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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췌장염 양상을 보였던 궤양성대장염을 

동반한 2형 자가면역췌장염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내과

김하일·정혜민·이정환·노수민·형례창·김명환

Type 2 Autoimmune Pancreatitis with Ulcerative Colitis 
Manifesting as Acute Pancreatitis

Ha Il Kim, Hye Min Chung, Jung Hwan Lee, Soo Min Noh, Li Chang Hsing, and Myung-Hwan Kim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Asan Medical Center,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Autoimmune pancreatitis (AIP) occurs in two forms. Type 1 AIP is an IgG4-related systemic fibro-inflammatory disease. Type 2 

AIP is not associated with altered levels of IgG4, and involves only the pancreas. Here, we report a case of type 2 AIP manifesting as 

acute pancreatitis in a 20-year-old male with ulcerative colitis. The patient was definitely diagnosed with type 2 AIP based on typical 

pancreatic imaging, supportive histology, history of ulcerative colitis, and steroid responsiveness. (Korean J Med 2018;93:206-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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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자가면역췌장염(autoimmune pancreatitis)은 국내에서는 

2002년 첫 증례가 보고되었고, 이후로 이에 대한 지식과 관

심이 높아지며 진단 증례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매우 드문 췌

장 질환이다[1]. 자가면역췌장염은 1형과 2형으로 구분되는

데, 1형과 2형은 영상 소견과 스테로이드 치료에 대한 반응

은 큰 차이가 없지만, 역학이나, 임상 양상, 조직 소견, 혈청

학적 검사에서 차이를 보인다[2].

우리나라와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는 대부분 1형

이 보고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2형은 드문 반면에,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많게는 전체 자가면역췌장염의 약 40%가 2형으

로 보고되고 있다[3]. 2형 자가면역췌장염은 1형과 달리 혈

중 면역글로불린 G4 증가가 없고, 담도나 침샘, 신장, 후복막 

침범 소견이 없다. 따라서 확진을 위해서는 조직 소견이 꼭 

필요한데, 췌장 생검은 본 증례와 같이 급성췌장염의 임상양

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거의 시행되지 않은 검사는 아니어서, 

2형 자가면역췌장염의 비수술적 진단은 매우 어렵다. 실제

로 서양에서 진단된 2형 자가면역췌장염의 대부분은 췌장 

절제까지 이루어진 이후 진단된 경우였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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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colonoscopy image shows coarse mucosa with scattered shallow ulcers, and the biopsy result shows chronic active colitis
with crypt distortion and crypt abscess (haemotoxylin and eosin [H&E] stain, ×400). These results are indicative of ulcerative colitis.

A B C

Figure 2. (A) Initial abdominal computed tomography imaging. Diffuse enlargement (sausage-like appearance, arrows) of the pancreas 
without peripancreatic stranding is seen. (B) The initial magnetic resonance cholangiopancreatography image shows non-visualization of
the main pancreatic duct (arrows). (C) The initial endoscopic retrograde pancreatography image shows diffuse irregular narrowing of the
main pancreatic duct.

이전 국내 문헌상 1예의 2형 자가면역췌장염 보고가 있지

만, 복통 없이 황달을 주소로 내원 후 췌장 종괴에 대해 복강

경 조직 검사 이후 진단된 경우이다[4]. 이와 달리, 저자들은 

궤양성대장염을 앓고 있던 환자에서, 급성췌장염 양상을 보

였던 2형 자가면역췌장염 환자를 경험하였다. 이 환자에게 

시행된 영상 검사와 췌장 조직 검사, 스테로이드 치료 반응

을 종합하여 2형 자가면역췌장염을 수술 없이 진단하고, 효

과적으로 치료하였기에 이를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

이다. 금번 보고는 임상 양상이 급성췌장염으로 발현한, 그

리고 궤양성대장염이 동반된 2형 자가면역췌장염의 국내 문

헌상 첫 보고이다.

증     례

20세 남자가 식후 발생 후 지속되는 심한 상복부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환자는 3개월 전 혈변으로 타원에서 대장 

내시경 시행 및 조직 검사를 시행한 후 궤양성대장염으로 진

단받았다(Fig. 1). 이후 증상이 호전되어 사용 중이던 경구 프

레드니솔론은 2개월 전 중단한 상태였다. 이외 다른 외상 병

력 및 약물 복용력 없었으며, 음주나 흡연한 적 없었고, 가족

력상 특이 사항은 없었다. 

