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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췌장염의 중증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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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erity Assessment of Acute Pancreatitis

Young Koog 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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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der age (> 55), obesity (BMI > 30), organ failure at admission, and pleural effusion and/or infiltrates are risk factors for 
severity that should be noted at admission. Tests at admission that are also helpful in distinguishing mild from severe acute 
pancreatitis include APACHE-II score ≥ 8 and serum hematocrit (a value < 44 strongly suggests mild acute pancreatitis). An 
APACHE-II score that continues to increase for the first 48 h strongly suggests the development of severe acute pancreatitis. In 
general, an APACHE-II score that increases during the first 48 h is strongly suggestive of the development of severe pancreatitis. 
Contrast-enhanced CT scan is the best available test to distinguish interstitial from necrotizing pancreatitis, particularly after 2-3 
days of illness. Mortality of sustained multisystem organ failure in association with necrotizing pancreatitis is generally > 36%. 
Transfer to an intensive care unit is recommended if there is sustained organ failure or if there are other indications that the 
pancreatitis is severe including oliguria, persistent tachycardia, and labored respiration. The early severity assessment is very 
important to appropriate treatment of acute pancreatitis. (Korean J Med 2013;85:11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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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종합적으로 급성 췌장염에서 간질성 췌장염이 85%, 괴사

성 췌장염이 15%를 차지한다. 괴사성 췌장 환자 중에서 33%

는 감염성 괴사를 갖는다.

간질성 췌장염 환자의 10%에서 장기부전을 경험하나 대

부분이 일시적으로서 낮은 사망률을 보인다. 괴사성 췌장염

에서 장기부전 평균 발생은 54% (범위 29-78%)로 알려져 있

다. 무균성 괴사에서는 장기부전 발생의 45-73%보다 높아 

감염성 괴사에서는 34-89% 유병률을 보인다. 1992년 아틀란

타 분류에서 심한급성 췌장염은 다음 소견 중 하나 또는 하

나 이상이 존재할 때로 정의하고 있다: 1) 질환의 경과 중 어

느 시기이든 하나 또는 4 장기(호흡기, 신장, 위장관 또는 순

환계) 이상의 부전 2)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국소적 합병증(췌

장괴사, 가성낭종, 또는 농양)의 발생 그리고 3) Ranson 점수

가 3점 또는 그 이상이거나 APACHE II 점수가 8점 또는 그 

이상인 경우이다[1].

전반적인 급성 췌장염의 사망률은 약 5% 정도로서 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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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췌장염은 3%, 괴사성 췌장염은 17% (30% 감염성 괴사, 

12% 무균성 괴사) 정도이다. 장기부전이 없을 때는 사망률

이 0%, 단기간 장기부전에서는 3% (범위 0-8%), 다기관장기

부전에서는 47% (범위 28-69%)이다. 입원 후 첫 2주 이내 사

망원인은 일반적으로 장기부전이 원인이고 그 이후 사망하는 

원인은 감염성 괴사 또는 무균성 괴사에서의 합병증의 발생

이다[2].

급성 췌장염의 초기에 중증도를 파악하고 장기부전이 발

생하였다면 48시간 이내에 인지하고 중환자실로의 전원 및 

공격적인 치료를 함으로써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정확하고 적절한 중증도 파악과 평가

가 필수적으로서 본 글에서는 급성 췌장염의 중증도를 평가

하는 다양한 기준과 효과적인 접근을 위한 단계를 소개하고

자 한다.

본     론

입원 당시 급성 췌장염의 중증도에 대한 위험인자 평가 

입원 당시 55세 이상의 고령, 비만(BMI > 30 kg/m2), 장기

부전, 그리고 흉막삼출액은 급성 췌장염의 중증의 위험인자

이다. 이런 위험인자를 갖고 있는 환자들은 집중적 치료 대

상이며 중환자실 치료가 요구되기도 한다.

