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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is general acceptance that a diagnosis of acute pancreatitis requires two of 
the following three features: 1) epigastric or upper abdominal pain characteristic 
of acute pancreatitis, 2) serum amylase and/or lipase ≥3 times the upper limit of 
normal, and 3) characteristic findings of acute pancreatitis on abdominal images such 
as ultrasonography, computed tomography (CT) or magnetic resonance imaging. 
Other pancreatic diseases and acute abdomen have been ruled out before making a 
diagnosis of acute pancreatitis. Serum lipase may be more useful than serum amylase 
because serum lipase is thought to be more sensitive and specific than serum amylase 
in the diagnosis of acute pancreatitis. Contrast-enhanced CT scan is the best imaging 
technique to rule out the conditions that masquerade as acute pancreatitis, to diagnose 
the severity of acute pancreatitis, and to identify complications of pancreatitis. The 
etiology of acute pancreatitis should be made clear as soon as possible to decide 
treatment policy of acute pancreatitis or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pancreatitis. The 
etiology of acute pancreatitis in an emergency situation should be assessed by clinical 
history, laboratory tests such as serum liver function tests, measurement of serum 
calcium and serum triglycerides and ultrasonography. A differentiation of gallstone-
induced acute pancreatitis should be given top priority in its etiologic diagnosis 
because early 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graphy should be considered 
if a complication of cholangitis and a prolonged passage disorder of the biliary tract are 
susp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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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급성췌장염은 가역적인 급성 염증성 질환으로 담석, 음주 및 

고지혈증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췌장의 선방세포(acinar 

cell)가 손상되어 췌장에 국소적 염증이 발생하고 췌장 주변 

조직과  타  장기까지  손상이  일어날  수  있는  질환이다 . 1 

급성췌장염은 대부분 경증으로 별다른 합병증 없이 회복되는 

양호한 경과를 보이지만, 약 20% 정도에서 중증으로 진행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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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률은 치료 전략의 발전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으로 약 2%이지만,3 중증 췌장염에 이어 다른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망률이 증가한다.2 췌장염으로 인한 사망률과 

이환율을 낮추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진단과 치료에 대해 많은 

연구가 현재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급성췌장염 발생 

초기에 진단과 원인에 대한 감별이 있어야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향후 예후에 매우 중요하다. 

췌장염에 대한 많은 연구를 바탕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에 

대한 임상진료지침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으며 그중에 진단에 

대한 기준도 포함되어 있다.4-15 본고에서는 최근 일본,6,7 

이탈리아,8,9 미국,10-13 캐나다14 및 영국15에서 발표한 급성췌장염의 

임상진료지침과 2013년에 대한췌장담도학회에서 제시한 

급성췌장염의 진단에 관한 진료 권고안16을 참고하여 진단 

방법과 기준에 대한 최근 연구 결과 등을 검토 및 비교해보고 

우리나라에 맞는 급성췌장염의 진단에 대한 권고사항을 새롭게 

제시하고자 한다.

본 론

1. 진단 기준

급성췌장염의 진단은 생화학 검사와 영상 검사의 발달로 

조금씩 변화하고 있으며, 세계 여러 나라마다 각자의 실정에 맞게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4,6,9,13-15 2013년에 대한췌장담도학회에서 

급성췌장염의 진단에 대한 진료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다.16 

최근에는 다양한 영상 검사가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복부 초음파, 복부 computed tomography (CT), 복부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을 포함한 급성췌장염에 합당한 복부 

영상 소견으로 보다 범위를 넓혔다. 이런 진단 기준은 중증의 

급성췌장염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내원하거나 증상 

발생과 내원 시기에 차이에 따른 췌장 효소 수치가 정상인 

경우에도 진단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진단 기준에 

부합되더라도 다른 급성 복통을 일으킬 수 있는 위장관의 천공, 

급성담낭염, 장마비, 장간막동맥 허혈 혹은 경색, 급성 대동맥 

박리, 급성 심근경색 등에 대한 감별은 반드시 필요하다.

권고사항 1: 급성췌장염의 진단은 1) 명치 혹은 상복부에 

심한 급성 복통, 2) 혈청췌장효소(녹말분해효소 그리고/또는 

지방분해효소)가 정상 상한치의 3배 이상, 3) 급성췌장염에 

합당한 복부 영상 소견 3가지 중에서 2가지 이상이면서 

다른 췌장 질환이나 급성 복통을 일으키는 질환이 배제되면, 

급성췌장염으로 진단할 수 있다.

