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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immune pancreatitis (AIP) is a unique type of chronic pancreatitis in which pathogenesis involves autoimmune mechanism. 
During the past decade, several different diagnostic criteria for AIP have been reported from various countries. A set of 
international consensus diagnostic criteria and algorithm for AIP has recently been proposed by a consensus of expert opinion. The 
goal of the international consensus diagnostic criteria and algorithm for AIP is to develop criteria that can be applied worldwide,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marked differences in clinical practice patterns between countries. They also aim at diagnosing AIP 
nonsurgically and avoiding misdiagnosis of pancreatobiliary malignancies as AIP. This review discusses the recent advances in the 
diagnosis and management of AIP based on the international consensus diagnostic criteria. We also suggest modified algorithm for 
diagnosing AIP for Korean practice. (Korean J Med 2013;84:789-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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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자가면역성 췌장염은 특이한 형태의 만성췌장염으로 혈

중 IgG4의 증가, 췌장 조직 내 림프구와 형질세포의 침윤, 스

테로이드치료에 대한 좋은 반응 등을 특징으로 한다[1,2]. 국

제적으로는 1961년 Sarles 등[3]이 고감마글로불린혈증을 동

반하는 특이한 형태의 췌장염을 보고하였고 1995년 Yoshida 

등[4]이 자가면역성 췌장염(autoimmune pancreatitis)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자가면역성 췌장염은 드문 질

환으로 국내에서는 2002년 Kim 등[5]이 자가면역성 췌장염

을 처음으로 보고한 이래 우리나라 전국적으로는 200예 정

도가 보고되어 있다.

자가면역성 췌장염은 췌장암과 비슷한 임상양상을 보이

지만 적절하게 진단된다면 스테로이드 투여로 극적인 호전

을 볼 수 있기에 임상의에게 진단의 기쁨을 줄 수 있는 질환

이다. 그러나 췌장암을 자가면역성 췌장염으로 오인한다면 

병이 진행하여 수술시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진

단과 치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어떤 질환에 대한 올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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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fferences between clinicopathological profiles of type 1 and type 2 AIP
Type 1 AIP Type 2 AIP

Synonym Lymphoplasmacytic sclerosing pancreatitis Idiopathic duct-centric chronic pancreatitis
Epidemiology Asia > USA, Europe Europe > USA > Asia
Clinical presentation Obstructive jaundice (painless) Obstructive jaundice/acute pancreatitis
Age at diagnosis Old Young
Serum IgG4 level Elevated Normal
Histological hallmarks Periductal lymphoplasmacytic infiltrate Granulocytic epithelial lesion

Storiform fibrosis
Obliterative phlebitis

Tissue IgG4 stain Many IgG4 (+) cells None or very few IgG4 (+) cells
Other organ involvement Bile duct, salivary gland, kidney, retroperitoneum Inflammatory bowel disease
Steroid responsiveness Excellent Excellent
Recurrence Common Rare
AIP, autoimmune pancreatitis.
Adapted from reference [18].

이해를 돕고 적절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진단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자가면역성 췌장염의 진단기준의 

목적으로는 자가면역성 췌장염을 적절하게 진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췌장암을 자가면역성 췌장염으로 오인하는 것을 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2].

자가면역성 췌장염의 진단기준은 2002년 일본췌장학회에서 

최초로 진단기준을 발표하였고, 2006년 개정판을 발표하였다

[6,7]. 서구에서는 Mayo Clinic에서 2006년 HISORt 진단기준

(histology, imaging, serology, other organ involvement, response 

to steroid therapy, HISORt)을 발표하였고, 2009년에 개정된 

HISORt 진단기준을 발표하여서 서구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8,9]. 그 외에도 이태리와 독일에서도 각 나라의 실정에 맞

