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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oscopic Papillary Balloon Dilation/Endoscopic Papillary L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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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oscopic papillary balloon dilation (EPBD) and endoscopic papillary large balloon 
dilation (EPLBD) have been performed all around the world over several decades for 
the treatment of common bile duct stone. EPBD using small dilation balloon catheter 
can preserve sphincter of Oddi function and reduce the recurrence rate of bile duct 
stone compared to endoscopic sphincterotomy (EST). EPBD is a procedure with 
low risk of bleeding, which is appropriate for patients with coagulopathy, hepatic 
cirrhosis, end-stage of renal disease, and surgically altered anatomy such as Billroth 
II gastrectomy and periampullary diverticulum. However, it has a higher risk of post-
procedure pancreatitis than EST. EPLBD using large balloon catheter (12 mm or more of 
diameter) is proper for more than 10 mm of common bile duct stone. The advantages 
of EPLBD are reduced need for mechanical lithotripsy with decreased procedure time 
and radiation exposure time irrespective of the precedence of EST. EPLBD also requires 
fewer 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graphy sessions and is more cost-
effective. The incidence of post-procedure pancreatitis is lower in EPLBD than EST. If 
EPBD and EPLBD are done under the guidelines, these would be safe and effective and 
may be alternatives to EST for common bile duct 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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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총담관결석증의 내시경 치료에 있어, 결석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사전시술로서 담도 입구인 주유두를 넓히기 

위한 방법으로 전통적으로 시행되어 오던 내시경괄약근절개술 

(endoscopic sphincterotomy, EST) 이외에, 확장용 풍선 도관 

(dilation balloon catheter)을 이용한 내시경유두풍선확장술 

(endoscopic papillary balloon dilation, EPBD)과 내시경유두 

큰풍선확장술(endoscopic papillary large balloon dilation, 

EPLBD)이 도입되어 수십 년간 임상에서 시행되어 왔다.1,2 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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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내시경 시술방법은 담관결석의 크기에 따라 직경이 다른 

풍선 도관을 사용하게 되며, 기본적인 시술의 목적과 원리, 

그리고 시술과정은 매우 유사하다. 
반면에 두 시술 간의 차이를 보자면, EPBD는 보통 1 cm 

이하의 작은 담석을 치료할 목적으로 작은 직경의 풍선으로 

확장술을 시행하기 때문에 유두괄약근의 기능을 어느 정도 

보전할 수 있어,3-5 EST에 비하여 담석 재발과 같은 장기 합병증 

발생을 줄일 수 있다는 점과 위절제술 후나 방유두게실의 

존재와 같은 해부학적 변형을 가진 환자에서 효과적이라는 

장점이 있다.6-9 반면, 담도 개구부의 확장 효과가 작기 때문에 

크기가 큰 결석을 제거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아서, 기계적 

쇄석술을 요하는 경우가 많으며, 급성 췌장염의 발생률이 

EST에 비하여 더 높다.10,11

EPLBD의 경우 그 정의상 직경 12 mm 이상의 확장용 풍선 

도관을 이용하여 유두부 및 하부 담관을 확장하는 내시경 

시술이기 때문에, 직경이 10 mm 이상 되는 담관결석을 치료할 

목적으로 시행된다. 사용되는 확장용 풍선의 직경이 크기 

때문에 유두부 확장효과가 커서, EST에 비하여 기계적 쇄석술의 

사용빈도를 줄여주고, 시술시간과 X-ray 투시촬영(fluoroscopy) 

시간을 단축시키며, 낮은 합병증 발생률을 보여주었다.12-15 

그러나 EST 선행 여부와 관계 없이 EPLBD는 작은 직경의 

확장용 풍선을 사용하는 EPBD와 달리 시술 시 유두괄약근이 

파열되어 괄약근 기능의 영구적 소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EPBD보다 장기간 담석 재발률이 높다.16-19

본고에서 저자는 총담관결석증의 내시경 치료방법의 하나인 

EPBD 및 EPLBD의 시술 전 준비과정과 시술 대상의 선정 

그리고 시술 중 기본 술기를 기술하고 본 시술의 임상적인 

이득과 안전성 및 안전하고 효과적인 실질적인 술기 요령과 

가이드라인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본  론

1. 시술 기구 준비

1) 확장용 풍선 도관

조영제 주입용 삽입관(cannula)과 내시경역행담췌관조영술 

(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graphy, ERCP) 시행 

시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0.035 inch의 직경과 최소 230 cm의 

길이를 가진 유도선 그리고 유도선 유도용 확장용 풍선 도관 

(wire-guided balloon catheter)을 직경별로 준비한다. 확장용 

풍선 도관은 직경이 고정된 모델과 직경이 풍선확장압력에 따라 

직경이 가변적인 모델로 나뉘어지는데, 고정 직경의 풍선 도관 

모델은 4-10 mm의 작은 직경으로 주로 담관 협착 확장술이나 

EPBD 시행 시 사용된다(Fig. 1). 반면에 가변 직경의 풍선 도관 

모델은 직경의 종류에 따라 10-12 mm, 12-15 mm, 15-18 mm 및 

18-20 mm 직경의 풍선이 있다(Fig. 2).

