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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ute pancreatitis can range from a mild, self-limiting disease that requires no more 
than supportive care to severe disease with life-threatening complications. Therefore, 
to provide a framework for clinicians to manage acute pancreatitis and to improve 
national health care, the Korean Pancreatobiliary Association (KPBA) established the 
first Korean guideline for the management of acute pancreatitis in 2013. However, 
many challenging issues exist, which sometimes lead to differences in practice 
between clinicians. Taking together the recent dramatic changes of latest knowledge 
and evidence newly obtained, the committee of the KPBA decided to perform an 
extensive revision of the guidelines. These revised guidelines were developed by 
using mainly Delphi methods, and the main topics of these guidelines fall under the 
following topics: 1) diagnosis, 2) severity assessment, 3) initial treatment, nutritional 
support, and convalescent treatment, 4) the treatment of local complication and 
necrotizing pancreatitis. The specific recommendations are presented with the quality 
of evidence and classification of recommend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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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급성췌장염은 임상적으로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하다. 

대부분 경증으로 3-5일 내에 호전되지만 중증의 경우에는 

용이한 치료 접근성과 영상 검사 및 중재적 시술의 기술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급성췌장염은 여전히 심각한 이환율 및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 다양한 임상 양상과 합병증에 대하여 

여러 가지 치료법이 시도되어 왔고, 최근에는 많은 임상 연구 

결과에 근거를 둔 치료 방침들이 제안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급성췌장염 치료의 많은 부분이 의사 개인의 경험과 판단에 

근거하고 있고, 의사들 간에 치료 방법의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많다. 이러한 편차를 줄이고, 근거 기반의 적절한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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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기 위하여 2013년 대한췌장담도학회에서는 국내의 

충분한 진료 경험과 북미, 유럽 및 일본 등의 국외 임상진료 

지침을  기초로  하여  한국  실정에  맞는  급성췌장염  진료 

권고안을 발간하였다.1-5 그 이후 많은 국내외 연구들이 새롭게 

발표되고 지식이 축적됨에 따라 근거에 기반한 다양한 진단 및 

치료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어 최신 지견으로 업데이트된, 

그리고 국내의 현 의료 실정에 더욱 적합한 임상진료지침 

개정이 요구되어 왔다. 이에 2020년 9월에 대한췌장담도학회 및 

췌장연구회 주도하에 급성췌장염 임상진료지침 개정판을 

제작하기로 결정하였다. 본고에서는 개정된 임상진료지침의 

소개에 앞서 개정 취지와 목적, 임상진료지침을 적용할 대상 

집단 및 임상진료지침 이용자, 임상진료지침의 개정 과정 및 

내용, 근거수준과 권고등급의 분류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본 론

1. 임상진료지침 개정 취지와 목적

2013년 대한췌장담도학회가 주축이 되어 급성췌장염의 

중증도 평가, 초기 치료, 괴사성 췌장염 및 국소 합병증 치료에 

대한 진료 권고안을 보급하였다.1 하지만 그 당시 급성췌장염의 

치료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국내 문헌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문헌 검색을 통하여 외국에서 제안하는 임상진료지침과 근거 

문헌들을 기반으로 하였다. 그러나 각국의 의료 환경이 인종, 

지역, 제도, 경제 여건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국내의 의료 

실정에 적합하며 국내 연구 결과를 반영한 임상진료지침의 

개정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대한췌장담도학회 췌장연구회는 

지난  2013년  급성췌장염의  임상진료지침  이후  발표된  

국내외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새로운 권고안을 도출하고자 

임상진료지침 개정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 개정된 급성췌장염 임상진료지침의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나라 의료 실정에 적합하고, 임상적으로 실행이 가능한 

포괄적이고 실제적인 임상진료지침의 확립이다. 이 임상진료 

지침은 임상의의 재량권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급성췌장염의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 일반적인 내용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  급성췌장염  환자에  대한  진료  행위는 

담당의사가 각 환자의 여러 상황과 병원 시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자나 보호자와 충분하게 상의 후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본  임상진료지침이  진료비  지급의  적절성  평가 

기준이나 의료 분쟁에 있어서 법률적 판단이나 절대적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은 부적절하다. 향후 급성췌장염의 병태생리, 진단, 

중등도 평가, 치료 대책에 대한 연구들이 더 많이 진행되어 

임상적 근거가 변화되면 임상진료지침은 지속적으로 수정 및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한췌장담도학회는 본 임상진료지침의 일부 혹은 전체 

재개정을 검토할 것이다. 또한 본 임상진료지침 개정은 외부 

재정 지원 없이 이루어졌으며, 이 임상진료지침의 개정 과정에 

참여한 모든 구성원은 이해상충의 문제가 없다.

