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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장암의 진단 및 종양 범위 결정: 
방사선학적 접근
서울대학교병원 진단방사선과

한 준 구

췌장은 복부 고형기관 중 작은 크기의 후복막강 내 기관이고 위장관 뒤쪽으로 복부 깊숙히 위

치하고 있어서 수술장이나 복강내시경으로 병변의 경계나 침범부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수술 전 방사선학적 영상을 통한 정확한 진단과 병기 결정은 환자의 치료방법

과 예후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최근 영상진단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이제 영상진단은 췌장암의 발견과 감별진단에

머물지 않고 주위장기나 혈관의 침범여부와 정도를 평가하고 원격 림프절 전이나 복막전이

를 진단하여 종양 절제 가능성과 절제방법을 결정하는 데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

췌장암이 절제 불가능함을 나타내는 영상 소견으로 잘 알려진 것
1
으로 1) 크기가 5 cm 이

상, 2) 십이지장을 제외한 주위 장기의 침범, 3) 문맥, 상장간막 동맥, 복강동맥의 큰 분지의

폐쇄나 협착 또는 encasement, 4) 췌장 주위 림프절을 제외한 혈행성 또는 림프행성 전이, 5)

복강 전이이다. 그러나 현재 이 중 일부는 근치적 절제가 시도되는 경우도 있다.

각각의 영상진단법의 특징과 장단점을 진단기기별로 살펴봄으로써 췌장암에 대한 방사선

학적 접근을 하고자 한다.

초음파

초음파 검사는 췌장종양을 진단하는 데 있어 일차적인 선별검사인 경우는 많으나 종양의

발견에 있어서 CT나 MR영상에 비하여 많은 제한점이 있다. 그 이유는 췌장 특히 췌장미부

가 복강내 깊숙한 부위에 위치하고 있고 전방으로 위장관이 가로막고 있어 좋은 췌장 초음

파 영상을 얻기가 어렵고 복부비만이나 췌장실질에 지방변성이 있는 경우 초음파 검사는 더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초음파 검사를 하다 보면 췌장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으

며 대부분의 경우 췌장미부의 전장을 관찰하는 것은 어렵다. 췌장에 중점을 두고 초음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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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면(즉 췌장초음파) 사정은 좀 나아지는 데 비스듬히 앉게 하거나 물을 먹이는 등 검

사에 시간을 좀 들이면 약 93% 정도에서 췌장의 전장을 겨우 관찰할 수 있다. 현재 초음파

는 췌장종양의 선별검사로 보다는 조직학적 생검이나 흡인천자를 위한 유도 방법으로 유용

하게 이용되고 있다.

종양의 55%는 균질한 저에코의 병변, 40%에서 비균질한 저에코 병변, 3%는 균질한 고에

코 병변, 2%는 동등한 에코병변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종양은 난원형이나 구형이며 나머지

는 불규칙하게 보이고, 에코가 동등할 경우는 췌장형태가 변한 양상으로 보이고 작은 종양

일 경우는 검출되지 않을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췌장암은 head에 많이 발생하므로 췌

관과 담관을 함께 막아 종양부위에서 두 관이 막히는 “double duct sign”을 보이는 경우가 흔

하다.

췌장암 발견의 민감도는 60～98%로 보고에 따라 매우 다양한 데 환자 체형, 위장관내 공

기 등 환자 요소뿐 아니라 검사자의 능력 및 초음파 기기의 적합성 등의 요소가 성적을 크

게 좌우한다. 종양의 검출에 대한 민감도는 크기가 3 cm 이상일 때 95%, 1～3 cm 일 때

81%, 1 cm 이하일 때는 50% 정도이다.
2
췌장의 tail에 발생한 종양은 췌관이나 담관 확장이

동반되지 않을 뿐 아니라 초음파로도 관찰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종양이 상당히 커진 이후에

야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다. 색도플러 초음파 검사는
3
췌장주변 혈관평가에 있어 정확도를

향상시켰는 데 주변 동맥들과 문맥, 정맥들로의 침범의 정확도가 84～87%로 보고되었다.

