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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췌장의 분지췌관 내 유두상 점액 종양(branch duct

BD-IPMN 파생암과 동반 선암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intraductal papillary mucinous neoplasm, BD-IPMN)은 전

BD-IPMN 및 악성 종양의 genomic DNA를 얻어 PCR 및

1

파이로시퀀싱(pyrosequencing)에 의하여 GNAS 및 KRAS

미국소화기학회(American Gastroenterological Association,

mutation을 검출하였다. 9,231인년의 추적 기간(중앙값 6.0년,

AGA) 가이드라인에서는 5년간 추적 관찰 후 변화가 없거나

범위 0.5-21.8년) 동안 68명의 췌장암(BD-IPMN 파생암 38명,

미미한 경우 무증상 췌장 낭종에 대한 감시를 중단할 것을

동반 선암 30명)이 발생하였다. 전체 췌장암의 누적 발생률은

2
권장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를 뒷받침할 장기 추적 연구

5년, 10년, 15년에 각각 3.3%, 6.6%, 15%였다. 5년 이상 추적하

결과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 도쿄대학에서

였던 804명의 환자에서 췌장암의 누적 발생률은 초기 진단

1994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BD-IPMN으로 진단을 받고

10년 후 3.5%, 15년 후 12%였다. BD-IPMN의 크기 및 주췌관

암 병변으로, 췌장암의 발생률은 약 3-8%로 보고되고 있다.

최소 6개월 이상 추적하였던 1,404명의 환자(여성 726명[52%],

직경은 BD-IPMN 파생암 발생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평균 연령 67.5세[범위 29-93세])에서 BD-IPMN에서 파생한

(SHR, 1.85; 95% CI, 1.38-2.48 for a 10-mm increase in

악성 종양(IPMN-derived carcinoma)과 IPMN과는 연관이 없

the IPMN size and SHR, 1.56; 95% CI, 1.33-1.83 for a

이 발생한 동반 선암(concomitant pancreatic ductal ad-

1-mm increase in the main pancreatic duct diameter),

enocarcinoma)의 발생률 및 각각에서의 췌장암 위험인자를

IPMN과 연관이 없이 발생한 동반 선암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3
분석하였다. 경쟁위험분석(competing-risk analysis)을 사용

없었다. 결론적으로 BD-IPMN 환자에 대한 대규모 장기 추적

하여 췌장암의 누적 발생률을 추정하였고, 경쟁위험비례위해모

연구에서 췌장암의 5년 발생률은 3.3%로 BD-IPMN 진단 후

델(competing-risks proportional hazards model)을 사용하여

15년 후에는 15%에 도달하는 것을 관찰하였고, 췌장암의 발생

췌장암 발생률에 대한 하위분포위해비율(subdistribution haz-

위험인자는 BD-IPMN 파생암과 동반 선암에서 서로 다르다는

ard ratio, SHR)을 알아보았다. 영상 검사나 병리학적 소견으로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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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전 세계적으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여러 영상 검사

IPMN과 악성 종양의 연결성 유무와 IPMN에서 악성 종양으

의 발달과 건강검진의 증가로 우연히 발견되는 췌장 낭성 병

로의 조직병리학적인 변이 소견이 관찰되는지로 판단할 수 있

4

변의 빈도가 매우 증가하고 있다. 이 중 많은 경우가 췌관

으나 판단이 쉽지 않은 경우도 많다. 이러한 경우 췌장암에서

내 유두상 점액 종양(IPMN)으로 알려져 있는데, IPMN은 침

주로 관찰되는 KRAS, CDKN2A (p16), TP53 (p53), SMAD4

범된 췌관에 따라 주췌관형(main duct), 분지췌관형(BD) 및

와 같은 유전자의 변화 또는 IPMN에서 주로 관찰되는 GNAS

5

9,10

혼합형(mixed)으로 분류된다. 주췌관형 췌관 내 유두상 점액

mutation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종양(main duct-IPMN)은 진단 당시 가능하다면 외과적 절제

의 크기가 10 mm 증가할 때 BD-IPMN 파생암의 SHR은

본 연구에서는 BD-IPMN

술을 권장하지만 분지췌관형 유두상 점액 종양(BD-IPMN)의

1.85 (95% CI, 1.38-2.48)였고, 주췌관의 직경이 1 mm 증가할

경우 위험도에 따라 수술 내지 추적을 하게 되며, 추적 중 고

때 BD-IPMN 파생암의 SHR은 1.56 (95% CI, 1.33-1.83)이었

이형성증 또는 악성을 시사하는 특징이 관찰될 때는 수술적

다. 반면 동반 선암의 발생은 BD-IPMN의 크기나 주췌관의

6
절제가 권장된다. 그러나 췌장의 수술적 절제는 합병증 빈도

직경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이러한 점은 이 두 종양을

와 사망률이 높은 고난이도의 수술이므로 수술 전 췌장 낭성

서로 다른 질환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에 부합된다고 하겠

종양의 악성화를 미리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치료 방향의

다.

