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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췌장염에서의 내시경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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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oscopic Management in Patients with Acute Pancreat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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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ammatory pancreatic fluid collection, such as pseudocysts, pancreatic abscesses and infected walled-off pancreatic necrosis, 
arise as a complication of acute pancreatitis. Recently endoscopic ultrasound (EUS)-guided drainage has emerged as the leading 
treatment modality for symptomatic pancreatic fluid collection. EUS-guided endoscopic drainage is less invasive than surgery and 
avoids local complications related to percutaneous drainage. In addition, this endoscopic treatment can drain non-bulging fluid col-
lection and may reduce the risk of procedure related bleeding and perforation. Excellent treatment success rates exceeding 90% 
have been reported for pancreatic pseudocysts and abscesses. Intervention such as endoscopic drainage with necrosectomy may be 
indicated for infected pancreatic necrosis, and ideally be delayed as long as possible, 4 weeks or longer after the onset of disease, for 
better demarcation and liquefaction of the necrosis. Multimodal treatments by specialists with specific expertise in management of 
peripancreatic fluid collection is essential to achieve the best outcomes. A differentiation of gallstone-induced acute pancreatitis 
should be given top priority in its etiologic diagnosis because it is related to the decision of treatment policy. Early ERCP should be 
performed in patients with gallstone pancreatitis if a complication of cholangitis and a prolonged passage disorder of the biliary 
tract are suspected. (Korean J Med 2013;85:12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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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급성 췌장염의 80-90%를 차지하는 간질성 췌장염은 대부

분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호전된다. 그러나 급성 췌장염의 

10-20%를 차지하는 괴사성 췌장염은 사망률이 14-25%에 이

르고[1] 괴사성 췌장염의 20-35%에서 감염이 동반될 수 있

어 사망률이 더욱 증가된다. 특히 이들 환자에서 괴사된 췌

장 부위의 2차적인 감염은 패혈증과 다장기 부전으로 발전

되므로 정확한 진단과 더불어 중재적 시술이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로 한다. 또한 급성 췌장염 발생 후 4주가 지나면 국소 

합병증들, 즉 가성낭종(pseudocyst), 췌장농양(pancreatic abscess) 

등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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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후가 불량한 괴사성 췌장염과 췌장 주위 국소 합병증

들에 대한 세심한 관리와 치료가 급성 췌장염 환자의 사망

률을 감소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 내시경초음파(endoscopic 

ultrasound)를 이용한 배액술이 도입되면서 췌장염의 합병증

의 내시경적 치료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고 췌장질환의 치

료에 중요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과거에는 감염성 췌장괴

사의 치료로 수술적 괴사제거술이 많이 시행되었지만 최근

에는 보존적 치료와 더불어 내시경적 또는 경피적 배액술 

같은 중재적 배액술이 이용되고 있다. 급성 췌장염 중에서 

원인을 찾아 해결할 수 있는 담석성 췌장염은 내시경적 역

행성 담관조영술(endoscopic retrograde cholnagiopancreatograph, 

ERCP)과 내시경적 괄약근 절개술(endoscopic sphincterotomy)

로 치료와 재발을 막을 수 있다. 본고에서는 급성 췌장염의 

합병증인 가성낭종, 괴사성 췌장염, 담석성 췌장염에 대한 

내시경적 치료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본     론

췌장 가성낭종

췌장 가성낭종 진단

급성 췌장염에서 내시경적 배액술이 필요한 경우는 임상

적 증상을 유발하는 가성낭종이 대표적인 적응증이다. 급성 

췌장염 후 발생하는 가성낭종은 췌장실질의 괴사 없이 주췌

관이나 췌장 내 췌관가지에서 췌즙이 지속적으로 유출되어 

형성된다. 2013년 새로 개정된 급성 췌장염 Atlanta 분류에서

는 가성낭종을 급성 간질성 췌장염 4주 후에 발생하는 염증

성 벽으로 잘 둘러싸인 수액고임(acute fluid collection)으로 

정의하고 있다(Table 1) [2].

