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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odenoscope-Associated Infections: A Literature Review and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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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uodenoscope is complex instrument with an elevator and an elevator wire 
channel which are difficult to access and not readily amenable to cleaning and 
disinfection. Lapses in endoscope reprocessing have been regarded as a major cause 
of duodenoscope-associated transmission of infection. However, recent outbreaks 
of carbapenem-resistant Enterobacteriaceae or other multidrug-resistant organisms 
have emerged in spite of proper adherence to the manufacturer’s reprocessing 
instructions. It is the time to reestablish reprocessing protocol appropriate for 
duodenoscope and revise a new design of duodenoscope that makes reprocessing 
easier in order to prevent cross-transmission of infection by duodenoscope. This 
manuscript reviews current state of duodenoscope-associated infections, recent 
measures from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agencies and its limitations, and future 
strategies to prevent duodenoscope-associated inf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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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소화관 내시경은 내시경기기와 부속 기구를 인체 내로 

삽입하여 점막과 접촉하고 조직을 채취하는 등의 과정이 

수반되므로 내시경 표면이나 채널 내부, 부속 기구들에 묻어

있는 분비물이나 혈액 등을 통하여 여러 감염 전파의 우려가 

잠재하여 있다. 이러한 감염 전파의 우려를 없애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효과적인 내시경 세척 

및 소독 지침을 마련하여 내시경 재처리(endoscope repro-

cessing)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 및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제정된 내시경 재처리 지침은 거의 대동소이하며 

지침에 맞게 내시경 재처리 과정을 시행할 경우 내시경을 통한 

감염 전파의 우려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내시경 재처리 지침은 위, 대장 내시경 같은 직시

경을 중심으로 제정되어 있어 보다 복잡하고 특수한 구조를 

가진 십이지장경(duodenoscope)에서는 세척 및 소독이 

불충분할 수 있기 때문에 감염 전파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 밖에 없다.1 실제 최근 유럽과 특히 미국 여러 주에서 

십이지장경을 이용하여 내시경 역행 담췌관 조영술(endo-

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graphy, ERCP)을 시행

받은 환자들 사이에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Carbapenem 

Resistant Enterobacteriaceae, CRE) 감염 발병(outbreak)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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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었고, 이 중 수십 명의 환자들이 내시경 시술 후 감염된 

다제내성균(multidrug-resistant organisms, MDRO)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어 십이지장경 연관 감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이 논고에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던 

십이지장경과 연관된 감염 사례들과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하여 

취해진 관련 조치들에 대하여 검토하고 현실적인 대처방안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본  론

1. 십이지장경의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내시경 감염 

전파

내시경을 통한 감염 전파는 환자 내부에 집락을 이루던 

미생물이 내시경 시술에 의해서 환자의 혈액이나 장기로 

들어가서 발생하는 내인성(endogenous) 감염과 내시경 시술 

과정에서 미생물로 오염된 내시경을 통해서 다른 환자에게 

감염이 전파되는 외인성(exogenous) 교차 전염(cross-trans-

mission)이 있다.2 오염된 십이지장경을 통한 감염 발병은 

외인성 교차 전염으로 이러한 감염을 막기 위해서 철저한 

내시경 전세척과 세척은 물론 높은 수준의 소독(high-level 

disinfection, HLD)이 요구된다.3 일반적인 내시경 감염의 추정 

발생률은 내시경 1,000만 건당 1건 정도로 드물지만4 내시경을 

통한 MDRO 전염은 2010년 이후 5년 동안 170명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2 내시경 감염 전파의 원인은 대부분 

불충분한 내시경의 재처리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5

십이지장경은 위 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 같은 직시경과 

달리 선단부에 겸자올림 장치(elevator)와 겸자올림 와이어 

채널(elevator wire channel) 같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특수한 구조로 인하여 내시경 세척시 미세한 틈새들까지 

세척용 솔이 닿지 않게 되어 체액 또는 유기 물질들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고, 심지어 HLD 과정 후에도 환자의 체액

이나 혈액, 유기물이나 세균이 잔류할 수 있다.6 특히 개방형 

또는 밀봉되지 않은 겸자올림 와이어 채널을 갖는 과거의 

내시경 모델은 환자의 오염된 분비물이 들어갈 수 있어 세균 

오염이 더 잘 발생할 우려가 있다. 십이지장경의 이러한 

특수 구조는 직시경에 준한 내시경 재처리 과정만으로는 세척 

및 소독이 더 취약할 뿐만 아니라 오염 물질이나 미생물 

등이 잔류할 수 있어 십이지장경 감염 전파의 주요 원인으로 

여겨진다.