권고등급: 강함, 근거수준: B, 동의수준: 완전히 동의 

(67.9%), 대부분 동의(32.1%)

2. 임상 증상과 징후

급성췌장염을 의심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증상은 명치 혹은 

상복부에 심하고 지속적이면서 등쪽으로 방사되는 급성 

복통이다. 약 90% 이상의 급성췌장염 환자가 복통을 호소하며, 

40-70%에서는 등으로 방사되는 전형적인 복통을 호소한다.17,18 

복통은 특징적으로 시작과 동시에 30분 안에 빠르게 최고조로 

이르게 되어 참기 어려울 정도의 통증을 유발하며 호전 없이 

24시간 이상 지속된다.11 통증이 대부분 상복부에서 나타나지만, 

간혹 흉부나 하복부로 방사될 수 있다. 통증의 정도는 매우 

심하게 나타나지만, 통증의 정도가 질병의 중증도를 반영하지는 

않으며, 복통 이외에도 식욕부진, 오심, 구토 및 위장 운동 저하로 

인한 복부 팽만감을 호소한다.17  

복부압통은 주로 전반적인 압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지만, 

상복부 혹은 우상복부 압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흔하다.19 중증 

급성췌장염 환자의 30-40% 정도에서 전형적인 복통 증세를 

나타내지 않아 부검으로 급성췌장염으로 진단되기도 하였다.19 

이것은 복통이 없이 혼수 상태나 다발성 장기 부전 상태로 

내원하여 진단이 어려웠기 때문으로 생각된다.18,20 

3. 생화학적 검사

1) 혈청 녹말분해효소

급성췌장염 환자에서 혈청 녹말분해효소는 증상 발현 후 

3-6시간 이내로 급격히 상승하며 반감기는 10-12시간이다. 이후 

3-5일 정도 상승되다가 신장으로 배출되어 정상화된다. 혈청 

녹말분해효소의 민감도와 특이도는 기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응급실에 내원한 5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전향적 

연구에 따르면, 정상 상한치의 3배 이상을 기준으로 하면 

급성췌장염 진단의 민감도는 85%, 특이도는 91%였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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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청  녹말분해효소는 급성췌장염 환자의  약  20%에서 

상승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1) 경한 급성췌장염에서 혈액 

검사 시기가 늦어진 경우, 2) 만성 췌장염, 특히 알코올성 

췌장염의 급성 악화의 경우, 3) 중성지방의 상승이 검사를 

방해하여 고중성지방혈증이 있는 경우에는 높게 나오지 않을 

수 있다.22-25 이와는 달리 혈청 녹말분해효소는 신부전이 있거나 

macroamylasemia 등에서는 급성췌장염이 아니더라도 높게 

측정될 수 있다.

2) 혈청 지방분해효소

혈청  지방분해효소는  급성췌장염의  진단에서  혈청 

녹말분해효소에 비해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는데, 이는 혈청 

지방분해효소는 췌장 이외의 장기에서 분비되지 않고 혈청 

녹말분해효소에  비해 더 오랫동안 상승되기 때문이다.26 

지방분해효소는 발병 후 3-6시간 이내에 상승하고 24시간 

이내에 최고치에 이르며 1-2주까지 정상 상한치보다 높다. 

연구마다 차이가 있지만 급성췌장염의 진단에 대한 민감도는 

85-100%, 특이도는 84.7-99.0% 정도로 알려져 있다.27 혈청 

지방분해효소도 신부전이 있을 때 녹말분해효소와 마찬가지로 

수치가 상승하지만, 크레아티닌 청소율이 13-39 mL/min에서 

녹말분해효소는 1/2 이상에서, 지방분해효소는 1/4 정도에서 

상승되어 있다.28 결국, 지방분해효소가 녹말분해효소에 비해 

민감도는  비슷하지만  특이도는  좋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서,27,29 급성췌장염의 진단을 위해 혈청 녹말분해효소보다 

지방분해효소가 더 추천된다.11

3) 다른 췌장 효소 검사

다른 췌장 효소 검사들로는 혈액이나 소변으로 녹말분해효소 

isoenzyme, phospholipase A2, elastase 1, anionic trypsinogen 

(trypsinogen-2) 등을 측정할 수 있다.30 비록 이러한 췌장 효소 

검사가 몇몇 연구에서 좋은 임상 결과를 보여주었지만, 아직 

임상에서 흔히 이용되지는 않고 있다. 

