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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asymptomatic incidental pancreatic cysts are 

frequently detected. However, the decision of the treatment plan 

is not easy because the radiologic differential diagnosis is 

somewhat difficult due to small cyst size. Until now, it has been 

also controversial whether the incidental pancreatic cysts 

should be resected actively or not. If radiologic finding is 

typical, the decision of resecting the incidental pancreatic cysts 

is not so difficult. However, the accuracy of endoscopic 

ultrasonography is around 50-60%, so it is confusing how to 

manage the indeterminate cyst. Even if cyst aspiration and 

analysis of fluid including CEA and cytology can increase the 

diagnostic accuracy, the procedure is invasive and expensive. 

In addition, the cut-off value of CEA is not established. 

Fortunately, the natural course of asymptomatic incidental 

pancreatic cysts is known to be relatively good and safe. 

Follow-up observations without surgical resection can be done 

safely if there are no radiologic signs of pre-malignancy or 

malignancy. Endoscopic ablation therapy using ethanol was 

introduced for the first time in 2005 and endoscopic 

ultrasonography guided ethanol lavage with paclitaxel injection 

therapy was also reported in 2011. Endoscopic ablation therapy 

is a relatively safe and effective procedure, even if there are no 

long-term safety results. The rates of complete remission are 

35-50% in ethanol lavage and 63% in ethanol lavage with 

paclitaxel injection therapy. Although the indication of 

endoscopic ablation therapy is not established, it can be 

considered if incidental cysts are indeterminate 2-5 cm; 

unilocular or oligolocuar cy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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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최근 건강검진 목적으로 복부 영상 검사를 많이 시행함

에 따라 우연히 발견된 무증상의 췌장 낭성 병변을 흔히 접

할 수 있다. 실제 국내에서 2008년 발표된 다기관 연구에 

의하면 2000년 이후 췌장 낭성 종양의 진단 건수가 지속적

으로 증가함을 보고하였고 약 34%는 무증상으로 우연히 진

Correspongding author.

류지곤

서울대학교의과대학내과학교실, 간연구소

110-744,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병원내과

Tel: 82-2-2072-1962    Fax: 82-2-762-9662, 

E-mail: jkryu@snu.ac.kr

단되었다.1 췌장 낭종의 유병률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

만 1.2%에서 최고 13%까지 보고되고 있다.2-3 점액낭성종

양(mucinous cystic neoplasm)과 췌관내유두상점액종양

(intraductal papillary mucinous neoplasm), 고형가유두

상종양(solid pseudopapillary tumor)처럼 악성화의 가능

성이 있는 종양은 수술적 절제가 치료 원칙이며 장액낭선

종(serous cystadenoma)과 같은 양성 종양은 증상이 있는 

경우에만 치료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실제 임상에서

는 우연히 발견된 무증상의 췌장 낭종의 경우 대개 크기가 

작아서 영상학적으로 감별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영상학적으로 감별이 어

려운 무증상 췌장 낭종에 대한 내시경 치료는 2005년 내시

경초음파(endoscopic ultrasound, EUS)를 이용한 에탄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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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술(ethanol lavage)이 처음 소개된 이래,4 최근에는 국

내 연구진에 의해 에탄올 세척술 후 파클리탁셀

(paclitaxel) 주입술을 이용한 내시경 낭종제거술의 결과가 

발표되었다.5 그러나 아직까지 치료의 적응증, 표준 방법, 

장기간의 효과에 관한 자료는 없는 실정이므로 현 시점에

서 무증상의 췌장 낭종에서 내시경치료가 아직은 표준 치

료라고 할 수 없으나 적응증을 잘 정하여 시행한다면 일부 

환자에서는 도움이 되는 치료라고 생각할 수 있다.

본론

1. 무증상 췌장 낭종의 자연경과

우연히 발견된 췌장 낭종을 적극적으로 치료할 것인지 

추적 관찰할 것인지는 아직까지 논란의 대상이다. 영상학

적으로 전형적인 소견을 보인다면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여러 보고에 의하면 내시경초음파를 

시행하여도 정확도가 50-60%에 지나지 않으므로,6-8 이러

한 indeterminate cyst를 어떻게 치료할 지가 의문이다. 

