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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verity of acute pancreatitis (AP) is classified into mild, moderately severe, and 
severe, considering the presence and duration of organ failure and local complications. 
Since patients with AP show a large difference in mortality and morbidity according to 
AP severity, evaluation of the severity of patients with AP in the early stage is important 
for predicting the prognosis and determining treatment plans including transfer to the 
intensive care unit or advanced facilities. In order to evaluate the initial severity of AP, 
it is necessary to confirm the presence of organ failure and objective evaluation using 
imaging or clinical examinations. In this guideline, it is recommended that evaluation 
using various severity indices such as bedside index for severity in acute pancreatitis 
(BISAP), systemic inflammatory response syndrome (SIRS), and acute physiology and 
chronic health evaluation (APACHE)-II scores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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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급성췌장염으로 진단받은 환자에 대해서 병력 청취 및 여러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아내고, 동시에 급성췌장염의 중증도를 

평가하고 예후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1974년 Ranson 

지표1가 소개된 이래, 임상 증상, 징후, 영상 검사 및 다양한 임상 

검사를  통해  급성췌장염의  중증도를  평가하고  예후를 

예측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 2012년 Revised Atlanta 

classification2이 나오면서 급성췌장염 환자의 장기부전 또는 

합병증을  평가하여  중증도를  분류하는  새로운  기준이 

마련되었고, 이를 기준으로 진료지침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본고를  통해  급성췌장염  초기  치료방침  결정에  중요한 

중증도의 분류 방법 및 중증도 평가의 필요성을 먼저 알아보고, 

영상 검사, 임상지표 및 각종 중증도 판정 기준을 통한 중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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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방법을 살펴보도록 한다.

본 론

1. 중증도 분류

급성췌장염의 중증도 분류는 2012년 Revised Atlanta 

classification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2 급성췌장염의 

중증도는  경증(mild),  중등  중증(moderately severe), 

중증(severe)으로 분류한다.3,4 경증은 장기부전이 없고, 국소 

혹은 전신 합병증이 없는 상태이다. 중등 중증은 일시적인 

(transient, 48시간 이내) 장기부전이 있거나 국소 혹은 전신 

합병증이 있는 상태이다. 중증은 지속적인(persistent, 48시간 

이상) 장기부전이 있는 상태이다.5,6 따라서 장기부전으로 중등 

중증과 중증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48시간 이상 경과 관찰이 

필요한데, 중등 중증 췌장염의 임상 경과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므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 KCD) 개정에서 급성췌장염의 

중증도를 표기할 수 있게 세분류가 추가되어 다음과 같이 

기존코드의 가장 마지막 자리에 추가하여 표시하도록 하였다. 

K85 급성췌장염 Acute pancreatitis

주: 다음 5단위 세분류는 급성췌장염의 중증도를 표기하기 

위해 K85.0-K85.9에 사용한다.

0 경증 Mild

1 중등 중증 Moderately severe

2 중증 Severe

9 상세불명 Unspecified

K85.0 특발성 급성췌장염 Idiopathic acute pancreatitis

K85.1 담도 급성췌장염 Biliary acute pancreatitis

K85.2 알코올유발 급성췌장염 Alcohol-induced acute 

pancreatitis

K85.3 약물유발 급성췌장염 Drug-induced acute pancreatitis

K85.8 기타 급성췌장염 Other acute pancreatitis

K85.9 상세불명의 급성췌장염 Acute pancreatitis, unspecified

2. 중증도 평가의 필요성

권고사항: 급성췌장염의 중증도는 경증(mild), 중등 

중증(moderately severe), 중증(severe)으로 분류하며, 48시간 

이상 지속적인 장기부전이 있으면 중증으로 분류한다.

권고등급: 강함, 근거수준: A, 동의수준: 완전히 동의 

(53.6%), 대부분 동의(42.9%), 부분적으로 동의(3.6%)

15-20%의  급성췌장염  환자는  중증으로  진행하거나 ,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다.7-10 경증과  중증  급성췌장염의 

사망률은 각각 5% 미만11과 36-50%5,6,12로 큰 차이를 보이므로, 

초기 급성췌장염 환자의 중증도를 평가하는 것은 이러한 

예후를 예측하고 중환자실 입실이나 상급병원으로의 전원 등의 

치료방침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다.2,10,13 중증도 평가는 진단 

이후 바로 시행하고,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2,14 

3. 영상 검사를 통한 중증도 평가

권고사항: 영상 검사를 통한 급성췌장염의 중증도 평가는 

예후를 예측하고 초기 치료방침의 결정에 필요하며, 

급성췌장염 진단 이후 필요에 따라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고려한다. 

