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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신경내분비 종양(neuroendocrine tumor, NET)은 전통적으로 
매우 드문 질환으로 생각되어왔으나 최근 30년 동안 발생률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는 질환이며, 그 발생률은 인구 100,000당 2.5명에서 5명
이고 유병률은 100,000명당 35명이다1). 또한 모든 NET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부위는 위창자췌장(gastroenteropancreatic) 
부위이며, 직결장 부위는 13.7%를 차지하고, 직결장 부위 중에서도 
결장 부위가 7.8% 정도를 차지한다2). 직결장 부위의 NET는 특정한 
호르몬을 분비하지는 않으며 비특이적으로 나타나고, 증상 중 가장 

흔한 것은 장운동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설사 및 종양이 진행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복통, 체중감소 및 촉지 가능한 복강내 종양이다
3). 1950년대에 최초로 보고된 카르시노이드 증후군은 간헐적인 상
열감, 안면홍조와 설사 그리고 후기(later stage)에 가서는 심장의 
우측 판막 질환도 발생할 수 있는 증후군으로 세로토닌(serotonin)
의 과도한 생산이 가장 흔히 관찰된다4). 
    50%이상의 환자에서 동시성(synchronous)으로 발견되는 전이
병소는 간이며 간의 양 엽(lobe)을 모두 침범하는 미만형 타입은 드
물 뿐 아니라 약 10%의 환자만이 간 전이병소 절제술이 가능하다5). 
모든 종양을 절제하는 목적이 아니더라도 간 전이 병소들을 일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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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도 절제하는 것은 그로 인한 증상들의 관리에 도움이 되므로 
수술이 가능할 경우에는 간의 기능을 고려하여 되도록 시행하는 것
이 좋다6). 직결장 부위의 NET은 직결장 부위에 덮여있는 선종
(adenoma)들, 궤양성 결장염(ulcerative colitis) 및 면역 결핍 환
자와 연관되어 있다는 보고가 있다7). 수술 외에 NET의 간전이 병
소에 대해 시행하는 경동맥 화학 색전술(transarterial 
chemoembolization)은 항암 화학요법에 저항성을 가진 직결장 
NET 환자에게 구제요법(salvage therapy)으로 흔히 사용되며, 현
재로서 직결장 NET 환자의 삶의 질을 높여줄 것이라 기대되고 있
다8). 카르시노이드 증상이 있는 NET의 경우 수술 이외의 치료로는 
전신적 항암요법(systemic chemotherapy)이 있으며 nitrosurea 
streptozocin의 효과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이와 함께 
5-fluorouracil과 doxorubicin을 병합하여 사용한다9). 그 외에 소
마토스타틴 유사체(somatostatin analogs)를 사용하거나 인터페론 
알파(interferon-α)를 사용하는 생물요법(biotherapy)이 있으나 아
직 명확한 효과를 보여주지는 못하며 카르시노이드 증상을 가진 환
자의 약 27%에서 제어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9). 
    이에 저자는 직결장 NET와 간전이 동시 진단을 받고 카르시노
이드 증상(carcinoid symptom) 치료를 받던 중 권유받은 항암 화
학요법을 거부하고 한방 치료를 받기 위해 본원에 내원한 환자에게 
증상 관리 차원에서 점액성 설사 증상에 초점을 맞추어 3가지의 각
기 다른 한약 처방을 순차적으로 투여해 설사 증상의 완화치료를 
시도했던 환자 1례의 치료 결과를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1. 환자 : 81세 남성

2. 치료기간 : 2013년 11월 13일 ~ 2013년 12월 14일(32일간)

3. 진단명
    Rectosigmoid colon neuroendocrine carcinoma, multiple 
metastasis to liver and parasacral lymph nodes (LNs) with 
suspicious of metastasis to Rt. lung.

