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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ple Pancreatic Islet Cell Tumors with Diverse Hormonal
Expression in a Multiple Endocrine Neoplasia Type I Patient
- A Case Re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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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ple endocrine neoplasia type I is characterized by multiple tumors, particularly in the
parathyroid glands, the pituitary gland and the pancreatic islet. We observed multiple pancre-
atic islet cell tumors with diverse hormonal expression in a MEN-I patient. The patient suf-
fered from protracted diarrhea and multiple gastrododuodenal ulcers for 10 years. In abdomi-
nal computed tomography, space occupying lesions were detected in the distal pancreas.
Distal pancreatectomy was done. Three tumors that measured 2.0×1.0 cm (A), 1.0×1.0 cm
(B), and 1.0×0.5 cm (C) were discovered. Microscopic examination revealed another tumor,
1.0×0.5 cm (D). Microadenomas, less than 0.5 cm, were also found throughout the pan-
creas. Immunohistochemical stainings for insulin, pancreatic polypeptide, gastrin, glucagon,
somatostatin, and chromogranin were performed. Tumor A was trabecular and acinar in form
and showed weak cytoplasmic reactivity to insulin. Tumor B was a gyriform and a few cells
showed cytoplasmic reactivity  to pancreatic polypeptide. Tumor C was trabecular in form
and showed cytoplasmic reactivity to insulin. Tumor D was trabecular in form and showed
cytoplasmic reactivity to chromogranin. Direct invasion and distant metastasis were not
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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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내분비샘신생물 제 1형 환자에서 다양한 호르몬 발현을

보이는 다발성 이자샘세포종양

- 1예 보고 -

복합내분비샘신생물(Multiple endocrine neoplasia: MEN)

은 상염색체 우성으로 유전되는 질환으로서, 한 개 이상의 내분

비 기관에서 과다형성 또는 종양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관

련된 내분비 기관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MEN-I은 부갑상선, 이자, 뇌하수체에 과다형성이나 종양이 발

생한다. 이자의 경우 루카곤종, 인슐린종, 이자 폴리펩티드종,

성장억제호르몬종, 혈관작용창자펩티드종, 가스트린종이 보고되

고 있다. 저자들은 MEN-I 환자의 이자에서 발생한 다양한 조직

학적 형태와 호르몬 분비를 보이는 다발성 샘종 1예를 보고하고

자 한다.

증 례

45세의 남자가 10년 전부터 시작된 상복부의 통증과 불쾌감

이 2달 전부터 심해져서 입원하 다. 당시 하루에 2회 정도 설

사를 하 다. 십이지장에 다수의 궤양이 있는 것이 내시경에서

발견되었다. 상부위장관촬 에서 위장관의 점막 변화는 뚜렷하

지 않았다. H2-차단제를 포함한 치료에 증상의 호전이 없어서

Zollinger-Ellison 증후군을 의심하고, 복부 전산화단층촬 을

시행하 다. 복부전산화단층촬 에서 이자꼬리에 조 증강이 나

타나는 다수의 결절들이 발견되었다. 부갑상샘의 Technetium

99-Methoxyisobutylisonitrile (Tm99-MIBI) 스캔에서 부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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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과다형성과 뇌의 안장자기공명 상에서 뇌하수체샘종이 발견

되었다. 가족력에서 딸이 쿠싱증후군을 앓고 있었다. 혈청 호르

몬 검사는 다음과 같았다. 부갑상선호르몬; 69 pg/mL (정상:

10-65 pg/mL), 성장호르몬; 5.6 ng/mL (정상: 0.1-1.5 ng/

mL), 프로락틴; 551 ng/mL (정상: 0-25 ng/mL) 그리고

가스트린; 835 pg/mL (정상: 0-110 pg/mL)로 증가되어 있

었다. 가스트린종을 의심하고 이자 원위부 절제술을 시행하 다.

이자의 미부에서 3개의 종괴가 관찰되었고, 현미경 검사에서 하

나의 종괴를 더 발견하 다. 종괴는 주변과 경계가 좋았으며, 회

백색을 띠었다(Fig. 1). HE 염색, 인슐린(guinea pig anti-

porcine insulin, 1:300, Dako, Carpinteria, U.S.A.), 이자 폴리

펩티드(rabbit anti-human pancreatic polypeptide, 1:800,

Dako, Carpinteria, U.S.A.), 가스트린(rabbit anti-human

gastrin, ready-to-use, Dako, Carpinteria, U.S.A.), 루카곤

(rabbit anti-human glucagon, 1:350, Dako, Carpinteria,

U.S.A.), 성장억제호르몬(rabbit anti-human somatostatin,

1:300, Dako, Carpinteria, U.S.A.), chromogranin (mono-

clonal mouse anti-human Chromogranin A, 1:100, Dako,

Carpinteria, U.S.A.)에 하여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시행하

다. 가장 큰 종괴(A)는 크기 2.0×1.0 cm 고, 조직학적으로

지주형(trabecular type)와 샘꽈리형(acinar type)이 같이 관찰

되었으며, 종양 세포 주위로 호산성의 물질이 모여 있었다. 세포

는 인슐린에 약하게 염색되었다. 두 번째로 큰 종괴(B)는 크기

1.0×1.0 cm 고, 조직학적으로 이랑형(gyriform)이었고, 종양

세포 일부에서 이자 폴리펩티드에 염색되었다. 세 번째로 큰 종

괴(C)의 크기 1.0×0.5 cm 고, 조직학적으로 지주형이었다.