권고등급 :  강함 ,  근거수준 :  B ,  동의수준 :  완전히 

동의(35.7%), 대부분 동의(46.4%), 부분적으로 동의(17.9%)

급성췌장염의 진단이 불확실하거나, 췌장의 허혈, 괴사 및 

병변의 범위를 확인하고, 국소 합병증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조영증강 복부 전산화단층촬영(contrast enhanced computed 

tomography, CECT)이 도움이 된다.15 췌장의 허혈 및 실질의 

괴사는 며칠에 걸쳐 진행되므로, 진단 시 시행한 CECT는 실제 

진행되고 있는 췌장의 괴사를 잘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16-19 

따라서 진단 5-7일 후 CECT를 추가로 시행하면 정확한 괴사 

범위 및 국소 합병증의 발생을 좀 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2,15,20,21

CECT 영상을 이용한 급성췌장염의 중증도 평가를 위해 CT 

Severity Index가 제시되어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췌장 실질 

괴사의 정도와 췌장 주위 액체 저류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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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Table 1).19 하지만, 영상에서 

관찰되는 췌장괴사의 정도와 장기부전의 정도가 비례하지 않는 

제한점이 있을 수 있어서, 영상 소견과 더불어 임상 소견 또한 

급성췌장염의 중증도 평가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22,23

자기공명영상은 CECT와 유사한 정도로 췌장의 괴사 및 

염증성 변화를 평가하는 데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24,25 

췌관의 이상이나 담석의 유무를 평가하는 데 장점이 있다.25,26 

4. 임상 증상, 징후 및 임상 검사를 통한 중증도 평가

권고사항: 급성췌장염 환자의 초기 평가에서 혈동학적 

생체 징후 및 장기부전의 동반 여부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며, C-reactive protein, hematocrit, procalcitonin, blood urea 

nitrogen, creatinine 등의 객관적인 임상 검사를 고려한다.

권고등급 :  강함 ,  근거수준 :  B ,  동의수준 :  완전히 

동의(53.6%), 대부분 동의(42.9%), 부분적으로 동의(3.6%)

급성췌장염의 초기 평가는 중증 환자의 중환자실 입실, 전원 

및 괴사성 췌장염 및 합병증에 대한 내시경적, 영상학적 

중재술의 필요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환자의 생체 

징후, 장기부전 여부, 혈액학적 검사 및 각종 지표가 초기 

평가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입원 시 불안정한 혈동학적 생체 

징후 및 장기부전이 동반된 경우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초기  평가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6,12,22,27-32 입원  시 

장기부전이  동반된  환자들  중 ,  여러  장기부전이  동반된 

경우에는 사망률이 더욱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22 장기부전이 

오래 지속될수록 사망률이 높아,6,7 이를 조기에 교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급성췌장염은 복부 합병증 및 주요 

장기부전에 의해 광범위한 임상 증상 및 징후를 비특이적으로 

발현하기 때문에, 임상 증상 및 징후만을 이용한 중증도 평가는 

재현성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자의 연령은 

많은 연구들22,28,33-37에서 급성췌장염의 중증도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지만, 이에 반하는 연구들38-43도 많아 환자의 연령을 

중증도를 평가하는 단일 기준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44

Acute physiology and chronic health evaluation (APACHE)-II  

지표, Ranson 지표 등의 급성췌장염 중증도 판정 기준에는 

백혈구수, 젖산탈수소효소, 간기능 검사, 혈당, 혈액요소질소, 

칼슘, 동맥혈산소압, 염기결핍, 알부민 등 다양한 임상 검사가 

포함되어  있다 .  다양한  연구에  따르면  단독  검사로도 

급성췌장염의  중증도를  예측할  수  있는  임상  검사들이 

제시되고 있다.45-55 일부 중증도 판정 기준은 평가 과정이 

복잡하여 임상에 바로 적용하기 어려우며, 내원 후 24시간 혹은 

48시간에 중증도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 단독 검사로 

중증 췌장염, 괴사성 췌장염, 사망률을 예측할 수 있는 임상 

검사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C반응단백질 수치는 급성췌장염 악화를 제시하는 믿을 만한 

인자로 여겨지고 있다.49-51,56-58 CRP 상승은 급성췌장염 발생 후 

약 48-72시간에 최대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다양한 외국 

권고안들에서 급성췌장염 발생 이후 지연 측정한 혈청 CRP 

수치 상승을 예후 인자로 권고하고 있다.7,8,14,59-63 WSES 2019 

임상진료지침63 및 2016 캐나다 임상진료지침7에서는 내원 

72시간에 혈청 CRP 수치가 15 mg/dL 이상 상승한 경우를 중증 

급성췌장염 진행의 예측 인자로 제시하였다.