게 진단기준을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10,11]. 국내에서는 

서울아산병원에서 2006년에 Kim 진단기준[12,13]을 발표한 

이후 2007년에 대한췌담도학회에서 자가면역성 췌장염의 진

단기준[14]을 제정하였는데 우리나라 진단기준의 특징은 임

상에서 자가면역성 췌장염의 진단을 수월하게 하고 진단율

을 높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제적 합의진단기준의 필요

가 대두된 이후 2008년에 우리나라와 일본이 주축이 되어 

아시아 진단기준[15]을 발표하였고, 2011년에 세계췌장학회

에서 자가면역성 췌장염에 대한 국제진단기준(international 

consensus diagnostic criteria for autoimmune pancreatitis)을 발

표하였다[2]. 국제진단기준을 제정하기 위하여 세계췌장학

회는 이전에 발표된 각 나라의 진단기준을 모두 검토하여서 

서로의 장점을 받아들였고 국가별로 다른 임상관행에 모두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저자들은 자가면역성 췌장염

에 대한 최신지견을 국제진단기준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본     론

자가면역성 췌장염의 두 아형 및 주요한 특징

자가면역성 췌장염은 병리소견 및 임상양상에 따라서 두 

개의 아형으로 나눌 수 있다. 제 1형 자가면역성 췌장염은 병

리적으로 lymphoplasmacytic sclerosing pancreatitis (LPSP)에 

해당하며 전신 IgG4 연관질환(IgG4-related systemic disease)

의 스펙트럼에 속한다[16]. 제2형 자가면역성 췌장염은 병리

적으로 idiopathic duct-centric chronic pancreatitis (IDCP)에 해

당하며 전신 IgG4 연관질환의 스펙트럼에 속하지 않는다[17].

국제진단기준에서는 자가면역성 췌장염의 진단을 위한 

기준으로 5개의 주요한 특징(cardinal features)을 선정하였는

데 (1) 영상소견(췌장실질 및 췌관), (2) 혈청소견(혈청 IgG4), 

(3) 췌장 외 장기침범(other organ involvement), (4) 췌장의 병

리소견, 그리고 (5) 스테로이드에 대한 반응이 그것들이며 

각각 특징들에 대하여 진단에 대한 신뢰수준을 2단계로 나

누었다(level 1 vs. level 2) [2]. 영상소견과 스테로이드에 대

한 반응은 제1형과 제2형 자가면역성 췌장염에서 똑같은 것

으로 알려져 있으며, 혈청소견, 췌장 외 장기침범 및 췌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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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International consensus diagnostic criteria for type 1 AIP [2]
Criterion Level 1 Level 2
  Parenchymal imaging (P) Typical:

Diffuse enlargement with delayed enhancement
Indeterminate (including atypical imaging such as pan-
creatic mass):

Segmental/focal enlargement with delayed enhancement
  Ductal imaging (D) Long (> 1/3 length of the main pancreatic duct) 

or multiple strictures without marked upstream 
dilatation

Segmental/focal narrowing without marked upstream 
dilatation

  Serology (S) IgG4, > 2 × upper limit of normal value IgG4, 1-2 × upper limit of normal value
  Other organ involvement (OOI) a or b

a. Compatible histology of extrapancreatic
organs

    LPSP like histology

b. Typical radiological evidence
(1) Segmental/multiple proximal or proximal and 

distal bile duct stricture or
(2) Retroperitoneal fibrosis

a or b
a. Suggestive histology of extrapancreatic organs
    Marked lymphoplasmacytic infiltration with abundant 

IgG4-positive cells

b. Physical or radiological evidence
(1) Symmetrically enlarged salivary/lachrymal glands or
(2) Radiological evidence of renal involvement

  Histology of the pancreas (H) LPSP (core biopsy/resection)
 At least 3 of the characteristics of LPSPa

LPSP (core biopsy)
  Any 2 findings of the characteristics of LPSPa

  Response to steroid (Rt) Rapid (≤ 2 weeks) radiologically demonstrable resolution or marked improvement in pancreatic/ex-
trapancreatic manifestations

Diagnosis Definitive type 1 AIP 1. Histology based diagnosis
  ㆍLevel 1 H
2. Imaging based diagnosis
  ㆍTypical imaging + any non-D level 1/level 2 CE
  ㆍIndeterminate imaging + two or more from level 1 

CE
  ㆍIndeterminate imaging + level 2 D + level 1 S/OOI
  ㆍIndeterminate imaging + level 1S/OOI + Rt
  ㆍIndeterminate imaging + level 1D + level 2 S/OOI/H 

+ Rt
Probable type 1 AIP Indeterminate imaging + level 2 S/OOI/H + Rt

AIP, autoimmune pancreatitis; LPSP, lymphoplasmacytic sclerosing pancreatitis; CE, collateral evidence for AIP (level 1/2 D/S/OOI, lev-
el 2 H).
aCharacteristics of LPSP are (1) periductal lymphoplasmacytic infiltrate without granulocytic infiltration, (2) obliterative phlebitis, (3) 
storiform fibrosis, and (4) abundant (> 10 cells/HPF) IgG4-positive cells.