풍선 도관은 내부에 조영제 주입용과 유도선 삽입용, 두 개의 

채널을  가진다 .  조영제를  조영제  주입용  채널을  통하여 

Fig. 1. Fixed, small diameter of dilation balloon catheter used for an 
endoscopic papillary balloon dilation. Courtesy of Boston Scientific 
Corp., (Marlborough, MA, USA).

Fig. 2. Variable, large diameter of dilation balloon catheter used for an 
endoscopic papillary large balloon dilation. Courtesy of Boston Scientific 
Corp., (Marlborough, MA,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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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입하여 풍선을 확장하면 소시지 모양이 되며, 풍선의 팽창은 

방사상으로 균일한 압력으로 진행되는 구조를 가진다. 풍선 

도관의 외경은 7.5 F (2.5 mm)로 부속기구 삽입용 채널(working 

channel)이 최소한 2.8 mm 이상이 되는 내시경을 사용해야 

한다. 풍선 도관은 직경의 종류에 따라 최대 확장압력이 정해져 

있으며(6-8 mm, 10 atm; 10-12 mm, 8 atm), 이를 초과하게 되면 

풍선이 파열될 수 있다.

2) 확장기

조영제를 연결관을 통하여 풍선 도관 내로 기계적으로 

주입하여 풍선을 팽창시키는 장치인 확장기(inflator)를 

준비한다. 제조사마다 다양한 형태의 확장기가 나와있는데, 

확장기에는 대개 선단에 압력 단위가 psi와 atm으로 표시된 

압력계가 장착되어 있고, 중간부에 조영제를 최대 20 mL까지 

채울 수 있는 주사기가 있으며, 후단에는 밀어서 풍선 도관 내로 

조영제를 주입하는 플런저(plunger)가 달려있다(Fig. 3).

2. 시술대상의 선정

EPBD와 EPLBD의 시술 적응증은 주로 원발성 혹은 이차 

담관결석이 된다. 그러나 EPBD의 경우 EPBD가 가진 한계 

때문에 모든 담관결석 환자를 대상으로 EPBD를 일상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EPBD와 EST의 무작위 비교 

임상 연구들의 메타분석 결과를 근거로 시술 대상을 선정하여 

보면 ,  우선  간경변증(liver cirrhosis)이나  말기  신질환 

(end-stage renal disease) 등과 같이 응고병증(coagulopathy)을 

동반한 담관결석 환자에서 출혈의 위험성이 큰 EST에 비하여 

유용한 시술이 된다.10,11 EST에서보다 EPBD에서 췌장염의 

발생위험이 더 큰데, 특히 60세 이하 환자에서 그 위험성이 더 

크고 췌장염으로 인한 사망위험도 더 커서 주로 60세 이상의 

고령  결석  환자에서  시행할  수  있다. 그리고  Billroth II 

위절제술과 같은 위우회수술을 했던 환자나 방유두게실이 있는 

경우처럼 해부학적 변화를 가진 담관결석 환자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시술이 될 수 있다.7-9

또한 EPBD는 담도 개구부를 확장시키는 정도가 작기 때문에 

크기가 큰 결석에서 EPBD를 시행하는 경우, 결석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하여 기계적 쇄석술과 같은 추가적인 시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급성 췌장염을 일으킬 수 있는 유두부의 

기계적 손상의 위험성이 있다.20 한 임상 연구에 따르면 10 mm 

미만의 3개 이하의 담관결석 환자에서 8 mm 직경의 풍선 

도관으로 EPBD를 시행하였을 때, 추가로 EST나 기계적 

쇄석술이 필요 없이 거의 모든 대상자에서 성공적인 결석 

제거가 가능하였으며, 시술 후 췌장염의 발생도 EST와 차이가 

없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EPBD가 크기가 작은 담관결석에 

적절한 치료가 될 수 있다.21

EPBD에 관한 대부분의 임상 연구에서 제외 기준에 하부 

담관의 협착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특히 단단하거나 긴 

분절의 양성 담관 협착이 의심되는 경우, 협착부의 섬유화로 

인하여 담관의 탄성이 저하되어 있어, EPBD 시행 시 천공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EPBD를 시행하는 데 있어 주의를 요한다. 

