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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장절제 후 췌장기능의 변화 및 경구용 소화효소제의 역할
구가톨릭 학교 의과 학 내과학교실

김      호      각

Luncheon Symposium

서      론

췌장의 외분비 기능(pancreatic exocrine function)은 

췌장에서 분비되는 췌효소(pancreatic enzyme)의 복합물, 
즉 탄수화물 분해효소인 amylase, 단백 분해효소인 pro-
tease, 지방 분해효소인 lipase를 이용하여 섭취한 여러 

영양소의 소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췌장외분비 부전(exocrine pancreatic insufficiency)은 

이런 췌효소의 부족으로 영양소의 흡수 장애(malabsorp-
tion)를 일으켜 관련 증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전체 췌장

외분비 능의 90% 이상의 소실이 있을 때에 일어난다.1

 췌장외분비 부전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는 만성췌장

염이 있으나 그 외에도 췌장이나 십이지장 팽대부의 종

양에 의한 췌관의 폐쇄도 있으며, 위나 췌장의 절제에 

의한 췌장 실질의 감소도 원인이 된다. 서양에서는 십이

지장췌장절제술 후 55∼100%에서 췌장외분비 부전의 증

상이 있다고 하나
2 식이에 지방 성분이 적은 우리의 경

우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여겨진다.
췌장외분비 부전의 증상은 지방변, 체중 감소, 식후 

복통, 영양실조와 같은 저명한 증상도 있으나, 경하게는 

식후 복부 가스 팽만, 증가된 장 운동음, 역한 냄새가 

나는 많은 양의 대변, 무른 변, 비타민 부족, 미소영양분

의 부족 등의 증상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

는 영양 부족, 심혈관 이벤트 등으로 같은 연령, 같은 

성별에 비해 4∼5배 사망률이 높다고 한다.3 

췌장외분비 부전의 효과적인 치료는 영양실조를 막고 

췌효소 부족에 의한 증상을 없애고, 장기적으로 체중을 

유지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현재까지 밝혀진 효

과적인 췌장외분비 부전의 표준 치료는 췌효소 대체요

법(pancreatic enzyme replacement therapy)이다. 주로 

만성췌장염에 의한 췌장외분비 부전에 대한 췌효소 대

체요법이 많이 연구되어 왔으며 체효소의 제형, 투여 방

법, 투여 시간, 투여량 등이 비교적 잘 밝혀져 있다. 그
러나 췌장 절제 후의 췌장부전의 증상은 그다지 큰 관

심을 끌지 못하고 있으며 치료도 소홀히 하고 관과되는 

면이 크다.

본 발표에서는 췌장 절제술 후의 췌장의 변화에 의한 

췌장외분비 부전에 의한 증상과 췌효소 치료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본      론

1. Diagnosis of pancreatic exocrine insuffici-

ency after surgery

췌장절제 후의 췌외분비 부전의 증상은 흡수 장애에 

의한 증상, 즉 체중 감소가 동반되는 영양실조(malnutri-
tion), 지방변(steatorrhea), 지용성 비타민 부족(특히 비

타민 A, D, E, K)가 있으며, 내분비 부전의 증상으로는 

당뇨병의 발현이다.
췌장 절제술 후의 췌장외분비 부전의 기전으로는 1) 

식사와 췌장 분비의 시간조화의 불일치(post-cibal asyn-
chrony), 2) 섭취한 단백질과 지방이 문합부로 우회 통

과로 인한 췌장외분비 자극의 감소, 3) 췌장 실질 양의 

소실, 그리고 4) 기존의 췌장질환으로 인한 기능 감소 

등이 있다
2.  

췌장절제 후의 췌장외분비 부전의 진단은 1) 임상 증

상의 판단, 2) secretin stimulation test (secretin자극검

사)와 같은 직접적인 췌장 외분비 기능의 확인, 3) 췌장 

외분비 기능을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대변 elastase-1감소

의 확인, 4) 지방 제한식을 한 후 24시간 혹은 72시간의 

대변 지방 배출을 측정하는 지방흡수계수(coefficient of 
fat absorption) 등의 방법이 있다.