병리소견은 각 아형 간에 차이를 보인다(Table 1) [2,18-20]. 

동양에서는 서양에 비하여 제2형 자가면역성 췌장염은 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제2형 자가

면역성 췌장염의 보고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각 아형 간의 

차이에 대해 아는 것도 필요하다[20]. 국제진단기준에서는 

제1형과 제2형의 진단기준을 따로 마련하여 각각을 구분하여 

진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형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는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면역성 췌장염(autoimmune pancreatitis- 

not otherwise specified)’로 진단하도록 하였다(Tables 2 and 3).

영상소견

자가면역성 췌장염의 특징적인 영상소견은 췌장이 소시

지 모양으로 종대된 것과 주췌관의 불규칙한 협착이다[21]. 

이러한 영상소견은 CT나 자기공명영상과 같은 영상검사에 

의한 췌장실질에 대한 영상과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

(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graphy, ERCP)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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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International consensus diagnostic criteria for type 2 AIP and AIP-not otherwise specified [2]
Criterion Level 1 Level 2
  Parenchymal imaging (P) Typical:

Diffuse enlargement with delayed enhancement
Indeterminate (including atypical imaging such as 
pancreatic mass):

Segmental/focal enlargement with delayed 
enhancement

  Ductal imaging (D) Long (> 1/3 length of the main pancreatic duct) or 
multiple strictures without marked upstream 
dilatation

Segmental/focal narrowing without marked 
upstream dilatation

  Other organ involvement (OOI) Clinically diagnosed inflammatory bowel disease
  Histology of the pancreas (H) IDCP

Both of the following:
(1) Granulocytic infiltration of duct wall (GEL) 

with or without granulocytic acinar 
inflammation

(2) Absent or scant (0-10 cells/HPF) IgG4-positive 
cells

Both of the following:
(1) Granulocytic and lymphoplasmacytic acinar 

infiltrate
(2) Absent or scant (0-10 cells/HPF) IgG4-positive 

cells

  Response to steroid (Rt) Rapid (≤ 2 weeks) radiologically demonstrable resolution or marked improvement in pancreatic/ 
extrapancreatic manifestations

Diagnosis Definitive type 2 AIP 1. Histology based diagnosis
  ㆍLevel 1 H
2. Imaging based diagnosis
  ㆍTypical/indeterminate imaging + level 2 H + 

clinical inflammatory bowel disease + Rt
Probable type 2 AIP   ㆍTypical/indeterminate imaging + level 2 

H/clinical inflammatory bowel disease + Rt
AIP-not otherwise specified   ㆍTypical/Indeterminate imaging + level 1/2 D + 

Rt
AIP, autoimmune pancreatitis; IDCP, idiopathic duct-centric chronic pancreatitis.

자기공명 담췌관 조영술에 의한 췌관에 대한 영상으로 나눌 

수 있다.

췌장실질에 대한 영상

CT와 같은 단면영상 검사에서 자가면역성 췌장염의 전형

적인 소견은 췌장의 미만성 종대가 있고 저음영 띠가 췌장

가장자리에 관찰되며 균일한 조영증강(homogeneous enhan-

cement)이 관찰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전형적인 영상소견이 

있는 경우는 보고에 따라 다른데 30-80% 정도로 보고되며 

비교적 쉽게 자가면역성 췌장염을 의심할 수 있다[8,22,23]. 

자가면역성 췌장염의 비전형적인 영상소견은 췌장의 국소종

대, 췌장종괴, 췌관확장 등이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특히 췌

장암을 배제하는 것이 자가면역성 췌장염의 진단에 있어서 

필수적이다[9].

