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암종은 태생기 때 신경능에서 기원한 장크롬친화성(Kuls-

chitzsky) 세포에서 발생하는 종양으로, 1907년 Oberndorfer1가

악성을 갖지 않는 암과 유사한 종양이라는 뜻으로“Karzinoid”

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 다. 위장관의 유암종은 일반적으로

충수돌기, 회장, 직장의 순으로 호발하나, 국내 보고에 따르면

직장, 위, 충수돌기, 소장, 맹장-결장의 순서로 호발하 다.2-4

유암종이 다른 종류의 종양과 연관되어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

이다. 특히 위장관계 유암종의 경우는 환자의 17-53%가 다른

종양을 가지고 있으며 이 중 50%가 위장관계의 선암종을 동반

하고 있다.5 그러나 위에서 하나의 병변내에 신경내분비암종과

선암종이 같이 관찰되는 경우는 드물며, 특히 충돌종양으로 존

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저자들은 위에서 신경내분비암종과

선암종이 동반된 충돌종양 2예를 경험하 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증례 1

64세 남자 환자가 상복부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 다. 복부 자

기공명 상 촬 에서 Vater 팽 부에 종괴가 관찰되었다. 내시

경하 조직생검에서 선암종으로 진단되어 휘플수술을 시행하

다. 위 전정부에서부터 십이지장 제 2 구획까지 37 cm 길이의

위장관이 절제되었다. 육안적으로 십이지장의 종축을 따라 개방

하 을 때 십이지장 제 2 구획의 Vater 팽 부에 2.5×1.9×1.5

cm 크기의 용종 모양의 종괴가 장관의 내강으로 돌출하고 있었

다(Fig. 1). 절단면상 종괴는 근층까지 침습하고 있었으며 십이지

장의 점막으로부터 총수담관의 내벽을 따라 0.8 cm 떨어진 곳까

지 침습하고 있었다. 또한 근위측 절제연으로부터 4 cm 떨어진

위 전정부의 소만부에서 1.5×1 cm 크기의 궤양성 병변이 관찰

되었다(Fig. 1). 절단면상 궤양의 기저부가 회백색을 띠며 좀더

단단하게 촉진되었다. 

조직소견상 십이지장의 종괴는 선암종이었으며 중등도의 분

화를 보이고 있었다. 위의 궤양성 병변은 궤양의 가장자리와 기

저부에서 서로 다른 모습을 보 다(Fig. 2A). 궤양의 가장자리

에 위치한 종양은 이형성을 보이는 세포들이 선구조를 형성하고

있어 관상 선암종으로 진단하 다. 종양은 위 점막층에 국한되

어 있으며 궤양의 가장자리에만 존재하는 조기위암 제 III 형이

었고, 중등도의 분화를 보인 관상 선암종이었다(Fig. 2B). 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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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저부에 위치한 종양세포들은 충실성 판 또는 가성 로제트

를 형성하는 성장을 보 다. 종양세포의 핵에서 이형성이 관찰

되고 유사분열이 자주 관찰되었다. 선암종과의 이행부위는 관찰

되지 않았다. 궤양의 기저부에 있는 종양세포의 세포질에서

neuron specific enolase, chromogranin, synaptophysin에

해 양성반응을 보여 신경내분비암종으로 진단하 다(Fig. 3).

주변 위 점막에서는 만성 위염과 장상피 화생이 관찰되었으며

신경내분비 세포의 증식이 다발성으로 관찰되었다(Fig. 4).

증례 2

71세 남자 환자가 외부 병원에서 시행한 위 조직생검상 선암

종으로 진단되어 수술을 위해 내원하 다. 근치적 아전절제술을

시행하 고, 만을 따라 12.5 cm, 소만을 따라 8.2 cm 크기의

체부, 전정부 및 유문부가 절제되었다. 위를 개방하 을 때 전정

부 후벽에 5.5×5 cm 크기의 궤양성 병변이 관찰되었다. 육안

분류상 근층까지 침습하는 Borrmann 제3형의 종양이었다.

조직소견상 궤양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종양은 이형성을 보이

Fig. 1. Gross appearance of the dual lesions in case 1. The duo-
denal lesion is a polypoid mass (arrow) and the stomach lesion is
an ulcerated mass (arrowhead).

Fig. 2. (A) Histologic appearance of the concurrent adenocarcinoma (arrow) and neuroendocrine carcinoma (arrowhead) in case 1.
There is no histologic transition or admixture. (B) High power view of tubular adenocarcinoma.

