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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성 부신피 잘자극호르몬증후군을 동반한 폐 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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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세 남자환자가 업 원 수일천부터 시 작펀 주역 과 복 

흥을 주소로 업 원하였다. 영 력 상 환자는 11년전에 폐 

결핵무로 6개월간 치료를 받았으며 9년전에 쿠성증후 

군A로 양측 부신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영리조직검사상 

결 철성 띄 질 성 이 상>11 대 (nodular cortical hypertio

-phy)로 진단되었다. 당시 실시한 두개골엑스선 검사와 

시야검사는 정상이었으며 흉부엑스선 검사상 좌측 페 

운부에 2. 5x2. 6 cm 크기의 결절이 발견되었다. 

수술후 환자는 cortisol 치 환요엽 (replacement ther

apy)을 계속하였다. 

수술후 환자는 띄부색이 짙어지는 것올 말견하였￡ 

며 색소침착은 2년천부터 더욱 입해져서 2개월천에 

Nelson 증후군의 진단하에 뇌하수체 방사선치료를 실 

시하였다. 당시에 실시한 두개골엑스선검사와 시야검 

사는 정상이었A며 혈청부신피질자극호르온(ACTH)은 

1100 pgm/ml 이었다. 흉부엑스선상 좌폐의 결철은 5.7 

X6cm 로 커쳤으며(도 1) 객담에서의 항산균검사와 

세포진 검사는 정상이었다. 

땅사선치료후 환자의 상태는 양호하였A나 /십한 스 

트레스후 발생한 쿠역과 복동으로 다시 내완하였었다. 

이 학적 소견 상 혈 앙 100/80 mmHg, 맥 박 74/min, 체 
온 36.40 C ， 호홉수 24/min 이었고， 외견상 천신적￡로 

쇠약상태였으며 천신적으로 흑색 피부색소 청착이 섬했 

다. 의식운 영료하였으며 진찰상 야상소견은 없었다. 

의 

임 상검사 소견은 혈색소 18.5 g/dl , 액혈쿠 7, 400/ 
mm3이었고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와 소변검사는 

모두 정상법위였다. 혈청 전해질검사상 Na 윤 119mE 

/ L 01 었고 K 윤 6. 2 mEq/L 이었마. 

페 기 능검 사상 FVC 5.04 L(102. 8%), FEV 3: 35 

(84.4%) , FEV% 66.44%이었다. 

객당내 항산균검사와 세포진검사는 음성이었우며 흉 

부 단충촬영과천산화단층촬영 결과는 도 2， 3과 같다. 

입원후 부신성발증(adrenal crisis)에 대한 치료로 

상태가 안정펀 후에 페결철의 진단을 위하여 캐흉술을 

~실시하였다. 

흉부 수술 소견 : 종양은 좌상엽의 내장흉악에 연해 

있었으며 하엽과는: 유착이 없었고 크기는 6X6X4 cm 

후 상엽에서 쉽게 박리되었다. 수술윤 좌상엽절제술을 

시행하였다(도 4). 

병리 소견 :종양운 잘 발달펀 피박에 싸여 있었으며 

할연윤 황찰색으로 organoid pattern 을 보이고 있￡며 

주위조직￡로의 첨윤은 관철되지 않았다(도 5). 

현마경 검사상 종양의 파악이 잘 발달되어 있고 종 

양의 청 윤운 없었다. 종양세포는 방추상세포와 다각형 

세포(poly hedral cell)호 구성되어 있으며 다각형세포 

는 호산성의 세포질과 작고 둥근 핵을 가치고 있A며 

모세혈관이 발달된 칸질조칙에 둘러싸여서 모자이크 

상 (mosaic pattern)을 이루고 있었다. 종양세포에서 핵 

의 다형태성 (pleomorphism)이나 핵분렬윤 판철되지 않 

았다. 특수염색인 silver stain 을 실시하였는데 argyr

ophil 염 색 은 양성 이 었 으나 (도 6) argentaffin 염 색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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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eoperative chest Xray : well circumscri
bed mass at left hilar area. 

.Fig. 2. Tomogram: well circumscribed mass wit
hout calcification nor cavity formation . 

Fig. 3. Chest CT: well circumscriked mass without medi as tina l in vol ve 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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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urgical specimen showing well capsulated Fig. 5. Cut surface showing organoid pattern of 
tumor attached to left upper lung. tumor with area of cystic degeneration. 

Fig. 6. Epithelial covering is intact without tumor Fig. 7. Coexistance of spindle cells and carcinoid 
invasion. cells is characteristic finding of peripheral 

carcinoid tum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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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A로(도 7) 천장(forgut)에서 유래한 말초성 차아 미경검사상 섬유조직에 싹인 적은 세포군을 형성하여 