중재적 배액술을 결정하기 전 고려해야 할 점은 낭종성 

종양과 감별이다. 가성낭종이 모든 췌장낭종의 약 75%를 차지

하고 있지만 췌장염의 기왕력이 명확하지 않으면 췌장 낭종성 

종양, 선천적 낭종 등과 감별이 쉽지 않다. 복부(computerized 

tomography, CT)나 자기공명영상 검사에서 조직파편(debris)

의 존재는 가성낭종을 시사하거나 낭종의 변연 석회화, 낭종

내 격벽이나 소엽모양(lobulated) 형태는 낭종성 종양일 가능

성이 높다. 각 낭종의 전형적인 특징적 소견이 관찰되면 진

단이 어렵지 않지만 이러한 특징적인 소견이 관찰되는 경우

는 50% 이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3]. 내시경초음파는 단

층촬영에서 관찰하기 어려운 낭종 내 격벽, 벽재성 결절, 낭

종벽의 형태를 보다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다. 한 다기관 연

구에 따르면 내시경초음파로 비종양성 낭종과 종양성 낭종

을 감별할 수 있는 정확도는 40-93%로 다양하였다[4]. 낭종 

병변의 감별이 쉽지 않을 때는 내시경초음파를 이용한 낭액 

천자로 낭액의 육안적 소견, 생화학적 분석, 점도 검사, 종양

표지자 검사, 세포 검사 등으로 감별을 시도할 수 있다. 췌장 

낭종 액에는 세포수가 적어서 진단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낭액의 천자액에서 가성낭과 점액성 낭종의 감별은 점액소 

염색이나 점도의 측정에서 양성이 나오면 점액성 낭종성 종

양으로 진단할 수 있다. 가성낭종에서는 염증 세포가 있으나 

상피세포는 보이지 않고 점액과 점도도 없으며 낭액의 아밀

라제와 리파제 농도가 높다.

가성낭종 배액술의 적응증

과거에는 가성낭종 배액술의 적응증을 증상에 상관없이 

6주 이상 지속되거나 6 cm 이상인 가성낭종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가성낭종을 장기간 추적관찰한 연구에 따르면 86%

에서 자발적 소실이 있었고 합병증 발생률은 3-9%이므로 장

기간 관찰이 안전하고 효과적이었다[5]. 또한 낭종의 크기가 

가성낭종의 합병증 발생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5,6]. 

따라서 내시경적 배액술이 필요한 적응증은 가성낭종으로 

인해 복통이 발생하는 경우, 가성낭종의 크기가 점점 커질 

때, 감염성 가성낭종, 가성낭종 내 출혈, 가성낭종에 의한 장

이나 총담관의 폐쇄가 있는 경우이다.

내시경적 배액술의 방법

가성낭종은 경유두(transpapillary)와 경벽(transmural) 경로

를 이용하여 배액할 수 있다. 어떤 경로를 이용할 것인지는 

가성낭종의 크기, 위 또는 십이지장과의 접근 정도, 그리고 

췌관과 가성낭의 연결 유무에 따라 결정된다. 내시경적 경벽

적 배액술을 시행하기 전 다음과 같은 점을 평가하여야 한

다. 첫째, 종양성 낭종과 감별이 필요하다. 둘째, 가성낭종이 

위 또는 십이지장을 외부에서 압박하는지 또는 주위에 혈관

이 존재하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셋째, 가성낭종 내에 고형

의 조직파편이 모여 있는 지도 평가해야 한다. 넷째, 가성낭

종이 췌장암, 자가면역성 췌장염, 그리고 췌장의 점액담관종 

등에 의한 췌장염으로 발생하였는지도 고려해야 한다[7].