4. 진단일 :  2013년 10월 31일

5. 현병력 
    본 환자는 2013년 10월 31일 OOO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상 
직결장암 의심되어 시행한 생검 상 직결장 연접 부위(rectosigmoid 
junction, RS junction) 및 간에 내분비신경종양(NET)이 있는 것으
로 진단받았다. 이후 NET로 인해 부수적으로 유발되는 카르시노이
드 증상에 대한 완화 치료를 받던 중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권유받
았고, 이에 대해 환자 본인이 항암 화학 요법을 거부하고 한방 치료
를 받을 목적으로 2013년 11월 13일에 본원 내원하여 입원하였다.
    원발 종양 부위는 항문판(anal valve)에서부터 15 cm 떨어진 
곳에 위치했다. 면역조직화학 검사상(immunohistochemical stain) 
CDX2, 신경세포부착분자(neural cell adhesion molecule, NCAM 

또는 CD56)와 시냅토피신(synaptophysin)이 양성이었고, 크로모그
라닌(chromogranin)은 음성이었다. 또한 Ki-67이 80%로 2010년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분류상 G3로 고
등급 종양에 속하였다. 
    입원 당시 24시간당 5회 정도의 설사를 하였으며, 설사의 양상
은 대변은 소량이나 점액질이 대부분이었다. 복부 팽만감 및 하복통
이 24시간당 1-2회 정도 발생하였으며, 카르시노이드 증후로 인해 
발생한 간헐적인 상열감 및 안면 홍조는 시기와 횟수에 있어 불규
칙하게 발생하였으나, 천식이나 심부전과 같은 다른 카르시노이드 
증후는 병발하지 않았다. 평지 보행시에도 약간의 숨가쁨이 유발되
는 등 전반적인 컨디션이 약간 저하된 정도였다. 본원에서의 치료는 
점액성 설사 증상의 완화를 목표로 하였고, 내원시 환자가 지참한 
약물은 없었다.

6. 주소증 및 변증소견
    泄瀉, 下腹痛(압진시 발생함) 腹滿感(간헐적) 上熱感 및 顔面紅
潮, 短氣.
    體格(보통) 性格(유순한 편) 食慾(良好) 消化(良好) 大便(次數, 
粘液性, 泄瀉) 小便(보통, 夜尿 1-2회/日) 睡眠(良好) 舌脈(舌質暗
赤, 舌苔灰厚, 口臭, 脈芤) 辨證(中焦寒, 血虛兼瘀血)

7. 진단 방사선 검사 결과
    처음으로 촬영한 2013년 10월 31일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
(computed tomography, CT) 영상에서 폐 우중엽(right middle 
lobe, RML)과 폐 우하엽(right lower lobe, RLL) 그리고 간에 다발
성 전이로 의심되는 병소가 보였다. 간의 병소는 각각의 낱개 종양
이 그리 크진 않았지만, 개수가 매우 많았다. 같은 날인 2013년 10
월 31일 촬영한 전신 양자 방출 단층 촬영(positron emission 
tomography, PET) 영상에서는 조영제인 fluorodeoxyglucose 
(18F-FDG)가 천골 주변 림프절(parasacral LN)부위에서 섭취 증가
되어 전이를 의심케 하는 소견이 보였다. 본원에서 한방 약물 치료
를 하던 도중, 2013년 11월 16일 요로(urethra) 결석으로 의심되는 
원인 불명의 복통으로 OOO병원 응급실에서 CT를 촬영하였고 응급
실의 판독결과 별무 이상 소견으로 판독되었다. 본원에서 약 1개월
여의 치료 후 본원 소재 둔산 혜화의원에서 촬영한 2013년 12월 9
일 CT 영상 또한 2013년 11월 16일 CT 영상과 차이를 보이지 않
으면서 입원 기간동안은 안정 병변(stable disease, SD)을 나타내었
다(Fig. 1). 

8. 임상병리검사 결과
    입원당시 정상 수치였던 TB, Creatinine, potassium 검사수치
는 입원 기간 중 점진적으로 증가하였고 퇴원 전날 검사상 모두 이
상 범위로 증가하였다. 간담도 관련 수치인 TB, DB, AST, ALP, γ
-GTP는 ALT를 제외, 모두 증가하였고, 신장기능 관련 수치인 
Creatinine, BUN도 증가하였다. 암과 관련된 지표인 종양표지자 중 
CEA는 정상범위 내로 측정되었고, CA19-9와 CA72-4 수치는 치료 
전에 비해 증가하였다. CA72-4는 입원 기간 동안 정상 범위를 유
지하다가, 퇴원 전날 검사상에서만 이상 범위로 측정되었다.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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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LDH, Fibrinogen 과 CRP 수치도 지속적 증가 추세를 보였다. 
전해질 나트륨 수치는 입원시부터 점차 감소하여 마지막 검사상 
129 mEq/L로 측정되었다(Table 1). 