시노이드로 진단되었다. 침투양상을 보이고 대개 다른 원인으로 혜조직을 검사 

진단 : 말초성 카아시노이드(peripheral bronchial 할 예 우연히 발견하게 펀다6) 

carcinoid)에 의한 이소성 부신피철자극호르몬 증후군. 기판지카아시노이드의 원인셰포인 Kulchitsky 세포 

수술후 경과 : 수술 2얼째 실시한 ACTH 는 43 pg/ 는 태생학적A로 신경외배엽 (neuroectoderm)에서 유 

ml 이었고 3개월후 피부색소첨착증상의 많은 호천을 보 래한 신경운비세포로 Pearse 가 제창한 APUD(amine 

야 고 있 다 precursor uptake and decarboxylation system)세 포 

군에 속한다. APUD 세포는 아민천쿠물질율 탈차르북 

고 안 

이소성 부신띄질자극호르온증후군 (ectopic ACTH 

syndome)을 일으키는 종양운 1) 미분화 소세포성 폐 

암， 2) 태생학적으로 천장(forgut)에서 유래한 내분 

닙1 성 종양， 3) 크로움친화세 포종군과 4) 난소종양의 

일부 동의 4가치로 대멸할 수 있다1) 

카아시노이드는 전장에서 유래한 내운"1 성 종양에 

속하며 이 소성 부신피 질자극호르온증후군의 4%를 차 

지하고 있다2) 

차아시노이드는 1930~대부터 원주종(cy li nchoma) , 

첨 악상펴 세 포종(mucoepidermoid tumor) 파 함께 기 판 

지 선종에 속하였으나 종양세포의 발생부위의 차이와 

예 후의 차이 로 현재 는 기 판지 카아시 노이 드(bronchial 

carcinoid)로 화로 분류하고 있다3_5) 

카아시 노이 드는 기 판지 내 의 Kulchitsky 세 포에 서 말 

생하는 바교적 증식속도가 느렌 기판지 종양으로 영리 

조직검사상 중싱성， 말초성， 비천형성 및 소종양(tum

orlet) 의 4가지로 나누고 있다. 중심성카아시노이드는 

주엽성기관지까지의 대기관지에서 말생하고 기관지내로 

분엽 형 의 종양￡로 자라며 “dumbell"형 으로 자라는 것 

이 특정으로 기관지차아시노이드의 90%를 정하고 있 

다. 종양세포는 모자。1 크상을 형성하며 간질조직이 잘 

발달되어 있다. 원격천이는 10%정도에서 발생하며 5년 

생 존률이 90%이 상으로 예 후가 좋은 종양에 속한다. 

말초성카아시노이드는 세기판지에서 딸생하며 기관 

지차아시노이드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종양은 혜말 

초부위에서 발견되며 커판지와 종양간의 연결이 불분 

명할 혜가 않고 중심성과 달리 다발성.E...로 발생할 수 

도 있다. 조직검샤상 종양세포는 차아시노이드세포와 

함께 방추상세포가 존재하는 것이 특칭이며 중싱성보 

살 해서 포리웹티야드와 아만을 생산하는 세포궁A로 

뇌 하수체 선종， 부신경 절종， 도세 포종， 갑상선 수절 

앙， 흉선종， 소화기 카아시노이드와 분미화 소세포성 

띄l 앙둥도 판련판다7 ， 8) 

차아시 노이 드는 tryptophan 에 서 5-hydroxy-trypt

ophan 과 5-hydroxytryptanaine(serotonin)을 분바 

하는데 전장에서 유래하는 기판지차아시노이드에서는 

5-hydroxytryptophan 과 histamine 이 분111 되 며 ar

gyrophil 염색에 양성을 나타내며 중장(midgut)에서 

유래 하는 소화기 카아시 노이 드에 서 는 5-hydroxytrypt

amine(serotonin)이 분에되고 argentaffin 염색에 양 

성 으호 냐타냐으로 조직 검 사상 쿠분할 수 있다6 . 1) • 

차아시 노이 드에 서 는 serotonin 외 에 prostag!andin , 

kinin 둥도 분매하며 타 APUD 세포에서 분배되는 

ACTH, carcitonin 풍도 분비 할 수 있A냐 ACTH 분 

비 에 짜를 이 소성 부신피 자극성 호르온증후군이 비 교적 

잘관찰된다. 

야 소성 부신피질자극호르몬증후군은 쿠성 종후군과 달 

리 체중강소， 저차리혈증으로 인한천신우력강， ACTH 

와 MSH 운"1 항진에 따른피부색소청착， 훨안종양에 의 

한 증상말현 및 남자에서 많이 판찰훤다는 차이점이 

있고 미분화 소세포 페암이 원인질환의 60%를 정하고 

있다2 ， 9) 

본예에서도 기판지카아시노이드에서 분비된 ACTH 

로 인해 쿠성증후군이 말현되었고띄부색소칭착이 발생 

하였A며 본종양이 호르온을 분배 한다는 것 윤 조직 검 사 

상 sil ver stain 양성 A로 증영 되 고 있 고 수술후 ACTH 

측정치의 정상화와 색소침착의 호전￡로 확인되었다. 

이소성부신피질자극호르몬증후군의 치료는 원인질환 

을 치료하는 것이냐 않은 경우 악성종양이 원인이 되 

므로 실제적안 방법이 되지 뭇하고 양측성부신정제술 

다 세 포의 다형 태 성 을 쩌 우는 것 이 특정 이 다. 을 시 행 하거 나 Metyrapone O'P'-DDD 둥의 약물요업 

"1 천형성차아시노이드는 세포들의 다형태성과 핵분 을 시도해 보고 있다2) 

렬이 특정으로 2/3에서 원격천이플 하며 5년 생존율이 

50%정 도로 예 후가 냐쁘다. 

소종양은 다발성으로 크기가 3-4mm 야하이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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