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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구역성 췌장 괴사의 최적의 치료 방법: 내시경적 배액술과
경피적 배액술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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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mal Therapeutic Options for Complex Walled-Off Necrosis:
Endoscopic and Percutaneous Drainage
Hoonsub So, Seokjung Jo, Tae Jun Song

Division of Gastroenterology,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Asan Medical Center,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Up to 15% of acute pancreatitis can develop to acute necrotizing pancreatitis
characterized by necrosis of the pancreas parenchyma and/or the peripancreatic
tissue. It is associated with high rates of morbidity and mortality compared to
interstitial edematous pancreatitis. A collection of fluid and necrotic tissue is called
acute necrotic collections (ANC) and may form an enhancing wall consisting of
reactive tissue after 4 weeks, which is called walled-off necrosis (WON). ANC and
WON could be either sterile or infected. WON is often complex and septated, and
when it gets infected or causes other serious complications, drainage or resection is
indicated. The traditional approach is to surgically remove all the infected necrotic
tissue, but this invasive approach carries high rates of complications and death. The
recent advance of percutaneous and/or endoscopic approaches has enabled a stepup method for the management of necrotizing pancreatitis. Herein, the authors
focused on the endoscopic and percutaneous approaches for the care of patients
with necrotizing pancreat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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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고, 장기부전이나 감염성 괴사가 동반될 경우 그 수치가
30%까지 이른다고 알려져 있다. 3-5 췌장실질 혹은 췌장주위

급성 췌장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급성 간질성 췌장염은

조직의 괴사는 췌장염 발생후 첫 4주까지는 급성 괴사성

대부분 보존적 치료만으로 호전되나 급성 췌장염의 5-15%는

고임(acute necrotic collection, ANC)으로 불리며 4주가 지난

1,2

급성 괴사성 췌장염으로 발현할 수 있다. 급성 괴사성 췌장염은

시점에서는 구역성 췌장 괴사(walled-off pancreatic necrosis,

동반된 장기 부전의 정도에 따라 중등증-중증 혹은 중증

WON)로 불린다. 2 WON은 급성 괴사성 췌장염 환자의 약

췌장염으로 분류되며, 중증 췌장염의 경우 사망률은 17%에

49-58%에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3 괴사조직에 감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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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거나 이로 인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치료의 대상이 된다.

2) 중재 시술의 적절한 시기

WON은 종종 다중 중격을 가진 복합(complex, multiseptated)

약 1/4의 환자에서는 중재 시술 없이도 회복되므로 언제

WON으로 발현하게 된다. 과거에는 수술적 괴사조직 제거술이

시술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중재

주로 시행되었으나 최근에는 내시경적 혹은 경피적 배액술과

시술은 최대한 늦게 시행하는 것이 추천된다. ANC 상태에서

괴사조직 제거술 등의 비침습적인 방법부터 시도하는 “step up”

배액술 등의 시술을 할 경우 합병증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치료

6,7

접근법으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즉 내과적 치료로

성적이 좋지 않아 추천되지 않는다. 괴사조직이 충분히 액화되고

호전이 없는 괴사성 췌장염의 경우 내시경적 배액술(주로는

주변으로 섬유화에 의한 벽이 생성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시경초음파를 이용하는 내시경초음파 유도하 배액술)이나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6

경피적 배액술을 시행하고 이에 호전이 없는 경우 내시경적 혹은
경피적 괴사조직 제거술 혹은 video-assisted retroperitoneal

3) 중재 시술의 방법

debridement (VARD)를 시행하게 된다. 이러한 비침습적인

치료 가 필요한 WON은 전통적으 로 수 술적 괴사조직

방법은 개복 수술에 비하여 합병증과 사망률이 유의하게 적어

제거술이 주된 치료였다. 그러나 수술적 치료는 주요 합병증이

8

현재 대부분의 병원에서 우선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40-80%까지 매우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 최근에는 WON에

이러한 복합 WON의 치료법에 있어서 비교적 비침습적인 치료

대해서 최소침습수술 방법이 사용되고 있으나 여전히 주요

방법인 내시경초음파를 이용하는 내시경적 배액술과 괴사조직

합병증의 비율이 40%로 높게 보고되고 있다.9-11 따라서 경피적

제거술 그리고 경피적 배액술과 괴사조직 제거술에 대하여

배액술이나 내시경적 배액술 을 시행하고 호전이 없으면

비교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추가적인 이차 시술 또는 최소 침습 수술적 괴사조직 제거술을
시행하는 step-up 접근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본 론
4) 경피적 배액술

1. WON

경피적 배액술은 CT 혹은 초음파 유도 하에 주로 시행된다.