초음파 검사로도 문맥 침범, 간전이, 림프절 전이 등의 소견을 상당히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지만 CT 등의 다른 검사방법에 비해서 열등하며, 췌장 주변으로의 침습은 잘 발견하기

힘들 뿐 아니라 염증과의 구분도 쉽지 않다. 도플러 초음파는 문맥과 췌장 주위 동맥들의

침범유무를 진단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CT보다 휠씬 불리하다.

초음파 검사로서 췌장암의 병기 결정에 충분한 경우는 드물고 대개는 정확한 병기결정과

차후 추적검사를 위한 baseline 검사로서 CT 등의 이차적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CT

췌장암을 진단하고 병기를 결정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검사이다. 재래식 CT에 비하여 나

선식 CT가 종양의 발견, 주위 혈관과의 관계, 원격전이 등을 보는데 휠씬 유리하며 최근 급

속하게 보급되고 있는 MD (Muti-Detector) CT를 이용하면 병기 결정의 정확도를 더 높일 수

있다.

나선식 CT를 시행할 때는 조영제의 급속 주입(3 ml/s)과 조영제 주입 후 정확한 지연 시

간 (delay time)이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는 조영제 주입 후 30～40초 후 동맥기 영상을

얻고 70～80초에 간 실질기 영상을 얻는 이중기(dual phase) CT를 시행한다. 동맥기 영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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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종양이 가장 뚜렷하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동맥 침범 유무와 해부학적 변이를 판단

하며, 필요한 경우 3차원적인 동맥조영술을 만들 수 있다. 간실질기 영상에서는 간 전이, 림

프절 전이, 정맥 침범, 주위 장기 침범, 복강 내 전이, 담췌관 확장 등 대부분의 중요한 정보

를 얻으며, 간혹 환자의 혈액 순환이 느린 환자에서는 췌장암이 간 실질기 영상에서 가장

잘 발견되기도 한다. CT에서 췌장선암은 종양의 크기, 침범의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보인다.

가장 많은 형태는 작은 저혈관성 국소 종괴이며, 다른 형태들로는 분명한 종괴가 있거나 없

이 국소형태의 변화, 지방으로 바뀐 췌장에 연조직 밀도의 국소병변, 두부의 구형증대, 구상

돌기의 볼록한 구형변연 등이다.

CT에서 췌장선암에 대한 위양성진단은 만성췌장염에 의한 국소실질의 증대인데 CT로는

감별이 용이하지 않으며, 위음성진단은 CT 영상방법으로 발견되지 않는 작은 병변이다. CT

상 절제불가능에 대한 기준은 다음 사항 중 한 개 이상의 소견이 있을 때, (1) 종양의 크기

가 5 cm 이상일 때, (2) 십이지장과 총담관을 제외한 주변 조직으로의 췌장외 침범, (3) 문

맥계, 상장간막 동맥, 복막동맥과 분지들을 포함한 췌장 주변 혈관의 폐색, 협착, 포위, (4)

원위부 림프절 전이, (5) 혈행성 전이 등이다.

Single-detector CT는 췌장선암을 detection 하는데 90% 이상의 민감도를 보이고 surgical

unresectability를 결정하는데 양성추정도는 96～100%이다.
1,4
그러나 single-detector CT는 tumor

resectability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음성추정도가 56%에서 79%로 그리 정확하지 않다. 절

제 가능하다고 판단했던 종양이 절제가 불가능한 주된 원인은 작은 간전이, 복막전이, 림프

절전이, 주변혈관으로 침범 등이다.