2. 임상진료지침을 적용할 대상 집단 및 임상진료지침  

이용자

급성췌장염으로 진단된 성인 남녀 환자가 본 임상진료지침의 

주된 대상 집단이며, 경증의 급성췌장염에서부터 전신염증 

반응을 보이는 중증의 급성췌장염까지의 환자뿐만 아니라 국소 

합병증, 즉 췌장 주위 수액 고임(peripancreatic fluid collecton), 

췌장괴사(pancreatic necrosis), 췌장거짓낭(pseudocyst), 

췌장고름집(pancreatic abscess) 등의 합병증을 가진 환자들을 

포함한다. 1차, 2차 및 3차 의료기관의 다양한 의료분야에서 

진료하고  있는  모든  의료진에게  도움이  되는  권고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는 전공의 교육을 위한 교육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국내 급성췌장염의 진단과 치료 

수준 향상을 통하여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3. 임상진료지침의 개정 과정 및 내용

대한췌장담도학회 회원들의 국내 급성췌장염 진료지침 개정 

요구에 편승하여, 2020년 5월 대한췌장담도학회 이사장 및 

임원진을 중심으로 임상진료지침 개정 전략을 수립하였다. 

대한췌장담도학회  췌장연구회의  위원장과  위원들은 

임상진료지침 개정 사업을 2020년 6월에 착수하였다. 2013년 

급성췌장염 진료 권고안 발표 후 최근까지 발표된 국내외의 

급성췌장염 관련된 중요 문헌을 수집, 분석 및 고찰하여 

췌장연구회는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임상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급성췌장염의 진단, 중증도 평가, 초기 치료, 괴사성 

췌장염 및 국소 합병증 치료에 대한 임상진료지침을 개정하기로 

계획하였다. 췌장연구회는 핵심 질문을 선정하고 문헌 검색에 

근거하여  임상진료지침  핵심  문구  작성  및  근거수준과 

권고등급을 분류하여 1차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1차 설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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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파이 방법에 근거하여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전자우편 

투표로 실시되었다. 전문가 집단은 대한췌장담도학회의 전, 현직 

임원과 위원들을 대상으로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여 30명의 

합의 도출 전문가군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지의 각 권고안은 

5단계 리커트 척도(완전히 동의, 대부분 동의, 부분적으로 동의, 

대부분 동의하지 않음, 완전히 동의하지 않음)로 평가되었으며, 

질문 중 완전히 동의함과 대부분 동의함을 찬성으로 판단하여 

75% 이상의 찬성을 받은 경우 적절한 임상진료지침 문구로 

선정하기로 하였다. 1차 설문 결과, 미응답 및 불완전한 회신을 

한 2명을 제외한 총 28명의 의견을 임상진료지침 개정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2개의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동의에 

도달하지 못하여 췌장연구회에서 적절히 문구를 수정하여 2차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2차 설문에서는 1개의 권고사항이 

합의를 이루었으나, 다른 1개의 권고사항은 3차 설문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개정된  임상진료지침에서는 

제외하기로 하였다(Fig. 1).

2021년 추계 대한췌장담도학회에서 췌장연구회 위원은 

4개의 분야(급성췌장염의 원인 및 진단, 급성췌장염의 중등도 

평가, 급성췌장염의 급성기 및 회복기 치료, 급성췌장염의 국소 

합병증  및  괴사성  췌장염의  치료)에  대한  최신  지견과 

임상진료지침을 발표하여 학회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학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국내의 췌장 질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임상진료지침을 최종 수정 보완하였다. 수술 치료 

관련 분야는 대한외과학회 소속의 외부 자문위원으로부터 

자문을 요청하였다. 또한, 합의 임상진료지침 개발 방법 및 

전문가 합의 방법에 대한 자문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대한췌담도학회지에 게재된 개정된 급성췌장염 임상진료 

지침은 4분야로 1) 급성췌장염의 진단, 2) 급성췌장염의 중증도 

평가, 3) 급성췌장염의 초기 치료, 영양지원, 회복기 치료, 4) 

급성췌장염의 국소 합병증 및 괴사성 췌장염의 치료로 분류되어, 

총 24개의 권고사항과 그 근거를 제시하는 형태로 기술되었다. 