EPLBD는 치료가 어려운 직경 10 mm 이상의 거대 총담관결석 

환자가 치료대상이 된다.2,13,22-26

3. 기본 술기

삽입관의 선택적인 담도 삽관이 성공하게 되면, 삽입관을 

통하여 담관 내 조영제를 충분히 주입하여 담관조영술을 

시행한다 .  담관조영  검사에서  담관의  전체적인  모양을 

파악하고, 이미 알고 있는 십이지장경의 원위부 말단의 외부 

직경(13.5 cm)을 기준으로 담관의 최대 직경을 대략 정하고 

담관 내 가장 큰 결석의 최대 직경을 파악한 뒤, 사용할 풍선의 

직경을 결정한다.

삽입관의 내강을 통하여 유도선을 담관 내로 충분한 길이를 

삽입하고 나서 삽입관을 제거한 후, 유도선을 따라 허탈된 

상태의 확장용 풍선 도관을 진입시켜 내시경 화면을 보면서 

확장용 풍선의 중간부위가 유두개구부에 위치하도록 한다. 이 

때 시술 보조자는 내시경의 부속기구 삽입용 채널 밖으로 나와 

Fig. 3. An indeflator which used for mechanical injection of contrast 
media into the channel of dilation balloon catheter to inflate the balloon. 
Courtesy of Boston Scientific Corp., (Marlborough, MA,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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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풍선 도관의 근위부 말단에 있는 조영제 주입용 채널에 

조영제를 채워둔 확장기의 연결관을 연결한다. 시술자가 X-ray 

투시기와 내시경 화면을 계속 관찰하면서 보조자로 하여금 

플런저를 서서히 전방으로 밀어서 확장기 내에 있는 조영제를 

풍선 내로 주입하여 채우게 함으로써, 목표로 하는 풍선의 

직경과 압력까지 풍선을 서서히 팽창시킨다. 목표로 하는 

직경까지 풍선을 팽창시키면 X-ray 투시기에서 풍선 중간부에 

balloon waist 혹은 절흔 징후(notch sign)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팽창되는 풍선에 의하여 밀려 확장되고 있는 오디 괄약근의 

위치이다. 이 balloon waist가 사라질 때까지 풍선을 팽창시키고, 

팽창된 풍선의 압력을 일정시간 유지시킨다(Fig. 4).

이후 다시 플런저를 후방으로 당겨서 팽창된 풍선 내의 

조영제를 빼내고 풍선을 수축시켜 허탈시킨 뒤, 내시경 밖으로 

풍선  도관을  제거한다 .  넓혀진  유두  개구부를  통하여 

바스켓이나 결석 회수용 풍선 도관을 이용하여 담관결석을 

십이지장 내로 빼내어 제거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술 후 

급성 췌장염 발생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유두부에 기계적 

손상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시술을 시행하도록 하는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EPBD 및 EPLBD 시술과 

관련된 몇 가지 요인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1) 풍선 직경

EPBD와 EPLBD에서 사용할 풍선의 직경을 결정하는 방법은 

십이지장경의 원위부 말단의 외경을 기준으로 담관의 최대 

직경과 담관 내 가장 큰 결석의 최대 직경을 파악하여 풍선의 

직경을 결정하는데, 이 때 췌장염 발생을 피할 수 있는 최선의 

풍선 직경은 총수담관의 직경보다는 작으면서 담관 내 최대 

결석보다 크거나 같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췌관 개구부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20

2) 풍선확장압력

EPBD를 시행할 때의 풍선확장압력도 이론적으로 유두부 

손상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연구가 미미한 상태이다. Tsujino 등27은 낮은 풍선확장압력과 

짧은 풍선확장시간이 유두부에 손상을 덜 줘서 합병증을 줄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Nakagawa 와 Ohara28는 EPBD 후 췌장염 

발생의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절흔 징후 소실에 필요한 

풍선확장압력이 5 atm 이상이었던 2명의 환자에서 시술 후 

췌장염 발생을 보고하였다. 만약 절흔 징후 소실을 위하여 높은 

풍선확장압력이 필요한 경우에 췌장염 발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EPBD 중 절흔 징후가 5 atm 이상의 높은 

풍선확장압력에서도 소실되지 않는 경우, EPBD를 중단하고 

EST로 전환하여야 한다.20 
EPLBD의 경우, 풍선확장압력과 관련한 직접적인 임상 

데이터는 없으나, 관련 임상 데이터의 문헌고찰 분석에 기반한 

안전한 EPLBD 시술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해당 직경에서 

Fig. 4. Fluoroscopic findings of (A) endoscopic papillary balloon dilation and (B) endoscopic papillary large balloon dilation.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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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하는  최대  압력의  75%에  도달  시에도  풍선  도관의 

