), type II(졸링거 엘리손 증후군과 련된 경우)
와 정상 가스트린  농도를 보이는 type III(산발성)으로 나  수 있다. 고가스트린 증을 보이는 I형  

II형 유암종의 경우 2 cm 이하의 단발성 는 다발성 병변은 내시경  제술을 시행하며, 졸링거 엘리손

(Zollinger-Ellison) 증후군 환자의 경우 PPI (proton pump inhibitor)와 somatostatin analog를 사용하여 증상을 

조 한다. III형 유암종은 진단시 약 10%에서 이를 동반하는 공격 인 임상 양상을 보이므로 진단 시

부터 극 인 치료가 필요하다. 특히 2 cm 과의 단발성 는 다발성 병변은 완  혹은 부분 제술 

 림  제술 등의 수술  치료가 선호된다.

(2) 췌장 신경내분비 종양(Pancreas neuroendocrine tumor)

가장 이상 인 치료는 외과 인 완  제이나, 호르몬 과분비로 인한 증상은 수술  충분히 조 되어

야 하며, 각각 분비되는 호르몬에 따라 필요한 치료가 차이가 있다. 인슐린종, 일부 가스트린종, 그리고 크

기가 2 cm 미만의 작은 병변을 제외하고는 췌장 내분비 종양은 상당히 높은 악성화 경향이 있으므로, 수
술 시 주변 림  제를 포함한 췌장 제술이 필요하다.7 최근 복강경을 이용한 단순 종양 제술(enu- 
cleation)은 췌장 실질을 보존할 수 있는 치료법으로 인슐린종  비기능성 내분비 종양에서 사용 되고 있

다.8-12 한 췌장 미부 종양 수술시 비장 제술이 고려되는 경우 수술  pneumococcus, haemophilus influenzae b, 
meningococcus group C 삼제백신으로 방주사를 시행한다.2



신경내분비 종양의 치료

48

대한소화기항암학회

① 기능성 신경내분비 종양(Functional neuroendocrine tumor)

a. 가스트린종(Gastrinoma)

췌장의 기능성 내분비 종양  인슐린종 다음으로 빈도가 높은 종양이다. 진단 당시 크기가 2 cm 이상

인 경우가 흔하고, 약 70%에서 악성의 경과를 보이며 다발성인 경우가 많다. 청 가스트린 상승에 따른 

산 분비를 여야 하며, PPI 는 H2-길항제를 사용한다. 단순 종양 제술과 주  림  제술이 치

료의 일차 선택이지만, 크기가 큰 경우 췌십이지장 제술로 치료한다. 산발  가스트린종(sporadic gastri- 
noma)의 50%는 십이지장에서 발생하며, 막하 종양으로 찰된다. 5 mm 미만의 십이지장 가스트린종은 

단순 종양 제술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경우 주변 림 선 이가 60-80%로 보고되어 주  림 선 

제술이 필요하다.

b. 인슐린종(Insulinoma)

일반 으로 인슐린종은 1 cm 미만으로 크기가 작으며, 90% 이상에서 양성 종양이며, 피낭(encapsulation)
이 잘 형성되어 있어 단순종양 제술(enucleation)  복강경하 제거 수술을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병변의 

치  크기에 따라 원 부 췌장 제술 는 췌두십이지장 제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이성 병변 

등으로 수술이 제한 인 경우 증상 완화  당 안정화를 해 인슐린 분비 억제제인 diazoxide, Dilantin 등
이나 베타세포를 괴하는 streptozocin, 5-FU, doxorubicin  octreotide를 사용할 수 있다. 

c. 글루카곤종(Glucagonoma)

개 진단 당시 4 cm 이상의 크기로 췌장 원 부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약 50%에서 간 이가 동반

된다. 당을 안정화 하는 것이 필요하며, 종양의 근치  제가 필요하다.  생성의 험이 크기 때문

에 수술  항응고 치료가 필요하다.

d. VIP종(VIPoma)

Vasoactive intestinal peptide (VIP)의 과다 분비로 인해 다량의 설사, 탈수, 칼륨증, 산증의 상태로 발

된다. 종양의 90%는 췌장에서 발생하고 10%는 자율신경계에서 발생한다. 치료는 마찬가지로 종양 제가 

원칙이며, 이가 있어도 가능한 원발부 종양을 제거한다. 수술 , 후로 해질(K+, Mg++, HCO3
- 균형  

수액 치료가 필요하다..

