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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itial and convalescent treatment of acute pancreatitis (AP) is important in order 
to improve the prognosis and prevent the recurrence in the patients with AP. Initial 
intensive treatment includes fluid therapy, pain control, antimicrobial therapy, 
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graphy (ERCP), and nutritional support. 
Goal-directed therapy is recommended for fluid therapy, and the routine use of 
prophylactic antibiotics is not recommended. In acute gallstone pancreatitis, urgent 
ERCP should be performed only in patients with cholangitis or persistent cholestasis. 
Early oral feeding is advisable as tolerated and enteral feeding via nasogastric or 
nasojejunal tube appear comparable. In convalescent treatment, cholecystectomy 
during the initial admission is advisable for mild biliary pancreatitis with gallstone 
as possible, and treatment against alcohol dependence is considerable for recurrent 
acute alcoholic pancreatitis. In this review, we recommend practice guidelines for initial 
treatment, nutritional support, and convalescent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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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급성췌장염 환자에서 급성췌장염으로 사망하는 경우 약 

50%에서 발병 2주 내에 발생하고, 입원 시 중증 급성췌장염 

환자에서 초기에 48시간 이상 지속하는 장기부전을 보이는 

경우에 사망률이 특히 더 높기 때문에, 급성췌장염의 적절한 

초기 치료는 합병증 및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 

또한 간과되기 쉽지만 급성췌장염의 초기 치료 이후 급성기를 

벗어나  회복기에  들어선  환자에게  회복기  치료는  향후 

급성췌장염의  재발을  방지하고 ,  환자  삶의  질과  예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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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고를 통해 급성췌장염의 초기 치료인 수액요법, 

통증 조절, 예방적 항생제의 사용, 내시경역행담췌관조영술 

(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graphy, ERCP) 그리고 

영양지원과 회복기 치료로 나누어 현재까지의 근거들을 

정리하고 급성췌장염의 초기 및 회복기 치료에 대한 권고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론

1. 초기 치료

1) 수액요법

권고사항: 급성췌장염 초기 치료로 적절한 정맥내 수액 

공급을 즉각적으로 시행해야 하는데 초기 수액 공급은 

목표 지향적 치료(goal-directed therapy)를 권장한다.

권고등급: 약함, 근거수준: C, 동의수준: 완전히 동의 

(21.4%), 대부분 동의(67.9%), 부분적으로 동의(10.7%)

급성췌장염 환자의 경우 혈관투과성의 증가와 콜로이드 

삼투압의 감소로 인해서 세포 외액이 췌장 주위, 후복막강, 

복강, 흉강 등으로 누출되어 상당한 순환 혈장량의 손실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중증의 급성췌장염에서는 저혈량증 

(hypovolemia), 관류저하(hypoperfusion)가 발생할 수 있고, 

장기부전까지  유발될  수  있다 .  따라서 ,  심혈관  장애를 

안정화하고 췌장의 미세순환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즉각적이고 

적절한 수액 공급이 매우 중요하다.1-5

과거 대부분의 시험적 연구들에 따르면 초기의 적극적인 

수액 공급은 췌장괴사의 최소화와 생존율 증가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6-8 그러나 중증 급성췌장염 환자 76명과 

115명을 대상으로 시행된 2개의 무작위 대조시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들에서 급속하고 과도한 수액 공급(10-15 

mL/kg/h 또는 48시간 내에 헤마토크리트 35% 미만까지 

감소)은 감염률, 복부구획증후군(abdominal compartment 

syndrome), 기계적 환기의 필요성 및 사망률을 유의하게 

증가시켰다.9,10 따라서 급성췌장염의 치료에서 적절한 초기 

수액 주입 속도 및 수액주입양의 결정은 매우 중요하고 이에 

대해서 적절한 모니터링을 통한 목표 지향적 치료(goal-directed 

therapy)가 선호될 수 있다. 