2. 십이지장경 연관 감염 상황

십이지장경을 통하여 전파된 MDRO는 “superbug”로 

불리우며 CRE, 반코마이신내성장구균(Vancomycin-resistant 

Enterococci), 다제내성녹농균(Multidrug-resistant Pseudomonas 

Aeruginosa) 등이 있다. 이 중에 CRE는 장내세균으로 광범위 

베타락탐 항생제인 카바페넴에 저항하여 거의 모든 항생제에 

내성을 가지고 있고 항생제 내성을 다른 세균에게 전파할 수 

있으며 혈류 CRE 감염 시에는 사망률이 50%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다.

십이지장경에 의한 MDRO (특히, CRE) 발병에 대한 관심은 

세계적으로 2015년 전후 크게 부각되었지만, 실제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 산발적인 보고가 있었다.7,8 한 연구는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병원에서 2008년 6월과 2009년 1월 사이에 ERCP를 받은 

7명의 환자에게 carbapenem resistant Klebsiella pneumoniae가 

발생하였다고 보고하였고, 그 원인은 불충분한 세척에 따른 

십이지장경의 오염 때문이었다고 발표하였다.8 처음에 미국

에서 보고된 ERCP 연관 CRE 감염이 흔치 않은데다 불충분한 

내시경 재처리 과정으로 인한 감염의 문제였기에 매스컴의 

큰  관심을  받았다 .  이  당시만  해도  십이지장경을  통한 

MDRO 발병 예방을 위해서는 소독 가이드라인의 철저한 준수와 

폐쇄형 채널(close-channel)과 같은 십이지장경 선단부 구조 

개선으로 충분한 해결책이 될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십이지장경 구조 개선과 함께 제조사의 표준 지침에 따라 

십이지장경 세척 및 소독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RCP

시술과 관련된 CRE 발병 사례들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보고되었다.9-11 2016년 1월 미국 상원 위원회 보고에 따르면,12 

4개의 다른 나라와 미국 10개 주에 있는 병원에서 ERCP와 

관련되어 CRE를 포함한 MDRO 발병이 25건 발생하였고 최소 

250명의 환자들이 감염되었는데, 이때 사용한 십이지장경은 

모두 폐쇄형 채널 형태의 내시경이었다. 이런 십이지장경 연관 

감염 사고는 역학 연구 조사 및 보고서 작성 중에도 추가적

으로 발생하였는데, 가용할 정보의 부족으로 보고 건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어 실제 훨씬 더 많은 감염 

사고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소독 지침대로 내시경 재처리 과정을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2% 이상에서는 균막(biofilm) 등에 의해서 세균 오염이 발생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6 직시경과 달리 특수한 구조를 가진 

십이지장경의 경우 직시경 재처리 과정에 준한 내시경 세척 

및 소독 가이드라인 준수만으로는 MDRO의 발병 예방에 

역부족일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런 문제들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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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되면서 십이지장경 세척 및 소독에 적합한 소독 가이드

라인의 재정립과 함께 내시경 세척 및 소독이 용이할 만한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십이지장경 선단부 디자인의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3. 십이지장경 연관 감염 방지를 위한 조치와 한계

 수 년간 미국의 여러 의료기관에서 초유의 심각한 십이지장경 

감염 사태가 발생하였지만 십이지장경 관련 감염 전파 예방에 

대한 표준접근법이 없었기 때문에 보건의료기관마다 이런 

감염 사고에 대한 대처는 다양하였다.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감염이 의심되는 십이지장경으로 검사를 받은 모든 환자들

에게 미생물 배양 검사를 제공하였고, 몇몇 의료기관에서는 

내시경 세척 및 소독 가이드라인에 따라 재처리 과정을 시행한 

내시경을 ethylene oxide (ETO) 소독을 추가 시행하여 감염 

전파를 막으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여러 의료기관에서는 

HLD 과정을 재정비하고 겸자올림 장치와 그 주변에 대하여 

브러시를 이용하여 손으로 세척, 청소하는 과정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십이지장경 감염 사고의 사회적 파장이 커짐에 따라 미국의 

질병관리본부(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와 미국 식품의약국(the U.S. Food and Drug Admini-

stration, FDA)은 십이지장경 연관 감염 전파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여러 의료기관에서 제시한 조치 외에도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십이지장경 연관 감염 사고에 대응하여 추가적인 