9. 치료방법
 1) 치료 개요(Table 2) 
  (1) 한방약물: 이중탕가미(理中湯加味), 삼백탕가미(三白湯加味), 
적석지우여량탕 변방(赤石脂禹餘糧湯 變方)
  (2) 침, 뜸 치료 
   ① 직경 0.25mm, 길이 30mm의 호침
    주요 혈자리-족삼리(S36), 조구(S38), 해계(S41) 및 태백(Sp3), 
공손(Sp4), 삼음교(Sp6), 음릉천(Sp9), 태충(Liv3), 영골(靈骨), 대백
(大白)
   ② 복부 간접뜸 하루 1차례-중완(Cv12), 신궐(Cv8), 관원(Cv4), 
죽염뜸 하루 1차례 - 족삼리(S36), 용천(K1)
   ③ 수액 및 양약 치료 : 10% 포도당주사 500ml, 칼리메이트

(kalimate) 용액, furosemide po 40mg/day
 2) 한약 치료
    입원일인 11월 13일부터 18일까지의 5일간 이중탕가미방 투여, 
11월 18일부터 12월 02일까지 14일간은 삼백탕가미방 투여, 12월 
02일부터 11일까지 9일간은 적석지우여량탕 변방 투약하였다. 매일 
3회씩 식후 온복(溫腹)하였고 복용은 누락없이 지켜졌음을 확인하였
다. 이중탕가미방은 이중탕에 육두구(肉荳蔲) 4 g을 가한 처방으로, 
첫 설진(舌診)시 회후태(灰厚苔)를 보고 점액성 설사 증상과 합참(合
參)하여 중초한증(中焦寒症)으로 판단하고 처방한 온제(溫劑)이다. 
삼백탕은 기본방의 구성이 백출(白朮), 백작약(白芍藥)과 백복령(白
茯笭)으로 이루어진 처방으로 허번(虛煩) 또는 설사에 사용한다. 본 
증례에서 사용한 삼백탕가미방에 추가된 약물은 곽향(藿香), 박하(薄
荷), 육두구(肉荳蔲), 승마(升麻), 갈근(葛根) 등이 있는데, 이는 보비
지사(補脾止瀉)의 효능을 가진 방향성 약물들로 임상에서 설사에 다
용하는 약물들이다. 생지황(生地黃)은 본 증례 환자 설사에 대해 이
중탕가미방의 투여가 실패로 판단되며 한열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

Ⅰ Ⅱ Ⅲ

Fig. 1. CT findings of a patient before and after treatment. no interval change of liver metastasis lesion from Ⅰ to Ⅱ and to Ⅲ. Ⅰ: enhanced 
abdominal CT done on 1st November 2013, Ⅱ: enhanced abdominal CT done on 16th of November 2013, Ⅲ: enhanced abdominal CT done on 9th of 
December 2013.

Table 1. Laboratory findings

Exam Date TB (mg/dℓ)
(0.3~1.2)

DB (mg/dℓ)
(0.1~0.2)

AST (U/ℓ)
(0~35)

ALT (U/ℓ)
(0~45)

ALP (U/ℓ)
(30~120)

γ-GTP (U/ℓ)
(10~49)

11/13 0.6 0.3▲ 44▲ 20 203▲ 980▲
11/25 1.5▲ 0.7▲ 59▲ 20 165▲ 952▲
12/02 1.7▲ 0.7▲ 67▲ 24 194▲ 1251▲
12/11 5.2▲ 3.0▲ 96▲ 38 200▲ 1148▲
12/13 5.3▲ 2.9▲ 104▲ 39 246▲ 1030▲

Exam Date
Creatinine
(mg/dℓ)

(0.81~1.44)

BUN (mg/dℓ)
(7.9~20)

WBC (103mm3)
(4.5~11)

LDH (U/ℓ)
(25~248)

CRP (mg/dℓ)
(0~0.5)

Fibrinogen (mg/dℓ)
(196.6~628.3)

