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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유두절제술 후 췌장염 예방을 위한 췌관 배액관 삽입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조 창 민

서  론

내시경유두절제술(endoscopic papillectomy)은 1983년 처

음 문헌으로 보고된 이 후, 과거 문헌에서 내시경 치료의 안

전성을 입증하면서 유두부 종양에 대한 최소 침습 치료로 선

택된 환자에서 수술적 치료를 대체할 만한 결과를 보이고, 

치료 성적도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3 최근에는 선암과 

같은 양성 종양에 대한 일차적 치료법으로 제안되고 있다. 

하지만 담도 및 췌관 개구부가 합류되는 십이지장 주유두부

를 절제함으로써, 위장관 종양에 대한 내시경 절제술과 비교

해서 시술과 관련된 합병증 발생 빈도가 높은 고위험군의 시

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중 췌장염은 가장 흔한 합병증으로 

이에 대한 예방이나 치료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며, 췌관 배

액관을 삽입함으로써 이를 예방하려는 노력이 있어 왔다. 본 

원고에서는 내시경유두절제술에 있어 췌장염 예방을 위한 

췌관 스텐트 삽입의 시술 방법과 효용성에 대해 문헌고찰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내시경유두절제술과 관련된 합병증

과거 문헌에서 보고된 시술과 관련된 치사율은 0.4%로 내

시경유두절제술은 비교적 안전한 시술 방법이나 위장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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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발생한 선종에 대한 내시경절제술에 비해 합병증 발병은 

다소 높다(Table 1).2-12 내시경유두절제술에 의한 합병증은 

시술 직후 출혈(10.9%)과 췌장염(8.0%)이 가장 흔하고, 그 

외 천공, 담관염이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유두 협착이 문제

가 되는 경우가 있다.13 시술 중 발생하는 출혈의 경우 내시경 

지혈술을 통해 치료가 가능하나, 심각한 출혈인 경우 색전술

을 통한 지혈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 보다 심각한 합병인 십

이지장 천공은 드물게 발생하지만 큰 선종을 분할 절제시 위

험성이 증가하며, 이차적으로 복막염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

문에, 시술 도중 천공된 부분이 육안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나 

우측 신장 주변의 후복막 공기 음영이 나타나면 천공으로 진

단하고 최대한 내시경을 통한 송기를 적게하고, 클립 등으로 

천공을 봉합한 뒤 보존적 요법을 시행하면 대부분 치료가 가

능하다.2,14 하지만 시술 도중 복막이 보일 정도의 큰 천공이

나 영상 검사에서 복막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

가 필요하다.

내시경유두절제술 후 췌장염은 보고자에 따라 그 발생률

을 다양하게 보고하고 있고 시술과 관련된 치사율은 대부분 

췌장염과 관련이 있다.6,10,12 췌관과 연결된 부위를 절제하여 

발생하는 췌장염의 발생을 예방하고자 일부 시술자에서 췌

관 배액관 삽입을 시도하고 있다.3,4,9,14,15 하지만 아직까지 췌

관 배액관 삽입이 췌장염 발생의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

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성공적인 췌관 배액관 삽입을 위한 시술 방법

통상적인 내시경유두절제술 방법은 내시경 역행 췌담관조

영술(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graphy, 

ERCP)을 통해서 유두부 종괴가 췌관이나 담관 내로 침범이 

되지 않았음을 확인 후, 절개올가미를 이용하여 종괴를 충분

한 절제 영역을 포함하여 포획한 후 전기 통전을 통해 종괴

를 절단하게 된다. 절제 후 췌관 배액관의 삽입은 시술 후 췌

관 개구부의 염증성 부종으로 인한 췌관 폐쇄를 막아 췌장염

을 예방하고, 췌관 개구부의 협착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

으며, 다른 추가적인 열 소작 등의 안전한 시술을 가능하게 

한다. 절제 후 카테터를 이용하여 췌관 개구부를 확인하여, 

유도선을 췌관 내로 삽입한 후, 3 Fr 혹은 5 Fr 굵기의 플라스

틱 스텐트를 삽입한다. 3 Fr 배액관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자

연스럽게 췌관을 빠져나올 수 있으나, 대부분에서는 추적 내

시경을 통해서 제거하여야만 한다. 종괴가 크거나, 시술시 

전기 통전 시간이 오래될 경우 절단면에 부종이 생기거나, 

절제시 일부에서 발생하는 출혈로 인해 췌관 입구를 찾는데 

어려울 수가 있다. 이 경우 반복적인 췌관 삽관을 시도하려

는 과정에서 시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췌장염

을 유발할 수도 있다. 따라서 성공적으로 췌관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가 여러 문헌에서 보고하고 있다(Table 2).5,9,16-21

초기에는 절제 전에 췌관 및 담관괄약근절개술을 시행하

여 선종절제 후 췌관 개구부를 쉽게 확인하여 췌관 배액관 

Table 1. Complications related to endoscopic papillectomy in published literatures