Single-detector CT에서 혈관침범의 정확도는 75～95%이다.
1,5,6
이중시기, 조영증강, 얇은 절

편 나선식 CT에서 혈관침범에 대한 검출은 88%에서 정확하게 평가되었다. 특히 혈관침범의

기준은 혈관둘레를 1/2 이상 침범하였을 때 수술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대한 민감도 84%, 특

이도 98%, 양성추정도 95%, 음성추정도 93%를 나타내었으면, 혈관둘레 1/4 이하를 침범한

경우는 거의 모든 예에서 종양절제가 가능하였다.
1

혈행성 전이는 간으로 가는 경우가 가장 흔하며 문맥기 영상에서 대개 저혈관성 병변으로

보인다. 그러나 1 cm 이하의 간전이는 발견하기 어려워 간전이 발견의 민감도는 38～73%정

도이다. 복막과 림프절 전이는 흔하나 크기가 작으면 CT에서 발견하기 어렵다. 그밖에 부신,

골, 폐와 흉막으로 전이가 될 수 있다. 림프절로의 전이는 1～1.5 cm일 때 양성으로 여기므

로 정상이나 작은 림프절로의 전이는 발견할 수 없다. 복수는 복막암전이를 강하게 의심할

수 있지만 작은 복막 병변을 CT상 보기 어렵다.

얇은 절편 CT와 다평면 재구성에 의한 CT 혈관촬영술을 함께 사용하면 췌장주변의 혈관

의 평가와 수술절제의 가능성을 평가하는데 유용하다는 보고들이 있으나 연구자에 따라 CT

혈관촬영술이 횡단면의 영상 이상으로 정보를 줄 수 없다는 결론도 있어 좀 더 연구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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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하겠다.

7

Multi-detector CT는 매우 얇은 thin collimation과 고해상도 췌장 조영증강 영상을 제공함으

로 더 정확한 췌장선암 병기 진단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한 preliminary study에서

overall resectability에 대한 음성추정도가 87%, 그리고 혈관침범에 대한 음성추정도가 100%

로 single-detector CT와 비교할 때 매우 우수한 결과를 보고했다.
8

MR영상

MR영상은 복부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급속 영상과 surface coil의 개발과 함께 화질이 눈부

시게 발전하였고 담췌관 영상등에서 CT가 뚜렷하게 제공하지 못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

다. 췌장선암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MR과 CT 방법간의 비교연구에서는 다양한 결론들이

나왔는데 현재는 MR과 CT는 거의 동등한 영상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MR영상 진단의 정

확성을 위해서 MR영상에 익숙한 방사선과 의사가 정성을 가지고 검사의 시행으로부터 판

독에 이르기까지 깊이 관여하여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종양을 발견하는 데 가장 좋은

MR영상 법은 조영증강하지 않은 T1강조 지방억제 영상과 immediate postgadolinium spoiled

gradient echo images이다.9

췌장선암은 정상보다 저신호강도로 나타나는데, 종양이 결합조직형성의 섬유화 성분으로

되어 있어 조영증강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때로는 종양의 원위부 췌장실질이 정상보다 저

신호강도로 보일 수 있는 데 이는 췌관폐쇄에 의한 이차적인 만성 췌장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는 종양과의 감별이 어렵지만 immediate postgadolinium image에서 종양

은 만성염증 실질 보다 조영증강이 되므로 크기와 범위를 알 수 있다. 또한 MRCP를 함께

얻으면 췌관과 총담관이 함께 확장된 double duct sign을 잘 볼 수 있다. MRCP는 MR영상에

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의 하나이다. 췌관과 담관의 폐쇄된 모양을 가장 잘 볼 수 있

으며 폐쇄된 모양을 분석하는 것은 종양으로 오인될 수 있는 만성췌장염과의 감별에 도움을

준다. 즉, 췌장암에서의 췌관폐쇄는 더 길고, 단일성이며, 불규칙하고 abrupt한 모양인 경우

가 많다. 폐쇄 하부에는 췌관이 정상으로 보이며 폐쇄상부는 side branch를 포함하여 균일하

게 늘어나 있는 경우가 많다. 3D Gd-enhanced gradient-echo MR angiography는 동맥기와 문맥

기의 두 시기에 시행하여 혈관의 해부학적 구조와 더불어 혈관침범여부를 상당히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게 한다.

췌장암의 병기결정에 있어서 MR영상과 CT의 비교연구들은 대개 진단적 정확도가 유사하

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MR영상은 CT보다 더 많은 종류의 정보(각 영상에서 신호강도,

종양의 모양, 췌관과 담관의 모양, 조영증강 양상)를 가지고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

만 더 복잡하기 때문에 판독에 많은 경험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약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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