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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장낭성종양의 병리진단에 관한 최신 지견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병리과

장기택

Recent Update in Pathologic Diagnosis for Pancreatic Cystic  
Neoplasm

Kee-Taek Jang
Department of Pathology, Samsung Medical Center,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Korea

Pancreas cystic neoplasm is a relatively common disease. However, its’ pathologic 
diagnosis is not easy. The most frequent problem is low cellularity when compared to 
another organ cytology or biopsy material. Considering the procedure and anatomic 
difficulty, it is not uncommon to observe a low cellular smear or scanty volume of cells 
in the biopsy specimen. In this case, the molecular pathology test, including next-
generation sequencing, may be helpful. If pathologist can identify some mutation in 
cells or cystic fluid, differential diagnosis of cystic neoplasm may be possible. These are 
KRAS and GNAS, VHL, and CTNNB1 mutation in mucinous cystic neoplasm, intraductal 
papillary-mucinous neoplasm, serous cystic neoplasm, and solid pseudopapillary 
neoplasm, respectively. The next-generation sequencing is an emerging molecular test 
that can detect multiple biomarkers for diagnosis, including pancreas cystic neoplasm. It 
has been reported that next-generation sequencing test can be applied for differential 
diagnosis of pancreas cystic neoplasm. However, these molecular pathology tests were 
not all-around; it needs to be properly managed with pathologist’s quality control.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even if it goes through quality control, it may show a failure 
rate of around 30%. Despite the advances in molecular methods of high techniques,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the most important thing in pathologic diagnosis of 
pancreas cystic neoplasm is an endoscopist’s skill and pathologist’s expertise those 
provide adequate specimen and accurate diagn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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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췌장낭성종양은 췌장담도계 질환 가운데 상대적으로 흔한 

질환이지만 병리 세포 또는 조직 검사를 통하여 진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낭성병변 내 유두상 또는 고형성 

병변이 없는 경우, 세포 천자흡입 검사를 통해서도 획득되는 

세포나 조직의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확정적인 병리진단을 

내는 데 어려울 때가 많다. 그동안 세포나 조직의 양이 충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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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경우 부적합 검체로 진단내는 경우가 많았지만, 근래 

분자병리 검사의 발달로 미량의 세포 또는 조직에서 얻어지는 

DNA를 추출하여 분자병리 검사를 통하여 특정 유전자 변이를 

확인할 경우, 감별 진단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다. 그리고 

최근 도입된 차세대염기순서분석 검사는 소량의 검체로 다수의 

암 관련 표지자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감별 진단이 어려운 

증례들에서 활용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상대적으로 

적지 않은 췌장낭성종양이 병리진단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이러한 분자병리 검사들이 췌장낭성병변의 

병리진단에 점진적으로 많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러한 첨단 분자병리 검사가 만능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적절하게 검증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한 이슈이다. 

본  론

1. 췌장낭성종양의 감별 진단

병리진단 분야에서 췌장의 주요 종양성 낭성질환은 장액성 낭성종양 

(serous cystic neoplasm), 점액성 낭성종양(mucinous cystic neoplasm), 

췌관내유두상점액종양(intraductal papillary mucinous neoplasm), 

고형가유두상종양(solid pseudopapillary neoplasm) 등이 있다.1 

드물게 신경내분비종양 또는 관선암종이 낭성병변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수술 전 세포 또는 조직 검사로는 

병리진단이 어렵고 수술검체를 통해서 진단되는 경우가 더 많다. 이 

밖에도 림프상피성낭(lymphoepithelial cyst), 평편성낭(squamoid 

cyst) 등이 있으나 발생빈도가 높지 않고 세포 검사 등에서 

획득되는 세포나 조직의 양이 극히 적어 실제 병리 검사의 감별 

진단에서 우선 순위가 낮은 편이다.1 종양성 낭성질환의 

병리진단에서 첫 번째 단계는 악성 종양이 발생할 수 있는 전암성 

병변인지 아니면 악성도가 거의 없는 양성 낭성종양인지를 

감별하는 것이다. 췌장에서 발생하는 낭성종양성 병변 가운데 

악성 종양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대표적인 것들은 점액성 

낭성종양과 췌관내유두상점액종양이다. 이 두 가지 종양은 

낭성병변의 내벽을 채우는 상피세포들이 점액성 상피세포이기 

때문에 세포 또는 조직 검사에서 관찰되는 세포들이 점액성 

상피인 경우 전암성 병변에 해당하는 이 두 가지 종양을 감별 

진단에 꼭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세포 또는 조직 소견만으로 

점액성 낭성종양과 췌관내유두상점액종양을 감별하는 것은 

쉽지 않고 수술 전 영상 또는 초음파 내시경 소견을 참고하는 

것이 감별 진단에 도움이 된다. 특히, 점액성 낭성종양은 흔히 

중년  여성의  췌장  체부  또는  미부에서  발행한다는  점과 

췌관내유두상점액종양의 경우, 복부영상 검사에서 지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임상-영상의학적 검사 소견을 

