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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간의 혈류는 간동맥과 간문맥으로부터 이중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간경색은 비교적 드문 합병증이다.1,2 간경색은 대개 

각종 수술 및 중재적 시술의 합병증으로 발생하게 되며 드물

게는 동맥경화, 쇼크, 패혈증, 혈관염, 경구피임제의 복용 등

과 관련된 간동맥의 폐색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만성 췌장염과 관련된 간문맥 혈전에 의한 간경색은 더 드문 

경우로 저자들은 만성 췌장염에 병발된 간경색과 췌장 가성

동맥류 1예를 경험하여 보고한다.

증  례

31세 여자 환자가 심한 심와부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과거력상 환자는 평소 술을 자주 마시는 편이었으며 내원 5년 

전부터 타 병원과 본원 소화기내과에서 만성 췌장염으로 추

만성 췌장염에 병발된 간경색과 췌장 가성동맥류: 1예 보고
1진주 반도병원 내과, 2창원 동마산병원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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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r infarction is rare because of dual blood supply of the liver with hepatic artery 
and portal vein. And its occurrence as a complication of chronic pancreatitis is 
rarer. We present a case of chronic pancreatitis complicated by liver infarction and 
inferior pancreaticoduodenal artery pseudoaneurysm. A 31-year-old female with 
alcoholism presented with severe acute epigastric pain. Serum amylase and lipase 
were 203 IU/L and 78 IU/L, respectively. Initial computed tomography (CT) scan 
showed peripancreatic infiltration, fluid collection, right portal vein thrombosis, and 
a large wedge-shaped low attenuation in the right hepatic lobe. The patient has 
been treated with heparin. Follow-up CT scan done after 4 days of heparin treatment 
demonstrated a pseudocyst with internal hemorrhage and a pseudoaneurysm. 
Angiography revealed a pseudoaneurysm in inferior pancreaticoduodenal artery. 
Coil embolization of the artery was done. The patient has been discharged without 
complication. Follow-up CT scan showed resolution of liver infarction, portal vein 
thrombosis and pseudoaneury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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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관찰 중이었고 외상 병력 및 약물 복용력은 없었다. 환자 최

근 음주한 이후 간헐적으로 복부 통증 및 속쓰림 증상이 있었

고 내원일에 갑자기 악화된 심와부통증으로 응급실 내원하였

다. 내원시 신체검진 소견은 심와부통증 외에 특이 소견은 없

었고 주요 검사 소견은 다음과 같았다. 백혈구 5,000/µL 아스

파르테이트 아미노전이효소 31 IU/L, 알라닌 아미노전이효

소 18 IU/L, 알칼라인 포스포타아제 59 IU/L, 감마 글루타밀

전이효소 20 IU/L, 아밀라아제 203 IU/L, 리파아제 78 IU/L 

그리고 C-반응 단백질은 5.0 mg/L 미만이었다.

내원시 시행한 복부 전산화단층촬영(computed tomogra-

phy, CT)에서 췌장머리 부분의 가성낭종과 췌장실질에 석회

화 소견, 췌장주위 침윤 및 수액 저류 소견이 있었으며 우문맥

의 혈전과 간우엽의 8번 분엽에 국한된 경색이 관찰되었다

(Fig. 1).

응고항진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혈청 factor V leiden, 혈청 

antithrombin III, 혈청 protein C activity, 혈청 protein S ac-

tivity, 혈청 lupus anticoagulant, 혈청 fibrinogen 등을 검사하

였고 모두 정상 소견이었다. 이에 만성 췌장염과 간문맥 혈전

에 의한 간경색으로 진단하고, 만성 췌장염에 대한 지지요법

과 간경색에 대한 항응고제 치료를 하였다. 이는 enoxaparin 

sodium (크렉산,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를 kg당 1 mg을 12

시간 간격으로 피하주사를 하였다. 이후 환자의 복통은 극적

인 호전을 보였다.

치료 4일 후 환자가 흑색변을 호소하여 위내시경을 시행, 

혈액담즙증 소견(Fig. 2)을 보여 헤파린치료를 중지하고 추적 

복부 CT를 시행하였다. CT에서 췌장머리 부분의 가성낭종 

크기 증가 소견 및 가성동맥류 소견이 보였다(Fig. 3). 이후 환

자 보존치료 중 개인사정상 자의 퇴원하였고, 8일 뒤 복부통

증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다시 내원하였다. 복부 CT를 시행하

A B C

Fig. 1. Initial computed tomography scan. (A) Parenchymal calcifications in the pancreas are noted. (B) There is thrombosis in right portal vein and a 
wedge-shaped low attenuation in the segment 8 of the liver (red arrow). (C) A pseudocyst in the pancreatic head and peripancreatic infiltration are seen 
(blue arrow).

Fig. 3. Follow-up computed tomography scan done after 4 days of 
heparin administration. There are hemorrhage and pseudoaneurysm 
(arrow) inside the pancreatic head pseudocyst.

