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85

The Korean Journal of Pathology
2006; 40: 385-8

Traumatic Neuroma in the Pancreas Head Following Excision of
Pseudocyst 
- A Brief Case Report -

Jeong Won Kim, Gawon Choi, Jeong Eun Hwang, Shin Kwang Kang, Duck Jong Han1

and Se J.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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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 Seoul, Korea

We describe here a case of traumatic neuroma that developed in the pancreas head as a rare
complication of pancreatic surgery for pseudocyst. A 50-year-old man presented with septic
shock. The patient was a heavy drinker with history of operation for pancreatic pseudocyst
28 years ago. On the radiologic examinations, a poorly defined mass-like lesion was found in
the uncinate process of pancreas, and it had features of chronic pancreatitis and a stricture
of the distal common bile duct. Whipple’s operation was performed due to the diagnosis of
suspected pancreas head cancer. The pancreas revealed an ill-demarcated 4 cm sized firm
mass with grayish white fibrotic cut surface in the head portion. On the microscopic examina-
tion, the mass was composed of haphazard proliferations of nerve fascicles in a fibrocollage-
nous matrix and this case was diagnosed as traumatic neuroma. Although traumatic neruo-
ma is a rare cause of a pancreatic mass, it should be included as a differential diagnosis of
pancreatic mass in patients with a history of pancreatic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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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낭 제거술 후 췌두부에 발생한 외상신경종

- 짧은 증례 보고 -

외상신경종은 수술이나 손상에 한 신경조직의 반응성, 비종

양성 증식의 결과로 형성된종괴양 비후다.1 사지를 절단한 후 연

부조직에 통증을 동반한 소결절 형태로 흔히 나타나, 이전에는

주로 절단신경종(amputation neuroma)이라 불렸다. 그러나 내

장에서도 유사한 병터가 수술적 처치나 외상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지금은 외상신경종이라는 용어를 더 흔히 사용

한다. 내장에 발생한 예들은 부분 쓸개 제거술 후에 담도계에

생긴 증례이고, 췌장에 발생한 외상신경종을 보고한 문헌은 극히

드물어 전세계적으로 오직 한 예만 보고되었다.2 더구나 외상신

경종은 방사선 검사 시에도 특이 소견을 보이지 않으므로 수술

전 췌장암종과 감별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에 저자들은 췌장암종

을 의심하여 절제한 췌장의 외상신경종 1예를 보고하는 바다.

증 례

50세 남자 환자가 발열과 오한 때문에 인근 병원을 찾았다. 환

자는 6개월 전 건강 검진에서 알코올성간염과 만성췌장염 진단을

받았으나 특별한 치료 없이 지내던 중이었다. 내원 당시 황달이

있었고, 혈압이 70/50 mmHg로 측정되어 패혈 쇼크 진단을 받

고 항생제 치료를 받았으며, 이어 시행한 복부 전산화단층촬 에

서 췌두부의 종괴성 병터가 발견되었다. 항생제 치료 후 패혈 쇼

크 증상이 호전되어 내시경역행췌담관조 술과 내시경경비담즙

배액술을 받고 본원으로 옮겨졌다.

환자는 28년 전에 췌장의 거짓낭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고,

40년간 매일 소주 3-4병을 마신 음주력과 80갑.년의 흡연력이

있었다. 본원에서 시행한 이학적 검사 결과, 전신 상태는 양호하

으며 황달은 없었다. 혈압은 140/80 mmHg, 맥박수는 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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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회, 체온은 36.9℃이었다. 말초혈액검사 결과 혈색소는 15.9 g/

dL, 백혈구는 8,300/mm3 (중성구 73.2%, 임파구 19.1%, 단핵

구 5.3 %), 혈소판은 235,000/mm3이었다. 간기능 검사 결과 총

단백은 7.1 g/dL, 알부민은 3.6 g/dL, aspartate aminotrans-

ferase (AST)는 23 IU/L, alanine aminotransferase (ALT)

는 21 IU/L, alkaline phosphatase (ALP)는 192 IU/L, -

glutamyl transferase ( -GT)는 251 IU/L, 총 빌리루빈은 1.3

mg/dL로 ALP와 -GT가 증가해 있었다. 혈청 내 amylase와

lipase 수치는 각각 40 U/L, 26 U/L로 정상 범위 으며 C-pep-

tide는 4.2 ng/ dL로 증가해 있었다. 흉부 X-선 촬 에서는 특

이 소견이 보이지 않았다. 자기공명 담도조 술 결과, 원위총담

관이 좁아져 있었고, 양쪽 간내담관 , 근위간외담관 및 쓸개관이

확장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췌장의 전산화단층촬 결과, 만성췌

장염 소견과 함께 구상돌기에 2.1×2.4 cm 크기의 저음 의 종

괴성 병터가 관찰되어(Fig. 1), 췌두부암 의심 하에 Whipple’s

operation을 시행하 다.

