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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성 급성 췌장염의 진단과 치료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내과학교실

조동희·송태준

Evaluation and Treatment of Recurrent Acute Pancreatitis
Dong Hui Cho, Tae Jun Song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Asan Medical Center,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Acute recurrent pancreatitis (ARP) refers to a clinical condition characterized by
repeated episodes of acute pancreatitis, diagnosed retrospectively after at least the
second episode of acute pancreatitis. It is still controversial that acute pancreatitis can
progress to chronic pancreatitis, and acute, acute recurrent and chronic pancreatitis is
a continuum of disease. The causes of ARP can be divided into mechanical, hereditary
and metabolic factor. Despite recent advances in diagnostic technologies, the
etiology of ARP still remains unknown in up to 30% of cases. Especially in recurrent
episode of idiopathic pancreatitis, a clinician should be considered not only the
common causes of ARP, such as gallstone disease and alcohol, but also rare causes
of ARP. The common causes of ‘idiopathic’ recurrent pancreatitis are microlithiasis,
sludge, sphincter of oddi dysfunction, pancreas divisum and hereditary pancreatitis.
Various treatment options, such as cholecystectomy, endoscopic sphincterotomy,
medical and surgery can be applied according to the identified etiology of ARP and
treatment should be individualized. Currently, endoscopic treatment is increasingly
performed and served as a curative treatment strategy. The medical treatment can
be an option in microlithiasis and sludge, but it has limitation in terms of systemic
side effect, efficacy and lack of long term outcome. Endoscopic treatment should
be considered in selected patients with identifiable cause, and post procedural
complication should be considered before endoscopic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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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는 급성 악화와의 구분이 어렵다는 점에서 개정된 분류
에서는 사라지게 되었다. 아직까지도 재발성 급성 췌장염과

일반적으로 재발성 급성 췌장염은 급성 췌장염이 한번 이

만성 췌장염의 급성 악화 사이에 구분이 모호한 점이 있으

상 반복되는 경우로 정의하며, 대개 최소 두 번째의 급성 췌

며, 급성, 급성 재발성, 만성 췌장염이 췌장염이라는 카테고

1,2

장염을 겪은 경우 후향적으로 진단된다. 재발성 급성 췌장
3

리의 연속선상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최근의 메

염은 최초에 Marseille 췌장염 분류 에서 언급되었으나, 이후

타 분석에서는 급성 췌장염이 한차례만 있었던 경우와 재발

정상 췌장에서 발생하는 급성 췌장염과 만성 췌장염에서 발

성 급성 췌장염이 있었던 경우를 비교했을 때, 각각 10%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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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에서 만성 췌장염으로 진행함을 보이기도 했다.4

석의 형태가 아닌 미세담석(2 mm 이하의 담석), 담낭오니

재발성 급성 췌장염에서는 그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

혹은 탄산칼슘(calcium carbonate), cholesterol monohy-

보다도 중요하다. 아직 논란은 있으나 원인을 교정함으로써

drate, 빌리루빈산 칼슘 결정(calcium bilirubinate crystal)이

재발을 줄이고, 만성 췌장염으로의 진행을 막을 수 있기 때

원인이 되기도 한다.6-11 현미경적 담즙 결정은 그 자체로 췌

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재발성 급성 췌장염에서 주의 깊

장염을 유발하기보다는 숨겨진 담석이 있음을 시사한다. 특

은 진단 과정을 거쳐도 약 30%에서는 원인을 밝힐 수 없었다

발성 췌장염 환자들에서 뚜렷한 담석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고 보고되고 있다.

5

도 장기간의 ursodeoxycholic acid (UDCA) 혹은 내시경유

본고에서는 최근의 문헌 보고들을 토대로 원인과 진단, 치

두괄약근절개술 후에 재발이 줄어든다는 사실은 재발성 췌

료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재발성 급성 췌장염의 진료에 도움

장염에서 숨겨진 담석증이 기저 원인인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이 되고자 한다.