경유두적 배액술은 플라스틱 배액관을 췌관에 삽입하여 

배액하는 방법으로 가성낭종이 주췌관과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사용될 수 있다. 또한 가성낭이 위장관으로부터 1 cm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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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vised definitions of morphological features of acute pancreatitis
Term Definitition
Necrotizing 

pancreatitis
Inflammation associated with pancreatic parenchymal necrosis and/or peripancreatic necrosis.
CECT criteria
▸Lack of pancreatic parenchymal enhancement by intravenous contrast agent and/or
▸Presence of findings of peripancreatic necrosis

Acute peripancreatic 
fluid collection

Peripancreatic fluid associated with interstitial oedematous pancreatitis with no associated peripancreatic necrosis. 
This term applies only to areas of peripancreatic fluid seen within the first 4 weeks after onset of interstitial 
oedematous pancreatitis and without the features of a pseudocyst.

CECT criteria
▸Occurs in the setting of interstitial oedematous pancreatitis
▸Homogeneous collection with fluid density
▸Confined by normal peripancreatic fascial planes
▸No definable wall encapsulating the collection
▸Adjacent to pancreas (no intrapancreatic extension)

Pancreatic pseudocyst An encapsulated collection of fluid with a well defined inflammatory wall usually outside the pancreas with 
minimal or no necrosis. This entity usually occurs more than 4 weeks after onset of interstitial oedematous 
pancreatitis to mature.

CECT criteria
▸Well circumscribed, usually round or oval
▸Homogeneous fluid density
▸No non-liquid component
▸Well defined wall; that is, completely encapsulated
▸Maturation usually requires > 4 weeks after onset of acute pancreatitis; occurs after interstitial oedematous 

pancreatitis
Acute necrotic 

collection
A collection containing variable amounts of both fluid and necrosis associated with necrotising pancreatitis; the 

necrosis can involve the pancreatic parenchyma and/or the peripancreatic tissues.
CECT criteria
▸Occurs only in the setting of acute necrotizing pancreatitis
▸Heterogeneous and non-liquid density of varying degrees in different locations 
▸No definable wall encapsulating the collection

Walled-off necrosis 
(WON)

Pancreatic necrosis that has developed a well defined inflammatory wall. WON usually occurs > 4 weeks after 
onset of necrotising pancreatitis.

CECT criteria
▸Heterogeneous with liquid and non-liquid density with varying degrees of loculations (some may appear 

homogeneous)
▸Well defined wall, that is, completely encapsulated
▸Location-intrapancreatic and/or extrapancreatic
▸Maturation usually requires 4 weeks after onset of acute necrotising pancreatitis

CECT, Contrast enhanced computerized tomography.

상 떨어져 있거나 경벽적 방법이 비적응증이 되는 경우에도 

이용될 수 있다. 이 방법은 급성보다는 췌관에 병변이 초래

되는 만성췌장염과 연관된 가성낭종에서 많이 시행한다. 배

액관을 가성낭종 내로 직접 삽입하는 방법과 췌관 누출지점

을 가로질러 삽입하는 방법이 있다.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췌관에서 누출되는 부위를 가로지르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

이다(Fig. 1) [8]. 경유두적 배액술은 경벽적 배액술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출혈과 천공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배액

관에 의한 정상 췌관의 손상을 유발되거나 가성낭 소실률이 

낮은 단점이 있다. 

경벽적 배액술은 내시경초음파 유도하 경벽배액술(EUS- 

guided transmural drainage, ETD)과 EUS 유도 없이 시행하는 

경벽배액술(non-EUS-guided transmural drainage, NETD)로 

구분할 수 있다. NETD는 위나 십이지장에서 가장 융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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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chematic of pancreatic duct leak and position of a pancreatic duct stent.

  

Figure 2. EUS guided transmural drainage of pseudocyst. (A) EUS-guided puncture of pseudocyst. (B) Cystgastrostomy tract balloon di-
lation with guidewire curled in the pseudocyst cavity. (C) Transgastric stents and endoscopic nasocystic drainage in place.

