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론

1982년 Ohhashi 등 [1]에 의해 처음으로 기술된 췌장의 췌

관내 유두상 점액성 종양 (Intraductal papillary mucinous

tumor of the pancreas, 이하 IPMT)은, 과거에는 동남아 등에

서 주로 발생하는 드문 질환으로 보고되어 왔으나, 최근 그 숫

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동남아뿐 아니라 서유럽에서

까지 그 보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 질환은 종양이 기원하는 췌

관의 위치에 따라 주 췌관형과 가지 췌관형, 그리고 혼합형의

세가지 형태로 아형을 분류하고 있다. 병변의 상피조직은, 위의

세 가지 아형 모두에서 양성과 악성의 광범위한 분포를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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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목적 : 췌장의 췌관내 유두상 점액성 종양 (Intraductal papillary mucinous tumor, 이하 IPMT) 의
수술 전 악성 및 양성의 감별 진단에 있어서 내시경적 초음파 (endoscopic ultrasonography,
이하 EUS)의 유용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최근 3년간 수술로써, 췌장의 IPMT로 진단된 환자 중 EUS를 시행한 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EUS 소견과 병리 소견을 비교 분석하고, 조직학적 악성도에 따라 위의 결
과를 재분석하여 각각의 특징을 살펴 보았다.

결과 : 병리 결과, 주 췌관형 2예, 가지 췌관형 2예, 그리고 혼합형 3예이었으며, 그 중 악성이 3예
이었고, 양성이 4예이었다. 아형을 진단하는데 있어서 EUS는 주 췌관형 2예와 가지 췌관형
2예는 진단이 가능하였으나 혼합형 3예 중 1예는 주 췌관형으로, 나머지 2예는 가지 췌관형
으로 잘못 진단하였다. 악성도에 따른 EUS 소견의 특징은, 양성의 경우, 주 췌관이 모두 정
상 범위이었고, 결절은 없거나(n=2), 3 - 4mm로 작았다. 이에 반해 악성은, 주 췌관이 5 -
15mm(평균9.7mm)로 모두 늘어나 있었으며, 벽내 결절이 12mm, 14mm로 양성에 비하여
현저히 컸으며 이상의 소견은 병리 소견과 일치하였다. 

결론 : IPMT의 양성과 악성의 가장 큰 차이는, 주 췌관의 확장 정도와 벽내 결절의 크기였으며,
EUS는 이를 비교적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 수술 전 IPMT의 악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
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색인단어 : Pancreas, cysts
Pancreas, neoplasms 
Ultrasound (US), endosc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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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으로 (비종양성 과증식, 선종, 경계성 종양, 선암종), 그 예

후와 치료 방침은 병리학적 악성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적절한

치료를 위해 양성과 악성을 방사선학적으로 진단하는 것은 대

단히 중요한 일이다.

IPMT의 방사선학적 소견에 대해서는 많은 보고가 있어 왔

으나 단일 검사로써 가장 효과적인 검사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

해서는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다. 최근에는 ERCP보다 덜 침습

적이면서 통상의 초음파보다 그 해상도가 우수한 내시경적 초

음파 (endoscopic ultrasonography, 이하 EUS)가 췌담관 질환

의 진단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IPMT의 진단

에 있어서 EUS의 역할에 관한 국내에서의 보고는 없다. 본 연

구는 IPMT의 진단에 있어서 특히 양성과 악성의 감별, 그리고

병변의 범위를 수술하기 전에 파악하는데 있어 EUS의 역할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및방법

최근 3년간, 본원에서 시행한 EUS에서 췌담관 질환이 있었

던 환자 중, 수술로써 IPMT로 진단 받은 7명의 환자를 대상으

로 하였다. 연령 분포는 59 - 71세 (평균 65세) 였고 남자가

5명, 여자가 2명이었다. 대상 환자 모두에서 EUS와 CT를 시

행하였고, 그 중 6명은 통상의 복부 초음파를 시행하였으며,

ERCP와 MRCP는 각각 2명에서 시행하였다. 

EUS 검사는 7.5 MHz 회전 트랜스듀서를 장착한 GF

UM2/EU-M2 (Olympus Optical, Tokyo, Japan) 를 사용하였

다. 대상 환자 모두, 동일한 한 명의 경험 많은 내과 전문의에

의해 검사가 이루어졌으며, 췌장의 두부는 십이지장에서, 체부

와 미부는 위장으로부터 관찰하였다. 시술 전 3 - 5mg의

midazolam (한국 로슈, 바스, 스위스)을 대상환자에게 투여하

였다.

