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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ute severe pancreatitis: Radiologic 
findings and interventional treatment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박      원      규

급성 췌장염은 화농, 괴사 및 출혈을 동반하는 췌장의 급성 염증을 의미한다. 흔한 임상증상은

상복부 통증, 구토, 다양한 정도의 압통이다. 그 외 발열, 빈맥, 백혈구 증가 등의 소견이 동반될

수 있다. 이학적 검사상 Flank ecchymosis (Grey-Turner sign)나 periumbilical ecchymosis (Cullen sign)

를 보일 경우 특이적으로 진단할 수 있으나, 이는 약 48～72시간 후에 나타나며, 이럴 경우 약

37%의 사망률을 보인다. 보통 혈중 amylase 치와 lipase치는 진단에 유용한 검사소견이나 약 10%

에서는 정상일수도 있으며, 질환의 심한 정도와는 큰 연관이 없다.

습관적 음주와 담석증이 가장 흔한 원인이며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른 원인이 있다. 남자의 경우

음주와 관련된 경우가 많아 20대～40대에 발병률이 높고, 여성의 경우 담석증과 관련된 경우가 많

으며 40대～50대에 발병률이 높다.

담석이 췌관을 일시적으로 혹은 지속적으로 막을 경우 주변의 간질성 조직으로 효소가 방출되

면서 췌장염을 유발시킨다. 초기에는 급성 췌장염이 간질성 부종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췌장 실질

내로 또는 췌장 주변 조직으로 유출되면 이의 자가분해 작용으로 인해 조직 손상이 일어나며, 2

4～48시간 안에 조직괴사가 초래된다.

I. Classification of Pancreatitis

1992년 Atlanta 심포지엄에서 병리학적 변화, 임상소견 및 검사소견의 정도에 따라 경증 급성췌

장염(mild acute pancreatitis)과 중증급성췌장염(severe acute pancreatitis)으로 분류하였다.

경증 급성 췌장염은 육안적 병리소견은 간질성 부종이며 현미경학적으로는 간질성 공간의 백혈

구 침윤이다. 전신 또는 기관의 기능이상은 경미하며 장기부전은 거의 동반되지 않고, 고식적인

치료에 반응이 좋다. 초기에는 경증의 췌장염으로 시작되었다가 중증으로 발전하기도 하나 드물

다. 췌장이 미만성으로 커지고, 췌장주위에 액체가 저류 되며, 전신주위근막(anterior pararenal

fascia), 특히 왼쪽이 두꺼워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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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급성 췌장염은 육안적으로 광범위한 췌장주위 지방괴사 소견과 복강내에 출혈 및 혼탁한

액체저류가 보이며 현미경학적으로는 반점형 또는 융합성의 포상세포 괴사부위롸 혈관벽 괴사, 출

혈, 췌관 파열 등의 소견이 보인다. 심한 췌장내부 괴사와 염증소견도 보인다. Ranson criteria 또는

APACHE II 가 흔히 사용되며, 발병 48시간 이내에 Ranson 기준 3가지 이상, APACHE II기준 8가

지 이상이면 중증 급성췌장염으로 판정한다. 췌장 또는 췌장주위의 농양, 췌장 실질의 출혈, 가성

낭종 등의 합병증이 나타나며, 다른 장기의 부전을 동반할 수 있다.

II. Radiologic Imaging

십이지장과 근위부 공장이 공기로 찬 국소적인 마비성 장 폐색소견(Sentinel loop sign), 상행 결

장이나 횡행결장이 공기로 가득 찬 채 비장만곡부위 근처에서 갑자기 끊어진 듯이 보이는 소견

(colon cut-off sign), 상복부의 음영이 증가된 소견(Fat necrosis sign) 등은 잘 알려진 단순 촬영 소

견이지만 질환의 심한 정도를 판단하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방사선학적 검사의 일차적 역할을 원인 질환의 발견, 췌장염의 소견 및 그 심한 정도의 적절한

