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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급성췌장염의 내과적 치료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김      호      각

서 론

입원치료 중인 급성췌장염은 치사율이 5%에서 10%에 이를 정도로 높으며 여러 가지의 합병증

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중증 췌장염은 중환자실에서의 집중치료가 필요하며, 췌장의 국소적 합

병증 외에도 전신합병증, 췌장의 괴사를 초래할 수 있으며 췌장의 괴사가 감염된 경우 치사율은

30%에 이른다.
1

급성췌장염의 치료로 과거에는 국소합병증의 치료를 위한 외과적 초치가 주된 치료였으나 점차

병리기전이 밝혀지고 이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서 적절한 수액공급, 호흡기계와 순환기계의 관리,

예방적 항생제치료, 영양공급 등의 내과적 치료가 합병증의 예방과 치사율을 낮추는데 중요해지

고, 중재적 방사선과 내시경적인 처치술의 발달로 국소적 합병증의 내과적 치료가 빈번해지고 수

술적 치료를 대신하는 일이 가능해지고 있다.

급성췌장염의 내과적 치료의 궁극적인 목표는 췌장염에 의해 활성화된 췌장효소에 의한 췌장주

변과 전신적인 반응을 최대한 줄이고 동반될 가능성이 높은 다양한 국소 및 전신 합병증의 발생

을 예방하고 발생한 췌장염의 합병증의 치료를 하여 유병률과 사망률을 줄이고자 함에 있다.

중증 급성췌장염에 관련된 용어의 정의

형태적으로나 기능적인 이상이 이미 존재하는 만성췌장염에서 ‘급성췌장염’의 발생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급성과 만성 췌장염의 구분은 어렵다. 요즈음 대부분의 학자들은 1992년의 Atlanta

International Symposium에서의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2 여기에서는 급성췌장염은 ‘췌장의 급성 염증

의 과정으로 주변의 조직이나 멀리 떨어진 장기에 염증이 포함될 수도 있다’고 하였으며 복부전산

화 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CT)이나 내시경적 역행성 췌담관조영술(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icography ERCP)에서 만성췌장염의 소견이 없어야하며, 만성췌장염에서 동반된 ‘급

성 췌장염’의 발작은 만성췌장염의 악화로 본다고 하였다.

Atlanta Symposium에서는 급성췌장염에서 중증췌장염(severe pancreatitis)의 정의를 쇼크(수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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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riteria for severe acute pancreatitis


Organ failure

Shock: systemic blood pressure＜90 mmHg

Pulmonary insufficiency: PaO2＜60 mmHg

Renal failure: serum creatinine＞2 mg/dL

Gastrointestinal bleeding:＞500 mL/24 hr

And/or local complications

Necrosis

Abscess

Pseudocyst

Unfavorable early prognostic signs

≥3 Ranson's signs

≥8 APACHE-II points


Table 1. Atlanta International Symposium 1992: a clinically based classification
2


Mild acute pancreatitis

75% of attacks. Organ-system dysfunction minimal. recovery uneventful.

Pathology: mainly interstitial edema. Fat necrosis may be present.

Severe acute pancreatitis Complicated by life-threatening systemic complications or pancreatic collections

Systemic complications

Cardiovascular: SBP＜90 mmHg

Respiratory: PaO2＜60 mmHg

Renal: creatinine＞2 mg/dL after rehydration

Coagulation: platelet＜100 K/mm
3
, fibrinogen＜1 g/L, or FDP＞80μg/mL

Metabolic: hypocalcemia＜7.5 mg/dL

Gastrointestinal: hemorrhage＞500 mL/24 hr

Multiple organ-systemic dysfunction: Ranson or Glasgow scores＞2 or APACHE-II score＞7

Pancreatic collections

Pancreatic necrosis

Pancreatic abscess

Pancreatic pseudocyst


혈압 ＜90 mmHg), 호흡부전(PaO2＜60 mmHg), 신부전(혈청 creatinine＞2 mg/dL), 소화관 출혈(24시

간 출혈량＞500 mL) 등의 장기부전(organ failure)이 있을 때와 췌장이나 주변에 괴사(necrosis), 농

양(abscess), 가성낭(pseudocyst)이 있을 때로 하였다(Table 1). 그 외에도 Ranson의 판정기준 11개 중

3개 이상의 기준이 있거나 Acute Physiology and Chronic Health Evaluation (APACHE-II) 점수가 8

이상인 경우도 중증췌장염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Table 2).
2

그리고 dynamic contrast-enhanced CT에서 조영 증가가 되지 않는 췌장괴사를 진단할 수 있으며

괴사는 국소적 혹은 미만성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췌장조직이나 췌장주변의 지방괴사가 있을

때를 말하며 급성췌장염 발병 48～72 시간에 발생하게 된다. 급성 액체고임(acute fluid collection)은

췌장염 초기에 액체가 경계벽이 없이 췌장 내나 주변에 고이는 것으로 CT에서 외벽이나 캡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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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anson's riteria for severity of pancreatitis3,4