물론 EUS를 이용해 낭액을 천자하여 CEA 검사를 하면 진

단의 정확도가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으나, 침습적인 검사

법이고 고비용이라는 문제가 있어, 모든 무증상 췌장 낭종

에서 낭액 천자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또한 

점액성과 비점액성 낭성 종양의 감별에 CEA의 기준치

(cut-off level)는 148, 192, 480, 800 ng/mL로 연구자마

다 다르다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점이다.8-11 물론 기준치를 

낮게 잡으면 예민도는 높지만 특이도가 낮아지는 문제가 

있고, 반대로 기준치를 높게 잡으면 특이도는 높지만 예민

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EUS-fine needle 

aspiration (FNA)를 시행해도 감별진단이 안되는 in-

determinate cyst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또한 수술 후 진

단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무증상 췌장 낭종의 치료 

방침을 결정하려면 indeterminate cyst의 자연경과를 아

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의 단일 병원에서 10년간 539명을 

분석한 후향적 연구 결과에 의하면 무증상 췌장 낭종 369

명을 평균 2년간 추적 관찰하였을 때 8%에서만이 변화가 

있었고 총 11명(3%)에서만 수술 후 악성으로 판정되었다. 

그러나 3 cm 이하의 낭종에서는 악성이 발견되지 않았으므

로 영상 소견에서 악성을 시사하지 않는 3 cm 이하의 낭종

은 추적 관찰이 가능하다고 하였다.12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발표한 후향적 연구에 의하면 182명을 평균 3년 추적 관찰

하였을 때 2명에서만 악성으로 판정되었다.13 이후 발표된 

5년 추적 관찰 결과에서도 악성은 4명(2%), 전암성 병변은 

12명(6%)이었으며 이들 환자 대부분이 증상이 발생하거나 

크기 또는 성상의 변화가 동반되어 있어 무증상 췌장 낭종

은 안전하게 추적 관찰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14

또한 무증상이며 세침흡입술 결과 점액이 없고 CEA가 

200 ng/mL 이하인 췌장 낭종 환자 98명을 평균 24개월 

전향적으로 추적 관찰한 연구에 의하면 16명(19%)에서 크

기가 증가하였고 수술을 받은 환자 중 오직 1명(1%)에서만 

점액낭선종(mucinous cystadenoma)으로 확인되어 무증

상이며 세침흡인술로 점액성 종양의 증거가 없으면 안전한 

추적 관찰이 가능하다고 하였다.15 내시경초음파로 악성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무증상 indeterminate cyst를 평균 

4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에서도 단지 1명에서만이 7년 후 

악성 변화가 관찰됨을 보고하였다.16

하버드 대학 MGH병원에서 우연히 발견된 췌장낭종을 

수술한 330예를 분석한 흥미로운 결과가 발표되었다.17 

330예 중 136명은 발견 당시 바로 수술하였는데 30명은 

점액낭성종양 의심 하에 수술하였지만 병리결과는 60%에

서만이 점액낭성종양이었고 전체적으로 수술 전 영상학적 

진단과 수술 후 병리학적 진단의 일치율은 68%에 지나지 

않음을 보고하였다. 전체 수술 환자의 5%는 수술이 필요 

없는 비종양성 췌장 낭종으로 판명되었다. 결론적으로 대

부분의 연구에서 영상학적으로 전암성, 악성 병변의 징후

가 없는 무증상 췌장 낭종의 자연경과는 비교적 양호하여 

안전하게 추적 관찰할 수 있었다. 

2. 내시경 낭종제거술의 방법 및 치료 성적

2005년 25명의 무증상 췌장 낭종(1-5 cm) 환자에서 내

시경초음파를 이용하여 에탄올 세척술을 시행하였고 1년

간 추적 관찰하였을 때, 합병증이 없으며 35%에서 낭종이 

완전 소실됨을 보고하였다.18 22G 바늘로 낭종을 천자한 

후 낭액을 모두 흡인하고 같은 양의 에탄올(최대 농도 

80%)을 주입한 후 3-5분간 흡인과 주입을 반복하여 세척

술을 시행하고 마지막에 에탄올을 모두 흡입하여 제거하였

다(Fig. 1). 낭종액의 CEA 200 ng/mL, 아밀라아제 800 

U/L를 기준으로 낭성 종양의 병리학적 진단을 추정하였을 

때 점액낭성종양이 14예, 췌관내유두상점액종양이 3예, 장

액낭선종이 3예이었다. 치료에 반응이 없던 15예 중 점액

낭성종양으로 추정된 경우가 9예였으며, 5예에서 수술을 

시행하였고 모두 점액낭선종으로 판명되었다. 현미경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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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1. EUS-guided ethanol ablation