보여준다.12,13

재발성 급성 췌장염의 원인

2. 오디 괄약근 기능 장애
다음으로 흔한 원인은 오디 괄약근 기능 장애(sphincter of

1. 담석

oddi dysfunction)이다. 흔히 ‘특발성’이라고 부르는 재발성

서구에서 재발성 급성 췌장염의 가장 흔한 원인은 담석

췌장염의 많은 경우에서 오디 괄약근 기능 장애가 그 원인일

(gallstone disease)이다. 담관 담석 혹은 오니(Fig. 1)는 주췌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오디 괄약근 기능 장애는 오

관의 바터 팽대부 위치에서 담관과 췌관의 폐쇄를 유발하기

디 괄약근의 기저 압력이 높아져 있는 경우와 오디 괄약근의

도 하고, 담관석이 빠져나간 후 팽대부의 부종에 의해 췌장

기능이상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 구조적

액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팽대부 괄약근의 이완에 의해 십이

인 변화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대개 오래 지속된 염증으

지장 내용물이 췌관으로 역류하면서 췌장염을 유발한다고

로 인한 섬유화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후자는 원발성 운

생각되고 있다. 췌관의 압력이 통상적으로 담관의 압력에 비

동 장애(primary motor abnormality)로서 괄약근이 높은 압

해 높지만 바터 팽대부의 일시적인 폐쇄가 생기면 담즙이 췌

력을 보이는 경우이다. 오디 괄약근 기능 장애 환자의 수술

장으로 역류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공통관의 길이

검체를 통한 한 연구에서는 60%의 환자들에서는 바터 팽대

가 긴 경우 담즙의 역류가 보다 잘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부에 구조적 이상이 있었고, 나머지 40%의 환자들은 정상

있다. 담석성 췌장염 환자들 중 약 36-70%에서는 명확한 담

조직 소견을 보여 원발성 운동 장애가 그 원인이었음을 보인
바 있었다.14 오디 괄약근 기능 장애는 임상적, 형태적 특징을
기반으로 하여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비록 논
란의 여지는 있지만, 이러한 분류는 괄약근 절개술의 효과를
예측하고 환자를 분류하는 데에 있어 아직 그 유용성이 인정
된다. 제1형은 췌장기원의 복통이 있으면서 췌관의 확장과
내시경 역행 췌담도조영술상 배출 지연을 보이는 경우이고,
제2형은 췌장기원의 복통과 함께 제1형의 특성을 한가지 혹
은 두 가지가 있는 경우, 제3형은 췌장기원 통증 양상만 있는
경우이다. 오디 괄약근 기능 장애는 담관 괄약근과 췌관 괄
약근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헌들을 살펴보면 제1형
에서는 담관 괄약근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65-92%, 췌관 괄
약근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85-100%, 제2형에서는 각각 5865%, 55-67%이고, 제3형에서는 28-59% 정도이다.15,16

Fig. 1. Endosonographic finding of biliary sludge. Radial endoscopic
ultrasonography shows echogenic materials with hyperechoic spots in
the gallblad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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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폐쇄성 원인
담석 및 오디 괄약근 기능 장애 외에도 췌관의 기계적 폐쇄
와 관련된 기전으로 팽대부 주위 게실, 바터 팽대부의 양성
혹은 악성 협착, 낭성 신생물 등이 있을 수 있다.

서는 분리췌장은 그 자체보다는 CFTR mutation과 동반 인
자로 작용해서 췌장염을 유발한다고 보고하기도 했다.23
배측 췌관이 확장되어 있는 경우는 부유두에서 폐쇄가 있
음을 시사하며 괄약근 절개술 혹은 부유두를 통한 스텐트 삽
입술이 효과적일 수 있다.

4. 해부학적 변이
1) 분리췌장
해부학적 변이에 기인한 췌장염에서 가장 흔한 원인은 분
리췌장(Fig. 2)이다. 분리췌장은 복측 췌관과 배측 췌관의
partial fusion에 의해서 발생하며 배측 췌관이 교통가지
(communicating branch)를 통해 주유두로 개구한다. 교통
가지는 일반적으로 직경이 좁아 효과적인 배액이 되지 않고,

2) 고리췌장
비교적 드문 해부학적 변이인 고리췌장은 췌장 선 조직이
윤상으로 증식하면서 십이지장과 총담관을 둘러싸기(entrappement) 때문에 종종 십이지장이나 담도에 폐쇄증상을
일으키게 된다. 고리췌장의 약 1/3에서 분리췌장이 동반되지
만 이들의 췌장염 증상이 고리췌장 자체 때문인지, 분리췌장
에 기인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24

