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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췌장 낭성 종양의 유병률은 2.6-15%로 나이가 들면서 

증가하여 80세 이상에서는 37%까지 보고되고 있다.1,2 췌장 

낭종 중 하나인 췌관내유두상점액종양(intraductal papillary 

mucinous neoplasms, IPMN)은 전암성 병변으로 인식된다. 

IPMN은  그  위치에  따라  주췌관형(main duct ,  MD), 

혼합형(mixed), 분지형(branch duct, BD)으로 구분된다(Fig. 1). 

문헌 고찰에 따르면, 영상검사에서 BD-IPMN으로 수술받은 

환자 중 악성 IPMN은 11-30%로 보고되었다.3-5 MD-IPMN의 

췌장암 발생 위험도는 BD-IPMN보다 높으며, 수술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62%까지 악성 IPMN이 보고되었다.6-8 

췌장 IPMN 병변과 떨어진 다른 부위에 췌장선암 발생율이 

높다는 보고가 있어 주의 깊은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9-11 

최근  진료지침들은  I P M N  병변의  특징에  따라 

‘고위험군(high risk stigmata, HRS)’과 ‘우려되는 특징(worri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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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still debated about surveillance interval, duration, diagnostic modality 
and treatment for intraductal papillary mucinous neoplasm (IPMN) of the pancreas. 
In recent guidelines, ‘high risk stigmata (HRS)’ and ‘worrisome feature (WF)’ are 
defined as predictive factors for malignancy in IPMN. IPMNs with HRS and main duct-
IPMN are more likely to accompany malignancies, thus require surgery. However, 
in the case of only WF, since the risk of malignancy is different for each factor, the 
management decision can be variable according to the number of overlapping WFs. 
In addition, for segmental main pancreatic duct dilatation without enhancing mural 
nodules, careful surveillance might be considered rather than immediate surgery. 
In IPMN patients with elderly or severe comorbidities, treatment strategy should be 
determined based on surgical and malignant risk assessment. To date, the natural 
course of IPMN patients with HRS and WF is not well understood, thus further studies 
with a large number of patients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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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 WF)’ 등으로 분류하여 치료방향을 설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HRS를 가진 IPMN은 거의 모든 진료 지침에서 

수술의 절대적 적응증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WF을 가진 

환자들의 경우 수술의 상대적 적응증에 해당되었고, 연구에 

따라서는 WF 환자에서 기존 가이드라인에 따라 치료 방향을 

결정하면 불필요한 수술이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임상에서 IPMN 환자를 추적 관찰하는 방법과 악성화 위험도가 

높은 환자를 선별하는 전략이 매우 중요하지만 아직도 어려운 

숙제이다. 본고에서는 소화기내과 의사 관점에서 본 HRS 또는 

WF를 가진 IPMN의 추적 관찰 및 치료 전략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본 론 

1. 췌장 IPMN의 진료지침

다수의 후향적 연구 결과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립된 다양한 진료지침들에서 IPMN의 적절한 치료 및 추적 

관찰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  실제  임상에서는  국제췌장 

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ancreatology, IAP)의 2017년 

진료지침과 2018년 유럽진료지침(European evidence-based 

guidelines on pancreatic cystic neoplasms)이 주로 적용되고 

있다(Table 1).12,13 이 진료지침들은 악성화 위험인자 및 

치료전략, 관리전략 등의 항목을 서술하고 있으며 비교적 

유사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나  수술의  적응증 ,  추적 

관찰전략에 대해 다소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다. 각 

지침들은 자기공명영상촬영(magnetic resonance image, MRI) 

또는 전산화 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CT) 소견 등에 

Table 1. 2017 IAP guideline and 2018 European guideline for IPMN 

2017 IAP guideline 2018 European guideline 

High risk stigmata Absolute indication 

· Obstructive jaundice with IPMN in head of pancreas
· Enhancing mural nodule ≥5 mm
· MPD ≥10 mm

· Cytology suspicious or positive for 
malignancy or high-grade dysplasia 

· Solid mass 

Worrisome features Relative indication 

· Cyst >3 cm
· Abrupt change in diameter of PD with distal 

pancreatic atrophy
· Lymphadenopathy
· Thickened/enhancing cyst walls

· MPD 5-9 mm
· Enhancing mural nodule <5 mm
· Elevated CA 19-9
· Rapid growth of cyst (>5 mm/2 years)
· Pancreatitis due to IPMN

· Cyst >4 cm 
· New onset DM 

IAP,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ancreatology; IPMN, intraductal papillary mucinous neoplasm; MPD, main pancreatic duct; DM, diabetes mellitus; CA 
19-9, carbohydrate antigen 19-9.