평가, 동반된 부작용을 발견하여 치료방침을 결정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방사선학적 검사가 이용

되며 그 종류는 초음파 검사, CT, MR, ERCP, PTC, Angiography 등이 있다. CT가 표준 검사이며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1) CT

경증 급성췌장염의 경우 췌장 자체가 미만성으로 커지는데, 이는 간질성부종으로 인한다. 췌장

의 외연이 불분명해지며, 췌장 주변의 지방에 경미한 음영 증가 또는 선상 침윤이 관찰된다. 중증

급성췌장염에서는 췌장 내부에 출혈이나 조영증강이 안되는 괴사를 동반할 수가 있다. 췌장의 괴

사는 광범위할 수 있으며, 췌장 주위 지방조직에도 염증 및 괴사가 존재한다.

* Grading by Contrast Enhanced CT: 급성 췌장염의 예후를 예측하기 위하여 CT 소견으로 병기

결정을 하는데 두 가지 소견을 이용한다. 첫째는 췌장주위 염증 및 액체 저류의 정도에 따라 정상

체장인 경우(grade A), 국소 또는 전반적인 웨장의 부종이 있는 경우(grade B), 췌장의 병변과 함께

췌장 주위 조직으로 침윤이 있는 경우(grade C), 1개의 액체 저류가 있는 경우(grade D), 2개 이상

의 액체저류가 있는 경우 (grade E)의 5군으로 분류하여 각각 0-4점의 점수를 부여한다. 둘째는 괴

상의 정도에 따라 괴사가 없는 경우 0점, 1/3 미만인 경우 2점, 1/3～1/2 인 경우 4점, 1/2이상인 경

우 6점을 부여하여 두점수의 합을 CT Severity Index (CTSI)라 정의한다.

췌장의 가장 쉽게 이용되는 것은 Balthazar 등이 제안한 CT grading system이다. CT grade A-C

등급의 췌장염은 경미하고 합병증이 없는 임상경과(사망률 0%, 이환율 4%), CT grade D-E 등급의

췌장염은 농양의 발생 빈도가 증가되고 사망률이 높다(사망률 14%, 이환율 54%). CT severity

Index (CTSI)에서는 췌장의 괴사 정도와 급성 염증의 등급을 중요한 예후 인자로써 평가하고 있다.

CT Severity Index (CTSI) 점수가 높아질수록 환자의 사망률과 이병률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높



박원규：Acute severe pancreatitis: Radiologic findings and interventional treatment

31

아지는데, 5점 이하의 환자 군에 비해 5점 이상의 환자군이 더 복잡하고, 합병증이 많은 임상 경

과를 취하며, 그 결과 또한 좋지 않다.

CT는 급성췌장염의 진단 및 그 심한 정도를 평가하는데 있어 표준검사이다. 진단이 불분명한

급성 복증 환자에서 실시하게 되고, 진단이 이미 내려진 상태라도 심한 합병증의 조기 진단을 위

해 시행하게 된다. 증세 시작 48～72시간 내에 임상적으로 호전이 안되면 CT를 시행하여 급성 췌

장염의 진단 및 합병증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 하다. 임상증상의 호전은 영상소견의 호전보다

앞선다. 따라서 추적 검사는 초기 CT에서 A-C 기(CTSI score 0-2)인 경우는 임상증상의 갑작스런

변화가 있거나 발열, 동통, 저혈압, hematocrit의 강하, 경구 섭취 불능 등 합병증의 유발이 의심될

때에 시행하면 된다. D-E기(CTSI score 3-10)인 경우는 초기 CT 시행 7～10일 후에 추적 CT를 시

행한다. 퇴원하기 전에 반드시 추적CT를 시행하여 가성낭종이나 가성 동맥류 등의 치명적인 합병

증이 없이 염증이 완전히 소실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ERCP 후에도 진단이 불분명하거나 ERCP

후의 고 amylase 혈증, 심한 임상경과, 복부 팽만, 압통, 발열, 백혈구 증가증, ERCP 후 72시간 이

상이 지나도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거나 초반에 회복되는 듯 하다가 갑작스런 임상증상의 악

화가 있는 경우에도 CT를 시행하는 것이 좋다.