부유두 또한 식사 등의 자극으로 증가된 췌장 분비에 대해

3) 긴 췌담관 공통관

효과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췌관내 압력 상승을 유

공통관(Fig. 3)이 비정상적으로 길고 담관과 췌관을 분리

발하게 된다. 이로 인해 재발성 급성 췌장염이 생기기도 하

해주는 괄약근이 없는 경우에도 역류가 일어날 수 있다. 긴

고, 식사 후에 반복되는 통증이나 다른 증상 없이 췌장 효소

공통관(long common channel)의 존재는 자기공명담췌관촬

수치만 증가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전의 한 연구

영술과 내시경 역행 췌담관조영술을 통해 진단할 수 있으며,

에서는 분리췌장과 재발성 급성 췌장염 사이에 유의한 연관

총담관낭이 종종 동반된다.25

성이 없다고 보고하기도 하였으나,17 대다수의 연구들에서는

4) 기타 해부학적 변이들

재발성 급성 췌장염 환자들에서 분리췌장의 빈도가 유의하
게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18-22 최근에 발표된 또 다른 연구에

Fig. 2. Magnetic resonance cholangiopancreatographic findings of
pancreas divisum. Prominent dorsal pancreatic duct is crossing the
common bile duct. Also, ventral duct is atrophic.

주췌관이 고리형 혹은 sigmoid 형태인 경우 췌장액의 분비
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다른 원인이 없다면 췌장기원

Fig. 3. 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graphic findings of long
common channel. Common channel, which is longer than 15 mm, is seen
with dilated common bile 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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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인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으로 만성적인 췌관 변화(ductal change)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FTR gene mutation에 따라서 외분비 기능장

5. 유전적 요인

애, 재발성 급성 췌장염 혹은 무증상 고효소혈증에 이르기까

재발성 급성 췌장염과 만성 췌장염에 있어서 유전적인 요

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비교적 경한 변이의 경

소 또한 중요하다. 현재까지 재발성 급성 췌장염을 일으킨다

우에서도 췌장염의 위험이 일반인구에 비해 40-80배 증가하

고 알려진 유전적 요소에는 protease serine 1-gene (PRSS1-

며, 이형접합체(heterozygote)에서도 일반인구에 비해 췌장

gene), serine protease inhibitor, Kazal type1 gene (SPINK1

염의 위험이 3-4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33

gene) 그리고 cystic fibrosis transmembrane conductance

6. 대사이상

regulator-gene (CFTR-gene)의 변이가 있다.
1) PRSS1 유전자변이

1) 음주

1996년 Whitcomb 등에 의해 유전성 췌장염 가계에서 cat-

음주는 췌장 외분비 기능을 일시적으로 자극하게 되고 췌

ionic trypsinogen을 만들어내는 PRSS1 유전자에 변이가 발

장의 샘꽈리세포(acinar cell)을 콜레시스토키닌(cholecysto-

견되었고, 이후 동일 유전자내에 다양한 변이가 보고되었

kinin)에 감작시키며, 그 자체로 샘꽈리세포에 독성을 나타

다.

26,27

정상적으로 췌장에서 만들어진 트립시노겐은 십이지

내기도 한다. 서구에서는 전체 급성 췌장염의 30%가 음주에

장으로 분비된 후 트립신으로 변환되어 활성화된다. 췌장내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알코올에 의한 급성 췌장염은 대

에서 트립신이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되면 다른 트립신에 의

개 5-10년 이상 장기간 과량의 음주를 한 사람들에서 발생하

해 분해되어 비활성화됨으로서 췌장의 손상을 막는 기전을

며, 알코올에 의한 급성 췌장염 삽화가 반복되는 경우는 대

가지고 있다. Cationic trypsinogen 유전자에 변이가 생기게

개 만성 췌장염이 있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34 최

되면 분해에 저항성을 갖는 비정상적인 트립신이 형성되게

근의 메타 분석에서는 소집단 분석(subgroup analysis)을 통

되며, 이 비정상적인 트립신이 한번 활성화가 되면 분해가

해 알코올성 췌장염 환자들에서 재발성 급성 췌장염이 만성

28

되지 않고 계속해서 췌장염을 유발하게 된다. 또 한가지 주
목할 점은 이렇게 활성화된 트립신이 팽대부를 지나면서 만
성적인 염증을 초래하여 오디 괄약근 기능 장애가 병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괄약근 절개술이 증상 호전에는 도
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만성 췌장염으로의 진행을
늦추거나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

