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소아소화기 양학회지：제 8권 제 1호 2005

◇ 증  례 ◇

81

서      론

  만성 췌장염에서 유발되는 늑막 삼출은 드물게 

발생하며 다량으로 주로 혈성을 나타낸다
1,2). 췌성

의 늑막 삼출은 췌관이나 가성 낭이 후복막으로 파

열되면서 췌액이 대동맥 공이나 식도 공을 통하여 

종격동이나 늑막으로 파급되어 누공이 형성되면서 

발생된다
1). 그리고 이 누공을 통하여 흉강으로 췌액

의 배액이 일어나기 때문에 복부 증상보다는 호흡 

곤란, 흉통 등의 호흡기 증상이 두드러지므로 췌장

염의 진단이 흔히 지연되기도 한다
3,4). 늑막액의 a-

mylase 상승이 진단의 가장 중요한 소견이며, 내시

경 역행성 담췌관 조 술은 췌관의 병적 해부학적 

상태와 췌흉막루의 확인 및 치료 방향을 정하는데 

매우 유용한 검사법이다
5∼7). 최근에는 내시경 담췌

관 조 술을 대신하여 비침습적이고 감염의 위험성

이 없는 자기 공명 췌관 조 술이 췌늑막루를 확인

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4)
. 저자들은 평소 간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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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sive pancreatic pleural effusion is a rare complication of chronic pancreatitis. It results from 

leakage of pancreatic secretion into the pleural space through the aortic or esophageal hiatus, either 

by a pancreatic duct disruption or communicating pseudocyst. The presentation of the pancreatic 

pleural effusion is often misleading as respiratory rather than abdominal symptoms because of 

predominance of pulmonary complaints. Markedly elevated amylase level of the pleural fluid is 

highly suggestive of the diagnosis. We experienced a case of chronic pancreatitis with massive 

pleural effusion in a 9-year-old female, who presented with a 6-months history of intermittent 

abdominal pain, and cough and chest pain for 3 days. (Korean J Pediatr Gastroenterol Nutr 

2005; 8: 8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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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복통이 있으면서, 내원 3일 전부터 시작된 호흡

기 증상을 주소로 내원한 9세 여아에서 다량의 늑막 

삼출을 동반한 만성 췌장염 1례를 경험하 기에 보

고한다.

증      례

  환  아: 권○○, 9세, 여아

  주  소: 1개월 전부터 심해진 간헐적인 복통과 내

원 3일 전부터 시작된 기침과 흉통

  출생력 및 과거력: 특이사항 없음

  가족력: 특이사항 없음

  현병력: 1개월 전부터 심해진 상복부 복통과 식욕

부진 및 3일간의 기침과 우측 흉통으로 인근 병원 

방문하여 촬 한 흉부 방사선 사진에서 우측 폐야

에 다량의 늑막 삼출이 있어 응급실로 전원되었다

(Fig. 1). 상복부 복통은 내원 6개월 전에 처음 시작

되었으며, 간헐적으로 주로 야간에 찌르듯이 있었

으나 특별한 검사 없이 통증이 있을 때마다 인근 소

아과와 응급실에서 투약을 받아왔다. 내원 1개월 전

부터는 상복부 복통이 식후에 심해져서 인근 병원

에서 치료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았으며, 내원 2주 

전부터 5일간 한약을 복용하면서 복통이 악화되었

다. 내원 5일 전부터 환아는 복통으로 자주 무릎과 

가슴을 붙이고 엎드리는 자세를 취하 다. 

  진찰소견: 응급실 내원 당시 복통은 호소하지 않

았고 가벼운 기침과 함께 우측 흉통을 호소하 다. 

호흡곤란, 열감, 오심, 구토는 없었다. 활력 징후는 

체온 37.1
oC, 맥박수 128회/분, 호흡수 28회/분, 혈압 

80/50 mmHg이었고, 키 125 cm (10∼25 백분위수), 

체중 25 kg (10∼25 백분위수)이었다. 환아는 만성 

병색으로 기운이 없어 보이고 얼굴은 창백하 다. 

흉곽은 대칭적으로 팽창하 으나 오른쪽 흉곽에서 

호흡음이 감소되어 있었다. 복부는 편평하면서 상

복부에서 압통이 있었고 약간 단단하 다. 간과 비

장, 복부 종괴는 만져지지 않았으며 장음은 정상이

었다. 

