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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장의 고형 가성유두상 종양 진단 6년 후의 F-18 

FDG PET/CT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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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8 FDG PET/CT Finding in Solid Pseudo-papillary Tumor of the Pancreas 

6 years After Initial Diagnosis

Byung Wook Choi, M.D., Hae Won Kim, M.D., Kyoung Sook Won, M.D., and Seok Kil Zeon, M.D.
Department of Nuclear Medicine, Keimyu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Daegu, Korea

Solid pseudo-papillary tumor (SPT) is a rare pancreatic neoplasm with low malignant potential, which tends to 
occur predominantly in younger females. Only a few cases of SPT seen on F-18 FDG PET scan have been 
reported, and the findings are not fully evaluated. A 33 year-old woman underwent F-18 FDG PET/CT study for 
staging of renal cell carcinoma. She was diagnosed with SPT of the pancreas 6 years ago, and has not had any 
treatment so far. Recent PET/CT showed marked F-18 FDG uptake in the peripheral solid portion and relatively 
less F-18 FDG uptake to the central calcified portion of SPT. We report one case of SPT of the pancreas on F-18 
FDG PET/CT. (Nucl Med Mol Imaging 2009;43(6):577-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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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췌장에서 생기는 고형 가성 유두상 종양(solid pseudo- 

papillary tumor, SPT)은 1959년 V.K Frantz가 처음 보고

한 이후 췌장의 유두상 상피성 종양, 고형 낭성 종양, 유두

상 낭성 종양, 고형 유두상 상피성 종양 등으로 불리다가 

1996년 WHO의 정의에 의하여 췌장의 고형 가성 유두상 

종양으로 불리게 되었다.1-5) 이 종양은 주로 은 여성에서 

발생되는 매우 드문 양성 는  악성도의 종양으로 췌장

에서 발생하는 종양의 약 0.13~2.7%를 차지하며, 세계

으로 약 3000여 가 보고되었다.6,7) 국내에서도 60  정

도의 사례가 산발 으로 보고되었으며 그 발생 기원은 아

직 밝 지지 않고 있다.8-12) 조직학 으로 SPT는 주  조

직과 경계가 뚜렷하고 피막으로 싸여 있으며 출 성 괴사

를 동반한 낭성 부분과 고형 부분의 복합 소견으로 보이

며,1) 산화단층촬 (CT)과 자기공명 상진단(MRI),  

복부 음 (US) 등이 진단에 도움을  수 있다. 수술  

제가 치료의 원칙으로 알려져 있고 술 후 후도 좋은 

것으로 되어 있다. 

췌장의 SPT에서의 F-18 FDG 섭취에 하여서는 아직 

논란이 있으며, 자들이 아는 한, 국외에서 SPT에서 PET

를 시행한 사례들이 몇 차례 보고되었으나,13-15) 아직까지 국

내 보고는 없다. 이에 자들은 은 여성의 췌장에서 발생

한 SPT의 F-18 FDG PET 소견을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2009년 33세의 은 여성이 1개월 부터 발생한 양쪽 

하지의 약해짐과 아린감, 다음과 다갈 증세로 외부 병원에

서 제2형 당뇨병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상기 증상

이 지속되어 본원에 내원하 다. 과거력상 2003년 성 간

염 증세를 보여 시행한 복부 음 에서 췌장에 종괴가 보

고, 이어 시행한 복부 CT에서 췌장의 두부와 구상돌기

에 걸쳐서 심부에 석회화를 동반하는 약 3.6 cm 크기의 

종괴가 있었으며, 다른 장기나 국소 림 로의 이는 없

었다. 이 종괴에서 CT 유도 세침흡인천자생검을 시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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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Present non-enhanced (A) and enhanced (B) abdominal axial CT images show a 3.6 cm sized, slightly hypoattenuating mass 
(thick arrows) with central calcification in the head and uncinate process of the pancreas with strong enhancement on arterial phase 
and several cysts of both kidneys (thin arrows). There is no definite interval change in this pancreatic mass compared with the dynamic 
abdominal CT on 2003. Incidentally two new lesions are noted in the lower pole of right kidney on the contrast-enhanced abdominal 
axial CT image of lower level, which are highly suspicious for small renal cell carcinomas (not shown here).

고 조직학  소견상 SPT로 진단받았으나 환자의 개인

인 사정으로 수술  제를 하지 않기로 하고 외래 추  

찰하던 이었다. 