Fig. 1. Classification of intrapapillary mucinous neoplasm (IPMN) according to the morphology. (A) Branch duct-IPMN. (B) Mixed-IPMN. (C) Main duct-
IPMN.

A B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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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악성화를 시사하는 고위험군의 기준과 수술의 적응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Table 1). 

 2017년 IAP 진료지침은 환자의 임상 증상과 영상 소견을 

바탕으로 HRS와 WF으로 구분하여 추적 관찰과 치료전략을 

권고하고 있다.12 수술이 필요한 소견으로 판단되는 HRS에는 

췌장 두부의 낭종으로 인해 발생된 폐쇄성 황달, 낭종 내부에 

조영 증강된 5 mm 이상의 고형 종괴, 주췌관의 10 mm 이상 

확장이 포함된다. WF에는 IPMN으로 인한 급성췌장염의 

기왕력, 3 cm 이상의 낭종, 두껍게 조영증강되는 낭종벽, 5-9 

mm 확장된 주췌관, 5 mm 이내의 조영증강 고형 종괴, 췌장의 

위축과 동반된 주췌관의 급격한 확장, 림프절 비대, carbohydrate 

antigen 19-9 (CA 19-9) 상승, 2년에 5 mm 이상의 낭종 크기 증가 

등이 해당된다. 또한, 병변의 크기에 따라 추적관찰 간격과 

영상검사 방법을 다르게 하되, 환자의 나이, 가족력, 동반질환 

여부, 췌장암 발생 위험도, 환자의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권고하였다.

2018년  유럽진료지침에서는  IAP 지침의  HRS/WF에 

상응하는  수술의  절대적  적응증  및  상대적  적응증을 

제시하였다. 수술의 절대적 적응증으로 IAP 지침 HRS에 

세포검사에서 악성 또는 고이형성 소견, 췌장 고형 종괴을 

추가하여 제시하였다.13 수술의 상대적 적응증으로는 주췌관 

5-9 mm 확장, 5 mm 미만의 조영증강 낭종내 결절, 40 mm 

이상의 낭종, 1년에 5 mm 이상의 낭종 크기 증가, IPMN에 의한 

급성 췌장염 발생, 새롭게 생긴 당뇨, CA 19-9 (>37 U/mL) 상승 

등이 해당된다. 주목할 부분은 수술의 상대 적응증의 낭종 크기 

기준이 4 cm 이상으로 IAP 지침에서의 3 cm 이상과 차이를 

보이며, 최근 진단된 당뇨병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심각한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 한 개의 상대적 적응증이 있는 

경우에는 면밀한 추적 관찰을 권고하였으나, 2개 이상의 상대적 

적응증이 있을 때는 수술을 권고하였다. 

2017년 개정된 IAP가 제시한 악성 위험 인자들은 전문가들의 

의견과 IPMN으로 수술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후향적 연구 

등에 기반을 두어 설정되었다. Ohtsuka 등14의 후향적 연구에서 

“HRS, WF”, 저위험군에 따른 악성 IPMN의 빈도는 각각 61%, 

26%, 0%로 보고하였다.12 또한, HRS가 있는 IPMN 환자에서 

악성 IPMN과 침윤성암(invasive carcinoma)의 빈도는 각각 

80%, 55%였고, 위험인자가 많을수록 악성도는 증가하였다.15 

또한, 최근 4개의 보고에 의하면 HRS를 가진 환자들 중 

56-75%가 악성이었고, WF를 가진 환자들 중 27-40%가 

악성이었다.16-19 단일 HRS와 WF에 대한 악성 위험도는 각각 

65%, 2-30%로 현저한 차이가 있다.16,17 저위험군 BD-IPMN 

2,177명이 포함된 메타 분석에서 악성종양 발생율은 3.7%였고 

IPMN과  연관이  없는  췌장선암  발생율은  1 .3%였다고 

보고하였다.20 따라서 WF나 HRS가 없는 BD-IPMN은 비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지만 췌장선암 발생 가능성이 있어 장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