11/13 1.34 24.3▲ 16.76▲ 252▲ 0.42 382
11/25 1.37 23.9▲ - 325▲ - -
12/02 1.36 21.1▲ 12.45▲ 374▲ 1.28▲ 534
12/11 2.14▲ 33.9▲ 13.26▲ 426▲ 3.25▲ 649▲
12/13 3.82▲ 56.0▲ 12.14▲ 528▲ 5.71▲ 900▲

Exam Date CEA (ng/mℓ)
(0~5)

CA19-9
(U/mℓ)
(0~34)

CA72-4 
(U/mℓ)
(0~6.9)

Na+(mEq/L)
(135~147)

K+(mEq/L)
(3.3~5.1)

11/13 1.7 61.42▲ 2.19 139 4.7
11/25 - - - 134▼ 5.0
12/02 - - - 133▼ 6.1▲
12/11 - - - 127▼ 5.4▲
12/13 3.3 116.17▲ 35.95▲ 129▼ 6.1▲

TB : total bilirubin, DB :  direct bilirubin, AST :  aspartate transaminase, ALT : alanine aminotransferase, ALP : alkaline phosphatase, γ-GTP : gamma-glutamic 
transpeptidase, WBC : white blood cell count, BUN : blood urea nitrogen, LDH : lactate dehydrogenase, CRP : C-reactive protein, CEA : carcinoembryonic antigen, CA19-9 
: carbohydrate antigen 19-9, CA72-4 : carbohydrate antigen 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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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운 상황이 발생하였고, 한열과는 무관하게 장관내의 염증 상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어 가미한 약물이다. 적석지우여
량탕은 기본방의 구성이 적석지(赤石脂)와 우여량(禹餘糧)만으로 이
루어진 처방이며 설사가 왠만한 補脾止瀉 약물들로 쉽게 멈추지 않
을 경우, 특히 열증(熱證) 설사일 경우 사용하는데 본 증례에서는 
적석지에 토복령 6 g, 육두구 8 g을 가하여 사용하였다. 우여량은 
본원에 존재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하였다. 토복령은 청열해독약물에 
속하면서도 이수(利水)작용을 겸하고 있어 열증 설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었고, 육두구는 補脾止瀉 기능과 함께 방향성(放香性)에 초점
이 맞춰진 약물로써 한성(寒性)약물에 치우치지 않도록 반좌(反佐) 
목적으로 가미하였다. 첫 변증시 설진상 灰厚苔 보였으며, 맥진상 
芤脈 보여, 허한을 바탕으로 하는 중초한(中焦寒)증으로 변증하여 
이중탕가미방을 처방하였으나, 별무호전하여 비허설(脾虛泄)로 변증
을 수정하고 보비지사(補脾止瀉) 겸 청열해독(淸熱解毒)하기 위하여 
삼백탕가미방을 처방하였다. 첫 변증을 한증으로 결정한 후 약을 투
약하였으나 11월 19일까지 설사의 횟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Table 2. Names, compositions and periods of prescribed decoctions during hospitalization

period days prescription name
composition of prescription

scientific name of herb volume(gram)/pack

11/13~11/18 5 modified Lijung-tang

Ginseng Radix (人蔘) 8 g
Atractylodis macrocephalae Rhizoma (白朮) 8 g

Zingiberis Rhizoma (乾薑) 8 g
Glycyrrhizae Radix (甘草) 6 g

Alpiniae katsumandai Semen (肉荳蔲) 4 g
Total 34 g

11/18~11/25 7

modified Sambaek-tang

Atractylodis macrocephalae Rhizoma (白朮) 8 g
Poria (白茯苓) 8 g

Paeoniae Radix Alba (白芍藥) 8 g
Glycyrrhizae Radix (甘草) 4 g

Rehmanniae Radix (生地黃) 12 g
Ledebouriellae Radix (防風) 12 g
Menthae Herba(Huha) (薄荷) 12 g

Alpiniae katsumandai Semen (肉荳蔲) 12 g
Pogostemonis Herba(Huha) (藿香) 12 g

Puerariae Radix (葛根) 8 g
Cimicifugae Rhizoma (升麻) 8 g

Total 104 g

11/25~11/28 3 Above prescription + Schizandrae Fructus (五味子) (6 g) 
+Geranium thunbergii (玄之草) (8 g) 118 g

11/28~12/02 4 Above prescription + Halloysitum rubrum (赤石脂) (4 g) + 
Chinensis Galla (五倍子) (4 g) 112 g