2) MRI

검사비용이 CT에 비해서 고가이고 진단률이 좋다고 할 수는 없으나, CT가 금기증인 환자에서

이용 가능하다. 중증 급성 췌장염에서 괴사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gadolinium 조영증강이 필요하다.

요오드화 조영제는 신독성(nephrotoxicity)으로 인해 특히 탈수된 환자들에서 위험하다. 그러나 MRI

에서 사용하는 gadolinum 조영제는 신내성(renal tolerance)이 좋기 때문에 특히 신부전환자에서 CT

대신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CT에서 사용되는 요오드화 조영제는 췌장

염을 악화시킬 수 있으나 최소한 MRI 조영제는 그런 부담이 적다.

MRI 는 괴사의 유무나 범위, 액체저류의 위치, 크기등의 진단의 평가에 있어서는 CT와 그 성적

이 비슷하나, 내용물의 내부 성격 및 배액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CT 보다 우월하다. 방사선 노

출을 피할 수 있는 것 또한 장점이다. 하지만 아직 널리 이용되고 있지는 않다.

3) Ultrasound

초기에는 미비성 장 폐색에 의한 장관 내 가스 때문에 음창이 잘 확보되지 않아 검사가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췌실질내나 후복막의 액체저류가 췌 실질 괴사 정도와 연관성이 떨어져서 초음파

검사의 한계가 있다. 그러나 단기 추적검사에는 아주 유용하다. 특히 상태가 아주 나빠 CT검사를

받기 어려운 환자에서 유용하며, 이동식 초음파의 경우 환자의 침대옆에서 직접 검사를 시행할 수

있어서 특히 중환자실 환자에서 유용하다. 급성담낭염, 간농양등과 같은 다른 질환을 배제하고, 담

석증이나 가성낭종, 췌장주위 액체 저류 등을 판단하기 위해 실시한다.

경증의 급성췌장염에서는 정상소견을 보일 수 있으며, 간질성 부종으로 인해 췌장이 미만성으로

커지고 췌장 실질은 간에 비해 저 에코로 보인다. 비균질성으로 보이기도 하며, 액체저류나 췌장

농양은 무 에코지역으로 관찰된다. 흡인술이나 배액술과 같은 중재적 시술 시 안내자 역할로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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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유용하다.

4) ERCP

급성췌장염의 초기에는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췌관 및 담관의 평가나 액체

저류와 췌관의 관계 규명에 이용된다.

III. Complication and Definition

1) Phlegmon

Descriptive term으로 처음 사용될 당시에는 palpable mass composed of sterile, edematous inflam-

matory tissue의 의미였으나 현재에는 부종, 괴사, 감염 등에 의한 종괴성 병변에 혼동되어 사용되

고 있으며 괴사, 감영 등의 존재와 연관이 없다. Phlegmon이라는 term은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

고 있다.

2) 급성 액체 저류(Acute pancreatic fluid collection )

급성 액체 저류는 급성 췌장염 초기에 발생한 췌장 주위의 액체 저류를 밀하며 뚜렷한 벽이 없

이 해부학적 구조물에 의해 구획되어 지는 점으로 강성낭종과 구별된다. 중증 췌장염의 약 30～50%

에서 발생하나 50% 이상에서 저절로 사라진다. 하지만 가성낭종이나 췌장농양으로 발전하기도 한

다. 급성 액체 저류의 가장 흔한 위치는 lesser sac이며 2번째로는 anterior pararenal space이다.