국제진단기준에서는 자가면역성 췌장염의 진단에서 췌장

실질의 영상소견이 전형적인지 비전형적인지에 따라서 진단

에 필요한 이차적인 췌관영상, 혈청소견, 병리소견, 췌장 외 

장기침범의 정도가 다르도록 하였고 영상소견과 아형에 따라

서 각각 다른 알고리듬을 통하여 진단을 돕도록 하였다[2].

췌관에 대한 영상

자가면역성 췌장염의 특징적인 췌관 조영술 소견은 다음

과 같다. 첫째는 주췌관의 긴 협착(전체 주췌관 길이의 1/3 

이상 또는 3 cm 이상)이고, 둘째는 협착 상류 주췌관의 확장

의 부재(주췌관의 직경이 5 mm 이하)이며, 셋째는 다발성 

주췌관 협착이 존재하는 경우이다[24]. 최근 ERCP의 진단능에 

대한 국제적 다기관 연구에 따르면 이중 첫 번째와 두 번째 

소견이 같이 있으면 특이도가 100%로 매우 특징적인 소견

이었으므로 췌장암과의 감별에 중요한 도움이 될 수 있다[25]. 

자가면역성 췌장염의 비특이적인 췌관 조영술 소견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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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적 췌관협착이나 협착 상류 주췌관의 확장도 드물게 관

찰될 수 있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제1형과 제2형 자가면역

성 췌장염에서 ERCP 소견은 유사한 것으로 보고되었다[20]. 

제2형 자가면역성 췌장염은 혈청소견이나 췌장 외 장기침범

에서 진단에 도움을 얻기 어려우므로 ERCP가 진단에 있어

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26].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자가면역성 췌장염이 의심되는 

경우 대부분 ERCP를 시행하지만 서구에서는 ERCP를 대부분 

시행하지 않는다[2]. 이러한 임상관행은 진단기준에도 반영

되어 있는데 아시아 진단기준에서 췌관 조영술은 진단에 있

어서 필수적 항목이지만 서구의 개정된 HISORt 진단기준에

는 췌관 조영술이 진단기준에 아예 포함되어 있지 않다[9,15]. 

국제진단기준에서는 췌관 조영술을 포함하였으나 필수적이

지는 않게 함으로써 임상관행에 상관없이 자가면역성 췌장

염을 진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췌관 조영술은 췌장실질영상

이 비특이적이거나, 혈청소견에 특이점이 없고 췌장 외 장기

침범이 없는 경우 특히 진단에 유용하다.

혈청소견

초기 보고에 의하면 자가면역성 췌장염의 혈청소견으로 

특징적인 것은 감마글로불린의 증가이었으나 세분화된 검사

들이 연구되면서 그 다음에는 혈청 IgG의 증가, 그 중에서도 

혈청 IgG4의 증가가 진단에 있어서 더 중요하다는 연구결과

들이 보고되었다[27]. 진단기준도 그에 따라 변화하였는데 

아시아 진단기준에서는 혈청 IgG 또는 IgG4의 증가 또는 자

가항체(autoantibody)의 존재이었으며 개정된 HISORt 진단기

준에서는 혈청 IgG4의 증가만 인정되었다. 비록 자가면역성 

췌장염에서 혈청 IgG의 증가 및 항핵항체(antinuclear antibody)

와 같은 자가항체의 존재가 흔히 발견되지만, 혈청 IgG, IgG4

와 자가항체를 혈청진단기준에 모두 포함한다면 특이도가 

높지 않아서 췌장암과의 감별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2]. 

결과적으로 국제진단기준에서는 혈청 IgG4의 증가만이 자

가면역성 췌장염의 혈청소견으로 인정되었다. 이러한 혈청 

IgG4의 증가는 제1형 자가면역성 췌장염의 특징으로서 제2

형 자가면역성 췌장염에서는 특징적인 혈청소견이 아직 보

고되지 않았다. 또한 췌장암이나 담도암에서도 혈청 IgG4의 

증가가 많게는 5-10%에서 보고되므로 특히 췌장의 종괴 같

은 비전형적 영상에서는 혈청 IgG4의 증가만으로는 자가면

역성 췌장염을 진단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9,28,29].