목표 지향적 치료에 대해서 40명의 급성췌장염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무작위 대조시험과 200명의 중증 급성췌장염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무작위 대조시험이 있었다.11,12 첫 번째 

무작위 대조시험에서는 비록 목표 지향적 치료의 우월성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전신염증반응증후군(systemic inflammatory 

response syndrome)의 발생률이 전체적으로 매우 낮았다는 

점을 통해 환자군이 주로 경증의 췌장염 환자였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제한점이  있었다 .  두  번째  무작위 

대조시험에서는 목표 지향적 치료 그룹에서 기계적 환기 

기간과 다발성 장기부전 및 사망률의 감소가 나타났다. 하지만 

기준선 APACHE-II 점수가 대조군에서 유의하게 더 나빴고, 

이는 불균형 무작위화(non-balanced randomization)를 

시사하므로 추후 목표 지향적 치료의 효과에 대한 추가적인 

무작위 대조시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직까지 급성췌장염에서 초기 수액의 종류에 대한 무작위 

대조시험은 부족한 편이다. 그중 한 무작위 대조시험에 따르면 

링거젖산용액(Ringer’s lactate solution)은 생리식염수보다 

전신염증반응증후군과 C반응단백질(C-reactive protein)을 

유의하게 감소시켰고, 이는 링거젖산용액이 대사성 산증을 더 

효과적으로 줄여주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11 이에 반해 

무작위 대조시험에 대한 기술적 리뷰(technical review)에 따르면 

콜로이드 용액인 hydroxyethyl starch는 다발성 장기부전을 

유의하게 증가시켰다.13,14 이를 근거로 급성췌장염 치료에 대한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ancreatology/American Pancreatic 

Association (IAP/APA), American College of Gastroenterology 

(ACG), 이탈리아, 일본 임상진료지침에서는 초기 수액의 

종류로 링거젖산용액을 포함한 결정질 용액(crystalloid 

solution)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15-18 비록 가장 최근에 발표된 

American Gastroenterological Association (AGA) 임상진료지침 

에서는  근거의  질이  낮다는  이유로  생리식염수  또는 

링거젖산용액의 사용을 권장하지 않지만,14 결정질 용액, 특히 

링거젖산용액을 사용할 때 환자에게 주는 이점은 위험을 

충분히 능가하는 것으로 고려되어 이에 대해서는 향후 좀 더 

세분화한 광범위 전향적 비교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급성췌장염의 수액 치료에서 아직까지 초기 수액 공급 목표 

및 급속 수액 주입 종료에 대한 적절한 지표를 연구한 보고는 

부족한 편이다. 그중 혈액요소질소(blood urea nitrogen), 

헤마토크리트 및 중심정맥압에 관한 연구들이 있었지만 단일 

지표로서는 유용하지 못하였다.10,11,19,20 따라서 국외의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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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진료지침들에서는 여러 지표들을 함께 관찰하는 것을 

추천하고 목표치에 도달하면 수액 주입 속도를 줄이는 것을 

권고한다 . 14-17,21 혈역학적  안정성을  반영하는  비침습적 

지표들로는 평균동맥압 65 mmHg 이상, 소변량 0.5 mL/kg/h 

이상, 분당 심박수 120회 미만이 있고,4,11,15,22,23 일본 임상진료지침 

에서는 평균동맥압과 소변량이 목표치에 도달하면 초기 급속 

수액 주입(쇼크와 탈수가 있는 경우 150-600 mL/h, 탈수가 없는 

경우 130-150 mL/h)을 중단하고 수액 주입 속도를 줄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21

따라서 초기 수액 공급은 목표 지향적 치료를 권장하고, 그 

지표로는 평균동맥압이 65 mmHg 이상과 소변량이 0.5 

mL/kg/h 이상에 도달하면 급속 수액 주입을 중단하고 수액 

주입 속도를 줄여야 한다. 초기 수액 주입 속도는 120-500 

mL/h를 권장하지만, 심부전 또는 신부전과 같은 동반 질환들이 

있는 환자의 경우, 순환 혈액량을 주의 깊게 평가하여 수액 주입 

속도를 결정해야 한다.