After puncturing the cyst with 22G needle (A), the cyst fluid can be near totally aspirated (B) and the same volume of 

ethanol should be injected into the cyst (C). After repeating the procedure 3-4 times, the entire volume of fluid should be 

removed from the cysts as a final procedure (D).

에서 낭종 상피 세포의 소실 정도는 다양했으며 췌장염의 

증거는 없었다. 사용한 에탄올의 농도를 50% 이하(12예)

와 50-80%(13예)로 구분하였을 때 치료 성적의 차이는 없

었다. 

2008년 국내 연구진에 의해 14명의 췌장 낭종 환자에서 

내시경 낭종제거술을 시행한 결과가 발표되었다.19 내시경

역행성담췌관조영술(ERCP)에서 췌관과 연결이 없으며 영

상학적으로 악성의 증거가 없으나 감별진단이 어려운 in-

determinate unilocular 또는 oligolocular 낭종을 대상

으로 하였다. 22G 바늘로 낭종을 천자한 후 낭액을 모두 

흡인하고 같은 양의 99% 에탄올을 주입한 후 3-5분간 흡

인과 주입을 반복하여 세척술을 시행하였다. 에탄올을 모

두 흡인하여 제거한 후 paclitaxel (6 mg/mL)을 생리식염

수에 1:1로 희석하여 제거된 낭종액과 같은 양을 주입하였

다. 낭종의 크기는 17-52 mm이었고 평균 9개월 추적 관

찰하였을 때 11명(78.6%)에서 낭종이 소실되었고 1명에서

만 급성 췌장염이 발생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임을 

발표하였다. 

2009년에는 42명의 무증상 unicloular 1-5 cm 낭종을 

대상으로 에탄올 세척과 식염수 세척을 비교한 전향적 무

작위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20 80% 에탄올(25명) 또는 

생리식염수(17명)를 이용하여 5분간 3-4회 세척술을 시행

하였는데 6개월 후 33.3%에서 낭종이 소실되었고 에탄올 

세척술 군에서 유의하게 낭종의 크기가 감소함을 보고하였

고 1명에서만 급성 췌장염이 발생하였다. 낭종액의 CEA 

200 ng/mL, 아밀라아제 800 U/L를 기준으로 낭성 종양

의 병리학적 진단을 추정하였을 때 점액낭성종양이 17예, 

췌관내유두상점액종양이 17예, 장액낭선종이 5예, 가성낭

종이 3예였다. 치료에 반응이 없었던 환자 중 4예에서 수

술을 받았는데 1예는 점액낭선종, 3예는 췌관내유두상점

액종양이었다.

2011년 국내 연구진이 이전에 발표한 연구를 연장하여 

총 52명의 무증상 췌장 낭종 환자에서 같은 방법으로 내시

경 낭종제거술을 시행한 결과를 발표하였다.21 ERCP에서 

췌관과 연결이 없으며 영상학적으로 악성의 증거가 없으나 

감별진단이 어려운 indeterminate unilocular 또는 oli-

golocular 낭종을 대상으로 하였고, 낭종의 크기는 17-68 

mm이었고 평균 21.7개월 추적 관찰하였을 때 29명(62%)

에서 낭종이 소실되었음을 보고하였다. 낭종액의 CEA가 

200 ng/mL 이상일 때 점액낭성종양, 5 ng/mL 이하이고 

아밀라아제가 800 U/L 이하일 때를 장액낭선종, CEA 

2-200 ng/mL이면 indeterminate cyst로 가정하였을 때 

추정 진단은 점액낭성종양이 9예, 장액낭선종이 15예, 가

성낭종이 2예, indeterminate cyst가 26예이었다. 내시경

초음파에서 낭종의 크기가 35 mm 미만이거나 낭종액 부

피가 14 mL 미만인 경우 소실율이 높다고 하였다. 치료에 

반응이 없었던 환자 중 4예에서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2예

는 점액낭선종, 1예는 장액낭선종, 1예는 신경내분비종양

으로 판명되었다.

