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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cinoid Tumor Arising from A Normal Kidney 
- A Case Report -

Seo Young Sohn, Han-seong Kim, Mee Joo, Min Kyung Kim and Sung-Hye Park1

Department of Pathology, Inje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Goyang; 1Department of 
Pat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Primary carcinoid tumor of the kidney is a very rare disease. Until now, only 41 cases have
been reported worldwide, and nine of these arose in a horseshoe kidney. In Korea, 3 cases
have been reported to date, and all of these arose in a horseshoe kidney. We present a case
of primary carcinoid tumor occurring in a normal kidney of a 45 year old man. A tumor was
incidentally found close to the hilum of the left kidney. Histologically, the tumor exhibited tra-
becular and ribbon-like pattern of cuboidal or columnar cells. Mitotic activity was rarely seen.
The tumor cells were positive for synaptophysin and chromogranin A. Numerous dense-core
neurosecretary granules were observed by the electron microscopic examination. To our knowl-
edge, the present case is the first report of primary renal carcinoid tumor arising in a normal
kidne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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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신에서 발생한 유암종

- 1예 보고 -

원발성 유암종은 위장관계 및 호흡기계에서는 흔히 발생하는

암종이지만, 비뇨생식계에서는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1 신장의 원발성 유암종은 1966년 Resnick 등2에 의

해 처음 보고된 이후로 현재까지 41예가 보고되었으며,3-12 그 중

9예가 마제신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3-5,8,13 우리나라의

경우 신장에서 발생한 원발성 유암종은 3예가 보고된 바 있는데,

이는 모두 마제신에서 발생한 것이었다.14,15 본 증례는 정상 신

장에서 발생한 유암종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보고되는

증례이다. 마제신에서 발생한 유암종과 비교하여 임상적 경과 및

발생 기원에 관한 문헌 고찰을 중심으로 본 증례를 보고한다. 

증 례

45세 남자가 급성 간염으로 개인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하

던 중에 왼쪽 신장에 우연히 종물이 발견되어, 정 검사를 위

해 본원에 내원하 다. 문진과 이학적 검사상 창백한 피부, 심계

항진, 고혈압 등의 순환기계 이상을 시사하는 증상은 없었다. 간

기능 검사에서 GOT 87IU/L 및 GPT 89IU/L로 증가되어 있

었으며, 이학적 검사상 종괴 침윤 등의 특이 소견은 없었다. 기

타 혈액 및 소변 검사에서 특이 소견은 없었다. MRI에서 좌측

신의 내측에 5×5×6 cm 크기의 피막 내 국한된 종괴가 관찰

되었고, 림프절 종 나 신정맥 및 정맥으로의 침윤은 보이지

않았다. 전신 골 스캔에서 섭취가 비정상적으로 증가된 부위는

없었다. 이상의 소견으로 좌신의 근치적 절제술과 좌측 부신 절

제술이 시행되었다.

병리 소견

적출된 좌신의 크기는 13×9×4 cm 고 무게는 278 gm이

었으며, 길이 8 cm의 요관을 포함하 다. 7.5×5×2 cm 크기

의 연한 갈색의 종괴가 신우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종괴는 단면

상 비교적 균일하고 매우 부드러운 소견이었다(Fig. 1). 괴사나

출혈은 보이지 않았다. 종괴는 피막에 잘 둘러싸여 있어 경계가

분명하 으나, 신장 아래쪽 실질을 고 있었다. 림프절 및 신혈

관내에서의 혈전은 관찰되지 않았다. 현미경 소견에서 종양 세

포들은 비교적 균등한 난원형의 핵을 가진 입방(cuboidal) 세포

혹은 원주(columnar) 세포들로 구성된, 특징적인 소주(trab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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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ar) 또는 리본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었다(Fig. 2). 유사 분열

은 관찰되지 않았다.  

면역조직화학 염색에서 종양 세포들의 부분은 synaptophysin

(Zymed, San Francisco, USA, Z66, 1:100)에 해 광범위한

양성 반응을 보 고(Fig. 3), chromogranin A (Signet, Ded-

ham, MA, USA, Lk2H10, 1:100)에 해서는 국소적인 양성

반응을 보 다. Pancytokeratin (Signet, Dedham, MA, USA,

AE-1/AE-2, 1:200) 염색에서는 종양 세포질에 과립상으로

염색되었다(Golgi-pattern). 전자 현미경 관찰에서 종양 세포들

의 세포질에 다양한 크기의 신경 내분비 과립들이 관찰되었다

(Fig. 4). 

고 찰

원발성 유암종은 신장에서는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신생물이

다.1-19 1966년 Resnick 등2에 의해 처음 보고된 이후로 문헌상

약 41예가 보고되었고,3-12 그 중 마제신에서 발생한 경우는 9

예,3-5,8,13 낭성 기형종에서 발생한 경우는 1예,16 다낭성 신에서

발생한 경우는 1예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9 또한 Isobe 등4

은 신유암종 32예를 종합하여 보고하 는데, 성별 분포상의 차

이가 없었고 연령별 분포도 13-79세로 광범위하 으며, 평균 나

이는 48.9세 다. 전이되는 부위는 부분 림프절과 간이었다.14

간 및 전신전이로 인하여 사망한 예는 3예가 보고되었다.15 Begin

등은 일차성 유암종이 정상 신장에 비하여 마제신에서 약 82배

정도의 높은 빈도를 보인다고 하 다.4 정상 신장에서 발생하는

유암종과 비교하여 마제신에서 발생하는 유암종은 보다 양성적

인 임상 경과를 나타내었다.3 진단 당시에 간, 림프절, 골 전이

가 있었던 13명의 환자 중에서 마제신에서 발생한 경우는 1명뿐

이었다.5 본 증례는 정상신에 발생한 유암종으로 유암종 증후군

(carcinoid syndrome)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나 간종괴와 같은

이학적 이상 소견은 없었으며, 발견 당시나 추적 검사 중에도 간

이나 전신으로의 전이증상은 없었다.