1) 이중에 임상 증상으로 판단하는 것은 가장 쉽고 흔

히 임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상의 식사에서 

지방변을 경험하며 정상의 식사로 인한 영양섭취에서 

체중 감소가 있는 경우는 췌장외분비로 의심할 수 있다. 
2) 다음으로 직접 췌장외분비 기능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교과서적인 방법이 있으나 가장 쉽

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secretin 자극검사가 있다. Sec-
retin 자극검사는 secretin 1 U/Kg을 정맥 주사하고 위

액을 제외하고 십지지장에서 채취한 분비액을 모두 모

아서 분비액의 양이 시간당 2 mL/Kg 이상이면서 bi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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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ate (HCO3−) 농도가 80 mmol/L 이상이면 정상이

다. 그러나 췌장절제술을 받은 경우는 secretin 정맥 주

사 후 분비되는 췌액의 정확한 채집이 어렵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불가능하다. 
3) 최근에는 쉽게 췌장외분비 부전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변의 elastase-1의 존재를 확인하는 방법

(ScheBoⓇ Pancreatic Elastase 1 Stool Test, Biotech AG, 
Germany)이 임상에서 적용되고 있다. Elastase는 췌장에

서 분비되는 단백분해효소로 위산에 잘 파괴되지 않고 

말단회장을 통과하는 효소로 ELISA를 이용한 elastase-1
의 정량을 이용한 췌장외분비 부전의 진단은 비침습성 

검사이며 키트를 이용하여 쉽게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진행된 외분비 부전의 진단에서는 민감도와 특이도가 

매우 높으나 초기의 외분비 부전의 진단에서는 민감도

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4 대변의 elastase가 50 U/g 이
하이면 외분비 부전으로 진단할 수 있다.2 우리 나라에

서도 키트가 수입이 되어서 이 검사가 가능해졌지만 아

직 보험급여가 되지 않아서 일부 기관에서 임상시험용

으로 이용되고 있다. 
4) 다음으로 지방흡수계수는 서양에서는 gold stand-

ard로 간주되며 간접적으로 췌장외분비 기능을 확인하

는 방법으로 5일간 하루 100∼120 g의 지방을 섭취 후 

72시간 동안 대변을 모아서 대변에 포함된 지방의 양을 

측정하는 것으로 24시간에 5∼7 g 이상의 지방이 포함

되는 경우 지방의 흡수가 장애가 있는 것으로 외분비 

부전으로 진단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식의 정량이 어렵

고 72시간 동안 대변을 채집하는 것이 번거로워서 실지 

시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췌장

외분비 부전의 진단은 각 병원의 특성에 맞추어서 적용

하여야 한다.

2. Pancreatic exocrine function after pancrea-

tic resection

1) 췌장절제술의 종류에 따른 대사장애: 상당 부분의 

췌장절제술을 받은 경우에 췌장의 내분비 혹은 외분비 

능력은 떨어지게 되며 이는 췌장의 절제 범위, 수술의 

형태에 따른 절제 부분, 그리고 절제 당시의 췌장 질환

에 좌우된다.
전통적인 pancreatoduodenectomy (PD, Whipple씨 수

술)나 pylorus-preserving pancreatoduodenectomy (PPPD)
의 경우는 수술 후 외분비능의 감소가 있어서 충분한 

췌효소제를 투여하여도 체중의 회복이 어렵게 된다. 이
에 반해 윈위부 췌장절제술(distal pancreatectomy), 부분 

절제술, duodenum preserving pancreatic head resec-
tion (DPPHR) 등의 수술 후에는 췌장 외분비능은 잘 보