활력 징후는 혈압 124/76 mmHg, 심박수 87/min, 호흡수 

16/min, 체온 36.5°C였고, 체중 46 kg, 신장 173 cm였다. 식후 

발생한 심와부 통증 이외 호소하는 다른 증상은 없었다. 신

체 진찰상 심와부 압통이 있었으나, 반발 압통은 없었으며, 

장음은 다소 감소한 상태였고, 이외 특이 소견은 없었다. 혈

액 검사상 백혈구 10,260/mm³, 아스파르테이트 아미노전이

효소 14 IU/L, 알라닌 아미노전이효소 18 IU/L, 알칼라인 포

스포타아제 73 IU/L, 아밀라아제 313 U/L, 리파아제 529 U/L,  

C-반응단백질은 1.65 mg/dL로 췌장효소의 증가가 관찰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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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A) Pancreatic core biopsy findings. Lobular atrophy, diffuse interstitial fibrosis, and granulocytic & lymphoplasmatic acinar
infiltration are observed (arrows indicate neutrophils; H&E stain, ×400). (B) IgG4 immunohistochemistry shows no staining of IgG4 pos-
tivie plasma cells (IgG4 immunostain,  ×400).

A B

Figure 4. Follow-up pancreas imaging after steroid therapy. The computed tomography (CT) image (A) shows improved pancreatic en-
largement, and magnetic resonance cholangiopancreatography (MRCP) image (B) shows relief of pancreatic ductal narrowing (arrows).

다. 혈청 칼슘 8.8 mg/dL, 중성지방 70 mg/dL로 정상 범위였

다.

복부 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CT)상 췌장 실질의 

전반적인 부종과 특히 동맥기에 췌장 체부, 미부에서 조영 

증강이 감소되는 양상이 관찰되었으며, 문맥기에 동일 부위

에서 비교적 균일하게 조영증강되는 양상을 보였다. 한편, 

췌장주변 지방조직의 염증침윤 소견이나, 체액저류는 관찰

되지 않았다. 이는 급성췌장염 중증도 CT 분류기준상 경도

의 급성췌장염에 해당하였다(Fig. 2A). 복부 자기공명담췌관

조영술(magnetic resonance cholangiopancreatography, MRCP)

과 내시경역행성췌담관조영술(endoscopic retrograde chol-

angiopancreatography, ERCP)상 다발성 주췌관 협착이 확인

되었다(Fig. 2B and 2C). 1형 자가면역췌장염에서 흔히 동반

되는 타 기관(담도, 신장, 침샘, 후복막) 침범은 관찰되지 않

았다. 혈청 면역글로불린 G 및 G4는 각각 1,200 mg/dL 

(700-1,600 mg/dL), 44.8 mg/dL (<135 mg/dL)로 정상 범위였다.

내시경 초음파 검사에서 췌장의 전반적인 종대가 관찰되

었고, 췌장 체부에서 20G 굵기의 미세침을 이용하여 중심부

바늘생검을 시행하였다. 조직 검체에서 헤마토실린-에오신 

염색상 소엽의 위축, 미만성 간질섬유화 그리고 호중구와 림

프구형질세포의 선방 침윤 소견이 확인되었고(Fig. 3A), 면

역글로불린 G4 면역 염색은 음성이었다(Fig. 3B). 

이상에서 췌장 영상 소견과 생검 조직 소견, 궤양성대장염

의 병력을 바탕으로 2011년 발표된 국제 진단기준상, 2형 자

가면역췌장염을 의심하였으며, 확진 및 치료를 위해 매일 프

레드니솔린 30 mg을 경구 투약하였다. 치료 시작 후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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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시행한 췌장 영상 검사 소견상(Fig. 4) 명확한 호전을 확인

할 수 있어, 2형 자가면역췌장염을 확진하였다. 프레드니솔

론은 점차 감량 중으로 6개월 내 완전히 중단할 예정이다. 