대상 환자의 의무 기록지를 검토하여 입원 당시의 주 증상,

급성 췌장염의 유무, 과거 췌장염의 병력 등에 관하여 조사하

였다. 한 명의 병리 전문의가 모든 대상 환자의 병리 슬라이드

를 다시 검토하여 그 아형과 상피 세포의 분화도 정도, 내부 구

조물의 유무와 형태, 그리고 위치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EUS영상은, 시술자의 소견을 참고하여 hard-copy image를,

수술 결과를 모르는 상태에서, 2명의 방사선과 의사가 각각 독

립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의견이 다를 경우 합의하에 결론에 도

달하였다. 영상 분석의 내용은 1) 주 췌관의 최대 직경( 6 mm

이상;중등도, 3 - 5 mm;경도, 2 mm 이하; 정상), 2) 주 췌관

확장의 위치와 범위( 전반적 혹은 국소적) 3) 결절, 격벽 등 낭

종 내부 구조의 유무와 그 크기 등을 분석하고 아형을 구분한

후 병리 결과와 비교하였다. 또한 조직학적 악성도에 따라 EUS

소견을 재분석하여, 악성과 양성, 각각의 특징을 살펴 보았다.

결 과

병리 결과, 병변이 분포하는 췌관의 위치에 따른 아형은, 주

췌관형 2예, 가지 췌관형 2예, 그리고 혼합형 3예이었다. 조직

학적 분화도에 따라서는, 악성(선암종) 3예, 양성(선종, 혹은 이

형성) 4예이었으며, 악성은 주 췌관형, 부 췌관형, 그리고 혼합

형이 각각 1예씩 있었고, 양성은 주 췌관형과 부 췌관형 각각

1예, 혼합형 2예이었다. 혼합형의 경우, 2예는 가지 췌관에 선

종이 있고, 주 췌관에 상피세포의 이형성을 동반하였으며, 나머

지 1예는 가지 췌관에 선암종이 있고, 주 췌관에 전반적인 선

종을 동반하였다.

아형을 구분하는데 있어서 EUS는, 주 췌관형 2예 (Fig. 1)

와 가지 췌관형 2예 (Fig. 2)는 정확하게 분류하였으나, EUS

에서 주 췌관형으로 분류하였던 1예와 가지 췌관형으로 분류

하였던 2예는 모두 혼합형이었던 것으로 병리 소견상 판명되

어, 혼합형에 대해서는 EUS가 수술 전 진단을 내리지 못하였

다. 주 췌관의 확장 정도는, 주 췌관형의 경우 전반적(3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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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B
Fig. 1. IPMT(main duct type, adenocarcinoma). 
A. EUS shows segmental dilatation of the main pancreatic duct with a large mural nodule(arrows). B. Gross pathology shows diffuse
dilatation of the main pancreatic duct with solitary sessile tumor(arrowheads).



혹은 국소적(15mm) 확장 소견을 보였으며, 가지 췌관형의 경

우 1예는 전반적(5mm) 확장 소견을 보였으나 나머지 1예는

췌관의 확장이 없었다. 혼합형의 경우 1예는 전반적(12mm)인

주 췌관의 확장 소견이 있어 주 췌관형으로 오인하였으며 (Fig.

3), 나머지 2예는 췌관의 확장 소견이 없었으며, EUS에서는 가

지 췌관형으로 오인하였었다. 이 경우 병리 소견에서 주 췌관

의 이형성이 동반되었다 (Table 1). 병리 결과 5예에서 결절이

있었으나 EUS에서는 4예의 결절만이 관찰되었다. 

악성도에 따른 EUS 소견의 특징을 살펴보면(Table 2, 3), 주

췌관의 확장 정도는 양성 IPMT 4예는 EUS상 모두 정상 범위

이었다 (Fig. 2). 이에 반해 악성의 경우에는 5 - 15 mm (평

균 9.7 mm )로 모두 늘어나 있었다. 벽내 결절의 경우, 양성

박미숙 외 : 췌장의 췌관 내 유두상 점액성 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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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B
Fig. 3. IPMT[combined type, adenocarcinoma(branch duct) and diffuse adenoma(main duct)]
A. EUS shows diffuse dilatation of the main duct with large papillary mural nodule(arrows). The mural nodule was thought to be in the
dilated main duct at the time of procedure. B. Gross pathology shows dilated main duct(arrowheads) and a marked dilated branch
duct(long arrows) with large mural nodule(short arrows). 