② 비기능성(nonfunctioning) 신경내분비 종양

비기능성 췌장 신경내분비 종양은 체 췌장 내분비 종양의 약 30-50%를 차지하며, 최근 상 진단의 

발달로 발견이 많아지고 있다. 췌장암과 비교해 후가 좋으며, 간 이 등의 원격 이가 있는 경우에도 가

능한 원발 병소를 제거해 환자의 생존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수술 후 5년 생존율이 65%로 보고된다.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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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기능성 종양과 달리 octreoticde는 효과 이지 않으며, streptozocin이나 doxorubicin을 

추가하면 60% 이상의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2) 재발성, 절제 불가능 및 전이성 신경내분비 종양

근치  제가 불가능한 신경내분비 종양은 증상을 동반하거나, 무증상의 임상 양상을 보인다. 췌장 신

경내분비 종양은 상기 기술한 특징 인 호르몬 작용으로 증상을 유발하며, 이성 유암종의 경우 serotonin
과 여러 vasoactive substances를 분비하여 카르시노이드 증후군을 일으킨다. 특히 췌장 신경내분비 종양은 

인슐린종을 제외하고, 부분 60% 이상에서 진단 당시 이성 병변이 있다.16 췌장 신경내분비 종양의 림

 이는 체 생존율에 악 향을 미치지는 않으며,17 간 이가 있는 경우에도 수술  제가 이성 병

변의 호르몬 분비를 여 삶의 질  생존기간의 향상을 기 할 수 있다.18,19 National cancer data base의 

1985년부터 2004년까지 자료 발표에 따르면 이성 췌장 신경내분비암 3,851명의 생존 분석에서 5년 생존

율은 39%로 보고되어
20, 이성 병변도 가능한 극 인 수술  제가 필요하다.21

(1) 카르시노이드 증후군(Carcinoid syndrome)

90% 이상의 카르시노이드 증후군은 간 이를 동반한 간창자(midgut) 유암종(carcinoid)에서 발 된다. 
증상 조 을 해서는 기본 으로 커피, 치즈, 알코올 음주  우상복부의 압력을 올릴 수 있는 신체 활동

을 제한한다. 카르시노이드 증후군은 홍조와 설사가 80% 이상에서 나타나며, 시간에 따라 악화와 호 이 

반복된다. 카르시노이드 증후군과 련하여 약 40%에서 심장 질환이 발생하며, 주로 삼천 막  폐동맥

막의 장애가 찰된다. 증상은 개 우심실 부 으로 나타나고, 드물게 좌심실 부 의 증상과 심증이 발

생한다. Octreotide 치료는 생화학 표지자 농도의 감소를 가져오지만, 심장 음  추  검사에서 호 은 미

미하며, 심부  약물 치료  궁극 으로 막 치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카르시노이드 발작(carcinoid 
crisis)은 수술, 마취 유도 는 종양부  조작으로 야기되는 생명을 할 수 있는 카르시노이드 증후군이

며, 이는 갑자기 다량의 생물학  활성 호르몬의 분비에 기인한다. 주로 수술과 같은 스트 스 상황에서 안

면 홍조, 설사, 빈맥, 부정맥, 압이상, 기 지 수축, 신경학  이상을 동반하는 카테콜아민의 과분비가 원

인으로 생각되며, 심한 경우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카르시노이드 증후군 환자에서는 수술  octreotide 사
용으로 이에 한 방이 필요하다. 

그외 안면홍조(Flushing) 치료를 해서는 octreotide, prednisone (foregut carcinoid), diphenhydramine hydro- 
choloride + H2-blocker (gastric carcinoid), Phenoxybenzamine, Cholorpromazine (foregut carcinoid), Methyldopa 등
이 사용될 수 있으며,22 경한 설사의 경우 codeine phosphate, 말단 회장부를 제한 경우 cholestryamine이 

치료제로 이용될 수 있다. 그러나 카르시노이드 증후군의 주된 치료 약제는 Somatostatin analogue이며, 소
변 5-HIAA, 청 chromogranin A로 객  반응을 추 할 수 있다.

① 소마토스타틴 유사체(somatostatin analog); Octreotide and Lanreotide

소마토스타틴은 성장호르몬, 인슐린, 루카곤, 가스트린, 세크 틴의 배출을 억제하고 췌장외분비 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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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 달 물질의 작용, 평활근 수축을 억제한다. 재까지 5개의 수용체가 보고되었으며, Octreotide는 합성 

유사체로 2형, 5형 수용체에 친화력을 보인다. 소마토스타틴은 반감기가 2-4분으로 짧아 임상  사용에 어

려움이 있어, 반감기가 90-120분인 Octreotide 소마토스타틴 유사체가 임상 으로 사용된다. 심한 안면홍조

와 설사 등의 증상이 보이는 경우 octereotide를 사용하여 75-80%의 증상 개선을 이룰 수 있다. 회 용량

은 50 ug을 하루에 3회 피하주사하며, 증상 조 을 해 증량되어 500 ug 3회 사용까지 증량이 필요한 경

우도 있다. 일부 보고에서 octreotide가 종양의 성장을 늦춘다고 하나, 객 인 방사선학  종양 감소는 거

의 없다. 최근 Octreotide의 long acting form으로 Ocreotide depot preparation (Sandostatin LARⓇ)  Lanreotide
가 개발되었으며, 10-14일의 긴반감기를 보이는 약제로 한 달에 한 번씩 근육주사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