Procalcitonin은 다양한 연구에서 중증도 예측과 관련된 

인자로 제시되었다.45,47-50,52,53,55 진단 96시간 내의 높은 혈중 

procalcitonin 농도(>3.8 ng/mL)는 췌장의 괴사를 판단하는 데 

높은 민감도와 특이도를 보고하였다.45,46 APACHE-II 지표와 

procalcitonin의 급성췌장염에 대한 사망 예측률을 비교한 

연구에서 진단 48시간 후에 procalcitonin의 변동이 APACHE-II 

지표의 변동보다 환자의 사망 예측률이 높았다는 보고도 있다.53 

Table 1. CT grading of severity

CT grade

A) Normal pancreas 0

B) Oedematous pancreatitis 1

C) B plus mild extrapancreatic changes 2

D) Severe extrapancreatic changes including one fluid 
collection

3

E) Multiple or extensive extrapancreatic collections 4

Necrosis

None 0

<One third 2

One third-one half 4

>Half 6

CT Severity Index=CT grade+necrosis score

0-3: Mild pancreatitis

4-6: Moderate pancreatitis 

7-10: Severe pancreatitis

CT Severity Index=CT grade+necrosis score

Modified from the World Association guidelines and based on Balthazar 
and colleagues.
CT, computed tom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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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의 전향적 연구가 포함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48에 따르면, 

procalcitonin은 민감도 72%, 특이도 86%로 중증 급성췌장염 

으로의 진행을 예측하였으며, 민감도 80%, 특이도 91%로 

감염성 췌장괴사를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급성췌장염 

환자에서 항생제 사용에 있어 procalcitonin의 유용성 평가를 

위한 전향적 임상 연구가 진행 중에 있으며(PROCAP trial, 

ISRCTN50584992) 결과가 주목된다.64

급성췌장염 환자에서 혈관 내 용적의 감소로 인한 적혈구 

용적률(hematocrit)의 상승과 관련된 입원 시 적혈구 용적률 

≥44%이거나  입원  후  24시간  이내에  적혈구  용적률이 

감소되지 않는 경우는 췌장의 괴사와 연관된 예측 인자로 

제시되었다.65,66 아울러, 입원 시 적혈구 용적률의 상승이 없는 

경우  괴사성  췌장염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65,66 하지만, 다른 연구들에서는 입원 시와 입원 후 

24시간의 적혈구 용적률의 상승이 중증 급성췌장염의 예측 

인자로 확인되지는 않았다.34

BUN은 여러 연구에서 급성췌장염의 예후와 관련이 있음이 

보고되었다.67-72 입원 시 혈청 BUN ≥20 mg/dL와 입원 24시간 

이후  BUN 상승이  사망률과  연관성을  가진다는  보고가 

있었고,73,74 입원 24시간 이내의 혈청 creatinine >2.0 mg/dL이 

높은 사망률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34,43,67,75 아울러, 

입원 48시간 내의 혈청 creatinine 상승이 췌장의 괴사와 관련이 

있다는 보고도 있다.76 해외 임상진료지침에서도 BUN과 

creatinine을 초기 위험도 평가 및 초기 치료에 대한 반응 지표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60,63

여러 혈액 검사 지표를 급성췌장염의 예후 지표로 활용하는 

연구가 보고되어 있다. 급성췌장염에서 혈당 >250 mg/dL인 

경우 높은 사망률과 관련을 가진다는 보고가 있지만,43 혈당 

>125 mg/dL는 장기부전이나 사망률과는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보고도 있다.77 췌장효소 활성 펩타이드, 특히 trypsinogen 

activation peptide와 carboxypeptidase activation peptide 측정은 

급성췌장염의 중증도 예측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78-84 이외에도 혈중 interleukin-6, neutrophil ratio, 

염기결핍, myeloperoxidase 등이 급성췌장염의 초기 평가 지표 

및 중증 췌장염 예측 지표로 제시되고 있으며 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49,58,70,71,85 

5. 중증도 판정 기준을 이용한 평가

권고사항: 급성췌장염 환자의 중증도 평가를 위하여 

BISAP, SIRS, APACHE-II 지표 등 여러 중증도 판정 

기준들을 이용한 평가를 고려한다.