2. High risk stigmata와 worrisome feature의 추가적 

평가

진료지침의 HRS와 WF 중 하나인 췌장 낭종내 종양성 결절은 

악성 IPMN을 시사하는 가장 강력한 영상 소견으로 절대적 

수술적응증이다.21,22 초음파내시경(endoscopic ultrasound, 

EUS)과 MRI 검사가 낭종내 결절의 진단에 매우 우수하다.23 

Zhong 등24은 낭종내 종양성 결절 진단율에서 EUS가 조영증강 

CT보다 탁월하다고 보고하였다(75% vs. 25%). Kim 등25은 

BD-IPMN에 관한 다기관 후향적 연구에서 EUS에서 관찰되는 

종양성 결절이 악성을 예측할 수 있는 의미있는 인자이고, 

CT에서 관찰되지 않은 결절이 EUS에서 82례 중 6례(7.3%)에서 

관찰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 6례 중 2례는 악성 IPMN으로 

확인되었다. 

조영 증강 MRI는 확산 강조 영상(diffusion weighted image)이 

추가되면서  종양성결절의  진단의  정확도가  높아졌다 . 

D'Onofrio 등26은 조영증강 MRI로 낭종 내 5 mm 이상 결절의 

진단율이 89%였다고 보고하였다. 낭종내 종양성 결절과 

점액성 결절과 감별은 IPMN 치료 전략에 매우 중요하다. 

EUS의 B-mode 영상에서 종양성 결절은 불규칙적인 경계와 

고에코 중심이 관찰되며, 점액공(mucin ball)일 경우 주변 

실질과  비교하여  매끈하고  잘  경계가  지어지는  고에코 

테두리와 저에코 중심이 관찰되어 감별할 수 있다(Fig. 2).24 

그러나 B-mode 영상에서도 종양성 결절과 점액공을 감별하기 

어려울 때는 조영증강 EUS가 결절의 감별진단에 유용한 

검사로 제시되었다. 종양성 결절은 조영증강 EUS에서 잘 

조영되고 비종양성 결절은 조영증강이 되지 않는다(Fig. 3). 

조영증강 초음파내시경을 이용한 췌장 낭종내 종양성 결절의 

특징을  분석한  체계적  검토와  메타  분석에서  민감도와 

특이도는 각각 97%와 90.4%였고, 진단 정확도는 95.6%였다.27 

또한, 다른 보고에서는 5 mm 이상의 낭종내 조영증강 종양성 

결절의 크기를 악성 낭종을 시사하는 유용한 예측인자로 

제시하였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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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또는 CT 후 WF가 발견된 경우 추가 평가전략은 

지침별로  다소간의  차이가  있으나  현재까지  대부분의 

진료지침은 EUS 또는 EUS 유도하 세침흡인검사(EUS-fine 

needle aspiration, EUS-FNA)로 낭액을 채취하여 낭액 내의 CA 

19-9, carcinoembryonic antigen, glucose, GNAS mutation 유무, 

KRAS  mutation 유무, 세포진검사 등을 추천하고 있다. 

EUS-FNA를 통한 세포 검사는 확진이 가능한 검사이지만 검체 

내 세포 수가 적어서 진단의 민감도가 매우 낮고, 악성 병변의 

진단에 있어서는 민감도 25-88%, 특이도 83-99%로 다양하게 

보고된다.28-30 

Fig. 3. Contrast-enhanced endoscopic ultrasound feature of (A) mucin ball (open white arrow) and (B) mural nodule (white arrow).  

