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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면역성 췌장염의 치료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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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ment of Autoimmune Pancreat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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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School of Medicine, Daegu, Korea

Autoimmune pancreatitis is a rare type of chronic pancreatitis. Unlike chronic 
pancreatitis caused by other causes, autoimmune pancreatitis is characterized by 
a dramatic response to corticosteroid and immunomodulator therapy. Two most 
widely used drugs for treatment of autoimmune pancreatitis are corticosteroid and 
immunomodulators. Corticosteroid is the first line drug for autoimmune pancreatitis 
and used for remission induction. Remission induction rate of corticosteroid therapy is 
more than 90%, but relapse rate is approximately 30%. Centers in Japan and Republic 
of Korea prefer low-dose corticosteroid for maintenance. On the other hand, centers in 
North America and Europe prefer immunomodulators for maintenance. In the future, 
well-designed studies on methods to decrease relapse rate of autoimmune pancreatitis 
and effective use of immunomodulators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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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자가면역성 췌장염은 만성 췌장염의 드문 유형으로 다른 원

인으로 인한 만성 췌장염과 달리 약물치료에 대한 반응이 비

교적 우수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 처음으로 자가면역성 

췌장염 증례보고1가 있은 이후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

러 증례보고 및 원저가 발표되었다.2-8 한국에서 자가면역성 췌

장염의 진단 전략9과 진단기준에서 논란이 있는 부분10에 대해

서 각각 잘 정리된 종설이 이미 2014년 본지에 출간되었다. 이

에 본고에서는 자가면역성 췌장염의 약물치료에 관하여 간략

히 알아보고자 한다.

본  론

1. 부신 겉질스테로이드(corticosteroids)

1) 용량

부신 겉질스테로이드는 자가면역성 췌장염의 관해를 유도

할 수 있어 일차 선택 치료 약제로 사용되고 있다. 투여 용량은 

프레드니솔론을 하루 0.6-1.0 mg/kg씩 2-4주 동안 투여하여 

매주 5 mg씩 줄이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관해 유

도 후 프레드니솔론을 하루 5-7.5 mg씩 투여하여 6개월 이상 

유지요법을 시행하고 있다.5,11-13 하지만, 미국과 유럽에서는 

관해 유도 후 프레드니솔론을 하루 5-7.5 mg씩 투여하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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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법을 3개월 이내 종료하고 임상경과를 관찰하거나 재발할 