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이기도 했다.4
2) 고중성지방혈증, 고칼슘혈증
재발성 급성 췌장염의 다른 대사성 원인으로서 고중성지
방혈증과 고칼슘혈증이 잘 알려져 있다. 고칼슘혈증의 다양
한 원인 중 부갑상선기능항진증이 주로 재발성 급성 췌장염
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다. 고중성지방혈증은 서구뿐 아니

2) SPINK1 유전자변이

라 국내에서도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재발성 급성 췌장

SPINK1 은 pancreatic secretory trypsin inhibitor로도 불리

염을 유발하는 경우는 대개 혈중 중성지방이 1,000 mg/dL를

며, 트립신에 대한 되먹임 저해제(feedback inhibitor)로 작

넘는 경우가 많다.

29

용함으로써 췌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 유전
자에 이상이 있으면, 다른 유전적 혹은 환경적 요인이 있을
때 췌장염이 발병할 확률이 증가하게 된다.30 SPINK1 -gene
mutation의 빈도는 일반인구에서 2%인데 반해, 특발성 췌
장염 환자에서는 16-23%로 높다고 보고되어 있다.31

흡연 역시 오래 전부터 급성 췌장염의 연관성에 대해 연구
가 되어 왔으며, 금연을 하게 되면 췌장염의 위험이 줄어든
다고 알려져 있다.35 최근에는 흡연이 만성 췌장염이나 췌장
암뿐 아니라 재발성 급성 췌장염의 위험인자라고 보고되고

3) CFTR 유전자변이

있다. 특히 12 갑년 이상 흡연을 한 경우 이러한 위험성이 증

CFTR gene mutation은 apical membrane chloride chan-

가하게 된다.5,36

nel에 이상을 초래하여 췌장에서는 외분비 장애를 유발하게
된다.32 비정상적으로 점도가 높은 췌장 분비액이 분비됨으
로써 췌관내 압력이 높아지게 되고, 장기간 지속되면 이차적
4

3) 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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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성 급성 췌장염의 진단

3. 세크레틴 주사 후 자기공명담췌관촬영술
세크레틴 주사 후 자기공명담줴관찰영술은 췌담관의 형태

재발성 급성 췌장염의 진단에 있어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

와, 오디 괄약근의 운동을 관찰할 수 있어, 침습적인 검사인

한 노력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원인을 확인하

오디 괄약근 운동검사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세크레틴을

고 제거함으로써 향후 재발과 만성 췌장염으로의 진행을 막

주사하면 췌장 분비가 자극되어 췌관의 형태를 좀 더 잘 알

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환자의 병력을 포함하여 혈액검사, 복

수 있으며, 세크레틴 주사 전후 주췌관의 직경을 측정함으로

부 초음파, 자기공명담췌관촬영술, 전산화 단층촬영을 통해

써 췌관의 기능을 평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세크레틴 주사

서 재발성 췌장염의 약 70%에서 그 원인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 주췌관의 직경은 3 mm 이하를 정상으로 보고 있으며, 세

알려져 있다. 상기 검사들에서도 원인을 찾지 못한 경우에는

크레틴 주사 후 15분여까지 직경 변화가 1 mm 이상 지속되

초음파 내시경(endoscopic ultrasound), 내시경 역행 췌담관

면 주췌관의 배출 장애, 즉 오디 괄약근 기능 장애를 시사하

조영술, 오디 괄약근 운동 검사(sphincter of oddi manome-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0 세크레틴 주사 후 자기공명담줴관

try), 유전자 검사 등의 추가적인 검사를 선별적으로 시행해

찰영술을 오디 괄약근 기능 장애의 진단에 이용한 연구들에

볼 수 있다.

