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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관내 가성동맥류 파열로 인한 Hemosuccus Pancreaticus 1예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소화기내과

이예진, 현종진, 최주희, 심유라, 오홍권, 김환일, 이홍식, 김창덕

서  론

Hemosuccus pancreaticus는 췌관을 통한 십이지장으로의 

출혈을 의미하며, 가장 흔한 원인은 만성 췌장염에 동반된 

가성동맥류의 파열이다.1 급성 또는 만성 췌장염의 합병증으

로 드물게 발생하는 가성동맥류는 엘라스타아제, 프로테아

제 등의 소화성 효소에 의해 췌장 주위 동맥의 혈관 외막이 

손상되어 형성된다. 이러한 가성동맥류는 자가소화된 비정

상적인 동맥벽이 확장되며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동맥벽 전

층의 확장으로 발생하는 진성동맥류와는 차이가 있으며 가

성낭종과 연관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나 가성낭종 없이

도 드물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국내에서는 췌장

의 가성동맥류 파열에 의한 위장관 출혈 증례가 산발적으로 

보고된 바 있다.3-6

저자들은 알코올성 만성 췌장염 환자에서 발생한 췌관내 

가성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대량의 위장관 출혈을 복부 전산

화단층촬영과 혈관조영술을 통하여 진단 후 췌장 절제술로 

성공적으로 치료한 예를 경험하였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

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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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Jin Lee, Jong Jin Hyun, Ju Hee Choi, Yura Sim, Hong Kwon Oh, Hwan Il Kim, Hong Sik Lee, Chang Duck Kim

Division of Gastroenterology and Hepatology,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Pseudoaneurysm is one of life-threatening complications of chronic or acute 
pancreatitis. It can lead to massive bleeding into the abdominal cavity, the 
retroperitoneum, or the gastrointestinal tract. Hemosuccus pancreaticus, meaning 
hemorrhage through the pancreatic duct into the duodenum is an important 
diagnostic clue suggesting the presence of pancreatic pseudoaneurysm. A 74-year-
old man presented with hematochezia and active bleeding from the ampulla of 
Vater was noted on upper endoscopy. Abdominal computed tomography scan 
demonstrated a nodular enhancing lesion within the pancreatic duct. Celiac trunk 
angiography also showed a nodular enhancing lesion suggesting pseudoaneurysm 
in the pancreas. However, due to the difficulty of identifying the feeder artery of 
pseudoaneurysm by selective angiography, embolization was not feasible. Therefore, 
distal pancreatectomy was performed and ruptured pseudoaneurysm within 
the pancreatic duct could be confirmed. Herein, we report a case of hemosuccus 
pancreaticus due to ruptured intraductal pseudoaneurysm that was successfully 
treated by surgic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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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례

74세 남자가 복통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환자는 수차례 알

코올성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과거력이 있었으

며, 내원 2개월 전부터 복통이 재발하여 타원에서 치료하였

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amylase와 lipase가 지속적으로 

상승되어 본원에 의뢰되었다. 환자는 7년 전부터 고혈압약

을 복용하고 있었고, 40년 전에 결핵성 늑막염으로 치료받은 

병력과 2년 전 우측 기흉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었

다. 최근까지 50년간 매일 소주 1병씩 마셨다고 하며, 매일 1

갑씩 50갑년의 흡연력을 가지고 있었다. 내원 당시 혈압과 

체온 등은 정상이었고 맥박은 113회/분으로 증가되어 있었

다. 계통적 문진상 최근 1년간 3-4 kg의 체중감소가 있었으

며, 복통과 복부 불편감을 호소하였다. 신체검진상 만성 병

색을 띠었으나 결막은 창백하지 않았고 공막의 황달 소견도 

관찰되지 않았다. 복부에서도 만져지는 종괴는 없었으나 상

복부에 경미한 압통이 있었다. 외래에서 추가 검사 진행 예

정 중, 내원 당일 오후에 대량의 혈변이 발생하여 본원 응급

실로 다시 내원하였다. 내원 당시 신체활력 징후는 혈압 

Fig. 2. Contrast-enhanced abdominal computed tomography (CT) scan findings. A small round enhancing lesion (arrow) that is not observed in pre-
enhance phase (A) is seen on arterial phase (B) and portal phase (C) along with pancreatic duct dilatation (D).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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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ndoscopic finding. Active bleeding from ampulla of Vater can be 
s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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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8 mmHg, 맥박수 90회/분, 체온 36.6°C였으며 의식은 

명료하였다. 급성 병색을 보이며 결막은 창백하고 공막 황달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복부 진찰에서 심와부 및 우상복부 

압통이 있었으나 반발통은 없었고 촉지되는 종물은 없었다. 