Parameter All etiology3 Biliary etiology4


At admission

Age ＞55 yr ＞70 yr

White blood cells ＞16,000/mm3 ＞18,000/mm3

Glucose ＞200 mg/dL ＞220 mg/dL

Lactate dehydrgenase ＞350 IU/L ＞400 IU/L

AST ＞250 U/L ＞250 U/L

During initial 48 hr

Hematocrit decrease of ＞10 mg/dL ＞10 mg/dL

BUN increase of ＞5 mg/dL ＞5 mg/dL

Calcium ＜8 mg/dL ＜8 mg/dL

PaO2 ＜60 mmHg Omitted

Base deficit ＞4 mEq/L ＞5 mEq/L
Fluid sequestration ＞6 L ＞4 L



없이 low attenuation mass로 보이고 췌장 내에 고일 때는 3 cm 미만의 크기이다. 3 cm 이상이면

괴사의 가능성이 크다. 급성 체액고임은 급성췌장염의 30～50%에서 볼 수 있으며 대부분 저절로

소실된다. 가성낭은 액체고임이 4～6주 이상 지속이 되면서 염증조직에 의한 벽이 형성되는 것을

말하며, 췌장농양은 급성췌장염이나 췌장 손상 후에 잘 둘러싸인 농이 복강 내에 형성되는 것으로

췌장 근처 가까이에 생기며 췌장괴사를 거의 포함하지 않는다. 주로 췌장염 발생 4주 이후에 생긴다.

그리고 Atlanta Symposium에서는 용어 중에 감염된 가성낭(infected pseudocyst)은 췌장농양으로

대체되었으며 출혈성 췌장염(hemorrhagic pancreatitis)과 plegmon이라는 용어는 폐기되었다.

급성췌장염의 중증도 판정

급성췌장염에서 중증도의 예측은 치료의 효과를 최대화하고 여러 장기의 손상을 막고 합병증을

예방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검사실 검사, 임상적 판단, 점수제, 혈청 표식자,

CT 소견 등이 쓰이고 있다.

급성췌장염 환자에서 혈색소(hematocrit)가 50%를 넘거나, 시간당 소변량이 30 cc 이하거나, 수축

기 혈압이 90 mmHg 이하거나, 맥박수가 분당 120회 이상의 빈맥을 보이면 혈관내 수분의 심한

소실로 즉각적인 수분 공급이 필요하며, 전혈의 백혈구수가 16,000/mm3이면 중증 감염을 의미하

며, BUN이 증가하면 급성 신부전의 가능성이 있으며, 대사성 산혈증이나 저산소혈증(SpO2＜90%)

이 있으면 심혈관계나 호흡기계 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므로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1. 점수 체계(Scor ing system)

급성췌장염의 중증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점수를 매기는 몇 가지 방법이 임상에서 쓰이고 있다.

1) Ranson 체계: Ranson 등에 의해 췌장염의 첫 48시간 동안 11가지의 징후들이 예후의 판단을



김호각：중증 급성췌장염의 내과적 치료

39

Table 4. Modified Glasgow's criteria for severity of pancreatitis
5


During initial 48 hr

Age＞55

PaO2＜60 mmHg

Albumin＜3.2 g/dL

Calcium＜8 mg/dL

White blood cells＞15,000/mm
3

AST＞100 U/L in biliary pancreatitis

Lactate hehydrogenase＞600 IU/L

Blood glucose＞180 mg/dL (omit if diabetic)

BUN after intravenous fluids＞96 mg/dL


위해 쓰이고 있다(Table 3).
3
경증 췌장염은 평균 1.6 Ranson 점수, 중증 췌장염은 평균 2.4이며 치

사 췌장염(lethal pancreatitis)은 평균 5.6이다. 치사율은 Ranson 지표가 2개 이하에서는 5% 미만이

고, 3～5개에서는 10%, 6개 이상에서는 60%에 이른다. 역시 Ranson 지표가 6개 이상이면 전신합

병증, 췌장괴사의 빈도가 높아진다. 또한 Ranson 지표는 췌장염의 원인이 알코올인 경우를 근간으

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1979년에 담석성 췌장염의 지표는 약간 수정되었다.
4

그러나 Ranson 기준을 이용한 췌장염의 중증도의 판정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정확한

Ranson 점수가 입원 48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으며 이 시기는 심한 췌장염의 경우에는 이미 장기

손상에 들어갈 수 있는 시기이다. 그리고 48시간 이후의 판정 기준이 없다. 그래서 중증도의 판정

에 Ranson 체계는 민감도가 57～85%, 특이도가 68～85% 정도이다. Ranson 점수의 가장 큰 유용도

는 심한 췌장염을 제외시키는 데에 있다.

