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Article

pISSN 1976-3573 eISSN 2288-0941

The Korean Journal of Pancreas and Biliary Tract 2017;22:134-140
https://doi.org/10.15279/kpba.2017.22.3.134

내시경적 접근이 어려운 담도 결석과 담도 폐쇄 환자에서 경피간담도
배액술과 경피적 풍선확장술: 단일 기관의 환자 21명에 대한 증례들
홍익병원 소화기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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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utaneous Transhepatic Biliary Drainage and Percutaneous Balloon
Dilatation for Patients with Biliary Duct Stones and Biliary Obstruction
in Whom an Endoscopic Approach Is Difficult to Use: Case Series of 21
Patients at a Single Institution
Geun Kim, Jung Kwon Kim, Ju Yeon JI, Si Ho Kim, Ji Hwan Park, Gyu Cheon Kyung, Hyo Dong An, Min Jung Kim,
Jong Seong Lee
Division of Gastroenterology,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Hongik Hospital, Seoul, Korea

Background/Aim: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stability and simplicity
of papillary balloon dilatation by retrospectively analyzing the results of performing
concurrent papillary balloon dilatation in conjunction with percutaneous transhepatic
biliary drainage (PTBD) in the patients with biliary obstruction due to common bile
duct stones or a tumor who were difficult to treat with an endoscopic approach.
Methods: We retrospectively analyzed a total of 21 patients who were treated
through a percutaneous transhepatic biliary approach after they were diagnosed with
biliary obstruction due to a tumor and biliary stones in a single medical institution for
four years from 2012 to 2015.
Results: Sixteen out of 21 patients (76.2%) underwent percutaneous transhepatic
biliary drainage and papillary balloon dilatation. For 5 patients (23.8%) in whom it
was difficult to perform the procedure simultaneously due to the patient’s poor
overall condition such as pancreatitis and septic shock, papillary balloon dilatation
was performed 5-8 days after biliary drainage. Nineteen of 21 patients (90.5%) were
successfully treated by a single procedure without residual stones or restenosis, but in
two patients, stones were removed two times and three times.
Conclusions: The use of a percutaneous transhepatic biliary approach to patients in
whom endoscopy cannot be performed is considered safe and effective. In addition,
unless the procedure is specifically contraindicated, the use of papillary balloon
dilatation performed simultaneously with PTBD can reduce patient inconvenience and
procedure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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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되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단일기관에서 종양 및
담도 결석으로 인한 담도 폐쇄를 진단받고 입원한 환자 중에

총담도 결석 혹은 종양으로 인한 담도 폐쇄는 황달, 발열, 상

서 sepsis, pneumonia 동반 및 dementia로 환자의 협조가 어려

복부 통증, 패혈증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조기에 적절한 치료가

워 내시경적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환자 8명과 Billroth

1

필요하다. 1974년 Kawai 등 에 의해 처음 시작된 이후 내시경

II 문합술을 하였거나 유두부 주위 게실이 있거나 종양으로 인

역행성 담췌관조영술(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

한 담도 폐쇄가 있어 내시경적 접근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creatography, ERCP)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시술이 현재까지

13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모든 환자는 우상 복부 통증, 황

가장 보편적인 치료 경로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환자가

달, 발열 등의 담도 폐쇄 증상을 호소하여 내원하였고, 혈액 검

billroth II 수술, Roux-en-Y 문합술을 시행시 성공률이 각각

사와 복부 전산화단층촬영을 시행하였으며, 담도염 치료를 위

2

3

92%, 67% 로 정상해부학적 구조를 가진 환자에 비해 낮았으

해 광범위 항생제를 사용하였다.

며, 유두부 주위 게실(periampullary diverticulum)이 있는 경

전체 21명 중 염증수치가 정상소견 및 증상이 경미하고 생체

우에도 62.4%의 성공률을 보였으며 특히 intradiverticular pa-

징후가 안정적이었던 16명의 환자에서 PTBD와 동시에 PBD

4

pilla (IDP)에서는 38.1%로 성공률이 더 낮았다. 또한 환자가

를 시행하였다. PBD 후 balloon catheter를 이용하여 결석을 십

billroth II 수술, Roux-en-Y 문합술 환자에서 시술시 발생하는

이지장으로 밀어내거나(Fig. 1) 경피경관담관조영술(percuta-

5,6

합병증 발생률도 각각 8-17%, 12% 로 정상 환자에 비해 높

neous transhepatic cholangiogram, PTC)을 시행한 후 좁아진

게 나왔다. 그 밖에 종양으로 인한 담도 폐쇄가 심하거나, 패혈

부위에 stent와 풍선확장술을 이용하여 담도 배액을 시행하였

증 등 전신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내시경 접근 자체가 어려운

다(Fig. 2). 패혈성 쇼크 등 American Society of Anesthesiolo-

경우도 있다.