서 한 연구에서는 유의한 결과가 없었고,40 다른 두 연구에서
는 민감도 37-85%, 특이도 62.5-100%로 보고하였다.41,42 국

1. 초음파 내시경

내에서는 세크레틴 사용이 불가능하며 세크레틴 주사 후 자

초음파 내시경은 복부초음파에 비해 높은 주파수를 사용
하여 해상도가 높고 장관 가스의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에

기공명담줴관찰영술의 임상적 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임상
자료의 축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총담관 질환의 진단에 있어 매우 높은 민감도를 보이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37 또한 췌실질의 변화나, 췌관의 변화, 작은
낭성 병변에 대한 관찰에 유용하기 때문에, 재발성 급성 췌

4. 오디 괄약근 운동 검사(Sphincter of oddi manometry)

장염 환자들에서 초음파 내시경을 이용한 연구들에서는 특

오디 괄약근 운동 검사는 여전히 오디 괄약근 기능 장애 진

발성 재발성 췌장염 환자의 10-30%에서 초음파 내시경상 만

단에 있어서 표준적인 검사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오디 괄약

성 췌장염 소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8,39

비교적 덜 침

근 운동 검사는 내시경 역행 췌담관조영술 중에, 담관 혹은

습적인 검사이므로, 처음 발생한 특발성 췌장염 환자에서 원

췌관을 선택적 삽관하고, 5 Fr 압력측정도관(manometry

인 확인을 위해서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catheter)을 삽관하여 시행한다. 괄약근의 기저 압력은 대개

2. 내시경 역행 췌담관조영술

35 mmHg를 넘지 않으며, 40 mmHg 이상인 경우 비정상적
인 것으로 간주한다. 오디 괄약근의 협착이 있는 경우 대개

내시경 역행 췌담관조영술은 재발성 급성 췌장염의 원인

오디 괄약근 운동 검사는 재현성이 있으며, 근육 이완제 투

중 미세담석, 오디 괄약근 기능 장애, 분리췌장 진단에 유용

여에도 검사 결과에 있어 변화가 없다. 오디 괄약근 기능이

하며, 그 외 유두부 종양, 십이지장 게실, 췌관 협착, 췌담도

상이 있는 경우에는 운동파의 전파(wave propagation) 혹은

합류 이상을 진단할 수 있어, 재발성 췌장염의 진단 및 치료

진동수(frequency) 등에서 다양한 이상을 보이게 되며, 근육

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검사이다. 진단적 목적의 내시경 역행

이완제 등의 약물 투여시 변화를 보이게 된다. 오디 괄약근

췌담관조영술은 시술 후 췌장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모든 환

기능 장애 제1형에서는 대개 오디 괄약근 운동 검사가 굳이

자에서 보편적으로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유두의 직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오디 괄약근 기능 장애 제2형에

접적인 관찰 및 조직 검사가 가능하고, 필요시 치료를 동시

서 췌관의 확장이 없는 경우에는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겠

에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단으로서도 가치가 있다. 또

으나, 시술과 관련된 부작용, 특히 내시경 역행 췌담관조영

한 내시경 역행 췌담관조영술 검사 중 오디 괄약근 운동 검

술 후 췌장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전의 연구들에서

사와 관내 초음파(intraductal ultrasonography)를 병행할 수

오디 괄약근 기능 장애 중 오디 괄약근 운동 검사상 이상 소

있어 다른 검사들에서 원인이 모호한 재발성 췌장염에서 원

견을 보이는 경우는 담관 형에서 15-50%, 췌관형에서 35-

인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다.
Korean J Pancreatobiliary 2016;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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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로 보고하고 있다.15,43

절개술이 표준적인 치료이다. 그 외의 담즙산, 칼슘통로차단
제, 질산염제재, 항콜린제와 같은 내과적 치료는 그 효용성

재발성 급성 췌장염의 치료

에 제한이 있고, 특히 오디 괄약근 기능 장애 제1형과 같이
기질적 협착이 있는 경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재발성 급성 췌장염의 치료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췌장에

오디 괄약근 기능 장애 환자에서 괄약근절개술의 효용성

서 발생한 급성 췌장염인지 만성 췌장염에서 발생한 급성 악

에 대해서 여러 연구가 시행되었으며, 오디 괄약근 기능 장

화인지에 대한 고려와 밝혀진 원인이 있는지에 대한 고려가

애 형태에 따라서 30-90.5%의 환자에서 임상적인 호전을 보

필요하다.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15 형태에 따른 시술의 효과는 상기한
바와 같이 제1형에서 가장 높았고, 제3형에서 가장 낮게 나

1. 담도계 원인으로 인한 재발성 급성 췌장염의 치료적
접근

타났다. 담도괄약근절개술(biliary sphicterotomy)과 담도 및
췌관괄약근절개술(dual sphicterotomy)에 대해서는 이전의