2) Glasgow 체계: 스코틀랜드의 Imrie 등은 Ranson 지표 중 hematocrit, base deficit, fluid seques-

tration 등의 모호한 지표들을 빼고 알부민을 추가하여 비교적 측정하기 쉬운 8개의 지표들을 기준

치를 수정하여 입원 후 48시간동안 관찰하여 급성췌장염의 중증도를 판정하였다(Table 4).
5

Ranson

체계보다 민감도는 낮고 특이도와 양성예측도는 높으나 역시 예측이 입원 후 48시간이 되어야 가

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3) APACHE-II 점수: Ranson이나 Glasgow 지표는 췌장염에 특이적인 지표인 반면 APACHE 체계

는 급성 생리변수와 만성 건강평가 점수체계로 본질적으로 전신적 반응을 측정할 수 있다(Table 4).

APACHE-II는 Ranson이나 Glasgow 체계와는 달리 계속해서 측정함으로써 췌장염의 경과와 치료에

대한 반응을 모니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더 정확하다. 그러나 그 측정이 복잡하여 실지 임상

에서 쓰기에는 번거로운 단점이 있다.

첫 48시간에 APACHE-II 점수가 9 미만인 경우에 모든 췌장염 환자는 생존할 수 있으나 13 이

상인 경우는 사망할 확률이 매우 높다. 입원 당시와 48시간의 민감도는 낮으나 48시간의 특이도는

100%에 가깝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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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ute pancreatitis

AIP ANP

History and clinical aspects
Serum pancreatic enzymes

CRP >150 ㎎/L
PMN-elastase >120 ㎍/L

S-ALP >UNL, total bilirubin >UNL
S-ALT >1.4×UNL, S-AST/ALT ratio >1.0

Biliary AIP

ERCP

CE-CT

Patient with abdominal pain

Fig. 1. Algorithm for clinical decision-making in cases of acute pancreatitis. AP, acute pancreatitis; AIP, acute

interstitial pancreatitis; ANP, acute necrotizing pancreatitis; CE-CT, contrast-enhanced computed tomography; UNL,

upper normal limit.
9

2. 혈청학적 지표

췌장염의 중증도를 판단하기 위해 단일지표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있다.

혈청의 C-reactive protein (CRP)은 급성 염증기에 염증의 정도를 표시하는 물질인데 3～4일에 가

장 증가하며 급성췌장염의 증상이 시작 후 48시간의 CRP가 150 mg/L 이상이면 중증 췌장염의 예

측인자로 여겨지며
7

CRP는 췌장괴사를 확인하는데 93%의 민감도를 가진다는 보고가 있다.
8

CRP

는 쉽고 경제적인 검사이므로 급성췌장염의 중등도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표준이 될 수 있지만, 증

가하는데 48시간이 걸리며 괴사를 정확히 예측할지는 불확실하다.

중증 급성 췌장염에서는 중성구가 췌장에 침착이 되며 리소솜 단백분해효소(lysosomal protease)

인 elastase가 분비되어 췌장 괴사를 일으키게된다. Polymorphonuclear leukocyte (PMN)-elastase는 췌

장염의 진단에는 유용성이 없으나 췌장염의 중증도의 판단에 중요하다. Uhl 등의 조사에 의하면

PMN-elastase치의 증가는 부종성 췌장염과 괴사성 췌장염의 감별에 이용될 수 있으며
9
부종성인

경우는 증상 시작 하루만에 떨어지므로 조기에 판단할 수 있다(Fig. 1).

Interluekin-6 (IL-6)는 acute-phase-reactant 사이토카인으로 여러 가지의 염증세포에서 만들어지며

간에서의 CRP의 생성을 유도하는 물질이다. 중증췌장염에서 CRP보다 더 일찍 혈중 농도가 증가

하여 입원 첫날의 민감도가 100%, 진단 정확도가 95%로 CRP보다 높다.
10

Trypsinogen activation peptide (TAP)는 trypsin이 활성화되는 동안 trypsinogen에서 떨어져 나오는

펩티드로서 뇨중에는 췌장염 발병 48시간 내에 나타날 수 있으며 중증을 경증과 구별할 수 있는

표식자가 된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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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T grading of acute pancreatitis according to Balthazar et al
12,15


Staging Score

A. Normal pancreas 0

B. Focal or diffuse enlargement of pancreas, small fluid collection within pancreas 1

C. B plus involvement of peripancreatic fat 2

D. B and C plus single, ill-defined extrapancreatic fluid collection 3

E. B and C plus ≥2 ill-defined fluid collection and/or intra/peripancreatic gas 4


Necrosis (%)

0 0

＜33 2

33-50 4

≥50 6


Maximum score 10


3. CT grading

CT는 빠르게 비침습적으로 췌장, 복막, 후복막을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췌장염의 중증도를 판

정하는데 일찍부터 CT 소견을 이용한 여러 가지 분류 방법이 쓰여왔다. 가장 흔히 쓰이는 방법으

로 Balthazar 등은 5가지의 카테고리로 급성췌장염의 중증도를 다음과 같이 구별하였다(Table 5).12,13

Grade A: 정상 췌장

Grade B: 국소적 혹은 미만성 췌장 종대가 있지만 췌장 주변조직의 염증은 없는 것

Grade C: 췌장내 이상과 함께 췌장주변 지방조직의 염증이 동반된 경우

Grade D: 췌장종대와 함께 국소적으로 한곳에 췌액의 저류가 있는 경우

Grade E: 췌장 주변에 2곳 이상의 췌액저류 혹은 췌장이나 췌장주위 염증부위에 공기음영이 있는

경우이다.