Fig. 2. Microscopically, the tumor cells make trabecular or ribborn-
like arrangement. 

Fig. 3.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for synaptophysin reveals
diffuse strong cytoplasmic expression. 

Fig. 4. Electron microscopical examination shows numerous neu-
rosecretory vesicles of 250-350 nm size in the cytoplasm of tumor
cells (×10,000).

Fig. 1. Grossly, the tumor is well circumscribed and located in the
renal pelvis. 



유암종의 기원이 되는 신경 내분비세포(neuroendocrine cell)

는 신 실질의 정상적인 구성세포는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어 신

장에서 발생하는 유암종의 정확한 발생기전은 아직 불분명하다.

다만 몇 가지의 가설이 알려져 있다.3,4,17,18 첫째는 신장에서 발생

하는 유암종은 신경내분비계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원

시 줄기세포(primitive stem cell)에서 유래된다는 것이며 APUD

system에 비추어 볼 때 가장 유력한 가설이다.6 둘째는 배형성

과정(embryogenesis) 동안 신장의 신문에 잘못 위치한 신경 능

선(neural crest)조직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18 셋째는 신우신

염으로 인하여 신우신배 요로 상피의 장성 이형성과 연관된 신

경내분비세포에서 기원한다는 것이다.18 넷째는 기형종(teratoma)

내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마제신에서 비정상적인 조직의 융합

은 후신성부 세포(posterior nephrogenic cell)들의 비정상적인

이주를 동반하는 기형 과정의 결과로 일어나며, Kirshman 등은

이러한 기형 발생 과정은 마제신에서의 유암종의 발생 과정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언급하 다.3 또한 신유암종의 발생 기전에

한 분자 유전학적 연구를 통하여 중합 효소 연쇄 반응으로

3p21의 D3F15S2에서의 이종접합성이 상실된 것을 알 수 있었

는데, 이 3p유전자좌는 종양 억제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

로서 이미 신세포암에서도 관찰된 것이다. 3p유전자좌의 결손이

유암종을 포함하여, 신피질 종양의 다수의 발생 초기에 공통

적으로 관련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19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신장에서 발생한 원발성 유암종은 3

예가 보고되었는데, 3예 모두 마제신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성

별 분포로는 3예 모두 남자에게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고, 발

생 평균 나이는 36.3 (31-43)세 다.14,15 본 증례는 우라나라에

서 마제신이 아닌 정상 신장의 신우에서 발생한 첫 번째 원발성

유암종이다. 환자들은 종괴에 의한 복부 통증이나 혈뇨로 인한

증상을 흔히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3 본 환자는 종괴가

신우에 생겨 종괴에 의한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 정상 신장과

비교하여 마제신에서 발생한 유암종이 보다 양성적인 임상 경과

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3 본 환자는 종괴의 외과적 절

제 이후, 현재까지 약 4년간 추적한 결과 재발하지는 않았다.

신장에서 발생한 유암종은 형태학적으로 신장에서 흔히 발생

하는 신 세포암과 요로 상피암 및 윌름 종양과의 감별 진단이 어

렵지 않다. 그러나 전이성 유암종, 토리곁세포종양(juxtaglomeru-

lar cell tumor), 소세포암과의 감별이 필요하다. 신장으로 전이

한 유암종은 매우 드물게 보고되고 있다.20 하지만 본 증례는 원

발 병소 및 다른 장기로의 전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전이성

유암종의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토리곁세포종양은 다

각형의 세포들이 기둥 모양을 만들거나 관과 낭을 만든다는 점

에서 유암종과 형태학적으로 유사하다. 그러나 전자현미경에서

신경분비과립이 보이지 않고 마름모 모양의 과립을 보이므로 유

암종과 구별된다. 신장의 소세포암은 매우 드문 종양으로 유암

종과 마찬가지로 신경내분비성 분화를 보이지만, 급속한 임상경

과를 보이며 폐의 소세포암과 유사한 조직소견과 괴사를 보이므

로 유암종과는 감별할 수 있다. 

신장의 원발성 유암종은 희귀한 종양으로 임상적 경과가 아직

명확하지는 않으나, 신장에서 발생한 다른 악성종양에 비해 더

양호한 경과를 보인다.16 최근에 보고된 신장의 원발성 유암종은

어떠한 중재적 시술도 하지 않은 채 10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

과, 원격전이나 부종양 증후군으로 인한 증상을 나타내지 않았

고, 환자의 생활에 어떠한 향도 미치지 않았음이 보고되었다.12

그러나 이 종양의 평균 관찰 기간은 31.6개월로 장기 생존율에

한 관찰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12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본 증례를 포함해 모두 4예의 신장

의 원발성 유암종이 보고되었으며, 본 증례와 같이 정상 신장에

서 발생하는 원발성 유암종은 예후가 보다 불량한 것으로 알려

져 있으므로3,4 지속적인 경과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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