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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ment of EUS: Clinical 
Usefulness and Pitfalls

순천향 학교 의과 학 내과학교실 

조            덕

  내시경  음 단층촬 술(endoscopic ultrasonography: 이하 EUS)은 일반 인 음 검사

(US)나 산화 단층촬 술, 자기공명 상진단법 등의 고식 인 검사방법으로 진단이 힘든 췌

장의 작은 악성 종양의 진단을 하여 처음 개발되어 소화  병변의 진단에 음 내시경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연구되기 시작하 다. 재는 EUS 검사가 췌담  질환뿐만 아니라 소화  

질환의 진단에 있어서도 필수 인 검사로 인정되고 있으며 특히 소화  막하 종양, 소화  

암, 췌장의 종양성 병변, 종 된 림   후복막강 구조 등의 묘출능을 비약 으로 향상시켜 

임상 으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EUS는 탐 자가 심이 되어 화상을 만들

므로 CT나 체외식 주사 음 검사와  다른 오리엔테이션을 보이기 때문에 복부 음

검사에 익숙한 의사라 할지라도 EUS의 화상은 생소하며 병변  주변 장기의 오리엔테이션에 

숙련이 되기 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EUS는 일반 내시경에 비하여 구경이 크고, 다루기

가 쉽지가 않으며 검사의가 내시경을 시행할 수 있는 능력과 음 상에 한 이해가 동시

에 필요하지만 췌담도질환의 진단에 기본이라 할 수 있는 ERCP와 비교하여 비침습  검사이

며 췌장뿐만 아니라 주 의 인 장기들을 잘 찰할 수 있어 그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EUS는 어디까지나 상진단방법이고 그 질  진단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이들 병변에 한 

조직진단을 목 으로 한 비수술  조직채취방법으로 이미 오래 부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시

도되어 왔지만, 근래 EUS유도하 세침 흡인 세포진단법(EUS-FNA)이 개발되어 임상에 응용되

고 있으며 이러한 소화기 질환의 진단뿐 만 아니라 나아가서 치료  EUS유도하 재술로도 

이용되고 있다. 

  본 연수강좌에서는 췌담도 질환을 진단하는데 있어 EUS의 역할과 제한  등에 해서 언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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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성 췌담도 질환의 진단

  1) 성췌장염: 성췌장염에서의 EUS에 한 보고는 별로 없지만 담석으로 인한 성 담

석성 췌장염이 의심되나 유두부에 감돈된 작은 결석과 같이 복부 음 검사나 CT상 담  내 

결석이 찰되지 않는 경우 일차 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한 EUS는 정확하고 ERCP에 비해

서는 비침습 이기 때문에 원인이 확실치 않은 성췌장염의 진단에도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

다. 성췌장염의 EUS소견은 일반 복부 음 검사와 동일하다. 

  2) 만성췌장염: 만성췌장염의 EUS상 특징은 질환의 병기에 따라 다양하다. 그러한 특징은 

통상의 복부 음 상과 유사하나 EUS상이 훨씬 해상력이 우수하다. 췌장은 커지거나 작아질 

수 있으며, 때로는 정상 크기를 보여주기도 하고, 췌장실질의 변화로는 에코양상이 불규칙 이

거나 얼룩진 반 (speckled or mottled) 모양을 보인다. 실질에 석회화 병변이 동반된 경우에는 

후방 음향음 이 나타나서 주췌 이나 실질의 일부를 잘 찰하기 힘들 때도 있다.

  췌 의 변화로는 주췌 의 확장이나 착소견이 찰되고 췌 벽은 증강된 에코로 불규칙

한 양상을 보인다. 췌 을 자세히 찰해보면 단백 이나 concrement에 의한 에코가 강한 들

이 보이며, 때때로 낭종들이 찰되기도 한다. 단백 은 주변부가 고리 모양으로 고에코를 보

이며 복부 음 에서는 찰되는 경우가 드물다. ERCP에서 주췌 의 폐색으로 췌 상을 얻지 

못할 경우 EUS를 시행함으로써 주췌 의 착 소견  착부에 일치하는 췌실질의 이상유무

를 알아 볼 수 있다. 한 췌  결석의 진단에 있어 췌실질내 혹은 췌낭종내에 강한 에코가 보

이고 후방음 이 없어 복부 음 로 진단하기 어려웠던 경우 EUS에서는 선명한 결석상과 후

방음 이 나타나 쉽게 진단이 가능하다.