최근 분지췌관형 췌관내유두상점액종양으로 추정되는 

13명의 환자에서 내시경 낭종제거술을 시행한 후향적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22 80% 에탄올을 사용하여 1차 세척술 

시행 후 3-6개월 경과 후 2차 세척술을 시행하였는데 1차 

에탄올 세척술 후에는 낭종이 소실된 환자가 없었지만 2차 

세척술 후에는 5명(38%)에서 낭종이 소실됨을 보고하여 

분지췌관형 췌관내유두상점액종양에서도 내시경낭종제거

술을 시행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서울대학교병원에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무증상이

며 영상학적으로 악성의 증거가 없으나 감별진단이 어려운 

indeterminate unilocular 또는 oligolocular 낭종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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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2. A case of pancreatic cyst showing 

complete remission 1 year after cyst ablation 

therapy

A round cyst 3cm in diameter can be noticed 

at the neck of pancreas (A) and the cyst 

can’`t be visualized on the follow-up CT scan 
1 year after ablation therapy (B).

으로 내시경 치료를 시행한 성적을 2011년 학회에 발표한 

바 있다.23 치료한 환자는 총 37명이며 크기는 직경이 2-5 

cm이고 80-90% 에탄올을 이용하여 5분간 3-4회 세척술

을 시행하였는데, 시술과 관련된 합병증은 발열, 경미한 

복통 및 급성 췌장염이었으며 심각한 합병증은 없었다. 30

명의 환자에서 12개월 이상 장기 추적이 가능했는데 이 중 

40%에서 낭종이 완전 소실되었고(Fig. 2), 46.7%는 큰 변

화가 없었다. 치료에 반응이 없었던 3명의 환자에서 수술

을 시행하였고 최종 병리 결과는 1명은 점액낭선종, 2명은 

췌관내유두상점액종양이었다.  

요약하면 현재까지 발표된 내시경 낭종제거술의 방법은 

80% 에탄올 세척술과 99% 에탄올세척 후 파클리탁셀 주

입술 두 가지가 있으며 낭종 소실률은 각각 35-40%와 

62%로 알려져 있다.  

3. 이상적인 적응증

내시경 낭종제거술은 아직까지도 소수의 병원에서만 시

행하고 시작한지 얼마 안된 시술이며 장기간의 추적 관찰 

결과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절대적 적응증은 없는 상

태이다. 그러나 시술이 비교적 안전하고 어렵지 않으며 수

술에 비해서 저렴하다는 점에서 환자를 잘 선택한다면 효

과적인 치료가 될 수 있다. 췌장 낭종 환자에서 증상이 있

든지 영상학적 소견에서 악성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소견 

즉 고형 종괴, 벽결절, 주췌관 확장 등이 있다면 수술의 절

대적인 적응증이다. 또한 분지췌관형 췌관내유두상점액종

양이 의심되면 현재까지 3 cm 이하이면 수술의 적응증이 

아니므로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 없고 추적 관찰이 가능하

다. 그러나 3 cm 이상에서도 고형 종괴, 벽결절 등이 없으

며 환자의 나이가 고령이라면 수술을 권하기가 어려우므로 

이론적으로 내시경 낭종제거술의 좋은 적응증이 될 수 있

다. 그러나 현재까지 치료의 안전성(주췌관으로 에탄올, 

파클리탁셀이 들어 갔을 때 췌장염 발생 가능성) 및 구조

적인 문제(multilocular cyst)로 현재까지는 치료 대상이 

아니다. 결국 indeterminate cyst에서 치료의 적응증을 

잡는 것이 합당하며 영상학적으로 향후 치료가 필요한 점

액성 췌장낭성종양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이상적인 내시

경 낭종제거술의 적응증이라 할 수 있다. 즉 영상학적 소

견에서 점액낭성종양의 가능성을 배제 못할 경우 

EUS-FNA의 적응증이 되므로 이때 진단 및 치료 목적으

로 내시경 낭종제거술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크기를 기준으로 하면 물론 아직까지 정립되지 않았

