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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경과에서 비대상성 간경변으로 진행한 IgG4 연관 경화성 담관염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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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G4-Related Sclerosing Cholangitis Showing Natural Course of  
Progression to Decompensated Liver Cirrh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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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ung-Hwa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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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unoglobulin G4-related disease (IgG4-RD) is characterized by extensive IgG4-
positive plasma cells infiltration resulting in inflammation and fibrosis of the affected 
organs. Patient with IgG4-RD shows an excellent response to glucocorticoid therapy 
especially when given at early onset stages. IgG4-related sclerosing cholangitis (IgG4-
SC) is considered biliary manifestation of IgG4-RD. The natural history and long-
term prognosis of IgG4-SC is not well defined and most of the previous case series 
have reported short duration of follow-up. We present the case of development of 
decompensated liver cirrhosis from IgG4-related sclerosing cholangitis with a 6-year 
natural clinical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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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면역글로불린 G4 연관 질환(immunoglobulin G4-related 

disease, IgG4-RD)은 질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혈중에 면역

글로불린 G (immunoglobulin G, IgG)의 아형인 IgG4가 증가

하거나 침범된 조직 내에 IgG4를 포함하는 형질세포가 다수 

발견된다. IgG4-RD는 전신의 여러 기관에 염증과 섬유화를 

일으키는 질환으로서 무엇보다도 스테로이드에 잘 반응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1 

IgG4-RD 중 가장 잘 알려진 질환은 자가면역성 췌장염(au-

toimmune pancreatitis, AIP)으로, IgG4-RD의 개념이 확립된 

이후 AIP는 별개의 독립된 질환이 아니라 IgG4-RD의 췌장 침

범으로 이해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IgG4 연관 경화성 담관염

(immunoglobulin G4-related sclerosing cholangitis, IgG4-SC)

은 IgG4-RD의 담관 침범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영상 검사상 담

관 협착과 담관벽의 비후 및 조영 증강 소견이 특징적이다.1 따

라서 IgG4-SC는 원발성 경화성 담관염(primary sclerosing 

cholangitis, PSC)이나 담관암과의 감별이 필요하다. IgG4-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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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담관 이외에도 전신의 다양한 기관을 담관 침범과 동시에 

또는 담관 침범 전후에 시차를 두고 침범할 수 있다. 대부분 

IgG4-SC의 경우 AIP가 동반되지만 드물게 췌장을 비롯한 다

른 기관의 침범 없이 단독으로 존재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IgG4-SC의 수술 전 진단은 매우 어렵다. 

IgG4 연관 경화성 담관염의 장기 예후와 자연경과는 아직 

잘 보고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증례 보고는 단기간의 임상 경

과만을 보고하였고 이 단기간의 경과의 대부분은 스테로이드 

치료 후 담도 협착과 황달의 호전을 보였다. 저자들은 IgG4-

SC 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자연

경과로서 비대상성 간경변(decompensated liver cirrhosis)으

로 진행하고 더 이상 스테로이드에 반응하지 않은 증례를 경

험하였고,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IgG4-SC 환자가 간경변으로 

진행되었다는 보고가 없어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1. 일차 입원

66세 남자 환자가 상복부 불편감을 주소로 본원을 처음 방

문하였다. 당시 검사실 소견으로 일반혈액 검사 결과는 백혈

구 6,900/mm3, 혈색소 16.0 g/dL, 혈소판 221,000/mm3였으며, 

일반화학 검사에서는 아스파르트산 아미노전이효소 27 IU/L, 

알라닌 아미노전이효소 21 IU/L, 알칼리성 인산분해효소 75 

IU/L, 감마글루타밀전달효소 40 IU/L, 총 빌리루빈 0.8 mg/dL

로 황달은 없었고 간 생화학 검사도 정상범위 내에 있었다. 프

로트롬빈시간 11초(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 [INR] 