  만성췌장염의 기 소견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한 가지는 주로 췌 의 변화를 보이고, 

다른 하나는 주로 췌장실질의 변화를 보인다. 자는 췌 의 제 2분지 이하에 국한된 경우가 

많아(Cambridge classification stage 1) EUS상 찰하기가 힘들다. 그러나 이들 환자의 일부에서

는 약간의 실질의 이질성(inhomogenecity)을 보인다. 즉 이러한 조기 만성췌장염에서는 EUS상 

췌장실질이 불균일하나 내시경  췌 조 술(ERP)상 정상 췌 을 보이기도 한다.

  만성췌장염에서 EUS의 진단정확도와 임상  가치를 평가하는 데는 두 가지 문제 이 있는

데 첫째는 이를 평가하는데 참고가 되는 당한 방법이 없다는 이다. 즉 만성췌장염의 조직

학  증명이 힘들고 단지 진행된 경우에만 수술이나 생검을 통해서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이

다. 따라서 일반 으로 췌 변화를 보기 해서 내시경  췌 조 술(ERP)을 시행하고 실질의 

변화는 CT로 평가하게 되나, CT만으로는 한 평가가 어렵다. 둘째로는 검사자의 편견을 꼽

을 수 있다.

  기본 으로 EUS는 만성췌장염의 진단, 부분  종괴가 있을 때 염증과 악성종양과의 감별진

단, 그리고 췌석, 낭종, 착의 내시경 치료시 이들의 치나 정도를 악하는데 도움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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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까지는 만성췌장염에서 EUS의 유용성이나 응에 한 확립된 근거가 없다. 그러나 ERP

의 보조  검사법으로 EUS가 유용한 경우로는 다음과 것이 있다. 1) ERP가 실패한 에서 췌

장의 실질이나 췌 을 충분히 찰할 수 있다(Billroth II 수술을 받은 경우 췌장두부의 완벽한 

찰은 곤란). 2) ERP에서 췌 의 착이나 폐색이 확실치 않은 경우 EUS가 도움이 된다. 즉 

EUS는 폐색의 원인의 하나로 췌석 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다.

  3) 담석증: US의 담낭 담석의 진단율은 95% 이상이나 간외담  담석 특히 원 부 총담 에 

치한 결석의 진단율은 상부담  80%이상, 하부담 은 50∼60%로 한계가 있으므로 US상에 

담 확장이 있으면서 폐쇄원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ERCP 등이 정확한 진단  한 치료

를 해서 극 으로 시행되어 왔다.  US상 담낭담석으로 진단되었더라도 복강경하 담낭

제술 등을 시행하기에 앞서 많은 센터에서 정확한 수술  정보를 얻기 하여 ERCP를 시행

하기도 한다. 그러나 ERCP는 시술상의 합병증, 수기의 어려움  실패율 등의 문제 이 있어 

보다 안 하고 손쉬운 진단법으로서 EUS를 평가하게 되었고, 담도내 담석의 발견에 있어서 

EUS의 정확도에 한 보고들이 있으나 크기와 치에 해서는 보고된 바가 다.

  본 교실에서는 US상 담석증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EUS의 ERCP의 치 가능성을 알아보기 

하여 체외식 복부 음 검사상 담낭결석이 진단되어 복강경하 담낭 제술의 시술  총담

결석의 진단을 요하는 환자 136명을 상으로 EUS와 ERCP를 동시에 시행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2
 1) EUS의 검사 성공률은 100% 고 총담  담석의 발견율은 89.3% 으

며, 합병증이 없었다. 2) ERCP는 검사 성공률이 91.9%, 총담  담석의 발견율이 92.9% 고, 합

병증이 5.1%로 나타났다. 결국 EUS는 담낭결석 환자에서 총담 결석의 수술  진단에 ERCP

만큼 유용하며, 수기상의 실패율  합병증의 병발률에서는 ERC보다 우수하여 총담  담석증

의 진단에 ERCP를 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담석성 췌장염의 경우 조기에 내시경 유두 약근 개술을 시행하는 것이 치료원칙이나, 임

상 으로 담석에 의한 성 췌장염이 의심되어도 ERCP가 성 췌장염에서 기시 되어왔으므

로 진단에 한계가 있었다. 이런 경우 감돈된 결석의 부분이 작은 담석들이므로 원 부 총담

 는 Vater씨 팽 부에 감돈된 결석을 조기에 진단하기 한 방법으로는 합병증 병발의 

험부담이 없이 높은 해상력으로  췌장  담도계를 찰할 수 있는 EUS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2. 췌담도 종양의 진단 

  EUS는 일반 인 음 에 비하여 주 수가 높고 주 에 검사에 결정 으로 방해가 되는 공

기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맹 부 (blind spot)가 없이 정확하게 췌담 의 상을 얻을 수 있다. 

