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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췌장염의 내과적 치료: 수액, 영양 그리고 항생제 요법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박 창 환

Medical Management of Acute Pancreatitis: Intravenous Fluid,  
Nutrition and Antimicrobial Therapy

Chang-Hwan Park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Medical School, Gwangju, Korea

Acute pancreatitis is one of the most common diseases of the pancreas. Although the 
incidence of acute pancreatitis is increasing, the mortality is decreasing. In general, 
most of fatal cases occur within 2 weeks after admission due to multi-organ failure. 
Initial medical treatment of acute pancreatitis is important in order to improve the 
prognosis of the patients with acute pancreatitis. Essential treatment in this early period 
includes intravenous hydration, paint control, enteral nutrition, and antimicrobial 
therapy. Although aggressive intravenous hydration with lactated Ringer’s solution 
can improve mortality rates and decrease the development of systemic inflammatory 
response syndrome in the patients with acute pancreatitis, fluid overload can induce 
pulmonary edema, increase of the extra-pancreatic fluid collection, intra-abdominal 
compartment syndrome, sepsis, and increase of the mortality. Therefore, goal-directed 
therapy, utilizing various parameters to guide fluid administration, reduces the risk 
of persistent single or multiple organ system failure, infected pancreatic necrosis or 
mortality from acute pancreatitis. Initiation of early oral feeding is recommended, 
beginning within 24 hours for mild acute pancreatitis. Enteral nutritional support is 
favored over parental nutrition in severe acute pancreatitis. Recent guidelines do not 
support the use of prophylactic antibiotics to prevent infection in necrotizing acute 
pancreatitis and severe acute pancreat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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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급성 췌장염(acute pancreatitis)은 전형적인 복통과 정상 상한 

3배 이상의 췌장효소 증가 그리고 영상 변화를 특징으로 하는 

급성 염증성 질환이다. 대부분 환자는 췌장 손상이 경미하여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합병증 없이 완전히 회복되지만, 약 

5%에서는 사망에 이르게 되고 특히 감염을 동반한 괴사가 

발생한 환자 중 30%는 사망에 이르게 되므로 보다 적극적인 

치료가 요구된다.1 시기별로는 초기 첫 1-2주일 이내는 다발성 

장기 부전이 흔한 사망 원인이지만 후기 2주일 이후에는 감염이 

주요 사망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1 본고에서는 급성 췌장염의 

내과 치료에 있어서 1) 수액 요법, 2) 통증 조절, 3) 영양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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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항생제 요법에 대하여 최근 이루어진 발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본  론

1. 수액 요법

급성 췌장염의 초기 예후에 중요한 인자 중 하나인 췌장괴사는 

수액 공급이 불충분할 경우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사망률을 

증가시키므로,2-5 혈액내 유효 혈액량을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수액 공급은 급성 췌장염 초기 치료의 근간이 되어 왔다.6 

Lactated R inger’s solut ion과  생리식염수가  가장  많이 

연구되었는데 250-500 mL/h 대량 수액 요법이 주를 이루었다.7 

특히 Wu 등8의 연구에서 lactated Ringer’s solution이 투여된 

경우에 생리식염수에 비하여 전신 염증반응증후군(systemic 

inflammatory response syndrome)의 발생이 80% 이상 적었던 

것으로 나타나 lactated Ringer’s solution이 가장 유용한 수액 

요법으로 예상되어 왔으나 그 후 후속 연구 결과는 큰 차이가 없어 

2013년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ancreatology/American 

Pancreatic Association (IAP/APA), 2018년 미국 소화기학회 

지침 모두 lactated Ringer’s solution이 특별히 선호되지 않는다고 

제시하였다.7 그렇지만  최근  급성  췌장염의  좋은  모델 중 

하나인 ERCP 후 발생하는 급성 췌장염에서 lactated Ringer’s 

solution 20 mL/kg의 수액을 시술 직후 30분 내에 주사한 후 

8시간 동안 3 mL/kg/h로 유지한 경우와 단지 시술 후 8시간 동안 

1.5 mL/kg/h를 유지한 경우를 비교한 연구들에서 3 mL/kg/h로 

유지한 환자들에서 ERCP 후 발생하는 급성 췌장염의 빈도가 

현저히 감소하고 중증도도 유의하게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생리식염수를 3 mL/kg/h로 유지한 경우에는 lactated 

