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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장암의 병리학적 분류 및 전구 병변
성균관대학교 삼성서울병원 병리과

장 기 택

췌장의 관 선암종은 췌장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 가운데 가장 흔한 유형이며 고형성 종괴 형

태로 췌장 두부에서 호발한다. 일반적으로 췌장암은 진단 당시 병기가 진행된 경우가 많아 예후

가 좋지 않은 편이다. 내시경 검사 등을 통한 조직 검사가 어렵다는 점도 조기 진단을 어렵게 하

는 요소이다. 최근 췌장 관 선암종의 전구 병변에 대한 개념 정의와 용어 정리가 정비되어 암발

생 유전자 돌연변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중이다. 아래에 췌장 관 선암종의 병리 조직학적 소

견과 그 전구 병변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관 선암종(Ductal adenocarcinoma)

췌장에서 기원하는 악성 종양 가운데 가장 흔한 유형이다. 육안 소견은 흰색의 침윤성 경

계를 보이는 고형성 병변이며 주변에 만성 췌장염이 동반되는 경우, 종양 병변은 경계를 구

분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단면 소견에서 종양은 좀 더 흰색을 띄며 누르면 푸석푸석한 느

낌을 주는 반면 만성 췌장염 병변은 좀 더 단단하게 만져지고 번들거리는 흰색을 보인다.

현미경 소견에서 관 선암종은 분화도에 따라 고, 중, 저 분화도(well-, moderately-, poorly-

differentiated)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혼재되어 보이는 경우

도 많다. 고 분화도의 관 선암종은 정상 관 상피 세포와 구별이 어려울 수 있지만 종양성

관 구조와 뭉쳐 있으면서 주변 조직에 섬유화 기질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감별할 수 있다.

주로 샘꽈리 세포(acinic cell) 와 췌장 주변 조직으로 침윤하는 소견을 보이지만 주변 관내

상피 세포를 따라 퍼지는 경우 췌장 상피내 종양(pancreatic intraepithelial neoplasm)과 감별이

어려울 수 있다. 췌장 관 선암종은 흔히 주변에 만성 췌장염을 동반하며 이때 만성 췌장염

에서 흔히 관찰되는 재생성 관 상피 세포의 변화와 감별이 필요하다. 만성 췌장염은 소엽

주변부위 염증에서 소엽 내 염증으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심한 섬유화 기질 반응을

동반한다. 따라서 저배율 현미경 소견에서 미약한 소엽 구조가 관찰되면서 관 상피 세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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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성을 보이는 부위가 크지 않은 경우, 췌장암으로 진단해서는 안된다. 증례에 따라 원위

부 총 담관 종양(distal common bile duct tumor)과 감별이 어려울 때는 수술 검체의 단면 소

견이 감별에 도움이 된다. 연속적인 단면 절편 검사를 통해 주 병변이 췌장에 있는지 또는

담관 상피 병변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감별할 수 있지만 병변이 많이 진행되어 감별이 어려

운 경우 췌장-담도-팽대부 암종(carcinoma of the pancreato-biliary-ampullary region)으로 진단하

기도 한다. 총 담관 종양과 췌장 관 선암종은 같은 관 상피 세포 기원의 종양이므로 면역

조직화학적 염색 검사는 감별 진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팽대부 암종(ampullary carcinoma)

은 비교적 쉽게 췌장 관 선암종과 구별이 되지만 감별이 어려울 수도 있다. 팽대부 암종 중

장관 유형(intestinal type)은 면역 조직화학 염색 검사에서 Keratin 7/20 결과를 통해 감별 진

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암종중 췌담도 유형은 면역 조직화학 염색 검사가 감별 진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관 선암종의 드문 변형들(Rare var iants of ductal adenocarcinoma)

1. 점액성 비낭성 선암종(Mucinous noncystic adenocarcinoma)

풍부한 세포외 점액질 형성을 특징이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콜로이드 암종(colloid car-

cinoma)로 불리기도 한다. 크기가 큰 경우, 복강 내 복강 가성점액종(pseudomyxoma perito-

nei) 형태로 보이기도 한다. 조직학적으로 유사하지만 예후가 좋은 것으로 알려진 점액성 낭

성 종양(mucinous cystic tumor)와 감별 진단이 필요하다.