존되어서 췌효소제의 투여가 필요가 없을 수 있다. 그러

나 이런 수술의 경우도 수술 전의 췌장이 만성췌장염이 

심한 경우는 외분비 부전이 초래될 수 있다.
PD와 DPPHR의 메타 분석에서 3개의 연구를 체계분

석 결과 DPPHR 군이 PD 군에 비해 비교위험도 0.2로 

췌장 외분비 기능의 손상이 적었다(p<0.01)는 보고가 있

다.5 전췌장절제술을 받은 경우는 보다 더 심각한 췌장 

외분비 및 내분비능의 결함을 초래하게 된다. 최근의 성

적에 의하면 전췌장절제술을 받은 경우에 5년 생존율이 

8%로 췌장십이지장절제술의 경우에 버금가며6 이런 장

기간의 생존율이 높아지면서 수술의 합병증 외에도 수

술 후의 대사장애가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2) 전췌장절제술 후의 대사장애의 특징: 전췌장절제

술 후에는 수술 직후 초기에 수술로 인한 위장관의 운

동 장애, 흡수와 분비이상으로 심한 설사가 나타난다. 
이어서 췌장조직의 소실로 외분비 기능의 전체 상실에 

의해 소화 장애(maldigestion)와 흡수 장애(malabsorp-
tion)로 인해 지방변과 변으로 과다한 수분 소실이 생긴

다. 이러한 설사, 지방변, 대변으로의 수분 소실은 체중 

감소로 이어져 과거 보고에서는 30∼40%의 체중감소가 

있으며 체중유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리고 체

효소제를 투여하면 지방변과 체중감소는 어느 정도 조

절되어도 장기적으로 지용성 비타민과 칼슘 등의 영양

소의 결핍을 초래할 수 있다.

3. Pancreatic enzyme replacement therapy for 

pancreatic exocrine insufficiency

1) 췌장 외분비부전은 왜 치료가 필요한가?: 췌장 외

분비부전의 경우 반드시 췌장성 복통과 지방변이 필연

적으로 오는 것은 아니다. 지방 흡수부전을 치료하지 않

으면 체중 감소, 혈중 micronutrient, 지용성 비타민과 

liprotein의 부족 등으로 영양실조와 관련된 합병증, 심
혈관계 증상 등으로 조기 사망하는 경우가 많으며, 골다

공증의 인한 골절, 빈번한 감염 등이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복통과 지방변이 없더라도 췌장 외분비부전이 

진단되면 조기에 치료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2) 어떤 췌효소가 부족하게 되는가?: 췌장에서 분비

되는 효소는 단백분해(proteolysis)와 위산에 의해 불활

성화되는데 실지 말단공장에서 amylase 활성도는 대부

분 남아있으며, trypsin 활성는 20%가 남아있으나 lipase 
활성도는 1% 정도만 남아있게 된다. 

췌장에서 분비되는 소화 효소 중 lipase의 결핍이 있

으면 식이 중의 중성지방산이 분해가 안되어 설사, 지방

변(steatorrhea)이 생긴다. 췌효소에 의한 지방가수분해에

는 lipase가 필수이며 가수분해된 지방산이 소장에서 흡

수가 되기 위해서는 유리지방산이 담즙산과 micelle을 

형성하여야 하며, micelle형성을 위해서는 십이지장의 

pH가 췌장에서 분비된 bicarbonate에 의해 알칼리 쪽으

로 높아져 있어야 한다. 즉 췌장성 지방변의 치료를 위

해서는 lipase의 투여와 함께 십이지장의 pH가 4 이상

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췌효소 중 trypsin과 chymo-
trypsin이 부족하면 단백변(azotorrhea)이 초래되나 tryp-
sin과 chymotripsin은 lipase에 비해 위산에 강하며, 소
장에서도 peptidase가 분비되며(intestinal peptidase), 경
구용 췌효소 투여로 쉽게 단백변이 소실될 수가 있다. 