1.02), 활성화 부분 트롬보프라스틴 시간도 29.9초로 정상범위 

내에 있었다. 혈청 면역글로불린 G 및 G4는 각각 2,180 mg/dL 

(700-1,600 mg/dL), 51 mg/dL (< 135 mg/dL)로 혈청 면역글로

불린 G4는 증가되어 있지 않았다. 항핵항체 역가는 1:160으로 

양성 소견이었으며 종양표지자는 carcinoembryonic antigen 

4.3 ng/mL, cancer antigen 19-9 1.1 U/mL로 정상범위 내에 있

었다. Anti-HBs Ab 양성, HBsAg 음성, anti-HCV 음성이었다.

당시 복부 컴퓨터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CT)과 

자기공명 담도췌관조영술(magnetic resonance imaging/mag-

netic resonance cholangiopancreatography, MRCP)에서 간문

부 담관의 협착과 담관벽 비후 소견(Fig. 1)이 있어 경화성 담

관염과 간문부 담관암의 감별이 필요한 소견이었다. 당시 영

상 소견에서 간경변 소견은 없었고 주췌관 및 췌장 실질은 정

상 소견이었다. 내시경역행췌담관조영술(endoscopic retro-

grade cholangiopancreatography)을 통해 경유두적으로 좁아

진 담관에 대해 겸자 생검을 시행하였고 담관 점막의 생검 결

과 림프형질세포 침착 소견과 함께 IgG4 양성 형질세포가 고

배율 시야에서 10개 이상 관찰되었다(Fig. 2).

IgG4-SC를 강력히 의심하여 프레드니솔론(첫 2개월은 프레

드니솔론 15 mg/day 그 다음 1개월은 프레드니솔론 10 mg/

A B

Fig. 1. Initial radiological findings of biliary dynamic computed tomography and MRCP. (A) computed tomography  scan shows hilar bile duct wall 
thickening with enhancement (circle). (B) MRCP shows hilar and intrahepatic bile duct narrowing (arrowheads). Extrahepatic bile duct and main 
pancreatic duct look normal. MRCP, magnetic resonance cholangiopancreat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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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을 경구 투약하였고 3개월 뒤 촬영한 영상에서 담관 협착

과 담관벽 비후의 호전을 보였으며(Fig. 3) 증상도 호전되었다. 

하지만 이후 환자는 더 이상 병원에 내원하지 않았다. 

2. 이차 입원

첫 번째 입원 후 약 6년 3개월이 지나서 환자는 2개월간 지속

되는 황달을 주소로 다시 내원하였다. 내원 8개월 전 외부 병

원에서 담관염을 진단받고 항생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이후 그 동안 한약 등을 포함하여 어떠한 약물 치료도 받지 않

았다고 하였다. 이외 당뇨 등의 다른 질환은 없었다. 환자는 키 

163.7 cm, 몸무게 59.5 kg이었으며 음주력은 없었다. 내원 당시 

의식은 명료하였고 활력 징후는 혈압 114/75 mmHg, 맥박 분

당 89회, 호흡 분당 18회, 체온 37.2℃로 안정적이었다.

검사실 소견은 일반혈액 검사에서 백혈구 9,500/mm3, 혈색

소 11.0 g/dL, 혈소판 233,000/mm3이었으며, 아스파르트산 아

미노전이효소 1,216 IU/L, 알라닌 아미노전이효소 72 IU/L, 알

칼리성 인산분해효소 356 IU/L, 감마글루타밀전달효소 140 

IU/L, 총 빌리루빈 9.7 mg/dL, 직접 빌리루빈 7.9 mg/dL로 간 

생화학 검사 소견의 이상이 관찰되었다. 또한 프로트롬빈시간 

18.2초(INR 1.57) 및 활성화 부분 트롬보프라스틴 시간이 37.4

초로 연장되어 있었다. 혈청 면역글로불린 G는 4,710 mg/dL, 

면역글로불린 G4는 206 mg/dL으로 혈청 IgG와 IgG4가 증가

하였다. 혈중 cholesterol 133 mg/dL, 항핵항체 역가는 음성이

었으며 일차 입원 때와 마찬가지로 Anti-HBs Ab 양성, HBsAg 

음성, anti-HCV 음성이었다.