(bulging) 부위를 맹목 천자(blind puncture)하여 배액하는 방

법으로 천자부위의 혈관을 볼 수 없어 출혈의 위험이 크다. 

반면에 ETD는 초음파로 천자 부위의 주위 구조물과 목표 

부위를 실시간으로 관찰하면서 천자를 하기 때문에 주위 장

기의 손상을 예방할 수 있고 내시경초음파의 도플러 기능이 

있어 목표물과 위장 사이에 존재하는 혈관을 확인하여 혈관

손상을 피할 수 있다. 또한 내시경에서 융기가 안된 액체 고

임이나 낭종도 초음파로 실시간으로 관찰하면서 안전하게 

천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내시경초음파를 이용하는 경벽적 배액법은 선형 배열 내

시경초음파를 이용하여 가성 낭종이나 농양 부위를 찾은 다

음 낭종과 위장벽이 최단거리이면서 혈관이 없는 부위를 선

정하여 19-gauge 세침흡인용(Fine needle aspiration, FNA) 주

사침을 이용하여 낭을 천자한다(Fig. 2). 다음으로 주사침 내

로 유도철선을 삽입하고 이 철사를 따라서 cystostome이나 

6Fr bougie를 이용하여 천자부위를 확장한다. 이후 8-10 mm 

balloon을 통과시켜 확장한 후 2-3개의 double pigtail catheter

나 비낭배액관(nasocystic catheter)를 삽입한다. 낭종 내에 괴

사된 물질이나 고름이 많이 있을 때는 nasocystic catheter를 

통하여 생리식염수로 세척과 배액이 필요로 할 수 있다.

내시경적 배액술의 치료 성적과 합병증

가성 낭종과 췌장 농양의 내시경적 치료 성적은 91-100%로 

매우 높게 보고되고 있다[9]. 내시경적 배액술은 개복수술보다

는 덜 침습적이고 전신마취가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다. 또

한 시술로 인한 합병증 발생률이 낮고 회복이 빠르며 비용

이 저렴하다[10,11]. 경피적 배액술은 비침습적인 시술이

지만 피부 밖으로 배액관이 노출되고 피부-췌루 형성 빈도

가 11-39%로 높은 단점이 있다[12,13]. 반면에 내시경을 이

용한 경벽적 치료는 경피적 배액술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

소 합병증들, 즉 출혈, 2차 감염, 장기간 배액으로 인한 췌-

피부 누공을 피할 수도 있다. 경피적 배액술은 내시경적 접

근이 어려운 부위에 액체고임이 있거나 액체고임의 막이 아

직 덜 성숙되었을 때 보조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ETD와 NETD를 후향적으로 비교한 과거 연구에서는 EUS

유도 유무에 상관없이 성공률과 합병증의 발생률은 차이가 

A  B C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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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는 보고도 있었다[14]. 이 연구는 외부 압박이 관찰되지 

않는 경우에는 내시경초음파 유도하에 시술을 시행하여 대

상 환자군의 선택 치우침(bias)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하

지만 최근의 전향적 연구들에서는 ETD의 시술 성공률이 

NETD에 비해서 더 높았다. Varadarajulu 등[15]의 연구에 따

르면 가성낭종 배액술의 시술 성공률이 NETD는 33%, ETD 

100%로 큰 차이를 보였다. 다른 전향적 연구에서도 NETD와 

ETD의 성공률이 각각 72%와 94%로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

고, 비록 합병증 발생율이 두 군 간에 통계적 차이는 없었으

나 NETD군에서는 조금 높은 경향을 보였다[16].

