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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을 침범한 췌장거짓낭

- 1예 보고 -

췌장거짓낭은 주로 급성, 만성 췌장염 또는 외상의 합병증으

로서 나타나는데, 개 췌장 실질에 국한되어 발생하는 것이 보

통이다. 하지만 드물게는 췌장거짓낭이 위, 십이지장, 종격동 등

과 같이 주변 장기들을 침범하는 경우도 있다.1-4 본 증례는 환

자의 췌장 미부에 발생한 거짓낭이 비문부로 확장되어 비장 동

맥에 혈관염 및 비장 실질의 경색을 일으킨 경우로 국내에 그

전례가 매우 드물어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69세 남자가 2007년 9월 성문상 암종(supraglottic cancer)

진단하에 전 후두 절제술(total laryngectomy), 위 창냄술(gas-

trostomy)을 시행받았고, 수 개월 후 추적관찰을 목적으로 시행

한 PET scan에서 췌장 미부에 새로운 이상이 발견되어 본원으

로 전원되었다. 내원 당시 환자의 문진에서 하루 한 갑씩 40년

정도의 흡연력과 함께 1회당 소주 한 병씩 일주일에 서너 차례

로 40년 가량의 음주력이 있었으며, 췌장 질환과 복부 외상의

병력은 없었다. 하지만 간간히 상복부의 불편감이 있었고 이 증

상이 등쪽으로 퍼져나갔으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

었고, 특별히 이를 이유로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 내원 당시 발

열, 설사, 체중 감소는 없었다. 활력 징후는 혈압 130/70 mmHg,

맥박수 70회/분, 호흡수 20회/분, 체온 36.5℃이었으며, 이학적

검사상 황달, 간 및 비 비 소견은 없었다. 총 혈구수 검사에서

백혈구 5,960/μL, 혈색소 15.1 g/dL, 헤마토크리트 46.5%, 혈소

판 157,000/μL이었고, 생화학 검사에서 AST 28 IU/L, ALT

27 IU/L, 총 빌리루빈 1.0 mg/dL, 총 단백 7.5 g/dL, 알부민

4.1 g/dL, glucose 127 mg/dL, HbA1C 6.1%, amylase 51

U/L (정상치 25-120 U/L), CA 19-9 9.4 U/L(정상치 <27
U/mL)이었다. 

PET 검사에서 췌장 미부와 비장문에 연하여 경계가 뚜렷하

지 않은 FDG 과섭취 부위가 발견되었다. 복부 전산화 단층 촬

에서 췌장 미부에 4.4 cm의 덩이가 있었으며, 비장문을 침범

하여 부분적으로 비실질의 경색을 유발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Fig. 1). 또한 위의 큰 굽이 주변으로 음 이 저하된 소견이

있어 이 부위로 병변이 퍼져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상의

소견을 바탕으로 췌장에 발생한 악성종양의 추정 진단하에 원위

부 췌절제술과 비절제술을 시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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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creatic Pseudocyst with Splenic Involvement
- A Case Re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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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have been a few reported cases of pancreatic pseudocyst with involvement of adja-
cent structures including the stomach, duodenum, and even the mediastinum. An intrasplenic
pancreatic pseudocyst is an uncommon complication of acute or chronic pancreatitis. We
report a case of pancreatic pseudocyst with splenic involvement in a 69-year-old man with a
review of literatures. Abdominal CT revealed a 4 cm sized cyst at the pancreatic tail which
was extending into the splenic hilum and splenic parenchyma. Distal pancreatectomy and
splenectomy was performed. Pathologic findings demonstrated a pseudocyst of pancreatic
tail which communicated with the infacted splenic parenchyma. Also vasculitis, endothelial
hyperplasia and medial calcification of the splenic artery were ob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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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리 소견

적출된 췌장의 크기는 6×3×3 cm이었고, 비장의 크기는 11

×7×5 cm이었다. 육안소견에서 췌장 미부와 비장문에 연하

여 3.5×3×3 cm으로 측정되는 낭성 병터가 발견되었는데, 낭

안에는 짙은 초록빛의 침전물이 관찰되었다(Fig. 2). 현미경 소

견에서 췌장 미부는 위축된 샘꽈리(acini)들 및 소포(islet)들이

주위의 섬유화된 조직 사이에 성 게 위치하고 있었다(Fig. 3).

하지만 거짓낭과 인접한 부위 이외의 췌장 조직에서는 염증이나

위축, 섬유화의 소견이 경미한 정도로 관찰되었다. 

낭에 근접하여 위치한 비장 동맥의 내피에는 염증세포 침윤이

관찰되었으며(Fig. 4), 맥관 내막(intima)은 비후되고 석회화되

Fig. 1. Abdominal CT scan reveals a pseudocyst in pancreas tail
with splenic hilum involvement.

Fig. 2. Cut section of the cyst reveals pancreatic tail cyst extend-
ing to splenic parenchyma. The cyst has irregular outline and
contains necrotic and hemorrhagic debris. The splenic capsule
is partially eroded by the cyst which is about to rupture.

Fig. 3. A part of pancreatic tissue adjacent to pancreatic pseudo-
cyst shows marked fibrosis and chronic inflammation with atroph-
ic pancreatic acini. Cystic wall without lining epithelial cells is seen
with necrotic debris inside the cyst (H&E, ×40).