악성 췌담도 질환의 진단에 있어 병변이 아주 미세한 경우 EUS가 복부 음 검사나 산화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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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촬 술, 내시경  역행성 담췌 조 술, 촬 술과 같은 진단방법들에 비하여 진단능이 

우수하다.
3

  1) 췌장암: EUS에서 찰되는 췌장종양의 종괴는 일반 인 음 검사상 찰되는 병변과 

기본 으로 같은 형태로 보인다. 즉 췌장암은 주 의 정상 인 췌장조직과 비교  경계가 선

명한 에코성 종괴로 찰된다. 종양이 큰 경우에는 에코성 종괴내에 상의 내부에코가 

찰되기도 한다. 반면에 종괴의 크기가 20 mm이하로 작은 경우에는 동질성의 내부에코를 갖

는 에코성 병변으로 보인다.
4
 종양 내에 무에코로 보이는 것은 종양괴사에 의한 것이며 석회

화가 동반시 고에코로 나타난다. 종양변연은 비교  규칙 인 경우도 있으나 부분은 불규칙 

는 불분명하다. 즉 Zigzag선이나 종양성 족(pseudopodia)모양으로 보인다.

  3 cm 이하의 소췌장암과 이보다 큰 췌장암을 비교해 보면 크기가 작은 경우가 좀 더 동질성

이고 변연이 평활한 반면, 종양의 크기가 커질수록 에코는 이질성을 보이고, 종괴내부의 괴사

와 석회화 병소와 같은 퇴행성 변화의 빈도가 높아진다. 종양의 크기가 아주 큰 경우 음 투

과력이 좋지 않아 주병변과 그 변연부를 명확하게 구분지을 수 없게 된다. 섬유화가 은 종양

일수록 EUS에서 선명한 윤곽을 가지고 있다. 간 소견으로 종양보다 원 부의 췌 확장이 보

이고 췌장두부암에서 담도의 압박이나 침습에 의한 주췌 의 확장소견을 동반한다.
5

  2) 담도암: 담도암은 담 벽에 국한되거나 주 조직으로 침윤되어 착부  상부의 담도 확

장이 쉽게 찰된다. 담도암의 EUS상은 다양하나 개는 에코이거나 불규칙한 에코양상을 

보이고, 종양의 담도내 발육이나 담도벽을 따라 발육하는 소견을 보인다. 국소  종양발육과 

담도벽을 따라 미만성 침윤을 보이는 암과 감별해 주어야 한다. 실제로 종양의 제수술의 수

술  평가에서 이러한 담도벽의 미만성 침윤을 정확히 단하는 일이 요하다. 내세경 음

탐 자(intraductal ultrasound, IDUS)를 이용한 담도계 EUS는 담도암의 병기결정에도 유용하

게 이용될 수 있다. 작은 담도암의 발견율은 EUS와 ERCP가 비슷하나 US, CT, 조 술보다

는 EUS가 훨씬 우월하다.

  3) 담낭암: 담낭암은 용종양, 다양한 에코의 종괴, 불규칙한 담낭벽 침윤, 간내 침윤 등으로 

찰된다. 용종양 담낭암은 유두상의 불규칙한 에코성 종괴로 보이며, 이러한 모양은 US로

는 잘 찰되지 않는다. 담낭벽의 암침윤은 EUS에서 3층의 벽구조가 괴되어 보이고, 무구조

의 동일한 에코로 찰된다. 가끔 담즙앙 과 담낭내 종양발육과 감별이 어려울 때도 있다.

  4) 췌장종괴의 감별진단: EUS로 췌장종괴를 감별하는데는 상당한 문제   제한이 따른

다. 즉 췌장암과 췌장암 양상을 보이는 췌장염(pseudotumorous pancreatitis)을 감별하기란 매우 

어려우며 특히 병변이 크기가 작을수록 더욱 심하다. 