고령인 경우 동반된 질환으로 인해 젊은 사람에 비해 더 

심한 췌장염으로 발전하고 예후가 안 좋다. 비만 환자에서 

전신 또는 국소적 합병증이 더 흔하게 발생하지만 사망률이 

더 높은 것은 아니다. 최근 입원 24시간 이내에 APACHE-II

와 비만을 병합(APACHE-O)하여 측정한 연구에서 급성 췌

장염의 중증도 예측에 향상된 결과를 보여주었다[3]. 여러 

연구에서 입원 당시 장기 부전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높은 사망률을 갖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입원 당시 

단일 장기 부전에서 다기관 장기 부전으로의 진행은 높은 

사망률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 입원 당시 장기부전을 갖고 있

는 환자들의 생존은 장기부전 기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장기부전이 48시간 이내 교정된다면 사망률은 ‘0’에 가깝다. 

그러나 48시간 이상 지속된다면 사망률은 36%에까지 이

른다[4].

입원 당시 첫 24시간 이내에 흉부 X-선에서 흉막삼출액이 

관찰된다는 것은 췌장 괴사 또는 장기부전의 존재를 의미하

며 이것은 높은 중증도 및 사망률과 관련성이 있다. 폐침윤 

소견 또한 높은 사망률과 관련성이 있다.

그 외 성별과 급성 췌장염의 원인과 예후는 관련성이 없

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알코올성 췌장염에서 사망하는 

경우의 대부분은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발생하였을 때 발생

하나 세 번째 이상에서는 낮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알코올성 췌장염을 처음 발생하였을 때 좀 더 신중한 대처

가 필요하다.

입원 당시 또는 입원 48시간에 검사실 소견을 통한 

중증도 결정

현재까지 많은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입원 당시 심한 췌

장염과 경증 췌장염을 구분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검사

들은 APACHE-II와 혈중 헤마토크리트이다. APACHE-II 점

수는 입원 후 첫 3일 동안 산출하고 그 다음에 중증도 평가

하는데 필요하다. 헤마토크리트는 입원 당시, 입원 12시간, 

24시간 뒤 측정하여 수액 공급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데 도

움을 준다.

APACHE-II score

APACHE-II 점수 시스템(Table 1)은 신체 생리학적 인자

들, 연령, 그리고 만성 건강 상태가 포함되어 있으며 입원 

당시 및 그 이후 매일 측정하여 심한 췌장염 환자를 인지하

는데 도움이 된다. 입원 당시와 입원 후 첫 72시간 동안에 

높은 APACHE-II 점수는 높은 사망률과 연관성이 있는데 

APACHE-II < 8은 4% 이하이고 APACHE-II > 8은 11-18%의 

사망률을 보인다[5]. 그러나 APACHE-II는 질환의 중증도를 

계층화하는 데는 약간의 제한이 있는데, 간질성 췌장염과 괴

사성 췌장염을 구분할 수 있는 명료한 결정점이 없다. 일부 

보고들에서 APACHE-II 점수는 무균성 괴사와 감염성 괴사

를 구분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4,5]. APACHE-II 점수제의 장

점은 첫 24시간과 매일 경과에 있어 이 정보의 유효성이다. 

일반적으로 첫 48시간 동안 APACHE-II 점수의 상승은 심한 

췌장염으로의 진행을 강력히 시사하며 반면에 감소는 경한 

췌장염을 의미한다.

Ranson score

Ranson 지표(Table 2)는 급성 췌장염의 중증도를 평가하는

데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48시간의 상태를 완전히 

파악하는 데는 불편하다. 일반적으로 Ranson 점수가 3점 이

하면 사망률이 0-3%, 3점 이상이면 11-15%, 6점 이상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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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PACHE II score = (acute physiology score) + (age points) + (chronic health points) acute physiology score
+4 +3 +2 +1 0 +1 +2 +3 +4

1 Rectal temp (℃) > 41 39-40.9 38-38.9 36-38.4 34-35.9 32-33.9 30-31.9 < 29.9
2 Mean arterial pressure (mmHg) > 160 130-159 110-129 70-109 50-69 < 49
3 Heart rate (bpm) > 180 140-179 110-139 70-109 55-69 40-54 < 39
4 Respiratory rate (bpm) > 50 35-49 25-34 12-24 10-11 6-9 < 5
5 Oxygen delivery (mL/min) > 500 350-499 200-349 < 200
6 PO2 (mmHg) > 70 61-70 55-60 < 55
7 Arterial pH > 7.7 7.9-7.69 7.5-7.59 7.3-7.49 7.25-7.3 7.15-7.2 < 7.15
8 Serum sodium (mmol/L) > 180 160-179 155-159 150-154 130-149 120-129 111-119 < 110
9 Serum potassium (mmol/L) > 7 6-6.9 5.5-5.9 3.5-5.4 3-3.4 2.5-2.9 < 2.5
10 Serum creatinine (mg/dL) > 3.5 2-3.4 1.5-1.9 0.6-1.4 0.6
11 Hematocrit (%) > 60 50-59.9 46-49.9 30-45.9 20-29.9 < 20
12 White cell count (103/mL) > 40 20-39.9 15-19.9 3-14.9 1-2.9 < 1