BA

Fig. 2. Endoscopic ultrasound (B-mode) feature of (A) mucin ball (open white arrow) and (B) mural nodule (white arrow).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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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장 낭종의 조직학적 검사를 위해서 EUS 유도하 19G 세침에 

미세조직겸자(microforcep)를 삽입하여 조직 검사가 시행될 수 

있다(EUS-guided through the needle biopsy, EUS-guided TTNB). 

여러 연구들에서 EUS-guided TTNB의 췌장 낭성 종양의 

진단율이 61.9-88.9%로 시술 연관 합병증 발생율은 3.6-22.9%로 

보고하였다.31-33 이 시술의 합병증으로는 급성 췌장염, 낭종내 

출혈 등이 보고되었다.31-34 메타분석에서 EUS-guided TTNB의 

적절한 조직 채취율 85.3%, 진단율 78.8%, 민감도 82.2%로 

EUS-FNA에 비하여 의미 있게 높았다.35 최근에 Cho 등36의 

45명을 대상으로 한 EUS-guided TTNB 연구에서 조직학적 

진단율은 82%였고, IPMN이 가장 많았고 저등급 이형증 14례, 

고도 이형성증(high grade dysplasia, HGD) 1례, 이형성증이 

확인이 안된 증례 3례였다고 보고하였다. 이 시술은 점액성 

종양과 비점액성 종양의 감별에 우수한 성적을 보였다. 그러나 

이 미세 조직검사가 낭종 전체의 조직학적 등급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고, 합병증 발생과 이 

시술의 적응증에 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3. 악성 위험 인자들의 악성도 차이와 역동적 변화의 중

요성

WF와 HRS의 각각의 요소들은 다른 악성 위험도를 가질 수 

있고, 이러한 위험요소들이 중복되는 경우 IPMN의 악성도가 

높을 수 있다.18,37,38 악성 IPMN은 일반적으로 HGD, 침윤성 

암종(invasive carcinoma IC)을 포함한다. IC의 나쁜 예후와 췌장 

절제술 합병을 고려할 때 수술적으로 가장 적절한 단계는 HGD 

단계이다.39 Izumo 등40은 HGD를 예측할 수 있는 주요인자로 5 

mm 이상의  조영  증강  결절 ,  췌장염 ,  두꺼운  낭종벽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들은 악성 위험인자의 위험도에 따라서 5 

mm 이상 크기의 조영증강결절을 2점, 췌장염과 두꺼운 

낭종벽을  1점으로  배정하여  췌장낭종의  위험요소들을 

점수화하였다.40 이 연구에서 HGD 발생률은 0점 9%, 1점 26%, 

2점 52%, 3점 62%, 4점 63%였다. 

Zelga 등41은 IPMN으로 수술한 810명의 환자들에서 WF 

(370명) 또는 HRS (379명)의 수에 따라서 악성도를 분석하였다. 

HRS과  WF를  가진  환자군에서  악성  종양은  각각  70% 

(n=267)와 30% (n=127)였고, 악성종양 위험율은 WF가 1개, 

2개, 3개, 4개 일 때, 각각 22%, 34%, 59%, 100%로 단계적으로 

증가하였다.41 Marchegiani 등42은 췌장 낭종 환자들을 추적 관찰 

중 수술적 절제가 시행되어 조직학적 확인이 되었던 IPMN 

증례  292명을  대상으로  다기관  연구를  시행하였다 .  이 

연구에서는 추적 기간 중에 발생하는 WF와 HRS의 역동적인 

변화에  따라서  7개의  패턴으로  구분하여  악성위험도를 

분석하였다. 추적 관찰 중 WF 또는 HRS가 발생하지 않거나 

WF가 변화가 없을 때, WF가 발생하였을 때는 악성화 위험성이 

낮았다 .  그러나  추가적으로  WF가  발생하거나  HRS가 

발생하였을 때, WF에 HRS가 추가되었을 때는 단계적으로 

악성화 위험성이 높아졌다. 이 연구는 IPMN 환자들의 추적 

관찰 중 WF와 HRS 변화를 잘 관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4. 주췌관 침범 IPMN의 치료 전략 

