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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 례 ◇

정상 면역기능을 가진 소아에서
수두 감염 후에 발생한 급성 췌장염 1예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울산대학교병원 소아과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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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ute Pancreatitis Associated with Varicella Infection
in an Immunocompetent Child
Ki Won Oh, M.D., Joon Sung Kim, M.D., Ja Hyeong Kim, M.D.,
Sang Kyu Park, M.D. and Jin Young Jeong, M.D.
Department of Pediatrics, Ulsan University Hospital,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Ulsan, Korea

Blunt trauma, drugs, infection, congenital anomalies of the pancreaticobiliary system, and multisystem
diseases are the main causes of acute pancreatitis in children. Various viruses can cause acute pancreatitis,
but varicella-induced pancreatitis is unusual and generally observed in adults or immunocompromised
patients. We report a rare case of acute pancreatitis associated with varicella-zoster virus infection in a
6-year-old immunocompetent girl. The patient initially presented complaining of severe abdominal pain
and repetitive vomiting. The patient had multiple cutaneous crusts that has been caused by preceding
varicella infection and had elevated values of serum amylase and lipase. Abdominal ultrasonography
demonstrated swelling of the pancreas and pancreatic duct dilatation, findings which were compatible with
acute pancreatitis. The patient's clinical and laboratory abnormalities were completely normalized through
conservative treatment consisting of fasting, total parenteral nutrition, and analgesic therapy. (Korean J
Pediatr Gastroenterol Nutr 2008; 11: 7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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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이 시기의 췌장 질환으로는 가장 흔하고 최근 연

서

구들에 의하면 그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론

1∼4)

보고되고 있다

. 성인의 경우에는 알코올이나 담석

에 의한 경우가 주된 원인이 되지만, 소아에서는 주로

소아에서의 급성 췌장염은 성인에 비해 드문 질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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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질환, 다발성 전신 질환, 약물 및 독물 등 다양한 원
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4,5). 급성 췌
장염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성 질환으로는 볼거리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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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 수두-대상포

압 110/60 mmHg, 맥박수 90회/분, 호흡수 20회/분, 체온

진 바이러스와 연관되어 발생한 급성 췌장염은 성인이

36.7oC였다. 진찰상 환아는 급성 병색을 보이고 있었고,

나 면역결핍 환자에서 발생한 경우가 증례로 일부 보고

흉부 청진상 심음이나 폐음의 이상은 없었다. 복부의

된 적이 있지만 정상적인 면역기능을 가진 소아에서 수

팽만은 없었고 장음은 정상이었으나, 상복부와 배꼽 주

함한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있으며

7∼11)

두 감염 후에 발생한 경우는 극히 드문 편이다

.저

위에서 명백한 압통이 있었고 반발 압통은 없었다. 간

자들은 복통과 반복적인 구토를 주소로 내원한 정상 면

이나 비장은 만져지지 않았고 촉지되는 종괴는 없었으

역기능을 가진 6세 소아에서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

며, 수두 감염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다양한 크기의

감염 후에 발생한 급성 췌장염 1예를 경험하였기에 문

딱지가 전신에서 다수 관찰되었으나 배꼽과 옆구리 부

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위의 피부 변색은 관찰되지 않았다(Fig. 1).
검사 소견: 입원 당일 시행한 말초 혈액검사에서 혈

증

례

색소 12.3 g/dL, 백혈구 9,000/mm3 (다핵구 80%, 림프구
14%, 단핵구 4%), 혈소판 352,000/mm3이었고, 혈청 생

환 아: 김○○, 여아, 6세

화학 검사에서 총 단백 6.8 g/dL, 알부민 4.1 g/dL, AST

주 소: 복통과 반복적인 구토

27 IU/L, ALT 16 IU/L, 총/직접 빌리루빈 0.4/0.1 mg/dL,

현병력: 환아는 내원 당일 새벽부터 갑자기 구역, 구

BUN 8.0 mg/dL, 크레아티닌 0.5 mg/dL, 칼슘 9.9 mg/

토 및 복통이 발생하였고 타 종합병원에서 시행한 검사

dL, 인 5.0 mg/dL로 정상 범위 내에 속하였으나, 혈청

에서 혈청 아밀라아제와 지질분해효소(lipase) 수치가

아밀라아제와 지방분해효소가 각각 984 IU/L, 1,949

증가되어 본원으로 전원되었다.