췌장 외 장기침범

제1형 자가면역성 췌장염은 전신 IgG4 연관질환의 스펙

트럼에 속하는 질환으로서 담관, 타액선, 신장, 후복강, 폐, 

심낭, 전립선, 갑상선, 임파선, 뇌하수체 등 전신의 대부분의 

장기를 침범할 수 있다[16,30]. 아시아 진단기준에서는 췌장

외 장기침범이 빠져 있었으나 국제진단기준에서는 받아들여

져서 췌장 외 장기침범 역시 자가면역성 췌장염의 진단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제진단기준에서는 췌장 외 장기

침범의 진단을 위하여 병리적으로는 전신 IgG4 연관질환에 

합당한 소견을 보일 때, 영상에 의해서는 근위담관협착, 후

복강섬유화, 타액성종대 및 신장침범을 선정하여 췌장암과

의 감별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2].

제2형 자가면역성 췌장염에서는 이러한 췌장 외 장기침

범은 관찰되지 않지만 궤양성 대장염이 잘 동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9].

병리소견

제1형 자가면역성 췌장염의 병리소견은 LPSP로서 이것의 

특징은 (1) periductal lymphoplasmacytic infiltrate, (2) obliterative 

phlebitis, (3) storiform fibrosis, 그리고 (4) abundant IgG4-positive 

cells이다. 제2형 자가면역성 췌장염의 병리소견은 IDCP로서 

이것의 특징은 granulocytic infiltration of duct wall (GEL) with 

or without granulocytic acinar inflammation이며 또 다른 용어

로는 GEL양성 자가면역성 췌장염이라고도 한다. 이전 아시아 

진단기준에서는 수술적으로 절제한 검체를 통한 병리검사에

서만 자가면역성 췌장염의 확진을 인정하였으나 국제진단기

준에서는 수술을 통한 검체뿐만 아니라 생검을 통하여 얻은 

검체를 이용한 자가면역성 췌장염의 확진을 인정하였다.

자가면역성 췌장염의 진단을 위한 스테로이드에 대한 치료

반응의 적절한 이용

스테로이드 치료에 대한 반응 여부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진단기준에는 포함되어 있었지만 일본의 진단기준에는 빠져 

있었다. 일본췌장학회가 경계하였던 것은 자가면역성 췌장

염과 췌장암과의 감별진단을 위해서 췌장암을 감별하기 위

한 다른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비교적 쉬운(facile) 스테로이

드 투여를 택하여 스테로이드 반응여부를 관찰하는 동안 예

후가 극히 불량한 췌장암의 진단 및 치료가 늦어지는 것이

었다[7]. 국제진단기준에서는 자가면역성 췌장염의 진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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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스테로이드 시험(steroid trial)을 시행할 때에는 반드

시 악성종양을 배제하기 위하여 내시경초음파 유도하 세침

흡인검사 등을 스테로이드 투여 전에 하여야 한다고 설명하

였다. 자가면역성 췌장염의 진단을 위하여 스테로이드를 적

절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1) 조심스러운 환자 선택, (2) 스

테로이드 반응에 대한 객관적 지표의 설정 그리고 (3) 2주 

뒤 스테로이드 반응평가가 필요하다[26].

진단을 위하여 스테로이드 치료에 대한 반응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자에게 자가면역성 췌장염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 근거들은 영상소견, 혈청소

견, 췌장 외 장기침범, 병리소견에서 자가면역성 췌장염을 

진단할 수는 없지만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을 의미한다. 이러

한 근거들이 있는 환자에서 췌담도암을 배제하기 위한 검사

들을 시행한 후 암세포가 보이지 않는다면 스테로이드에 대

한 치료반응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임상의들은 자가면역성 

췌장염이 췌담도암에 비하여 훨씬 드문 질환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국제진단기준에서는 스테로이드에 대한 양성반응을 췌장 

또는 췌장 외 장기의 영상소견의 소실 또는 현저한 호전이 

있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증가되었던 혈청 IgG4의 감소는 

스테로이드 반응에 대한 지표로 이용하지 못하는데 췌장암

환자에서도 증가되었던 혈청 IgG4의 감소는 관찰되기 때문

이다[2]. 또한 췌장암과 동반된 폐쇄성췌장염(obstructive pan-

creatitis)에 의한 췌장종대 또한 스테로이드 투여에 의하여 

호전될 수 있으므로 스테로이드 반응 판정 시에 주의하여야 

한다[2,31]. 그러므로 췌장암과의 감별이 필요한 경우 스테

로이드 반응에 대한 평가지표로는 주췌관 협착의 소실 및 

췌장종괴의 소실 또는 현저한 호전으로 엄격하게 정의하여

야 한다[31].