권고등급 :  강함 ,  근거수준 :  B ,  동의수준 :  완전히 

동의(28.6%), 대부분 동의(50.0%), 부분적으로 동의(21.4%)

급성췌장염의 중등도 평가를 위하여 1974년 발표된 Ranson 

지표를 시작으로 APACHE-II 지표, Glasgow 지표, bedside index 

for severity in acute pancreatitis (BISAP) 지표 등 다양한 지표가 

사용되어  왔으며 ,  각  지표들의  유용성은  연구를  통하여 

입증되어 왔으나 현재까지 각 지표 간의 우열을 가릴 수는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42,86 각각의 지표들은 임상상황에 따른 용이성 

및 정확성을 고려하여 임상의가 판단하여 적용될 필요가 있다.

Ranson 지표는 1974년 Ranson이 발표한 임상지표법으로 

다변수 평가법 중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다(Table 2). 43개의 

임상, 생화학지표를 분석한 결과 11개의 항목이 예후와 관련 

있음이 밝혀졌다.87 입원 시에 5개 항목, 입원 후 48시간 이내에 

6개  항목을  측정하여  3가지  이상  관찰되는  경우  중증 

췌장염으로 정의하였다. Ranson 지표는 해당 항목이 3개 

미만인 경우 사망률이 0-3%, 3-5개인 경우 사망률이 11-15% 

이고, 6개 이상인 경우에는 사망률이 40%에 달하는 것으로 

Table 2. Ranson criteria for the prediction of severity of acute pancreatitis

On admission

Age >55 years (>70 years)

White cell count >16,000 /mm3 (18,000 /mm3)

Lactate dehydrogenase >350 U/L (>400 U/L)

Aspartate aminotransferase >250 U/L (same)

Glucose >200 mg/dL (>220 mg/dL)

During initial 48 hours

Decrease in hematocrit by 10% (same)

Blood urea nitrogen increases by >5 mg/dL (>2 mg/dL)

Calcium <8 mg/dL (same)

PaO2 <60 mmHg (omitted)

Base deficit >4 mEq/L (>6 mEq/L)

Fluid sequestration >6 L (>4 L)

4-6: Moderate pancreatitis 

7-10: Severe pancreatitis

CT Severity Index=CT grade+necrosis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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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져 있다.43,75,88 Ranson 지표를 이용한 평가는 48시간이 

소요되지만, 급성췌장염의 악화를 70-80%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7,89,90 하지만, Ranson 지표에 대한 연구 

1 1 0개를  종합하여  평가한  결과에서는  발병  초기에 

급성췌장염의 중증도를 예측하는 정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91 Glasgow 지표는 Imrie 등92이 개발한 알코올과 

담석성 췌장염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Ranson 지표와 유사한 

다변수 평가법으로, Ranson 지표 중 3개 지표를 삭제하고 

알부민을 첨가하여 총 9개의 지표로 단순화하였다(Table 3).

APACHE II 지표는 특정 질환에 대한 임상 평가가 아니라 

중환자실에서 이용되어온 지표로, 12가지의 생리적인 측정치와 

나이, 5개의 장기에 기초한 만성 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이를 

점수화하여 전체 점수를 합산하는 방법으로 산출된다(Table 4).93 

APACHE-II 지표는 급성췌장염의 중증도 평가에 유용한 지표로 

알려져 있다. 입원 시 및 입원 후 72시간 동안의 높은 APACHE-II 

지표는 높은 사망률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 

APACHE-II <8; 11-18%, APACHE-II >8). 입원 후 첫 24시간 

동안의 APACHE-II 지표를 이용한 평가는 48시간 이후 Ranson 

지표를 이용한 평가와 비교하여 중증 급성췌장염을 예측하는 데 

있어 유사한 예측도를 가진다.42 이러한 이유로 APACHE-II 

지표는 입원 후 첫 24시간 동안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고, 매일 

중증도를 평가하는 데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BISAP 지표는 입원 24시간 동안 BUN >25 mg/dL, 의식변화, 

전신염증반응증후군, 연령 >60세, 가슴막삼출액의 5개 항목에 

각각 1점을 주어 점수가 높아짐에 따라 사망률이 높아짐을 

보고하였다(Table 5).94 BISAP 지표에 대한 연구들에 따르면, 

BISAP 지표는 췌장염에 의한 사망률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APACHE-II 지표, CT Severity Index와 유사한 정확도를 