재발성 급성 췌장염 환자에서 담석이나 담낭오니가 발견

연구들에서 담도 및 췌관괄약근절개술 에서 좀 더 임상적 호

된 경우 담낭절제술을 통해 재발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담

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의 한 연구에

낭오니에 대해서는 담낭절제술의 이득이 다소 모호한 상태

서는 효과에 있어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45

이다. 담석 없이 오니만 관찰되는 경우, 수술의 위험성에 대

오디 괄약근 기능 장애 환자에서는 내시경 역행 췌담관조

한 고려가 필요하며, 담낭절제술이 필수적이지는 않다. 내시

영술과 연관된 합병증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46 만약 진단이

경적 괄약근절개술 이후에 내과적 치료로서 UDCA (대개 12

불확실한 경우에는 내시경유두괄약근절개술의 시행에 있어

mg/kg)의 장기간 투약하는 것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전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한 후향적 연구에서는 오디 괄약근

의 연구들에서 UDCA를 장기간 투약한 경우 재발성 췌장염

운동 검사상 정상인 오디 괄약근 기능 장애 환자에서 괄약근

이 감소하는 것이 밝혀졌지만,

13,44

담낭절제술과 UDCA 치료

간의 비교 연구는 부족한 상태이다.
담낭절제술을 시행한 후 15년 이내에 4-24%의 환자들에
서 담관 담석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미

절개술시 췌관의 스텐트 삽입술 혹은 경비췌관 배액술이 괄
약근절개술 후의 췌장염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47 최
근의 전향적 연구에서는 직경은 췌장염의 예방과 관련이 없
는 것으로 보여졌다.48

담낭절제술을 시행받은 환자에서 반복적으로 췌장염이 반

오디 괄약근 기능 장애 환자에서 괄약근절개술에 호전이

복되고 간기능 검사의 이상 혹은 담도성 동통 등의 담도 기

없는 경우는 절개가 부족했거나, 재협착이 생기거나, 담도괄

원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 검사상 담석 혹은

약근절개술 후에도 췌관괄약근 압력(pancreatic sphincter

오니의 증거가 없더라도 내시경적 괄약근절개술을 시행하

tone)은 여전히 높은 경우, 기저에 만성 췌장염이 있었던 경

는 것이 도움이 된다. 더불어 이미 담낭절제술을 시행받았

우 등이 있을 수 있다.

고, 오디 괄약근 기능 장애가 없는 상태에서는 오니는 거의

오디 괄약근 기능 장애 환자에서 괄약근내 보툴린 독소 주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 담석의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입술(intrasphicteric botulin toxin injection)에 대한 연구도

UDCA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있었는데, 일시적으로 기능 검사의 호전을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보툴린 독소가 가지는 특성상 장기적인 효과를 기

2. 오디 괄약근 기능 장애로 인한 재발성 급성 췌장염의
치료적 접근

대하기는 어려우나, 내시경괄약근절개술의 효과를 짐작하

오디 괄약근 기능 장애는 특발성 재발성 췌장염의 원인 중

오디 괄약근 기능 장애에 대한 내과적 치료에 대한 연구들

1/3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오디 괄약근 기

을 살펴보면, 대개 평활근을 이완시키는 약물들을 대상으로

능 장애가 발생하는 기전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

작은 규모의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오디 괄약근 기능 장

다. 오디 괄약근 기능 장애에 의한 재발성 급성 췌장염 환자

애에서 내과적 치료의 효용성을 전향적으로 연구한 한 연구

에서의 치료는 췌관액 흐름의 저항을 줄여주는 것으로 오디

에서 평균적으로 51%의 환자에서 증상의 호전을 보였던 결

괄약근 기능 장애 진단이 명확한 상태라면 내시경적 괄약근

과가 있었고,51 이후에도 여러 연구가 시도되었으나, 대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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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는 유용하리라 여겨진다.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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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었다는 점과 위약 효과가 검토되지 않은 점 등의 제한

비정상적으로 긴 공통관이 있는 경우 괄약근이 담관과 췌

점이 있어 그 효용성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내과

관 서로 간의 역류를 막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담즙이 췌관으

적 치료의 단점은 약제에 의한 전신 부작용과 속성내성

로 유입되어 췌장염을 유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담도괄

(tachyphylaxis), 장기 예후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다는 점 등

약근절제를 통해 담즙이 췌관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고 췌장

이 있다.

