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4 차 간담췌외과 연수강좌

102

Timing and Role of Surgery in Ac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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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성 췌장염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가장 요한 험인자는 담석과 과다한 알코올 섭취

이다.1 경미한 췌장염(mild form, edematous pancreatitis)은 부분 내과  보존  치료로 잘 치유

되지만 약 15∼30%의 환자는 심각한 질병(severe form, necrotizing pancreatitis) 경로를 거친다. 

성 췌장염 환자의 치료 방침을 결정하기 하여는 최우선 으로 그 원인을 규명하여야 한

다.

  병력 청취와 음  검사 등으로 성 담석성 췌장염으로 밝 진 경우는 우선 으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내시경  역행성 담췌 조 술(ERCP)  담석 제거술을 통하여 담도 폐쇄의 

원인을 해결하고, 췌장염이 호 되면 바로 담낭 제술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담석증 이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성 췌장염의 경우는 우선 으로 내과  치료 원칙에 하

여 집 인 치료를 시행하면서 경과를 찰하게 되는데 이  집 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 성 췌장염으로 진행된 환자에서 과연 수술 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이며, 

수술의 시기는 과연 언제가 정한지에 하여는 아직도 많은 논란이 있다.

  증 성 췌장염은 췌장선의 괴사로 야기되며 이런 증 성 췌장염 환자에서 약 10∼

30%의 사망률이 보고된다.2 증 췌장염에서 합병증으로의 진행은 일반 으로 2단계로 이루어

진다. 첫 단계는 발병 후 1∼2주에 SIRS (systemic inflammatory response syndrome)와 췌장의 괴

사가 나타나는 시기이며,3 둘째 단계는 발병 후 2∼3주째 시작되는 감염성 췌장 괴사와 췌장농

양 등 감염성 췌장 합병증이 나타난다.4 특히 괴사된 췌장조직의 세균 감염은 환자 후를 결

정하는 주요인자가 된다.

  지난 20년간 성 췌장 질환의 병태 생리와 췌장 감염증에 한 이해와 더불어, 진단방법의 

발달, 증 환자의 집  치료의 발 과 더불어 성 괴사성 췌장염환자에서 시행된 조기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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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사 제술의 높은 수술 사망률과 합병증의 발생률은 수술  치료의 시기, 방법  응증에 

한 재정립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한 최근 재  방사선 치료술(경피  배액  삽입술, 

Percutaneous catheter drainage)의 발달  비침습  수술(Minimally invasive surgery)의 발달에 따

른 치료 방법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단되어 과연 어떤 환자 군에서 어떤 치료방법을 통한 

근이 환자의 치료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론      

1. 수술 응증  방법의 변천 과정

  1980년 에는 성 궤사성 췌장염은 조기에 괴사조직의 제거  췌장 제술을 시행하는 것

이 치료성 을 향상시킨다는 주장들이 있어 조기에 수술  치료를 시행하는 경향이 있었다.5 

그러나 조기 수술의 수술 사망률이 70%에 이르며 합병증의 발생률이 무 높아 이에 한 많

은 연구들이 시행되었으며, 1992년 Atlanta symposium을 통하여 췌장염의 용어들이 정의되고 

병태 생리에 한 연구의 기 가 확립되면서 치료 방법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게 되었

다. 이를 바탕으로 1998년 국에서 췌장염의 근거 심 치료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노력이 

시작되었고, 2002년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ancreatology (IAP)에서 성췌장염에 한 치료 

원칙을 제시하 다.6,7 재까지 부분의 췌장 외과의들은 이 원칙에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된

다. 그 원칙들을 살펴보면 1) 경미한 성 췌장염은 수술의 응증이 아니다. 2) 방  

broad-spectrum의 항생제 사용은 감염의 빈도는 이나 생존율의 증가는 가져오지 못할 수 있

다. 3) 패 증(Sepsis)의 소견이 있는 환자에서는 감염성 괴사성 췌장염과의 감별을 하여 세

침흡인 검사(Fine needle aspiration)를 실시하여 균 배양 검사를 하여야 한다. 4) 임상  패 증

에 있는 감염성의 괴사성 췌장염은 수술  치료의 응증으로 한다. 5) Sterile necrosis는 내과

 보존  치료를 실시하며 집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일부 환자에 하여만 방사선  는 

