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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장 질환에 대한 초음파 내시경 유도하 세침흡입술 및 조직 검사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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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oscopic Ultrasound Guided Fine Needle Aspiration and Biopsy for 
Pancreatic Disease

Kwang Hyuck Lee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Samsung Medical Center,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Korea

The endoscopic ultrasound (EUS) is a device with an ultrasound probe on the tip 
of endoscope. We can observe the surrounding structures outside the alimentary 
tract by using EUS. It is also possible to get a tissue from the pancreatic lesion for 
histopathologic diagnosis by using EUS. The development of devices and techniques of 
EUS guided tissue acquisitions made it the choice of non-operative pathologic test for 
pancreatic diseases. This paper describes the clinical applications of this procedure in 
pancreatic lesions from the recent European and Korean guidelines, including how to 
choose the needle, role of rapid on site evaluation, usage of stylet, suction and fanning 
technique, how to process acquired specimen, procedure-related complications and 
educations of this method.

Korean J Pancreas Biliary Tract 2021;26(4):241-247

Keywords: Endosonography; Pancreas; Aspiration, cytology; Biopsy, fine-needle; 
Guideline

Received  Jun.  21, 2021
Revised  Aug. 21, 2021
Accepted  Aug. 22, 2021

Corresponding author : Kwang Hyuck Lee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Samsung Medical 
Center,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81 Irwon-ro, Gangnam-gu, Seoul 06351, Korea
Tel. +82-2-3410-3409  Fax. +82-2-3410-6983
E-mail; lkhyuck@gmail.com
ORCID: https://orcid.org/0000-0002-2898-6233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
creativecommons.org/ licenses/by-nc/4.0/ )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 © 2021 by The Korean Journal of Pancreas and Biliary Tract

서 론

초음파 내시경(endoscopic ultrasound, EUS) 검사는 내시경 

선단에  달린  초음파  탐지자를  이용하여  위장관  내에서 

초음파를 이용하여 주변 장기를 관찰하는 검사이다. 이 검사를 

이용하면 복부 초음파로 관찰이 쉽지 않았던 췌장 및 담도에 

대해서 고해상도의 실시간 관찰이 가능하다. 위 및 대장 내시경 

중에 위장관을 실시간으로 관찰하면서 발견된 병변에 대해서 

조직 검사를 시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초음파 내시경을 

이용하여 위장관 주변의 병변을 실시간 관찰을 하면서 이전에 

접근이 어려웠던 장기의 조직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초음파 내시경 유도하 조직 검사는 지난 20여 년간 많은 

발전이 있었다. 하드웨어면에서 초음파 내시경 기계 및 조직 

검사용 세침의 성능이 개선되었고, 많은 임상 연구를 통해서 

해부학적 구조의 이해 및 내시경을 통한 조직 검사 술기가 

발전되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서 초음파 내시경 유도하 조직 

검사는 췌장과 담도 및 주변 림프절 등에 생긴 병변에 대해 

시행하는 기본적인 비수술적 조직 검사가 되었다.

본고에서는 내시경 초음파 조직 검사에 대해서 가장 최근에 

발표된  2 0 1 7년  유럽  가이드라인 1 , 2과  2 0 2 1년  국내 

가이드라인3,4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췌장 질환에 대한 

내시경 초음파 조직 검사 활용에 대해서 기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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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론

1. 췌장 고형 병변에서의 활용

췌장 고형 병변에서 시행되는 조직 검사는 매우 정확하며,5-8 

이에 비해서 부작용은 매우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9,10 

민감도와 특이도는 각각 85-89% 및 96-99%로 보고되고 있고 

임상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은 0.25% 내외로 알려져 있다.10,11 

초음파 내시경 유도하 조직 검사 후 종양 파종의 발생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절대적인 위험도가 높지 않았으며, 초음파 

내시경 유도하 조직 검사를 수술 전 시행한 경우와 시행하지 

않은 경우를 비교한 연구에서 두 군 간에 합병증 및 장기 생존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9

유럽 가이드라인에서는 췌장 고형 병변에 대해서 조직학적 

검사가 필요한 경우 일차적으로 내시경 초음파 유도하 조직 

검사를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국내 가이드라인도 

수술적 절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내시경 초음파를 일차적 

조직 검사에 이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수술적 절제가 가능한 

종양에 대해서 수술 전 감별 진단으로 양성 질환 혹은 치료가 

바뀔 수 있는 림프종, 전이암 등이 의심되면 초음파 내시경 

유도하 조직 검사에 대해서 숙고할 것이 권유된다. 미국에서 

시행된 전국적인 조사에 따르면 완치 목적으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에 2001년에는 10%만이 내시경 유도하 조직 

검사를 시행 받았는데 2009년도에는 45%가 조직 검사를 시행 

받았다.12

조직 검사 후 임상적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결과가 나온 

경우에 두 가이드라인에서 모두 향후 방침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유럽 가이드라인에서는 췌장 조직 검사 결과에서 악성이 