주췌관을 침범하는 IPMN 악성화 위험도는 36-90%, IC의 

발생률은 11-81%로 보고되고 있다.12 2017년 개정된 IAP 지침과 

2018년 European 지침 모두에서 MD-IPMN와 Mixed-IPMN의 

경우 높은 악성화 위험도로 인해 수술적 절제를 권고하고 

있다.12,13 그러나 MD-IPMN, Mixed-IPMN의 후항적 연구들은 

대부분 확실한 낭종내 결절이나 고형성 종괴, 주췌관이 10 mm 

이상 확장, 증상이 동반된 환자들이 포함되어 있어 악성화 

위험도를 평가할 때 선택 편향(selection bias)이 내재되어 

있다.6,43-47 

주췌관의 확장은 IPMN에 의한 주췌관 침범뿐만 아니라 

BD-IPMN에서 만들어진 점액덩어리, 만성 췌장염, 작은 

췌장선암종, 췌장내분비종양 등에 의해서도 발생될 수 있다. 

Crippa 등48은 주췌관이 5-9 mm로 확장되어 있으나 다른 HRS가 

없는  무증상  환자의  경우에는  악성화  위험성이  낮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반대로, Hackert 등49은 주췌관이 5-9 mm로 

확장된 수술 환자의 59%에서 악성화 위험이 관찰되었기 

때문에 수술의 적응증을 주췌관 5 mm 이상의 확장으로 낮출 

것을 제안하였다. Kim 등7은 조영 증강되는 벽결절이 관찰되지 

않은 MD와 Mixed-IPMN으로 수술받은 국내 환자들에서 

임상적  특성과  췌장의  형태학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  이 

연구에서 분절형 주췌관 확장과 주췌관이 5-9 mm로 확장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했을  때  악성화율이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게 낮았다(3.8% vs. 15.3%; p<0.0001). 

따라서 이러한 특징을 갖는 고령이거나 기저질환이 많은 MD, 

Mixed-IPMN 환자의 경우 즉각적인 수술보다는 면밀한 추적 

관찰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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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췌장 IPMN의 추적 관찰 방법과 간격, 기간, 치료 등에 대하여 

아직까지도 논란이 있다. 각각의 진료지침에 따라 수술이 

필요한  경우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를  제시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전향적  연구가  필요하다 .  WSF/HRS가  없는 

BD-IPMN 경우 악성화 위험도가 낮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췌장암의 발생이 높아지므로 오랜 기간 추적 관찰이 필요할 수 

있다. HRS를 가진 IPMN은 악성종양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WF만을 가진 경우는 각각의 

인자마다 악성화 위험도가 다르고, HRS에 비하여 악성화 

위험도가 낮다. 따라서 IPMN에서 포함된 WF 개수를 고려하여 

치료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 추적 관찰 중 새로운 WF 또는 

HRS가 발생하면 악성화 위험성이 높으므로 환자의 전신적 

상태를 고려하여 수술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고령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IPMN 환자의 경우 추적 관찰과 췌장 수술 

관련 위험성과의 임상적 평가를 통해 치료 전략을 결정해야 

한다. 

요 약 

췌관내유두상점액종양(intrapapillary mucinous neoplasm, 

IPMN)의 치료, 추적 관찰 방법과 간격, 기간 등에 대하여 

아직까지도 논란이 있다. 최근 가이드라인에서 IPMN 병변의 

특징에 따라 ‘고위험인자(high risk stigmata, HRS)’, ‘우려되는 

특징(worrisome feature, WF)’ 등을 제시하며 수술이 필요한 

경우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 등을 권고하고 있다. HRS를 가진 

IPMN은 악성종양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WF만을 가진 경우는 각각의 인자마다 악성화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에, WF 중복 개수에 따라 치료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주췌관을 침범한 IPMN은 높은 

악성화 위험도를 가지므로 수술이 필요하나 벽결절이 없는 

분절형 주췌관 확장이 있는 경우에는 즉각적인 수술보다는 

주의 깊은 추적 관찰이 고려될 수 있다. 특히 고령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IPMN 환자의 경우 추적 관찰과 췌장 수술 

관련 위험성과의 임상적 평가를 통해 치료 전략을 결정해야 

한다. 아직까지 HRS와 WF가 있는 환자의 자연 경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로 대규모 환자가 포함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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