보이는 간단하면서도 유용한 검사로 보고되었다.86,95

SIRS는 BISAP 지표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맥박(>90회/분), 

Table 3. Glasgow severity scoring system for acute pancreatitis

Age >55 years

White cell count >15,000 /mm3

PaO2 <60 mmHg

Serum lactate dehydrogenase >600 U/L

Serum aspartate aminotransferase >200 U/L

Serum albumin <3.2 g/dL

Serum calcium <8 mg/dL

Serum glucose >180 mg/dL

Serum urea >45 mg/dL

Table 4. Acute physiology and chronic health evaluation (APACHE)-II scoring system

Physiologic variable
Point score

+4 +3 +2 +1 0 +1 +2 +3 +4

1 Temperature (°C) ≥41 39-40.9 - 38.5-38.9 36-38.4 34-35.9 32-33.9 30-31.9 ≤29.9

2 Mean arterial pressure (mmHg) ≥160 130-159 110-129 - 70-109 - 50-69 - ≤49

3 Heart rate ≥180 140-179 110-139 - 70-109 - 55-69 40-54 ≤39

4 Respiratory rate (non-ventilated or ventilated) ≥50 35-49 - 25-34 12-24 10-11 6-9 - ≤5

5 Oxygenation

a) FiO2 ≥0.5: use A-aDO2 ≥500 350-499 200-349 - <200 - - - -

b) FiO2 <0.5: use PaO2 (mmHg) - - - - >70 61-70 - 55-60 <55

6 Arterial pH ≥7.7 7.6-7.69 - 7.5-7.59 7.33-7.49 - 7.25-7.32 7.15-7.24 <7.15

7 Serum Na (mMol/L) ≥180 160-179 155-159 150-154 130-149 - 120-129 111-119 ≤110

8 Serum K (mMol/L) ≥7 6-6.9 - 5.5-5.9 3.5-5.4 3-3.4 2.5-2.9 - <2.5

9 Serum creatinine (mg/dL) ≥3.5 2-3.4 1.5-1.9 - 0.6-1.4 - <0.6 - -

10 Hct (%) ≥60 - 50-59.9 46-49.9 30-45.9 - 20-29.9 - <20

11 WBC (in l,000s) ≥40 - 20-39.9 15-19.9 3-14.9 - 1-2.9 - <1

12 Glasgow Coma Score (GCS) Score=15 minus actual GCS

A. Total Acute Physiology Score (sum of 12 above points)

B. Age points (years) ≤44=0; 45 to 54=2; 55 to 64=3; 65 to 74=5; ≥75=6

C. Chronic Health Points: If the patient has a history of severe organ system insufficiency or is immune-compromised as defined below, assign 
points as follows: 5 points for non-operative or emergency post-operative patients/2 points for elective post-operative patients

Total APACHE-II Score: A+B+C (minimum score=0; maximum score=71)



Jung Hyun Jo, et al.

17Korean J Pancreas Biliary Tract 2022;27(1):12-21

호흡수(>20회/분 또는 PaCO2 <32 mmHg), 체온(38℃ 이상 

또는 36℃ 이하), WBC (1,200/mm3 이상, 4,000/mm3 이하 또는 

band neutrophil >10%)의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96 SIRS 

지표는 APACHE-II 지표와 같이 특정 질환에 대한 임상 평가가 

아닌 전신 염증 반응 및 패혈성 쇼크 등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지표이며,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SIRS는 다기관 부전과 

연관되어 급성췌장염의 사망률에 대한 예측인자로 알려져 

있다.12 SIRS 지표에 대한 연구에서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SIRS는 일시적인 SIRS에 비하여 25% vs. 8%의 사망률 차이를 

보였으며, 췌장염에 의한 사망에 대한 예측 민감도는 77-89%, 

특이도는 79-86%로 연구에 따라 보고되었다.5,12,97 SIRS 지표는 

중증 췌장염 및 사망에 대한 예측률이 타 지표에 비해 부족하지 

않으면서 평가 항목이 비교적 단순하여 임상적 용이성이 있다.86

Ranson 지표, Glasgow 지표, APACHE-II 지표, BISAP 지표, 

SIRS 지표 등을 포함한 여러 중증도 판정 기준들의 정확도를 

비교한 연구에서는 모든 중증도 판정 기준들이 사망률, 중증 

급성췌장염, 괴사성 췌장염의 예측에 있어 어느 정도 유용하며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하였다.5,42,86,98 

6. 전원 기준

권고사항 :  중증  급성췌장염으로  평가된  환자는 

집중치료실이 있고 내시경 중재 시술, 영상 중재 시술 및 

수술 처치가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해야 한다.