직장수지 검사에서는 검붉은 색 변이 관찰되었다. 말초혈액

검사에서 백혈구 10,710/mm3, 혈색소 7.9 g/dL, 혈소판 

291,000/mm3였고 혈액응고 검사상 프로트롬빈 시간 11.8초

(INR 1.04), 활성화부분프로트롬빈 시간 31.6초였다. 생화학 

검사에서 AST 20 IU/L, ALT 11 IU/L, alkaline phosphatase 

55 IU/L, γGTP 31 IU/L, 총 단백 7.0 g/dL, 알부민 4.2 g/dL, 

총 빌리루빈 0.53 mg/dL, BUN 22.6 mg/dL, 크레아티닌 1.15 

mg/dL, amylase 531 IU/L, lipase 1,292 IU/L였으며 종양 표

지자 검사에서는 CEA 1.4 ng/mL, CA19-9 11.0 IU/mL로 정

상 범위였다. 혈변의 원인을 찾기 위해 시행한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대장 전장에 걸쳐서 선홍혈이 관찰되었으나 출혈 

의심 병소는 관찰할 수 없었다. 상부위장관내시경 검사에서 

십이지장 제2부의 주유두 개구부 주변에서 선홍혈이 관찰되

었다(Fig. 1). 복부 전산화단층촬영에서는, 췌장의 석회화나 

가성낭종은 관찰되지 않았으나, 췌장의 위축 및 췌장 미부 

췌관의 전반적인 확장과 확장된 췌관의 기시부에 위치한 약 

0.8 cm 크기의 조기 조영 증강되는 병변이 관찰되었다(Fig. 

2). 반복되는 급성 췌장염으로 인하여 가성동맥류가 발생하

고, 이 가성동맥류에서 출혈이 일어나 주유두부를 통해 많은 

양의 출혈이 있었다고 판단되어 진단 및 치료를 위해 혈관조

영술(angiography)을 시행하였다. 복강동맥(celiac trunk) 조

영술에서 조영 증강되는 결절성 병변이 확인되었으나(Fig. 

3), 선택적 비장동맥, 상장간막동맥, 위동맥, 위십이지장동맥, 

뒤췌장동맥 등의 조영술에서 가성동맥류에 피를 공급하는 

동맥을 찾을 수 없었다. 정확한 기시 혈관을 확인할 수 없어 

색전술을 시행하기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개복을 한 후 췌관을 따라 절개한 결과 

작은 팥알 크기의 동맥류가 확장된 췌관의 기시부에서 관찰

되었다(Fig. 4). 췌관의 불규칙한 협착 및 확장이 관찰되어 동

맥류 결찰술만 시행할 경우 췌관 협착으로 인한 합병증이 다

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위부 췌장 절제술 및 비장 절제

술을 시행하였다. 절제된 췌장의 크기는 8.5 × 3.5 × 1.7 cm, 

무게는 49 grams이었으며 외형적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았

다. 절단면에서 원위부 췌관의 확장과 국소적 출혈 및 혈전

Fig. 3. Celiac trunk angiography. A nodular enhancing lesion suggesting 
pseudoaneurysm is noted in the vicinity of the celiac trunk and splenic 
artery (arrow).

Fig. 4. Intra-operative gross f inding. A small red bean-shaped 
pseudoaneurysm (arrow) was observed when incision was made along 
the dilated pancreatic duct.

Fig. 5. Longitudinal section of resected distal pancreas. Thrombosed 
nodular blood vessel is seen within the dilated pancreatic duct (arrow).



Ye Jin Lee, et al.

43Korean J Pancreatobiliary 2016;21(1):40-44

을 동반한 췌관내 혈관 확장을 관찰할 수 있어 췌관내 가성

동맥류 파열에 합당한 소견을 보였다(Fig. 5). 환자는 수술 후 

합병증 없이 증상 호전되어 퇴원하였으며 외래에서 추적관

찰 중이다.

고  찰

상부위장관  출혈의  드문  원인  중  하나인  hemosuccus 

pancreaticus는 췌관을 통한 십이지장 유두부로의 활동성 출

혈을 나타내는 증후군으로 1931년 Lower와 Farrell에 의해 

처음 보고되었고, 1970년에 Sandblom7이 hemosuccus pan-

creaticus라고 명명하며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가장 흔한 원

인은 만성 췌장염에 동반된 비장 동맥의 가성동맥류 파열 때

문인데 그 외에도 외상성 또는 동맥경화성 동맥류 파열, 동

정맥 기형, 췌장암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8 가성동맥

류는 췌장염 환자의 3.5-10%에서 발생하며 파열을 통한 출

혈은 흔하지 않으나 발생 시에는 가성낭종내 국한되거나 췌

관을 통해 십이지장으로 출혈될 수 있고, 인접 위장관, 복강 

또는 후복막 출혈 등 다양하게 발현될 수 있다.9 위장관 출혈

로 나타날 경우에는 반복적인 소량 출혈 또는 갑작스런 대량 

출혈이 모두 가능하다. 대개의 경우 출혈이 간헐적으로 반복

되어 내시경적 진단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췌관이나 가

성낭종 내로 들어간 혈액이 혈전을 형성하여 출혈을 일시적

으로 멈추게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임상적으로 복통, 혈중 amylase 상승과 함께 위장관 출혈