상부 위장관 내시경 검사상 염주상 정맥류(적색 징후 음성)

가 확인되었다. CT와 MRCP에서는 담관 침범이 간외 담도까

지 진행하였으며 담도 협착이 심해졌다. 복수가 새로이 출현

하였고 비장 크기 증가가 있어 비대상성 간경변 소견이 확인

되었다(Fig. 4). 복수는 복수 천자와 이뇨제로 조절하였으며 황

달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악화된 담관 협착에 대해 내시경적 

경비담도배액술(endoscopic nasobiliary drainage)을 시행하였

다. 이 때 시행한 담도 점막 생검 소견상 IgG4 양성 세포는 관

A B

Fig. 2. Endobiliary biopsy findings. (A) The picture shows dense infiltration of lymphoplasmacytic cells (H&E, ×100). (B) Several  IgG4-positive cells were 
found on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IgG4, ×100). IgG4, immunoglobulin G4. 

Fig. 3. Computed tomography findings after steroid therapy. Hilar bile 
duct wall thickening (circle) much improved after steroid therapy for 3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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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되지 않았다. IgG4-SC 자체의 치료 목적으로 프레드니솔론 

30 mg을 매일 3주간 경구 투여 후 MRCP를 추적 검사한 결과 

담도 협착의 호전은 관찰되지 않아 스테로이드에 반응이 없다

고 판단하였으며 스테로이드를 천천히 감량하면서 완전히 끊

을 예정이다. 

고 찰

2012년에 발표된 일본의 IgG4-SC 진단 기준에 따르면 

IgG4-SC의 진단은 영상 소견, 혈액 검사 소견(혈청 IgG4), 조

직 소견, 스테로이드에 대한 반응 등을 종합하여 진단한다.2 본 

증례의 환자는 첫 입원시 췌장을 비롯한 다른 장기 침범이 없

었던 IgG4-SC 환자로, 영상검사 소견에서 간문부 담관 협착과 

담관벽 비후 소견을 보였고 담관 점막의 생검 결과 림프형질

세포 침착 소견 및 IgG4 양성 형질세포가 다수 관찰되었으며 3

개월간 스테로이드 투약 이후 담관 협착 소견 호전이 확인되어 

IgG4-SC로 진단되었던 환자이다. 하지만 이후 환자는 증상이 

호전되어 병원을 내원하지 않았고, 만 6년 3개월 경과 후 내원 

시에는 이미 비대상성 간경변 및 간문맥 고혈압으로 진행된 

상태였다. 본 환자는 간경변을 초래할 수 있는 더 흔한 원인들

(B형, C형 간염, 알코올성 간염,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 등)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담관 협착이 악화되고 담관 침범의 범위가 

진행한 점 그리고 이차 입원 당시 일차 때와는 달리 혈중 IgG4

가 증가된 소견을 종합하여 간경변 발생의 원인을 IgG4-SC의 

진행으로 판단하였다. 혈청 IgG4는 IgG4-SC 환자의 약 30%에

서는 음성일 수 있으며 반대로 담관암이나 PSC에서도 혈청 

IgG4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1 한편, 담

관 생검 표본은 조직 크기가 작아 IgG4 면역 염색 소견이 음성

으로 나올 수 있고 혈청 IgG4와 마찬가지로 담관암과 PSC의 

일부 환자에서 면역 염색 소견이 양성으로 나올 수 있다. 