급성 괴사성 췌장염 발생 후 대다수의 환자에게서 ANC가

췌장 주변의 괴사에서는 주로 병변이 후복막강에 위치하기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중 15-40%는 저절로 호전되며

때문에 CT 유도 하에 시행되는 경우도 많다. 배액술을 위해서는

나머지 환자에서는 4주가 지난 시점에 주변 괴사가 융합되어

8-28 Fr 크기의 배액관이 많이 사용되는데 14 Fr 이상의 큰

섬유화 조직으로 둘러싸인 WON으로 진행한다. 최근에 발표된

배액관이 덜 막히면서 치료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다. 약

연구에서는 ANC가 발생한 환자 중 16%가 장기 부전 등의

절반의 환자는 큰 직경의 배액관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합병증으로 사망하고 15%가 치료 없이 호전되었다. 59%의

있다.12 WON 환자에서 경피적 배액술의 성적을 분석한 고찰에서

환자는 WON으로 진행하였는데 WON으로 진행한 환자 중

총 57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 기술적인 성공률은

10%의 환자가 사망하였고 27%의 환자는 저절로 호전되었다.

56.2%였고 38.5%의 환자에서는 추가적인 시술이 필요하였다.

3

나머지 63%의 환자에서 중재적 시술을 필요로 하였다. 따라서

합병증의 비율은 25.1%였고 사망률은 18%였다. 대부분의 사망

WON 환자는 일단 특별한 치료 없이 경과 관찰을 하게 된다.

원인은 장기 부전에 의하여 발생하였다.13

1) 중재 시술의 적응증

5) 경피적 괴사조직 제거술

WON 환자에서 배액술이나 수술 등의 중재적 치료를

경피적 배액술만으로 호전이 없을 경우 경피적 괴사조직

고려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감염이 확인된 WON, (2)

제거술을 시행할 수 있다. 아직까지 이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지속되는 장기 부전이나 악화되는 전신상태 등으로 임상적으로

4개의 연구에서 총 44명의 환자를 분석했을 때 이러한 방법의

감염성 췌장 괴사가 의심되는 경우, (3) 위나 장, 담관의 폐색이

성공률은 61.4%였고 사망률은 9.1%였다. 경피적 접근의 가장

있는 경우, (4) 큰 WON으로 인하여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 (5)

이상적인 적응증은 WON이 골반이나 결장 옆에 주로 위치한

6

복부의 구획 증후군이 발생한 경우 등이다.

경우이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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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내시경적 배액술

스텐트를 제거하지 않고 스텐트 내부를 통하여 괴사조직

초음파내시경을 이용한 중재 시술의 발전과 함께 WON에

제거술을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한 내시경적 배액술도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배액술 을

내시경적 괴사 조직 제거술의 성적 을 분 석한 체계적

위해서는 플라스틱스텐트와 금속스텐트, lumen-apposing

문헌고찰에서는 총 455명의 환자에서 치료 성공률은 81%였고

metal stent (LAMS)가 주로 사용된다. 이들 스텐트를 이용한

사망률은 6%였다. 합병증은 36%에서 발생하였고 출혈이 가장

배액술의 결과를 비교한 메타분석의 결과를 보면 성공률이

흔한 합병증이었다.17 국내에서 시행한 다기관 연구에서는 59명의

플라스틱스텐트는 80.9%, 금속스텐트는 92.1% 그리고 LAMS는

WON 환자에서 치료 성공률은 86.4%였고 평균 4.9회의 시술이

91 . 5 %였 다. 호전되기까지 필 요한 시 술의 횟 수 는

필요하였다. 내시경적 괴사조직 제거술로 호전이 없었던 8명 중

플라스틱스텐트에 비하 여 금 속스텐트를 사 용한 경우가

6명에서 수술을 시행하였고 1명은 경피적 배액술을 추가로

유의하게 적었다. 시술의 주요 합병증 중 출혈이나 스텐트 폐쇄는

시행하였고 1명은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다. 합병증은 22%에서

플라스틱스텐트를 사용한 경우에서 유의하게 많이 발생하였다.