종양 세포는 인슐린에 염색되었다. 종괴(D)는 크기 0.6×0.5

cm으로 조직학적으로 지주형이었으며, chromogranin에 염색되

었다(Fig. 1-3).

Fig. 2. Diverse histologic appearance of the pancreatic islet cell
tumors; trabecular and acinar form with amorphous material (A),
gyriform (B), and trabecular form (C and D).

A B

C D

Fig. 3. Immunohistochemical stainings show diverse hormonal
expression; weak cytoplasmic reactivity for insulin (A), focal cyto-
plasmic reactivity for pancreatic polypeptides (B), cytoplasmic
reactivity for insulin (C), cytoplasmic reactivity for chromogranin (D).

A B

C D

Fig. 1. Gross features of tumor A and tumor B (inset). Cut surfaces
of the tumors are either variegatedly brown tan (A) or homoge-
neously gray whit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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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MEN-I에서 이자에 발생한 샘종은 개의 경우 0.5 cm 이하

의 샘종이 부분이며, 1 cm 이상의 샘종은 드문 것으로 보고

되어 있다. Kloppel 등1은 MEN-I 환자 9명을 조사하여, 총

201개의 종양을 조사하 다. 부분이 크기가 0.5 cm 미만이었

고, 5명의 환자에게서 1 cm 이상의 크기를 가진 종양이 발견되

었으며, 그 중에서 한 명만이 1.2 cm와 1.6 cm 크기의 종양 두

개를 가진 것으로 보고하 다. Le Bodic 등2은 MEN-I 환자

28명에서 0.3 cm 이상의 크기를 가진 종양 100개를 조사하 는

데, 그 중에서 90개가 1 cm 이하의 크기 다고 보고하 다. 본

증례는 한 환자에게서 크기가 2.0×1.0 cm, 1.0×1.0 cm, 1.0×

0.5 cm, 1.0×0.5 cm 인 비교적 큰 크기의 종양 4개를 발견된

점이 특이하다.

Le Bodic 등2은 100개의 이자 종양의 다양한 조직학적 형태

와 호르몬 분비를 조사하 는데, 7개 종양은 호르몬을 분비하지

않았고, 93개 종양은 호르몬을 분비하 으며, 이 중에서 10개의

종양은 두 가지 이상의 호르몬을 같이 분비하 고, 24개의 종양

은 종양 세포 주위로 호산성의 물질을 분비하 다고 하 다. 본

증례 역시 다양한 조직학적 형태, 종양 세포 주위의 호산성 물

질의 분비, 호르몬에 관한 다양한 면역조직화학 염색 결과를 보

이고 있다.

Schindl 등3은 종양의 크기가 2 cm 이상, 주변 장기로의 직

접 침범이나 전이가 있었던 경우를 악성 판정 기준으로 하 다.

본 증례의 경우 주변 장기로의 직접 침범이나 전이는 없었다.

다만 가장 큰 종괴(A)의 크기가 2×1 cm여서 악성의 가능성

이 있을 수 있으나, 종양의 경계가 좋고 주변 정상 조직이나 혈

관으로의 침범이 없어서 악성의 가능성은 떨어질 것으로 판단하

다.

Le Bodic 등2의 보고에 의하면 임상적으로 Zollinger-Ellison

증후군을 의심한 9예의 환자 중에서 실제로 가스트린종이 발견

된것은 1예에 불과하 고, Bordi 등4에 의하면 가스트린종이 없

는 MEN-I 환자에서 루카곤종에 의하여 위장관의 궤양이 발

생하는 것으로 보고하 다. 이 경우에 혈중 가스트린의 농도는

증가될 수도 있으나, 그 원인은 알 수 없다고 하 다. Weit-

gasser 등5은 MEN-I이 아닌 환자에서 가스트린의 혈중 농도는

증가되어 있었으나, 이자에서 루카곤종만 발견된 증례를 보고

한 바 있다. 이 환자의 경우 절제된 원위부 이자에서 가스트린

종과 루카곤종을 발견하지 못하 다. 임상적으로 환자의 혈중

가스트린 농도가 평상시 최저 662 pg/mL에서 최고 1,000

pg/mL 이상으로 정상보다 높게 측정되었으며, 세크레틴을 사

전 투여하지 않은 칼슘유발시험6에서도 기준치 773 pg/mL에서

시작하여 3시간 이내에 최고치 2,568 pg/mL로 측정되어 기준

치와 비교할 때 50% 이상의 수치 상승이 나타난 점에 비추어,

절제되지 않은 이자에 가스트린종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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