고     찰

1형 자가면역췌장염과 2형 자가면역췌장염은 조직 소견

뿐만 아니라, 임상 양상 및 혈청 검사 그리고 치료시 재발률

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2형 자가면역췌장염의 경

우 아시아보다는 유럽이나 북미지역에서 유병률이 높으며, 

1형의 경우 남자에서 발생 비율이 높은데 반해, 2형에서는 

남녀 간 발생 비율이 비슷하다[5]. 서양 연구에 따르면[6], 발

생 연령 평균값은 1형에서 60.5세(± 15.3), 2형에서는 47.4세

(± 18.8)로 젊은 연령에서 2형 자가면역췌장염의 비율이 높

았다. 2형에서 급성췌장염이 동반된 경우는 30% 정도였는

데, 1형 자가면역췌장염에서 급성췌장염이 동반된 경우는 

10%에 불과하였다. 반면 폐쇄성 황달을 보이는 경우는 1형

에서 90%였으나, 2형에서는 60% 정도였다. 2형의 경우 1형 

자가면역췌장염과 달리 혈액 내 면역글로불린 G4는 상승하

지 않으며 침샘이나 신장, 후복막 등 면역글로불린 G4 침윤

과 연관된 장기 침범 소견도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형에서 많게는 30% 정도까지 궤양성대장염이 동반되

지만, 1형에서는 4% 미만으로 거의 동반되지 않는다는 보고

도 있다[3,6]. 두 군은 모두 스테로이드 치료에 잘 반응하지

만, 2형의 경우 1형 자가면역췌장염에 비해 재발이 드문 것

으로 알려져 있다[7].

본 환자는 20세로 젊은 연령이었고, 궤양성대장염을 최근

에 진단받은 환자였다. 내원 당시 심한 복통 및 혈중 췌장효

소의 증가를 보였는데, 성인에서 흔한 급성췌장염의 원인인 

담석이나 음주력이 없었고, 대사 원인을 감별하기 위해 시행

한 혈청 칼슘과 중성지방 역시 정상 범위였다. 궤양성대장염

의 조절을 위해 투약 가능한 약제 중 5-ASA 제재나 스테로

이드는 췌장염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본 

환자는 내원 전 2개월간 5-ASA 제재나 스테로이드를 포함해

서 다른 약물 투약력이 전혀 없었다. CT 소견에서는 췌장이 

소시지 모양으로 전반적 종대가 있었으나, 췌장주변 염증 침

윤 소견이나, 체액저류는 관찰되지 않았다. 동맥기에서 췌장 

실질의 조영증강이 감소되었으며, 문맥기에 조영증강이 이

루어지는지는 양상을 보였다. 젊은 연령에서 췌장염 발생 원

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선천성 기형 등 해부학적 이상을 감

별하기 위해 MRCP를 시행하게 되었다. MRCP상 주체관내 

다발성 협착을 의심할 수 있었고, ERCP 시행 후 주췌관 전반

에 걸쳐 불규칙한 협착을 확인하였다(Fig. 2). 일반적인 급성

췌장염 환자의 경우 CT상 단순히 전반적인 췌장부종을 보일 

때는 주췌관이 거의 정상 소견을 보인다는 점에서, 이와 같

은 CT와 MRCP 소견은 자가면역췌장염을 강력히 시사하는 

소견이다[8]. 혈청 면역글로불린 G4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정

상 범위 내에 있고, 영상 소견상 1형에서 보이는 타 기관 침

범이 관찰되지 않는 점, 젊은 성인에서 급성췌장염의 양상을 

보였다는 점 등에서 1형보다는 2형 자가면역췌장염을 의심

하였고, 확진을 위해서는 조직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었으나, 급성췌장염의 임상 양상을 보이는 환자라면 의심만

으로 바로 췌장 조직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

하였다. 자가면역췌장염이라면, MRCP가 ERCP에 비해서 주

췌관 평가시 해상도(resolution)가 떨어질 가능성도 고려하여

[9], 이에 추가로 ERCP를 시행하였다. ERCP를 통해 주췌관 

전반에 걸쳐 불규칙한 협착이 존재함을 확인하였고, 이후 2

형 자가면역췌장염의 확진을 위해 초음파 내시경 유도하 중

심부바늘생검을 시행하였다.