Age (points)
< 44 0

45-54 2
45-64 3
65-74 5
> 75 6

History of severe organ insufficiency (chronic health points)
  Nonoperative patients 5
  Emergency postoperative patients 5
  Elective postoperative patients 2

Table 2. Ranson’s criteria for severity
On admission During initial 48 h
Age > 55 yr (biliary > 70) Decrease in hematocrit by 10% 
WBC > 16,000/mm3 (18,000) BUN increases by > 5 mg/dL (> 2)
LDH > 350 U/L (> 400) Calcium < 8 mg/dL
ALT > 250 U/L PaO2 < 60 mmHg
Glucose > 200 mg/dL (> 220) Base deficit > 4 mEq/L (> 6)

Fluid sequestration > 6L (> 4)

40% 정도이다[6]. 그러나 최근 메타 연구에서 Ranson 지표는 

급성 췌장염의 중증도를 평가하는 데 매우 낮은 예측 능력

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무균성과 감염성 괴사 사이에 감별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7].

입원 당시 췌장염의 중증도와의 관련성을 보기 위해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혈청 인자들을 평가하기 위한 많은 연구

들이 있어 왔다. 그 중에 크레아티닌 > 2.0 mg/dL [8], 혈당 

> 250 mg/dL [9]는 높은 사망률과 관련성이 있어 각각 39%, 

16% 정도이다. 입원 후 첫 24시간 이내에 크레아티닌 > 2.0 

mg/dL은 사망률이 높다[8]. 입원 당시 혈당 > 125 mg/dL는 

장기 부전, 중환자실 치료 기간 또는 사망률과는 관계없지만 

긴 재원 기간을 포함한 다양한 임상적 지표들과 관련성이 

있다.

APACHE-O

APACHE-O (APACHE-II + obesity) 점수제는 중증도를 평

가하는 데 있어 APACHE-II 점수제의 정확성을 높여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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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Balthazar-ranson criteria for severity
CT grade Score Necrosis Score

A 0 None 0
B 1 One-third 2
C 2 One-half 4
D 3 > One-half 6
E 4

점수제에서 BMI가 26-30이면 APACHE-II 점수에 1점을 추

가하고 BMI가 30 이상이면 2점을 추가한다[10].

헤마토크리트

심한 췌장염에서 염증성 매개체와 광범위 효소가 풍부한 

췌장 삼출액으로 인한 국소적 염증으로 인해 혈관 내 체액

이 제3공간으로 유출된다. 이렇게 혈관 내 체액 감소는 혈청 

헤마토크리트의 상승으로 알 수 있는데 췌장 내 미세순환의 

장애로 췌장 괴사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혈

액농축은 괴사성 췌장염을 예측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예

측인자이다. 입원 당시 헤마토크리트가 44% 이상이고 첫 24

시간에 헤마토크리트의 감소 실패는 괴사성 췌장염의 가장 

좋은 예측인자들이다. 첫 24시간에 헤마토크리트의 상승은 

췌장괴사의 발생위험이 높음을 의미하고 하마토크리트가 감

소된 환자의 41%에서는 췌장 괴사로 발전하지 않았다는 연

구 결과도 있다[11]. 일부 다른 보고에서는 입원 당시 또는 

첫 24시간에 혈액농축이 심한 췌장염의 위험인자임을 밝히

지 못한 결과를 보여주기도 하였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연구

자들은 입원 당시 혈액농축이 없는 경우 괴사성 췌장염의 

발생빈도가 매우 낮았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C-reactive protein (CRP)

CRP는 급성 반응 물질 중의 하나로 사이토카인 분비에 

반응하여 간에서 만들어진다[12]. 혈장 농도가 첫 72시간 이

내에 150 mg/L 이상은 췌장의 괴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민감도, 특이도 모두 80% 이상이다[13]. 일반적으로 입원 후 

36-72시간에 정점을 이루기 때문에 입원 당시 중증도를 평

가하는 데는 적절하지 않다.