나 기 치료 농도에 도달하기 해서는 short acting octreotide와 동시 사용이 필요하다. 부작용은 약 30%
에서 오심, 복부 불편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담낭 수축력의 하를 유발시켜 약 25%의 환자에서는 장기

간 사용으로 콜 스테롤 담석이 발생하기도 한다.23

② Octreotide 불응성 증상

Octreotide 불응성인 설사 는 식욕부진  악액질(cachexia) 환자의 경우 cyproheptadine(Serotonin antago- 
nist)이 증상의 경감에 도움이 된다.24 한 Interferon-alfa(IFNa)는 소화기 신경내분비 종양의 40-50%에서 생

화학  호 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

③ 수술

카르시노이드 증후군의 경우 범 한 이를 동반한 경우가 많아 수술은 제한 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간 제술, 간동맥색 술, 고주  치료(radiofrequency ablation), 냉동 치료(cryoablation), 간이식 등의 다양한 

방법이 증상 조 을 해 사용될 수 있다. 

④ 전신 항암치료

카르시노이드 증후군에 한 신  치료 방법은 재 명확하지 않다. 항암제 병합요법은 단지 일부에

서만 반응을 보 기 때문에 재 항암 치료의 선택과 역할에 해서는 이견이 많이 존재하며, 최근 이러

한 제한 을 극복하기 해 다양한 분자 생물학  치료 방법이 소개되고 있다. 

(2) 전이성 신경내분비 종양에 대한 치료

① 간전이(Hepatic metastasis) 치료법

a. 수술적 절제술(Resection)

양측간에 한 다발성 간 이, 는 범 한 이가 없고, 간기능이 유지되는 경우 수술  치료가 필요

하다. 비록 80%에서 결과 으로 재발하기는 하지만, 간 제술은 특히 수술을 시행받지 않은 사람과 비교

하여 장기간의 증상 조 , 삶의 질 향상  생존기간의 연장을 보인다.25-35 Sarmieto 등의 170명 이성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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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세포종양의 간 제술 연구에서 90%에서 증상 조 이 가능하 으며, 재발률은 약 84%, 5년 생존율은 61 
%로 보고하 다.28 한 간동맥 색 술의 평균 생존기간 24개월과 비교하여 수술 후 평균 생존기간은 43
개월로 높게 보고하 다.29 그러나 무작  배정을 통한 3상 임상 연구 결과가 없기 때문에 한 이 부

 제술의 시기와 임상  의의에 해서는 아직도 이견이 존재한다.

b. 간이식(liver transplantation)

단독의 간 이가 있는 경우 시행될 수 있으나, 재까지 이에 한 효용은 불분명하다.36,37 다기  연구

를 통해 신경내분비 종양의 간 이 환자에서 간이식후 5년 overall survival이 약 69%로 보고되어,38 기존의 

간 제술에 비해 우월한 효과를 보 으나, 간이식 공여자 수 의 문제로 재까지 활발한 시행은 이 지

고 있지 않다.

c. 간동맥 색전술(Hepatic artery embolization)

수술  제술이 불가한 환자의 경우 간동맥 색 술이 많이 사용된다. 간동맥 색 술(embolization)  

doxorubicin, cisplatin, streptozocin 등을 이용한 간동맥화학색 술(chemoembolization)은 간 이를 동반한 신

경내분비 종양 약 50%에서 증상 조   방사선학  tumor response를 보인다.39-48 69명의 유암종  54명
의 췌장 내분비 종양을 상으로 한 간동맥 색 술  화학색 술을 비교한 후향 (retrospective) 비교 연구

에서 이성 유암종  췌장내분비 종양의 Response rate는 67% vs. 35%, median PFS (Progression free survival)
은 23 vs. 16개월, median OS(overall survival)은 34 vs. 23개월로 보고하여, 유암종이 보다 색 술에 효과 있

음을 확인하 고, 화학색 술은 유암종 보다는 췌장내분비 종양의 간 이에 추가 인 효과를 보일 수 있

음을 보고하 다.49 방사선활성 동 원소(yttrium-90, 90-Y)를 tagging한 microsphere를 이용한 간동맥 색 술 

방법이 최근 사용되고 있다.50-52 148명의 제 불가능한 간 이 환자에서 90-Y 방사선색 술(radioemboliza- 
tion)은 64%의 tumor response를 보 다. 재까지는 기존의 사용 경험이 기 때문에 일차 치료로 사용하