Author (year) No. of patients
No. of Complications (%)

Pancreatitis Bleeding Perforation Cholangitis Stricture Mortality

Binmoeller et al4 (1993) 25 3 (12.0%) 2 (8.0%) 0 0 0 0

Desilets et al5 (2001) 13 1 (7.7%) 0 0 0 0 0

Catalano et al3 (2004) 103 5 (4.9%) 2 (1.9%) 0 0 3 (2.9%) 0

Cheng et al2 (2004) 55 5 (9.1%) 4 (7.3%) 1 (1.8%) 0 2 (3.6%) 0

Kahaleh et al6 (2004) 56 4 (7.1%) 2 (3.6%) 0 1 (1.8%) 0 1 (1.8%)

Bohnacker et al7 (2005) 87 11 (12.6%) 18 (20.7%) 0 0 0 0

Irani et al8 (2009) 102 10 (9.8%) 5 (4.9%) 2 (2.0%) 1 (1.0%) 3 (2.9%) 0

Kim et al9 (2013) 72 6 (8.3%) 12 (16.7%) 0 0 0 0

Ridtitid et al10 (2014) 182 7 (3.8%) 23 (12.6%) 3 (1.6%) 0 7 (3.8%) 1 (0.5%)

Tsuji et al12 (2015) 115 12 (10.4%) 21 (18.3%) 3 (2.6%) 2 (1.7%) 5 (4.3%) 1 (0.9%)

De Palma et al11 (2015) 27 3 (11.1%) 2 (7.4%) 0 0 0 0

Total 837 67 (8.0%) 91 (10.9%) 9 (1.1%) 4 (0.5%) 20 (2.4%) 3 (0.4%)

No.,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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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입을 용이할 수 있으나, Desilets 등5의 보고에서는 부분절

제(piecemeal resection)가 되어 반복적인 절제술이 필요한 

단점을 보고하고 있어 통상적인 시술 방법으로는 권장되지 

않는다. 이후 일부 증례 보고로 초음파 내시경을 이용하여 

췌관 내에 methylene blue 염색약을 주입하거나, 췌관으로 

유도선을 췌관 입구로 노출시켜 배액관을 삽입하는 방법

(rendezvous approach)을 보고하고 있으나, 초음파 내시경 

시술에 대한 숙련된 경험이 요구되어 보편적으로 시술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17,18 Moon 등16은 췌관 내로 유도선을 삽입

한 상태에서 유두절제술을 시행한 후 췌관내 삽입된 유도선

으로 배액관을 삽입하거나, 2차 유도선을 이용하여 배액관

을 삽입하는 방법을 보고하였는데, 72명의 환자 모두에서 성

공적으로 췌관 배액관을 삽입하였으며, 이 중 1예(8%)에서 

경미한 췌장염이 발생하였음을 보고하였다.

Hwang 등19은 PTFE (polytetrafluoroethylene) 재질로 만

든 절연 췌관 배액관을 고안하여 유두절제술 전에 췌관 배액

관을 삽입한 상태에서 절제술을 시도한 성적을 보고하였다. 

비록 적은 수에서 시도하여 췌장염 발생을 예방할 수 있었으

나, 절제한 조직을 회수하기 위해 추가적인 절개가 필요한 

단점이 있다. 췌관 배액관 삽입 후 절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

한 방법으로 유도선을 부착한 상태에서 췌관 내로 배액관을 

삽입한 후 절개 후 부착된 유도선을 끌어내어 배액관을 십이

지장으로 노출시키는 방법을 보고한 경우가 있으며, 이분 췌

장을 제외하고 성공적으로 배액관을 삽입하였고, 췌장염은 

발생하지 않았다.20

최근에는 췌관 내로 methylene blue 염색액을 절제 전에 

주입한 후, 절제면에서 흘러나오는 염색액을 확인함으로써 

용이하게 췌관 배액관을 삽입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21 

이는 추가적인 기구나 시술이 필요하지 않는 용이한 방법으

로 생각되나 비교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보고된 시술 방법은 적은 수에서 성공적인 시술

을 보고하고 있어, 보편적인 시술 방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는 안정성과 편리성에 대한 대규모 수를 포함하는 전향적인 

비교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췌관 배액관 삽입 필요성 및 효과

췌장염은 내시경유두절제술 후 흔히 발생하는 합병증으로

서 5-15% 정도의 환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3 

시술 후 발생하는 췌장염은 항상 췌관의 폐쇄로 인해 발생하

는 것이 아니고, 절제시 전기 통전으로 인한 화상이나 췌관

으로 유도선을 삽입하기 위한 반복적인 자극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췌장염을 예방하기 위한 췌관 배액관 삽입의 근거는 