절제된 조직을 살펴보니 주변 췌조직과 경계가 불분명한 병터

(4×3.5×2 cm)가 췌장 두부에 위치하고 있었고, 절단면은 섬

유성 잔기둥이 많이 관찰되어 거칠고 단단하며 회백색을 띠었다.

주변 췌장 실질은 섬유화성 변화를 보 다(Fig. 2). 수술 중 시

행한 동결절편에서 신경 다발의 증식이 관찰되었으며, 일부에서

위축된 분비샘 세포들이 신경 다발을 둘러싸고 있어 췌샘암종의

신경주위 침윤과 유사해 악성종양의 존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Fig. 3A). 수술 후 얻은 조직을 현미경으로 살펴본 결과

다양한 크기의 신경 다발들이 치 한 섬유교원질 내에 불규칙하

게 증식해 췌장 주위의 지방조직과 췌실질을 침습하고 있었으며,

간질 내에서는 만성 염증성 백혈구의 국소적 침윤이 관찰되었다

(Fig. 3A). 신경 섬유다발은 축삭과 섬유집세포(Schwann’s

cell)를 둘러싸고 있는 신경외막세포와 약간의 섬유모세포로 구

성되어 있었다(Fig. 3B). 주변 췌조직은 소엽간 췌장분비샘의

위축, 섬유화 및 소엽과 관 주위에 만성 염증성 백혈구의 침윤이

있는 만성췌장염의 소견을 보 다. 수술 후 ALP는 51 IU/L로

Fig. 1. The abdominal computed tomography shows an ill-defined
low attenuated mass like lesion (arrow) with calcifications in pan-
creas head.

Fig. 2. An ill-demarcated fibrotic lesion (arrow) is present in the
pancreas head. 

Fig. 3. (A) The mass is composed of randomly arranged nerve fascicles within dense fibrocollagenus tissue. A perineural invasion-like
lesion (inset) is noted in frozen section. (B) Proliferating nerve fascicles are ensheathed by multiple laminae of perineural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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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했으며 현재까지 환자는 별다른 이상소견 없이 외래 추적조

사 중에 있다.

고 찰

외상신경종은 신경이 손상되거나 절단된 후 남아있는 신경섬

유와 연결되지 못한 재생능력이 있는 근위부 신경섬유가 증식하

여 발생한다. 신경이 손상받으면 말단부 축삭에서는 왈러변성이

일어나고 근위부에서는 축삭과 신경집세포가 증식한다. 이상적인

환경에서 절단된 신경은, 축삭이 증식하는 신경집세포가 만드는

통로를 따라 근위 절단부에서 말단 절단부에 이르기까지 순차적

으로 자라서 재연결된다. 그러나 말단 절단부가 남아 있지 않거

나, 절단된 신경에서 연결되어야 할 신경 사이에 반흔조직이 끼

어들거나 혹은 두 신경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재연결에 실패

하면, 근위 절단부에서는 축삭과 함께 신경집세포, 섬유모세포,

신경외막세포 등이 무질서하게 증식하여 종괴를 만든다.1

조직학적으로 외상신경종은 교원질 다발 내 불규칙하게 얽힌

다양한 크기의 신경 섬유다발로 구성된다. 축삭과 그것을 둘러

싸고 있는 신경집세포로 이루어진 신경섬유가 모여 신경 섬유다

발을 만들고, 증식한 신경외막세포가 신경 섬유다발 주위를 여러

겹으로 둘러싸고 있다. 축삭의 크기는 다양하고, 정상 신경에 비

해 수초화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데 Luxol-fast blue 염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면역조직화학 검사를 해보면 축삭은 신경

미세섬유 단백, 신경집세포는 S-100 단백 그리고 신경외막세포

는 상피막항원(epithelial membrane antigen)에 각각 양성 반

응을 보인다.