이들의 조사에 의하면 A, B는 경하고 합병증이 없는 췌장염이며 D, E에서는 농양의 발생이나

사망률이 높으며 E의 반 정도에서 췌장괴사가 생기며 췌장 감염은 대부분 E에서 생긴다고 하였

다.14 이후에 Balthazar 등은 비조영 CT에서 A-E grading을 하여 0에서 4점을 부여하고 dynamic

contrast-enhanced CT에서 췌장괴사의 양을 정량화하여 0, 2, 4, 6점을 부여하여 최소 0에서 최고 10

점까지 점수제로 하여 췌장염의 정도를 구분하는 방법을 발표하였다(Table 4).15 이 방법에서 점수

는 췌장염의 사망률과 합병증의 발생과 매우 연관성이 높으며 점수 7～10의 경우 17%의 사망률과

92%에서 합병증을 보였다(Fig. 2).

4. 중증도 판정의 요약

경험이 있는 임상가의 임상적 판단이 정확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점수체계는 임상에서 일상으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만일 급성췌장염 환자가 중증으로 판단되면 Ranson 체계, APACHE-II 점수,

dynamic contrast-enhanced CT를 시행하여 괴사성췌장의 가능성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제 21차 한국간담췌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

42

3 6

17
8

35

92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0-3 4-6 7-10

(%
) Mortality

Complications

Fig. 2. Correlation of the CT severity index with mortality and complications in the patients with acute pancreatitis

(n=88).
15

Table 6. Appropriate measurement and bedside care in severe acute pancreatitis


Vital signs: at least hourly

Central venous pressure: at least hourly

Arterial blood gas analysis: at least every 12 hrs and at times every 1～3 hrs

Measurement of intake and output: at least every 8 hrs

Foley's catheter drainage: measure urine output every hr

Pulmonary artery pressure (from Swan-Ganz catheter): measure if indicated

Nasogastric tube with low intermittent suction, if indicated

Humidified oxygen at 2 L/min through nasal prongs or mask, if indicated

Record body weight daily

ECG daily

Blood test: CBC, electrolyte and BUN/creatinine daily, LFT every 2～4 ds


중증 급성췌장염의 내과적 치료

중증 급성췌장염은 전신적인 합병증에 의한 여러 장기의 기능부전과 췌장괴사에 의한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집중치료가 필요하며 중재적 치료나 수술의 적당한 시기의 판단이 요구된다. 중증 급

성췌장염의 내과적 치료의 주목적은 전신 합병증을 최소화하고, 췌장 괴사를 예방하고, 췌장의 염

증을 치료하고, 중재적 방사선이나 내시경을 이용하여 합병증을 치료하여 이환율과 치사율을 줄이

는 일이다. 이를 위해 다음의 치료가 있다.

1. 중환자실 관리

중증 급성췌장염 환자는 중환자실에서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를 모니터링하면서 순환기계, 호흡

기계, 신장, 간담도계의 지지가 필요하다(Table 6).

급성췌장염 치료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수액공급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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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맥압(central venous pressure)을 측정하여야 한다. 환자의 심혈관계 불안정이 있거나 과량의 수

액공급이 필요하거나 호흡기계 기능의 이상이 관찰될 경우에는 Swan-Ganz catheter의 삽입이 필요

하다. Swan-Ganz catheter를 통해서는 중심정맥압 뿐만 아니라 폐동맥압, 심박출량 등을 측정할 수

있으며 좌심방압을 의미하는 pulmonary artery wedge pressure (PAWP)를 측정함으로서 심장기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정확한 수액공급을 유지하여 적극적인 수액공급 치료를 할 수 있다.

2. 수액 공급

적절한 혈관내 용적을 유지하려면 췌장염 첫 수일간 하루 5～10 L의 수액공급이 필요하다.

Swan-Ganz catheter를 통해 수액과다로 인한 울혈성 심부전이나 폐부종을 피하면서 적절한 수액을

공급할 수 있으며 수액공급이 부족하면 탈수, 신부전, 췌장괴사의 진행 등이 초래될 수 있다. 수액

중 Dexran-60은 췌장의 미세혈류를 호전시킬 수 있고, 혈청 albumin이 2 g/L 이하이면 20% albumin

을, 혈색소가 25% 이하이면 packed RBC를 수혈하여 혈색소를 30～32%로 유지시켜 주어야 한다.

3. 호흡기계의 관리

저산소혈증(SpO2＜90%)이 발생하면 nasal prong이나 마스크를 통한 산소공급이 필요하며, 저산소

혈증이 교정되지 않으면 기도내 삽관 및 기계호흡이 필요할 수도 있다. 저산소혈증이 동반된 호흡

부전이 있을 때에는 Swan-Ganz catheter를 통해 울혈성 심부전(증가된 PAWP)과 호흡기계의 문제

(감소 혹은 정상의 PAWP)를 감별할 수 있다.