8,11

결정에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BD-IPMN의 자연 경과

2015년도 AGA 가이드라인에서는 5년간 관찰 후 변화가

에 대한 많은 보고들에서 병변의 크기 증가나 악성화 비율

없거나 미미한 경우 무증상 췌장 낭종에 대한 감시를 중단할

및 악성화의 위험인자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어 왔

2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AGA 가이드라인의 근거가 된

으나 대상 환자 수가 비교적 적고 추적 기간이 짧은 단점이

연구들은 대상 환자가 비교적 적었고 BD-IPMN 외에 악성화

1,7

있었다.

악성의 고위험 소견이 없는 BD-IPMN 환자의 추적

가능성이 낮은 췌장 낭성 종양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보인
12,13

본 연구에서는 5년 이상 추적 관찰하였던 BD-IPMN

기간 및 방법 등을 결정하고 그 유용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

IPMN 파생 악성 종양과 동반 선암의 발생률에 대한 정확한

환자 804명에서 중앙값 3.9년(범위 0.1-16.8년)의 추가 추적

정보가 매우 중요하다.

기간 동안 총 30명의 췌장암(BD-IPMN 파생암 16명, 동반 선

본 연구에서는 1,404명 환자에서 총 9,231인년의 추적 관찰

암 14명)이 관찰되어 췌장암의 누적 발생률은 초기 진단 후

기간(중앙값 6.0년, 범위 0.5-21.8년) 동안 68명의 췌장암

10년 및 15년에 각각 3.5% 및 12%였다. 췌장암의 SIR은 5.8

(BD-IPMN 파생암 38명, 동반 선암 30명)이 관찰되어 췌장암의

(95% CI, 3.7-7.9)이었고, 이 중 BD-IPMN 파생암은 3.1 (95%

누적 발생률은 5년, 10년, 15년에 각각 3.3%, 6.6%, 15%였다.

CI, 1.6-4.6), 동반 선암은 2.7 (95% CI, 1.3-4.1)이었다.

또한 총 연구 기간 동안 췌장암의 표준화 발생률(standardized

본 연구는 비교적 많은 수의 환자를 장기간 추적 관찰하였다

incidence ratio, SIR)은 10.8 (95% CI, 8.2-13.3)이었고, 이

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 그러나 일본의 한 3차병원에서 수행된

중 BD-IPMN 파생암은 6.0 (95% CI, 4.1-7.9), 동반 선암은

연구로 여러 bias가 있을 수 있다는 점과 모든 환자에서 molec-

4.7 (95% CI, 3.0-6.4)이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췌장암

ular analysis를 시행하지는 않았다는 점 및 GNAS-wild-type

발생 위험이 낮다고 알려진 직경 15 mm 미만 BD-IPMN 환자

에서 BD-IPMN 파생암과 동반 선암을 보다 정확하게 구분하기

732명 중 22명에서 췌장암(BD-IPMN 파생암 8명, 동반 선암

위하여 KRAS mutation외 추가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점은

14명)이 관찰되어, 췌장암의 누적 발생률은 5년, 10년 및 15년

제한점이 된다. 또한 여러 추적 검사 방법 간에는 크기 측정의

에 각각 2.2%, 4.6% 및 7.4%였다. 이 환자에서 총 연구 기간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보고가 있지만

14

본 연구에서는 추적

동안 췌장암의 SIR은 6.7 (95% CI, 3.9-9.5)이었다. 또한 주췌관

검사 방법에 대한 정확한 언급이 없었다는 단점이 있다. 그럼에

의 직경이 5 mm 미만인 1,335명의 환자 중 59명에서 췌장암

도 본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BD-IPMN은 5년 추적 후에도

(BD-IPMN 파생암 30명, 동반 선암 29명)이 관찰되어, 췌장암

췌장암 발생 위험이 일반 집단에 비하여 높게 유지되었고, 주췌

의 누적 발생률이 5년, 10년, 15년에 각각 2.9%, 5.9% 및 14%였

관이 확장되지 않았던 환자에서도 췌장암이 다수 발생하였다는

고 췌장암의 SIR은 9.8 (95% CI, 7.3-12.3)이었다. 따라서 비교

점과 BD-IPMN 파생암과 동반 선암의 발생과 관련된 위험인자

적 크기가 작고 주췌관의 확장이 없는 BD-IPMN 환자에서도

가 서로 차이가 있었고 그 빈도는 비슷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적지 않은 췌장암 발생률을 보이므로 수술이 가능한 전신 상태

이전 AGA 가이드라인에서 권유하는 것과 달리 비교적 크기가

라면 장기간의 추적이 필요하다고 유추할 수 있겠다.

작고 변화가 미미한 BD-IPMN의 경우라도 환자의 연령 및

BD-IPMN 환자의 췌장암 발생은 IPMN 파생 악성 종양과

동반된 질환 등을 고려하여 수술이 가능한 경우에는 추적을

동반 선암(de novo pancreatic ductal adenocarcinoma)의

지속하는 것이 권유될 수 있는 근거가 되겠다. 향후 본 연구에서

8

두 가지 주요 경로가 알려져 있다. 이 두 가지의 구분은

의 단점을 보완하여 BD-IPMN의 악성 발생 빈도 및 위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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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장기간의 전향적인 연구가 필요하
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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