염의 재발을 줄일 수 있다.

수술적인 치료로는 경십이지장 담도괄약근성형술(trans-

재발성 급성 췌장염 환자의 약 5-10%에서는 주췌관에 분

duodenal biliary sphicteroplasty)과 경팽대부 중격성혈술

절형 협착이 관찰되는 경우가 있고, 이는 만성 췌장염 혹은

(transampullary septoplasty)이 있으나, 내시경 치료와 비교

외상, 심한 급성 췌장염 후의 반흔, 신생물 등에 의한 것으로

하여 효과는 비슷하지만 합병증과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

여겨진다.54 분절 협착이 있는 경우 치료에 앞서 양성 협착인

현재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지 악성 협착인지 감별하는 것이 중요하며, 초음파 내시경
및 초음파 내시경 유도하 세침 흡인술이 도움이 된다. 협착

3. 분리췌장으로 인한 재발성 급성 췌장염의 치료적 접근

에 대한 치료는 내시경 역행 췌담관조영술을 통한 협착의 확

분리췌장에 의한 재발성 급성 췌장염은 전체 특발성 재발

장과 스텐트삽입술이 주로 시행되며, 양성 협착에 대해서는

성 췌장염의 약 20% 정도를 차지하며 내시경 치료의 효과가

3개월 간격으로 1-2년간 스텐트를 유지하여 췌관의 영구적

70-90% 정도로서 수술적 치료와 유사하여,

52,53

현재는 내시

경적 치료가 선호된다.

인 확장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췌장의 낭성 종양 역시 재발성 급성 췌장염을 유발할 수 있

내시경 치료는 부유두괄약근절개술과 스텐트삽입술 그리

으며, 그 예로 장액낭샘종(serous cystadenoma), 점액낭샘종

고 도관 확장술(catheter dilatation)이 있다. 배측 췌관이 확

(mucinous cystadenoma), 관내유두상점액종양(intraductal

장되어 있으나 협착이 관찰되지 않는 경우, 부유두괄약근절

papillary mucinous neoplasm) 등이 있다. 장액낭샘종은 양

개술이 우선적인 치료이며 괄약근절개술 이후에는 시술 후

성 병변이며 악성화하지 않고, 점액낭샘종과 관내유두상점

재협착과 시술과 연관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단기간 스

액종양은 악성화 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관내유두상점

텐트를 유지하는 것이 추천된다. 배측 췌관의 확장이 없고,

액종양에서는 비정상적인 점액소(mucin)를 분비하기 때문

기능 검사가 정상인 경우는 일시적으로 스텐트를 삽입하여

에 췌장액이 점도가 높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 췌관내 압력증

괄약근절개술이 도움이 될지 유추해 볼 수 있다. 배측 췌관

가가 유발되어 재발성 췌장염이 발생하게 되므로, 괄약근 절

의 확장이 없는 경우 세크레틴 주사 후 자기공명담췌관찰영

개술이 재발 방지와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

술이 부유두 기능장애(minor papilla malfunction)의 확인
과, 시술 환자 선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괄약근절개술 이후

결 론

췌장염이 재발하는 경우 췌장관 스텐트삽입술이 추가적인
재발과 증상 호전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협착이 있는 경우
는 catheter를 이용한 확장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재발성 급성 췌장염은 최근의 의학 발전과 임상 자료의 축
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0%에서는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경

하지만, 분리췌장에 대한 내시경적 치료의 적응증이 아직

우가 있다. 처음 진단 과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원인을 염두

명확하지 않으며, 내시경적 치료가 만성 췌장염으로의 진행

에 두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추가적인 재발을 막는

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첫 단계라고 생각한다.
재발성 급성 췌장염이 만성 췌장염으로의 진행과정인지,

4. 다른 원인에 의한 췌관 폐쇄로 발생한 재발성 급성
췌장염의 치료적 접근

만성 췌장염의 급성 악화 삽화인지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유두부 선종 혹은 유두부암에 의한 췌관의 폐쇄에서도 췌
장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병변이 점막근판에 국한되어 있

요 약

고, 담췌관을 침범하지 않은 경우 내시경 절제를 시도해 볼
수 있고, 그 이상인 경우는 수술적 절제가 추천된다.