내시경적 배액술의 합병증으로 감염(0-8%), 출혈(0-9%), 

천공(0-5%), 가성낭종의 재발(6-14%)이 발생할 수 있다[17-19].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은 감염이고 이는 배액 스텐트의 폐쇄나 

이탈로 인한 불완전 배액으로 가성낭종의 오염에 의해 주로 

발생한다. 내시경초음파 유도하 배액술에 사용할 수 있는 플

르스틱 배액관은 7-8.5Fr 구경만을 사용할 수 있어 낭종 내 

조직파편이 많거나 고름이 있을 경우에는 완전배액에 한계

가 있어 비낭 배액관(nasocystic catheter)를 삽입해서 주기적

인 세척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이를 극복하고자 플라스틱관 

보다 직경이 큰 완전피복 금속관(Fully corvered self-expanding 

metal stent)을 가성낭에 삽입하여 배액하는 보고들도 있다

[20,21]. Penn 등[20]은 이 방법으로 100%의 배액 성공률과 

85%의 가성낭종의 소실률을 보고하였다. 배액관 이탈을 막

는 아령(dumbbell) 형태의 금속관을 가성낭종에 적용하여 효

과적으로 배액하였다는 보고도 있다[22].

출혈은 환자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합병증이므로 주의

가 필요하다. 특히 위는 혈관이 풍부하게 발달되어 있어 경

벽적 배액술을 시행하면 출혈의 위험성이 높지만 EUS 유도

하에 도플러로 혈관을 확인하면서 천자하면 출혈의 위험성

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시술 전 복부 CT에서 가성동맥류

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대량출혈을 예방하여야 한다. 천

공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병변의 낭벽이 잘 성숙되어 있

어야 하고 가성낭종과 장벽 사이가 10 mm 미만에서 시술이 

시행되어야 한다.

감염성 췌장 궤사(Infected pancreatic necrosis)

감염성 췌장 괴사 진단

췌장괴사는 췌장 실질이 회생 불가능하게 전반적 또는 국

소적으로 파괴되고 대개 췌장주위 지방조직의 괴사와 동반

된다(Table 1). 궤사성 췌장염의 2/3는 대부분 무균성으로 대개 

보존적 치료가 가능하다. 괴사성 췌장염에서 2차적 감염은 

어느 시기에도 발생할 수 있지만 보통 증상 발현 약 2-4주 

사이에 주로 발생한다. 복부 영상에서 췌장 괴사 부위에 공

기음영이 관찰되면 강력하게 감염을 의심할 수 있다. 과거

에는 감염성 췌장 궤사의 치료로 즉각적인 수술적 괴사제거

술이 필요하여 복부 CT 또는 초음파 유도하 세침흡인(fine 

needle aspiration, FNA)을 통한 균동정이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패혈증이 없으면 항생제와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감염성 췌장염의 치료도 가능하고 최소침습 중재시술, 즉 내

시경적 또는 경피적 배액술 등이 수술보다 우선적으로 시행

되고 있다. 따라서 중재적 시술을 시행할 때 세균과 곰팡이 

균주의 배양이 이루어질 수 있어 단순한 진단만을 위한 

FNA의 필요성이 점차 감소되고 있다.

내시경적 배액술과 괴사 제거술

과거에는 감염성 췌장 괴사의 치료는 괴사된 췌장이나 췌장 

주위 조직을 제거하는 것이 기본적인 치료법이고 주로 개복

을 통한 조기 수술이 시행되었다. 여러 가지 수술 방법에 따

라서 수술 후 경과가 다르지만 이환율 40-89%, 사망률 10-47%

로 높았다[23,24]. 이러한 조기 수술의 높은 사망률과 이환율 

때문에 최대한 항생제와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고 호전이 없

을 때 내시경적 또는 경피적 치료가 시행되고 있다. 가성낭

종의 내시경적 배액술과 비슷하게 내시경 초음파 유도하에 

위나 십이지장 벽을 통하여 감염된 괴사 병변을 천자한 후 

경벽적 통로를 확장하여 플라스틱 배액관과 비강배액관을 

삽관하여 배액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확장된 경벽적 통로를 

통하여 내시경을 삽입한 다음 괴사제거술을 시행하기도 한

다. 감염성 췌장괴사에서 내시경적 치료에 관한 10개의 문헌

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보고에서 사망률은 5%, 이환율은 

27%였고[25], 내시경적 치료의 성공률은 73-92%로 보고되고 

있다[11,19]. 최근 급성 괴사성 감염성 췌장염 환자들을 대상

으로 한 내시경적 괴사제거술과 수술적 치료의 무작위 전향

적 비교 연구에서 내시경적 치료가 수술적 치료에 비해서 

사망률, 주요 합병증 발생률, 췌루 형성이 의미 있게 적었다

고 보고하였다[26].