Fig. 3. Neuroendocrine carcinoma in case 1 shows cytoplasmic
immunoreactivity  for chromogranin (arrowhead), but adenocarci-
noma shows no immunoreactivity (arrow).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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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세포들이 선구조를 형성하고 있어 관상 선암종으로 진단하

다. 선암종은 점막하층에 국한되어 있고 궤양의 가장자리에

만 존재하며 중등도의 분화를 보 다. 궤양의 기저부에 위치한

종양은 고유근층까지 침습하는 진행위암이었다. 조직학적 소견

(Fig. 5) 및 면역조직화학 검사 결과는 증례 1과 동일하 다

고 찰

위장관의 유암종은 일반적으로 충수돌기, 회장, 직장의 순으

로 호발하나 국내 보고에서는 직장 20예, 위 16예, 충수돌기 12

예, 소장 6예, 맹장-결장 6예, 식도 1예로 직장, 위, 충수돌기 순

으로 호발하 다.2-4 이 중에서 암종과 동반된 경우로 오 등2이 1

예, 송 등3이 4예, 정 등4이 1예를 보고하 다. 위장관의 유암종

은 발생 부위에 따라서 발생기전에 차이가 있다. 직장의 유암종

은 흔히 선종이나 선암종에 동반되기 때문에 두 종류의 종양이

동일 기시세포에서 기원한다는 가설이 주목받고 있으나,6 위 유

암종은 만성 위염, 내분비세포의 과형성, 악성빈혈, 혹은 고가스

트린혈증을 동반하는 것으로 미루어 위점막 위축의 결과 가스트

린 분비세포가 증식하고 그 후 유암종으로 진행된다는 가설이

제시되었다.7 유암종과 내분비세포 증식과의 관련성에 한 정

립된 이론은 없으나, Geoffrey 등7은 유암종 11예 중 8예에서

신경내분비세포의 증식이 동반되어 있음을 보고하 고, 저자들

이 보고하는 2예에서도 신경내분비세포의 증식이 다발성으로 관

찰되었다. Rosai 등8은 위장관의 종양이 내분비세포로 분화하는

경우를 분산된 내분비세포형, 혼합종양형, 신경내분비암종형(혹

은 비전형적 유암종), 소세포암종형, 유암종형 등 5가지로 분류

하 다. 본 예들에서는 유사분열 소견이 많이 관찰되고 핵의 이

형성이 관찰되어 신경내분비암종형으로 분류하 다.

유암종이 다른 종류의 종양과 연관되어 있음은 잘 알려진 사

실이나 하나의 병변내에서 두 가지 종류의 종양이 같이 관찰되

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 경우 두 가지 유형의 조합으로 발생

하는데, 첫째는 두 가지 구성 성분이 서로 혼합되어 있으며 조직

학적 이행이 흔히 나타나는 형태로 이를 복합종양이라 하고, 둘

째는 두 구성 성분이 서로 독립적으로 공존하며 조직학적 이행

이나 혼합이 나타나지 않는 형태로 이를 충돌종양이라 한다.9 복

합종양의 발생 기원은 불분명하지만 두 가지 가설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세포에서 동시에 종양성 변화

가 일어난다는 주장과,10 둘째, 하나의 전구세포에서 종양성 변

화가 일어나 다양한 세포로 분화가 일어난다는 주장으로,11 후자

의 주장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충돌종양의 기원 역시 불분명하지만 형태학적 모양에 근거하

면 복합종양과는 달리 기원이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세포로부터

발생하 을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12

위에 발생한 복합종양은 통상의 위암종보다 예후가 좋으나 충

돌종양의 예후는 알려져 있지 않다. 하지만 몇몇 증례보고로부

터 선암종이 예후 결정에 보다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13

위에서 충돌종양의 발생은 드물며, 특히 하나의 병변내에서 유

암종과 선암종이 동반되어 발생하는 경우는 세계적으로 3예만이

보고되었다.9,13,14 국외에서 보고된 3예9,13,14는 위에서 두 개의 서

로 다른 병변으로 발생하 다. 국내에서는 위의 동일 병변내에서

공존하는 경우가 2예 보고되었으나 복합종양인지 충돌종양인지

에 한 기술은 없었다.3 본 증례들은 하나의 병변내에서 선암종

과 신경내분비암종이 서로 떨어져서 존재하며 두 종양세포 사이

Fig. 4. Gastric mucosal glands with neuroendocrine cell hyper-
plasia in case 1. Neuroendocrine cells are immunoreactive for
synaptophysin. 

Fig. 5. Histologic appearance of the concurrent adenocarcinoma
(arrow) and neuroendocrine carcinoma (arrowhead) in case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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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행이나 혼합이 관찰되지 않아 충돌종양으로 진단하 고, 위

의 충돌종양은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것이므로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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