이번에 내원하여 시행한 액 검사상 CEA, CA19-9, 

AFP 등의 종양표지자들은 정상이었다. 이어 시행한 복부 

CT에서 췌장 종양의 크기나 양상은 6년 의 복부 CT와 

비교하여 변화가 없었으나(Fig. 1), 우연히 새로 발생한 우

측 신장의 콩팥세포암종(renal cell carcinoma)이 진단되어 

병기설정을 하여 F-18 FDG PET/CT를 시행하게 되었

다. F-18 FDG PET/CT는 discovery STE PET/CT 

scanner (General Electronic Systems, Milwaukee, WI, 

USA)를 이용하 다. F-18 FDG 투여  6시간 동안 식

하 고 공복 당은 149 mg/dL 이었다. F-18 FDG는 400 

MBq (10.8 mCi)을 주사하고 60분 후에 머리끝에서 허벅

지의 근 부까지 CT 와 PET 상을 촬 하 다. F-18 

FDG PET/CT에서 췌장의 두부와 구상돌기에 주변부로는 

높은 F-18 FDG 섭취 증가를(SUVmax: 5.0) 보이면서 

심부로는 상 으로 낮은 F-18 FDG 섭취를(SUVmax: 

3.6) 보이는 두 종괴(Fig. 2)가 보 으며, 이들이 연결되어 

있는 부 에 가장 높은 FDG 섭취가 찰되었다

(SUVmax: 9.3). 복부 CT 발견된 우측 신장의 콩팥세포암

에는 FDG 섭취가 보이지 않았고, 나머지 부 에서도 비정

상 인 F-18 FDG 섭취는 찰되지 않았다. 

환자는 콩팥세포암에 하여서는 수술을 받을 계획이나, 

췌장의 SPT에 하여서는 비록 F-18 FDG PET/CT에서 

높은 섭취를 보이지만 다른 부 로의 이가 없고, 복부 

CT 추  검사에서 이 과 변화를 보이지 않아 수술  

제는 하지 않고 이 과 마찬가지로 외래 추  찰만을 계

획하고 있다.

고     찰 

췌장의 SPT는  세계 으로 드물게 보고되는 췌장의 

종양이다.6,7) 외분비췌장 종양의 1~2%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최근 윤 등이 국내 30여 개의 

학병원의 암센터에서 보고한 외분비췌장의 낭성 종양 

1,064 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1,064   194  

(18.3%)가 SPT 다.6,16) 발생 기원에 해서는 아직 명확

히 밝 진 바가 없으나, 면역 조직화학염색과 자 미경

소견상 외분비세포 기원설, 내분비기원설, 내분비와 외분

비 세포 모두 분화가 가능한 다기능성 원시세포 기원설 등

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  다기능성 원시세포설이 좀 더 

설득력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 부분이 양성 

는  악성도를 보이나, 췌장의 바깥쪽으로 자라는 경향이 

있어 십이지장, 간문맥으로의 국소 이  원격 이를 보

이기도 하지만 양성 경과를 취하며 종성의 경우에도 근

치  제술을 시행할 경우 좋은 후를 보이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2,7,17-19) Lam 등은 452 의 SPT 에서 66 에

서 악성화와 함께 주변 조직으로의 이나 침범을 보 다

고 하 고2) 나이가 많거나 남자에 발생한 경우에서 악성화

의 경향이 더 나타난다고 하 다.14,19) 

SPT는 주로 20~30 의 은 여성에서 발생하며, 주 증

상으로는 상복부의 종괴와 복통이 가장 흔하고 무증상으로 

우연히 발견되는 사례도 있었다.7,16,18,20) 발생하는 부 는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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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MIP (A) image of F-18 FDG PET/CT shows a vertically aligned bow tie shaped hypermetabolic lesion in the 
upper abdomen. Transaxial fusion (B) and PET (C) images depict moderate F-18 FDG uptake in the peripheral solid 
portion (SUVmax: 5.0) and relatively less F-18 FDG uptake in the central some calcified portion (SUVmax: 3.6) of the 
mass. The highest FDG uptake (SUVmax: 9.3) is noted in the small bridging area (D) without calcification (E) 
between masses of uncinate process and head of the pancreas. Corresponding contrast enhanced CT images 
show diffuse well enhancement on it (not shown here). 