경우 면역조절제를 투여하고 있다.12,13

2) 치료 반응 평가

자가면역성 췌장염으로 부신 겉질스테로이드 치료 중 확인

해야 하는 항목으로는 치료 후 환자의 증상 소실 여부, 복부 영

상검사, 암항원(cancer antigen) 19-9, 간기능검사 및 혈청 면

역글로불린 G4가 있다.5,14 검사 간격은 연구마다 다르지만 

Hirano 등15은 혈액검사를 3-6개월마다 시행하고 복부 영상검

사(초음파, 복부 전산화단층촬영 또는 자기공명영상)를 6개

월마다 시행하였다. 이렇게 검사를 시행한 이유로는 자가면역

성 췌장염의 부신 겉질스테로이드 치료에 대한 반응 평가뿐만 

아니라 자가면역성 췌장염으로 인하여 발행할 수 있는 합병증

과 췌장 외 소견을 발견하기 위해서라고 하였다.15 Mayo Clin-

ic의 경우는 부신 겉질스테로이드 치료를 시작하고 4-6주 후 

혈액검사 및 복부 영상검사를 시행하고 있다.16

3) 치료 효과

자가면역성 췌장염에서 부신 겉질스테로이드 치료는 이에 

대한 금기증이 없다면 조기 투여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가

면역성 췌장염 환자에서 부신 겉질스테로이드 치료 후 증상 

및 임상소견의 극적인 호전이 관찰되며 췌장 조직검사를 시행

해 보면 췌장 섬유화의 퇴행도 관찰할 수 있다.3 자가면역성 췌

장염 환자 42명을 대상으로 한 코호트 연구를 살펴보면 이 중 

23명은 부신 겉질스테로이드 치료 없이 경과관찰을 하였고 나

머지 19명의 환자는 부신 겉질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았다. 평

균 25개월의 관찰 기간 중 치료를 받지 않았던 환자 중 16명

(70%)은 폐쇄성 황달, 췌장 가성 낭종, 간외 담도의 변화 등과 

같은 “unfavorable event”가 발생하였다. 반면에 치료를 받았

던 환자 중 6명(32%)에서 “unfavorable event”가 발생하였다. 

부신 겉질스테로이드 치료요법을 정립하기 위하여 시행한 다

기관 후향적 연구에서는 치료를 받은 459명의 환자 중 451명

(98%)이 관해에 도달하였으나 치료를 받지 않은 104명 중 77명

(74%)이 관해에 도달하였다(p < 0.0001).17 이와 같이 부신 겉질

스테로이드의 관해유도율은 매우 높지만 부신 겉질스테로이드

를 중단한 후 자가면역성 췌장염이 재발할 수 있다. 앞서 언급

한 다기관 후향적 연구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부신 겉질스테

로이드 치료를 받은 환자 451명 중 110명(24%)에서 재발이 있

었으나 치료를 받지 않은 77명 중 32명(42%)에서 재발이 있었

다(p < 0.003).17 그리고 재발률과 부신 겉질스테로이드 초기 용

량(40 mg vs. 30 mg)은 유의한 상관 관계가 없었다.17 대규모의 

다국적 연구 결과를 통하여 부신 겉질스테로이드 치료에 대한 

장기 성적을 살펴 보면 제1형 자가면역성 췌장염의 관해유도율

이 99%에 달하였고 제2형 자가면역성 췌장염의 관해유도율도 

92%였다. 제1형 자가면역성 췌장염의 재발률은 31%였고 제2

형 자가면역성 췌장염의 재발률은 9%였다.13 재발은 대부분 부

신 겉질스테로이드 치료를 중단한 후 발생하였고(67%) 면역 

글로불린 G4 관련 경화성 담관염에서 보다 흔히 발생하였다.18 

부신 겉질스테로이드 용량을 줄이는 중 재발한 경우가 15%에

서 있었고 유지요법 중에 발생한 경우도 18%나 있었다.18 다른 

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관해유도율은 100%였으나 재발률

이 27%에 달하였다.19 재발을 예측할 수 있는 인자들로는 높은 

혈청 면역 글로불린 G4, 주 증상이 복통인 경우, 췌장 외 다른 

장기 침범이 있었다.19 

4) 부작용

자가면역성 췌장염의 부신 겉질스테로이드 치료로 인한 부

작용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부작용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대부

분 보존적 치료로 잘 조절되었다. 부신 겉질스테로이드 치료

요법을 정립하기 위하여 시행한 다기관 후향적 연구에서는 치

료를 받은 459명의 환자 중에서 혈당 불내증이 발생한 경우가 

있었으나 모두 혈당강하제 또는 인슐린치료로 잘 조절이 되었

다.17 골다공증이 10명에서 발생하였고 이 중 5명은 요추의 압

박골절이 발생하였고 3명은 대퇴골 골두 무혈관 괴사가 있었

다.17 이로 인하여 부신 겉질스테로이드의 용량 조절 또는 중

단을 하였다.17 그리고 폐렴이 3명에서 발생하여 항생제 치료

를 하였다.17 하지만 부신 겉질스테로이드 치료의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은 없었다.17

2. 면역조절제(immunomodulators)

1) 종류와 용량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및 일본에서는 부신 겉질스

테로이드로 관해 유도를 한 후 저용량 유지요법을 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미국 및 유럽에서는 관해 유도 후 유지요법을 3개