  검사 소견: 내원 시 혈색소 12.3 g/dL, 적혈구 용적 

35.8%, 백혈구 8,800/mm
3
 (다핵구 65%, 림프구 27%), 

혈소판 451,000/mm
3
이었다. 적혈구 침강 속도는 73 

mm/hr, 급성 반응성 단백(CRP) 4.7 mg/dL로 증가되

어 있었다. 혈청 검사에서 AST 18 IU/L, ALT 5 IU/L, 

총빌리루빈 0.8 mg/dL, 알부민 4.0 g/L로 정상이었으

나 amylase 509 IU/L, lipase 1,383 IU/L로 증가 되어 

있었고, 칼슘은 6.9 mg/dL로 감소되어 있었다. 응급

실에서 시행한 흉막 천자에서 900 CC 정도의 혈성 

늑막 삼출액이 배액되었다(Fig. 2). 늑막 삼출액 분

석에서는 pH 7.5, 비중 1.030, 혈당 77 mg/dL, 단백 

Fig. 1. Chest PA film shows nearly total hazziness on 

the right hemithorax.

Fig. 2. Photograph shows dark brown colored pleural 

fl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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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g/dL, LDH 1367 g/dL로 삼출액이었으며 amylase 

11,790 IU/L, lipase 42,704 IU/L로 현저히 증가되어 

있었다. AFB stain은 음성이었고, AFP 0.28 pg/mL, 

CEA 600 ng/mL, CA125 1.40 U/mL이었으며, 세포학 

검사에서는 중성구와 중피세포가 관찰되었다. 

  치료 및 경과: 입원 1병일에 시행한 흉부 및 복부 

전산 단층촬 에서 우측 폐에 늑막 삼출과 좌후부 

종격동에 액체의 저류가 있었고 복부에서는 주 췌

관의 확장이 보 다(Fig. 3). 만성 췌장염에서 유발

된 췌늑막루 및 늑막 삼출의 진단 하에 금식 및 부

분 정맥 양을 시작하 다. 췌관의 자세한 해부학

적 모양과 췌늑막루의 확인을 위하여 3병일에 자기 

공명 췌관 조 술을 시행하 는데 췌장 실질의 위

축, T1WI에서 내부에 신호 공백(signal void)을 동반

한 췌관의 구불구불하고 두드러진 확장, 췌장 상부

의 낭성 병변이 확인되었다(Fig. 4). 4병일에 지속적

Fig. 3. Chest CT scan shows fluid collection of the right hemithorax and left posterior mediastinum (A). Abdominal 

CT scan shows dilatation of the main pancreatic duct with sludges (B).

A B

Fig. 4. Magnetic resonance cholangiopancreatography shows marked and beaded dilatation of the main pancreatic 

duct with multiple lesions of signal void on coronal view (A) and cystic lesion of the upper portion of the pancreas 

on axial view (B).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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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흉수의 배액을 위하여 흉관을 삽입하고 Octre-

otide와 ampicillin with sulbactam의 투여를 시작하

다. 4병일부터 복통이 심해져서 입원 5병일에 치료 

방향의 결정과 내 배액 및 췌늑막루의 확인을 위하

여 내시경 역행성 담췌관 조 술을 시행하여 췌관

의 현저한 확장과 췌관 내에 다수의 결석을 확인하

다. 그러나 췌늑막루는 보이지 않았으며 내 배액

을 위한 스텐트 삽입도 성공하지 못하 다(Fig. 5). 