괴사성 췌장염 환자에서 최대한 보존적 치료를 하면서 중

재적 시술 또는 수술적 치료는 췌장염 발생 4-6주 후로 최대

한 연기해야 사망률과 합병증을 줄일 수 있다[27,28]. 췌장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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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4주가 지나면 괴사조직이 살아있는 조직으로부터 경계

구분이 잘 되고 액화되므로(wall-off necrosis) 내시경적 시술

이나 수술 중 출혈 등과 같은 합병증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살아있는 조직의 절제를 최소화 하여 시술 후 내분비 기능

과 외분비 기능의 장애를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술 

후 염증을 감소시킬 수 있고 새로운 다장기 부전과 같은 합

병증을 막을 수 있다[29-31].

내시경적 배액법은 성공적인 배액을 위해서는 많은 횟수

의 시술과 시간이 필요하고 가는 배액관으로 고형의 괴사조

직파편(debris)들이 배액되는 데 제한점이 있어 광범위한 괴

사를 치료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다. 이를 극복하고자 피복된 

금속관을 위나 장과 감염된 괴사병변 사이에 삽입하여 배액

을 원활하게 하고 내시경이 금속관을 통하여 괴사된 부위로 

접근을 쉽게 하여 괴사제거술을 시행하기도 한다[32]. 또한 

복강경을 이용한 괴사제거술은 작은 상처를 통하여 광범위

하게 괴사부위를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33]. 감염성 췌

장괴사 환자에서 내시경적 배액술로 감염된 괴사부위를 배

액하고도 임상적인 증상과 증후의 호전이 없으면, 다음 단계

로 복강경이나 내시경을 이용한 최소 침습 괴사제거술을 추

가적으로 시행하는 단계적(Step-up) 접근방식이 이용될 수 

있다[34].

내시경을 이용한 경벽적 배액술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합

병증은 출혈, 천공, 공기 색전증이다. 단순한 가성낭종의 경

우에는 주요 합병증들의 발생이 드물지만 내시경적 괴사조

직 제거술에서는 3-4%에서 천공이 발생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35]. 최대한 내시경적 경벽적 통로를 형성하기 위해서 

풍선 확장술을 시행할 때는 서서히 풍선의 직경을 작은 것

부터 큰 것으로 바꾸어야 하고 공기의 송기는 CO2 가스를 

이용하여 공기 색전증을 예방하도록 하고 괴사된 조직을 제

거할 때는 혈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11]. 내시

경적 배액술이 문헌적으로 성공률이 높게 보고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보고 병원들이 경험이 풍부한 병원들이었다. 따라

서 이 시술은 경험이 많은 전문적인 시술자에 의해서 시행

되어야 하고 이 시술이 실패하였을 때를 대비해서 보조할 

수 있는 외과의사가 있거나 중재적 시술이 가능한 병원에서 

시행될 필요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시경 치료 외에 중

재적 방사선적 시술과 수술적 치료가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담석성 췌장염

담석성 췌장염은 담석에 의해 유두부의 공통관이 막혀 췌

장액의 배출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담도염과 관련된 염증이 

췌장에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발생하므로 내시경적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다. 담석성 췌장염이 의심할 수 있는 임상적 

소견은 혈액 검사에서 빌리루빈, 알칼리인산분해요소, γGTP, 

ALT, ALT, AST 중에 세 개 이상 증가된 경우, 복부 초음파

나 복부 CT에서 담석이 보이거나 총담관의 확장이 관찰되는 

경우이다. 복부 CT에서 총담관에 담석이 정확하게 관찰되지 

않을 때는 ERCP 전에 더 민감도가 높은 MRCP나 EUS 검사

를 시행할 수 있다[36].