재발성 급성 췌장염은 급성 췌장염이 한번 이상 반복되는
Korean J Pancreatobiliary 2016;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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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말하며, 대개 재발시에 후향적으로 진단된다. 급성 췌
장염이 반복되면 만성 췌장염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
확하지 않으며, 또한 재발성 급성 췌장염과 만성 췌장염의
급성 악화가 반복되는 것 사이의 경계도 모호한 상태이다.

creatitis. Gut 1965;6:545-559.
4. Sankaran SJ, Xiao AY, Wu LM, Windsor JA, Forsmark CE, Petrov MS.
Frequency of progression from acute to chronic pancreatitis and risk
factors: A Meta-analysis. Gastroenterology 2015;149:1490-1500.
e1491.

재발성 급성 췌장염의 원인은 크게 췌장액의 흐름을 방해하

5. Yadav D, O’Connell M, Papachristou GI. Natural history following the

는 기계적 요소, 유전적 원인, 대사성 원인 등으로 나누어 볼

first attack of acute pancreatitis. Am J Gastroenterol 2012;107:1096-

수 있다. 최근의 발전된 진단 기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030%에서는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전통적으로

1103.
6. Buscail L, Escourrou J, Delvaux M, et al. Microscopic examination of
bile directly collected during endoscopic cannulation of the papilla.

가장 흔한 원인으로 여겨지던 담석증, 알코올 외에도 여러

Utility in patients with suspected microlithiasis. Dig Dis Sci 1992;37: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하며, 특히 증상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116-120.

초음파 내시경, 내시경 역행 췌담관조영술, 세크레틴 주사후
자기공명담췌관촬영술, 오디 괄약근 운동 검사, 유전자 검사
등 추가적인 정밀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
할 것이다. ‘특발성’이라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미세담석, 담
낭오니, 오디 괄약근 기능 장애, 분리췌장, 유전성 췌장염 등
을 고려해야 한다. 발견된 원인에 따라 담낭 절제술, 내시경
치료, 약물 치료, 담낭절제술 이외의 수술적 치료 등 개별화
된 치료적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는 내시경 치료의 발전으로
많은 원인들에서 수술 없이도 근치적인 치료가 가능해진 상
태이다. 약물 치료는 미세담석, 담낭오니 등에서 그 효과를

7. Wilkinson LS, Levine TS, Smith D, Chadwick SJ. Biliary sludge: can
ultrasound reliably detect the presence of crystals in bile? Eur J Gastroenterol Hepatol 1996;8:999-1001.
8. Marotta PJ, Gregor JC, Taves DH. Biliary sludge: a risk factor for ‘idiopathic’ pancreatitis? Can J Gastroenterol 1996;10:385-388.
9. Marks JW, Bonorris G. Intermittency of cholesterol crystals in duodenal bile from gallstone patients. Gastroenterology 1984;87:622-627.
10. Delchier JC, Benfredj P, Preaux AM, Metreau JM, Dhumeaux D. The
usefulness of microscopic bile examination in patients with suspected
microlithiasis: a prospective evaluation. Hepatology 1986;6:118-122.
11. Rubin M, Pakula R, Konikoff FM. Microstructural analysis of bile:
relevance to cholesterol gallstone pathogenesis. Histol Histopathol
2000;15:761-770.

기대할 수 있으나, 다른 원인들에서는 전신적인 부작용 및

12. Ros E, Navarro S, Bru C, Garcia-Puges A, Valderrama R. Occult mi-

효용성, 장기 효과면에서 여전히 제한점이 있다. 내시경유두

crolithiasis in ‘idiopathic’ acute pancreatitis: prevention of relapses by

괄약근절제술 등 내시경 치료에 있어서는 시술 후의 췌장염

cholecystectomy or ursodeoxycholic acid therapy. Gastroenterology

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며, 시술의 효용성을 평가하여
제한된 경우에 한해 시행할 것이 권유된다.
국문 색인: 급성 췌장염, 재발성, 특발성, 진단, 치료

1991;101:1701-1709.
13. Testoni PA, Caporuscio S, Bagnolo F, Lella F. Idiopathic recurrent pancreatitis: long-term results after ERCP, endoscopic sphincterotomy, or
ursodeoxycholic acid treatment. Am J Gastroenterol 2000;95:17021707.
14. Anderson TM, Pitt HA, Longmire WP, Jr. Experience with sph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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