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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로 결석에 대한 체외 충격파 쇄석술 이후 발생한 급성 췌장염 1예
1광명성애병원 내과, 2서울성애병원 내과

홍정운1·전병민1·정태섭1·노인영1·강남규1·민인선2·이주영2·김해성2

서  론

체외 충격파 쇄석술(extracorporeal shock wave lithotrip-

sy, ESWL)은 신장결석과 상부요관결석에 널리 사용되는 효

과적이고 비침습적인 치료이다. 1980년대 처음 소개된 이래 

수술, 내시경적 제거술 등 다른 치료와 비교하여 사용이 편

리하고 안전성에 대해서도 인정받으며 급격히 사용이 증가 

하였고 담석이나 췌관석의 치료에도 이용되고 있다.1 ESWL

의 합병증은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시술받은 환자

의 1% 미만에서는 생명에 위협이 될 만큼 심각한 합병증들

이 보고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2 ESWL의 합

병증은 신장손상이 가장 흔하며 시술시의 충격파에 의해 비

뇨기계, 심혈관계, 소화기계, 생식기계 등 모든 인접장기에

서 발생 가능하다.3 특히 시술 후 환자의 1.8%에서 장천공, 

출혈, 혈종, 급성 췌장염, 농양 등의 소화기계 합병증이 발생 

하였으며4 이중 급성 췌장염은 드물긴 하나 국외문헌 등을 

통해 몇 차례 보고되고 있어 본 저자는 좌측 상부요관 결석

에 대한 치료를 위해 체외 충격파쇄석술을 시행받은 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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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year-old woman was admitted to emergency room due to left flank pain. It was 
diagnosed with left ureteral stone and underwent extracorporeal shock wave lithotripsy 
(ESWL). However, 12 hours later, the patient complained acute upper abdominal 
pain with pulmonary edema and low blood pressure. A diagnosis of moderate acute 
pancreatitis with local complication was considered and we decided conservative 
therapy including fluid resuscitation, inotropics and antibiotics. It was suggested that 
ESWL was responsible for the acute pancreatitis. The patient gradually recovered and 
was discharged on 13th day of admission. ESWL is considered the standard treatment 
for urolithiasis. Although, it has proved to be safe and effective, serious complications 
have been reported in 1% of patients, including acute pancreatitis, perirenal 
hematoma, urosepsis, venous thrombosis, biliary obstruction, bowel perforation, lung 
injury, and cardiac arrhythmia. Although the possibility of post-ESWL acute pancreatitis 
is extremely low, physicians should take care of this com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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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급성 췌장염 환자를 보존적 치료로 치료한 증례를 경험하

여 보고한다. 

증  례

48세 여자 환자가 2일 전부터 심해진 간헐적인 좌측 옆구

리 통증을 주소로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음주력, 흡연력, 수

술 과거력은 없었으며 가족력에서도 특이사항 없었다. 내원 

당시 활력징후는 114/69 mmHg, 맥박 92회/분, 호흡수 20회/

분, 체온 37.8°C 측정되었으며, 말초혈액검사, 혈청 화학검

사에서 모두 정상 범위였으나 CRP만 7.324 mg/L로 약간 상

승해 있었고, 소변검사에서 잠혈 양성, nitrite 양성 소견이 

관찰되었다. 이학적 검사에서 좌측 늑골척추각 압통이 있어 

요로 감염과 요관 결석이 의심되어 시행한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computed tomography, CT)에서 좌측 수신증을 동반