12/02~12/11 9 modified 
Jeokseokjiuyeoryang-tang

Halloysitum rubrum (赤石脂) 12 g
Smilacis glabrae Rhizoma (土茯苓) 6 g

Alpiniae katsumandai Semen (肉荳蔲) 8 g
Total 26 g

Fig. 2. Changes of frequency of diarrhea for 24 hours during hospitalization. Ⅰ: administration of modified lijung-tang. Ⅱ: administration of 
modified Sambaek-tang. Ⅲ: administration of modified Jeokseokjiuyeoryang-t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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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기 때문에 변증의 재고가 불가피하였다. 삼백탕 투여 이후에는 
설사 횟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은 없었고 비록 24시간당 9회 정
도의 설사는 유지되었지만 이중탕 가미방 투여시에 비해서는 비교
적 유지되는 소견을 보였으나, 감소 추세는 보이지 않아 좀 더 확실
한 치료효과를 보고자 변증 사로(思路)를 재변경하게 되었다. 첫 변
증시 灰厚苔를 寒證개념으로 본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
고, 灰厚苔의 경우 그 반대로 열이 심한(熱極) 상태를 나타내는 경
우도 있어 변증을 열증으로 변경하여 재고하였으며 따라서 적석지
우여량탕 변방을 투여하였다. 따라서 변증을 재수정한 후 열증의 염
증성설사로 보고 적석지우여량탕 변방을 처방하였다(Table 2). 전반
적인 경향을 보면, 설사의 횟수는 삼백탕가미방을 투여한 후부터 최
고치에서 줄어들어 24시간 평균 9회의 수준에서 증가와 감소를 반
복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14년 12월 1일부터 다시 증가하는 소견
을 보였다. 
 3) 수액 및 양약 치료  
    수액 및 양약의 처방은 모두 본원 소재 혜화의원에 의뢰하여 
이루어졌다. 2014년 12월 4일 22시 혈당 77 mg/dl, 12월 9일에도 
16시 혈당 90 mg/dl로 측정되어 일시적 저혈당 소견 보여 10% 포
도당주사 500 ml를 투여하였다. 2014년 12월 2일 포타슘 수치 6.1 
mEq/L로 높게 측정되어 12월 3일과 12월 4일에 칼리메이트
(kalimate) 용액 관장을 하였고, 2014년 12월 4일에는 마찬가지로 
포타슘 수치 저하 목표로 속효성 인슐린 10 ml와 50% 포도당주사 
100 ml을 섞어 투여하였다. 12월 5일부터 13일까지는 포타슘 수치 
저하 목적으로 이뇨제인 furosemide를 40 mg/day 경구 투여하였
다. 이 외의 수액처치는 들어가지 않았다. 
 4) 침, 뜸 치료 
    침치료는 하루 1차례 오전 중 시행하였고 직경 0.25 mm, 길이 
30 mm의 호침을 사용하였다. 대표적인 혈자리로는 족삼리(S36), 
조구(S38), 해계(S41) 및 태백(Sp3), 공손(Sp4), 삼음교(Sp6), 음릉
천(Sp9)이었으며, 수양명대장경 상에 있는 동씨(董氏)혈위인 영골(靈
骨), 대백(大白), 그리고 족궐음간경(足厥陰肝經)혈인 태충(Liv3)도 
활용하였다. 주요 혈자리는 대부분 족태음비경(足太陰脾經)과 족양
명위경(足陽明胃經)에서 선혈(選穴)하였고 수양명대장경(手陽明大腸
經)도 다용하였다. 뜸의 경우 복부 간접뜸을 하루 1차례 중완
(Cv12), 신궐(Cv8), 관원(Cv4) 부위에 대고 시행하였고, 족삼리와 
용천혈에 죽염뜸을 하루 1차례씩 시행하였으며 시행시간은 각각 25
분이었다. 