Ringer’s solution을 1.5 mL/kg/h를 유지한 경우와 유의한 급성 

췌장염 발생빈도에 차이가 없어 lactated Ringer’s solution이 

급성 췌장염의 치료에 가장 효과적인 수액 요법임을 제시하고 

있다.9-11 2013년 IAP/APA 가이드라인에서는 lactated Ringer’s 

solution은 고칼슘혈증이 동반된 환자에서는 투여되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되어 있다.12 한편 과도한 수액 공급은 폐부종 및 전신 

부종과 같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개개인에 따른 맞춤 

치료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경도  급성  췌장염  환자에서 

lactated Ringer’s solution을 3 mL/kg/h로 급속 투여한 경우, 

1.5 mL/kg/h로 서서히 투여한 경우보다 회복이 유의하게 

빨라졌다는 보고가 있는 반면, 중증 급성 췌장염 환자에서 

급속한 혈액 희석은 패혈증 및 사망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13,14 

Wu 등8은 급성 췌장염 환자 초기에 20 mL/kg의 수액을 30분 내에 

주사한 후 3 mL/kg/h를 유지하면서 임상 상태를 확인하고 

혈중요소농도(blood urea nitrogen, BUN)를 추적하여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8시간 간격으로 일시 투여량을 반복 투여, 

감소하는 경우에는 유지 용량을 1.5 mL/kg/h로 감소시키는 목적 

지향 수액 요법(goal-directed f luid resuscitation)이 안전하고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BUN 외에도 심박수(분당 120회 이하), 

소변량(0.5-1.0 mL/kg/h 이상), 헤마토크리트(35-44%) 등이 목적 

지향 수액 요법의 목표로 제시되고 있다.7,12

2. 통증 조절

급성 췌장염 환자의 주된 증상이 복통이지만 아직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통증 조절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최근까지 발표된 연구들을 살펴 보면 Gülen 등15은 

20 mg dexketoprofen trometamol, 1 g paracetamol, 1 mg/kg 

tramadol 정맥 주사를 이용한 세 군 간 무작위 대조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세 가지 약제 간 통증 조절 효과에는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2013년 시도되었던 Cochrane 문헌고찰 

(systematic review)에서는 마약과 비마약성 진통제 간의 효과를 

비교하였는데 무작위 대조 연구의 질이 낮지만 마약을 사용할 

경우 추가적으로 진통제가 필요한 경우가 유의하게 낮았음 

(relative risk 0.41, 0.29-0.57)을 보고하였다.16 그러나 마약 

진통제는 비마약성 진통제보다 위장관 운동장애를 더 유발 

한다는 단점이 있다.17 통증 조절에서는 아직까지 무작위 전향 

대조 연구들의 질이 떨어져 어느 약제가 우수한지 결론 내리기 

어렵다.16,18,19

3. 영양 공급

최근 급성 췌장염 치료 방침의 변화에서 가장 큰 이슈는 빠른 

식이 시작이다. 전통적으로 식이는 급성 췌장염을 악화시킬 수 

있어서 일정기간 췌장의 안정을 위한 금식이 필수라고 여겨져 

왔다. 그러나 2018년 미국 소화기학회 지침에서는 입원 24시간 

이내에 식이를 시작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또한 자발 식이가 

불가능한 환자에서 총 정맥 영양법보다는 경장 영양법을 

추천하고 있다.1 이는 중증 급성 췌장염 환자에서 시행된 무작위 

대조 연구들을 대상으로 한 메타분석에서 경장 영양법은 총 

정맥 영양법보다 사망률, 다장기 부전, 감염성 합병증, 수술의 

필요성을 낮추고, 재원일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20 금식은 장점막을 위축시키고 이로 인하여 장내 세균 

및 독소들의 전위를 조장하여 감염성 합병증 및 다발성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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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을 유발할 수 있다.21 반면 식이는 장점막 통합성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장내 세균 및 독소들의 전위가 감소하여 감염성 합병증 