4. 영상 검사

급성췌장염 평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유용한 검사는 

CT로 미국방사선학회(American College of Radiology)가 제시한 

상황에 따른 적절한 검사(appropriateness criteria) 기준에서도 

췌장염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복부 CT를 가장 적절한 검사로 

추천하고 있다. 복부 CT는 급성췌장염 확진에 가장 좋은 

검사로,7,11 급성췌장염을 시사하는 복부 CT 소견에는 췌장의 

비대, 췌장 실질의 불균질(heterogeneity), 췌장 주변 지방조직에 

줄모양의 염증 소견(peripancreatic stranding)이나 췌장 주변의 

액체 저류 등이 있다. 신기능 저하나 조영제 과민 반응 등의 

특별히 조영제 사용에 제한이 없는 한, 조영증강 CT를 촬영하는 

것이 췌장 실질의 괴사 유무를 진단하는 데 중요하다. 췌장 

부종과 췌장 실질 괴사의 구분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증상 

발현 48-72시간 이후에 조영증강 CT를 촬영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췌장염이 의심되지만 

임상적으로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상  발현  48시간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질병의 감별을 위해 CT 촬영이 

이용될 수 있다. 또한, 한 차례의 CT를 촬영하였더라도 환자의 

임상 경과가 악화되는 경우에는 추적 CT를 시행하여 환자를 

재평가해야 한다. 국소 합병증이 동반된 경우에도 적절한 

치료법 결정을 위해 CT 재촬영이 필요할 수 있다. 40세 이상의 

환자에서 급성췌장염의 원인이 불명확할 경우 동반된 췌장 

종양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CT를 시행하는 것이 좋다.31

복부  MRI는  복부  CT만큼이나  진단에  있어  정확하고 

합병증이나 췌장의 괴사, 증증도 평가에도 좋은 검사이다.7,8,11 

특히 급성 신부전이나 조영제에 대한 과민 반응이 있거나 

임산부의 경우 등에서는 조영증강 CT를 촬영하지 못하는 경우 

MRI를  고려해야겠다 .  분할췌나  담췌관  합류이상  같은 

담췌관의 해부학 구조를 파악하는 데 MRI는 유용하고, 담석이 

CT상에서 잘 관찰되지 않는 경우(iso-attenuating stone)에도 

담관 담석을 확인할 수 있다.32,33 또한, 췌장 주위 액체 저류가 

있을 경우 저류 내에 괴사조직이나 출혈이 동반되어 있는지, 

액체  저류와  주췌관  사이에  연결성  유무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CT에 비하여 우수하다.34-36 

초음파는 환자가 비만이거나 음향창(sonic window)이 좋지 

않은 경우 충분한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고 검사자의 

경험에 따라 진단 정확도가 달라져서 급성췌장염이 의심되는 

환자의 첫 검사로 권고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초음파는 

급성췌장염의 진단보다는 담낭 담석이나 총담관 담석에 의한 

총담관의  확장을  확인하는  데  유용하다 .  특히  담석성 

급성췌장염 환자에서 복부 초음파가 담석을 확인하는 민감도는 

70% 정도로 좀 낮지만, 회복 후 다시 실시하면 더 좋아진다는 

보고가 있다.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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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항 2: 복부 전산화단층촬영은 급성췌장염의 진단, 

국소 합병증, 중증도 평가 및 예후 판단에 매우 유용하다.

권고등급: 강함, 근거수준: A, 동의수준: 완전히 동의 

(55.6%), 대부분 동의(44.4%)

권고사항  3:  복부  자기공명영상은  원인이  모호한 

급성췌장염에서 해부학적 변이, 종양 및 담석 등 원인 

감별을 위해 고려한다.