2) 통증 조절 

권고사항: 급성췌장염과 연관된 통증 조절은 초기 

치료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권고등급: 강함, 근거수준: A, 동의수준: 완전히 동의 

(64.3%), 대부분 동의(32.1%), 부분적으로 동의(3.6%)

급성췌장염과 연관된 통증은 매우 심하고 지속적이어서 

환자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고 임상 경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복통 완화를 위해 적절한 진통제를 사용하는 것은 

급성췌장염의 초기 치료에 매우 중요하다. 현재까지 마약성 

진통제를 포함한 진통제의 사용이 급성췌장염의 진단과 치료에 

방해를 주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지만,24 급성췌장염에서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진통제가 가장 유용할 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근거가 없는 상태이다.25-27 따라서 향후 이에 

대해서 추가적인 대규모 무작위 대조시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험 있는 의사가 진통제 투약의 빈도나 양을 

모니터링해야 하고 필요 시 침상에서 산소포화도 모니터링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환자가 복통이 심한 경우에는 자가조절진통 

(patient-controlled analgesia)을 시행해 볼 수 있겠다. 

3) 예방적 항생제 투여

권고사항: 급성췌장염에서 예방적 항생제의 일률적인 

사용은 권고되지 않는다.

권고등급: 강함, 근거수준: A, 동의수준: 완전히 동의 

(21.4%), 대부분 동의(64.3%), 부분적으로 동의(14.3%)

감염성 췌장괴사나 패혈증이 동반된 중증의 급성췌장염 

환자에서 사망률은 15-30%까지 보고되기 때문에,28 췌장 

침투율이 좋은 quinolone 계열이나 carbapenem 계열의 항생제 

사용 시 사망률을 감소시킨다는 무작위 대조시험의 결과를 

토대로 중증의 급성췌장염에서 감염성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항생제의  사용이  추천되어왔다 .  그러나  일련의  무작위 

대조시험들에서 임상적으로 감염의 증거가 없는 증증의 괴사성 

췌장염 환자에서 췌장의 감염 예방을 위해서 예방적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이 사망률이나 이환율을 감소시키지 못한다는 

결과들이 보고되었고,29-31 예방적 광범위 항생제의 사용 시 

다제내성균 또는 진균 감염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음이 

보고되기도  하였다 . 32,33 이를  근거로  2013년도  발표된 

급성췌장염 치료에 대한 IAP/APA와 ACG 임상진료지침에서는 

감염의 증거가 없는 모든 급성췌장염 환자에서 예방적 목적의 

항생제 사용은 권고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15,16 또한 최근 

발표된 AGA 임상진료지침에서는 증증의 급성췌장염과 괴사성 

췌장염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10개의 무작위 대조시험들을 

포함한 기술적 리뷰를 통하여 2002년 이후에 보고된 최근 

무작위 대조시험들 또는 고품질의 시험들(higher-quality 

trials)만 포함된 하위그룹 분석(subgroup analysis)에서 예방적 

항생제  사용이  사망률과  감염성  췌장괴사를  유의하게 

감소시키지 못하였다는 결과를 토대로 증증의 급성췌장염 또는 

괴사성 췌장염이 예상되는 환자에서 예방적 항생제 사용을 

권고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14,34

결과적으로 중증 및 괴사성 췌장염을 포함한 급성췌장염에서 

감염과 연관된 합병증 빈도 또는 사망률 감소를 목적으로 

예방적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에는  아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  향후  이에  대해서  추가적인  대규모  무작위 

대조시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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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시경역행담췌관조영술(ERCP) 

권고사항: 급성 담석성 췌장염에서 담도염이 있거나 

담도 폐쇄가 지속되는 경우 조기에 내시경역행담췌관 

조영술(ERCP)을 시행해야 한다.