절흔징후 소실이 없는 경우, 그 이상 압력 상승은 담관 천공의 

위험성 때문에 지양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29 저자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3-5 atm 이하의 낮은 확장압력으로도 충분한 

유두부 확장효과를 얻으면서 췌장염과 천공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풍선확장시간

목표 직경까지 팽창된 풍선으로 하부담관과 유두부의 확장을 

유지하는 시간인 풍선확장시간은 EPBD 관련 임상 연구에서 

15-120초 사이였으며,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주로 60초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담석 재발과 같은 장기 합병증을 줄이기 

위하여  유두괄약근  손상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시술을 

고려한다면, 이론적으로 가능한 풍선확장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Tsujino 등27은 EPBD 임상 연구에서 대부분의 

환자가 풍선확장시간 15초 이내에 balloon waist가 소실되므로, 

15초면 유두부의 풍선확장효과가 충분하다고 보고, 이것이 

유두부 손상을 최소화하고 최소한의 유두괄약근 확장효과를 낼 

수  있는  시간으로  판단하여 ,  120초군과  비교하였는데 , 

15초군에서 췌장염의 발생률이 낮은 경향을 보였으며(4.0% vs. 

7.4%, p =0.0626), 중증 췌장염의 발생은 유의하게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Bang 등30의 EPBD에서 풍선확장시간에 관한 

비교  연구에서도  췌장염  발생률에  있어  비슷한  결과를 

보고하였다(20초군 5.7% vs. 60초군 11.4%, p =0.393). 또한 

단단하거나 긴 분절의 담관 협착이 의심되는 경우, EPBD가 꼭 

필요한 시술인지 신중히 고려해야 하며, EPBD 도중에 담관 

협착이 의심되고 balloon waist가 나타난 뒤 20여 초 이상 경과 

후에도 소실되지 않고 지속 시에는 풍선확장 시술의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 
EPLBD의 경우 관련 임상 연구에서 풍선확장시간이 대부분 

1분이었으며, 풍선확장시간에 따른 임상 성적을 비교하였던 

EPLBD 연구는 아직 없다. EPLBD에 관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특히 EST 선행 없이 EPLBD를 시행하는 경우, 일부 

환자에서 유두부 확장 효과가 떨어지거나 일시적인 경향성이 

있어서 ,  낮은  확장압력과  느린  확장속도를  유지하면서 

풍선확장시간을 최소 2분 이상으로 연장 시, 시술 합병증의 

위험 없이 확장 효과를 높이거나 유지시켜주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4) 풍선확장속도

실제 풍선확장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EPBD 및 EPLBD의 임상 연구에서 이에 관한 정확한 

기술이 안되어 있고, 관련 연구도 미미한 실정이나, 15초 당 0.5 atm 

의 느린 풍선확장속도를 사용한 한 EPBD 연구에서 4.0%의 낮은 

췌장염 발생률을 보였으며, 서서히 풍선확장을 시행하였다고 

기술된 연구들에서 췌장염 발생률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27

EPBD에 사용되는 풍선 도관들은 일반적으로 polyethylene 

terephthalate나 nylon으로 제작되므로, 낮은 압력에서도 신속히 

팽창되고 0.5 atm의 낮은 확장압력에서도 풍선의 직경이 

완전히 팽창된 풍선 직경의 90% 이상 도달할 수 있다. 따라서 

풍선을 서서히 팽창시키는 EPBD는 오디 괄약근에 손상 위험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할 수 있으며, 특히 풍선 팽창 시작 후 첫 

0-2 atm 중에 풍선 팽창을 서서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풍선확장속도는 안전한 EPBD의 가장 중요한 요인일 것으로 

제시되었으며, 저자도 이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20 EPLBD의 

경우에도  관련  임상  연구  데이터는  없지만 ,  개인적으로 

EPBD에서와 마찬가지로 풍선확장속도를 낮게 유지하는 것이 

합병증 발생률을 낮게 유지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5) 풍선확장횟수

안전하고 효과적인 EPBD및 EPLBD를 위하여 풍선확장을 

반복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아직 알려진 바는 없다. 대부분 

E P B D와  E P L B D의  임상  연구에서  관습적으로  1회의 

풍선확장을 시행하였다. 저자의 경우, EPBD 및 EPLBD 시술 

시행 시, 1회의 풍선유두부확장 시술 후 확장 효과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동일  ERCP 세션에서  추가로  여러  번 

풍선확장술을 반복하거나, 다른 ERCP 세션에서 반복적인 

풍선확장술을 시행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 시술 합병증 

발생의  증가  없이  유두부  확장  효과가  증가하는  경향을 

경험하였다.