한 상부 요관 결석(4 × 4 mm)이 관찰되었고, 담석이나 췌장

부종 등의 기타 이상소견은 보이지 않았다(Fig. 1). 입원 당일 

소변배양검사와 함께 ciprofloxacin (250 mg q12 hrs) 정맥투

여, 체외 충격파쇄석술(Dornier Compact Delta lithotriptor, 

DornierMedtech, Germany, total 3,000 shock wave at 12 kV 

energy, single session) 시행한 뒤 별다른 이상 없이 경과관찰 

중, 시술 12시간 이후 갑작스러운 상복부 통증과 오심, 호흡

곤란을 호소하였다. 의식은 명료하였고 활력징후는 80/50 

mmHg, 맥박수 108회/분, 호흡 26회/분, 체온 38.1°C, 흉부 

방사선 촬영에서 양측 폐부종 소견이 관찰되었으며(Fig. 2), 

말초혈액검사는 백혈구 5,380/mm3, 혈청 화학검사에서 am-

ylase 44 IU/L, lipase 16 IU/L, calcium 9.3 mg/dL, triglyceride 

64 mg/dL로 정상 범위였으나 AST 126 IU/L, ALT 66 IU/L로 

상승하였다. 복부 CT에서는 췌장 부종과 췌장 주변부 액체 

집적이 관찰되었다(Fig. 3). 급격히 발생한 상복부의 지속적

인 통증과 CT 소견으로 급성췌장염을 진단하고 전신성 염증

반응상태(systemic inflammatory response syndrome)에 부

Fig. 1. (A) Abdominal computed tomography scan shows left upper ureteral stone with hydroureter (arrow). (B) left hydronephrosis (arr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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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est X-ray shows acute pulmonary edema, more severe in the 
left l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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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여 중환자실로 이실 후 혈액배양검사를 시행하고 중심 

정맥관을 통하여 수액, 승압제 및 경험적 항생제(meropen-

em, 1 g q8 hrs)를 투여하고 산소 치료를 시행하였다. 본 환

자의 경우 증상 발생 당시 CT severity index score 3 (CT 

grade D, no necrosis)으로 영상의학적 검사상 심한 형태는 

아니었으나 개정된 급성 췌장염의 Atlanta classification상 

임상적으로 일시적인 장기 부전과 같은 국소적인 합병증을 

동반한 중등도의 급성 췌장염 소견이 관찰되었다.5 발생 초

기의 영상으로 질환의 중증도가 잘 반영되지 않았으리라 추

정하고 임상소견에 맞춰 치료를 진행하였다. 입원 3일째 폐

부종이 호전되었고 모든 생체 징후가 안정화되었으나 상복

부 통증, 오심은 지속되어 금식상태를 유지하였다. 입원시 

및 급성 췌장염 발생시 시행한 소변배양검사와 혈액배양검

사는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으며, 입원 7일째 증상이 호전

되어 식이 재개하고 이후 별다른 특이소견 없이 회복되어 입

원 13일째 퇴원하였다. 