월 이내 종료하고 임상경과를 관찰하거나 재발할 경우 면역조

절제를 투여하고 있다.13 주로 선호하는 면역조절제는 아자티

오프린으로 하루 2 mg/kg씩 1-3년 동안 투여하고 있다.13 그 외

에도 부신 겉질스테로이드 치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거나 

재발한 경우, 부작용으로 인하여 부신 겉질스테로이드 치료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자가면역성 질환과 동반한 경우에

서 6-머캡토퓨린, mycophenolate mofetil, rituximab, 시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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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린,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를 사용할 수 있다.14,20,21

2) 치료 효과

부신 겉질스테로이드 치료와는 달리 대규모 연구가 없어 제

한이 있으나 단일기관 연구에 의하면 제1형 자가면역성 췌장

염 환자 116명 중 52명이 76차례의 재발이 있어 이 중 24명은 

부신 겉질스테로이드 재치료를 받았고 나머지 27명은 면역조

절제 치료를 받았다. 면역조절제 치료 실패 또는 못견딤이 17명

(45%)에서 있었다. 이 17명 중 12명은 rituximab 치료를 받았

고 10명(83%)에서 완전 관해가 왔다.  Rituximab을 이용한 유

지요법에서 재발은 없었다.21 대규모 다국적 다기관 연구에서 

제1형 자가면역성 췌장염의 재발에 아자티오프린 유지요법을 

시행한 경우가 68명(32%)에서 있었고 그 외 18명에서는 my-

cophenolate mofetil (8명), 시클로스포린(3명), 메토트렉세이

트, 6-머캡토퓨린, rituximab,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를 투여

받았다. 이 중 12명(86%)에서 관해가 왔다.13

3) 부작용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아자티오프린 또는 6-머캡토퓨린을 

투여받은 환자의 22%가 부작용으로 인하여 약제를 중단하였

다.21 보고된 부작용으로는 구역 또는 구토, 간기능검사의 이

상, 균혈증, 약발진, 골수억제가 있었다.21 Rituximab을 투여받

은 12명 중 3명이 부작용을 경험하였다. Rituximab의 부작용

으로는 주입 반응, 호중구감소증, 비감염성 세기관기염이 있

었다. 모두 적절한 치료 후 호전되었다.21

결  론

자가면역성 췌장염의 약물치료는 부신 겉질스테로이드가 

일차 선택 약제이고 면역조절제가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

다. 부신 겉질스테로이드 치료 후 관해유도율은 90% 이상으

로 우수하나 재발률이 30% 내외이다. 재발률을 낮출 수 있는 

치료 방법의 연구가 필요하다. 부신 겉질스테로이드 치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거나 재발한 경우, 부작용으로 인하여 부

신 겉질스테로이드 치료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자가면

역성 질환과 동반한 경우에서 면역조절제를 사용하고 있으나 

대규모 연구가 없고 사용하는 면역조절제가 다양하여 추후 연

구가 필요하다. 

요  약

자가면역성 췌장염은 만성 췌장염의 드문 유형으로 다른 원

인으로 인한 만성 췌장염과 달리 약물치료에 대한 반응이 극

적이다. 자가면역성 췌장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물로는 부

신 겉질스테로이드와 면역조절제가 있다. 이 중 부신 겉질스

테로이드가 일차 선택 약제으로 관해유도율이 90% 이상이다. 

하지만 30% 내외의 높은 재발률로 인하여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많은 노력이 있었다.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저용량의 

부신 겉질스테로이드 유지요법을 시행하고 있고 미국과 유럽

에서는 면역조절제를 이용하고 있다. 추후 자가 면역성췌장염

의 재발률을 좀 더 낮출 수 있는 방법과 좀 더 효과적인 면역조

절제의 종류 및 투여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국문 색인: 만성 췌장염, 자가면역성 질환, 자가면역성 췌장

염, 약물치료, 부신 겉질스테로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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