10. 치료 경과
    본 환자는 2013년 10월 31일 직-결장간 접합 부위에서 NET 
진단받고, 진단 당시 간 전이가 있었다. 흉부 CT 영상에서는 폐의 
RML과 RLL 에도 전이 의심 소견을 보였으며, PET 영상에서는 천
골(sacrum) 주변부 림프절의 18F-FDG 섭취가 증가한 소견을 보여 
전이 판정을 받았다. 카르시노이드 증상에 대한 치료를 받다가 호전
되지 않아 전신 항암화학요법을 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환자 본인이 
화학 요법을 거부하였고 이에 한방치료를 받기 위하여 본원에 내원
하여 입원치료를 시작한 사례이다. 입원 당시 생명 징후 상 혈압은 
수축기-138 mmHg, 이완기-71 mmHg 이었고, 맥박수 75회/분, 

호흡수는 20회/분 그리고 체온은 36.5℃였다. 생명 징후는 퇴원시
까지 매일 3회씩 측정하였고 큰 변화없이 유지되었으며, 2013년 12
월 6일부터 체온과 맥박수가 약간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3
년 12월 10일에 측정된 체온 37.2℃, 맥박수 94회/분가 생명 징후
의 최고치로,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었다. 본원에 입원 도중에 촬영한 
추적검사 복부 CT 영상에서는 꾸준하게 SD 소견을 보이며 종양 상
태는 유지되었다.
    지속적인 설사로 인하여 Na+수치는 139 mEq/L에서 129 
mEq/L로 감소한 반면, K+수치는 4.7 mEq/L에서 6.1 mEq/L로 
증가하였다. 백혈구 수치는 입원 당시 16760개/mm3였으며 이후 감
소하여 퇴원 전날 검사상에서는 12140개/mm3로 측정되었다. 백혈
구 수치와 연관된 체온의 증가는 없어 백혈구 수치의 증가 상태에 
대해서는 종양으로 인한 부수적 반응으로 보았다. 
    검사한 3가지 종양표지자인 CEA, CA19-9, CA72-4 중 CEA만 
퇴원시까지 정상범위를 유지하였고, 나머지 2가지 수치는 모두 증가
하였다. CA19-9는 61.42 U/㎖에서 116.17 U/㎖로, CA72-4는 정
상 범위인 2.19 U/㎖에서 이상 범위인 35.95 U/㎖로 증가하였다.
    BUN 수치는 24.3 mg/㎗에서 56 mg/㎗으로 2배 이상 증가하
였고 creatinine 수치는 정상 범위였던 1.34 mg/㎗에서 2013년 
12월 11일에는 이상 범위인 2.14 mg/㎗로 상승하였고 퇴원 전일 
검사상 3.82 mg/㎗까지 증가하였다. LDH 수치 또한 252 U/ℓ에
서 528 U/ℓ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TB, DB, AST, ALP, γ-GTP 
수치는 입원일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증가양상을 보였으며, 입원일자
와 퇴원 전일 혈액검사 수치를 비교하면, TB는 0.6 mg/㎗에서 5.3 
mg/㎗로, DB는 0.3 mg/㎗에서 2.9 mg/㎗로, AST는 44 U/ℓ에
서 104 U/ℓ로, ALP는 203 U/ℓ에서 246 U/ℓ으로 그리고 γ
-GTP 980 U/ℓ에서 1030 U/ℓ으로 증가했다. 
    입원 당시의 주호소 증상이었던 설사는 횟수의 지속적 증가로 
인해, 결과적으로는 악화되었으며 입원시의 24시간당 약 10회에서 
31일 후인 퇴원시에는 24시간당 약 20회 이상으로 증가했다. 그러
나 삼백탕가미방을 투여했던 기간에 해당하는 11월 19일부터 12월 
2일까지는 횟수의 증감은 있었으나, 다른 기간에 비해서는 지속적 
증가가 보이지 않으면서 어느정도 일정한 수준에서 횟수가 유지되
었다(Fig. 2). 평지 보행시의 숨가쁨, 간헐적 복통 및 팽만감의 증상
은 입원시부터 퇴원시까지 큰 변화없이 비슷하게 유지되며 간헐적
인 양상을 보였다. 복통의 경우 우측 늑하부를 누를 경우에만 종양 
전이로 인해 크기가 비대해진 간구(肝區)의 압통이 발생하였으며, 
압진하지 않을 시에는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다. 복부 팽만감의 경우 
항시 호소한 것은 아니었고 대변을 보기 전에 발생하는 경향이 있
었으며, 입원 기간 중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체중은 입원 
당시 67.8 kg에서 퇴원시 64.2 kg으로 31일간 3.58 kg의 감소가 있
었다. 결과적으로 본 증례의 환자는 한약 치료의 효과를 보지 못한 
상태로 악화되어 퇴원하였고, 그 이후의 정황은 파악하지 못했다.