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추후 비교 연구를 통해 응증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d. 고주파 치료 및 냉동 치료(RFA and cryoablation) 

고주  소작 치료(radiofrequency ablation)  냉동 치료는 작은 간 이에서 복강경 하  경피 인 근

방법을 이용해 최소 침습  치료 방법으로 이용된다.53-57 63명의 간 이 신경내분비 종양 환자에서 452개 

간 이 부 를 복강경하 RFA로 치료한 연구에서 증상이 있는 환자의 약 70%에서 의미있는 완 한 증상 

경감이 가능하 고, 48%의 5년 생존율을 보고하 으며, 간 이 크기가 median 생존기간의 요 인자로 작

은 크기의 간 이 병변에 해서 고주  치료가 유효함을 확인하 다.55

② 소마토스타틴 유도체 및 인터페론(interferon) 치료

이성 신경내분비 종양 환자는 호르몬의 과분비로 인해 증상을 발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간 이 신

경내분비 종양에서 직  분비된 호르몬은 신 순환계(systemic circulation)로 바로 진입하기 때문에 원발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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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증상을 일으키지 않았던 소장, 충수돌기 유암종은 간 이 이후 특징 으로 카르시노이드 증후군이 

발 되는 경우가 있다. 소마토스타틴 유도체  인터페론 알 는 증상의 조 에 매우 유용한 약제이나, 객
인 신경내분비 종양의 퇴행  생존기간의 연장은 증명되지 않아,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다.

a. Ocreotide and Lanreotide

소마토스타틴은 14개의 아미노산 펩타이드로 여러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기 된다. Octreotide는 카르시노

이드 증후군, VIPoma, glucagonoma 등의 증상 조 에 유용하다. Octreotide 피하 주사(150 micrograms three 
times daily)는 88%의 유암종 환자에서 증상을 조 하며, 72%의 환자에서 생화학  marker의 호 을 보

다.58 그에 비해 Insulinoma  Gastrinoma는 octreotide의 효과가 기존의 diazoxide  PPI 치료에 비해 우월하

지 않고 결과를 측하기 어려워 이차 치료 이상의 방법으로 사용된다. 최근 발표된 85명에 한 이성 유

암종 3상 연구에서 long acting Octreotide LAR은 TTP(time to progression)의 의미 있는 증가(14.3 vs. 6 months) 
소견을 보 다.59 그러나 방사선학 인 종양의 감소는 찰되지 않아서, 이성 암에서 octreotide는 암의 감소

를 유발하지 않지만, 암의 성장은 늦추는 것으로 생각된다.59,58,60-62 

b. IFNa with/without octreotide

인터페론 알 (IFNa)는 T세포를 작용하여, 종양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을 조 한다. 용량 IFNa은 신경내분

비 종양의 호르몬 과분비를 약 반수에서 여주며, 20-40%에서 종양을 안정화 시키고, 15% 정도에서는 종양

의 감소를 일으킨다.63-71 용량은 3백만에서 9백만 unit까지 사용하며, 부작용은 골수 억제와 피곤증, 우울증, 
갑상선기능 하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효과와 부작용에 한 비교 연구가 부족하여 실제 용에 제한 이 

많지만, Octreotide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카르시노이드 증후군은 인터페론과 병용하여 사용될 수 있다. 

③ 항암 치료(Cytotoxic chemotherapy)

A. Single agent

5FU, streptozocin, doxorubicin, etoposide or dacarbazine은 단지 일부의 이성 유암종에서만, modest response 
rate를 보인다(Table 2). 이러한 항암 치료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해 taxane, topotecan과 gemcitabine 등의 

새로운 항암제가 시도되었으나, 모두 상 으로 효과가 없었다. Dacarbazine (DTIC)은 소화  유암종  

췌장 신경내분비 종양 모두에서 효과 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약제로 이성 췌장내분비 종양에서 약 33%
의 반응률(response rate)을 보 으나, 이성 유암종은 16%의 반응률을 보 다. 그러나 Dacarbazine은 약 90 
%의 환자가 오심  구토를 호소하고 일부에서는 치명 인 골수 억제가 발생하여 주의가 필요하다. 경구 

항암제인 temozolomide는 dacarbazin의 독성을 여 개발한 경구용 항암제로 이성 신경내분비암 치료에 

이용된다. Temozolomide 2상 연구에서 12명의 췌장 신경내분비암 환자  9명(67%; 1 partial response + 8 
stable disease)에서 진행 없는 상태를 유지하 다.72 그러나 소화기 신경내분비 종양에서 temozolomide의 효

용성에 한 연구 결과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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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elected chemotherapy trials in metastatic carcinoid tumors

Regimen
Patient

(no.)