췌장의 어느 부 나 가능하며, 일반 으로는 두부보다는 

체부나 미부에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으나2,12,16)  다른 국

내 보고에 따르면, 강 등은 12   7 에서, 안 등은 7  

 3 , 하 등은 8   4 에서 두부에 발생하 다고 하

다.1,8,9) 종양의 크기는 Lam 등은 452 의 문헌 고찰에서 

평균 으로 약 9.3 cm으로 보고 하 고 국내 보고에서도 

평균 8~10 cm로 비슷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2,7-9) 육안

 조직소견에서 종괴는 주  조직과 경계가 뚜렷하고, 출

성 괴사를 동반한 낭성 부분과 고형 부분이 혼합되어 피

막으로 싸여 있다고 하 다.7,14)

방사선학  소견으로 복부 음  소견에서 주  조직

과 경계가 분명한 비 균질성의 종괴를 보이고, 후 증폭은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21,22) 복부 CT와 MRI로 췌장의 

SPT와 비기능성 도세포종, 액성 낭성종양(mucinous 

A

B

C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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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stic tumor), 단방 낭선종  염증성 는 석회화된 가성

낭종(pseudocyst) 등과 같은 다른 췌장의 질환과 감별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CT에서는 보통 고형과 낭성이 혼

합된 종괴로 출 성 괴사를 동반하고 피막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종종 석회화를 동반한다.4,7,15,17) 고형 부분은 조  

증강이 되고 형 으로 주변부에 분포하며, 낭성 부분은 

심에 치한다.7,23) MRI는 T1-과 T2-weighted 상에서 

췌장 내에 균일하지 않은 신호강도를 보이는 경계가 명확

한 종괴 소견을 보인다.7,14,23,24)

치료는 수술이 원칙으로 되어 있으며 보통 재발 없이 좋

은 후를 보이고, 드물게 수년 후에 이가 나타날 수 있

으나 이가 있더라도 긴 생존 기간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Lam 등은 문헌 고찰에서 5년 생존율을 97%로 보

고 하 고, 다른 보고에서도 역시 우수한 장기 생존율을 보

고하 다.2,7,25) 

췌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양성 는 악성 질환들에

서 F-18 FDG PET 소견은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췌

장샘암은 주로 증가된 F-18 FDG의 섭취를 보이나, 췌장염

에서도 미만성 는 국소 인 F-18 FDG의 섭취를 보일 

수 있으며, 췌장의 도세포종(islet cell tumor)과 액성 낭

성 종양의 경우에도 다양한 F-18 FDG의 섭취를 보일 수 

있다. Nakamoto 등은 췌장에서 생기는 양성과 악성 질환

을 감별하기 하여 SUV의 제한값을 2.5와 2.8로 설정하

을 때 진단의 정확도가 각각 83%와 87%라고 보고하

다.26)

PET에서의 췌장의 SPT의 FDG 섭취에 해서 아직 명

확하지는 않으나, SPT가 조직학 이나 방사선학 으로 악

성과 양성을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종양의 악성도와 

FDG 섭취와의 계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Lee 등은 

3.2 cm 크기의 SPT에서 SUVmax 2.6의 FDG 섭취를 보

고하 고, Sato 등은 2 의 SPT에서 각각 4.2와 3.0, 

Shimada 등은 1 의 SPT에서 3.6으로 보고하 으며, 수술

 제거 후 조직학  소견상 양성으로 진단되었고 추  

찰에서도 재발이 없었다고 하 다.15,16,27) Roldan-Valadez 

등도 우연히 발견된 췌장 체부의 15 cm가량의 SPT를 수

술하지 않고 5년 동안 추 찰을 하고 있는 68세의 남자 

환자에서 SPT를 평가하기 해 시행한 F-18 FDG 

PET/CT에서 종괴의 크기는 이 의 복부 CT와 비교하여 

변화가 없고 다른 장기나 국소 림 로의 이 소견 역시 

없었으며, SPT의 가장자리에서 측정한 SUVmax 값은 

16.5, 심 부분에서는 1.2를 보 다고 보고하 다.13) 이 증

례는 췌장에서 발생한 SPT를 외래 추  찰하던 에 

F-18 FDG PET/CT를 시행하여 높은 SUVmax 값을 보

고, 악성화나 다른 장기 는 주 조직으로의 이가 보

이지 않았다는 에서 본 증례와 아주 흡사하다고 할 수 

있겠다.

SPT는 주로 은 여성의 췌장에서 발생하는 드문 종양

으로, F-18 FDG PET/CT에서 높은 FDG 섭취를 보일 수 

있어 췌장에서 발생하는 기타 다른 양성이나 악성 질환과 

감별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은 여성에서 췌장의 종양

에서 높은 FDG 섭취를 보이는 경우 췌장 샘암종과 췌장

염, 도세포종, 액성 낭성 종양 등과 함께 SPT도 고려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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