AA B
Fig. 2. IPMT(branch duct type, dysplasia)
A. EUS shows small cystic mass with septum at uncinate process of the pancreas(arrow). B. Gross pathology shows multilocular cys-
tic mass(arrow) that communicates with the main duct. The lining epithelium of the cyst shows dysplastic change on microscopic ex-
amination.

Table 1. Findings According to Subtype of IPMT

MPD (2) Branch (2) Combined (3)

Adenoma/Adenocarcinoma 1/1 1/1 2/1
MPD dilatation

Diffuse 1 1 1
Segmental 1
No 1 2

Degree of MPD dilatation
Severe (>6mm) 1 1 1
Mild (3-5mm) 1
No (<2mm) 1 2

MPD; main pancreatic duct 



중 2예에서는 결절이 보이지 않았고, 나머지 2예는 3mm, 4mm

크기의 작은 결절이 EUS에서 보였다. 이에 반해 악성 2예에서

는 12mm, 14mm 크기의 큰 결절이 보였다 (Fig. 1, 3). 이상

의 소견은 병리적 소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악

성1예는 EUS에서 결절이 보이지 않았으나 병리 소견상 유두

상 결절이 있어서 EUS의 진단이 위음성이었음이 확인되었다. 

고 찰

IPMT는 췌담관 내에 유두상 성장을 하는 종괴로 많은 양의

점액을 분비하고 췌관의 확장과 낭종 형성을 그 기본적인 특징

으로 한다. 이 질환의 종괴를 형성하는 상피 조직의 이형성 정

도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다. Yamada등 [2] 은 췌관

에서 일어나는 연속적인 일련의 변화-비용종성 과증식에서부

터 용종성, 그리고 비전형적인 과증식을 거쳐 carcinoma로 이

행된다는-가, 점액을 분비하는 이 종양에서는 특히 분명하다

고 주장하고 있으며, Loftus등 [3]은 대장의 선종에서 선암종

으로의 일련의 변화와 동일한 상사 기관(analogus)으로 IPMT

를 보고 있다.

IPMT는 통상의 췌관 상피 조직 종양에 비하여 예후가 현저

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IPMT도 상피 조직의 악

성도에 따라 그 예후는 달라서, 침습적 암종(invasive

carcinoma)인 경우 27% - 33%의 사망률을 보고하고 있으며,

선종 등 양성의 경우에는 IPMT자체와 관련된 사망은 없는 것

으로 보고 되었다 [3-5]. 현재로는 IPMT의 치료 방침에 관한

견해는 일치하지 않고 있는데, Loftus등 [3]은 IPMT의 이형성

된 상피가 암 전구성 병변이므로 완전한 수술적 제거가 적절한

치료임을 주장하는데 반하여 Yamaguchi등 [6]은 양성인 경우

에는 수술하지 않고 단순 추적 검사로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어

쨌든 악성도는 적절한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

요하다 [7]. 따라서 수술전에 악성과 양성을 감별하려는 많은

노력이 있어 왔다. Uehara등 [8]은 EUS와 pancreatography,

그리고 췌즙의 세포학적 검사를 비교하였을 때 세포학적 검사

가 양성과 악성을 감별하는데 가장 정확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

다. Sugiyama등 [9]은 IPMT의 US, EUS, CT, ERCP, 그리고

MRCP소견을 분석하여 주췌관의 직경이 15mm 이상, 혹은 가

지 췌관형인 경우 종괴의 직경이 30mm 이상인 경우 악성일 가

능성이 높으며 결절이 있는 종괴의 64%에서 침습이 있었던 것

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Irie등 [10]은 MRCP 소견에서 췌관

내 결손과 주췌관의 직경이 15mm 이상인 경우, 아형에 상관

없이 악성을 시사하는 소견임을 보고하였다. 또한 Sugiyama등

[11]은 EUS가 양성과 악성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주

췌관형이나 복합형, 큰 종괴(>30mm), 심한 주췌관의 확장

(>10mm), 그리고 벽내 결절 등이 악성을 시사하는 소견이며

EUS가 US나 ERCP보다 이러한 소견을 보다 정확하게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경우에는 주 췌관형, 가지 췌관형, 그리고 복합형