3) 가성 낭종(Pseudocyst)

섬유조직으로 구성된 피막으로 둘러싸인 췌장액의 집적으로 췌장 주위의 액체저류가 소실되고

않고 남아서 생기며, 일반적으로 벽을 형성하는 데는 약 4주 정도가 소요된다. 저절로 흡수되기도

하나 계속 커지거나 합병증 또는 증세를 유발하는 가성 낭종은 수술 혹은 배액술 치료가 필요하

다. CT상 아주 얇거나 또는 두꺼운 벽으로 둘러싸인 원형 혹은 난원형의 저음영 낭종으로 내부의

내용물은 조영증강이 안되나 벽은 조영증강 된다. 가장 흔한 발생장소는 췌장 주위이나, 때로는

복강, 종격동, 골반강내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감염이나 출혈이 합병되었을 경우 내부음영이 불균

일하게 증가된다. 감염된 경우 CT에서 낭종내에 공기 음영이 보이기도 하나 비특이적이며, 세침

흡입으르만 감염여부를 진단할 수 있다.

4) 췌장 농양(Pancreatic abscess)

췌장농양은 1992년 아틀란타 심포지엄에서 “a circumscribed collection of pus”로 정의하였다. 제

한적인 괴사와 함께 이차적인 감염과 함께 일어난 곳에서 생기며, 괴사조직이 점차 액화되어서 형

성된다. 췌장괴사나 췌장주위 괴사조직의 감염은 이 정의에서 제외된다. 비록 짧지만 임상적으로

호전되는 듯한 기간이 있은 후에 다시 발열이나 백혈구증가증이 나타났을 때 의심을 해봐야 하며,

대개 발병 후 4주 도는 그 후에 발생한다. CT영상에서는 보통 둥글고, 경계가 분명하며, 액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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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음영으로 측정된다. 공기음영이 보이면 진단에 특이적이라 할 수 있으나, 공기는 장의 침

식으로 인한 누공으로 생길 수 도 있다. 감염된 췌장 괴사와는 달리 경피적 배액술로 치료가 잘

된다. 감염된 췌장 괴사는 농양에 비해 사망률이 배에 가깝고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므로 두 질환

의 감별이 중요하다. MRI가 감별진단에 도움이 된다. CT는 MRI에 비해 광범위하게 설치되어 있

어서 접근이 용이하며, MRI 보다 검사비용이 덜 들고, 위중한 환자에서 더 쉽게 이용이 가능하다.

CT는 작은 가스 기포와 석회화를 찾아내는데 더 민감하며, 중재적 시술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장

점이다.

5) 췌장 괴사 (Pancreatic necrosis)

괴사는 생존 불가능한 췌장 실질로써 조영증강 CT에서 췌장 실질 내에 조영증강 정도가 떨어지

거나 조영증강이 되지 않는 부위로 나타난다. 조영증강이 되지 않는 부분이 3 cm 이상이거나 췌

장의 30% 이상을 차지할 때는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다. 괴사된 부분은 2～3일 후에는 액화되어,

진단하기가 쉽다. 따라서 임상증상 시작 3일 후에 시행하는 CT가 정확하며 허혈과 괴사의 감별진

단에 중요하다. 수술이나 중재적 시술도 고려해야 하는데, 괴사는 많은 경우 고형물질로 채워져

경피적 배액술로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 없으므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수일 내지 수주 후 액

화가 진행되면 배액이 가능해 질 수도 있다.

6) Hemorrhagic pancratitis.

과거에는 pancreatic necrosis와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출혈 없이도 괴사가 올 수 있

으므로 수술 혹은 부검 후 출혈 소견이 명백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Pancreatic ascites

Fistula 혹은 branching duct의 파열 등에 의하여 췌액이 복강내로 유출되어 발생한다. 만성 췌장

염에서 주로 생기는 합병증이나 드물게 급성 췌장염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8) 위장관 합병증

장벽의 침식으로 위 십이지장, 대장 등과 누공 또는 협착의 소견을 보일 수 있다. 췌-대장 누공

이 예후가 가장 좋지 않아서 사망률이 50%에 이른다.