gists (ASA) IV에 해당하는 환자 5명에서는 증상 경감을 위해

3

이런 환자들에서 ERCP를 대체하는 방법으로 경피경간적

PTBD 시행 5-8일 후에 시술을 진행하였다. PTBD 후 PTC를

담도접근(percutaneous transhepatic biliary approach)이 많이

시행하여 담도의 구조, 결석의 위치, 크기, 개수, 협착 정도를

7

이용되고 있다. 경피적 경로를 통해 풍선카테터를 삽입한 후

미리 확인하였다.

유두부를 확장시키는 유두부풍선확장술(papillary balloon

담도 결석 시술시, 초음파 투시 하에 21-G 시바(Chiba nee-

dilatation, PBD) 후, 결석을 십이지장 쪽으로 밀어서 제거하게

dle; M.I.Tech., Seoul, Korea)로 천자하였다. 경피경간 통로를

된다. 담도 폐쇄 환자에서도 경피적 경로를 통해 stent를 삽입

통하여 0.035-inch 유도 철사(stiff guidewire; Radifocus

하여 담도 배액이 원활하도록 하는 시술이 내시경적 접근이

Guide wire M; Terumo, Tokyo, Japan)를 간 외 담관을 지나

8,9

어려운 환자들에 있어 유용하다.

®

십이지장 유두부를 통과시켰다. 그 후 8 Fr 유도관(Accu-

이러한 이유로 점차 이 시술의 이용이 늘어나고 있지만, 현

sheath, SUNGWONMEDICAL, Cheongju, Korea)으로 교체

재 다른 연구에서는 경피경간 담도배액술(percutaneous tran-

하였다. 그 후 10 mm × 4 cm 혈관 성형용 풍선 카테터(Ultra-

shepatic biliary drainage, PTBD)을 시행한 후 평균 6-7일 후에

ThinTMDiamond TM; Boston Scientific, Marlborough, MA,

PTBD 경로를 이용한 시술을 진행하고 있다.8 하지만 본 연구

USA)를 guide-wire를 통해 십이지장 유두부를 통과시킨 후

에서는 시술 횟수의 감소 및 시간 단축을 통해 환자의 통증 감

PBD를 4-6기압으로 30-60초간 2회씩 시행하였다. 유두부를

소 및 입원 기간 단축을 예상하였다. García-García와 Lan-

확장시킨 후 balloon catheter를 그대로 유두부를 통과시켜 음

8

ciego 에서도 몇몇 환자에서 성공적으로 시행한 바, 4년간 단

압으로 결석이 따라 나오게 하거나 balloon catheter를 결석의

일기관에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PTBD와 동시에 PBD를 진행

뒤로 이동시켜 결석을 십이지장 안으로 밀어내었다. 결석의

한 결과를 후향적으로 분석하여 시술의 성공률과 합병증 발생

크기가 15 mm를 넘는 경우에는 바스켓 카테터(Wittich Niti-

률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nol Stone Basket; Cook, Bloomington, IN, USA)를 통과시켜
부분 쇄석술을 시행한 후 결석 제거술을 시행하였다. 시술 후,

방 법

PTBD 카테터로 교체하고 2-3일 후 추적 담관조영술을 시행
하여 잔류 결석 유무 및 담도 폐쇄 유무를 확인하였다. 잔류 결

이번 연구는 환자의 의무기록을 통한 후향적 분석으로 진행

석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위의 시술을 한 번 더 반복한 후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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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Percutaneous Transhepatic Biliary Approach

A

B

C

D

E

F

Fig. 1. The percutaneous transhepatic biliary drainage and papillary balloon dilatation method of stone removal using a balloon catheter in an 83-yearold patient with one extrahepatic bile duct stone. (A) Percutaneous transhepatic gallbladder drainage was performed. (B) A 0.035-inch stiﬀ guidewire
was passed to the duodenum. (C) Stones was seen in the extrahepatic bile duct (black arrow). (D) The ampullary sphincter was dilated using a balloon.
(E) The stone was pushed into the duodenum using a balloon catheter. (F) The stone was no longer seen in the biliary tract, but was now seen in the
duodenum.

일 후 담관조영술을 재시행하여 잔류 결석 유무를 확인하였다.

혈액 검사를 시행하여 합병증 발생 유무에 대해 확인하였다.

