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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및 종양 범위의 결정
-내시경적 접근-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서 동 완

서 론

췌장은 후복막강에 존재하여 복강 내 장기 중 가장 깊숙하게 위치하는 해부학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학적 검사상 잘 촉지되지 않으며 췌장에 종양이 발생하더라도 임상

증상이 비특이적이어서 조기 진단이 매우 어렵다. 대부분의 췌장암은 진단 당시에 이미 다

른 장기에 전이되거나 수술적으로 절제가 어려운 경우가 허다하다.

췌장암의 진단에 사용되는 영상 진단 검사로는 복부 초음파 검사, 전산화 단층촬영(CT

scan) 및 MRI 검사와 같은 방사선학적 검사와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endoscopic retro-

grade cholangiopancreatography, ERCP)과 내시경초음파 검사(endoscopic ultrasonography, EUS)

와 같은 내시경적 검사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여기서는 내시경적 검사 방법의 종류들과 췌

장암 진단에 이러한 검사법들의 유용성을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ERCP)

ERCP는 십이지장경을 십이지장 제2부에 위치시키고 도관을 이용하여 담관 및 췌관내에

조영제를 주입하면서 투시하에서 담관이나 췌관 조영 사진을 얻는 기술이다. 우리나라에도

70년대에 소개된 이후로 최근에는 여러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췌장암은 90% 이상이 ductal adenocarcinoma이고 그 중 대부분이 주췌관에서 시작되기 때

문에 췌관조영술을 직접 얻는 ERCP가 췌장암 진단에 매우 예민한 검사이고 췌장암 진단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검사법중의 하나이다. 실제로 보고된 ERCP 검사의 췌장암 진단 예민도

는 외국이나 우리나라 모두에서 89～95%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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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췌관 조영술 소견

췌장암 환자의 췌관 조영술에서 중요한 소견은 주췌관의 협착(stricture)이나 폐쇄(obstruc-

tion)로 협착은 갑작스럽게(abrupt) 나타날 수도 있고 서서히 좁아드는 양상을 보일 수도 있

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한쪽면만 좁아드는(eccentric) 양상을 보일 수도 있다. 협착 또는 폐쇄

근위부의 췌관은 불규칙한 모양으로 확장이 된다. 주췌관이 불규칙하게 1 cm 이상의 long

segment stricture를 보이면 췌장암에 pathognomonic하다고 할 수 있다.

협착과 폐쇄 이외에도 췌관 내에 조영제를 주입하면 조기에 조영제가 췌관 밖으로 새어나

가서 종양 내부나 췌장 실질이 조영(parenchymal staining) 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췌실질 조영

소견은 췌장암이 아닌 환자에서도 압력을 높여서 많은 양의 조영제를 주입하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췌장암이 췌장 전체를 침범한 미만성(diffuse infiltrative)인 경우

에는 췌관이 길게 점진적으로 가느다랗게 좁아드는 양상을 보일 수 있으며 이러한 소견은

실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종양에 의해서 주췌관이 압박되어 보이는 것으로 측관(side

branch)은 잘 조영되지 않는다. 췌장을 미만성으로 침범한 악성 임파종이나 결핵 또는 자가

면역성 췌장염에서도 비슷한 췌관 조영소견을 보일 수 있어서 감별에 주의를 요한다.

췌관 조영술상 췌장암과 췌장염은 양쪽 모두 주췌관의 폐쇄와 협착 그리고 전위(displace-

ment) 등의 소견을 보일 수 있어서 감별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협착 부위가

길고 불규칙하면 췌장암을, 협착이 짧고 매끈한 모양을 보이거나 여러 군데 다수의 협착을

보이면 췌장염을 시사하는데 감별이 어려운 경우에는 췌관 조영술 외에 환자의 병력과 다른

화상 진단 검사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겠다.

2. 담관 조영술 소견

췌장암에서의 담관조영술 소견은 종양의 위치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췌장 두부암의경우

에는 원위부 담관이 종양에 의해서 압박, 폐쇄되어서 협착 또는 잘 보이지 않는 소견을 보

이면서 상부 담관이 확장된다. 이때에 췌관도 종양에 의해서 폐쇄가 되면 상부 담관과 폐쇄

근위부 췌관이 모두 확장되어 ERCP상 double duct sign이 보이게 된다. 이 double duct sign이

췌장암에 특징적인 소견이라고 보고되기도 하였으나 췌장암이 아닌 유두부암(ampulla Vater

cancer)에서도 관찰될 수 있고 또한 양성 질환인 만성 췌장염에서도 관찰될 수 있어서 췌장

암에 특이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췌장암이 췌장의 체부나 미부에 있는 경우에는 췌장 두부

암에 비하여 담관 압박이 현저하지 않으나 생길 수는 있다. 위치상 종양 자체가 눌러서 생

기는 경우보다는 임파절 종대에 의해서 담관 협착의 소견이 관찰될 수 있다.