권고등급 :  강함 ,  근거수준 :  C,  동의수준 :  완전히 

동의(50.0%), 대부분 동의(35.7%), 부분적으로 동의(14.3%)

여러 연구에서 급성췌장염 환자의 예후는 병원의 규모가 

클수록 양호하다고 보고되었다.99-102 그러나, 최근 소규모 

기관에서도 다학제적 접근을 통하여 중증 급성췌장염의 치료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음이 보고되고 있고,103 일부 연구에서는 

병원의  규모와  환자의  생존  이득  사이에  관련이  없음을 

보고하기도 하였다.104,105 하지만 생존 이득이 없음을 보고한 

연구에서도  대규모  병원에서  재원  기간이  감소됨을 

확인하였고,105 중증 급성췌장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대규모 병원의 치료 성적이 높게 보고되고 있으며,100 담석성 

췌장염의 경우 내시경, 영상 중재 시술 및 수술 처치의 필요성이 

높아106 대규모 병원으로의 전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전부터 여러 권고안들은 급성췌장염의 진단 시 중증 

급성췌장염으로 판단될 경우 중환자실 입실을 권고하고 

있다.2,7,14,59,63 중환자실 입실의 기준으로 미국 권고안59은 

장기부전이 있는 경우, 적극적인 수액 요법이 필요한 경우, 특히 

세심한 수액 요법이 필요한 심부전이 있는 고령의 환자, 기관지 

삽관을 포함한 인공 환기집중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는 중환자실에서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하게 

전원하고, 비만(신체질량지수 >30 kg/m2), 핍뇨(urine output 

<50 mL/hour), 빈맥(pulse >120 beats/min), 뇌병증, 마약성 

진통제의 요구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전원에 대비하여 주의 

깊게  관찰할  것을  제안하였다 .  캐나다  권고안 7에서는 

APACHE-II 지표 >8, 혈중 CRP >150 mg/L, 48시간 이상의 

장기부전이 있을 경우 중환자실 입실을 권고하였다. 일본 

권고안14에서는 진단 시 중증 급성췌장염으로 판단될 경우 즉시 

전문 치료가 가능한 기관으로 전원 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경증이나 초기 급성췌장염 환자에서도 반복적으로 중증도 

평가를 시행하여 중증 급성췌장염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 즉시 

전원 할 것을 권고하였다.

결 론

 본 임상진료지침을 통해 급성췌장염의 중증도 분류, 중증도 

평가의 필요성, 영상 검사를 통한 중증도 평가, 임상 증상, 징후 

및 임상 검사를 통한 중증도 평가, 중증도 판정 기준을 이용한 

평가, 전원 기준에 대한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다. 향후에는 

인공지능 등 좀 더 진보된 방법을 통한 중증도 평가 및 예후 

예측이 더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Table 5. BISAP scoring system

BUN >25 mg/dL (8.9 mmol/L) (1 point)

Abnormal mental status with a Glasgow Coma Score <15 (1 point)

Evidence of SIRS (1 point)

Patient age >60 years old (1 point)

Imaging study reveals pleural effusion (1 point)

0 to 2 Points : Lower mortality (<2 percent)

3 to 5 Points : Higher mortality (>15 percent)

BISAP, bedside index for severity in acute pancreatitis; SIRS, systemic 
inflammatory response syndr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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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급성췌장염의 중증도는 장기부전 여부 및 지속 시간, 국소 

합병증 여부를 고려하여 경증, 중등 중증, 중증으로 분류한다. 

급성췌장염은 중증도에 따라 사망률과 합병증 이환율에 큰 

차이를 보이므로 초기 급성췌장염 환자의 중증도 평가는 예후 

예측 ,  중환자실  입실 ,  전원  등의  치료  방침  결정을  위해 

중요하다. 급성췌장염 초기 중증도 평가를 위해 생체 징후를 

통한 장기부전의 동반 여부 확인 및 영상/임상 검사를 통한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며, BISAP, SIRS, APACHE-II 지표 등 

여러 중증도 판정 기준을 이용한 평가를 고려할 것을 본 

권고안을 통하여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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