종양으로 인한 담도 협착시, 결석과 마찬가지로 유도 철사

입원 기간 및 ERCP 시행 유무와 시행하였다면 실패한 이유를

를 십이지장까지 위치시키고, 5 cm 정도의 금속 스텐트(Niti-S

조사하였고, PTBD와 PBD의 동시 진행 여부 및 진행하지 못

stents; Taewoong Medical Corporation, Seoul, Korea)를 유두

한 경우, 그 이유에 대해 조사하였다.

부 밖 1 cm 정도 근처에 위치시킨 후, 금속 스텐트를 확장시켜
제자리에 위치하였다. 좁아진 부위의 원활한 통과를 위해 bal-

결 과

loon catheter를 이용하여 확장시켜 넓어진 담도를 확인한 후
PTBD catheter를 스텐트 상부에 위치시킨 후 시술 2-3일 후에
협착 유무를 확인하였다.

경피적 경로를 통한 PBD 시술을 시행한 21명의 치료 결과
에 대해 Table 1에 정리하였다. 남자가 10명(47.6%), 여자가

잔류 결석이 없고, 스텐트를 삽입한 후 시행한 담관배액술

11명(52.4%)이었으며 환자들의 평균 연령은 78.4세(46-97세)

에서 스텐트가 잘 유지되며, 조영제가 막힘 없이 십이지장으

였다. 전체 환자 중 sepsis, pneumonia 동반 및 dementia로 환

로 잘 통과하고, 재시술을 시행하였더라도 결석을 제거한 경

자의 협조가 어려워 내시경적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환

우 성공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결석의 크기는 가장 큰 결석의

자가 8명(38.1%)이었으며 그중 한 명은 sepsis 및 Billroth II 문

장경으로 측정하였다. 임상증상 및 amylase, lipase를 포함한

합술 과거력이 있어 내시경적 접근을 하지 않았다. 그 외 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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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stent insertion using a balloon catheter in a 89-year-old patient with pancreatic cancer. (A, B) A 0.035-inch stiﬀ guidewire was passed to the
duodenum. (C, D) The ampullary sphincter was diated using a 10-mm balloon. (E) The stent was inserted into distal Common bile duct. (10 mm, 6 cm in
length) (F) Good flow passage was seen.

roth II 문합술을 한 환자 1명(4.8%), Roux-en-Y 수술을 받은

상이 심하여 이차적인 담도염 예방을 위해 PTBD로 증상 완화

환자 2명(9.5%), juxtapapillary diverticulum이 있는 환자 4명

후 각각 5-8일 후에 시술을 진행하였다. 21명의 환자 중 19명

(19%), 종양으로 인한 담도 폐쇄 3명(14.3%), 유두부가 작아

(90.5%)에서 잔류 결석이나 재협착 없이 한 차례만의 시술로

실패한 3명(14.3%)을 포함해 내시경적 접근을 시도하였으나

성공하였다. 나머지 두 명은 각각 2회, 3회 PBD를 시행한 후

실패한 환자가 13명(61.9%)이었다.

결석 제거에 성공하였다. 결석 크기가 15 mm보다 큰 4명

결석이 있는 사람 18명을 대상으로 할 때 8명(44.4%)은 결

(19%)은 바스켓을 이용한 부분 쇄석술을 진행하였다. 시술에

석이 한 개, 5명(28%)은 두 개 그리고 남은 5명(28%)은 결석

성공한 21명의 환자 모두 2-3일 후에 PTC를 재시행하여 잔류

이 세 개 이상이었으며 결석의 크기는 직경이 평균 14.3 mm

결석 유무 및 조영제를 통해 담도 폐쇄가 없음을 확인한 후 대

(6.8-27 mm)였다. 세 명(14.3%)은 입원 당일 PTBD 혹은 경피

부분 일주일 후에 PTBD catheter를 제거하였다. 모든 환자에

경간담낭배액술(percutaneous transhepatic gallbladder drain-

서 복통을 호소하였고, 5명(23.8%)에서 일시적인 아밀라아제

age, PTGBD)을 시행하였고, 4명(19%)은 하루 후, 6명(28.6%)

상승 소견을 보였으며 리파아제는 정상수치를 유지하였고,

은 이틀 후, 3명(14.3%)은 삼일 후, 나머지 5 명은 각각 입원 4일,

아밀라아제 또한 수일내 모두 정상수치로 회복되었다. 주요

7일, 8일, 9일, 11일 후 PTBD 혹은 PTGBD를 통해 배액술을 진

합병증으로 한 명(4.8%)은 PTBD 부위에 농양이 관찰되어

행하였다. 21명 중 환자의 생체징후가 안정적이며 증상이 심

percutaneous abscess drainage 삽입 및 항생제 투여 후 증상이

하지 않은 16명(76.2%)의 환자에서 PTBD와 동시에 PBD를

호전되었으며, 한 명(4.8%)은 성공적으로 담석 제거 후에도

진행하였고, 5명(23.8%)은 높은 염증수치 및 발열, 복통 등 증

패혈증이 지속되었으며 다발성 장기부전 후 결국 사망하였다.
Korean J Pancreas Biliary Tract 2017;22(3):13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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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lure of ERCP d/t CBD stenosis