반드시 참고해야 감별 진단 과정에서의 실수를 줄일 수 있다.2,3 

특히  세포가  거의  관찰되지  않는  경우 ,  부적합  검체 

(inadequate specimen)로 진단내기 쉽지만 낭성병변 내부에 

고형성 또는 유두상 병변이 없는 경우, 반복적인 검사에서도 

동일한 양상으로 관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적합검체로 

진단내기보다는 적어도 악성 종양의 근거는 없다는 의미에서 

양성 낭성병변(benign cystic lesion)으로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분자병리학적 검사를 통한 췌장낭성종양의 감별 진단

분자병리 검사는 통상적인 병리진단에는 부족한 미량의 세포 

또는 조직으로도 병리진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활용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췌장낭성종양 

에서 얻어지는 세포나 조직에서 추출된 디오시리보핵산 

(DNA)을 이용한 분자병리학적 검사 방법은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췌장낭성종양의 감별 진단에서도 

사용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4,5 특히 초음파 내시경 

유도하 세포 검사 등에서 얻어지는 세포가 통상적인 세포 또는 

조직 진단에 필요한 적절량 이하인 경우, 유용한 검사방법이 될 

수 있다. 임상적으로 가성낭(pseudocyst)으로 진단된 증례의 

낭성병변에서 얻어진 세포를 통하여 KRAS 변이가 관찰된 후에 

수술검체에서 저등급 점액성 낭성종양으로 진단된 경우도 있고 

췌장염으로 추적관찰 중인 환자의 초음파 내시경 유도하 

검사로  얻어진  세포에서  KRAS 유전자의  과오돌연변이 

(missense mutation)가 확인되고 수술 후 검체의 병리진단에서 

저등급 관내유두상점액성 종양이 진단된 경우도 있다.6-8 이와 

같이 양성 낭성병변으로 관리되던 환자가 분자병리 검사를 

통하여 종양성 병변으로 진단된 경우가 있는 반면 반대의 

경우도 보고되어 있다. 췌장염의 과거력이 있던 환자의 세포 

검사에서 췌장암으로 의심되는 세포 소견이 있었지만 분자병리 

검사에서 어떠한 유전자 변이도 관찰되지 않은 증례가 수술 후 

고임낭(retention cyst)으로 진단되어 수술 전 세포 검사에서 

관찰됐던 이형성은 반응성 변화로 확인된 경우도 있다.9 또한 

췌장 관내유두상점액성 종양 환자에서 결절성 병변이 없어 

악성 종양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 증례에서 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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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통하여 GNAS, PIK3CA 대립유전자 변이 빈도(mutant 

allele frequency)가 50% 이상 관찰된 경우, 수술 후 검체에서 

국소적인 침윤성 암종이 확인된 경우도 있다.9 

이상과 같이 분자병리 검사는 통상적인 세포 또는 조직 

진단이 어려운 증례에서 종양성 병변을 확인하거나 국소적인 

침윤성  암종을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여  향후 

활용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러한 분자병리 

검사를 통한 진단은 대부분 제한된 증례에서 확인된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에 대규모 코호트를 통한 전향적 연구를 통하여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검사방법이 복잡할수록 

특이도와  재연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양성  및 

음성대조군을 통한 주기적인 정도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분자병리학적 검사가 만능은 아니며, 여러 가지 분석 전 변수에 

의해서 결과가 위양성 또는 위음성의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3. 췌장 낭액 분석을 통한 감별 진단

췌장 낭성병변에서 세포나 조직이 거의 나오지 않고 낭액만 

나오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이 경우 통상적인 세포 또는 조직 

진단은 불가능하며 분자병리 검사를 통하여 특정 유전자 

변이를 확인하는 경우 병리진단이 가능할 수 있다(Table 1). 

유전자 변이 가운데 KRAS 변이는 점액성 낭성종양과 췌관내 

유두상점액종양에서  흔히  관찰되며  GNAS 변이가  함께 

관찰되는 경우 췌관내유두상점액종양으로 확진할 수 있다. 

장액성 낭성종양의 경우 VHL 변이가 주로 관찰되기 때문에 이 

변이가 확인되는 경우 장액성 낭성종양으로 진단할 수 있다. 