  만성췌장염의 EUS소견은 특징 으로 췌장실질내에 상의 에코소견, 미만성의 에코성 변

화를 동반한 췌장의 결 성 변화, 주췌 의 불규칙한 확장 소견을 보인다. 그러나 EUS상 찰

되는 가성종양양 췌장염(pseudotumorous pancreatitis)에 의한 섬유성 종괴와 췌장암을 감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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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작은 내분비종양의 특징 인 EUS소견은 종종 종양의 심부에 고

에코의 상에코를 동반한 에코성 종괴로 찰되나 췌장암과 도세포암을 감별하기란 쉽지 

않다. 췌장의 내분비종양은 임상증상이 나타나도 부분 크기가 작아 종양의 치를 알아내기

가 힘들어 CT, US, 조 술  경피경간문맥도자술 등의 방법으로도 약 40∼60%에서는 

치 진단이 안된다. 최근 선택 인 정맥 검사로 종양의 치 진단율이 향상되었다는 보고가 

있으나 시술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종양의 간 인 증거만을 얻는다는 단

이 있다. 이에 반해 EUS로는 췌장의 내분비 종양의 치 진단이 부분에서 가능하여, US나 

CT로는 발견되지 않았고 수술로 확인된 직경 2.5 cm이하의 내분비 종양(37명의 환자 39종양)

의 82%에서 EUS로 종양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조 술보다도 EUS의 진단율이 높았다고 

보고하 다.
6
 췌장 내분비 종양의 치 진단에 EUS가 재 가장 정확한 방법이지만, 임상 으

로나 청학  검사상 의심되는 경우 US후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여겨지며, 이유무를 

단하기 해 CT를 추가로 검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췌장의 낭성종양은 그 종류에 따라 작은 낭성병변이 국소 으로 모여 있거나 하나의 큰 낭

종이 불규칙하고 두꺼운 벽으로 둘러싸여 있거나 낭성종양 주 로 에코의 이질성 병변이 

찰된다. 장액성낭성종양(serous cystic neoplasm), 액성낭성종양(mucinous cystic neoplasm), 혹

은 액분비성 선암(mucinous adenocarcinoma)과 같은 췌장낭성종양의 진단에 있어서는 EUS가 

많은 도움을  수가 있다. EUS로 낭선종(cystadenoma)과 낭선암(cystadenocarcinoma)을 감별하

기는 어려우나 낭선종이 더 매끈한 변연을 갖는다. 그러나 악성이라도 종양의 크기가 작을수

록 매끈한 변연을 갖기 때문에 감별이 매우 어렵다. 내유두상 액종양(IPMN)의 경우 EUS시 

낭성병변이 찰되며 93%에서 격막상 구조(septum-like structure)를 나타내는 유두상 돌출

(papillary projection)이 찰된다. 췌장의 장액성낭성종양 EUS시 벌집모양(honeycomb)의 형태

로 찰된다. 

 

3. 췌담도계 악성종양의 병기 결정

  췌담도계 악성종양의 병기를 결정하는데 있어 EUS는 아주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 검사방

법 의 하나이다. 음 상은 종양의 종괴자체를 보여  뿐만 아니라 림 을 포함하여 주

의 인 장기들까지 나타낼 수가 있다. 이 게 얻어진 상으로 종양의 TN병기결정이 가능

하다.
7

  췌장암의 국소 병기결정에 요한 기 인 종양의 인 장기나 구조의 변화를 EUS로 

찰할 수 있다. 즉 나 십이지장벽, 총담 , 간, 비장과 같은 주 장기들의 침윤을 찰할 수 

있다. 그러나 췌장암의 장침윤은 찰하기가 힘들며, 특히 장이 공기로 차 있거나 수축되

어 있으면 더욱 힘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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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맥계(문맥, 상장간정맥과와 비정맥의 합류 , 총간동맥과 비동맥이 분기되는 복강동맥총 