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ARDS)은 급성췌장염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심각한 호흡기계

합병증으로 호흡곤란과 진행성의 저산소증을 보이면서 높은 치사율을 보인다. ARDS에서는 폐포

의 모세혈관 삼투성이 증가되어 폐간질 부종이 생기므로 기도내 삽관과 함께 positive end-expiratory

pressure (PEEP) 기계 환기가 필요하다. ARDS는 소실되고 나면 기관지-폐 구조에 후유증 없이 회

복된다.

4. 순환기계의 관리

Swan-Ganz catheter를 삽입하여 적절한 수액공급을 통하여 울혈성 심부전이나 폐부종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여야 한다. 순환기계 합병증에서는 크게 울혈성 심부전에 의한 혈압저하, 심인성 쇼크

에 의한 혈압저하가 있으며 양자는 Swan-Ganz catheter로 구별이 가능하며, 전자에서는 이뇨제나

digoxin을 사용해야 하며 후자에서는 충분한 수액공급과 함께 dopmaine을 투여하여 췌장조직에 적

절한 혈액공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한다. Dopamine은 다른 혈관 수축제와는 달리 췌장으로의 미

세혈류에 손상을 주지 않는다.

5. 췌장감염의 예방

중증 급성췌장염의 30%에서 췌장 및 췌장주변 조직에 세균감염이 일어나며,
16
이는 여러 장기의

부전과 후유증을 초래한다. 세균감염은 췌장염 경과 중 늦게 일어나며 특히 괴사가 넓게 있는 경

우에 잘 생긴다. 췌장염으로 수술을 받는 환자 중 3주 째에 수술 받는 환자의 71%에서, 췌장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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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CT 유도하에 천자를 한 환자의 71%에서 감염이 확인이 된다.
17
그러나 20～50% 환자에서 입원

2주 내에 감염이 발생한다는 보고도 있어서 초기부터 췌장감염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며 췌장 괴

사가 있는 경우에 감염이 의심이 되면 CT 유도하에 천자를 하여 세균감염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괴사성 췌장염에서 감염을 일으키는 세균의 근원은 장관(gut)에서 오며 E. coli, Pseudomonas,

Klebsiella, 그리고 Enterococcus가 주균이며, 대부분 단일 세균에 의한 감염이다. 항생제를 사용 중

인 경우는 곰팡이 감염(fungal infection)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예후가 더 불량하다.

괴사성 췌장염에서 세균감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는 다음의 몇 가지가 있다.

첫째, 장관이 췌장의 세균감염의 재료이기 때문에 경구로 장관에서 흡수가 되지 않는 항생제를

투여하면 췌장감염을 줄일 수 있다는 이론이다. 무작위 연구에서 경구로 norfloxacine, colistin,

amphotericin을 투여한 경우 그람음성균의 감염을 줄여서 치사율을 줄인 보고가 있다.
18

둘째,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정맥주사하는 방법이다. 항생제 중에는 imipenem, 3세대 cephalosporin,

piperacillin, mezlocillin, fluoroquinolone, 그리고 metronidazole은 췌장조직으로 침투가 잘되어서 췌장

감염의 예방에 효과적이고 ampicillin과 1세대 cephalosporin, aminoglycoside는 췌장조직으로 침투가

되지 않는다. 장내세균의 감염에 의한 췌장감염은 Pseudomonas의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imipenem이 가장 좋은 선택이지만 무작위 다기관 연구에서 예방적인 imipenem 정맥주사로 감염은

줄일 수 있지만 치사율에는 영향이 없었다. 여덟 개의 비교연구를 meta-analysis한 보고에서는 중증

급성췌장염에서 예방적 항생제의 투여는 치사율을 줄일 수 있었으며
19
최근의 meta- analysis에서는

괴사성 췌장염에서 예방적 항생제 사용은 패혈증을 21% 줄일 수 있었다.
20

그러나 예방적 항생제 사용은 췌장에서 항생제 내성균의 교대성장과 Candida의 기회감염을 일

으킨다. Candida 감염은 항생제를 여러 가지를 동시에 그리고 오래 사용한 경우에 잘 생기며 치사

율이 매우 높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항생제를 사용중인 92명의 괴사성 췌장염 중에서 22명이 Candida

감염이 생겼고 사망률이 3.4배나 높았으며 항생제를 오래 사용한 경우에 Candida 감염이 더 흔했

다.
21
항생제를 사용 중에도 고열이 있으면 혈액배양과 함께 CT 유도하에 췌장 천자를 다시하여

교대감염이나 Candida 감염을 확인해야한다.

세 번째로 혈관 영양(parenteral feeding) 대신에 장관 영양(enteral feeding)을 하여 gut barrier integrity

를 유지하고 중심정맥 도관을 통한 세균의 유입을 막는 것이다.