췌장암에서 담관 조영술은 췌장암의 존재 진단을 위해서 꼭 필요하지는 않으나 종양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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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초래된 폐쇄성 황달의 진단과 내시경적 감황술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세포진 검사 및 내시경적 겸자 생검(endoscopic forcep biopsy)

ERCP를 시행하면서 세포학적 진단을 위하여 몇가지 시술을 병행할 수 있는데 췌액을 충

분한 양을 모아서 세포진 검사(aspiration cytology)를 하거나, brush를 이용하여 췌관 내 협착

부위를 여러 차례 관통시켜서 얻는 brush cytology, 그리고 십이지장경내로 조직 검사용 겸자

(forcep)을 넣어서 췌관 내 협착부위에서 조직 검사를 하는 겸자 생검 등을 할 수 있다. 이러

한 검사들의 췌장암 진단율은 종양의 부위에 따라 다르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췌체부나 미부

암보다 췌장 두부암의 진단에 유리하다. 내시경적 겸자 생검이나 brush cytology 모두 주췌관

이 급격한 각도가 있거나 미부에 가까운 병변일수록 생검 겸자나 brush가 도달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이러한 검사들은 현재까지 진단의 민감도가 낮아서 다른 검사와 함께 진단

을 위한 보조적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다.

4. 췌관경 검사(pancreatoscopy)

췌관경 검사는 모자내시경(mother-babyscope)을 이용하여 췌관이 확장되어 있는 경우에 췌

관내 병변의 감별을 위해서 시행할 수 있다. 먼저 모내시경(motherscope)을 십이지장 제2부의

유두부에 위치시킨 후 자내시경(babyscope)을 모내시경의 instrumental channel 내로 삽입하여

십이지장 유두부까지 이르도록 한다. 십이지장 유두부에서 미리 췌관에 삽입된 유도철사

(guidewire)의 유도하에 자내시경을 췌관 내로 삽입을 하여 병변부위를 관찰하고 필요 시 췌

관경 직시하에 조직검사를 병행할 수 있다. 이 검사는 모내시경과 자내시경을 각각 다루는

두명의 숙련된 내시경 전문의가 필요하며 기술적으로 어렵고 주췌관이 약간만 굴곡 되어 있

어도 자내시경 끝이 닿아서 좋은 시야를 얻기 어렵고 대개 주췌관의 일부만을 관찰 가능하

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Intraductal papillary mucinous tumor (IPMT)와 같이 주췌관이 많이 늘

어난 경우는 자내시경 삽입이 용이하지만 보통의 췌장선암처럼 협착의 상부 췌관만 늘어나

고 하부췌관은 정상 구경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그 유용성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이 있

어서 실제로 임상에서 췌장암 진단용으로는 많이 이용하지 않고 있다.

내시경초음파 검사

내시경초음파 검사는 내시경 선단에 초음파를 부착시켜서 내시경과 초음파를 조합시킨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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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으로 80년대에 임상에 처음 도입된 후로 장비의 지속적인 발전과 부속기구의 개발에 힘

입어 진단적 및 치료적 유용성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내시경초음파는 복부 초음파에 비

하여 고주파수를 사용하고 내시경적인 방법으로 췌장에 가장 근접하여 췌장을 묘출해 내기

때문에 고해상도의 정밀한 영상을 얻을 수 있다.

내시경초음파 기기는 주사방식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 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방사형 주

사방식(radial scanning system)과 직렬형 주사 방식(linear-array scanning system)이다. 방사형

주사방식은 진단용 내시경초음파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초음파가 내시경 축에 직

각 방향으로 360
o
회전하면서 주사되어서 원형의 단면 영상을 얻을 수 있다. 직렬형 주사

방식은 방사형과 달리 내시경축의 종축방향으로 초음파가 주사되므로 일반적인 복부 초음파

영상과 비슷한 2차원 초음파 단면 영상을 보인다. 방사형 주사방식이 주사영역(scan range)이

넓고 초음파 영상으로 해부학적 구조를 이해하기가 비교적 용이하여 진단용 내시경초음파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한편 직렬형 주사 방식은 주사영역이 좁아서 초음파 영상으로부터 해

부학적인 orientation을 잡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지만 초음파 유도하에 세침 흡인 생검술(fine

needle aspiration), 세침 주사술(fine needle injection)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어서 최근 그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다.