그 외 유용한 검사들로는 소변 trypsinogen activation peptide 

[14], 혈청 trypsinogen-2, 혈청 amyloid A [15], 그리고 calcitonin 

전구물질[16] 등이 있고 입원 당시 경미와 심한 췌장염을 구

분하는데 촉망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 

검사들은 상업적으로 유효하지 못하고 실험실에서 주로 행

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입원기간 동안 중증도 결정

췌장괴사와 장기부전이 급성 췌장염의 중증도를 나타내

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다. 간질성 췌장염과 괴사성 췌장염의 

감별은 입원 후 2-3일 뒤 조영증강 컴퓨터 단층촬영술(com-

puterized tomography, CT)로 할 수 있다.

영상학적 검사

조영증강 CT 스캔: 급성 췌장염의 많은 환자에서 입원 

당시에는 CT가 꼭 필요하지 않다. 특히, 경미한 반복성 알코

올성 췌장염에서 CT는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다.

입원 후 수일에 조영증강 CT스캔이 필요한 합리적인 기

준은 임상적으로 병의 경과가 심해지는 증거가 있어 간질성 

췌장염과 괴사성 췌장염의 감별이 요구될 때 이다. 조영증강

CT스캔으로 간질성과 괴사성 췌장염이 쉽게 감별되는 때는 

입원 당시가 아닌 입원 2-3일 뒤에 가능하다. 또 다른 검사 

기준은 입원 기간 동안 급성 췌장염의 복강 내 합병증, 즉 

기질화 괴사와 가성동맥류와 같은 혈관성 합병증의 인지와 

감시이다.

간질성 췌장염은 췌장 내 미세순환은 유지되고 샘의 동일

한 증강현상이 특징이다. 괴사성 췌장염은 췌장 내 미세순환

의 손상으로 활력손실로 조영증강이 없다. 췌장실질내 작은 

구역들의 비조영증강은 괴사보다는 췌장내 체액저류이나 큰 

부분에서의 비조영증강은 괴사를 의미한다. CT를 통한 급성 

췌장염의 중증도 평가하는 데는 Balthzar-Ranson 중증도 

기준(Table 3)이 있다[17]. 일반적으로 가장 심한 급성 췌장

염은 장기부전과 췌장괴사가 있는 경우로서 grade E 췌장염

이다. 이 Balthzar-Ranson 중증도 기준은 비조영증강 CT 

등급과 조영증강 후 판단한 괴사의 정도(없음, 30% 미만, 

30-50%, 50% 이상)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일부 동물 모델에

서 정맥 내 조영제 투여가 급성 췌장염의 병의 경과를 악화

시킨다는 보고도 있었으나[18] 이 문제와 관련된 연구들은 

극히 미미하다. 그러나 최근 일부 보고들에서는 정맥 내 조

영제 투여가 췌장의 괴사를 더 진행한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MRI

는 급성 췌장염에서 널리 사용되어지진 않고 있다. CT가 

급성 췌장염 환자를 평가하는 일차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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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Organ failure as defined by atlanta symposium
Shock-systoloic pressure < 90 mmHg
PaO2 < 60 mmHg
Creatinine > 2.0 mg/L after hydration
Gastrointestinal bleeding > 500 cc/24 h

Table 5. Systemic inflammatory response syndrome (SIRS)
Defined by Two or More of the Following Criteris:
Pulse > 90 beats/min
Respiratory rate > 20/min or PCO2 < 32 mmHg
Rectal temperature < 36℃ or > 38℃
WBC < 4,000 or > 12,000/mm3

Table 6. Classification and definitions of four categories for the severity of acute pancreatitis
Severity category Local complications Systemic complications
Mild No (peri) pancreatic complication and No organ failure
Moderatea Sterile (peri) pancreatic complication or Transient organ failure
Severea Infectious (peri) pancreatic complication or Persistent organ failure
Critical Infectious (peri) pancreatic complication and Persistent organ failure
aSeverity is graded on the basis of more severe local or systemic complication (e.g., sterile pancreatic necrosis without organ failure has to 
be graded as “moderate”; sterile pancreatic necrosis with persistent organ failure has to be graded as “severe”. 
Adapted from reference [21].