이 발생할 경우 hemosuccus pancreaticus의 가능성을 생각

해 볼 수 있다. 췌장염 병력이 있거나 현재 췌장염이 동반된 

환자에서 복통과 위장관 출혈이 있는 경우 더욱 의심을 갖고 

주의 깊은 병력 청취와 검사를 시행하여 빨리 진단하려는 노

력이 필요하다. 내시경 검사를 통하여 다른 원인에 의한 위

장관 출혈을 감별한 후 복부 전산화단층촬영과 혈관조영술

을 통해 가성동맥류를 진단할 수 있는데 해부학적인 분포 등

을 파악하고 치료방침을 결정하는 데에는 혈관조영술이 더 

유용하다.10,11 복부 전산화단층촬영에서 가성동맥류 내에 혈

전이 차있는 경우 조영이 잘 되지 않는 불균일한 낭성 종괴

로 보여 가성낭종의 감염에 의한 변성된 구조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가성동맥류의 발생 위치는 가장 인접한 비장동맥에서 주

로 호발하며 위십이지장동맥, 췌장십이지장동맥, 위동맥 등

에서 발생하나 췌장 효소와 접하는 어느 혈관이라도 발생할 

수 있다. 국내에서 가성동맥류 파열에 의한 췌관을 통한 위

장관 출혈이 보고된 바 있으나3-6 이번 증례에서와 같이 췌관 

내로 노출된 가성동맥류 파열에 의한 hemosuccus pancreati-

cus 증례 보고는 없다. 이 증례의 경우 복강동맥 혈관조영술 

시행 시에는 병변이 관찰되었으나 이후 다양한 접근 방법으

로 선택적 동맥조영술을 시행하였지만 정확한 출혈 병소와 

기시 혈관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여러 분지 혈관의 혈류를 

공급받는 소동맥에서 가성동맥류가 발생하였을 때, 조영제

를 투여한 혈관으로의 혈류가 일시적으로 감소하며 다른 분

지 혈관을 통한 혈류가 우세하게 되어 가성동맥류로 조영제

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 혹은 혈전 형성이나 조영제 투여 후

의 혈관 연축 반응 때문에 조영 증강되지 않았을 가능성 등

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가성동맥류 치료는 크게 수술적인 방법과 혈관조영술을 

이용한 색전술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최근에는 색전술이 어

렵거나 실패한 경우에 경피적으로 또는 내시경 초음파 유도

하에 경벽적으로 병변에 직접 트롬빈을 투여하는 방법도 보

고되고 있다.12,13 동맥색전술의 경우 드물지만 시술 후 췌장 

농양, 비장 등 주위 장기의 경색, 색전술 도중 동맥류 파열, 

재출혈 등의 합병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14 

혈관색전술에 실패하였거나 수술적 배액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 그리고 본 증례에서와 같이 혈관조영술로 가성동맥류

가 확인되었으나 소분지 혈관에서 발생하여 기시 혈관이 정

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수술을 시행하게 된

다. 수술은 혈관 결찰술 또는 췌장절제술, 경우에 따라 비장

절제술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가성동맥류의 위치가 췌장의 

체부나 미부에 있는 경우가 췌장의 두부에 있는 경우보다 사

망률이 낮다.2,15 

만성 췌장염의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가성동맥류는 증상 

및 임상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간헐적 소량 출혈

로 발현될 경우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때로는 복

통과 함께 다량의 위장관 출혈이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만성 췌장염 환자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빈혈이 동반되거나 

복통이 심해질 경우 당장 뚜렷한 출혈 소견이 없더라도 가성

동맥류의 가능성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췌장염에서 동맥류

는 주로 가성낭종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본 예에서와 같이 췌관 내에서도 발생할 수 있음을 항상 염

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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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증례는 췌장 가성동맥류가 췌관 내로 노출되어 있던 드

문 경우로, 소분지 혈관에서 발생하여 혈관조영술로 기시 혈

관 확인 및 색전술이 어려워 수술적 치료가 필요했던 점에서 

기존에 보고되었던 증례들과 차이가 있어 보고한다.

국문 색인: 췌장염, 가성동맥류, 췌관 출혈, 혈관조영술, 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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