고    찰

    직결장에 발생한 NET 자체는 호르몬 분비 증상을 직접적으로 
유발한다는 상관성이 없지만, NET가 간전이(neuroendoc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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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mor with liver metastasis, NLMs)되었을 때는 세로토닌과 같은 
호르몬의 과도한 분비로 인해 설사, 안면 홍조 등의 카르시노이드 증
상이 발생하며, 간전이 자체가 나쁜 예후를 가진다고 알려져 있다9).
    NLMs에서 간전이 병소가 광범위하게 미만성으로 퍼져 있을 경
우에는 종양의 완전 또는 일부 제거가 아니면 카르시노이드 증상을 
완화하기 어려우며, 증상 완화 목적의 세포감퇴수술(cytoreductive 
surgery)을 할 수 없는 경우는 간전이 병소가 광범위할 때 등이며, 
이 경우에는 고주파 열 응고술(radio-frequency ablation) 및 레이
져 유도 열치료(laser-induced thermotherapy)로 유의성 있는 정
도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10).
    NET의 혈액검사상의 연관 종양표지자를 볼 때, 발생학적으로 
뒷창자(hindgut)에 해당되는 직결장의 경우 크로모그라닌 A 
(chromogranin A, CgA)가 높은 양성률을 띄고 있으며, NMLs의 
경우에도 혈청에서 CgA가 발견된다는 보고가 있다11). 이 CgA에 대
한 연구가 발표된 시기가 2010년 WHO의 NET 개정 분류작업이 있
기 이전인 2003년이므로12), NET 및 신경내분비 카르시노이드
(neuroendocrine carcinoid)를 따로 분류하여 적용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병리조직검사에서 다른 조직세포와 함께 NET 세포가 부분적으
로라도 포함된 종양이 있는 환자라면, 5년 생존율에 있어 불량한 예
후를 보여주었다고 보고된다13). 또 다른 예후인자로는 조직학적 등
급이 있는데, 조직학적으로 고등급 종양일수록 전체 생존률(overall 
survival)과 무진행 질병기간(progression free survival)이 감소하
게 된다14). 본 증례의 NET은 WHO 분류상 G3인 고등급 종양에 해
당하므로 생존률이 짧고 종양의 진행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
    환자의 설진과 맥진을 통한 변증은 입원당시 곧바로 이루어졌
으며, 맥진은 맥진 부위의 피부 표면 쪽으로 떠 있으면서(浮) 힘이 
없는(無力) 맥을 규맥(芤脈)으로 진단하였다. 
    이중탕(Lijung-tang)은 상한론(傷寒論)에 기재된 처방으로 장
(intestine)의 카할 간질세포(interstitial cell of Cajal, ICC)의 탈분
극을 유발하여 그로 인한 장 운동의 박동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다15).
    삼백탕(Sambaek-tang)은 16세기 의학저작인 의학입문(醫學入
門)에 기재된 처방으로 소장 근위부, 원위부 및 결장의 장 점막에서 
병적으로 증가한 점액분비세포의 수를 정상화하는 기능이 있어 설
사에 대한 지사 효과를 나타내는 처방이다16). 
    적석지우여량탕(Jeokseokjiuyeoryang-tang)은 상한론(傷寒論)
에 기재된 처방이며 적석지(Halloysitum rubrum)는 설사를 감소시
키는 작용이 있다17). 적석지우여량탕 변방 처방에 가미된 토복령
(Rhizoma smilacis glabrae)은 염증 조직에 축적된 프로스타글란
딘 E2(prostaglandin E2) 를 감소시키는 효능을 가지고 있다18). 육
두구(Myristicae semen)는 초두구(Granati pericarpium)와 석류피
(Alpiniae katsumadai)에 비해 생쥐 및 기니아픽 실험에서 회장
(ileum)의 수축에 대한 억제작용 및 소장과 대장에서의 장관수송능
에 대한 억제작용이 우수한 약물로 보고된 바 있다19). 
    본 환자의 경우 미만성 간전이가 너무 광범위하여 간의 세포감
퇴수술이 아예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간의 전이병소를 절제하지 않
는 한 설사로 대표되는 카르시노이드 증상은 개선되기 어려운 상태