지만, MRI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장점을 갖고 있다: CT에서 

사용되는 요오드화 조영제에 비해 gadolinium은 신독성이 

적고 방사선 피폭이 없고 체액과 괴사를 감별하는 데 CT에 

비해 탁월하다. 세크레틴 자극 MRI는 잔류담도담석과 췌

관췌액누출을 인지하는데 있어 CT보다 더 신뢰적이다. MRI의 

단점은 응급 상황에서 검사가 쉽게 할 수 없고 위급한 상태의 

환자에서 검사 도중 감시가 어려운 단점들이 있다[19,20].

장기부전

이미 앞에서 진단 당시 장기부전은 장기부전이 없는 환자

들에 비해 높은 사망률을 보인다고 언급하였다. 입원 후 초

기에 장기부전의 발생 또한 입원 당시 장기부전이 있는 것

만큼 사망률이 높다. 그러므로 입원 당시이든 입원 후이든 

장기부전의 발생 및 예측과 예방은 사망률을 낮추는 데 매우 

중요하다. 특히 다기관장기부전과 지속되는 장기부전(입원 

48시간 이후 지속되는 장기부전)은 매우 높은 사망률 (> 36%)

을 보인다. 아틀란타 심포지엄에서 정의한 장기부전은 표 4에 

요약하였다. 병 초기의 장기부전은 전신적 염증성 반응 증후

군(systemic inflammatory response syndrom, SIRS, Table 5)인 

반면, 감염과 패혈증은 늦게 발현하는 장기부전의 주요한 원

인들이다. 이 아틀란타 분류는 장기부전의 유무를 인식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침범된 장기의 수 또는 각 침범된 

장기의 중증 정도, 그리고 회복 가능성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다. 쉽게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초기 장기 부전(가령, 

비강 내 산소 투여로 회복되는 저산소증)은 심한급성 췌장

염의 사망률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지속되는 장기부

전과 다기관장기부전은 높은 사망률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아틀란타 분류는 재평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틀란

타 분류처럼 경미, 중증 급성 췌장염,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

하는 것은 급성 췌장염 환자에서 임상적 변화의 모든 측면

을 반영하지 못한다. 그래서 경미(mild), 중등도(moderate), 

중증(severe), 고비(critical) 급성 췌장염으로 다시 아틀란타 

분류를 재평가하고 있다(Table 6) [21].

요     약

급성 췌장염의 중증에 대한 위험인자들로는 고령, 비만, 

그리고 장기부전이다. 입원 당시 경미한 경우와 중증 급성 

췌장염과 감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검사들에는 APACHE-II 

점수가 8점 이상, 혈청 헤마토크리트(< 44는 경미한 췌장염

을 의미)가 있다. APACHE-II 점수가 입원 후 첫 48시간 이

내에 계속 증가하는 것은 중증급성 췌장염으로의 발전을 의

미한다. 첫 72시간 이내에 CRP가 150 mg/dL 이상인 것은 췌

장괴사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중증급성 췌장염에 대한 중요

한 지표는 장기부전(특히 다기관 장기부전)과 췌장괴사이다. 

조영증강 CT는 간질성 췌장염과 괴사성 췌장염을 구분하는 

데 가장 유용한 검사로서 특이 발병 후 2-3일 뒤 가장 유용

하다. 괴사성 췌장염과 동반된 지속성 다기관 장기 부전

의 사망률은 36% 이상으로 높다. 그러므로 지속되는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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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이 있거나 심한췌장염을 의미하는 징후 즉, 소변감소, 

지속성빈맥, 그리고 힘든 호흡증 등이 있다면 중환자실로 전

원하여 집중적 치료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급성 췌장염 환

자에서의 중증도 파악 및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

중심 단어: 중증 급성 췌장염; 췌장괴사; 다기관 장기 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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