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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면역 췌장염의 진단 기준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내과학교실

이종균

서론

  1995년 Yoshida 등1이 자가면역췌장염(autoimmune pancreatitis; AIP)의 개념을 소개한 이후 많은 증

례가 발표되고 질환의 특징을 점차 이해하게 되어 이제는 독립적인 하나의 질환으로 자리잡았다. 한국

에서는 2002년에 처음 증례를 보고하였고2 전국적인 다기관 연구에 의하면 전체 만성췌장염의 2.0%가 

자가면역췌장염 이었다.3 그 동안 여러 나라에서 자가면역췌장염의 진단 기준을 만들고 수정해왔다. 전

형적인 자가면역췌장염의 진단은 어렵지 않으나 비전형적이거나 애매한 증례들도 종종 만나게 된다. 

또한 췌장암과 감별이 어려워 수술적 절제 후에나 진단되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발표된 

주요 진단 기준을 소개하고 이들의 차이점과 진단 시의 주의점 등에 대해 살펴 본다.

일본 진단기준

  2002년 일본췌장학회에서 AIP의 진단기준을 발표하였다(Table 1).4,5 이 기준은 3가지 요소를 포함한

다.: (1) 췌장의 전반적인 종대와 주 췌관 전체 길이의 1/3 이상에 걸친 불규칙한 협착 (필수 요소); 

(2) 혈청 γ-globulin 또는 IgG의 상승, 또는 자가항체 양성; (3) 림프구-형질세포 침윤 과 섬유화의 조

직 소견. AIP의 진단은 1번 요소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고 2 또는 3번 요소가 한 가지 만족할 때 진

단하게 된다. 이 진단기준은 췌장암을 배제하는데 초점을 두어 기준을 AIP의 전형적인 특징에 기초하

여 만들어졌다.

  그러나 더 많은 증례가 축적되면서 AIP가 강력히 의심되지만 위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일부 환자에서는 췌관 협착이 전체의 1/3 이하에서만 보이는 국소형이 있

Table 1. Diagnostic Criteria for AIP of 2002, by the Japan Pancreas Society (AIP Criteria 2002)

1. Diffuse or segmental narrowing of the MPD with an irregular wall (more than one-third the 
length of the entire pancreas) along with diffuse or localized enlargement of the pancreas by 
imaging studies

2. High serum γ-globulin and/or IgG, or the presence of autoantibodies such as antinuclear 
antibodies and rheumatoid factor

3. Marked interlobular fibrosis and prominent infiltration of lymphocytes and plasma cells in the 
periductal area, occasionally with lymphoid follicles in the pancreas

For diagnosis, criterion 1 must be present together with criterion 2 and/or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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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linical Diagnostic Criteria for AIP (AIP Criteria 2006) 

1. Diffuse or segmental narrowing of the MPD with irregular wall and diffuse or localized enlarge-
ment of the pancreas by imaging studies, such as abdominal US, CT, and magnetic resonance 
imaging

2. High serum γ-globulin, IgG, or IgG4, or the presence of autoantibodies such as antinuclear anti-
bodies and rheumatoid factor

3. Marked interlobular fibrosis and prominent infiltration of lymphocytes and plasma cells in the 
periductal area, occasionally with lymphoid follicles in the pancreas

Diagnosis of AIP is established when criterion 1 and criterion 2 and/or 3 are fulfi lled. However, it is 
necessary to exclude malignant diseases such as pancreatic or biliary cancers.

Table 3. Diagnostic Criteria for AIP in Asan Medical Center

Criterion I. Pancreatic imaging (essential)
  (1) Diffuse enlargement (swelling) of the pancreas on CT and
  (2) Diffuse or segmental irregular narrowing of the MPD on ERCP
Criterion II. Laboratory findings
  (1) Elevated levels of IgG and/or IgG4 or
  (2) Detected autoantibodies
Criterion III. Histopathologic findings
  Fibrosis and lymphoplasmacytic infiltration
Criterion IV. Response to steroid
Definite diagnosis: Criterion 1 and any of criterion II∼IV