급성 담석성 췌장염이 의심될 때 ERCP를 시행하는 시기

를 결정하는 것은 실제 임상에서 어려운 문제이다. 실제로 

조기에 ERCP와 유두부 절개술을 시행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이로운 가에 대한 무작위 대조군 연구(randomized controlled 

trial)에 대한 메타 분석에 따르면 경증의 췌장염 군과 중증

의 췌장염 군으로 나누어 분석 하였을 때 중증의 췌장염 군

에서 사망률의 감소는 보이지 않았으나 합병증의 발생을 의

미 있게 줄였다[37]. 최근에 Cochrane library에서 발표한 메

타 분석에 따르면 담석성 췌장염의 조기 ERCP 시행에 대해 

각각의 세부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을 때 중증의 췌장염 

환자에서는 사망률과 합병증 발생률에 차이가 없었으나, 담

도염이 있는 환자는 사망률과 합병증이, 담도 폐쇄가 있는 

환자는 국소적 합병증이 의미 있게 감소하였다[38]. 시술 시

간에 대한 비교 연구에서는 발생 후 24-48시간 이내에 시행

한 군에서 48시간 이후에 시행한 군에 비해 조기 합병증이 

낮았고 전반적인 합병증의 발생도 낮았다[39]. 여러 나라의 

담석성 췌장염 진료지침들에서는 담석성 췌장염이 강력히 의심

되는 환자가 담도염이 있거나, 담도 폐쇄가 지속되는 경우 

조기에 ERCP를 시행할 것을 추천한다[28,36,40].

결     론

중증 급성 췌장염에서 합병증으로 가성낭종, 농양, 감염

성 췌장 괴사가 발생할 수 있다. 대부분의 가성낭종은 자연

적으로 소실되지만 가성낭종의 종대로 임상적인 증상들이 

유발되어 배액이 필요할 수 있다. 최근에는 췌장주위 수액고

임 환자에서 내시경초음파 유도하 배액술이 중요한 치료법

이 되었다. 이 내시경초음파 유도하 배액법은 수술적 치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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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덜 침습적이고 실시간으로 병변을 관찰하면서 시술을 할 

수 있어 위나 십이지장으로 돌출되지 않는 병변도 시술할 

수 있고. 시술로 인한 출혈과 천공을 줄일 수 있다. 이 내시

경적 치료법은 가성낭종과 농양 환자에서 치료 성공률이 

90%에 이른다. 감염성 췌장 괴사에 환자에서 초기에는 항생

제 투여와 보존적 치료를 하여 괴사제거술을 가능하면 최대

한 지연하고 임상적 상황이 악화되거나 패혈증으로 진행하

는 소견이 보이면 괴사 부위의 배액술과 괴사제거술이 시행

될 수 있다. 급성 췌장염 발병 후 4-6주가 지나면 정상 췌장

과 괴사된 췌장의 경계구분이 분명해지고 괴사 부분이 액화

되므로 내시경적 배액술과 괴사제거술이 용이할 수 있다. 췌

장 괴사가 광범위하고 중증의 감염이 동반되면 내시경적 치

료만으로 성공적인 치료를 보장할 수 없으므로 영상 중재시

술 담당 의사나 외과의와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로 한다. 급

성 췌장염 중 원인이 확인이 되면 치료가 가능한 담석성 췌

장염이 강력히 의심되는 환자가 담도염이 있거나 담도 폐쇄

가 지속되는 경우 조기에 ERCP를 시행되어야 한다.

중심 단어: 내시경초음파; 가성낭종; 괴사; 췌장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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