지만 적어도 2 cm 또는 3 cm 이상이어야 하며 크기가 클

수록 치료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과 수술의 필요성이 높아

질 가능성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최대 5 cm까지로 하는 것

이 합당하다고 생각된다. Unilocular cyst가 가장 이상적

이며 oligolocular cyst(2-6 locules within a cyst)도 시

행할 수 있다. 췌장 낭종의 위치에 따라서도 내시경 낭종

제거술을 먼저 시행할 지 수술을 시행할 지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환자의 나이도 치료의 적응증을 잡는데 영

향을 줄 수 있다. 내시경 낭종제거술 시술 자체가 향후 수

술이 필요한 환자에서 예후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

는 없는 상태이므로 적응증을 잘 선택하여 시술한다면 불

필요한 수술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

다. 반면에 적응증을 너무 넓게 잡으면 치료가 필요 없는 

환자가 많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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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우연히 발견되는 췌장 낭종의 자연 경과는 영상학적으

로 전암성, 악성 병변의 징후가 없으면 비교적 양호하다. 

내시경 낭종제거술은 아직까지 장기적인 추적 결과가 없지

만 비교적 안전하고 합병증이 없는 시술이며 80% 에탄올 

세척술과 99% 에탄올 세척 후 파클리탁셀 주입술 두 가지

가 있으며, 낭종 소실률은 각각 35-40%와 62%로 알려져 

있다. 내시경 낭종제거술의 적응증은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지만 영상학적으로 감별진단이 어려운 indeterminate 

cyst 중에서 내시경초음파를 통한 낭액 천자를 시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치료 방침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 크기가

2-5 cm이고 unilocular 또는 oligolocular cyst이면 낭액 

천자와 동시에 내시경 낭종제거술을 고려할 수 있다.

요약

최근 우연히 발견된 무증상의 췌장 낭성 병변을 흔히 접

할 수 있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췌장 낭종의 크기가 작아서 

영상학적으로 감별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우연히 발견된 췌장 낭종을 적

극적으로 치료할 것인지 추적 관찰할 것인지는 아직까지 

논란의 대상이다. 영상학적으로 전형적인 소견을 보인다면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내시경초음파를 

시행하여도 정확도가 50-60%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러한 

indeterminate cyst를 어떻게 치료할 지가 의문이다. 낭

액을 천자하여 CEA 검사를 하면 진단의 정확도가 올라간

다고 알려져 있으나 침습적인 검사법이고 고비용이라는 문

제가 있으며 점액성과 비점액성 낭성 종양의 감별에 CEA

의 기준치가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또한 문제점

이다. 다행히 대부분의 연구에서 영상학적으로 전암성, 악

성 병변의 징후가 없는 무증상 췌장 낭종의 자연경과는 비

교적 양호하여 안전하게 추적 관찰할 수 있었다. 영상학적

으로 감별이 어려운 무증상 췌장 낭종에 대한 내시경 치료

는 2005년 내시경초음파를 이용한 에탄올 세척술(ethanol 

lavage)이 처음 소개되었으며 이후 에탄올 세척술과 파클

리탁셀(paclitaxel) 주입술을 이용한 내시경 낭종제거술의 

결과가 발표되었다. 내시경 낭종제거술은 아직까지 장기적

인 추적 결과가 없지만 비교적 안전하고 합병증이 없는 시

술이다. 80% 에탄올 세척술과 99% 에탄올세척 후 파클리

탁셀 주입술 두 가지가 있으며 낭종 소실률은 각각 

35-40%와 62%로 알려져 있다. 내시경 낭종제거술의 적응

증은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지만 영상학적으로 감별진단이 

어려운 indeterminate cyst 중에서 내시경초음파를 통해

낭액 천자를 시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치료 방침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 크기가 2-5 cm 이고 unilocular 또는 oli-

golocuar cyst이면 낭액 천자와 동시에 내시경 낭종제거

술을 고려할 수 있다. 

색인단어: 낭종, 내시경초음파, 에탄올 세척술, 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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