내시경 담췌관 조 술 후에 gabexate mesilate와 ra-

nitidine의 투여를 추가하 으며, 야간부터 복통이 

심해지기 시작하 다. 입원 6병일부터 상복부 복통

이 지속적으로 있으면서 10∼20분 가량 지속되는 

격심한 복통이 수차례 나타나면서 흉통과 함께 가

슴이 답답하여 누워 있지를 못하 고 황달이 나타

났다. 입원 7병일에는 기면 상태가 되면서 39.4
o
C의 

고열 및 핍뇨가 발생하 으며, 활력 증후는 맥박수 

167회/분, 호흡수 72회/분, 혈압 80/40 mmHg를 보

다. 이 때 시행한 혈액 검사에서 혈색소 9.9 g/dL, 백

혈구 9,900/mm
3 (다핵구 61%, 밴드형 28%, 림프구 

5%), 혈소판은 301,000/mm
3, 급성 반응성 단백 24.4 

mg/dL, PT 17.7초, aPTT 49.6초 고, 혈청 검사에서

는 AST 243 IU/L, ALT 207 IU/L, 총빌리루빈 5.1 

mg/dL, 직접형 빌리루빈 2.8 mg/dL 으며, amylase

와 lipase는 각각 164 IU/L와 380 IU/L를 보 다. 요

검사에서는 빌리루빈 +++, 단백 +++를 보

다. 내시경 역행성 담췌관 조 술 후에 발생된 감염

에서 진행된 초기 패혈증 쇽과 범발성 혈관 내 응고 

증후군이 합병된 소견을 보여 항생제를 imipenem 

with cilastatin으로 바꾸고 혈장을 투여하면서 금식 

및 총정맥 양과 흉수의 외 배액을 유지하 다. 범

발성 혈관 내 응고 장애 증후군과 패혈증 및 흉수의 

조절 후에도 정맥 양을 계속하면서 수차례 미음

식에서 죽식으로 시도하 으나 복통으로 금식을 다

시 하는 상태가 반복되었다. 96병일에는 중심정맥 

카테터가 막혀서 제거하 다. 131병일에 복통이나 

췌장 효소치의 상승 없이 저지방 상식을 할 수 있어

서 체중 24 kg의 상태에서 퇴원하 다. 퇴원 후에도 

복통없이 잘 지냈으며 퇴원 1개월 후에 체중이 26.5 

kg으로 증가되었다. 이후 6개월마다 추적 관찰하고 

있으며 퇴원 후 6개월 후에 시행한 복부 초음파검사

에서 정상 크기의 췌장과 췌관을 보 으며, 3년째 

특별한 증상 없이 일반식을 하면서 잘 지내고 있다. 

고      찰

  췌장염에서 유발되는 늑막 삼출은 비교적 잘 알

려져 있는 췌장외 합병증으로, 급성 및 만성 췌장염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다
8). 급성 췌장염에서 유발되

는 늑막 삼출은 횡격막과 늑막에서 화학적으로 매

개된 염증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소량으로 대부분 

좌측 늑강이 침범되며 발생률은 3∼17%이다
8∼10)
. 

반면에 만성 췌장염과 관련된 늑막 삼출은 다량이

고 재발성이며 본 증례처럼 혈성인 경우가 많다
2)
. 

  발생 기전은 주 췌관의 폐색으로 인한 지속적인 

췌관의 파열이나 불완전한 가성 낭으로부터 삼출액

의 누출에 의해서 일어나게 된다. 삼출액의 누출이 

췌장의 앞쪽이면 인근 창자의 협착이나 췌창자루

(pancreaticointestinal fistula)가 유발되고, 복막의 소

낭을 통하여 복강 내에 도달하면 복수가 생기게 된

다
7,11). 그러나 본 증례처럼 췌액이 후복막 내로 누출

될 경우에는 횡격막 공을 통하여 종격동에 가성낭

이나 일측 또는 양측에 늑막 삼출이 발생된다
7,11). 

Fig. 5. 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

graphy shows marked and beaded ductal dilatation with 

intraductal slud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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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 빈도는 만성 췌장염의 1% 정도에서 일어나

지만 가성 낭이 있는 경우에는 3% 정도까지에서 나

타날 수 있다
3). 늑막 삼출의 발생 부위는 성인에서

는 주로 좌측이지만 우측 또는 양측을 침범하기도 

한다
2,8). Uchimaya 등2)이 성인 환자 114례를 검토한 

보고를 보아도 좌측 53%, 우측 26%, 양측 13%로 좌

측에서 많이 발생하 다. 하지만 소아에서는 만성 

췌장염의 빈도 자체가 낮고 늑막 삼출이 합병된 경

우는 더욱 드물어서 호발 부위와 발생 빈도가 알려

져 있지 않으며, 문헌상의 소아 증례
5,9)와 본 증례 

모두 우측에서 발생하여 성인에서 호발하는 부위에

서는 생기지 않았다. 

  초기에는 기침, 호흡 곤란, 흉통 등의 호흡기 증상

이 더 두드러지고 복부 증상은 미약하거나 없든지 

또는 재발성 늑막 삼출이 유일한 증상일 수도 있어

서 췌늑막루의 진단이 종종 지연되기도 한다
2,3,12)
. 

혈청 amylase 상승이 진단의 첫 단서가 될 수도 있으

나, 늑막 삼출액에서 현저한 amylase 상승이 가장 중

요한 소견이다
2)
. 대체적으로 혈청 amylase는 경하게 

상승되거나 때로는 정상일 수도 있는데 이는 늑막 

삼출액으로부터 2차적인 amylase의 재흡수가 일어

나기 때문이다
1,13)
.