IU/L로 증가되어 있었다. 요 검사에서는 특이 소견이

과거력: 환아는 내원 5일 전부터 전신에 가려움증을

없었으며 C-반응 단백은 0.2 mg/dL였다. 수두 바이러스

동반한 수포성 발진이 생겨서 개인 소아청소년과 의원

IgG 항체는 양성이었다. 면역기능 평가를 위해 시행한

을 방문하여 수두라고 진단 받은 것 이외에는 특이 사

혈청 면역글로불린 G, A, M, E와 CH50 및 B & T 림프

항이 없었고, 최근에 복용한 약물이나 복부에 대한 둔

구 분획 검사에서도 모두 정상 소견을 나타내었다.

기 손상 등의 병력도 없었다. 환아는 수두를 포함하여

방사선학적 소견: 입원 당시 시행한 흉부 및 복부 단

각 연령별 기본 예방접종을 모두 시행받았다.
이학적 소견: 내원 당시 체중은 18.5 kg (10∼25
percentile), 신장 115 cm (25∼50 percentile)이었고, 혈

Fig. 1. The photograph shows multiple crusts caused by
chicken pox on the patient's back.

Fig. 2. Abdominal CT scan demonstrates a swelling of the
pancreas with pancreatic duct dilatation (arrows) and mild
peripancreatic fatty infil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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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방사선 검사에서는 정상 소견이었으나, 복부 전산화

췌장염 환아를 대상으로 원인을 분석한 결과 볼거리

단층 촬영에서 췌장 실질의 부종과 췌장관의 확장이 관

(mumps)와 같은 감염성 질환이 39%로 가장 많았고, 그

찰되어 급성 췌장염에 부합되는 소견이었으며 온쓸개

외에 원인 불명 25%, 외상 14%, 온쓸개관낭 8% 등이

관낭(choledochal cyst)과 같은 선천성 췌담도계 기형이

주된 것으로 보고하였다. 최근의 문헌으로 Kandula와

나 담석은 관찰되지 않았다(Fig. 2).

Lowe2)가 3세 이하의 소아 8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

치료 및 경과: 보존적인 치료로서 금식, 완전 비경구

고에 따르면, 용혈성 요독 증후군과 같은 다발성 전신

영양법 및 통증 조절을 해 준 이후 제 3병일부터 복통

질환이 29예로 34%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감염

과 구토가 현저하게 호전되었고, 추적 검사에서 혈청

18%, 원인 불명 17%, 담석과 선천성 기형을 포함한 췌

아밀라아제와 지방분해효소는 순차적으로 감소하였

담도계 질환 9%, 외상 8%, 약물이 8%를 차지하였다.

다. 제 4병일에 혈청 아밀라아제와 지방분해효소가 각

국내 단일기관 보고로는 박과 김 이 15세 이하 급성 췌

각 181 IU/L, 315 IU/L로 감소됨에 따라 연질 식이 및

장염 소아 3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온쓸개관낭이

저지방 식이를 시작하였으며, 제 7병일에 다른 합병증

8예(26.7%), 약물 7예, 외상 4예, 감염 3예, 담석 3예, 원

이 없이 호전되어 퇴원하였다. 퇴원 2주 후에 외래에서

인 불명 2예 등으로 보고하였다. 이 연구는 타 연구에

시행한 혈청 아밀라아제와 지방분해효소는 완전히 정

비해 온쓸개관낭과 같은 담도계 기형이 차지하는 비중

상화되었고, 약 1년 동안의 추적 관찰상 별다른 이상

이 높은 반면에 원인 불명인 경우가 적어서 소아기 급

소견이 없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성 췌장염의 경우에 담도계 기형의 유무에 대한 적극적

5)

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Lopez4)도 단일 기

고

관에서 소아 급성 췌장염의 원인 분석을 통해 전신 질

찰

5)

환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하여 박과 김
급성 췌장염은 췌장 효소의 조기 활성으로 인하여 췌

의 보고와는 차이가 있었으나, 6세 이하, 특히 3세 이하

장의 자가분해가 일어나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소아에

의 소아에서는 대부분 특정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

서는 비교적 드문 질환으로 알려져 왔으나 최근의 연구

로 보고하여 이 연령에서는 급성 췌장염의 원인을 찾기

들에 의하면 그 발생 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

위한 적극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1∼4)

로 보고되고 있다

급성 췌장염 발생과 관련된 것으로 여겨지는 감염성

.