해부학적으로 담도계와 췌장에는 복잡하게 얽힌 신경섬유 그

물이 존재하는데, 수술이나 내시경적 처치로 신경섬유 그물이 손

상되면 외상신경종이 생긴다. 쓸개절제술을 포함한 담도계 수술

이나,3,4 장관계 수술 후에5 발생한 외상신경종에 한 보고는 종

종 있었으며 복강경을 이용한 쓸개절제술 이후나6 복부 외상 후

에7 생긴 사례들도 보고된 적이 있다. 그러나 췌장에 발생한 외

상신경종은 극히 드물어 전 세계적으로 단 한 예만 보고되었는

데, 비장절제술을 받은 지 26년 후 췌미부에 발생한 Geddy 등2

의 증례가 그것이다.

본 증례는 췌미부의 거짓낭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후에 구

상돌기 부위에 발생한 외상신경종으로 환자는 음주로 인한 만성

췌장염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 병터의 위치로 보아 비장신경총에

서 분지하여 비장동맥과 함께 주행하며 비장과 췌장에 분포하는

자율신경이 손상을 입어 생긴 것으로 여겨진다. 

외상신경종 발생을 최소화하려면 수술 시 주변 조직으로부터

세심하게 신경조직을 벗겨내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

받은 신경은 각 부위들이 질서 있게 재생, 연결될 수 있도록 해

부학적으로 적절하게 위치시켜야 한다. 신경이 손상된 후 외상

신경종이 발생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수 주에서 수십 년까지로

다양하다.6 외상신경종은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하며 증상이 있거

나 악성종양 수술 후 생긴 환자에게서 종양의 재발과 감별하기

어려울 때가 제거술을 시행한다.1

사지를 절단한 후 절단부 근처 연부 조직에 생긴 외상신경종은

통증을 동반한 딱딱한 결절로 나타나지만, 담도계에 생긴 것들은

개 증상이 없으며 간혹 복통이나 폐쇄성 황달을 일으킨다.4,6 연

부 조직에 생긴 외상신경종이 통증을 일으키는 기전으로는 반흔

조직이 증식하는 신경을 감돈시켜 생기거나, 국소적인 외상 또는

염증에 의해 발생한다는 설명이 있다.1 반면에 담도계에 생긴 외

상신경종이 복통이나 폐쇄성 황달을 일으키는 원인은 주로 종괴

에 의한 직접적인 담도폐쇄다. 췌장 내에서 외상신경종이 발생한

Geddy 등2의 증례에서는 복통과 체중 감소 증상이 있었으며, 혈

중 아 라제 농도가 증가하 는데 이에 한 기전은 따로 설명

하지 않았다. 본 증례에서 환자는 저혈압, 발열, 황달 등의 증상

을 일으켰는데 이는 종괴에 의한 담도폐쇄가 담도 패혈증을 야

기한 것으로 생각한다.

외상신경종은 전산화단층촬 과 자기공명 상에서 경계가 불

분명하고 불균질하게 조 증강되는 저음 병변으로 나타나므로,

방사선학적으로 췌장암종과 감별할 수 있는 특이 소견을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본 증례에서처럼 기저에 만성췌장염이 있는 경우,

조직검사를 하지 않고, 수술 전에 췌장암과 감별해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결국, 환자는 췌장암종 의심 하에 수술을 받았으며,

수술 중 환자의 정확한 과거력을 모르는 상태에서 종괴에 한

동결절편 검사를 하 다. 췌실질의 소엽 사이에 신경 다발이 무

질서하게 증식하고 있어 양성의 반응성 병터임을 짐작케 했다.

그러나 국소적으로 관찰되었던 신경 다발이 위축된 분비샘 세포

들을 둘러싸고 있는 부분은 췌장샘암종에서 보이는 신경주위 침

윤과 유사했다. 이로 인해 동결절편 검사 당시에도 췌장샘암종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만약 이때 환자의 과거력을 알려주

는 정보가 주어졌더라면 좀 더 쉽게 진단할 수 있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외상신경종은 어느 곳에서나 발생할 수 있으며, 특

히 수술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 감별진단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

한 췌장의 종양성 병변을 감별할 때도 환자의 수술력, 손상력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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