권고등급 :  강함 ,  근거수준 :  A,  동의수준 :  완전히 

동의(60.8%), 대부분 동의(32.1%), 부분적으로 동의(7.1%)

급성 담석성 췌장염 환자에서 조기에 ERCP를 시행해야 

할지에 대한 결정은 실제 임상에서 매우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다. 대부분의 국외 임상진료지침들에 따르면 급성 

담석성 췌장염 환자에서 담도염이 동반되거나 담도 폐쇄가 

지속되는 경우 ERCP의 조기 시행을 추천한다.15-17,21,35 한 무작위 

대조군 시험에 따르면 급성 담석성 췌장염 환자에서 담도 

폐쇄의 기간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면 조기 합병증과 함께 

전반적인 합병증의 발생이 증가하므로, 지속적인 담도 폐쇄를 

동반한 급성 담석성 췌장염 환자에서는 조기에 ERCP를 

시행해야 함을 보고하였다.36 급성 담석성 췌장염 환자에서 조기 

ERCP 시행에 관한 여러 무작위 대조군 시험들의 한 메타분석에 

따르면 각각의 세부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을 때 비록 

중증의 췌장염 환자에서는 사망률과 합병증 발생률에 차이가 

없었으나, 담도염이 있는 환자는 사망률과 합병증이, 담도 

폐쇄가 있는 환자는 국소적 합병증이 의미 있게 감소하였다.37 

또한 ,  최근에  발표된  다기관  무작위  대조시험에  따르면 

담관염이 없는 중증의 담석성 췌장염 환자에서 조기에 ERCP와 

유두부 절개술을 시행한 군과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군을 

비교하였을 때 주요 합병증 및 사망률에서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였다.38 따라서 담석성 췌장염에서 조기에 ERCP를 

시행하는 것은 담도염을 동반하거나 지속적인 담도 폐쇄가 

의심되는 환자에서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2. 영양지원 

1) 식이 시작 시기

권고사항: 급성췌장염 환자에서 가능한 조기에 경구 

식이를 시작할 것을 고려한다.

권고등급: 강함, 근거수준: A, 동의수준: 완전히 동의 

(35.7%), 대부분 동의(53.6%), 부분적으로 동의(10.7%)

급성췌장염은 전통적으로 췌장효소 분비 억제를 목적으로 

금식 치료가 추천되었으나, 이러한 전통적인 믿음과는 달리 

무작위 대조시험을 포함한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조기 경구영양 

또는 경장 영양 식이가 급성췌장염의 감염을 포함한 전신 

합병증을 예방하고 이환율과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39-42 비경구영양법과 경구영양을 비교하였던 한 

연구에서는 경구영양 시 급성췌장염의 중증도와 패혈증 빈도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  경구영양을  통해 

위장관점막의 위축을 막고, 위장관 장벽(gut-mucosal barrier)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급성췌장염의 임상경과 및 예후를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43 금식으로 

인하여  위장관  장벽  기능이  저하되면 ,  세균과  내독소의 

장벽투과성이 증가되어 장기부전을 유발할 수 있는 nitric 

oxide나 cytokine의 생성이 촉진되고, 패혈성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병적 장내세균의 군체형성 빈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증의 급성췌장염 환자는 일반적으로 입원 후 2-3일 내에 

식이가 가능하므로, 조기 식이의 치료 효과 또는 합병증 예방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는  희박하지만 ,  한  무작위 

대조시험에서는  경증의  급성췌장염에서  입원  당시부터 

경구식이를 시작하였을 때 입원 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 4 4  1 1개의  무작위  대조시험을  포함한 

쳬계적문헌연구에서는 입원 후 48시간 내에 경장 영양식이를 

한 군과 비경구영양을 시행하였던 군을 비교하였을 때 경장 

영양군에서 장기부전, 감염성 합병증, 사망률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45 이러한 근거들을 바탕으로 

미국과 일본 임상진료지침에서도 24-48시간 이내에 경구 또는 

경장 영양을 시작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14,21

그러나 24시간 내에 경장 영양을 한 군과 72시간 후 경구 

식이를 시작한 군을 비교하였던 한 무작위 대조시험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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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성 합병증이나 사망률 측면에서 임상적인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였다.46 따라서 급성췌장염 환자에서 장-점막장벽 