즉, 임상진료지침 24개 항목은 급성췌장염의 진단에 대한 지침 

4개 항목, 중증도 평가에 대한 지침 5개 항목, 췌장염 초기 치료, 

Fig. 1. 델파이 과정의 모식도

Table 1. 근거수준과 권고등급

근거수준 A 추후 연구에 의해서 결과에 대한 예측이 바뀔 것 같지 않은 수준

B 추후 연구가 결과에 대한 예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며, 예측이 바뀔 수도 있는 수준 

C 추후 연구가 결과 예측에 대한 확신에 중요한 영향을 매우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되며, 결과가 바뀔 것 같
은 수준

권고등급 강함 거의 모든 상황에서 대부분의 환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경우

약함 상황 또는 환자 또는 사회적 가치에 따라 최선의 선택이 바뀔 수 있으며, 다른 대체 방안도 동등하게 합
리적인 경우



Purpose and Process of Guidelines

4 https://doi.org/10.15279/kpba.2022.27.1.1

영양지원 및 회복기 치료에 대한 지침 9개 항목, 국소 합병증 및 

괴사성 췌장염의 치료에 대한 지침 6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급성췌장염 진단 부분에서는 진단 기준이 되는 1) 췌장염의 

임상 증상과 징후, 2) 혈청 췌장 효소 수치 그리고 3) 복부 영상 

검사에 대한 세세한 설명 및 권고사항을 다루고 있다. 특히, 원인 

감별을  위해서는  자세한  병력  청취 ,  혈액  검사  및  복부 

컴퓨터단층촬영 이외에도 복부 초음파, 복부 자기공명영상, 

내시경 초음파 등의 적극적인 평가의 필요성에 대해서 재차 

강조하고 있다. 중증도 평가에서는 2012년 변경된 Revised 

Atlanta criteria를 포함한 여러 중증도 평가 지표들을 소개하면서 

중증도의 분류 방법, 중증도 평가의 필요성 및 중증도 평가를 

위한 임상 증상, 징후, 임상 검사 및 영상 검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급성췌장염의 치료 부분에서는 초기 치료, 

영양지원, 회복기 치료로 분류하였다. 초기 치료로 목표지향적 

치료 방식의 수액 공급은 권고하나, 일률적인 예방적 항생제 

사용은 권고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영양지원에 

있어서는 경구 식이의 가능한 조기 시작의 중요성에 대해서 

새로이 다루었다. 회복기 치료 부분에서 급성 담석성 췌장염 

환자에서의 담낭 절제술 그리고 재발성 알코올성 급성췌장염 

환자에서의 금주 치료가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사항으로 

추가되었다. 마지막으로, 급성췌장염 국소 합병증 및 괴사성 

췌장염 치료에서는 Revised Atlanta criteria에 따라 급성 췌장 

주위 액체 저류, 췌장거짓낭, 급성 괴사저류, 구역성 췌장괴사로 

분류하여 각각의 치료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배액 및 

괴사 조직 제거가 필요한 합병증에 관련하여 내시경을 이용한 

단계적 접근 방식의 치료법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4. 근거수준과 권고등급의 분류

근거수준과  권고등급은  GRADE 체계의  용어  정의를 

수용하되, 본 임상진료지침의 합의 권고에 맞게 수정되었다.6 

근거의 수준은 후속 연구를 통해 해당 근거 연구의 결과 또는 

결론이 바뀔 가능성에 따라 A, B, C로 분류되었다. 즉, A는 추후 

연구에 의해서 결과에 대한 예측이 바뀔 것 같지 않은 수준, B는 

추후 연구가 결과에 대한 예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며, 예측이 바뀔 수도 있는 수준 그리고 C는 추후 연구가 

결과 예측에 대한 확신에 중요한 영향을 매우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되며, 결과가 바뀔 것 같은 수준으로 정의하였다. 

권고등급은 연구의 근거수준 자체뿐 아니라 연구 결과의 

질적인 측면, 임상적 파급효과 및 비용이나 편이성과 같은 

사회경제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한 권고등급 

(1)과 약한 권고등급 (2)로 분류하였다(Table 1).

요 약

2013년 급성췌장염 진료 권고안 발간 후 최신 지견으로 

업데이트된, 그리고 국내의 현 의료 실정에 더욱 적합한  

근거  기반의  진료  권고안  개정이  요구되어  왔다 .  이에  

대한췌장담도학회는 최근까지 발표된 국내외의 급성췌장염 

관련된 중요 문헌을 수집, 분석 및 고찰 후,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한 진료 권고안을 개정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진료 권고안은 1) 급성췌장염의 진단, 2) 급성췌장염의 

중증도 평가, 3) 급성췌장염의 초기 치료, 영양지원, 회복기 

치료, 4) 급성췌장염의 국소 합병증 및 괴사성 췌장염의 치료의 

4분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24개의 권고사항과 그 근거를 

제시하는 형태로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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