및 다발성 장기 부전을 예방할 수 있어서 최근에는 “gut rousing 

not gut resting”이 중요하다고 여겨지고 있다. 급성 췌장염 

환자에서 소장 세균 과증식이 있는 환자에서 장기 부전이 

유의하게 높게 발생하며(30 vs. 12.5%), 총 정맥 영양법 환자에 

비하여 경장 영양법 환자에서 혈중 endotoxin 농도가 낮아 

진다는 최근 연구 결과들은 이를 잘 증명하고 있다.22,23 경구 

섭취가 불가능한 환자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비공장관(nasojejunal 

tube)이 비위관(nasogastric tube)보다 우선시되어 왔지만 두 군을 

비교한 무작위 대조 연구에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아, 현재는 더 

간편한 비위관 삽입이 추천되고 있다.24-26

4. 항생제 요법

초기 급성 췌장염의 사망 원인의 대부분은 다발성 장기 

부전이지만 1-2주 이후에 발생하는 후기 사망에는 감염이 가장 

중요한 인자로 작용한다.27 따라서 중증 급성 췌장염의 후기 

사망을 예방하고 예후를 호전시키기 위하여 감염을 유발하는 

세균에 특이적이고, 췌장조직내 침투력이 높은 예방 항생제 

투여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시행되었으나  최근  발표된 

메타분석들은 예방 항생제의 사용을 추천하지 않고 있다.28,29 

감염된 췌장괴사 배양 연구에 따르면 배양된 균주 대부분이 주로 

사용되는 항생제인 ampicillin, erythromycin, amoxicillin 등에 

내성을 보인 반면 vancomycin, meropenem, ertapenem 등에 

내성은 낮다고 보고하여 균주가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항생제 

사용은 효과가 매우 낮음을 보여 주고 있다.30 따라서 급성 

췌장염 환자에서 항생제는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감염이 확실히 

밝혀진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임상적으로 패혈증이 

의심되는 경우, 급성 화농성 담관염이 의심되는 경우 또는 췌장 

이외 기관에 분명한 감염성 합병증이 확인된 경우에만 사용할 

필요가 있겠다.

결  론

급성 췌장염의 치료에 대한 최신 지견에는 많은 변화는 없으나 

수액 치료에 있어서 목적 지향 요법과 lactated Ringer’s solution이 

가장 효과적인 수액 요법임이 제시되고 있다. 통증 조절에 

있어서는 향후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며, 급성 췌장염 치료 

중 가장 큰 변화인 빠른 식이 시작은 장점막 통합성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감염성 합병증 및 다발성 장기 부전 예방에 도움이 

된다. 예방 항생제 사용은 추천되지 않으나 임상적으로 패혈증이 

의심되는 경우와 분명한 감염성 합병증이 확인된 경우 사용이 

필요하다.

요  약

급성 췌장염은 가장 흔한 췌장 질환 중 하나이다. 최근 급성 

췌장염의 발생률은 증가하고 있지만 다행하게도 사망률은 

감소하고 있다. 급성 췌장염으로 인한 사망은 대부분 초기에 

발생하는데 입원 후 7-14일 이내에 발생하며 급격하게 장기 

부전을 일으키면서 발생한다. 따라서 급성 췌장염 예후를 

호전시키기 위해서는 초기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 초기 치료는 

수액 요법, 통증 치료, 국소 및 전신적 합병증 치료, 영양 요법 

등이 근간을 이룬다. 수액 치료는 증상 발생 후 첫 12에서 24시간 

내에 3-4 L의 lactated Ringer's solution을 대량 공급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과다한 수액 공급은 오히려 폐부종, 췌장 주위 

저류액 증가, 복부 분획증후군, 패혈증, 사망률 증가 등을 조장할 

수 있기에 순환 혈액량을 관찰하면서 수액 투여 용량을 적절하게 

조절해야 한다. 중증 급성 췌장염 환자에서 내원 24-48시간 이내 

경장 영양법을 시작하면 혈당 조절, 세균 감염 예방, 다발성 장기 

부전 및 사망률 감소에 도움이 되며 경공장 또는 경위 영양법 

모두 가능하다. 급성 췌장염에서 예방적 항생제는 예후를 

호전시키지 못하지만 안정된 감염성 췌장 괴사의 경우에는 

항생제 치료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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