스테로이드 반응에 대한 평가는 스테로이드 투여 시작 후 

2주 뒤에 시행하여야 하며 스테로이드에 대한 반응이 없거나 

미약하다면 수술을 시행하여야 한다[31]. 비록 스테로이드 

투여 전에 내시경초음파 유도하 세침흡인 검사나 ERCP 유

도하 세포진 검사에서 악성세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러

한 검사들의 민감도는 60-85% 정도로 아주 높지 않으므로 

반드시 2주간의 스테로이드 치료 후에 영상검사를 시행하여 

스테로이드 반응을 평가하여야 한다[18,26,31].

자가면역성 췌장염 진단을 위한 내시경 검사들

자가면역성 췌장염의 진단을 위해 중요한 내시경 검사는 

ERCP와 내시경초음파 검사이다.

ERCP

위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ERCP는 동양에서 특히 관행적

으로 시행되며 특징적인 췌관소견이 관찰되는 경우 자가면

역성 췌장염의 진단에 도움이 된다. ERCP는 췌관의 조영뿐

만 아니라 담관을 조영할 수 있으며 또한 조직 검사를 같이 

시행할 수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담관암과의 감

별이 필요한 경우는 우선 ERCP를 통하여서는 담관에 대한 

생검 및 쇄자세포진(brush cytology)을 시행하여야 한다. ERCP

를 통한 생검 및 쇄자세포진 검사의 민감도는 평균 60-70% 

정도로 아주 높지는 않지만 폐쇄성 황달이 동반된 경우에는 

감황(relief of jaundice)을 시행하기 위하여 ERCP를 우선적으

로 시행하므로 ERCP를 통한 생검 또는 쇄자세포진 검사를 

우선적으로 추천한다[26,32]. 또한 담관 및 십이지장 주유두

에 대한 생검을 시행한 후 IgG4 면역염색을 시행한다면 자

가면역성 췌장염의 진단에 도움을 줄 수 있다[33,34].

내시경초음파

전형적인 자가면역성 췌장염의 내시경초음파 소견은 전

반적인 췌장의 종대와 함께 저에코소견 및 불균일하고 거친 

소견을 보이는 것이나 이런 소견들은 다른 췌장염에서도 관

찰될 수 있는 비특이적인 소견이다[35]. 최근에는 조영증강 

내시경초음파(contrast-enhanced endoscopic ultrasonography) 

또는 내시경초음파를 이용한 탄성초음파영상(elastography)

을 이용하여서 췌장암과 자가면역성 췌장염을 감별할 수 있

다는 보고가 있으나 아직 보고된 사례가 많지 않아서 널리 

사용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36-38]. 현재 

자가면역성 췌장염의 진단에서 내시경초음파 검사의 가장 

큰 역할은 췌장내 종괴를 묘출하고 조직 검사를 통하여 진

단의 정확성을 올리는 것이다[21]. 내시경초음파 유도하에서 

시행할 수 있는 조직 검사로는 미세침세포흡인 검사와 총

생검술(core biopsy)이 있다.

현재 췌장암을 감별하기 위해 현재 가장 좋은 검사는 내시

경초음파 유도하 세침세포흡인 검사이며 췌장암 진단에 대

한 민감도는 평균 83%정도이다[39]. 그러나 세포진 검사

(aspiration cytology)로는 표본의 크기가 작고 조직구조를 볼 

수 없어서 자가면역성 췌장염은 진단할 수 없다[40]. 그러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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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 practical approach to the diagnosis of AIP in Korean patients. AIP, autoimmune pan-
creatitis; MPD, main pancreatic duct; LPSP, lymphoplasmacytic sclerosing pancreatitis; IDCP, 
idiopathic duct-centric chronic pancreatitis.
Adapted from reference [26].