(gut-mucosal barrier)을  유지하고  세균전위(bacterial 

translocation)를 막기 위하여 가능한 조기에 비경구 영양보다는 

경구 또는 경장 영양을 시작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지만, 경구 

또는 경장 영양의 경우 조기에 시작하는 군과 환자가 원하는 

시점  또는  무리  없이  식이가  가능한  시점에  식이를 

시작하는(on-demand) 군 간에 임상적인 차이가 있다는 명확한 

근거는 아직 부족하다. 위장관 장벽 기능이 금식 기간에 따라 

어느 시점부터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입원 후 48 시간 또는 72시간 등 특정 

시간 내에 경구 또는 경장 영양을 권고하는 것에 대하여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므로, 각 환자 별로 임상 소견에 따라 

식이 재개 시기를 결정하되 가능한 조기에 경구식이를 시작할 

Fig. 1. Algorithm for nutritional support in patients with acute pancreatitis. GIT, gastrointestinal 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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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고려해야 한다(Fig. 1).

2) 식이경로

권고사항: 급성췌장염에서는 경구 식이가 어려운 경우 

경관 식이를 고려한다.

권고등급: 강함, 근거수준: A, 동의수준: 완전히 동의 

(25.0%), 대부분 동의(53.6%), 부분적으로 동의(14.3%)

경장관 영양법(tube feeding)은 중등증 이상의 급성췌장염 

초기에 장마비와 같은 경장관 식이의 금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고려할 수 있는데, 조기에 경장관 영양법을 시작하였을 때, 

경정맥 영양법에 비하여 감염 빈도 및 사망률 감소에서 결과가 

더 나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39-42 

다만 전통적으로 경장관 영양을 위한 영양 공급 경로는 

췌장의 외분비기능의 자극을 피하기 위하여 가능한 Treitz 인대 

이하로 경비공장관(nasojejunal tube)을 삽입할 것이 추천되어 

왔지만, 경비위관을 통한 경장 영양과 경비공장관을 통한 경장 

영양을 비교하였던 최근의 무작위 대조시험 연구들에서는 두 

경로 모두 안전성이나 사망률 등에서 대등한 결과를 보였다.47-50 

특히 경비위관은 경비공장관과 비교하여 삽입이 비교적 쉽고 

관을 유치하는 것이 쉽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경장관의 

경로는 환자의 상태 등에 따라 경비위관과 경비공장관 모두 

선택할  수  있고  두  경로  모두  미국,  유럽을  비롯한  여러 

임상진료지침에서 경장관 식이 경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14-

16,21 

경정맥 영양법은 췌장의 분비기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영양공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지속적인 장마비나 

복부구획증후군 등으로 경장관 영양이 불가능한 경우, 경장관 

영양으로 필요한 영양섭취가 어려운 경우 등에 부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Fig. 1).

3) 식이 형태

권고사항: 경구 식이의 조성이나 형태는 환자가 식이 

가능한 형태의 저지방 식이를 권장한다.

권고등급: 강함, 근거수준: B, 동의수준: 완전히 동의 

(28.6%), 대부분 동의(53.6%), 부분적으로 동의(17.8%)

경구식이의 형태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들이 있지는 않지만, 

유동식(liquid), 반고형식(soft diet), 고형식(solid diet) 등 식이 

시작의 형태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였던 여러 무작위 대조시험 

연구들에서 시작 식이의 형태에 따라 입원 기간, 재입원율, 

식이중단율 ,  통증재발  등에는  큰  차이가  없으면서도 

고형식일수록 고열량의 영양공급이 가능하다고 보고하였다.51-54 

다만, 특정 형태의 식이가 임상경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며, 특히 시작 식이의 형태에 따른 안전성에 차이가 있다는 

근거는 없으므로, 식이 형태는 환자가 견뎌낼 수 있는 식이로 

시작할 수 있다. 급성췌장염 환자에서 권장하는 총 열량의 

근거는 부족하지만, 수분, 단백질 등 균형 잡힌 영양공급을 

고려하였을 때,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충분하고, 지방이 전체 

에너지 섭취의 30% 미만의 저지방식이를 권장한다.