진단되지 않고 비전형(atypical) 또는 악성 의심(suspicious for 

malignant)으로 나온 경우에도 적절한 임상 양상을 토대로 

재해석하여 악성으로 진단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13-15 유럽과 

국내 가이드라인 모두에서 조직학적 검사의 진단을 위해서 Kras 

변이의 활용16과 정확한 진단을 위한 반복적인 검사가 매우 

유용함을 제안하고 있다.17-22 

2. 췌장 낭성 병변에서의 활용

췌장 낭성 병변에서의 활용에 대해서는 유럽 가이드라인 

에서만  주로  언급되고  있다 .  가이드라인에서는  정확한 

진단으로 환자의 치료가 바뀔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초음파 

내시경  유도하에서  낭성액을  얻은  뒤  생화학적  검사  및 

세포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따라서 

크기가 1 cm 미만이면서 고위험요소(high risk stigmata)가 

없다면 이러한 검사를 시행할 필요가 없다. 또한 얻어진 

낭성액이 적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carcinoembryonic antigen 

(CEA)부터 검사하는 것과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직접 낭종의 벽을 천자하거나 KRAS 변이를 검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되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다른  생물표지자  검사와  초음파  내시경  유도하 

단일초점 레이저 내시경 조직 검사(EUS-guided confocal laser 

endomicroscopy)는 임상적으로 증명될 때까지는 임상시험 

에서만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현재까지 CEA가 가장 유용한 

점액성 및 비점액성 낭종을 구별하는 검사이며 적용하는 

적절한 기준치는 연구 대상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다.23,24 

이외에도  점액과  비점액성  낭종을  구별하기  위해서 

선징후(string sign)25 및 세포병리학적 검사23가 시행되고 있다. 

CEA와 선징후로 악성을 진단할 수 없지만 세포병리학적 

검사는 악성을 진단할 수 있다.26,27 하지만, 이러한 검사들은 

모든 낭종에서 가능하지는 않으며 특히 낭종의 크기가 1 cm 

미만인 경우에는 검사를 위한 충분한 양의 검체를 얻기가 

힘들다. 낭성액을 이용한 CEA, 선징후 및 세포병리학적 검사는 

악성 및 양성 질환의 감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생체표지자를  찾기  위한  많은  연구가 

있었으며, 이 중 K-ras 변이 분석(mutation analysis)이 단독 혹은 

세포병리학적 검사 및 CEA와 같이 검사함으로써 어느 정도 

검사의 정확성을 올릴 수 있었지만 그 적용에는 제한이 많은 

상태이다.28-30 낭종의 벽에서 직접 세포를 얻기 위한 연구가 

있었으며 22G ProCore® 세침(needle),31,32 Mini-biopsy forceps33-35 

및 Brush36,37가 사용되었다.

3. 조직 검사 세침의 종류와 특징, 세침(needle)의 선택

췌장 종양에 대한 조직 검사에서 두 가이드라인 모두 세침의 

직경 및 fine needle aspiration (FNA) 및 fine needle biopsy (FNB) 

세침의 차이가 없어서 어떤 종류를 선택해도 된다고 권유하고 

있다.7,38-40 중심조직(core tissue)을  얻는  경우에는  유럽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22G FNB 또는 19G FNA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비해서 국내 가이드라인은 FNB 세침을 

사용하여 중심조직을 얻을 것을 권고하면서, 현재까지 세침 

굵기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22G 세침이 다른 19G 혹은 2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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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침에 비해서 좀 더 나은 조직 검사를 위한 중심조직을 얻는 

경향이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41,42 임상적으로 필요한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확한 병변의 

천자로 여겨지며 정확한 천자가 이루어지면 검체의 양과 크게 

관계없이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세침의 굵기가 

굵을수록, 초기 FNA 세침보다는 최근에 개발된 FNB 세침이 더 

많은 양의 검체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많은 조직을 얻게 되면 

병변의 특성을 연구하기 위한 좀 더 다양한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43 최근에 세침의 선단을 좀 더 개선한 Franseen type 및 

Fork-tip type 세침과 기존의 Reverse-bevel type및 Menghini-tip 

type 간의 진단 정확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무작위 비교 

연구가 시행되었다. 연구 결과는 새로 개발된 세침이 기존의 

세침도보다 더 정확하다고 보고하였다.44 하지만 이 연구의 대상 

환자는  각  군별로  30명  내외였고  기존의  세침을  사용한 

대조군의 정확도가 60% 내외로 보고되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세침 정확도가 90% 내외로 보고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세침의 효과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수 백 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세침의 종류에 따른 

검사 정확도 차이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좀 더 잘 

구성된 연구가 필요하다. 