과거 문헌을 통한 메타분석에서 ERCP 검사시 췌관 배액관 

삽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췌장염 발생의 위험도가 3배 높다

는 보고를 근거로 하고 있다.22 따라서 유두절제술 후 췌관 배

액관의 삽입은 시술 후 췌관 개구부의 염증성 부종으로 인한 

췌관 폐쇄를 막아 췌장염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불완전 절

제시 추가적인 열 소작과 같은 시술을 안전하게 할 수 있으

며, 장기적으로 췌관 개구부의 협착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췌관 배액관 삽입의 효용성에 대한 전향적 무작위 대조 연

구를 통해서 Harewood 등23은 29명의 내시경유두절제술을 

시행받은 환자에서 췌관 배액관을 삽입한 19명의 환자에서

는 췌장염의 발생이 없었으며, 췌관 배액관을 삽입하지 않은 

9명의 환자 중 3명에서 췌장염이 발생하여, 예방적 췌관 배

Table 2. Techniques to facilitate pancreatic intubation for PD stent insertion and their e�ect of pancreatitis prevention

Authors (year) Technique
No. of  

patients
Success of  

PD stent insertion
No. of  

pancreatitis (%)

Desilets et al5 (2001) Biliary and pancreatic sphincterotomy before EP 13 12 (92%) 1 (8%)

Moon et al16 (2005) Wire-guided papillectomy   6 6 (100%) 0 (0%)

Keenan et al18 (2007) EUS-guided rendezvous approach   1 1 (100%) 0 (0%)

Carrara et al17 (2007) EUS-guided methylene blue injection   3 3 (100%) 0 (0%)

Hwang et al19 (2010) Insulated plastic PD stent placement 11 11 (100%) 0 (0%)

Kim et al9 (2013) Wire-guided papillectomy 72 72 (100%) 6 (8%)

Nakahara et al20 (2014) Inside PD stenting 10 9 (90%) 0 (0%)

Poincloux et al21 (2014) Methylene blue injection before EP 56 49 (88%) 3 (6%)

No., number; EP, endoscopic papillectomy; EUS, endoscopic ultrasound; PD, pancreatic 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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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관 삽입의 유용성을 입증하였다. 하지만 적은 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그 효용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 이외에도 후향적 비교 연구들을 분석하였을때, 췌관 배액

관 삽입이 췌장염 발생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

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성적도 보고하고 있어 논란

이 있다(Table 3).3,14,21,23-25 따라서 모든 시술에서 췌장염 예방 

목적으로 췌관 배액관 삽입은 권유되지 않으며, Binmoeller 

등4은 췌액 배출이 지연되는 경우에만 췌관 배액관 삽입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Catalano 등3의 연구에서는 내시경유두

절제술 후 췌장염은 췌관 배액관을 삽입하지 않았던 군에서 

더 흔하게 발생하였다고 보고하여 선택적으로 배액관 삽입

을 권고하였다. 하지만 Chang 등25의 연구와 같이 췌관 배액

관 삽입군과 비삽입군 사이에 췌장염 발생의 차이가 없다는 

보고도 있다. 그 후로 대규모 환자를 대상으로 한 비교 연구가 

진행되지 않아,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다. 또한 최근 Akbar 등26의 연구에서 ERCP 후 췌장염을 예방

하는데 췌관 배액관보다 직장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가 더 우월하다는 보고가 있어, 이에 관련한 추후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내시경유두절제술이 처음으로 시행된 후 30년이 지난 지

금까지도 췌장염을 예방하기 위한 췌관 배액관 삽입의 필요

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대부분의 문헌

에서는 췌관 배액관 삽입을 권유하고 있으나, 선택된 경우에 

시술을 권유하는게 권유된다. 종양의 크기가 커서 통전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 경우, 잔류 종양이나 출혈로 췌관 입구 근

처에서 열소작을 한 경우, 췌관의 배액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췌관 배액관을 삽입하는 것이 좋으며,4 유두절개술 후 절단

면을 자세히 관찰하였을 때에 췌관의 입구가 명백히 보이거

나 쉽게 췌관의 삽관이 가능한 경우에는 배액관이 필요가 없

다.14 또한 부췌관(minor papilla)으로 췌장액의 흐름이 적절

하거나 이분 췌장(pancreas divisum)인 경우에도 배액관 삽

입은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췌장염 발생과 관련된 위험인자

들에 대한 연구를 분석함으로써, 선택적으로 췌관 스텐트 삽

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한 전향적인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요  약

내시경유두절제술은 유두부 선암의 치료에 있어 수술적 

절제를 대치할 수 있는 비교적 비침습적인 시술로 알려져 있

다. 하지만 시술과 관련된 합병증 발생은 무시할 수 없으며, 

췌장염은 비교적 흔히 발생하는 합병증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췌관 스텐트 삽입이 시도되고 있으며, 다양한 시술 방

법을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내시경유두절제술 후 예방적 췌

관 배액관 삽입이 췌장염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데는 논란이 

있으며, 이와 관련된 대규모 숫자를 포함한 전향적 비교 연

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위험인자를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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