6)  시술자가 숙지해야 할 안전하고 효과적인 EPLBD의  

 가이드라인

2012년 대규모 임상 연구의 다변량 분석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EPLBD의 가이드라인이 소개되었다.29

1. 하부담관의 협착을 동반하지 않은 확장된 담관을 가진 

환자가 EPLBD의 적응증이 된다.

2. EPLBD 시행 전에 시행하는 EST를 시행함에 있어 천공과  

출혈의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절개를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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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풍선유두부 확장술 시행 시 풍선의 팽창을 낮은 압력으로  

서서히 진행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풍선확장 도중 절흔 

징후의 지속을 확인하여 시술 전 확인이 되지 않았거나  

숨어있던 하부 담관 협착을 찾는다.

4. 풍선확장 시술 중 저항이나 지속적인 절흔 징후 발생 시, 

풍선 도관의 과팽창을 피한다.

1) 하부 담관의 협착을 시사하는 풍선확장 중 유두부의 심한 

저항 발생 시, 풍선확장압력을 올리지 말고 풍선확장술을 

중단한다.

2) 풍선유두부확장술 시행 시, 권고하는 최대 풍선확장 

압력의 75%까지 도달 시에도 풍선 도관 중간에 나타나는 

절흔 징후가 소실되지 않고 지속 시, 풍선확장압력을 

올리지 말고 풍선확장시술을 중단한다.

5. EPLBD 시술 전 하부담관의 최대 직경을 초과하는 확장용 

풍선 도관을 선택하지 않으며, 담관의 최대 직경을 초과한 

풍선확장술을 시행하지 않는다.

6. 풍선유두부확장 도중 필요한 경우, 기계적 쇄석술이나 

스텐트 삽입술과 같은 대안이 되는 결석제거방법으로의 

전환을 주저하지 않는다.

4. 임상적 미충족 수요

총담관결석 치료가 주 목적인 EPBD와 EPLBD는 본 시술을 

통하여 합병증 없이 담관 입구의 확장을 통하여, 결석을 제거할 

때 담관 입구에서 저항 없이 결석을 쉽게 십이지장으로 회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담관과 유두부의 생체 

조직은 탄성을 가지고 있어서 풍선에 의한 유두부 확장 직후, 

풍선을 제거하면 조직의 탄력 반동(elastic recoil)에 의하여 담관 

입구의 확장이 일시적이거나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가 발생 

한다. 따라서 효과적이고 안전한 EPBD가 되기 위하여 높은 

수준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임상 연구들을 통하여 적절한 

시술 프로토콜의 개발이 요구된다.

결  론

EPBD 및 EPLBD는 특히 ERCP를 시작하는 초심자들에게 

있어 EST에 비하여 기술적인 측면에서 시행이 용이하므로, 

시술에 앞서 시술자가 EPBD와 EPLBD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적절한 시술 대상을 선정하며 안전하고 효과적인 술기 요령을 

숙지한다면, 임상에서 많은 췌담도 내시경의들에게 있어 

담관결석 제거를 위한 내시경 치료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요  약

내시경유두풍선확장술(EPBD)과 내시경유두큰풍선확장술 

(EPLBD)은 총담관결석의 치료를 위하여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어왔다. 직경이 작은 확장용 풍선 도관을 

이용한  EPBD는  내시경괄약근절개술 (EST)에  비하여 

유두괄약근의 기능을 보존하며 담관결석의 재발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 .  또한  이들  시술은  출혈  발생  위험성이  낮아서 

응고병증이나 간경변, 말기신질환 및 Billroth 위절제술과 같은 

외과적으로 변화된 해부구조를 가지거나 방유두게실이 있는 

환자에 적합하다. 그러나 시술 후 췌장염 발생의 위험은 더 

크다. 12 mm 이상 직경의 큰 풍선 도관을 이용한 EPLBD는 

총담관결석이 10 mm 이상으로 큰 경우에 적합하다. EPLBD의 

장점으로  EST 선행  여부와  관계  없이  기계적  쇄석술의 

필요성을 줄여 시술시간을 단축하고, 방사선 노출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완전 결석제거에 필요한 ERCP 

횟수도 줄여서 보다 비용-효과적이다. EPLBD에서의 시술 후 

췌장염의 발생률은 EST에 비하여 낮다. EPBD와 EPLBD는 

안전한 시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시행한다면, 총담관결석증 

치료에 있어서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EST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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