1. 췌장암의 내시경초음파 소견

췌장암 환자에서 진단에 도움이 되는 내시경초음파 소견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종양 자체를 초음파로 묘출하는 직접 소견과 종양에 의해서 종양 이외의 부위에 나타나는

변화를 관찰하는 간접 소견으로 구분할 수 있다.

췌장암은 대부분 내시경초음파 영상에서 저에코(hypoechoic) 또는 이질적인 에코(heteroge-

neous echo)를 지닌 종괴로 묘출된다. 정상 췌장은 균일한 에코(homogenous echo)를 보이는데

이러한 echo-pattern의 차이로 종양이 정상 췌장과 구분이 된다. 종양 내 괴사가 있는 경우에

는 종양 내에 무에코(anechoic) 부위가 관찰될 수 있다. 종양의 변연 부위는 비교적 명확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불규칙하고 종양 조직과 정상 췌장으로의 이행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

다. 일반적으로 췌장암의 크기가 작을수록 경계가 잘 그려지고 클수록 경계가 불분명하다.

종양 진단에 도움이 되는 간접 소견으로는 췌관의 변화, 혈관 폐쇄와 측부 혈관의 발달, 임

파절 종대 그리고 췌장 두부암에서 자주 관찰되는 담관의 확장 등이 있다. 췌관은 종괴에

의해서 주췌관에 폐쇄가 일어나면 상부 췌관이 미만성 확장을 보이게 되는데 그 양상이 만

성 췌장염과는 달리 반복되는 협착과 확장 소견이 없고 췌장 실질의 변화도 없어서 구별이

된다. 또한 비정맥이나 비동맥과 같은 혈관과 차이는 혈관은 변연부가 매끈한 직선형이지만

종양에 의한 주췌관 확장은 마디가 지듯이 확장이 되고 side branch가 있는 점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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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장암은 발견 당시 이미 진행이 되어서 혈관 침범이 된 경우가 많은데 자주 침범하는 혈

관으로는 비정맥, 비동맥, 상장간막동맥, 상장간막정맥, 간문맥, celiac trunk 등이 있다. 혈관

침범을 진단하는 내시경초음파상의 기준으로는 혈관 내에 존재하는 종양이 관찰되거나 혈관

이 완전히 막힌 경우, 종양과 혈관사이의 경계면이 없어지거나 매끈하지 않고 불규칙하게

변한 경우 그리고 측부 혈관의 발달이 관찰되는 경우들이다. 림프절 종대는 다른 화상 진단

법보다 내시경초음파가 가장 예민하게 진단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1 cm 이하의 작은 림

프절 종대도 진단이 가능하다. 췌장암에서 흔히 침범되는 림프절로는 총간동맥간 주위, 췌두

후부와 전부, 간동맥 및 간문맥 주위, 위의 소만과 대만 주위, 그리고 비문 림프절 등이 있

다. 내시경초음파가 림프절 종대를 진단하는데 매우 예민한 방법이기는 하나 이 검사 방법

이 local staging에 적합하여 원위부 림프절 전이를 진단하기는 어렵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

다. 또한 시술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진단율에 많은 차이가 있다. 담관의 확장은 내시경초음

파로 진단이 가능하며 확장된 담관을 따라서 원위부 담관쪽으로 내시경 선단을 이동시키면

종괴에 의해서 담도가 눌린 부위와 또한 담도내로 종양이 침범한 경우에는 담도 내 종괴가

관찰되기도 한다. 내시경초음파 검사 이전에 ERCP를 시행하고 담도 감황을 시킨 경우에는

담도가 좁아져서 종양과 담도와의 관계가 잘 관찰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경비적 담도 배액

술을 시행한 경우라면 배액관 내로 탈기수를 주입하여 담도를 확장시키면서 관찰하면 도움

이 될 수 있다.

2. 병기 결정

췌장암의 병기는 다른 종양처럼 TNM staging을 사용하기 보다는 종양 자체의 크기와 절

제 가능성 여부가 임상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종양의 크기가 클수록 예후가 좋

지 못하며 절제가 불가능할수록 예후가 나쁘다. 따라서 절제 가능성 여부가 중요한데 일반

적으로 인정되는 절제가 불가능한 경우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양이 간이나 원위부 림프

절로 전이가 있을 때, 둘째, 췌장주위 간문맥, 상장간막동맥, 상장간막정맥, 비정맥, 비동맥,

총간동맥간 등 중요 혈관을 침범하였을 때, 셋째로는 종양이 췌장 내에 국한되지 않고 주변

장기와 복강 내로 직접 침범(direct invasion)한 경우 등이다.