6. 췌장괴사의 감염의 치료

괴사성 췌장염에서 백혈구가 20,000/mm
3
이상 증가하고, 고열이 있고 organ failure가 일주일 이

상 지속이 되면 괴사의 감염으로 보고 재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복부 CT를 촬영하여 gas bubble이

후복강이 있으면 감염된 괴사로 진단할 수 있고, 경피적으로 CT 유도하 천자를 하여 얻은 천자물

을 Gram 염색과 배양을 한다. 대부분 Gram 염색에서 균을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 균은 E. coli,

Pseudomonas, Klebsiella, Staphyloccocus aureus이며 때로는 Candida 종일 경우도 있고, 80% 이상에

서 단일 감염이다.

췌장의 세균감염이 확인이 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debridement을 해야하며 현재까지는 수술적

debridement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수술적 치료의 이환율과 치사율이 높고 입원기간이 길어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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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괴사가 외벽이 형성되어있거나 췌장주변조직의 괴사가 장관과 접촉이 좋으면 내시경적 배

액을 시도할 때도 있다.
22
이 경우는 10-Fr 도관으로 위벽 혹은 십이지장벽을 통한 내배액을 하고

7-Fr 도관으로 비낭배액(nasocystic drainage)을 유치시켜 자주 관류를 시행해야한다.

중재적 방사선을 이용하여 구경이 큰 관류용 도관을 괴사가 된 부위에 넣을 수도 있다.
23
이 경

우는 여러 개의 도관을 넣는 것이 바람직하며, 췌장 수술을 피할 수 있거나 환자의 전신 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수술을 연기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내과적 배액은 적절한 환자의 선택이 필요하고 기술적으로 전문가가 필요하며 합병증이

생기면 응급수술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며, 시술 후에 누공이 잘 생기는 문제가 있다.

감염이 없는 무균성 괴사도 7～10일의 내과적 치료에 임상적 호전이 없으면 CT 유도하에 흡인

을 해서 감염을 확인해 보고 감염이 없으면 4주정도 더 치료하고, 이후에도 전신증상의 호전이 없

으면 수술이 필요하다.

7. 영양공급

중증 췌장염에서는 금식의 기간이 길어지므로 영양공급이 중요한 문제이다. 과거에는 장마비,

췌장염에 의한 통증, 장관을 통한 영양공급에 의한 췌장의 자극 등이 염려가 되어 비경구적인 혈

관 급식(parenteral feeding)만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장마비만 없어지면 장관 급식(enteral

feeding)을 바로 시작하는 경향이다. 장관 영양은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intestinal barrier를 유지시켜

장관으로부터의 세균의 이동을 막아주고, 혈관 영양에서의 도관 감염에 의한 패혈증을 피할 수 있

게 해 준다.

1) 장관 영양(Enteral nutr ition): 내시경 작업구를 통해 혹은 투시경 하에 7-12 Fr의 비공장 급식튜

브(nasojejunal feeding tube)를 십이지장 제3부 혹은 Treitz ligament 보다 원위부에 장착시켜서 관을

통한 급식을 하면 췌장의 자극없이 영양을 공급할 수 있다. 혈관 영양에서보다 괴사의 감염, 농양

등의 췌장염의 합병증이 적고
24
췌장염의 중증도와 CRP와 같은 급성 염증 소견이 호전이 되며25

비용면에서 혈관 영양의 4분의 1로 경제적이다.26 급성췌장염에서 비공장 급식튜브로는 고단백, 저

지방 식이를 주입한다.

2) 경구 급식투여의 시작: 중증 급성췌장염에서는 복통과 압통이 없어지고 합병증이 없으며 amylase

치가 거의 정상이 되면 경구 급식을 시작한다. 그러나 amylase치가 완전히 정상이 될 때까지 기다

릴 필요는 없다. CT의 소견도 경구 급식의 시작의 기준이 되지는 못한다. 퇴원 후 수개월이 지나

도 CT에 염증소견이 남아 있을 수도 있다.

첫 24시간에는 100～300 cc의 물을 4시간마다 투여하고 다음날 같은 양의 유동식을 투여해 본

다. 영양소는 탄소화물이 50%를 넘게 하면 췌효소의 분비를 줄일 수 있으며 매식사 때의 전체 칼

로리는 150～160 Cal에서 600～700 Cal까지 차차 증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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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담석성 췌장염의 내시경 치료

담석이 총담관 말단이나 팽대부에 감돈되면 췌관의 폐쇄를 일으키거나 담액의 췌관으로의 역류

를 일으켜서 담석성 췌장염이 생긴다. 담석이 팽대부를 빠져나와 버리면 췌액의 흐름이 자유로워

져서 경증의 췌장염을 일으키며 특별한 치료 없이 호전된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혹은 수일간 지속

적으로 췌관을 막으면 화농성 담관염과 함께 중증의 췌장염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응급

으로 담관 괄약근절개술(biliary sphincterotomy, EST)을 하고 담석을 제거해 주어야 한다.