Failure of ERCP d/t CBD stenosis

Failure of ERCP d/t small papilla

Failure of ERCP d/t small papilla,
Juxtapapillary diverticulum

Failure of ERCP d/t Billroth II, Duodenum
stenosis

Billroth II
Sepsis

Sepsis

Failure of ERCP d/t small papilla,
Juxtapapillary diverticulum

n-s

n-s

n-s

n-s

Hyperamylasemia

n-s

n-s

Multiple organ failure
& death

n-s

PTBD site pus

Hyperamylasemia

Failure of ERCP d/t small papilla

n-s

Failure of ERCP d/t Roux-en-Y

Hyperamylasemia

n-s

Hyperamylasemia

n-s

n-s

n-s

Hyperamylasemia

n-s

n-s

Complication

Failure of ERCP d/t Roux-en-Y

Failure of ERCP d/t small papilla,
Juxtapapillary diverticulum

Sepsis

Failure of ERCP d/t CBD stone obstruction,
Juxtapapillary diverticulum

Failure of ERCP
d/t small papilla

Sepsis, pneumonia

Sepsis

Sepsis, CVA, Dementia

Sepsis

Pneumonia

Cause for PTBD

18

17

16

30

19

8

18

37

10

41

15

15

10

15

16

16

22

12

14

13

14

Hospitalization
period (days)

ERCP, 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graphy; PTBD, percutaneous transhepatic biliary drainage; PBD, papillary balloon dilatation; F, female; CBD, common bile duct; n-s, Non-Specific;
CVA, cerebrovascular accident; M, male; d/t, due to; ca., cancer.

97

17

11

68

65

10

16

65

9

88

78

8

15

91

7

84

85

6

14

46

5

67

59

4

70

89

3

13

80

2

12

83

86

1

Age

No

Table 1. Patients’s characteristics and outcome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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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중 출혈 및 천공은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21명의 환

catheter를 빼다가 결석이 같이 간담도 내로 올라오는 것을 예

자 중 추적관찰이 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6명을 제외한

방할 수 있었다. 모든 환자에서 성공적으로 담도내 결석 제거

15명의 환자들에 대해 평균 2개월 동안 추적관찰하였고 재발

및 stent를 삽입하였으나, 복통 및 경미한 아밀라아제 상승 소

이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환자들의 평균 입원 기간은

견이 관찰되었으며 치명적 합병증 또한 PTBD 삽입 부위의 농

17.9일(8-41일)이었으며 시술 후 입원 기간은 12.8일(6-36일)

양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인한 사망이 한 차례씩 관찰되었

이었다. PTBD와 동시에 PBD를 동시에 진행한 군에서 입원

다. 환자들의 평균 입원 기간은 17.9일(8-41일)이었으며 시술

기간은 17.9일이었으며, PTBD 후 5-8일 후에 PBD를 진행한

후 입원 기간은 12.8일(6-36일)이었다. 타 논문에서 시술 후 입

군은 17.8일로 큰 차이는 없었다.

원 기간 5.5일(1-40일) 및 시술 전 평균 13.5일(2-45일) 입원하
여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15