Luncheon Symposium

133

상품명 매 회사 제형 성분함량

Pancreatic enzyme activity

(USP unit) 응증

Lipase Protease Amylase

Norzyme

Norzyme

Beszyme

Festal gold

L-zyme

Barozyme

Bearse

Panburon

한국팜비오

한국팜비오

동아제약

한독

삼진제약 

동성제약

웅제약

원제약

Enteric-coated

 capsule, micortablet

Enteric-coated

 capsule, micortablet

Tablet 

Enteric-coated tablet

Enteric-coated tablet 

Enteric-coated tablet

Enteric-coated

 granule

Enteric-coated tablet 

Pancreatin 457.7 mg

Pancreatin 162.7 mg

Pancreatin 400 mg

 bromelain 30 mg

Lipase 15 mg

 pancreatin 150 mg

Pancreatin 400 mg

Pancreatin 400 mg

Lipase 15 mg

 pancreatin 78.6 mg

Pancreatin 212.5 mg

 metoclopromide

25,000

10,000

12,000

19,600

12,000

12,000

24,000

6,360

78,125

30,000

30,000

12,000

30,000

30,000

4,200

16,000

93,375

37,000

40,000

15,000

40,000

40,000

7,800

21,000

*

*

†

†

†

†

†

보험
†

여

USP, United States Pharmacopoeia. *외분비 췌장효소장애, 만성췌장염, 췌장암으로 인한 췌담  폐쇄, 장  수술후  췌장

제술후 소화장애에 응증, 비 여. †소화불량, 식욕감퇴, 과식, 식체, 소화 진, 소화불량으로 인한 부 팽만감, 가스제거에 응증, 

비 여. 

Table 1. 시 에서 처방될 수 있는 lipase 10,000 단  이상의 췌효소제

췌장부전에서 amylase가 부족하면 탄수화물의 분해가 

되지 않으나 타액의 amylase가 보상적으로 증가하며 경

구용 췌효소 투여로 쉽게 해결될 수가 있어서 amylase 
부족에 의한 탄수화물의 흡수장애는 별 문제가 되지 않

는다. 
췌장 외분비 부전에서는 amylas나 protease의 부족 

보다는 lipase의 부족이 더 광범위하며 임상적으로 문제

가 된다. 그렇지만 lipase, protease, amylase가 동시에 

골고루 부족하기 때문에 세 효소를 동시에 투여하여야 

하며 췌효소제 요법의 목적은 외분비 췌장기능부전을 

보전해주고 외분비기능의 소실에 의한 증상의 치료에 

있다. 
3) 어느 정도의 지방변에서 췌효소제 요법을 시작하

나?: 췌장 분비능이 정상의 10% 미만이 되면 지방과 단

백질의 흡수 장애에 의한 증상이 생긴다.1,7 췌장 외분비 

부전에 의한 흡수 장애의 가장 저명한 증상은 지방변이

지만 정상의 식사에서 복강에서 소리가 많이 나거나(고
창, meteorism), 방귀가 많거나(방귀, flatulence), 소화불

량이 있거나(dyspepsia), 통증이 있는 경우(pain) 등도 

흡수 장애의 초기 증세에 해당되므로 췌효소제 투여를 

시작할 수 있다. 지방변이 저명하거나 일반적으로 하루 

지방소실이 15 gm 이상 혹은 체중이 감소되고 있는 경

우는 반드시 췌효소제 치료를 시작하여야 한다. 
4) 어느 효소가 얼마나 필요한가?: 흡수장애를 치료

하기 위해서는 십이지장으로 전달되는 췌효소의 양이 

췌장의 최대 분비능의 5∼10% 정도가 되어야 하며,7 췌
효소가 위나 십이지장에서 변성이 없다면 매 식사마다 

약 최소 25,000∼30,000 단위의 lipase를 섭취하여야 한

다. 이는 하루 약 5∼10 g의 pancreatin에 해당한다. 상
품화된 pancreatin은 대부분 돼지 췌장 추출물로 만든 

것인데 제조공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1 g의 pan-
creatin에는 30,000 FIP (Federation Internationale 
Pharmaceutique, I FIP=1 United States Pharmacopoeia)
의 lipase 활성도, 1,200 FIP (1FIP=62.5 USP)의 protease 
활성도, 24,000 FIP (1 FIP =4.15 USP)의 amylase 활성