중증의 담석성 췌장염에서 응급으로 시행하는 담관 괄약근절개술 및 담석의 제거의 필요성에

관한 무작위 조사는 이제까지 4개의 연구가 있었다.

가장 먼저 1988년에 영국의 Neoptolemos가 발표한 것으로 이들은 121명의 경증 혹은 중증의 환

자를 무작위로 72시간 내의 ERCP 혹은 보존적 치료를 선택하였다.
27
그 결과 중증 췌장염에서 담

석이 더 많았으며, ERCP군에서 보존적 치료군보다 췌장염의 합병증은 적었으나 사망률은 차이가

없었다. 다음으로 1993년 Hong Kong group이 195명의 중증 및 경증의 환자를 24시간 내에 무작위

로 ERCP 혹은 보존적 치료를 결정하였고, 보존적 치료군이 악화되면 ERCP를 시행하였다.
28
이들

의 조사에서는 ERCP군에서 보존적 치료군보다 합병증의 발생과 사망률이 모두 낮았다. 또한 이들

의 조사에서는 biliary sepsis가 모두 보존적 치료군에서만 있었고 보존적 치료로 악화되는 환자의

91%에서 biliary sepsis가 있었다. 저자들은 중증이나 경증이면서 biliary sepsis가 있는 췌장염에서는

24시간 내의 ERCP가 필요하며, 경증에서는 결과의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1997년 독일에서는

multicenter study로 담관 폐쇄가 없는 238명의 담석성 췌장염 환자를 대상으로 72시간 이내의

ERCP 혹은 고식적 치료를 무작위로 선택하였다.
29
이들의 성적은 앞의 두 조사와는 달리 두 군에

서 합병증과 사망율의 차이가 없었다. 특이하게도 이들의 조사에서는 호흡부전이 ERCP군에서 더

많았다. 저자들은 황달이 없는 급성 담석성 췌장염에서 조기의 ERCP는 장점이 없다고 하였다. 그

러나 이들의 조사는 한 병원당 년간 담석성 췌장염 환자수가 2.4명밖에 안되고, 치사율과 호흡부

전의 빈도가 너무 높아서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마지막 연구로 초록만 발표된 Polish study가

있다. 이들은 급성 담석성 췌장염이 있는 모든 환자에서 ERCP와 EST가 필요하며, 또한 72시간 이

후보다 24시간 이내의 조기 ERCP가 사망과 합병증을 줄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들 4개의 무작위 연구를 meta-analysis해보면 합병증을 줄이는 absolute risk reduction rate는

13.2, 사망을 줄이는 absolute risk reduction rate는 3.9로, 조기 ERCP와 EST는 이환율(morbidity)과

사망률(mortality)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며, 모든 환자에서 추천이 되며, 특히 중증에서 이점이

있다고 하겠다.
30

NIH conference에서 발표된 담석성 췌장염에서의 ERCP의 적응증을 요약하면 담낭절제술을 하기

전에는 담관염이 동반된 경우, 담관 담석이 막고 있어서 황달이 있는 경우, 중증 췌장염인 경우,

입원 중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이며, 담낭절제술 이후에는 수술 중 담관담석을 제거하지 못한 경우이다.

9. 활성화된 췌장효소에 대한 약물치료

췌액 분비 억제기능을 가진 somatostatin과 octreotide의 치료효과는 급성췌장염에서 현재까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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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임상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충분한 합일점이 없는 상태이다. 1998년에 여러 임상연

구들을 meta-analysis한 결과를 보면 심한 급성췌장염에서 치사율은 somatostatin의 경우 22.7%에서

9.8%로, octreotide의 경우 25.6%에서 14.4%로 의미있게 줄었으나 췌장염의 합병은 두 약제 모두

의의 있게 줄지는 않았다고 보고되었다.
31
과거 무작위, 이중맹검 연구

32
혹은 무작위, 대조임상 연

구에서
33

octrotide는 급성췌장염의 치료에 효과가 없다고 하였으나, 최근의 무작위 연구에 따르면

Ranson 기준이나 전산화단층촬영 소견에서 심한 췌장염으로 판단된 경우에 octreotide를 피하주사

한 경우가 비교군에서 보다 패혈증, ARDS 등의 합병증도 적었고 사망률도 적었음이 보고되었다.
34

여러 연구의 투여용량과 기간은 somatostatin의 경우 대부분 250μg/h로 정맥주사를 3～7일 정도

로 하였고, octreotide 경우는 100～200μg을 하루 3회 7～10일정도 피하주사 하였다. 투여 양과의

관계는 투여 양이 많은 경우 혹은 대량으로 투여한 경우가 췌장염의 치료 효과가 더 좋았다고 보

고된 경우가 있다.
35

Pancreatic protease inhibitor인 gabexate mesilate는 중증 급성췌장염이나 ERCP 후의 췌장염의 예방

목적으로 사용되어왔다. 급성췌장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1991년 gabexate mesilate를 췌