권고등급: 강함, 근거수준: B, 동의수준: 완전히 동의 

(21.4%), 대부분 동의(71.4%), 부분적으로 동의(7.1%)

5. 원인에 대한 평가

급성췌장염으로 진단을 한 후에, 가능한 빨리 원인에 대한 

평가를 시작해야 한다.7,8,11 급성췌장염의 원인은 다양하며 

밝혀진 원인에 따라 치료 방침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담석에  의한  췌장염인  경우는  내시경역행담췌관조영술 

(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graphy, ERCP)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어서 ,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급성췌장염 원인에 대한 조사로 담석의 병력, 음주력, 고지혈증, 

췌장염의 과거력, 췌담도계 수술이나 ERCP 시술 여부, 약물 

복용력, 감염병력, 외상 등에 대해 병력을 청취하고, 대사성 

질환(고중성지방혈증, 고칼슘혈증 등)이나 자가면역성 질환의 

병력이나 가족력에 대해서도 확인하여야 한다.7 혈액 검사로 

빌리루빈, ALT, AST, 알칼리인산분해요소(ALP) 등을 측정하여 

담석성 췌장염을 감별해야 한다.7,8 ALT가 150 IU/L 이상인 

경우나 빌리루빈, 알칼리인산분해요소, γ-GTP, ALT, ALT/AST 

중에 3개 이상이 증가된 경우도 담석성 급성췌장염일 가능성이 

높다.38,39 중성 지방이 1,000 mg/dL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고지혈증에 의한 췌장염 가능성이 높으며, 고칼슘혈증이 

있으면 부갑성선기능항진증 등도 생각해보아야 한다.7,8

급성췌장염에서 복부 초음파는 비록 단점이 있지만, 원인을 

밝히는 데 도움되는 검사로 추천된다.7 특히, 복부 초음파가 

담석에 대한 민감도는 70% 정도로 좀 낮지만, 췌장염이 회복 후 

다시 실시하면 더 좋아진다는 보고가 있다.37 한편, 복부 CT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급성췌장염의 진단에도 유용하고, 

동시에 종양이나 외상 등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 평가에 도움이 

되지만, 담관 담석에 대한 민감도가 40-53% 정도로 낮아서 

담석성 췌장염의 확인에는 적당하지 않다.39 복부 MRI는 

담췌관의 해부학 구조를 파악하고, 작은 담관 담석의 확인에 

유용하다 .32 복부  초음파로  원인을  밝히지  못한  경우  중 

59-78%에서  내시경  초음파로  총담관  담석을  진단할  수 

있었다.40,41 총담관 담석 이외에도 내시경 초음파는 만성 췌장염, 

췌장암, 췌관내 유두상점액종양, 담췌관 합류이상, 분할췌 등의 

진단에도  도움을  주며 ,  따라서  원인을  평가하는  데도 

유용하다.7,40

권고사항 4: 급성췌장염은 진단 이후 병력청취, 혈액 

검사, 복부영상 검사 등을 시행하여 가능한 빨리 원인을 

찾아야한다.

권고등급: 강함, 근거수준: B, 동의수준: 완전히 동의 

(55.6%), 대부분 동의(37.0%), 부분적으로 동의(7.1%)

요 약

일반적으로  급성췌장염의  진단  기준은  1)  명치  혹은 

상복부에 심한 급성 복통, 2) 혈청췌장효소(녹말분해효소 

그리고/또는 지방분해효소)가 정상 상한치의 3배 이상, 3) 

급성췌장염에 합당한 초음파, CT, MRI와 같은 복부 영상 소견 

3가지 중에서 2가지 이상이면서 다른 췌장 질환이나 급성 

복통을 일으키는 질환이 배제되면, 급성췌장염으로 진단된다. 

혈청  지방분해효소는  급성췌장염의  진단에서  혈청 

녹말분해효소에 비해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는데, 이는 혈청 

지방분해효소가 혈청 녹말분해효소에 비해 좋은 민감도와 

특이도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조영증강 CT가 급성췌장염의 

진단, 국소 합병증, 중증도 평가 및 예후 판정에 가장 우수하다. 

병력 청취, 간기능 검사, 혈청 칼슘, 중성 지방에 대한 혈액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여 급성췌장염의 원인 규명을 

가능한 빠르게 하는 것이 췌장염 치료 방침을 정하고, 재발을 

막는 데 중요하다. 특히, 담관염이나 담관 폐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조기 ERCP 시행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담석성 

급성췌장염인지의 구별이 필요하다. 

국문 색인: 임상진료지침; 췌장염; 진단; 지방분해효소;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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