도가 포함되어 있다. 경구 섭취한 pancreatin은 위 소장

을 지나면서 활성도를 많이 소실하게 되는데 이중 tryp-
sin은 22%, lipase는 8%만이 ligament of Treitz에서 그 

활성도를 유지할 수 있다.8 결국 췌장효소제 요법의 효

과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lipase의 투여 양이다. 췌장절

제술을 시행 받은 경우는 문합술의 방법에 따라 다르겠

지만 췌장 분비액이 십이지장-췌장 문합 부분에서 위액

의 산과 만나서 비활성화 될 수 있으므로 비활성화가 

정상 구조보다 적을 수 있으나 그 차이는 정확히 계측

하기가 어려우며 위산분비를 줄이는 H2 길항제나 pro-
ton pump inhibitor를 투여하여 위산을 줄이면 췌효소

의 비활성화를 줄일 수 있다. 
시중에서 시판되는 췌장효소제는 pancreatin이 300∼

400 mg 이상이 되는 제품의 경우 매 식사마다 3정 정

도, pancreatin양이 적은 경우는 5∼6정의 투여가 필요하

다(Table 1). 췌효소제의 투여는 위산에서의 파괴를 막고 

십이지장에서 활성화하기 위해 H2 수용체 길항제나 프

로톤 펌프길항제(proton pump inhibitor)를 동시에 투여

하여야 한다.
5) 건강보험 인정범위: 시판되는 췌효소제는 성분이 

pancreatin, pancrealipase 혹은 lipase를 주 성분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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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제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pancreatin이 400 
mg이 포함된 제재인 경우 식사 때에 2-4 캡슐, 간식 때

에 1-2 캡슐을 투여하면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lipase, protease, amylase의 소화력을 같이 포함하고 있

는 췌효소제는 노자임 캡슐(한국팜비오)이 췌외분비 장

애, 만성췌장염, 췌장암으로 인한 췌담관 폐쇄, 위장관 

수술후 및 췌장절제술후 소화장애에 적응증으로 인정받

고 있으나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으며, 나머지 약제는 

소화불량, 식욕감퇴, 과식, 식체, 소화촉진, 소화불량으로 

인한 위부 팽만감, 가스제거 등이 적응증으로 되어 있으

며 역시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Table 1). Lipase
나 pancrelipase를 포함하고 있는 췌효소제는 대부분 다

른 약제와 복합제재이며 췌장성 기능부전에 사용하기에

는 췌효소제의 함량이 적으며 일부는 소화제로 일반의

약품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다(참조 www.kim-
sonline. co.kr). 

6) 약제 효과의 판정: 췌효소제 치료의 효과는 환자

에게서 체중의 증가, 설사, 복통 그리고 복부팽만의 호

전을 확인함으로서 판정할 수 있다.
췌효소제 투여로 단백변은 지방변보다 더 쉽게 호전

된다. 그 이유로는 첫째 만성췌장염의 경우 protease 분
비능이 lipase 분비능 보다 더 오래 보존되며, 둘째 li-
pase보다 trypsin이 십이지장에서 비활성화가 적다.7 췌
장기능부전에서 췌효소를 투여해도 반응이 없는 경우는 