모두에서 악성과 양성이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어, IPMT의 아

형과 악성도와는 관계가 없었다. 그러나 주 췌관 확장의 경우

EUS에서, 양성은 모두 정상 범위인데 반해, 악성의 경우 모두

5mm 이상(평균 9.7mm) 늘어나 있어, 주췌관의 심한 확장은

악성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소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벽

내 결절의 경우, 양성은 결절이 없거나 있어도 3,4mm정도의

작은 결절임에 비해, 악성은 12mm 혹은 14mm의 큰 결절을

갖고 있어, 벽내 결절의 크기 역시 악성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악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

는 주 췌관의 확장 정도와 벽내 결절의 크기임을 알 수 있었고,

EUS는 위의 인자를 관찰하는데 있어서 우수한 방법이었으며,

이는 EUS의 높은 해상도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

에서 악성이었고, 실제로 벽내 결절이 있었던 1예는 EUS에서

결절을 관찰하지 못하였다. 이는 EUS 역시 시술자 의존적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 EUS는, IPMT의 아형을 구분하는데 있어서는

정확하지 못하였다. 특히 복합형의 경우 주 췌관과 가지 췌관이

동시에 심하게 늘어나 있는 경우 두 췌관의 구분이 용이하지 않

은 관계로 주 췌관형으로 잘못 진단하였으며, 나머지 2예의 경

우에는 주췌관의 확장이 거의 없는 복합형이었기 때문에 가지

췌관형으로 잘못 진단하였다. 또한 평편한 이형성 혹은 평편한

종괴의 경우, EUS로도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병변의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다. 또한 적은 예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더욱 많은 예를 통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

다.

결론적으로 IPMT를 진단하는데 있어서 EUS는, 그 아형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지만, 벽내 결절의 유무와 크기, 그리고

주 췌관의 확장 정도를 비교적 정확하게 볼 수 있음으로 해서,

수술 전 IPMT의 악성도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

는 검사 방법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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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indings of Benign IPMT

Case No Subtypes Mural Nodule MPD dilatation

1 MPD No No
2 Branch 4mm No
3 Combined No No
4 Combined 3mm No

MPD; main pancreatic duct 

Table 3. Findings of Malignant IPMT

Case No Subtypes Mural Nodule MPD dilatation

1 MPD 14mm 15mm
2 Branch No: false (-) 05mm
3 Combined 12mm 09mm

MPD; main pancreatic 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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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aductal Papillary Mucinous Tumor of the Pancreas: 
Usefulness of Endoscopic Ultrasonography in Differentiation 

of Benign and Malignant Neoplasm

Mi-Suk Park, M.D., Ki Whang Kim, M.D., Se Joon Lee, M.D.*, 
Jeong-Sik Yu, M.D., Jun Pyo Chung, M.D.*, Sang Wook Yoon, M.D., 

Jae Bock Chung, M.D.*, Jin Kyung Kang, M.D.*

Department of Diagnostic Radiology and the Research Institute of Radiological Science,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usefulness of endoscopic ultrasonography (EUS) in the dif-
ferential diagnosis of benign and malignant intraductal papillary mucinous tumor of the pancreas. 

MATERIALS and METHODS : Seven patients with intraductal papillary mucinous tumor of the pancreas confirmed by
operation underwent EUS. After evaluation of findings of EUS, these observations were compared with patho-
logic findings, and then reevaluated them according to the histologic grade of malignancy.

RESULTS : According to the pathologic specimens, three cases of them were malignant and the remaining 4 cases
were benign. The subtypes of them were as follows: 2 main duct type, 2 branch duct type, and 3 combined type.
All malignant tumors showed the main pancreatic duct dilatation (5-15 mm, mean 9.7mm), whereas all benign
tumors showed no dilatation of the main pancreatic duct on EUS. The mural nodules of the malignant tumors
(12-14mm) were significantly larger than those of benign lesions (3-4mm), significantly.

CONCLUSION : EUS is useful for diagnosing intraductal papillary mucinous tumor of the pancreas, particularly for
predicting maligna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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