3. 회복기 치료 

1) 담낭절제술

권고사항 :  담낭담석이  있는  경증의  급성  담석성 

췌장염은 담낭절제술을 가능한 같은 입원 기간 내에 

시행하고, 중증의 경우에는 염증반응이 충분히 해소된 

후에 시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권고등급: 강함, 근거수준: B, 동의수준: 완전히 동의 

(28.6%), 대부분 동의(53.6%), 부분적으로 동의(10.7%), 

대부분 동의하지 않음(7.1%)

급성 담석성 췌장염은 급성췌장염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낭절제술이 요구된다. 12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한 다기관 무작위 대조시험에서는 급성췌장염 증상 

발현  후  6주  이내에  수술한  군과  담낭절제술  없이  경과 

관찰하였던 군을 비교하여 2년가량의 추적 관찰 기간 동안 경과 

관찰군의 47%에서 담석 관련 증상 및 합병증이 발생하였음을 

보고하였다.55 다만 급성췌장염이 동반된 상태에서 복강내 수술 

시 합병증 발생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수술 시기를 결정해야 

하는데, 266명의 경증 급성 담석성 췌장염 환자를 대상으로 

72시간 내에 담낭절제술을 시행한 군과 30일 이내 담낭절제술을 

시행한 환자군을 비교하였던 PONCHO trial에서는 첫 입원 

당시 담낭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이 수술 연관 합병증의 유의미한 

증가  없이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으며  비용  효과적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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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하였다.56,57 

그러나 중증 급성췌장염을 대상으로는 적절한 담낭절제술의 

시기를 비교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인데,58 187명의 중등증 

이상의 급성 담석성 췌장염을 대상으로 담낭절제술이 시행된 

시기에 따라 감염성 합병증의 빈도를 비교하였던 연구에서 

중증 급성췌장염 환자에서 3주 이내에 담낭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감염성 합병증의 빈도가 유의하게 높았음을 보고하였다.59 

이러한 우려로 인하여 현재 미국, 유럽 등 여러 임상 지침에서는 

중증 급성 담석성 췌장염에서는 괴사성 병변이 호전되거나 

임상적으로 호전 또는 안정화가 된 이후에 담낭절제술을 

시행하기를 권고하고 있다.

2) 금주 치료

권고사항: 재발성 알코올성 급성췌장염에서는 금주 

치료를 고려한다.

권고등급: 약함, 근거수준: C, 동의수준: 완전히 동의 

(67.9%), 대부분 동의(25.0%), 부분적으로 동의(7.1%)

금주는 알코올성 급성췌장염의 원인 제거라는 점에서 필수 

불가결한 치료 요소로 여겨진다. 실제로 68명의 알코올성 

급성췌장염 환자를 중앙값 38개월간 추적 관찰한 전향적 

코호트 연구에서는 금주가 급성췌장염의 재발 예방의 중요한 

인자임을  보고하였다 . 60 또한  생애  처음으로  알코올성 

급성췌장염으로 진단받은 118명의 환자를 평균 5년간 추적 

관찰한  또다른  연구에서는  첫  진단  이후  금주하는  것이 

급성췌장염의 재발 예방의 중요한 인자임과 금주를 유지하였던 

환자들에서는 추적 관찰 기간 동안 내분비/외분비 기능장애가 

없었음을 보고하였다.61 췌장염으로 인한 당뇨(T3cDM)는 

일반적인 당뇨(T2DM)보다 사망률이나 입원 위험이 높다는 

보고도 있어서 알코올성 급성췌장염에서 금주는 재발 방지와 

예후 측면에서도 중요하다.62

최근 naltrexone이나 acamprosate로 대표되는 항갈망제를 

이용한 금주 치료는 음주량을 감소시키고 단주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들이 있고, 정신사회적 치료와 동시에 또는 약물 

치료를 단독으로 시도하는 것의 효과도 보고되었다.63

그러나 금주 치료가 알코올성 급성췌장염에서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지는 아직 근거가 부족하다. 120명의 생애 

첫 알코올성 급성췌장염 환자들을 포함하였던 한 무작위 

대조시험에서는 첫 입원 당시에만 금주 상담을 하였던 군과 

6개월 후 추가로 금주 상담을 하였던 군을 비교하였고, 추가 

금주 상담을 하였던 군에서 이후 2년간 급성췌장염의 재발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었음을 보고하였다.64 따라서 금주를 