로 자가면역성 췌장염의 병리진단을 위하여서는 총생검술을 

통하여 조직을 획득하여야 한다. 내시경초음파 유도하 총생

검술은 특히 췌두부의 병변에 대하여는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최근 개발된 내시경초음파용 생검세침으로 이러한 

어려움은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40,41]. 총생검술

의 자가면역성 췌장염의 진단에 대한 민감도는 평균 68% 정

도이며 내시경초음파 유도하 총생검술의 시행이 용이하지 

않은 센터에서는 복부 초음파나 CT유도하 총생검술을 시행

할 수 있다[26]. 특히 제2형 자가면역성 췌장염은 특이한 혈

청소견이나 췌장 외 장기침범이 없어서 병리소견 없이는 확

진할 수 없으므로 제2형 자가면역성 췌장염이 의심되면 췌

장에 대한 총생검술을 먼저 시행하는 것이 추천된다.

자가면역성 췌장염 진단의 알고리듬

국제진단기준의 발표에 의하면 각 아형과 영상소견의 특

징에 따라서 세 개의 알고리듬으로 구분하여서 자가면역성 

췌장염을 진단하도록 하였으나 여러 국가의 실정을 모두 고

려하였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실제 임상에서

의 사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임상관

행에 맞게 간소화된 알고리듬을 제시하고자 한다(Fig. 1). 다

만 비전형적인 영상소견을 보이는 자가면역성 췌장염의 진

단은 많은 임상경험을 필요로 하므로 가급적이면 축적된 지

식이 있고 다양한 검사방법을 보유한 3차 병원으로 전원하

는 것을 권고한다.

재발된 자가면역성 췌장염의 치료

자가면역성 췌장염은 스테로이드 치료에 아주 좋은 반응

을 보이지만 40% 정도의 환자에서 재발을 하게 되며 담관과 

같은 췌장 외 장기에서 재발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42-45]. 

재발은 주로 제1형 자가면역성 췌장염에서 발생하며 제2형

에서는 드문 것으로 보고되었다[20,22]. 현재 재발된 자가면

역성 췌장염의 치료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경

구 스테로이드의 재투여가 있고 두 번째는 스테로이드와 면

역 조절제를 같이 사용하는 방법이며, 세 번째로는 CD20항

원을 표적으로하는 rituximab을 사용하는 것이다[46]. 재발된 

환자에서의 유지요법은 통상적으로 초치료보다 더 높은 용

량을 보다 오래 사용하는 것이 추천된다[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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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자가면역성 췌장염을 보다 쉽게 진단하고 췌장암과의 감

별진단에 도움을 주고 여러 진단기준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위하여 최근 자가면역성 췌장염의 국제진단기준이 발표되었

다. 자가면역성 췌장염에는 두 개의 아형이 있는데 제1형만 

전신 IgG4 연관질환의 스펙트럼에 속한다. 자가면역성 췌장

염의 전형적인 영상소견이 있는 경우 혈청소견, 췌장 외 조

직침범 등의 방증(collateral evidence)이 있으면 자가면역성 

췌장염으로 진단할 수 있다. 비전형적인 영상소견의 경우는 

췌장암과의 감별이 필요하여서 자가면역성 췌장염의 진단을 

위한 검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검사(대부분은 내시

경초음파)를 이용하여 세포진 검사 또는 생검을 이용하여 

악성종양이 없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비전형적인 영상소

견의 경우 췌장암과의 감별을 위한 다른 검사들을 시행한 

이후 스테로이드 시험을 조심스럽게 시행할 수 있다. 자가면

역성 췌장염은 경구 스테로이드치료에 극적인 호전을 보이

지만 40%의 환자에서 재발을 보인다. 국제진단기준은 국제

적 합의에 의해 국가별로 다른 임상관행에 모두 적용될 수 

있게 하였지만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향후 추가적인 연구

들에 의하여 더 간단하면서도 적절하게 자가면역성 췌장염

을 진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중심 단어: 자가면역성 췌장염; 췌장암; 전신 IgG4 연관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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