Response

(%)

Overall survival 

(median months)
Results including toxicity Ref.

Phase II

Dacarbazine

Dacarbazine (2nd line)

Etoposide

Paclitaxel 

Doxetaxel*

Gemcitabine

Streptozocin + 5FU + doxorubicin +

cyclophosphamide

Streptozocin+5FU + cyclophosphamide

Streptozocin + 5FU + cisplatin

Temozolomide + thalidomide

Gemcitabine + oxaliplatin (2nd line)

56

61

17

24

21

18

56

 9

33

15

18

16

 8.2

12

 8

 0

 0

31

22

25

 7

17

20

11.9

18

24

11.5

10.8

31.5†

23.4

N/V (Nausea/vomiting) (80%)

50% G3‐4 neutropenia

well tolerated, partial biological response

well tolerated, no response

inadequate partial objective response

effective, 28% G3‐4 neutropenia

69% G3‐4 lymphopenia, 10% infection

30% G2 neurotoxicity

106

73

107

108

109

110

110

74

77

111

Phase III

Streptozocin + cyclophosphamide

vs. Streptozocin + 5FU

47

42

26‡

33‡
12.5

11.2

No significant differences
112

Doxorubicin

vs. Streptozocin + 5FU

81

80

21

22

11.1

14.9

No significant differences

STZ + 5FU: more vomiting

113

Doxorunicin + 5FU

vs. Streptozocin + 5FU

88

88

15.9

16

15.7

24.3

STZ + 5FU: improved survival (p=0.03),  

35% mild~moderate renal toxicity

73

*Carcinoid (n=14) + pancreas NET (n=9) + anaplastic cell (n=1)
†Response rate is for non‐pancreatic neuroendocrine tumors in a combined series with 47 pancreatic NET. Median overall survival is for 

the entire group
‡Combined radiologic and biological responses

b. Combination chemotherapy for carcinoid tumor

유암종에 한 항암제 병합 요법은 독성의 증가를 보이나, 단일 항암제 사용과 비교하여 효과의 개선이 

어 사용이 추천되지 않는다. Streptozocin + 5FU와 doxorubicin + 5FU의 비교 연구에서, radiologic tumor 
response는 두 군에 차이가 없었으나(16%), 유의한 생존기간의 연장이 streptozocin + 5FU군에서 찰되었다.73 
이에 추가하여 streptozocin + 5FU + cisplatin 병합 용법에 한 연구는 약 25%의 response rate  31.5개월의 

median survival을 보고하 다74(Table 2).

c. Combined therapy for pancreatic NETs

췌장신경내분비 종양은 유암종과 비교해 항암치료에 보다 잘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treptozocin 
병합요법이 근간을 이루며, 1992년의 기 연구에서 약 69%의 반응률(response rate)이 보고되었으나,75 

인 response criteria를 용 시 10%의 미만으로 항암제 치료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재는 

streptozocin + 5FU + doxorubicin이 39%의 response rate와 37개월의 median survival, streptozocin + 5FU + cisplatin
이 38%의 response rate와 31.5개월의 median survival을 보고하여, 이들을 주요 치료 약제로 사용한다.74,76

한 최근 temozolomide 근간의 병합요법이 연구되고 있으며, 11명의 이성 췌장신경내분비 종양에서 

temozolomide + thalidomide 요법은 45%의 response rate를 보이고, 26개월의 추  찰기간  단지 4명만이 

진행성 병변으로 환된 것이 보고되었다.77 그외 capecitabine + temozolomide 병합요법에 한 비 결과 

보고에서는 71%의 partial response  은 부작용이 보고되어(한명에서 특발성 소  감소증) 이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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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elected trials of systemic chemotherapy for metastatic pancreatic neuroendocrine tumors

Regimen
Patient 

(no.)

Response 

(%)

Overall 
survival 
(median 
months)

Results including toxicity
Ref

.

Cholorozotocin 

  vs. 5FU+streptozocin

  vs. Doxorubicin + streptozocin

Doxorubicin + streptozocin (retrospective)

Doxorubicin + streptozocin (retrospective)

Doxorubicin+streptozocin+5FU(retrospective)†

5FU+Cisplatin + stereptozocin

5FU+epirubicin +dacarbazine§

Dacarbazine

Temozolomide + thalidomide

Gemcitabine + oxaliplatin (2nd line)