Table 4. Korean Criteria for Autoimmune Pancreatitis

Definite Diagnosis: Criterion I together with any of criterion II to IV
  Criterion I. Imaging (Both required)
    1. Imaging (CT or MRI) of pancreatic parenchyma;
      Diffusely/segmentally/focally enlarged gland, occasionally with mass and/or hypoattenuation rim
    2. Imaging (ERCP or MRCP) of pancreaticobiliary ducts; 
      Diffuse/segmental/focal pancreatic ductal narrowing, often with the stensosis of bile duct
  Criterion II. Serology (One required)
    1. Elevated level of serum IgG or IgG4
    2. Detected autoantibodies
  Criterion III. Histopathology of pancreatic/extrapancreatic Lesions (One required)
    1. Lymphoplasmacytic infiltration & fibrosis, often with obliterative phlebitis
    2. Presence of abundant (＞10 cells/HPF) IgG4-positive plasma cells
  Criterion IV. Response to steroids
    1. Resolution/marked improvement of pancreatic/extrapancreatic lesion with steroid therapy
Probable Diagnosis: Criterion V or VI 
  Criterion V.
    1. Unexplained pancreatic disease but only with characteristic pancreatic histology
  Criterion VI. (Both required)
    1. Other organ involvement and/or serologic abnormalities
    2. Various atypical pancreatic imaging suggesting chronic pancreatitis with negative workup for 

known eti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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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iagnostic Criteria for AIP (HISORt criteria)

Category Criteria

Histology fibrosis (LPSP)

Pancreatic imaging

Serology
Other organ involvementb

Response to steroid therapyc

Diagnosis

At least one of the following:
  (1) Periductal lymphoplasmacytic infi ltrate with obliterative phlebitis 

and storiform fibrosis (LPSP)
  (2) Lymphoplasmacytic infiltrate with storiform fi brosis showing 

abundant (≥10 cells/HPF) IgG4-positive cells
  Typical: diffusely enlarged gland with delayed (rim) enhancement; 

diffusely irregular, attenuated MPD
  Others: aFocal pancreatic mass/enlargement; focal pancreatic duct 

stricture; pancreatic atrophy; pancreatic calcification; or 
pancreatitis

  Elevated serum IgG4 level (normal, 8∼140 mg/dl)
  Hilar/intrahepatic biliary strictures, persistent distal biliary stricture, 

parotid/lacrimal gland involvement, mediastinal lymphadenopathy, 
retroperitoneal fibrosis

  Resolution/marked improvement of pancreatic/extrapancreatic mani-
festation with steroid therapy

  1. Group A: diagnostic histology alone
  2. Group B: typical imaging features and elevated serum IgG4
  3. Group C: unexplained pancreatic disease with serology or other 

organ involvement and response to a steroid

HPF, high power field. aWith negative work-up for known etiologies for pancreatic disease, especially 
pancreatic/biliary cancer. bRadiologic evidence of organ involvement can be confirmed by biopsy 
showing lymphoplasmacytic infiltrate with abundant IgG4-positive cells or resolution/improvement 
with steroid therapy. cSteroid therapy should be given only to patients with a negative work-up for 
known etiologies for pancreatic disease and only to those in whom the response can be objectively 
assessed. It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a thorough search for etiology.

다.6,7 그리고 total IgG 보다 IgG4가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8 IgG4의 민감도는 

60∼80%, 특이도는 90%에 이른다. 따라서 2006년 일본 진단기준의 개정안에서는 병변이 1/3 이상이라

는 단서를 없애고 혈청 IgG4의 상승을 추가하였다.9 그리고 AIP를 진단하기 전에 췌담도암을 배제해야 

함을 강조하였다(Table 2).

한국 진단기준

  김 등10이 2006년 발표한 진단 기준은 일본의 2006년 개정안과 비슷하나 스테로이드에 대한 반응을 

추가한 것이 차이점이다(Table 3). 즉 영상 소견에서는 AIP에 합당하나 혈청 검사가 충족되지 않고 조

직을 얻을 수 없거나 합당하지 않을 때 일본 기준으로는 AIP로 진단할 수 없으나 스테로이드에 대한 

반응이 있을 경우 진단이 가능케 함으로써 진단율을 높였다.