였다. 이에 대해 본원 치료가 간전이 병소에서 분비되는 대량의 호
르몬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시행된 것은 아니었으나, 수술적 치료로 
완화할 수 없는 상태였던 NMLs 유발 설사 증상에 대한 한방적 치
료를 시도하고자, 한증(寒證), 장부변증(장부변증) 및 열증(熱證)에서 
처방을 투여하였다. 입원 기간 동안 3배 이상 증가한 Fibrinogen 
수치는 곧 종양의 기질(stroma) 형성 및 전이(metastasis)의 촉진
을 나타내므로20) 이 또한 전반적인 종양 증식 상태가 미세하게 진행
되고 있던 것으로 해석하였다. ALT를 제외한 모든 간담도 관련 혈
액검사 수치는 모두 증가했으며 동시에 CA19-9, CA72-4의 종양 
표지자도 증가하면서 간전이 병소로 인한 간내(intrahepatic) 환경 
변화 악화를 시사하였다. 또한 31일간의 서로 다른 3가지 한약 처
방을 투약하는 중 설사 횟수가 24시간동안 약 10회 정도에서 20회 
이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으나, 단순히 설사 횟수의 증가만으
로 NMLs의 간내 종양이 악화되었다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입원기간 중의 전반적인 설사 횟수의 증감으로 보아, 보비지사 
목적으로 투약한 삼백탕가미방이 설사의 악화를 막는데에 있어서는 
세가지 탕약 중 비교적 부분적으로나마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12월 
1일부터 15회 이상으로 증가된 설사 횟수로 인해 삼백탕 가미방 투
여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부분적이나마 효과를 보였던 삼백탕 가미
방 또한 지속 투여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삼백탕 가미방 투여 기
간동안 설사의 횟수는 24시간동안 평균 9회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12월 1일부터 시작된 횟수 증가를 단순한 증감으로 보기보다는 증
상의 악화로 보았고, 따라서 변증을 열증으로 변경한 후 적석지우여
량탕가미방을 투여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설사 횟수가 다시 급증하
는 양상을 보여, 한증과 열증으로 변증하여 투약한 이중탕가미방과 
적석지우여량탕가미방의 효과는 없었다고 판단된다. 
    본 사례의 경우, NET가 종양 중에서도 드물게 발생하고, 따라
서 이러한 환자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다. 입원 당시, 설사와 같은 
카르시노이드 증상 또한 단순한 변증을 거쳐서 치료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며, 이에 대한 다각도의 변증 또는 새로운 관점에서의 
치료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장부변증 중에서도 비허
설사(脾虛泄瀉) 및 한열착잡(寒熱錯雜)으로 판단하고 삼백탕가미방
을 투여했을 때, 설사 증상의 횟수 조절이 비교적 이루어지긴 하였
으나, 결과적으로는 악화되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실감하게 
되었다. 비록 그 이후에 다시 탕약을 변경 투여하면서 환자의 설사 
횟수가 다시 증가하였지만, 그 이전에 투여가 중단된 삼백탕 가미방
의 효과는 유의하다고 판단되며, 더불어 NMLs의 설사 증상에 대한 
더 나은 한의학적 치료 방향을 탐색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와 같은 
NMLs 설사 환자 1례의 치료사례를 보고하는 바이며 1례로 완전한 
판단을 내리기에는 무리가 따르나, NMLs 환자의 카르시노이드 증
상인 설사 증상에 삼백탕 가미방을 이용하여 치료하는 것은 부분적
인 치료효과는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나, 확실한 치료 효과를 주장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결    론

    NMLs 유발 설사는 양방의학적 지식상 간전이 병소가 일부라도 
제거되지 않는 한 설사와 같은 카르시노이드 증상의 완화를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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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하긴 어렵다. 비록 본 사례에서 비허(脾虛)증으로 변증하고 보
비지사(補脾止瀉)하는 삼백탕 가미방으로 치료한 경우 부분적인 효
과를 거둘 수는 있었으나, 치료효과로서는 충분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NMLs 설사에 대해 좀 더 명확한 한의
학적 치료 방법이 연구되고 시행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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