33

33

36

16

16

84

47

30

50

11

18

30* 

45*

69*

 6

 6

39

38

30

34

45

17

18

16.8

26.4

20.2

37

31.5‡

19.3

23.4

STZ+Doxorubicin is superior to the STZ + 5FU 

and Cholorozotocin

Fail to confirm the high objective response

Fail to confirm the high objective response

Reasonable response rate

Effective; 28% G3‐4 neutropenia, 17% N/V

At least as effective as other regimen 

Two lethal toxicity (shock, AMI), 10% 

hematolocigal G4 toxicity

69% G3‐4 lymphopenia, 10% infection

30% G2 neurotoxicity

75

114

115

76

74

116

117

77

111
*Combined biochemical and radiologic respose rate
†Includes patients with locally advanced disease
‡Response rate is for pancreatic neuroendocrine tumors in a combined series with 33 carcinoid.. Median overall survival 

is for the entire group
§Included neuroendocrine tumors at all site; 6 gastrointestinal carcinoid and 15 pancreatic neuroendocrine tumor

효과가 기 된다78(Table 3).

④ 분자생물학적 표적 치료(Molecular targeted therapy)

신경내분비 종양에서 세포독성 항암치료는 효과 이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치료 방법이 개발되어 왔

다. 여러 연구에서 신경내분비 종양은 다양한 growth factor expression과 수용체가 보고되었으며,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VEGF), basic fibroblast growth factor (bFGF), transforming growth factor (TGF) alpha 
and beta, platelet-derived growth factor (PDGF), insulin-like growth factor (IGF-1) 등의 growth factor와 PDGF 
receptor (PDGFR), IGF-1 receptor (IGF-1R),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EGFR), and stem cell factor receptor 
(KIT) 등의 수용체가 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러한 각각의 신호 달 체계 차단을 통한 치료제 개

발이 진행되고 있다(Table 4).

a. Small molecule TK inhibiots

① Imatinib (GleevecⓇ; Bcr-Abl, PDGFR alpha and beta, KIT 등의 tyrosine kinase 억제): 임상 실험에서 

cell growth를 지연시켰으나,79 임상 실험에서 효과 인 결과를 보이지 못했다.80,81

② Gefitinib (IressaⓇ; tyrosine kinase inhibitor targeting the EGFR)은 임상 실험에서 신경내분비 종양세포

의 성장을 억제하 으나,82 임상 실험에서 효과 인 종양의 감소는 없었다.83

b. Inhibition of the VEGF pathway

신경내분비 종양은  형성이 많으며, VEGF  VEGF 수용체의 과발 이 찰된다. VEGF recep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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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rials of novel targeted therapies in neuroendocrine tumor

Agent Molecular targets Patient (no.) Tumor type Response (%) Median TTP or PFS Ref.

Imatinib (+octreotide) PDGFR‐α, ‐β; KIT; Bcr‐Abl  27 Carcinoid  4 (1/27) 24 weeks (PFS)  80

Bevacizumab (+octreotide) VEGF  18 Carcinoid 17  86

Sunitinib

VEGFR‐1, ‐2, ‐3; PDGFR‐α, 

‐β; KIT; RET; CSF‐1R; 

FLT3

 41 Carcinoid  2 42 weeks (TTP)
118

 66 Pancreatic NET 17 33 weeks (TTP)

171 Pancreatic NET 10 11.4 months (PFS) (phase III)87

Gefitinib EGFR
 40 Carcinoid  3 (1/40)

 83
 31 Pancreatic NET  6 (2/31)

Sorafenib
VEGFR‐2, PDGFR, FGFR‐
1, FLT‐3, raf

 51 Carcinoid  7  7.8 months
 88

 42 Pancreatic NET 11 11.9 months

Everolimus mTOR
115 Pancreatic NET  8  9.3 months 119

410 Pancreatic NET  5 11 months (PFS) (Phase III)89

Everolimus +octreotide
mTOR  30 Carcinoid 17 63 weeks

120
 30 Pancreatic NET 27 50 weeks

Temisirolimus
mTOR  21 Carcinoid  5

 90
 15 Pancreatic NET  7

CSF‐1R: colony‐stimulating factor receptor; EGFR: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FLT3: FMS‐like tyrosine kinase‐3; KIT: stem cell 

factor receptor; mTOR: mammalian target of rapamycin; NR: not reported; PDGFR: platelet‐derived growth factor receptor; RET: 

rearranged during transfection or glial cell‐line derived neurotrophic factor; VEGF: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VEGFR: VEGF 

receptor; NET: neuroendocrine tumor; PFS: progression‐free survival; TTP: time to progression

subtype 1, 2가 다수의 유암종과 췌장신경내분비 종양에서 발 되며, VEGF와 receptor간의 결합이 신경내

분비 종양 발생과 연 되어,84,85 VEGF 신호 달 체계의 억제는 종양 성장을 억제할 수 있다.
① Bevacizumab (AvastinⓇ): VEGF에 한 Humanized monoclonal antibody로 octreotide를 사용하고 있는 44

명의 이성 는 진행성 유암종 환자를 상으로 한 2상 연구에서 18%에서 partial response를 보여 

pegylated IFNa 사용군과 비교해서 우월한 결과를 보 다.86 그러나 bevacizumab은 단백뇨, 고 압, 소
화  천공, 증 등의 심각한 부작용 가능성이 있어 이에 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다. 