  2007년 대한췌장학회에서는 한국의 AIP 진단 기준을 만들었는데 여기에서는 췌장 외 병변에 대한 

개념을 포함시켰다(Table 4). 그리고 definite 외에 probable diagnosis에 대한 조건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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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mparison of the Japanese and Korean Diagnostic Criteria for Autoimmune Pancreatitis

Diagnostic factors Japanese criteria (2006) Korean criteria (2007)

1. Imaging

2. Laboratory

3. Histopathology

4. Other organs 
5. Response to steroid
Definite diagnosis

Essential
Narrowing of the MPD (ERCP)
Enlargement of the pancreas 
 (US, CT and/or MRI)
γ-globulin, IgG or IgG4,  Autoantibodies

LPSP

Not included
Not included
Diagnostic factors 1＋2
Diagnostic factors 1＋3

Essential
Narrowing of the PD (ERCP or MRI)
Enlargement of the pancreas 
 (CT or MRI)
IgG or IgG4, Autoantibodies

LPSP
Abundant IgG4-positive plasma cells
Included
Included
Diagnostic factors 1＋2
Diagnostic factors 1＋3
Diagnostic factors 1＋4
Diagnostic factors 1＋5

MPD, main pancreatic duct; PD, pancreatic duct; LPSP, lymphoplasmacytic sclerosing pancreatitis; 
ERCP, 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graphy; US, ultrasonography; CT, computed tomo-
graphy; 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미국 진단기준 

  미국의 Mayo Clinic에서는 2006년 AIP의 진단 기준을 발표하였다(Table 5).11 일명 HISORTs criteria 

는 5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1) histology, (2) imaging, (3) serology, (4) the presence of other 

organ involvement, and (5) response to steroid therapy. HISORt criteria는 특히 조직 소견을 진단의 

표준으로 삼고 단독으로도 AIP를 진단할 수 있게 한 것이 일본이나 한국과 차이 나는 특징이다. 그러

나 수술적 절제된 조직에서는 AIP의 특징적인 소견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으나 AIP 병변이 산발적으로 

존재하기도 하고 작은 조직 생검으로는 AIP를 확진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한국과 일본 기준의 차이점과 아시아 진단기준

  일본 췌장학회와 한국 췌담도학회에서는 2007∼2008년에 AIP에 대한 3차례의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기존 양국 진단 기준의 차이점을 논의 하였다(Table 6). 그리고 위원회를 통해서 아시아 진단기준을 만

들었다(Table 7).12

  양국 모두 영상 소견이 필수 요소이지만 일본의 기준에서는 췌관 평가를 ERCP로만 하고 한국에서는 

MRCP의 영상이 향상되고 비침습적이라는 장점을 고려하여 MRCP 영상이 평가에 충분한 경우에는 

ERCP를 대체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아직 MRCP영상이 ERCP보다는 해상도가 낮고 특히 협착된 췌

관의 평가에는 제한적인 경우도 있다. 아시아 기준에서는 췌관 평가의 방법론을 삭제하여 ERCP와 

MRCP 모두 가능하게 하였다.

  검사실 소견에서는 일본에서는 감마글로부린을 포함시켰으나 민감도가 50% 내외로 낮아 아시아 기

준에서는 한국 기준과 같이 제외하였다. 대신 IgG (135 mg/dl), IgG4 (1,800 mg/dl), 기타 자자항체 

(ANA, RF 등)존재 등은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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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Asian Diagnostic Criteria for Autoimmune Pancreatitis

Criterion I. Imaging (both required)
  1. Imaging of pancreatic parenchyma: Diffuse/segmental/focal enlargement of the gland, occasio-

nally with a mass and/or hypoattenuation rim
  2. Imaging of pancreaticobiliary ducts: Diffuse/segmental/focal pancreatic ductal narrowing, often 

with the stenosis of the bile duct.
Criterion II. Serology (one required)
  1. High levels of serum IgG or IgG4
  2. Detection of autoantibodies
Criterion III. Histopathology of pancreatic biopsy lesions
  Lymphoplasmacytic infi ltration with fi brosis, with abundant IgG4-positive cell infiltration

AIP should be diagnosed when criterion I and one of the other two above criteria are satisfi ed, or 
when the histology shows the presence of lymphoplasmacytic sclerosing pancreatitis in the 
resected pancreas

  Optional criterion: Response to steroid therapy
Diagnostic trials of steroid therapy should be conducted carefully by pancreatologists and only 
in patients fulfi lling criterion I alone with negative work-up results for pancreatobiliary cancer

Proposed by the Research Committee of Intractable Pancreatic Diseases, provided by the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of Japan and the Korean Society of Pancreatobiliary Diseases.