  컴퓨터 복부 단층 촬 , 자기 공명 췌관 조 술, 

내시경 역행성 담췌관 조 술 등의 상 촬  검사

는 만성 췌장염의 진단과 가성 낭 및 췌늑막루의 확

인을 위해서 시행한다
3,4). 컴퓨터 단층 촬 은 췌장 

실질의 위축, 췌장관의 확장, 석회화, 가성 낭의 확

인에 유용한데, 내시경 역행성 담췌관 조 술
 직후

에 시행하면 간혹 누도(fistula)를 볼 수도 있다.
2,14) 

내시경 역행성 담췌관 조 술은 췌관의 해부병리학

적 상태를 파악하는 데에 가장 유용한 방법일 뿐 아

니라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술기이다
5). 자기공명 

담도 조 술은 췌장 질환을 평가할 수 있는 비침습

적 방법으로 췌장 실질과 췌관의 구조적 변화뿐만 

아니라 췌늑막루의 파악에 도움이 되기도 하며, 조

제가 사용되지 않으므로 감염의 위험성이 없다. 

Materne 등
11)은 자기 공명 췌관 조 술로 누공형성 

부위와 해부학적 관계를 정확히 알 수 있으므로 애

매한 경우와 수술적 평가를 위해서만 진단적 내시

경 역행성 담췌관 조 술을 시행해야 한다고 하

다. 그러나 통상은 내시경 역행성 담췌관 조 술이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데에 필수적이므로 내루가 

의심되거나 증명된 모든 환자에서 시행한다
7,11). 본 

증례에서는 자기 공명 담췌관 조 술과 내시경 역

행성 담도 조 술 모두에서 췌늑막루를 확인하지 

못하 고, 내시경 역행성 담췌관 조 술 후에 유발

된 감염에서 2차적으로 초기 패혈증 쇽과 범발성 혈

관 내 응고 증후군이 발생되어 치료 기간이 더 길어

졌다. 

  늑막 삼출액의 amylase가 상승되었을 때 감별해

야 할 질환으로 급성 췌장염이 가장 흔하고, 그 밖에 

폐렴과 폐, 유방, 여성 생식기 등에서 기원한 악성 

종양 및 식도 천공 등이 있다
13)
.
 
급성 췌장염에 의한 

늑막 삼출은 소량이고 저절로 호전되는 경과를 보

일 뿐 아니라 췌장 amylase의 상승이 4,000 IU/L를 

초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3)
. 소아에서 혈성 늑막 

삼출의 감별 질환으로는 외상, 결핵, 악성 종양과 교

원병 등이 있다
14)
. 본 증례에서 환자는 외상의 병력

이나 결핵환자와의 접촉이 없었고, 흉수의 AFB 염

색이 음성이었으며, 방사선 검사에서 악성 종양의 

증거가 없었다. 

  췌늑막루의 초기 치료는 늑막 삼출의 소실과 누

공의 폐쇄를 위해 췌장 활성을 억제하는 데 있다
9)
. 

성인의 경우 흉관 삽입, 금식, 정맥 양, somato-

statin 또는 octreotide 투여 등의 보존적 치료로 약 

2∼3주 이내에 40∼60% 정도에서 호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5,15). 이 중에서 somatostatin과 octreotide

는 췌장 분비와 장의 운동을 줄이고 내장 혈류를 감

소시켜서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데, 근래에는 작용

시간이 긴 somatostatin 유도체인 octreotide가 주로 

사용된다
16). Torres 등17)은 정맥 양만으로 치료한 

군보다 정맥 양과 함께 somatostatin을 투여한 군

에서 누공의 폐쇄가 의미있게 더 일찍 일어났다고 

하 다. 그리고 보존적 치료에 반응이 없으면서 근

위부 췌관의 협착이 현저한 경우에는 최근에 내시

경적 스텐트 삽입술이 새로운 치료법으로 소개되고 

있다
8,18,19). 수술은 늑막 삼출의 지속, 가성 낭 또는 

흉수의 세균 감염, 경구 섭취 후 반복되는 늑막 삼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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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에 적응증이 된다3,5,9). 원위부 췌관 또는 췌

장 미부의 가성 낭으로부터의 유출은 원위부 췌장 

절제술을, 내과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근위부 췌

관 파괴의 경우에는 췌관공장문합술을 시행할 수 

있다
2,9). 

요      약

  저자들은 내원 6개월 전부터 간헐적인 복통이 있

어오다가 1개월 전부터는 복통이 심해지고, 3일 전

부터는 기침과 흉통이 발생되어 내원한 9세 여아에

서 다량의 늑막 삼출을 동반한 만성 췌장염 1례를 

진단하고 금식, 흉관 삽입, 항생제 및 octreotide의 투

여 등의 보존적 방법으로 치료 한 증례를 경험하

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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