9) 혈관 합병증

단백분해효소의 삼출에 의해 혈관이 침식되면 가성 동맥류나 혈관 파열로 인한 심각한 출혈, 비

장정맥이나 문맥의 혈전증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주 침범되는 혈관은 비장동맥, 위십이지장동

맥, 췌십이지장동맥, 좌위동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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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Interventional tr eatment

1) 췌장 주위 액체 저류

췌장염에 동반된 액체저류에서 중재적 시술은 초음파 혹은 CT 유도하의 세침 흡인술, 감염된

금성 액체저류 혹은 가성 낭종의 경피적 카테타 배액술이 있다. 세침 흡인술은 급성 액체저류가

감염되어 있는가를 알기 위하여 시행하며 향후 환자의 치료방침결정에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제공

한다. 백혈구 증가증이나 발열 없이도 감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만일 감염이 증명된다면 보다 적

극적인 중재적 시술 혹은 수술적 치료가 요망된다. 천자시 위장관을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장관을 천자하는 경우 오염(contamination)을 시킬 수 있고 세균검사상 가양성 진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급성 액체저류와 가성낭종의 카테타 배액술의 적응증은 감염된 액체저류, 크기 4～5 cm 이상, 6

주 이상의 추적기간중 크기의 감소가 없을 경우, 만성동통, 담도 혹은 위장관 합병증의 발생 등이

며 CT상 안전한 접근로가 있어야 하며 배액 가능한 병변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액체 저류 혹은

가성 낭종은 배액이 가능하나 감염된 췌장괴사는 배액할 수 없는 병변으로 수술적 치료가 바람직

하다.

카테타 삽입 방법은 통상적인 Seldinger technique을 사용할 수 있고 액체 저류가 큰 경우에는

Tandem technique을 사용한다. 가성낭종으로의 접근로는 transperitoneal, transhepatic, transgastric route

가 흔히 사용되며 그 외 transduodenal, transjejunal retroperitoneal 등 다양한 경로가 사용될 수 있다.

Transgastric drainage는 가성 낭종의 down stream pancreatic duct의 폐쇄가 있을 경우 cutaneous

fisfula의 발생이 적을 수 있다는 이론적 장점이 있으나 연동운동으로 인하여 catheter가 이탈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배액관은 내용물에 따라 10～20 Fr의 크기를 사용하며 필요에 따라 Sump

catheter를 사용한다. PCD후에는 F/U CT를 시행하여 배액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는가를 확인하

여야 하며 카테타의 제거는 더 이상 배액되는 양이 없고 fistulogram상 남아있는 cavity가 소실되며

췌관과의 연결이 없을 경우 2～3일간 catheter를 막고 증상이 재발이나 액체저류의 재발이 없을 경

우 제거한다. 카테타 배액술의 성공률은 80～90% 내외로 보고되고 있으며 평균 배액 기간은 약 4

주 가량이다. 췌관 혹은 위장관과 fistulous communication이 있는 경우 배액 기간이 길어진다.

2) 혈관 합병증

가성 동맥류는 파열될 경우 치명적인 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합병증으로 소화성이 강한 췌장액

이 혈관을 소화시켜 파열을 일으키거나 가성낭종과 동맥과 연결되어 발생한다. 가장 흔한 발생부

위는 splenic artery이며 gastroduodenal artery, pancreaticoduodenal arcade의 혈관들에도 호발한다. 위

장관, 복강, lesser sac, pancreatic duct 등으로 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 진단은 조영증강 CT가 표준

이며 Doppler US가 screening test로 사용된다. 혈관조영술상 조영제의 extravasation, 가성낭종 또는

불규칙한 혈관벽의 소견을 보인다. 치료는 수술 혹은 경동맥 색전술이 사용된다. 색전 물질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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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색전을 일으키는 coil이 흔히 사용되며 가성 동맥류의 내강내에 coil을 packing 시는 방법과

동맥류의 근위부와 원위부의 혈관을 막아 isolation 시키는 방법이 사용된다. 응급 상황에는

occlusion balloon으로 우선 동맥의 기시부를 막아 출혈량을 줄이고 혈압을 유지시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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