발생하였고 출혈이 13.5%로 가장 흔한 합병증이었다. 사망률은

금속스텐트는 플라스틱스텐트에 비하여 치료 성공률이 높고

10.2%였다. 이 연구에서 괴사가 골반까지 확장된 경우 치료

15

합병증의 위험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성공 률이 유의하게 낮았고 시술의 횟수가 많이 필요하고
재원기간이 길었다.

7) 내시경적 괴사조직 제거술
내시경적 배액술을 시행하고 약 40%의 환자는 추가적인 시술

8) 내시경적 배액술과 관련된 이슈들

16

없이 호전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배액술을 시행하고
3-4일간 임상증상을 관찰한 후 호전이 없으면 추가시술을

가. LAMS

고려해야 한다. 추가적인 시술은 내시경적 괴사조직 제거술을

WON의 배액술에 LAMS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124명의

6

주로 시행하게 된다. 내시경적 괴사조직 제거술을 위해서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최근의 한 대규모 후향적 연구에서

기존에 삽입한 플라스틱스텐트나 금속스텐트를 제거한 후

LAMS를 이용한 배액술의 성공률은 100%였고 86.3%의

누공 을 확장형 풍선으로 확장시키고 직시경을 이용하여

환자에서 완전한 호전을 보였다. 30.6%의 환자에서는 한번의

시행하게 된다. 최근 사용하는 LAMS는 직경이 크기 때문에

내시경 시술만 시행했다. 합병증은 18.5%였다.18 국내에서도

Fig. 1. Therapeutic algorithm for walledoff necrosis. wks, weeks; WON, walledoff necrosis; EUS, endoscopic ultrasound.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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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디자인의 LAMS가 개발되어 가성낭종 배액술에 활발히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프로톤펌프억제제는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LAMS는 제거하지 않고도 스텐트 내부를

사용하지 않도록 추천되고 있다. 괴사조직의 액화를 돕기 위하여

통하여 괴사조직 제거술을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과산화수소 세척술에 대한 보고가 있는데 아직까지 안전성이

최근의 한 연구에서는 LAMS를 삽입했을 때 출혈이나 buried

확립되지 않아 현재는 추천되지 않는다.6,23

stent syndrome, 담관 협착 등의 합병증 위험이 높고 이러한
합병증이 스텐트를 장기간 유치했을 때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결 론

19

보고하였다. 따라서 최근의 가이드라인에서는 LAMS를 배액에
사용하는 경우 4주 이내에 스텐트를 제거하도록 추천하고 있다.6

이상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추천되는 WON의 치료
알고리즘을 Fig. 1에 정리하였다. 지난 10년간 WON의 치료에서

나. Dual modality 배액술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다. 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내시경

Dual modality 배액술은 내시경초음파 유도하 배액술과

의사와 중재 영상의학 의사, 외과 의사들이 모여 다학제적

경피적 배액술을 동시에 시행하는 방법이다. 두 가지 배액술을

접근을 해야 하고 환자에게 덜 침습적인 방법부터 시도하는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췌장 누공 등의 심각한 합병증 없이

step-up 접근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수한 치료 결과를 보여주었고 이에 대한 연구가 좀더 필요
하다.20 최근의 유럽 가이드라인에서는 특히 괴사가 골반이나

요 약

대장 주위까지 진행된 경우 dual modality 배액술을 추천하고
있다.6

중증 급성 괴사성 췌장염은 높은 합병증 발생률과 사망률을
보인다. 급성 괴사성 고임이 4주가 지나면서 구역성 췌장 괴사로

다. 경유두적 췌관 배액술

발전하는데 합병증을 동반한 구역성 췌장 괴사는 치료를 필요로

경유두적 췌관 배액술을 추가로 시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한다. 최근에는 수술보다는 경피적 혹은 내시경을 통한 배액술과

일치된 연구 결과가 없고 연구마다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괴사조직 제거술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내시경초음파를

한 연구에서는 경유두적 췌관 배액술이 최종 치료 결과에

이용한 배액술의 발전으로 덜 침습적인 방법으로 보다 효과적인

도움이 된다고 하였고 최근의 다른 대규모 연구에서는 추가적인

치료가 가능해 졌다.

효과가 없다고 하였다.

21,22

따라서 최근 가이드라인에서는

경유두적 췌관 배액술을 통상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고 있다.6
라. Multiple transluminal gateway technique
Multiple transluminal gateway technique은 여러 개의
배액관을 동시에 여러 부위에 시행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다발성 병변이나 12 cm 이상의 큰 WON에서 사용할 수 있고
single transluminal gateway technique에 불충분한 반응을 보일
때 사용할 수 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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