췌효소의 처방 및 투약 양이 적은 경우나 투여된 췌효

소가 위산에 의해 비활성화 되었거나 위에서 십이지장

으로 음식과 동시에 넘어가지 못한 경우 등이다. 췌장 

lipase는 비가역적으로 pH 4 미만의 위산에 의해 비활

성화 된다. 췌장기능부전의 경우 췌액 중 bicarbonate의 

분비가 줄어서 십이지장의 pH가 산성 쪽으로 떨어지게 

되어 투여된 췌장효소제가 활성을 잃게 된다. 
7) 부작용: 대부분의 상용화된 pancreatin은 돼지의 

췌장 추출물이므로 돼지 단백에 과민성이 있는 경우는 

투여를 피해야 한다. 췌장 추출물을 투여 받은 외분비췌

장 기능부전 환자나, 투여한 가족이나 간호사에서 즉시

과민성반응(immediate hypersensitivity reaction)이 보고

된 바가 있다.9 경구용 췌장 추출물의 투여에 의한 엽산 

흡수장애 및 철분흡수 장애도 보고된 경우가 있다.10

8) 췌효소제의 적절한 제형: 시판되고 있는 췌효소제

는 인체의 췌장의 효소제와 lipase, protease, amylase의 

함량이 유사한 돼지췌장에서 추출된 것을 재료로 하여 

분말, 정제, 캡슐 등의 여러 가지 종류의 제형이 있으며 

캡슐에는 미죽(chyme)과 잘 섞이게 하기 위해 micro-
sphere 혹은 microtablet 등의 형태로 효소제를 포함하

기도 한다. 경구 투여된 췌장효소가 위산에 의해 비활성

화 되는 것을 막으려면 제산제, H2-수용체 길항제 혹은 

proton pump inhibitor를 같이 투여하던지, 장용코팅

(enteric-coated) 같은 효소 보호막을 이용할 수 있다. 최
근의 연구에서 고용량의 lipase (25,000 단위)를 함유한 

장용코팅이 된 2.0 mm의 microtablet를 이용하였을 때 

하루 3알로 지방변을 현저히 줄일 수 있었다.11 여러 종

류의 제산제 중에는 aluminum hydroxid만이 췌효소와 

병용 투여 시에 지방변을 줄인다고 보고되어있고 mag-
nesium-aluminum hydroxide, calcium carbonate의 병용

투여는 오히려 대변의 지방배출을 증가시킨다고 한다.12 
위산에 저항하도록 만들어진 장용코팅 미세과립(enteric- 
coated microsphere)은 pH가 5.5 이상에서 유리가 되기 

때문에 일반 췌효소 정제보다 우수하지만 코팅의 pH 민
감도에 따라, 위산의 분비량에 따라, lipase의 함유량에 

따라 차이가 있다. 
9) 췌효소제에 대한 식이 영양소의 영향: 지방 분해

능은 식이 중의 단백성분이 많을 경우 높고 탄수화물 

성분이 많을수록 낮다. 따라서 췌장기능부전이 있는 경

우 식이는 고단백식, 저탄수화물식이 추천되고 있다. 식
이 중의 섬유질은 췌효소제의 효과를 낮추기 때문에 만

성췌장염에서 고섬유질 식이는 흡수장애를 악화시키므

로 췌효소 요법 중인 경우는 섬유질은 금하는 것이 좋

다.
10) 췌효소제의 십이지장으로의 전달: 식후에 경구 

투여한 췌효소제의 위에서의 배출정도는 효소제의 효능

과 관련이 있다. 1 mm 미만의 과립은 2.4 mm의 과립

보다 빨리 위에서 십이지장으로 배출이 된다.13 췌효소제

의 입자가 1.4 mm인 경우에 미죽(chyme)과 가장 완전

히 섞이며 위에서 음식과 같은 속도로 십이지장으로 배

출된다. 입자가 큰 경우는 음식이 내려간 뒤에도 위에 

남아 있어서 흡수장애의 치료에 효과적이지 못하다. 우
리나라의 경우 상품화된 췌효소제 중에서 장용코팅된 

제품은 많이 있으나 소립자로 된 제품은 enteric-coated 
microgranule은 한 제품(NorzymeⓇ) 밖에 없었고 gran-
ule의 크기는 1.4 mm 미만이다(Table 1).