국제적 합의에 의한 진단 기준(International consensus diag-

nostic criteria for autoimmune pancreatitis, ICDC)에 따르면 조

직 소견의 차이가 자가면역췌장염 아형 분류의 근간이다[8]. 

2형 자가면역췌장염의 확진군은 크게 두 군인데, 첫 번째 군

은 췌장 영상 소견과 함께 췌장 조직에서 level I 조직 소견으

로 정의된 췌관내 호중구 침윤(granulocytic epithelial lesion, 

GEL)을 관찰함으로서 확진할 수 있다. 두 번째 군은 췌장영

상 소견과 함께 췌장 조직에서 level II 조직 소견으로 정의된 

호중구와 림프구형질세포의 선방 침윤(granulocytic and lym-

phoplastic acinar infiltration)과 면역글로불린 G4 면역염색 음

성, 염증성 장 질환의 동반 그리고 스테로이드 치료 반응을 

종합하여 확진할 수 있다. ICDC의 조직 소견 분류 그리고 진

단 알고리즘을 근거로 할 때, 이 환자는 두 번째 확진군에 

해당한다. 서양 연구에서 자가면역췌장염이 수술 전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술을 시행한 경우의 비율을 비교하였을 

때, 1형 자가면역췌장염의 경우 50명 중 26명으로 절반 정도

였으나, 2형 자가면역췌장염의 경우 19명 중 13명으로 2/3 이

상이었다[3]. 이와 같이, 2형 자가면역췌장염의 경우 수술 전 

진단되는 경우가 1형에 비해 적은 이유 중 하나는 확진 소견

인 GEL이 중심부 바늘 생검을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발견될 확률이 낮다. 왜냐하면 중심 생검을 시행하는 경우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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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크기가 제한되어 췌관 구조가 생검 조직상에 포함되지 않

을 수 있고, 위 음성으로 판단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10].

본 증례와 같이 급성췌장염의 임상 양상을 보이는 2형 자

가면역췌장염은 종괴를 형성하는 경우보다 더 진단하기 어

려운데, 이는 급성췌장염의 임상 양상을 보일 때 췌장 종괴

가 동반된 경우가 아니면 췌장 조직 검사를 거의 시행하지 

않으며, 따라서 흔히 원인 미상의 췌장염으로 분류되어버리

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2형 자가면역췌장염의 수술 전 진

단을 위해서는 췌장 영상 소견에 익숙해져 있어야 한다. 특

히 급성췌장염과 감별되는 양상, 즉 주변 염증 침윤 소견이 

거의 없고. MRCP에서 주췌관의 협착이 보이면 이것을 통해 

자가면역췌장염을 강하게 의심해 볼 수 있어야 하겠다. 우리

나라에서도 과거 문헌상 2형 자가면역췌장염 1예가 보고된 

바가 있으나, 복통 없이 황달을 주소로 내원 후, 영상 소견상 

췌장 종괴가 확인되었던 경우로, 복강경을 이용한 췌장 조직 

검사로 췌관내 중성구 침윤을 관찰함으로써 2형 자가면역췌

장염을 진단하였던 경우이다[4]. 이상을 요약하면, 본 증례는 

급성췌장염의 임상 양상과 더불어 염증성 장 질환 동반력, 

자가면역췌장염의 영상 소견과 췌장생검 조직 소견 그리고 

스테로이드 치료 반응을 종합하여 수술을 시행하지 않고 2

형 자가면역췌장염을 확진한 경우이다. 

요     약

2형 자가면역췌장염은 급성췌장염의 임상 양상으로 발현

할 수 있다. 특히 젊은 환자에서 원인미상의 췌장염으로 확

인된 경우, 췌장 영상 소견을 특히 주의 깊게 관찰하여 이미 

알려진 자가면역췌장염 소견과 합당한지 따져보는 것이 중

요하다. 특히 궤양성대장염 환자에서 췌장염이 동반되는 경

우, 한 번쯤은 2형 자가면역췌장염의 동반 유무를 감별해 보

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라면 췌장 조직 검사를 적극

적으로 시행함으로서 자가면역췌장염을 진단할 수 있겠고, 

스테로이드 투여를 통해 효과적으로 치료를 기대해 볼 수 있

겠다. 

중심 단어: 2형 자가면역췌장염; 궤양성대장염; 당질코르티

코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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