췌장암의 병기 결정에 대하여 가장 좋은 영상 진단법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려

져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보고들에 의하면 내시경초음파 검사가 가장 정확한 검사로 주장

되었다(표 1).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미리 CT를 비롯한 다른 영상 진단 결과를 알고서 내

시경초음파를 시행한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있으며 그 후에 다른 연구에서는 수술전 내시경

초음파 비디오만 보고서 판단할 경우에는 정맥 침범에 대한 민감도도 43%, 특이도 91%로

결과가 달라짐을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필자의 경우에는 CT와 내시경초음파 검사가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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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Summary of comparing EUS to helical CT for pancreatic cancer


Sensitivity for

Detection Accuracy for resectability
vascular invasion

Series   
EUS CT EUS CT EUS CT


Legmann et al. 27/27 25/27 20/22 19/22 6/7 7/7

Midwinter et al. 33/34 26/34 25/30 23/30 13/16 9/16

Tierney et al. 30/31 25/31 16/16 10/16

Mertz et al. 29/31 16/31 16/16 13/16 6/6 3/6

Total 97% 73% 91% 83% 91% 64%

p Value* ＜0.001 0.02 ＜0.001

*Fisher exact test

장단점이 있어서 췌장의 dynamic CT와 내시경초음파 검사를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하는 것

이 좋다고 생각한다.

CT scan은 한번의 촬영으로 췌장 종양은 물론 그 주위 조직까지 잘 파악할 수 있고 다른

장기로의 전이도 쉽게 진단이 가능하며 또한 수술 술식을 결정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된다.

반면 내시경초음파 검사는 CT에서 애매한 혈관의 침범 여부, 크기가 작은 림프절 종대를

잘 진단할 수 있고 내시경초음파 유도하에 조직 검사를 시행하면 병리학적 진단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내시경초음파는 고주파를 사용하므로 penetration depth가 작고

관찰 가능한 부위가 제한되어 있으며 시술자의 숙련도에 많이 의존하고 내시경초음파 영상

으로 다른 의사와의 의사 소통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3. 내시경초음파 유도하 조직 생검(EUS-guided fine needle aspiration, EUS-FNA)

내시경초음파 검사의 장점중의 하나가 검사 중에 초음파 유도하에 조직 생검를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조직검사를 위해서는 직렬 주사방식(linear-array scanning system)을 사용하여

야 하며 그 이유는 초음파 주사 각도가 생검용 주사침의 경로를 추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직 생검을 위해서는 먼저 병변을 화면 중앙에 잘 묘출시키고 생검용 주사침을 내시경초음

파 기기의 instrumental channel로 삽입하여 내시경 선단에 위치시킨다. 주사침의 끝이 초음파

영상에 나오도록 한 후 Doppler 영상을 이용하여 혈관 유무를 확인하고 종양에 도달하기 위

한 경로를 선정한다.

다음 단계로 주사침을 내밀어서 위벽 또는 십이지장 벽을 뚫고서 종양에 도달시킨다. 주

사침의 끝이 종양 내에 위치한 것을 확인하면 주사침 내부에 음압이 걸리도록 한 후 앞뒤로

ziggling movement를 하여 조직 세포가 주사침 내로 흡입되도록 한다. 다음 단계로 주사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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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서 세포 도말을 하여 슬라이드를 만든다. Color Doppler 영상을 이용하면 혈관을 천자하는

부작용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 췌장암 진단에 대한 EUS-FNA 검사는 보고자마다 차이가 있

기는 하지만 민감도가 75～95%, 정확도가 85～96% 정도이다. 병리의사가 시술 장소에 같이

있으면서 즉석에서 판독을 해주면 yield가 더 증가할 수 있으나 병원마다 사정이 달라서 병

리의사와 협조가 어려운 경우도 많다. 경험이 많은 시술자에 의해서 시행된다면 EUS-FNA의

합병증은 2% 미만이며 흔한 합병증으로는 출혈, 감염증, 천공, 췌장염 등이 있다. 낭종성 병

변의 경우 EUS-FNA가 장내 세균을 심어 주는 결과가 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농양이 형성

될 수 있어서 시술 전에 예방적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된다. 복부 초

음파 유도하 조직 생검과 달리 미세침 경로를 따라 악성 세포가 퍼지는 가능성은 거의 무시

해도 좋을 정도이다.

결 론

췌장암의 진단 및 종양 범위 결정을 위한 내시경적 접근법은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

영술과 내시경초음파 검사가 있다. 이 두 가지 검사 모두 장단점이 있으므로 임상의사는 이

를 잘 이해하고 다른 방사선학적 검사 방법과 함께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하여 보다 정확한

진단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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