2. 미분화 암종(Undifferentiated carcinoma)

다른 장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조직학적으로 어떤 형태로의 분화를 보이지 않는 악성 종양

이며 일반적인 관 선암종과 동반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관 선암종에서 분화한 것으로 추

정된다. 육안 소견에서 크기가 큰 고형성 종괴 형태로 보이고 조직 소견에서는 방추형 세포

(spindle cell)형태로 보이기 때문에 육종성 암종(sarcomatoid carcinoma), 역형성 암종(anapla-

stic carcinoma)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진단 당시 주변 장기로의 침범이 흔히 관찰되어 일반

적인 관 선암종에 비해 예후가 나쁜 편으로 알려져 있다.

3. 파골 거대 세포 암종(Osteoclastic giant cell carcinoma)

파골 거대 세포는 다른 장기의 종양에서도 드물지 않게 관찰되는 소견이며, 파골 거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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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Pancreatic intraepithelial neoplasia (PanIN). In PanIN-1A(A), ducts are lined by tall columnar mucinous

epithelial cells without nuclear atypia. PanIN-1B(B) reveals papillary growth with tall columnar mucinous

epithelium and focal nuclear pseudostratification. PanIN-2(C) shows tall columnar cells along with full

thickness nuclear pseudostratification and mild to moderate nuclear atypia. PanIN-3(D) exhibits more

substantial cytoarchitectural abnormalities, including loss of polarity and marked nuclear atypia.

포 유무가 예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보고된 증례에서

는 주변 조직에서 분화도가 나쁜 관 선암종이 관찰되는 경우가 있어 관 선암종의 드문 유형

으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다.

4. 선편평 암종(Adenosquamous carcinoma)

전체 췌장암 가운데 2%의 발생 빈도를 보이는 매우 드문 유형이며 조직학적으로 샘 구조

(glandular structure)와 분명한 편평 상피 암종 형태(squamous cell carcinoma)가 혼재되어 있는

소견을 보인다.

췌장 상피내 종양(Pancreatic Intraepithelial Neoplasm)

만성 췌장염에서 관찰되는 재생성 관 상피 세포 병변은 이전까지 통일된 용어 정리가 없

어 여러가지 용어로 불려왔다. 2001년에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병원 병리과가 주축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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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Progression model for pancreatic cancer. The progression from histologically normal epithelium to

low-grade PanIN to high-grade PanIN (left to right) is associated with accumulation of specific genetic

alterations.

췌장 상피내 종양(pancreatic intraepithelial neoplasia) 이란 용어로 정리 하였고, 모두 5단계로

나누어 정상(normal), 편평 화생(squamous metaplasia), 췌장 상피내 종양(PanIN: pancreatic

intraepithelial neoplasia) 1 (A, B), 2, 3 등으로 정리하였다(그림 1).
1
이중 PanIN-3 는 이전에

상피 내암, 관내 암종, 고등급 이형성 등으로 불렸던 병변으로 췌장 암중 관 선암종의 전암

성 병변 으로 최근 미세절제 연구 방법을 통해 관 선암종 발암 과정을 규명하는데 많이 이

용되고 있다. 이러한 췌장 상피내 종양은 관 선암종의 관 암화(duct cancerization), 관내 유두

모양 점액 종양(intraductal papillary mucinous neoplasm), 점액성 낭성 종양(mucinous cystic neo-

plasm), 반응성 변화(reactive change) 등과 감별되어야 한다. 특히 침윤성 관 선암종이 주변에

있는 경우 췌장 상피내 종양을 진단할 때는 관 선암종과 2 c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연

속 절편 검사를 통해 관 선암종과 연결이 없는 것을 확인하도록 권장되고 있다. PanIN 1,2

의 경우, 비종양성 췌장 질환에서도 드물지 않게 관찰되기 때문에 종양이란 단어 대신 병터

를 사용하여 췌장 상피내 병터(pancreatic intraepithelial lesion)로 분류하는 연구자도 있다. 췌

장 상피내 종양에서 침윤성 관 선암종으로 진행하는데 는 여러 단계의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코돈(codon) 12번의 K-ras 종양유전

자의 돌연변이는 가장 흔히 볼 수 있으며 80～95%의 침윤성 관 선암종에서 관찰된다.
2,3
상

피 성장 인자(epidermal growth factor) 중 하나인 HER-2/neu 돌연변이도 침윤성 관 선암종의

70%에서 관찰되지만 편평 관 병터(flat duct lesion) 에서도 관찰되므로 종양유전자로서의 기능

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4
세포 주기 조절 인자인 p16 유전자의 돌연변이는 K-ras 돌

연변이보다 늦게 나타난다.
5
췌장암의 발암과정 후반기에 나타나는 유전자의 돌연변이는 1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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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염색체의 p53, 염색체 18번의 DPC4, 염색체 13번의 BRCA2 돌연변이 등이 있다(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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