등), 췌장주 의 종양침윤 여부를 아는 것은 췌장암의 제수술에 가장 요한 기 의 하

나이다. 그러나 췌장암이 꽤 진 된 경우에 나타나는 하 정맥의 침윤을 EUS로 찰하는 것

은 어렵다.  침윤을 진단하는 기 으로는 1) 종양과 의 경계가 소실되고, 2) 종양과 

사이에 불규칙한 윤곽 는 내에서 종양이 찰되며, 3) 벽의 완 한 폐쇄가 있는 

경우, 4) 문맥이나 비정맥을 침윤하여 십이지장 는 정부벽 아래 정맥성 측부 이 찰

되거나 막내 구조가 찰될 경우 등이 있다.
8
 췌장후방 조직의 침윤정도는 수술치료 결

정시 요한 소견이지만 종양에 의해 음  감쇠가 발생하고 췌장조직과 후복막강 조직의 경

계 정이 곤란하기 때문에 후복막강 조직으로의 침윤정도의 정은 어렵다. 림 의 이는 

다른 소화기계 악성 종양에서와 동일하게 림 이 둥 고 크기가 5 mm 이상이며, 내부에코

가 에코로 주변조직과 뚜렷이 구분이 가는 경우로 정한다.

  췌장암에 있어 EUS의 진단  민도는 거의 100%까지 근 하며 크기가 2∼3 cm 이내의 작

은 종양도 찰이 가능하여 US나 CT보다 우수하고 ERCP와 거의 동일하다.
9
 따라서 이러한 소

병변에서는 EUS가 ERCP의 보조  진단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다. 특히 췌장암이 의심되는 환

자에서 췌장암이 없음을 확인시켜 주는데 단히 정확하며 특이도가 높다. EUS의 각각의 질

병에 따른 T-병기결정의 정확도는 췌장암 88%, 유두부암 75%, 담도암 81%을 보 으며, 이러

한 소견은 다른 진단방법보다 우수한 결과이다.
10

  

4. 음 내시경유도하 세침 흡인 세포검사  조직검사

  

  EUS는 췌장종괴를 찾아내는데 있어 가장 민감한 검사일 뿐 아니라 췌장암의 국소병기를 결

정하는데 있어서도 가장 정확한 검사방법 의 하나이다. 한 최근에는 췌장종괴가 의심되는 

환자에서 정확한 진단을 하여 EUS를 시행하면서 실시간으로 십이지장이나 벽을 통한 

음 유도하 세침 흡인세포검사(transduodenal or transgastric EUS-guided FNA)를 시행하기도 한

다. EUS나 CT 혹은 다른 진단방법을 통하여 제가 불가능한 췌장종괴로 명이 났을 경우 

이런 환자에서 조직학  확진을 하여야만 하는가에 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요한 

은 췌장에서 찰되는 모든 종괴가 꼭 췌장선암(adenocarcinoma)가 아니라는 사실이며, 항암제

와 같은 비수술  치료로도 처치가 가능한 림 종이나 소세포암종(small cell carcinoma)이 종종 

췌장에 침범할 수 있다는 것이다.
11,12

 한 수술  제가 불가능한 췌장선암 환자에서도 항암

제나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기 에 조직학  진단이 필요하다.

  수술  제가 가능한 췌장종괴에 한 수술  FNA의 시행여부에 해서도 논란이 많은데 

그 이유로는 EUS-guided FNA의 음성 측도(negative predictive value)가 낮고 흡인세포진 검사

에서 악성종양세포가 찰되지 않는다고 해서 악성종양을 완 히 배제할 수 없기에 환자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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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한 경우든 수술을 시행하여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 지만 췌장종괴에 하여 신보조화학요

법(neoadjuvant chemotherapy)이나 방사선치료를 시행할 경우에는 수술  췌장선암이라는 조직

학  진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EUS-guided FNA는 음 나 CT를 통한 경피  

FNA보다 천자길이가 짧아 이론 으로 종양의 종가능성이 낮은 장 이 있다.
5
 한 췌장의 

두부에 종괴가 있는 경우 EUS-guided FNA시 천자경로가 수술 으로 제되는 범 에 포함되

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반면에 췌장종괴가 체부나 미부에 치하

고 있을 경우에는 벽을 통하여 천자를 하여야 함으로 비록 천자길이가 짧더라도 벽으로의 

종양의 종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있을 수 있다. 부가 으로 췌장에 20 mm 미만의 작은 종괴

는 CT에서는 잘 찰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종괴가 EUS상에서 찰되었을 경우 실

으로 조직학  진단을 해서는 EUS-guided FNA말고 다른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췌장에 한 EUS-guided FNA와 같은 방법으로 림 에 하여 FNA를 시행할 수 있는데, 

췌장암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EUS시행도  췌장주 나 celiac node가 찰시 이들 부 를 천자

하여 종양세포가 찰 시에는 췌장암의 림  침윤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게 된다.