11) 췌기능부전에서의 췌효소제의 치료 요약: 이상적

인 췌효소제가 되려면 1) 효소량이 특히 lipase의 양이 

충분해야 하며, 2) 위산에 저항성이 있어야 하며, 3) 십
이지장으로 음식과 동시에 배출되어야 하며, 4) 십이지

장의 알칼리 환경에서 빠르게 유리되어야 한다. 
외분비 췌장기능부전이 있으면서 위산분비가 정상인 

경우는 장용코팅 제재를 사용하고, 저위산증이 있거나 

위절제술을 받은 경우는 과립형태의 제재를 투여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지방변이 있을 때 췌효소제의 추천용

량은 매 식사와 함께 25,000-40,000 단위의 lipase가 포함

된 pancreatin을 투여하며, 효과판정은 설사가 줄고, 복
통이나 복부 팽만감이 줄거나, 대변의 양과 지방이 줄어

드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만일 증상호전이 충분치 않거

나 치료에 실패 시에는 효소제 양을 2∼3배 증량하거나, 
환자가 충분히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blind 
loop syndrome, bacterial overgrowth, terminal ileal 
disease 등의 다른 질환으로 인한 지방변은 아닌지를 확

인해보고, 마지막으로 하루 40∼60 g 미만의 저지방식을 

권유하거나 혹은 H2-수용체 길항제나 proton pump in-
hibitor를 추가해본다(Fig. 1). 만성췌장염 중에서도 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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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uggested treatment of exocrine pan-

creatic insufficiency. [from chronic pancre-

atitis: treatment. In: Lankisch PG, Banks PA 

(eds) Pancreatitis. Springer, Berlin-Heidel-

berg, p 326].

한 증상에 따라 효소제를 차별해서 다르게 선택할 수 

있다. Protease 특히 chymotrypsin은 lipase를 비활성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흡수장애가 저명한 경우는 lipase
가 많고 protease가 적게 포함된 제재를, 통증이 저명한 

증상일 경우는 lipase가 적고 protease가 많이 포함된 제

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12) 췌장 절제술 후의 췌장 외분비부전의 효소제 치

료: 췌장 절제술 후에는 해부학 구조의 변형으로 식후 

CCK의 자극에 의한 소화생리의 변화가 오고 위 음식배

출과 담즙, 췌액의 분비의 부조화 등으로 다른 원인보다 

치료가 더 어렵다.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별로 없으나 경험적으로 

장용정이 비장용적보다 우수하고, 위산분비억제를 위한 

프로톤펌프 길항제를 같이 투여 하는 등 만성췌장염에 

의한 췌장 외분비부전의 치료와 별 다른 차이는 없다.2 

13) Product of pancreatic enzyme: 우리나라에

서 판매되고 있는 췌효소제 중에 lipase의 함량이 비교

적 높게 그 제형의 특성에 의해십이지장에서 lipase의 

활성도가 10,000 단위 이상인 약제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결      론

췌장 절제술, 특히 췌장십이지장절제술 후에는 대부분 

췌장외분비 부전이 일어난다. 그 기전으로는 여러 가지

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식후 CCK의 분비 감소로 이에 

의한 췌효소의 분비의 자극이 줄어들며, 수술에 의해 한

꺼번에 많은 소화 안된 음식이 공장에 도달하여 식사와 

췌효소의 만남의 부조화가 일어나며, 췌장 실질의 양이 

줄어드는 것 등이 원인이 된다.
췌장 절제술 후의 췌장외분비 부전의 치료는 수술 후 

체중 회복의 실패 혹은 췌중 감소, 정상 식이에서 복부 

가스팽만, 무른 변 등만 있어도 치료를 시작하여야 하지

만 보험 급여가 인정되지 않은 것이 문제이다. 물론 지

방변, 식후 복통 등의 전형적인 증상이 있으며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다.
췌장 절제 후의 치료는 다른 원인의 췌장외분비 부전

의 치료와 같이 췌장효소 대체요법이 치료의 기본이며, 
amylase, protease, lipase의 세가지 효소가 모두 포함된 

췌효소를 투여하며 매 끼니마다 적어도 lipase 가 30,000 
단위 이상 포함된 장용정을 투여하며, 증상의 호전이 없

으면 췌효소제의 양을 2-3배 올리고 환자의 순응도를 확

인해 보고 다른 원인의 흡수장애를 찾아본다. 다른 원인

이 없으면 H2-수용체 길항제나 프로톤 펌프 길항제를 

투여하여 산도를 높여 췌효소가 비활성화가 되는 것을 

줄여준다(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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