고 찰

본 연구에서는 시술 횟수의 단축을 통해 환자의 증상 호전
및 입원 기간 단축, 비용절감, 환자의 불편을 감소시킬 것이라

원위부 담도 협착은 췌장암, 담도암, 담낭암 혹은 담도 결석

고 예상하였다. 앞선 논문들에서 담즙의 배출을 통해 담도염

에 의해 흔하게 유발되며 담도염, 패혈증 등을 유발한다. 이러

을 예방하고자 시술 2일 전 길게는 45일 전에 미리 PTBD를 시

한 담도 협착을 치료하기 위해 담도 결석의 경우 결석을 제거

행하고 있는 것에 비해8 본 연구에서는 패혈증 등 ASA grade

하거나 악성 담도 협착시 증상의 완화 치료 또는 수술 전 일시

IV에 해당하여 합병증의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제외한 대부

적인 감압을 위한 스텐트 삽입을 하게 된다. 이러한 치료를 위

분의 환자에서 PTBD와 동시에 PBD를 통한 시술을 진행하였

한 접근법으로는 내시경을 이용한 접근이 많이 이용되지만

고, 대부분의 환자들에서 불편을 빠르게 해소하였다. 하지만

Billroth II 수술을 하였거나, Roux-en-Y 문합술을 하였거나

PTBD와 동시에 PBD를 동시에 진행한 군에서 입원 기간은

IDP 경우, 시술 성공률이 각각 92%, 67%, 38.1%로 정상 해부

17.9일이었으며, PTBD 후 5-8일 후에 PBD를 진행한 군은

학적 구조를 가진 환자에 비하여 성공률이 낮고 합병증 발생

17.8일로 큰 차이가 없었다. 합병증 발생률 또한 PTBD와 PBD

2-6

률 또한 높게 나온다고 보고되고 있다.

를 동시에 진행한 군에서 경도의 amylase 상승을 포함하여 16

이러한 경우 경피경간 경로를 통해 결석 제거 혹은 스텐트
10

명 중 7명에서 발생하였으며, PTBD 후 5-8일 후에 PBD를 진

11

행한 군에서는 다섯 명 중 한 명에서 amylase 상승을 보여 두

13

에 의해 처음으로 보고되었고, 1979년 Perez 등 과 Dotter 등

군에서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이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첫째 단

에 의해 경피경간 결석 제거 및 십이지장으로 결석을 밀어내는

일기관에서 후향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선택 편향이 있을 수

삽입을 시행하게 된다. 경피적 경로를 통한 접근은 Mondet
12

10

방법이 보고가 된 이후 풍선확장술 및 혈관 삽입기의 도입 등

있다는 점이다. 둘째, 대상 환자가 적어 이 시술에 대한 안전성

많은 발전이 있어왔다. 경피적 접근은 간내 담석의 제거에도

을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14

접근 경로가 짧다는 장점이 있다. 212명을 대상으로 García8

결론적으로 Billroth II 수술이나 Roux-en-Y 문합술을 한 경

García와 Lanciego 의 연구에서도 경피적 접근을 통한 techni-

우, IDP 등 해부학적 변형이 있는 경우, 내시경적 접근이 어려

cal success가 93% 높았으며 mortality rate 및 complication도

울 수 있으며, 이런 환자들에 대한 경피적 경로를 통한 시술은

ERCP를 통한 접근에 비해 적었다. 또한 담즙의 방향과 같은

보다 안전하고 높은 성공률을 보인다. 또한 환자의 생체징후

방향으로 결석을 밀어내기 때문에 각도를 유지하기도 용이하

가 안정적이고, 염증수치가 낮으며, 증상이 경미할 경우,

며, 유두부의 중앙에 적절히 풍선을 위치시키기에도 수월하였

PTBD와 동시에 PBD 후 결석 제거 혹은 스텐트 삽입을 진행하

으며, expulsion maneuver를 여러 번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였

는 방법은 환자의 고통 및 비용 절감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

8

다. 또한 결석의 크기가 15 mm 이상으로 큰 환자를 대상으로

으며 추후 이 시술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가 진행되길 바란다.

도 basket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결석 제거가 가능함을 확인하

요 약

였다.
10

Occlusion balloon을 이용하였던 다른 연구 와는 다르게
dilatation balloon만을 이용하여 결석을 제거하였다. 그리하여

배경/목적: 총담도 결석 혹은 종양으로 인한 담도 폐쇄에서

occlusion balloon catheter로 교체하기 위해 근위부 쪽으로

내시경적 접근이 어려운 경우, 경피경간담도배액술과 동시에
Korean J Pancreas Biliary Tract 2017;22(3):13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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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두부 풍선확장술을 진행한 결과를 후향적으로 분석하여 시
술의 안정성 및 간편화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단일기관에서 종양 및
담도 결석으로 인한 담도 폐쇄를 진단받고 경피적 접근을 통
해 시술한 환자 21명을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결과: 21명 중 16명(76.2%)의 환자에서 경피경간담도배액
술과 동시에 유두부 풍선확장술을 진행하였고, 나머지 5명
(23.8%)은 담도배액술 5-8일 후에 시술을 진행하였다. 21명의
환자 중 19명(90.5%)에서 잔류 결석이나 재협착 없이 한 차례
만의 시술로 성공하였다. 나머지 두 명은 각각 2회, 3회 PBD
시행 후 결석 제거에 성공하였다.
결론: 내시경을 시행하지 못하는 환자들에 대한 경피적 접
근을 통한 시술은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별
한 금기가 되지 않는 한 경피경간담도배액술과 동시에 시행하
는 유두부 풍선확장술은 환자의 불편 및 시술 횟수를 감소시
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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