4. 조직 검사의 기술적 측면 

현실적으로 국내에서는 내시경 초음파 유도하 조직 검사를 

시행할 때 병리의사가 현장에 있으면서 적절한 검체 획득 

여부에 대한 판정을 내려주는 rapid onsite evaluation (ROSE)이 

불가능하다. 유럽 가이드라인에서는 조직 검사 때 이러한 

병리의사의 참여 여부는 기관의 사정에 의해서 결정되며 

ROSE가  없는  경우에는  FNA 세침으로는  3-4회  천자를 

시행하고 FNB 세침으로는 2-3회 천자를 시행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6,45-48 이에 비해서 국내 가이드라인에서는 췌장 종양에 

대해서 4회 천자를 권유한다. 국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종양의 

크기가 2 cm 이하인 경우에는 좀 더 많은 횟수의 천자가 

필요하며  FNB 세침을  사용하면  횟수를  줄일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47-51 

조직 검사 시 Stylet 사용에 대해서 두 가이드라인에서 모두 

사용 유무에 따른 차이가 없어서 특별한 권고가 없다.52-57 

Stylet의 기능 중 하나는 세침을 내시경에 삽입할 때 내시경의 

손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며 slow pull back method로 검체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stylet이 삽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가능하면 

stylet을 조직 검사 때 사용하는 것을 저자는 선호한다. 

음압(suction)의 사용에 대해서 유럽 가이드라인은 10 mL 

실린지 음압으로 조직 검사를 시행하고 읍압 없이 세침을 

회수할 것을 권고한다.8,53,58,59 국내 가이드라인은 혈액 또는 

괴사조직의  오염이  심한  상황이  아니라면  음압  사용을 

권고하고,8,53 slow-pull-back method가 음압 사용과 비슷하거나 

더 좋은 효과를 보일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음압을 사용하면 

충분한 양의 조직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혈액 혹은 괴사 

조직의 오명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섬유조직이 많고 암세포의 밀도가 낮은 췌장암의 진단을 위한 

조직을 얻을 때 음압을 사용하는 경우가 더 유리하다.8,53 Slow 

pull back method는 혈액 등의 오염이 적으면서 조직 검체 양에 

있어서 음압 사용에 뒤떨어지지는 않지만 임상적 유용성에 있어서 

음압 사용에 비해서 우수한 결과를 보이지는 못하였다.58,60,61 

천자를 할 때 한 부위만이 아니라 내시경의 조작을 통해서 

천자 경로를 변경해서 조직을 얻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정확한 진단의 확률이 높다는 보고가 있어서 두 가이드라인 

모두에서 fanning technique62 또는 torque technique63이라고 

알려진 경로 변환 천자를 가능한 경우에 시행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5. 조직 검체 처리 방법, 합병증 및 교육 

센터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64 조직 

검사 후 얻어진 조직의 적절한 처리 및 해석은 매우 중요하다. 

두 가이드라인 모두 세포 검사뿐만 아니라 조직 검사도 같이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51,65 국내 가이드라인에서는 다양한 

면역조직화학 염색과 분자 유전학 검사를 통해서 임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어서,43,66-68 이러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유럽 가이드라인에서는 직접 

도말 세포 검사(direct smear cytology)가 얇은층 액상 세포 

검사(thin layer liquid based cytology)보다 더 좋은 결과를 

보인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비교 대상 연구 검체의 

최종 진단이 대부분 췌장암이기 때문에 세포 밀도가 높지 않은 

췌장암에서 얻은 조직을 처리하는 과정 중에 세포 손실이 

발생하는 액상 세포 검사보다 직접 도말 세포 검사의 민감도가 

높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69-72

국내 가이드라인에서 합병증과 수련과정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내시경 초음파 조직 검사는 매우 안전한 검사로 매우 낮은 

사망률과 이환율이 관찰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합병증 대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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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른 치료 없이 저절로 호전되는 경증이다.10,11 이러한 검사를 

독립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200여 건의 내시경 초음파 검사와 

50건 이상의 내시경 초음파 조직 검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73 

결 론 

췌장 병변에 대한 조직학적 진단이 임상적으로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선택할 검사가 내시경 초음파 유도하 조직 검사다. 

이 검사는 비교적 안전한 검사로 수술이 가능한 경우에도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시행되는 경향이 있다. 

다양한 세침이 개발되어 있으며 세침의 크기가 굵고 최근에 

개발된 FNB의 경우 좀 더 많은 조직을 얻을 수 있지만 임상적 

진단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다. 음압의 적용 및 stylet의 사용, 

천자 기술 등에 따라서 검사의 정확도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확한 병변의 관찰과 천자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수련과정이 필요하다.74-76

요 약

초음파 내시경 검사는 내시경 선단에 달린 초음파 탐지자를 

이용하여 위장관 내에서 초음파를 이용하여 주변 장기를 

관찰하는  검사다 .  초음파  내시경을  이용하면  췌장을 

고해상도로 실시간 관찰하면서 병소에 대한 조직 검사가 

가능하다. 초음파 내시경 유도하 조직 검사는 지난 20여 년간 

초음파 내시경 및 세침의 발전과 해부학적 구조의 이해 및 

내시경을 통한 조직 검사 술기 등의 발전으로 췌장 질환에 대한 

기본적인 비수술적 조직 검사가 되었다. 

본고에서는 최근에 발표된 유럽 및 국내 가이드라인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시경  초음파  유도하  조직  검사의  췌장 

병변에서의 활용 기준과 다양한 종류의 조직 세침의 특성에 

따른 선택, rapid on site evaluation, stylet 및 음압의 사용, fanning 

technique 등 검사에서 고려할 사항 및 조직 검체 처리 방법, 

합병증 및 교육에 대해서 간략히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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