  AIP의 특징적인 조직 소견은 lymphoplasmacytic sclerosing pancreatitis (LPSP)로 표현되는데, dense 

periductal lymphoplasmacytic infiltration, marked perilobular and intralobular fibrosis, and obli-

terative phlebitis 등이 특징이다.13,14 절제된 조직에서 위의 소견이 모두 나타나면 AIP에 비교적 특이적

인 소견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생검 조직에서 위의 소견을 모두 관찰하기는 쉽지 않으며 일부의 소견

은 알코올성 만성 췌장염이나 췌장암에 동반된 이차적 소견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최

근에는 IgG4 양성 형질세포의 과다 침윤(＞10/high-power field)이 AIP에 특이적인 소견으로 여겨진

다.15,16 그러나 조직 고정, 염색 방법, 배경 염색 정도 등에 따라 차이가 나고 기관 사이의 표준화가 이

루어지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아시아 기준에서는 위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술적 절제 조직에서는 AIP

의 완전한 조직 소견이 충족될 때에는 진단할 수 있으나 생검 조직에서는 조직 소견 단독만으로는 최

종 진단할 수 없으며 영상 소견 등 임상 소견이 합당할 경우에만 진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AIP와 관련된 췌장 외 병변은 보고된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어 우리나라는 20% 정도로 낮게, 일본

에서는 70% 정도로 높게 보고하고 있다.7,15,17 주요 장기는 담관, 폐문 림프절, 침샘, 후복막 섬유증 등

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병변들이 AIP의 이차적인 소견이 아니라 IgG4-related systemic sclerosing dis-

ease의 개념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췌장 외 병변이 AIP 진단에도 도움이 되어 한국이나 

미국의 기준에는 포함시켰다. 그러나 췌장 외 병변에 대한 의미와 치료 필요성, 어디까지 검사가 필요

한지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아시아 AIP 진단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과 일본 진단 기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스테로이드에 대한 치료 반응이다. 일본 기준을 충족하

지는 않으나 AIP가 강력히 의심되는 경우 스테로이드 치료 후 췌장 및 췌관 영상 소견이 호전되는 것

을 진단 기준에 포함시켜 진단율을 높인 것이 한국의 진단 기준이다. 일본의 학자들은 이럴 경우 스테

로이드 시도가 남용될 수 있고 췌장암 진단이 늦어지는 점을 우려하였다. 그러나 스테로이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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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이 빠르면 2주 만에 나타나 췌장암 진단에 의미 있는 지연은 아니고 CT 뿐만 아니라 췌관 협착도 

호전되는 것은 AIP에 합당한 소견이라는 보고를 바탕으로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다.18-20 따라서 아시

아 기준에는 영상 소견만 충족될 경우 충분한 검사로 췌장암을 배제하고 AIP에 대한 경험이 충분한 췌

장 전문의에 의해서 시도된다는 전제하에 스테로이드에 대한 반응을 선택적인 진단 기준에 포함하였다. 

췌장암을 배제하기 위해 스테로이드 시도 전에 조직 생검이 권장된다. 이 때 세침흡인 보다는 생검이 

조직의 구조를 평가하기 위해 유리하다. 조직 생검 및 IgG4 면역염색에 의한 AIP 진단율은 30∼70%로 

다양하게 보고된다. 조직 생검으로 AIP를 확진할 수는 없으나 췌장암과의 감별이 필요하고 특히 진단

적으로 스테로이드 시도를 고려한다면 최소한 사전에 조직 생검으로 췌장암의 증거가 없음을 확인한 

후에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

  AIP에 대한 진단 기준은 일본에서는 췌장암을 배제하기 위해 AIP의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는 방향

으로 설정되었고 한국에서는 좀 더 많은 AIP를 진단하기 위해 민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만들어 졌다. 

미국의 기준은 조직 소견을 중시하는 특징이 있다. 한국과 일본의 진단 기준을 통합하여 좀 더 합리적

인 아시아 진단 기준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췌장암을 배제하면서 AIP의 다양한 형태와 시기의 증례를 

포함시키는 진단 기준, 그리고 AIP와 IgG4-related systemic disease와의 관계를 정립한 진단 기준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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