소아에서 급성 췌장염의 임상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

질환으로는 다양한 세균, 바이러스, 진균, 기생충 등이

나는데, 경미한 복통에서부터 드물지만 급성 출혈성 췌

보고되어 있다1,6). 세균으로는 국내에서도 이 등14)에 의

장염인 경우에 다발성 장기 부전과 전신 염증성 반응

해 증례로 보고된 바 있는 마이코플라즈마(Mycoplas-

1)

증후군에 의해서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 주된 임상 증

ma)를 포함하여 레지오넬라(Legionella), 렙토스피라

상으로는 본 증례처럼 급성 복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가

(Leptospira), 살모넬라(Salmonella) 등이 있으며, 바이러

12)

장 흔하다. 국내에서는 김 등 이 소아에서 복통이 없

스로는 급성 췌장염의 원인으로 가장 잘 알려진 볼거리

었던 급성 췌장염 증례를 보고한 경우도 드물게 있으

를 비롯하여 Coxsackie B 바이러스, 장바이러스, A형

5)

나, 박과 김 은 급성 췌장염으로 진단된 30명의 소아를

및 B형 간염 바이러스, 거대세포 바이러스, Epstein-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모든 환자에서 복통을 호소한 것

Barr 바이러스,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 단순 헤르페

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급성 복통을 호소하는 소아에

스 바이러스 등이 관계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그

서 반드시 급성 췌장염에 대한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

외에 아스페르길루스와 같은 진균 및 톡소포자충, 작은

것으로 생각된다.

와포자충(Cryptosporidium), 회충 등과 같은 기생충 질

소아기 급성 췌장염의 원인은 알코올이나 담석에 의

환도 급성 췌장염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 주로 발생하는 성인과는 달리 다양한 원인에 의해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는 인간 알파 헤르페스 바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문헌들에 따라 다소

러스에 속하며 특징적으로 수두와 대상포진이라는 두

13)

의 차이가 있는 편이다. Haddock 등 이 49명의 급성

가지의 임상 증후군을 초래한다. 수두는 소아기에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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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피부 질환으로, 소포 구진성(vesiculopapular) 발진

청 검사를 시행하지 못하여 제한점이 있기는 하다. 그

을 포함한 전형적인 임상 증상으로 진단이 가능하며 대

러나 가려움증을 동반한 소포 구진성 피부 발진 등 전

부분 특별한 합병증을 유발하지 않고 저절로 치유된다.

형적인 수두 감염의 임상 양상이 관찰되었고 방사선학

하지만 면역 결핍 환자나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악성

적 검사에서 췌담도계의 선천성 이상, 복부 손상, 약물

종양 환자,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를 복용 중인 환자, 장

복용 등 다른 원인이 전혀 없음을 고려할 때 급성 췌장

기이식 환자가 수두에 걸릴 경우에는 내장 장기

염이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극히 드문

(visceral organ)를 침범하거나 응고 장애, 심한 출혈 등

합병증의 하나로서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본 증례

임상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진행성 경과를 취할 수 있

환아의 임상 경과는 급성기에도 비교적 양호하였고, 추

다.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와 연관되어 발생한 급성

적 관찰상 별다른 이상 소견이나 후유증이 없이 건강한

췌장염은 악성 종양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던 소아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정상 면역기능을 가진 성인에서는 일부 보고된 경우가

결론적으로, 정상적인 면역기능을 가진 소아에서도

있으나, 정상적인 면역기능을 가진 소아에서 수두 감염

매우 드물지만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후에 발생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항암 치료를 받고 있

합병증으로 급성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임상 의

7)

던 소아에서 발생한 경우로는 Miliauskas와 Webber 가

사들은 이에 대한 적절한 인식과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파종성 수두 감염으로 사망한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 환

생각한다.

아 2명 및 Hodgkin 림프종 1명의 부검 및 병리 조직 검
사를 통해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의 췌장 침범을 보

요

약

8)

고하였고, Kim과 Haycox 는 이전에 신경모세포종으로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16세 여아에서 파종성 수

저자들은 복통과 반복적인 구토를 주소로 내원한 정

두로 인한 급성 췌장염 증례를 보고하였다. 정상적인

상적인 면역기능을 가진 6세 소아에서 수두-대상포진

면역기능을 가진 성인에서 발생한 경우로는 Kurtovic

바이러스 감염 후에 드문 합병증의 하나로 발생한 급성

9)

등 이 건강한 74세 여성에서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

췌장염 1예를 경험하였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

에 의한 무결석 쓸개염(acalculous cholecystitis), 다병소

는 바이다.

성 위장관 경색 및 급성 췌장염 예를 보고하였다. 또한
10)

Laufenburg 는 27세 남성에서 수두에 합병된 폐렴으로

참

고

문

헌

시작하여 간염 및 급성 췌장염 등의 다장기 부전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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