위한 지속적인 상담, 관리 및 치료를 하는 것이 금주 유지에 

도움이 되고 이를 통해 급성췌장염의 재발을 억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지만, 알코올성 급성췌장염만을 대상으로 

금주 치료의 효과를 확인하였던 무작위 대조시험 연구들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므로, 실제로 상담 또는 약물을 포함한 

금주 치료가 급성췌장염의 재발을 억제하고 급성췌장염의 

예후를  호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다만 알코올성 급성췌장염으로 치료 후 완전히 회복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환자 스스로 금주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여 

알코올성  췌장염이  재발하는  환자들에서는  적극적인 

급성췌장염의 원인 제거를 위해 정신사회학적 또는 약물 금주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다.

3) 기타 회복기 치료

급성췌장염에서 급성기 회복 후 내분비/외분비 기능저하가 

유발될 수 있는데, 1,495명의 환자를 포함한 쳬계적문헌연구 

에서는 평균 36개월의 추적 기간 동안 27.1%의 환자에서 

외분비기능 저하가 발생하였고, 원인이 알코올인 경우와 중증 

췌장염의 경우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 위험인자인 것으로 

보고하였다.65 따라서 일부 임상지침에서는 중증 급성췌장염 

에서 회복된 환자를 대상으로 췌장의 내분비/외분비 기능을 

추적 평가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으나,17 

급성췌장염 환자들의 추적 관찰에 적합한 내분비/외분비 기능 

평가 방법이나 평가 기간 또는 간격에 대한 무작위 대조시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임상지침 개발 단계에서 췌장괴사 

제거술을 시행하였거나, 중증 급성췌장염으로 치료받은 후 

회복한  환자는  내분비와  외분비  기능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권고안을 제안하였지만, 3차에 걸친 전문가 델파이 

설문조사에서  완전히  동의  21.4%, 대부분  동의  50.0%, 

부분적으로 동의 21.4%, 대부분 동의하지 않음 7.2%의 결과를 

얻어 본 권고안에서는 제외되었다.

결 론

본 진료지침은 급성췌장염 환자의 급성기 치료를 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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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의를  대상으로  급성췌장염의  합병증  및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초기와 회복기 치료에 대한 실질적인 

진료지침을 제안하기 위하여 고안되었다. 환자별 상이한 

중증도와 예후 및 다양한 임상 경과를 보이는 급성췌장염의 

특성상, 각 환자의 임상 경과가 임상의의 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에 따라 본고의 목적은 임상의들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절대적인 표준을 확립하고자 함이 아니며, 근거중심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최신의  근거를  정리하고 

델파이법을 통한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초기 치료, 

영양지원, 회복기 치료에 대한 진료지침을 제안하기 위함이다.

요 약

급성췌장염의 초기 치료와 영양 및 회복기 치료에 대한 

권고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초기 치료로 적절한 정맥내 

수액 공급을 위해서 목표 지향적 치료(goal-directed therapy)를 

권장하고, 치료 초기에 통증 조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예방적 항생제의 일률적인 사용은 권고되지 않는다. 그리고 

급성 담석성 췌장염 환자에서 담도염이 있거나 담도 폐쇄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내시경역행담췌관조영술(ERCP)을 

시행해야 한다. 영양지원에서는 가능한 조기에 경구로 식이를 

시작할 것을 권고하고, 경구 식이가 어려운 경우 경장관 식이를 

고려할 수 있으며 경구 식이의 조성이나 형태는 환자가 식이 

가능한 형태의 저지방 식이를 권장한다. 마지막으로 회복기 

치료에서 담낭담석이 있는 경증의 급성 담석성 췌장염은 

담낭절제술을 가능한 같은 입원 기간 내에 시행하고, 중증의 

경우에는 염증반응이 충분히 해소된 후에 시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  그리고  반복하여  재발하는  알코올성 

급성췌장염에서는 금주 치료를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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