조치를 발표하였다.13,14

CDC는 십이지장경 재처리 후에 CDC에서 제시하는 규정에 

맞는 배양 검사 및 격리(culture and quarantine)를 시행하여 

십이지장경으로 인한 감염을 조기에 감지하기 위한 ‘interim 

protocol’을 제시하였다.13 CDC의 조치는 십이지장경 재처리 

과정 후 미생물 배양 검사를 강화하여 감염 전파 사고를 

막고자 하는 임시적인 조치였다. 최근 연구에서 지속적인 배양 

검사 및 격리의 방법을 통해서 내시경 재처리 후 배양 검사에서 

MDRO가 양성이 나오는 HLD 결함을 1.9%에서 0.277%까지 

줄였다는 보고가 있다.15 하지만 균 배양 검사 양성이 감염력과 

충분한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임상적 지표로 이용하기에는 

불명확하고 검사의 민감도가 높지 않아 균 배양 검사가 음성

이더라도 십이지장경의 오염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16 CDC 프로토콜 시행에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고, 세척 과정 후 내시경에 잔류 오염 물질을 

검출하는 방법으로 비 배양 방법을 취하였는데 이는 세균의 

농도와 상관관계를 입증하기는 부족하였다. 또한 균 배양의 

결과가 음성으로 나올 때까지 십이지장경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만을 제시하고 있어서 결국 원활한 시술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십이지장경의 추가 구매가 필요하고, 균 배양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올 경우 이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해서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런 이유 등으로 ‘culture and hold approach’ 방법을 제시한 

CDC의 조치는 미국 내에서 널리 채택되지 못하였다.

FDA는 2015년 초에 7가지 권고안을 발표한 이후 그 해 8월 

FDA safety communication에 십이지장경 재처리 강화를 

위해서 추가 조치를 발표하였다.14 이는 크게 네 가지 방법으로 

재처리 과정 후 배양 검사를 하거나 반복적인 HLD를 시행하고, 

과초산(peracetic acid)과 같은 액성 화학성분의 고수준 

소독액을 사용하며, ETO 가스 소독을 시행하도록 권고하였다. 

하지만 강화된 FDA 조치도 십이지장경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한 

단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뿐 장기적이고 완벽한 해결책이 

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다.17 재처리 과정 후 시행하는 

배양 검사는 CDC 조치와 비슷하게 근거 자료 부족과 검사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문제 때문에 널리 채택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FDA 조치대로 최소 두 차례 이상 여러 

번 HLD를 시행하면 이론적으로는 미생물을 더 많이 없앨 수는 

있겠지만, 최근의 감염 사고를 보았을 때 HLD의 반복만으로는 

MDRO 감염 전파를 완전히 방지하기는 불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18 과초산 같은 액성 화학성분의 소독액은 현재 

국내에서도 내시경 자동 세척 소독에 이용되고 있지만 실제 

FDA에서 권고한 사항을 따르려면 새로운 특정 회사 제품 

SYSTEM 1E® (STERIS Corporation, Mentor, OH)의 특수한 

자동 세척기(automated endoscope reprocessor, AER)만을 

이용해야 하며 일반적인 내시경 소독에 비하여 훨씬 길게 

소독해야 하므로 미국 내에서도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었다. 

해당 AER은 현재 우리나라에 수입되지도 않은 제품이라 

FDA 조치를 이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마지막으로 

제시한 ETO 소독은 오염된 십이지장경에서 MDRO를 제거

하였다는 보고가 있지만,9 효과적인 멸균을 보장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자료는 아직 불충분하다. ETO 가스 소독의 가장 큰 

문제는 독성 및 발암성과 인화성이 있어 사용에 많은 제한이 

따른다는 것이다. 또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ETO 장비가 구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십이지장경 소독 방법으로 일반화하기 

어렵고 반복 소독시 내시경 손상이 초래될 수 있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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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나라에 적합한 대처 방법의 고찰

우리나라에서는 십이지장경 연관 MDRO 발병이 현재까지 

보고되지 않았지만 담도계 감염 환자를 주로 시술하는 치료 

내시경의 특성과 직시경 재처리 눈높이로 제시된 국내의 

내시경 세척 및 소독 지침 등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대두되었던 십이지장경 감염 사고는 외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FDA에서 권고안이 발표된 직후에 대한췌담도학회에서는 

국내에서 십이지장 연관 감염 발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예방하기 위한  7가지  권고사항을 학회  회원들에게 

공지하였다.