장염 초기에 정맥주사를 하면 심한 췌장염에 의한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중등도의 췌장염에서 통

증과 고아밀라제형증을 호전시킨다는 보고가 있은
36
이후 몇 몇 보고에서는 심한 췌장염에서 사망

률을 줄이고 심한 합병증을 줄여서 수술의 필요성을 감소시킨다고 하였으며,
37,38

1998년의 meta-

analysis에서는 gabexate mesilate는 중증 급성췌장염에서 사망률은 줄일 수 없고 합병증은 줄여서

수술의 필요성은 감소시킨다고 하였고, 경한 췌장염에서는 경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하였

다.
39
그러나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중맹검 연구에서는 gabexate mesilate가 급성췌장염의 치료

에 효과가 없으며 합병증이나 사망률을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

다.
40

10. 췌장염 합병증의 치료

1) 췌장 가성낭: 크기와 상관없이 증상이 없는 가성낭은 치료가 필요 없다. 초음파로 3～6개월

간격으로 추적하면 충분하다. 그러나 복통, 고열과 한기 등의 새로운 증상이 있으면 치료를 하여

야 한다.

내과적 치료로는 우선 경피도관배액술(percutaneous catheter drainage)이 있다. 크기가 커지는 가성

낭이나 감염이 된 가성낭 양쪽 다 치료에 효과가 있다. 그러나 가성낭과 췌관사이에 누공에 의한

교통이 저명하던지 췌관의 하류가 폐쇄가 있으면 가성낭으로 췌액이 계속 고여서 경피도관배액술

로는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배액관 삽입 전에 ERCP를 하여 췌관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ERCP에서 조영제가 가성낭으로 채워지던지 가성낭으로 조영제가 들어가지 않으며

전체 주췌관이 조영이 되면 경피도관배액술이 성공할 수 있다. 배액관으로 하루 5～10 cc 미만이

배액될 때까지 두며 octreotide 200μg을 8시간 간격으로 피하주사를 주면 더 도움이 된다.

다음으로 내시경적 배액술로 2가지가 있다. (1) 내시경으로 낭위루술(cystogastrostomy)이나 낭십

이지장루술(cystoduodenostomy)을 하거나 (2) 췌관에 유두부에서 스텐트 삽관술(endoscopic retrograde

pancreatic drainage, ERPD)이 있다. 먼저 ERCP로 췌관조영술을 시행하여 가성낭이 췌관과 교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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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ed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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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ee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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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lgorithm for management of severe acute pancreatitis (Modified from reference 41).

없으면 전자를 선택한다. 전자는 가성낭이 위의 대만부나 십이지장의 벽에 접촉해 있는 경우 내시

경으로 위벽 혹은 십이지장 벽을 통해 가성낭을 천자하여 double-pigtail 도관을 삽입하고 관류를

위해 비낭도관(nasocystic drainage)을 추가로 삽입한다. 3～4주 후 CT에서 가성낭이 폐쇄되면

double-pigtail 도관을 제거한다. 가성낭이 ERCP에서 주췌관과 교통이 있으면 ERPD로 유두부를 통

한 스텐트를 가성낭 안으로 혹은 가성낭을 지난 주췌관 상부까지 거치하면 가성낭의 크기가 줄

수 있다.

내시경적 배액술의 합병증으로는 출혈, 감염이 있고, 장기간의 배액관의 유치에 의한 췌관의 변

화로 인한 만성췌장염의 발생의 가능성도 있다.

2) 췌장 농양: 급성 췌장염 후반기에 췌장주변에 농양이 생기면 경피도관배액술이나 수술적 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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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괴사의 감염에서보다 사망률이 낮다.

중증 급성췌장염의 치료의 추천

증증 급성췌장염으로 추정되는 환자는 우선 early resuscitation 후에, 먼저 기본 검사실 검사와 복

부 CT나 초음파검사로 담석성 췌장염인지 다른 원인인지 판단하고 APACHE-II나 Ranson 체계로

중증도를 확인한다. 원인이 담석성이면서 담석이 팽대부에서 감돈되어 있거나 담관염이 동반되거

나 중증의 췌장염이거나 입원 중 악화가 보이면 ERCP와 담관 괄약근절개술을 응급으로 시행하여

담석을 제거한다. 이후 담석성 혹은 비담석성에서 중증 췌장염이나 합병증이 의심되면 contrast-

enhanced CT(CECT)를 시행한다. CECT는 괴사의 확인을 위해 입원 2일 이후에 시행하는 것이 좋

다. 췌장괴사가 30% 이상이면 imipenem을 정맥 주사한다. 일 주일 간의 imipenem에 호전이 없으면

CT 유도 하에 천자하여 괴사의 감염을 확인하고 감염이 있으면 응급으로 수술적 치료로 괴사조직

을 제거하여야 한다. 감염이 없으면 3주간 더 항생제를 투여한다. 합병증은 병원이나 기관에서 가

능한 수단으로 내과적 혹은 수술적 치료를 한다(Fig. 3).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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