② Sunitinib (SutentⓇ): Multi-targeted tyrosine kinase inhibitor로 주로 신장암에서 사용되고 있는 약제이다. 
VEGFR 1, 2, 3  PDGFR-alpha and beta 등의 다양한 tyrosine kinase를 억제한다. 최근 조기 종료된 

진행성 췌장 신경내분비 종양 171명을 상으로 한 3상 연구에서 37.5 mg의 sunitinib 사용군 median 
PFS는 11.4개월로 placebo군의 5.5개월에 비해 의미 있는 연장이 찰되었으며, 객 인 반응률도 

10% vs. 0%로 차이가 확인되었다.87 Sunitinib의 부작용은 Grade 3, 4의 neutropenia (12% vs 0%), 고
압(10% vs. 1%), Hand-foot syndrome (6% vs. 0%)이나, tolerable하여 추후 극 인 sunitinib을 이용한 

췌장내분비 종양의 치료가 필요하다.
③ Sorafenib (NexavarⓇ): Multi-targeted tyrosine kinase inhibitor로 주로 진행성 간암  신장암에서 유용한 

약제이다. VEGFR 2, FMS-like tyrosine kinase-3 (FLT3), PDGFR, FGFR1의 tyrosine kinase를 억제한다. 
Sorafenib (400 mg orally twice daily)을 사용한 2상 연구에서 objective partial response는 유암종 7%, 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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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신경내분비 종양 14%로 보고되었다.88 그러나 간암  신장암의 경우와 비교해 Grade 3, 4의 복통

(18%), 피부발 (18%), hand-foot syndrome(11%), 오심(8%), 설사(7%) 등의 독성이 높게 보고되고, 이
로 인한 치료 단 사례가 많아, 임상  용에 제한이 있다. 

c. Inhibition of mTOR

Mammalian Target of Rapamycin (mTOR)는 threonine kinase로 VEGF, IGF 등의 신호 달 체계  HIF (hypo- 
xia inducible factor)의 조 을 통한 angiogenesis와 연 된다. 
① Everolimus (AfinitorⓇ; ZortressⓇ): 신장암에서 사용되는 항암 표  치료 경구용 약제이다. 최근 발표된 

410명 진행성 췌장 신경내분비 종양을 상으로 한 Everolimus (10 mg once daily) 3상 연구는 median 
PFS가 11개월로 placebo군의 4.6개월과 비교해 의미 있는 연장이 찰되었다.89 한 grade 3, 4의 toxi- 
city는 anemia (6% vs. 0%), hyperglycemia (5% vs. 2%)와 같은 경도 증가 소견만 보여, Everolimus는 추

후 췌장내분비 종양에서 새로운 표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다. 
② Temsirolimus (ToriselⓇ, IV form): 진행성 신경내분비 종양 37명을 상으로 한 2상 연구에서 objective 

response는 6%, disease control rate (stable disease 포함)은 64%로 보고되었다.90

⑤ 방사선 표적 치료(Targeted radiotherapy)

통증을 동반한 신경내분비 종양의 골 이는 효과 인 외부 방사선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된 복

강내 신경내분비 종양은 radiolabelled somatostatin analog를 이용한 내부  방사선 표  치료를 이용할 수 

있다.91-99 기에 시행된 고농도의 
111In-pentetreotide를 이용한 방사선 표  치료는 objective response rate가 1- 

8%이다.99,100 이와 비교하여 효과 인 고에 지 beta particle emitter 인 yttrium-90 labelled somatostatin analog
(90Y-DOTA, Tyr3-octreotide)는 16-55%의 tumor response를 보인다.91-93 101 최근  에 지 beta particle emitter 
인 lutetium-177 labelled somatostatin analog (177Lu-Octreotate)를 이용해 방사선 표  치료가 시도 되고 있으

며, 약 30%의 tumor response를 보고하고 있다.96 그러나 이러한 동 원소 방사선 표  치료는 탈모, 액학

 독성, 신장 기능 하, 간독성을 일으켜 FDA에서 승인 되지 않았다. 그 외 catecholamine 유사 복합체로 

종양세포 내부에 축 되는 MetaIodoBenzylGuanidine (MIBG)를 동 원소 labelling하여 치료 효과를 기 하

으나, 131I-MIBG를 이용한 연구에서 방사선학  는 생화학  반응  생존율의 향상은 없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102,103