미국에서 53명의 IgG4-SC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경과 및 치

료 반응을 보고한 문헌에 따르면 53명 중 4명(8%)이 간문맥 

고혈압과 간경변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들 중 3명은 간경변 진

단 당시 치료를 한번도 받지 않았던 환자이며 나머지 1명은 스

테로이드 치료에 반응이 없었던 환자였다. 첫 진단 후 간경변 

진단을 받기까지의 시간은 치료를 한번도 받지 않은 환자에서

는 각각 62, 36, 9개월이었으며 스테로이드 치료에 반응이 없

었던 환자는 26개월이었다.3 본 증례의 환자는 일단 스테로이

드에 처음 반응하였지만 불충분한 치료로 완전 관해는 이르지 

못하고 약 6년 3개월간 방치된 채 질병이 진행되어 간경변으

로 진행된 경우이다. 영국에서도 IgG4-SC 환자들을 대상으로 

전향적 코호트 연구를 시행하였는데, 115명의 환자 중 6명

(5%)의 환자가 간경변으로 진행하였으며 이 중 1명의 환자가 

간이식을 받았다.4 

자가면역성 췌장염과 마찬가지로 IgG4-SC는 스테로이드에 

잘 반응하며, 담관 협착과 담관벽 비후 소견이 스테로이드 치

료 후 현저히 호전되거나 완전 해소되는 것이 IgG4-SC의 중요

한 특징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치료를 한번도 받지 않은 

IgG4-SC 환자가 7년 후 담도 협착이 진행하여 스테로이드 치

료를 하였지만 반응이 없어 치료를 중단하였다는 보고가 있

다.5 IgG4-SC는 기본적으로 염증과 섬유화를 초래하는 질환으

로서 질병 초기에는 조직 소견상 염증성 반응이 우세하고 병

A B C

Fig. 4. Radiological findings after 6 years later. (A) Computed tomography  scan shows progression of thickening of the hilar bile duct wall (circle) and 
newly appeared ascites and splenomegaly. (B) Magnetic resonance cholangiopancreatography  findings show that the sites and degree of intrahepatic 
and hilar bile duct strictures are more extended and aggravated. (C) 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gram demonstrates irregular narrowing (arrows) 
of extrahepatic bile 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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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진행할수록 후반기에는 섬유화가 염증 반응보다 우세해지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치료가 잘 안된 상태로 오랜 시간이 경

과하는 경우 섬유화가 현저히 발생하여 이 경우 더 이상 스테

로이드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IgG4 연관 경화성 담

관염은 가능한 빨리 정확한 진단을 하고 조기에 치료를 시작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증례에서도 간경변이 발생한 시점에

서 스테로이드를 3주간 경구 투약하였으나 추적한 영상 검사 

소견에서 담관 협착의 호전이 관찰되지 않아서 스테로이드에 

반응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최근 스테로이드에 반응하지 않거나 빈번하게 재발하는 

IgG4-RD 환자에서 rituximab 치료가 효과적이라는 보고가 있

다.6,7 Rituximab은 B 임파구 표면 항원 CD 20에 대한 단클론 

항체이다. 향후 rituximab의 IgG4-SC에 대한 적절한 적응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요 약

IgG4 연관 질환은 다양한 조직의 섬유 경화성 반응과 연관

되어 IgG4 양성의 형질세포와 임파구가 침착되는 염증 반응을 

특징으로 하는 전신 침범 자가면역 질환이다. 이 중 IgG4 연관 

경화성 담관염은 IgG4 연관 질환의 담관 침범을 말한다. IgG4 

연관 경화성 담관염에 대한 대부분의 증례 보고는 단기간의 

임상 경과만을 보고하였고 이 단기간의 경과의 대부분은 스테

로이드 치료 후 담도 협착과 황달의 호전을 보였다. IgG4 연관 

경화성 담관염의 장기적 예후와 자연 경과는 아직 잘 보고되

지 않았으며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IgG4-SC 환자가 간경변으

로 진행되었다는 보고는 없다. 저자들은 IgG4-SC 환자가 제대

로 치료를 받지 않고 오랜 시간 지났을 때 자연 경과로서 비대

상성 간경변으로 진행하고 더 이상 스테로이드에 반응하지 않

은 1예를 경험하여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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