수술  처치를 실시한다. 6) 증상 발견 후 14일 이내의 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

술  방법이 권고되지 않는다. 7) 수술  방법은 가능한 남아 있는 췌장은 보존하면서 괴사된 

조직의 제거  수술 후 남아 있는 괴사 조직 등을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다. 8) 

Gallstone-associated recurrent pancreatitis의 경우 재발을 방지하기 한 cholecystectomy를 실시한

다. 9) 심한 gallstone-associated pancreatitis 시에는 염증 소견이 가라앉고 임상  소견이 회복될 

때까지 cholecystectomy를 연기한다. 10) Endoscopic sphincterotomy가 수술 인 cholecystectomy

를 받을 수 없는 환자에서 실시될 수 있다. 이때 sterile necrosis에 감염을 래할 가능성이 있

음을 고려해야 한다. 의 열 가지 원칙이다.

  이는 세침 흡인 검사로 확인된 감염성 괴사성 췌장염 환자  패 증의 소견이 있는 환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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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최소한 2주 후 수술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하겠다.

  이 원칙들을 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증상 발  기라 하더라도 소장  장의 천공을 동

반한 경우, 복강내 출 이 있는 경우  abdominal compartment syndrome의 경우 등이며 이는 

조기 수술이 필요한 경우라 하겠다.

  

2. 감염성 괴사성 췌장염 환자에서 개복수술은 반드시 필요한가?

  감염성 궤사성 췌장염 환자의 치료로 재까지는 개복 변연 제술  배액술이 표  치료로 

인정되고 있다. 

  1998년 Freeny와 Traverso 등이 CT-guided catheter drainage를 시행하여 47%의 환자가 완치되

고 74%의 환자에서 패 증이 교정되어 정규 수술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보고된 이후 

재  방사선 치료술에 한 좋은 성 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다.
8-11

 이는 과거의 괴사 조직을 

완 히 제거하는 것이 치료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개념에서 압력을 높이는 감염된 류액을 배

액 함으로서 환자의 신 상태를 호 시키고 이를 통해 괴사 조직들은 환자의 면역체계에 의

하여 치료될 수 있다는 개념에 근거하고 있다 하겠다. 따라서 최근 독일의 성 췌장염 연구회

의 20개 병원이 참여하여 개복하여 완  변연 제술  배액술을 시행하는 군과 경피 배액술

을 포함하는 Minimally invasive ‘step up approach’군의 치료 성 을 비교하는 행  연구가 완

성되면 새로운 치료법의 설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12

3. 새로운 수술 방법들의 발달

  

  경피  배액술의 발달과 함께 최근 주목되고 있는 수술 방법은 환자의 스트 스를 최소화하

고 수술 후 합병증의 발생도 감소시킬 수 있는 최소 침습 수술법이다.

  이는 복강경 변연 제술  배액술, 경피  내시경  괴사조직 제거술  Endoscopic 

transgastric necrosectomy 등의 최소 침습 수술법 들이다.
13-16

  이론 으로는 비교  가는 경피  배액  보다는 괴사 조직들을 제거하기가 용이하며 한번

에 많은 괴사 조직들을 제거 할 수 있다는 장 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들의 역할이 

과연 경피  배액  삽입술을 능가할 수 있느냐에 하여는 향후 많은 향  연구가 필요하

리라 생각된다.

 

결      론

  성 괴사성 췌장염의 최근 치료 경향은 Sterile necrotizing pancreatitis의 경우는 수술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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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시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세침 흡인 검사나 컴퓨터 단층 촬 상 Infected necrotizing 

pancreatitis로 진단된 환자에서는 개복 변연 제술  배액술이 재까지 표  치료로 인정되

고 있다. 그러나 항생제의 발달과 상의학  재술의 발달  최소 침습 수술법들의 발달로 

인하여 개복 변연 제술을 우선 시행하기 보다는 경피  배액  삽입술  최소 침습 수술을 

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복술을 결정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가는 경향이 있다고 생

각된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새로운 치료법들과 기존의 치료 원칙에 한 많은 환자 에서 다 

기  향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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