2. 저분화 소세포암(Poorly differentiated small cell tumor)

부분 소화   췌장 신경내분비 세포암은 고분화 신경내분비 세포암으로 상기 기술한 다양한 치료를 

시행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분화도가 나쁜 분화 소세포암의 형태로 진단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상

황에서는 증상 조 과 병행하여, 폐소세포암 항암치료 방법과 유사하게 치료를 진행한다. 
신경호르몬 분비로 인한 증상이 있는 경우 Octreotide 150-250 mcg을 일일 3회 피하주사 하거나, 는 4

주 간격으로 octreotide LAR 20-30 mg을 근육주사하여 증상을 조 한다. 제 가능한 경우, 수술  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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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소세포암에 사용되는 항암 치료를 병행하고, 방사선 치료는 상황에 따라 용될 수 있다. 국소 제

가 불가능한 경우는 방사선 치료  항암치료를 병행하며, 이성 병변은 폐소세포암에 사용되는 항암치

료를 시행한다. Cisplatin + Etoposide 병합치료는 18명의 anaplastic 신경세포 종양에서 67%의 tumor response 
rate를 보 으며, 빠른 진행을 보이는 신경세포종양  분화 소세포암 36명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36 
% overall radiologic tumor response를 보 고, median 생존기간은 19개월이었다.104,105

3 추적 관찰(Surveillance)

신경내분비 종양의 추 찰에 한 연구 자료는 부족하며, 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의 

consensus meeting에서는 다음과 같은 추  찰을 권유한다.2 종양 제 3개월 후부터 1년까지는 병력 청

취  이학  검사, urine 5-HIAA, 청 Chromogranin-A 등의 생화학  종양 표시인자, CT  MRI 추  찰

을 시행하며, 제 1년 후부터 1년 간격으로 병력 청취  이학  검사, 종양 표시인자(tumor markers) 검사를 

시행하고 방사선과  검사는 임상 으로 필요한 경우에 시행한다. 그러나 항암 치료 는 분자생물학  표

 치료 이후의 추  찰에 한 연구 결과는 부족하며, 이에 한 연구가 추가 으로 필요하다.

III. 결   론

소화   췌장과 연 된 신경내분비 종양은 무증상의 진행이 느린 종양부터, 다양한 호르몬을 분비하여 

증상을 일으키거나, 기부터 원격 이가 발생하는 등의 다양한 임상 경과를 보인다. 기본 으로 외과  

제가 필요하나, 진행성 는 이성 신경내분비 종양은 다양한 내과  치료가 필요하다. 진행성 신경내분

비 종양은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며, 호르몬 과다 생성으로 인한 증상이 발 되거나, 는 octreoscan
상 양성인 환자는 somatostatin analog (Octerotide 150-250 mcg을 일일 3회 피하주사 하거나, 는 4주 간격으

로 octreotide LAR 20-30 mg을 근육주사)로 증상을 조 하고 종양 치료를 병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

상이 조 되지 않으면, 인터페론 알 (IFNa)를 추가하거나 신 항암 치료 등을 고려할 수 있다(Fig. 1). 진
행성 신경내분비 종양의 간 이 경우도 완 제가 가능하다면, 원발부 와 이부 를 모두 제하는 것

이 필요하고, 완 제가 불가능한 간 이는 고주  소작술(radiofrequecy ablation) 는 간동맥 화학색 술

(chemoemolization) 등의 국소 치료 는 세포축소 수술(cytoreductive surgery), 항암제, 항암표  치료제를 

이용한 신화학요법을 시행한다. 골 이는 biphosphate 사용을 고려하고, 방사선 치료  항암치료를 시행

한다. 폐 이도 제 가능한 부 는 제하고, 그 외의 경우는 신 항암 치료  분자 생물학  표  치

료 등을 응용하여 치료를 시행한다.2

신경내분비 종양에 한 심 증 와 더불어 신 항암 치료  항암 표  치료에 한 다양한 근 방

법이 소개되고 있으나, 이에 한 국내 연구  용은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고식 인 기존 치료법 이외

에 sunitinib, everolimus 등의 표  치료제를 이용한 3상 임상 시험 결과가 발표되었으며, 그 외 temozolo- 
mide 항암제 등을 이용한 신경내분비 종양 치료가 연구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신경내분비 종양에 한 

심이 아직 부족하지만, 추후 국내 상황에 합한 소화기 신경내분비 종양의 진단  치료 가이드라인 제

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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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lgorithm for treatment of metastatic neuroendocrine tumors.

HAE: hepatic artery embolization, RFA: Radiofrequency ablation, NET: neuroendocrine tum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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