국내 의료환경과 의료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CDC와 FDA가 제시한 사항은 국내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십이지장경 연관 감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FDA에서 발표한 조치와 학회의 노력이 한계가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관련 조치 중 수용할 만한 권고사항을 선별하여 

준수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내시경 세척 및 소독 지침에는 미생물 배양 

검사를 권고하고 있지 않지만, 정기적으로 십이지장경 미생

물 배양 검사를 실시하여 내시경 오염 실태를 모니터링할 필요

가 있다. 특히 MDRO에 감염된 환자에게 시술한 십이지장

경은 반드시 재사용 전에 미생물 배양 검사를 시행하여 내

시경 오염을 확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MDRO와 같은 

고위험 미생물 감염이 확인된 십이지장경은 ETO 가스 소독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십이지장경을 통한 감염 전파를 방지

해야 한다. 내시경 시술 전에 MDRO 감염 환자를 선별하기 위하

여 직장도말법(rectal swab) 같은 미생물 검사를 시행해서 감염 

여부를 확인한 후 내시경 시술 시행을 결정하거나, 소극적

인 방법이지만 MDRO에 감염된 환자의 경우 내시경 시술을 

피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인 해결책으로 십이지장경 겸자올림 와이어 채널의 

재설계 및 일회용 선단부 또는 십이지장경 발명과 새로운 소독 

방법의 개발 등이 거론될 수는 있으나 아직은 실현 가능성이 

요원하다.17 이러한 상황에서 십이지장경 감염 사고 이후 세척 

및 소독이 보다 간편하고 효과적일 수 있도록 개선된 새로운 

모델의 내시경 개발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최근 HOYA 

Corporation PENTAX (Tokyo, Japan)에서 겸자올림 장치와 더불어 

선단부가 일회용으로 교체 가능한 십이지장경(ED34 i10T2)을 

선보여 십이지장경 선단부의 불충분한 세척 및 소독의 위험성을 

훨씬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진행된 임상 

시험에서 기존 십이지장경의 기능과 효과 면에서 유사하고 기기 

안정성도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어 십이지장경을 통한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대체 내시경으로 고려하여 볼만하다.

결  론

최근 ERCP 시술 후 MDRO 전파에 의한 사망 사고의 발생은 

십이지장경 재처리 과정에 대하여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고 

국제적인 관심과 함께 감염 방지를 위한 새로운 규정이나 

조치가 생겨났다. 항생제 오남용, MDRO 발병의 증가, 매년 

ERCP 시술 건수 증가, 십이지장경에 특화된 내시경 재처리 

지침의 부재 등을 고려하였을 때 국내에서도 십이지장경을 

통한 잠재적인 감염의 위험성은 늘 존재하기 때문에 십이지장경 

연관 감염 전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십이지장경은 위 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과 달리 복잡하고 

특수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현재의 내시경 소독 지침을 준수

한다 하더라도 감염 전파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분비물이나 

혈액 등이 잔류할 가능성이 있다. 십이지장경 연관 감염 전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십이지장경의 세척 및 소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십이지장경 재처리에 적합한 

소독 지침으로 업데이트 하거나 복잡한 선단부의 재처리가 

불필요한 새롭게 개선된 십이지장경 사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인 방안으로 십이지장경 세척과 소독에 대하여 보다 

철저한 질관리와 함께 정기적으로 십이지장경 미생물 배양 

검사를 시행하여 시술 후 감염 감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내시경 시술 전에 여러 항생제 내성균에 

감염된 환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선별 검사를 시행하거나 감염이 

확인된 환자에서는 내시경 시술을 피하고 다른 치료법을 

선택하는 방법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요  약

십이지장경은 선단부에 겸자올림 장치와 겸자올림 와이어 

채널 같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척과 소독에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이유로 십이지장경에 의한 교차 전염의 

주된 원인은 불충분한 내시경 재처리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십이지장경을 통한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 및 다른 

다제내성균 교차전염은 적절한 십이지장경 재처리를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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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발병하였다. 따라서 현재는 십이지장경에 

적합한 재처리 지침을 재정립하여야 하고 십이지장경 재처리를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선단부의 디자인을 개선해야 할 

시점일 것이다. 본고는 십이지장경 연관 감염에 대한 현 상황과 

외국의 대처방안 및 한계에 대해서 검토하고 십이지장경 연관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향후 대처방안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국문 색인: 십이지장경,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 다제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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