Fig. 4. The intima of a splenic artery reveals the features of vas-
cultitis with intimal thickening and fibrosis (H&E, ×100).



어 혈관 내경이 반 이하로 좁아져 있었다(Fig. 5). 췌장거짓낭

은 경색된 비장의 실질과 연결되어 있어 췌장과 비장에 걸쳐 한

개의 낭을 이루고 있었다. 낭의 경계는 불규칙하 으며 내부에

는 다양한 염증 세포, 적혈구, 괴사물이 채워져 있었다. 낭의 내

벽은 상피세포 없이 섬유화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비장

조직에서는 림프 소포(lymphoid follicle)들의 수가 감소되어 있

었고 섬유화와 함께 경색의 소견을 보 다(Fig. 6). 경색된 부

위는 부분적으로 비장 피막에 근접하 으나 막의 파열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면역 조직 화학 검사에서 낭벽의 이물 반응 부

위는 CD68에 양성인 탐식구들이 관찰되었으나 pancytokeratin

에는 염색되는 세포가 없었다. 철 염색(Prussian blue)에서 낭

벽에 양성인 소견이 있어 출혈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고 찰

췌장거짓낭은 주로 급성, 만성 췌장염, 복부 외상의 합병증으

로서 나타난다. 췌장염 발생의 가장 흔한 원인은 알코올 과다

섭취로 인한 알코올성 췌장염이다. 췌장거짓낭은 췌장 소화 효

소의 작용에 의해 주변 조직으로 침투하기도 하는데, 주로 후복

막강이나 복막강 중 소낭(lesser sac)으로 침범하여 위, 십이지

장, 장으로 확장되는 경우도 있다.5 하지만 비장으로의 침범은

매우 드물어서 국제적으로도 현재까지 보고된 사례가 50예가 되

지 않는다.6 우리나라에서는 췌장거짓낭의 비장 침범의 전례를

거의 찾아볼 수 없고, 간혹 위, 십이지장, 종격동을 침범한 증례

들이 소수 보고되었다.1-4

비장으로 침범한 췌장거짓낭은 파열 시 출혈, 패혈증 등 치명

적인 양상을 보이는 경향이 있고, 이에 해 경피적 흡인술 보

다는 외과적 절제가 더 나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6 Bolivar 등은

췌장거짓낭이 비장으로 침범하는 기전으로 네 가지 경우를 제안

했다.7 1) 낭종이 비장의 피막 및 실질로 직접 침범하는 경우,

2) 트립신을 포함한 췌장 효소가 비장 혈관들을 침범하여 단백

융해 반응을 일으켜 혈관벽을 파괴하고 비실질로 확장하는 과

정, 3) 이소성 췌장 조직이 비장 내에 위치하여 발생하는 경우,

4) 췌장염에 병발하는 비정맥혈전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장 조

직의 경색과 이에 따른 액화 변성이 있다. 본 증례는 췌장거짓

낭이 비장의 실질로 직접 확 되었고 혈관염의 소견이 관찰되어

이 중 1), 2)의 기전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췌장거짓낭의 비장 침범으로 인한 합병증으로는 복강 또는 낭

종 내로의 출혈, 다른 주위 조직으로의 샛길(fistula)형성, 감염

으로 인한 고름집(abscess)형성 등이 보고되었다.8 이때 췌장

소화 효소가 후복막으로 침투하는 과정에서 해부학적으로 가장

가까이에 위치한 비장 혈관들에 작용하여 출혈을 일으킬 수 있

는데, 특히 비장 동맥(splenic artery)의 침범이 출혈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9 직접적인 혈관 침범으로 인한 출혈 이외에

도 췌장거짓낭의 비장 침범은 자발적인 낭종 파열이나 경미한

외상에도 쉽게 낭종 파열을 일으킬 수 있는 소인이 된다.8 그러

나, 본 증례에서는 혈관염과 내피 증식, 그리고 석회화는 보 으

나 혈관 파열은 관찰되지 않았다. 하지만 췌장거짓낭의 일부가

비장의 피막을 직접 침범하 기 때문에 만일 치료받지 않았을

경우 파열될 가능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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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n arterial lumen is markedly narrowed due to hypertrophy
of intima and medial calcification (H&E, ×40).

Fig. 6. The cystic wall of the spleen shows dense fibrosis, chronic
inflammation and necrotic debris. The adjacent splenic parenchy-
ma has relatively intact red and white pulps (H&E, ×40).



본 증례의 환자는 만성적인 음주력이 있었고, 간헐적인 복통

과 등으로의 방사통을 호소하 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증세가 경

미한 급성 혹은 만성 췌장염에 합병되어 나타난 췌장거짓낭의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병리학적 소견으로는 췌장

미부의 거짓낭과 접한 부위 이외의 췌장 부위는 정상 조직 소견

을 보 기에 만성 췌장염으로 인해 거짓낭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적었다. 또한 외상의 병력도 없었다. 따라서 과거에 증세가 경미

한 급성 췌장염이 발생했고, 그 치유 과정에서 췌장 미부에 거

짓낭이 형성되었고 비장 실질과 혈관을 침범한 것으로 보인다.

거짓낭이 췌장 미부에 위치하여 비장 침범을 한 경우는 국내에

소개된 사례가 거의 없어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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