고  찰

ESWL은 1980년대 처음 임상적으로 사용된 이래 비침습

적인 특성과 높은 효율성, 안전성으로 신장결석과 상부요관

결석의 대표적인 치료법으로 자리 잡았다.1 결석 표면과 주

변 조직의 소리저항(acoustic impedance) 차이에 의해 충격

파가 부분적인 전파(transmission), 굴절(refraction), 반사

(reflection)를 일으키게 되고 이러한 충격파의 에너지가 결

석 표면에서 분리되며 발생하는 물리적인 압축력(mechani-

cal compressive force)과 인장력(tensile force)이 쇄석 작용을 

한다 .  또한  충격파에  의해  결석  표면에서  공동화  현상

(cavitation)이 일어나며 발생하는 작은 공기방울의 팽창과 

붕괴에서 기인한 국소적인 전단력(shear force)이 쇄석의 기

전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ESWL은 연부조직, 인접 장

기에 작용 하더라도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사용이 늘

어나며 시술 후 합병증에 대한 보고가 증가하고 있다. 통증, 

요로감염, 혈뇨를 동반한 신장 손상이 가장 흔하며 드물게 

환자의 1% 미만에서 인접 장기의 손상에 기인한 심한 합병

증이 관찰된다.2 ESWL과 연관된 심한 합병증으로는 폐 손

상, 부정맥, 대동맥류 파열, 간문맥과 대퇴동맥의 혈전증, 담

도 폐쇄, 후복막 출혈, 뇌출혈, 요근 농양, 대장이나 비장 손

상, 소장 천공, 간혈종, 췌장염 등이 있다.6-8 

급성 췌장염은 드물긴 하지만 시술 후 급격하게 발생하며 

시술 여부와 상관 없이 중증으로 진행할 경우 사망률이 17-

30%까지 보고되어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 ESWL 이

후 발생하는 급성 췌장염의 기전에 대해서는 아직 불분명하

나 몇 가지 가설이 존재한다. 첫째, 우연히 동반된 담석 또는 

담관석이 있는 경우, 충격파에 의해 분쇄된 담석 조각이 바

터 팽대부(ampulla of Vater) 근처의 췌관을 막아 담석성 췌

장염을 일으킬 수 있다.9,10 우측 신장 결석으로 ESWL을 시행

한 환자에서 담석의 분쇄조각이 담관이나 췌관을 막아 췌장

염이 발생한 사례들이 보고 되었으며,9,10 좀 더 많은 사례와 

연구가 필요하나 목표를 벗어난 충격파의 분쇄 작용에 의한 

Fig. 3. (A) Abdominal computed tomography scan shows diffuse swelling of pancreas (arrows). (B) Small amount of fluid collection at periduodenal area 
and peripancreatic area (arrows).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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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석성 췌장염은 충분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감염

된 소변이 시술 도중 신우에서 주변 조직으로 새어 나와 췌

장염이 발생할 수 있다.6 셋째, 과거 수술받은 환자의 복강 내 

유착 부위에서 충격파에 의한 물리적인 손상이 일어나 췌장

염이 발생할 수 있다.6 이전 담낭절제술 이후 복막염으로 재

수술을 시행받은 환자에서 췌장과 주변조직의 유착이 관찰

되었고 충격파 시술 이후 췌장염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6

마지막으로 시술시 발생한 충격파가 췌장을 포함한 주변

조직을 통과하며 공동화 현상을 일으키고 이로 인한 전단력

에 의해 췌장의 세포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7 현재 가장 가능

성 있는 이론으로 생각되며 석회화된 대동맥 파열이나 인접 

고형장기의 손상 등도 이 기전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또한 

Gulum 등11의 연구에서는 충격파의 횟수, 강도에 따른 췌장 

효소 변동의 상관 관계를 통하여 이러한 세포 손상 정도를 

결정하는데 충격파의 횟수와 강도가 중요한 인자로 작용한

다고 추측하고 있다. 

본 환자의 경우 기저 담석증도 없었으며, 흡연력, 음주력, 

약물  복용력도  없고  고지질혈증 ,  고칼슘혈증  등도  없어 

ESWL과 별개로 췌장염의 단독 발생 가능성은 적어 보이

며,12 혈액이나 소변 세균 배양검사 음성 소견, 이전 복부 수

술의 과거력도 없어 충격파에 의한 세포 손상에 기인한 췌장

염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

비록 드문 합병증이긴 하나 ESWL을 시행받는 환자에서는 

시술 이후 췌장염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인 진단

과 치료를 시행해야 한다. 시술 후 급성 췌장염을 시사하는 

특징적인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영상의학적 검사, 혈

액검사를 주저하지 말고, 특히 췌장염의 위험인자를 지녔거

나 앞서 언급된 상황에 해당되는 환자에게는 더욱 주의를 기

울여야 할 것이다. 현재 ESWL 시술당 가해지는 충격파의 강

도나 횟수의 표준 상한선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연구

가 더 필요하겠지만 필요 이상의 충격파 강도나 시술 횟수를 

줄이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요  약

48세 여자가 좌측 옆구리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좌측 요

관 결석으로 진단되어 체외 충격파쇄석술을 시행받았으나, 

12시간 후 갑작스런 복통을 호소하며 혈압저하, 폐부종을 보

였다. 국소적인 합병증을 동반한 중등도의 급성 췌장염으로 

진단하고 수액과 승압제, 항생제 등의 대증적 치료 시행 후 

퇴원하였다. 체외 충격파쇄석술은 요로결석의 대표적인 치

료법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으나 시술받은 환

자의 1%에서 급성 췌장염, 신장주위 혈종, 비뇨기계 패혈증, 

정맥혈전, 담도 폐쇄, 장천공, 폐손상, 부정맥 등의 심각한 합

병증이 보고되고 있다. 쇄석술 이후 발생한 급성 췌장염은 

드물지만 임상의는 이러한 합병증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문 색인: 체외 충격파 쇄석술, 합병증, 급성 췌장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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