Fig. 2. Esophagogastroduodenoscopy. Hemobilia is no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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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CT에서 간문맥 혈전 및 간경색은 호전 소견을 보였으

나, 가성동맥류는 증가 소견이 보였다(Fig. 4). CT상 가성동

맥류 증가 소견이 있어 혈관조영술을 시행하였고 하췌십이지

장동맥에 가성동맥류 소견을 보여 코일색전술을 시행하였다

(Fig. 5). 이후 환자 경과가 양호하여 퇴원하였고 퇴원 후 복통

은 호소하지 않았다. 퇴원 4주 후 추적 복부 CT를 시행, CT상 

간경색은 호전되고 췌장의 가성동맥류는 코일색전술로 완전

히 소실되어 있었다(Fig. 6).

고  찰

간세포는 간동맥과 간문맥으로 혈류공급이 이루어지기 때

문에 경색이 발생하는 경우는 비교적 드물다. 더구나 간동맥

의 폐쇄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간문맥의 폐쇄에 의한 간경색은 

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간경색을 일으키는 대부분의 원인으로는 복부 수술 및 중

재적 시술의 합병증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외에 혈액응고 장애, 항인지질항체 증후군, 동맥경화

증, 결절성 다발동맥염, 패혈증에 의한 파종성 혈관내응고 증

A B

Fig. 6. Computed tomography scan 
done 4 weeks after coil embolization. 
(A) Liver infarction has improved signifi-
cantly. (B) Complete obliteration of the 
pseudoaneurysm is noted. 

A

B

Fig. 4. Follow-up computed tomography scan done after readmission. 
(A) Thrombosis of right portal vein has improved (arrow) and extent of 
liver infarction has decreased. (B) Pseudoaneurysm has become larger. 
Its diameter was 9 mm, but has become 15 mm. 

A B

Fig. 5. Angiography with embolization. 
(A) A pseudoaneurysm is seen in the 
inferior pancreaticoduodenal artery. (B) 
Coil embolization was d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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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군 등에 의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

또한 췌장염 환자에서 간문맥혈전은 여러 가지 요소에 의

해 발생한다. 첫째, 췌장은 해부학적으로 간문맥, 비장정맥, 

상장간막정맥 근처에 위치해 있고 췌장 염증은 주위 혈관에 

손상을 일으켜 정맥혈전증을 일으킬 수 있다. 둘째, 비장 정맥

에 혈전이 생긴 후 간문맥까지 연장되어 혈전증이 생길 수 있

다. 마지막으로 국소적인 염증반응이나 가성낭종에 의한 외

부 압박에 의한 간문맥의 울혈 때문에 혈전이 발생할 수 있

다.5-7 이 증례에서 우간문맥에 혈전이 있었는데 이는 췌장염

에 의한 췌장주위 혈관에 혈전이 생겨 일부가 떨어져나가 간

문맥에 색전을 초래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췌장염 환자에서 발생하는 가성동맥류는 심한 염증 

혹은 췌장효소의 단백 분해 효과에 의해 동맥벽에 미란을 일

으킴으로써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대개는 췌장 내부 

혹은 췌장 주변의 혈관 즉, 위십이지장동맥, 비장동맥과 상장

간막동맥에서 주로 발생한다.8,9 이 증례에서는 췌장주변의 하

췌십이지장동맥에 가성동맥류 소견이 있었고 더불어 췌장주

변의 혈관동맥벽에 미란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혈류이상에 의한 간경색의 발생기전이 간동맥 혈류장애 때

문인지 혹은 혈전 등에 의한 간문맥폐색 때문인지 또는 이 두 

가지 요소를 모두 작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나 많은 연구에서 간문맥만의 폐색만으로는 간경색이 생

기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3,10,11 이 증례의 경우는 간경색을 

진단하고 헤파린 치료 후에 환자 복부 통증에 극적인 호전 소

견 등을 고려하면 간동맥의 염증으로 간동맥의 혈류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문맥의 혈전으로 간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본 증례에서는 만성 췌장염의 병력이 있는 자가 복통을 주

소로 내원하여 간경색 진단 후 치료 중 하췌십이장동맥에 가

성동맥류가 발생하여 코일색전술로 치료한 경우로, 만성 췌

장염 환자의 경우 여러 가지 합병증이 동반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환자의 진단에 세밀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

료된다.

요  약

간의 혈류는 간동맥과 간문맥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간경

색은 비교적 드문 질환이고 특히 수술이나 시술 등의 합병증

으로 인한 간경색이 아닌 만성 췌장염에 의한 간경색은 더 

드물다.

본 저자들은 평소 술을 자주 마시는 만성 췌장염 병력이 있

는 31세 여자 환자가 복부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만성 췌장

염에 병발된 간경색과 하췌십이지장동맥의 가성동맥류를 진

단하였고 헤파린 투여 및 코일색전술을 통하여 치료에 성공

했던 증례를 경험하여 보고한다.

국문 색인: 간경색, 만성 췌장염, 가성동맥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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