  췌장 가성낭종에 하여 천자배액술을 시행하 을 경우 1년내 재발률이 약 75%에 이르기 

때문에 장기 인 측면에서 찰하 을 경우 이러한 치료법의 이득은 별로 없는 실정이다.
13

 따

라서 췌장이나 췌장주 의 낭성병변에 하여 EUS-유도하 천자술을 시행할 경우에는 그 목

이 단순히 낭성액체를 제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낭성액체 성분을 분석하여 정확한 진단

을 내리는데 있음을 주지하여야 한다.

  췌장에서 찰되는 낭성병변의 약 10% 정도가 신생물이며, 이  상당수가 최 에는 가성낭

종으로 오진할 수가 있다
14

. 췌장 낭성종양의 일부는 악성이거나 악성의 잠재력이 있으며

(mucinous cystic neoplasm, IPMN), 그 외는 악성이 아니거나 악성의 잠재력이 없는 병변(serous 

cystic neoplasm, retention cyst)이다. 따라서 이러한 낭성병변의 정확한 진단은 한 환자의 

치료를 하여 필수 인 것이다. 기본 인 세포진검사 외에도 흡입된 액체의 생화학검사나 유

학  검사, 종양표지자 검사를 통하여 악성과 양성 낭성종양의 감별이 가능하다.
15 

낭성종양

에서도 아 라제가 상승된다는 증례보고가 있으나
14

 흡인된 낭성액체 성분에서 아 라제치가 

고도로 상승되어 있을 경우에는 가성낭종이나 retention cyst의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16

.

  EUS-FNA를 시행할 경우 천자기구를 철 히 소독한다고 하더라도 오염된 내시경겸자공이나 

장 을 통하여 낭종으로 세균을 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검사를 시행할 경우에

는 방 으로 항생제를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췌장질환에서 조 제 증강 내시경 음 의 역할

  EUS는 다른 상학  진단기법에 비하여 공간해상력(spatial resolution)이 우수하여 췌장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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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진단에서 유용한 검사법이다. 그러나 EUS는 췌장선암과 결 성 만성췌장염간의 신뢰성 있

는 감별이 어려워 EUS-FNA나 생검을 통한 조직검사만이 종괴의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 하

지만 췌장선암에서 한 섬유화 반응과 괴사로 인하여 조직검사에서 음성 결과를 보일 수 

있다. 최근 음  역에서 음 의 여러 제한 을 극복하기 해 하모닉 상기법(harmonic 

imaging)의 도입과 미세기포(microbubble) 조 제의 개발되었고 음  조 제(ultrasound 

contrast agent, UCA)의 역할에 한 심이 증가되고 있으며 최근 몇 년 사이에 췌장질환에서 

조 제 증강 내시경 음 (CE-EUS)의 임상  유용성에 한 보고가 증가하고 있다. 기존 음

의 B 모드, 색 도 러(color Doppler)  출력 도 러(power Doppler)는 조직의 미세 류의 평

가가 불가능하지만 음  조 제는 이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병변의 역동  증강 패턴을 묘출

이 가능하다. 그러나 음  조 제는 음  검사에서 색 도 러 모드나 출력 도 러 모드를 

용했을 때  속의 음  조 제가 더 부풀려 보이게 되어 공간 해상력이 낮아지고 상

은 이 색으로 뒤덮이는 듯한 blooming artifact가 발생한다. 이런 약 을 극복하고 임상 으

로 사용 가능하도록 개발된 최 의 음  조 제가 Levovist
Ⓡ

 (Schering AG, Berlin, Germany)

이다. Levovist
Ⓡ
는 galactose microparticle (99.9%)과 palmitic acid (0.1%)로 구성되어 있다. 재 

사용하는 음  주 수(2∼10 MHz)와 이 조 제의 미세기포 크기가 비슷하여 서로 만날 때 

공명 상이 생겨 미세기포는 방사상 진동이 일어나고 이에 따라 음 의 산란이 강하게 일어

난다. 이때 음 의 음압(mechanical index)이 높게 되면 미세기포는 음 가 달되는 역

에서 기포의 확장시와 수축시의 크기가 일치되지 않은 비선형 운동의 공명진동을 하게 된다. 