고형가유두상종양인 경우, CTNNB1 변이가 선택적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그 밖에 흔히 관찰되는 

유전자 변이에는 p53, p16, SMAD4 변이 등이 있지만 주로 

점액성 낭성종양과 췌관내유두상점액종양에서 함께 관찰되기 

때문에 감별 진단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 편이다.6-8

4. 초음파 내시경 유도하 세포 또는 조직 검사의 병리 

진단에서 차세대염기순서분석의 활용

차세대염기순서분석(next-generation sequencing) 검사는 

한번의 검사를 통하여 다수의 유전자 변이를 확인할 수 있는 

분자병리학적 검사방법으로 많은 암종의 진단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고 적용범위가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 초음파 

내시경 유도하 세포 또는 조직 검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미량의 

세포 또는 조직을 통해서도 차세대염기순서분석 검사가 

가능하다는 보고가 있으며 치료의 타겟이 되는 표지자를 

확인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 따라서 완전 절제 수술이 어려운 

췌장담도 질환 환자들의 치료에 활용되는 경우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차세대염기순서분석 검사의 경우 

병리의사의 검체 적절성 평가과정이 필수적이다.10 DNA의 양이 

적절하지 않은 검체로 검사할 경우 위음성의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  하지만  이러한  병리의사의  정도  관리과정을 

거치더라도 차세대염기순서분석 검사의 실패율이 30% 내외로 

보고되어 있다.10-12 예상보다 낮지 않은 실패율은 여러 가지 

원인이 관여될 수 있는데, 가장 흔한 두 가지 원인은 종양세포의 

실제 밀도가 정도 관리를 통하여 확인된 것보다 낮은 경우와 

검사 대상 검체의 허혈성 손상이 심한 경우이다. 초음파 내시경 

유도하 세포흡입 검사로 여러 가지 분자병리 검사가 가능하지만 

획득된 세포의 양이 제한된 경우, 모든 분자병리 검사를 다 

시행할 수 없다면 우선 순위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차세대염기순서분석 검사가 여러 

가지 표지자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고려될 수 있지만 해당 

검사기관의 내부 정도 관리를 통하여 적절한 진단에 필요한 

Table 1. Mutation pro�les of pancreatic cystic neoplasm

Pancreatic cystic 
neoplasm

Molecular profiles

KRAS GNAS CTNNB1 VHL (3p25) P53 P16 SMAD4

IPMN + + - - + + +

MCN + - - - + + +

SCN - - - + - - -

SPN - - + - - - -

IPMN, intraductal papillary mucinous neoplasm; MCN, mucinous cystic neoplasm; SCN, serous cystic neoplasm; SPN, solid pseudopapillary neoplasm; 
VHL, Von Hippel-Lind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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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량과 이에 해당하는 세포 또는 조직 슬라이드 분량을 

확인해 두어야 한다. 

결  론

초음파 내시경 유도하 세침흡입 검사는 앞으로도 췌장낭성종양 

을 포함한 췌장담도계 질환의 진단에 표준지침으로 활용될 

것이며, 획득되는 세포 또는 조직의 양이 적어 통상적인 

병리진단이 어려운 경우에도 분자병리 검사방법의 도움으로 

감별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정 췌장낭성종양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로 발견되는 유전자 변이를 확인할 경우 

감별 진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임상 소견과 

영상의학  소견  등이  해당  질환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분자병리 검사방법이 발달함에 따라 

검사기법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숙련된 내시경 

의사의 술기와 진단을 담당하는 병리의사의 경험이 분자병리 

검사 못지 않게 중요한 요소이다. 분자병리 검사가 미량의 

세포로도 진단이 가능하지만 민감도가 높을수록 특이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재연성이 일관되게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에 분자병리 검사는 분석 전 작은 변수에 의해서도 위음성 

결과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요  약

췌장낭성종양의 병리진단에서 분자병리 검사의 활용은 

통상적인 세포 또는 조직 진단이 어려운 경우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포 또는 낭액에서 검사 결과에 필요한 

충분한 디오시리보핵산(DNA)이 확보된다면 특정 유전자 

변이를 확인해서 췌장낭성종양의 감별 진단이 가능하며 

대표적인 유전자 변이에는 KRAS, GNAS, CTNNB1, VHL 변이 

등이  있다 .  하지만  분자병리  검사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임상-영상의학적 소견을 참고하여 기본적인 병리진단을 한 

후에,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세대염기순서분석 검사는 소량의 세포 또는 조직으로 다수의 

유전자 변이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사용되는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적절한 정도 관리를 거치지 

않으면 위음성의 결과로 보고될 위험성이 있으며 병리의사의 

정도 관리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30% 내외의 실패율을 보일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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