이러한 미세기포에서 발산되는 비선형 운동의 음 를 탐 자가 검출하면 하모닉 상이 얻어

진다. 그러나 내시경 음 는 제한된 음  주 수로 인하여 음  조 제로 Levovist
Ⓡ
를 사

용하는 경우 하모닉 상을 한 충분한 음향출력(acoustic power)을 얻을 수 없다. 최근 2세  

음  조 제로 개발된 SonoVue
Ⓡ

 (Bracco imaging, Milan, Italy)는 낮은 음향출력에도 한 

하모닉 상을 얻을 수 있다.

  췌장질환에서 조 제 증강 내시경 음 의 연구는 최 로 1997년에 Bhutani 등
17
이 Levovist

Ⓡ
를 이용하여 췌장암의  침윤,  증의 평가와 잠재된 췌장암(occult pancreatic 

cancer)의 진단에서 내시경 음 의 진단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 다. 이후 

Hirooka 등
18
이 음  조 제로 Albunex

Ⓡ
를 이용한 조 제 증강 내시경 음  연구에서 병변

의 조 제 증강이 도세포종양(islet cell tumor), 췌 내유두상 액종양, 만성 췌장염에서 각각 

100%, 80%, 75%에서 나타난 반면 췌장선암에서는 조 제 증강소견이 보이지 않았다. Becker 

등
19
은 23명의 췌장질환자에서 FS 069 Optison

Ⓡ
을 이용한 조 제 증강 내시경 음  연구를 통

해 류 특징(perfusion characteristics)이 염증과 종양을 감별하는 데 유용하다고 하 는데 

히 고 류(hyperperfusion)의 소견은 염증성 종양에서 찰되는 반면 주  조직에 비하여 

류(hypoperfusion)의 소견은 악성종양의 특징 인 소견이었다. 류 특징에 따른 진단  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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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이도, 양성 측도  음성 측도는 각각 94%, 100%, 100%, 88%이었다. Dietrich 등
20
은 

93명의 췌장질환자에서 Levovist
Ⓡ
를 이용한 조 제 증강 EUS연구에서 췌장 선암을 제외한 다

른 신경내분비종, 췌장의 미세낭성선종, 기형종에서 모두 등 성(isovascularity)이나 고 성

(hypervascularity) 소견을 보인 반면 췌장선암은 개 성(hypovascularity) 소견을 보 다. 

성 소견을 악성의 진단기 으로 삼았을 때 그 진단  민감도와 특이도는 각각 92%와 

100%이었다. 한편 Kitano 등
21
이 2세  음  조 제인 SonoVue

Ⓡ
를 이용한 조 제 증강 내시

경 음 의 가장 한 진단장치의 조 과 임상  유용성에 하여 비연구를 하 다. 그 

연구에서 가장 한 음압(mechanical index)은 0.4이었고 췌장의 다양한 질환에서 음  

artifact없이 췌장 실질의 류와 미세 의 한 상 이미지를 얻을 수 있었다. 최근에는 

Hirooka 등
22
이 145명의 췌장질환자에서 췌장의 고형성 종괴와 낭성종괴의 각각의 조  증강 

패턴을 분석하 는 데 이는 조 제 증강 내시경 음 가 췌장의 악성 여부  조직형을 측

하는 데 매우 유용한 진단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Ohno 등
23
은 87명의 췌 내유두상

액종양 환자를 상으로 조 제 증강 내시경 음  검사를 시행하 다. 내벽결 (mural 

nodule)을 조 제 증강 내시경 음  소견에 따라 1형(low papillary nodule), 2형(polypoid 

nodule), 3형(papillary nodule), 4형(invasive nodule)으로 분류하 는데 3형 는 4형의 내벽결

의 악성 측 진단의 민감도, 특이도  정확도는 각각 60%, 92.9%, 75.9%로 조 제 증강 내시

경 음 가 췌 내유두상 액종양에서 악성도를 유용하게 평가할 수 있었다.

  재까지 보고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조 제 증강 내시경 음 는 음  조 제를 통한 하

모닉 상을 이용하여 췌장질환의 악성 감별에 매우 유용한 검사법이다. 따라서 향후 조 제 

증강 내시경 음  검사는 췌장질환의 한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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