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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UPDATE

선택적 담관 삽관이 어려운 상황에서 성공적인 내시경역행담췌관조영술을
시행하기 위한 적절한 구조술의 도입 시점은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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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시경역행담췌관조영술(ERCP)의 성공적인 수행을

tion technique)을 시행하는 대조군에 배정된 환자는 유도선

위해서는 선택적 담관 삽관(selective bile duct cannulation)

(hydrophilic guidewire [Hydra Jagwire .035; Boston

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숙련된 소화기 내시경 전문의가 시술을

Scientific, Marlborough, MA, USA])을 괄약근절개도

하더라도 고식적 방법만으로는 선택적 담관 삽관이 어려워 적절

(triple-lumen sphinterotome [Ultratome XL, Microvasive,

한 구조술(rescue techniques)이 시행되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

Boston, MA, USA])에 미리 삽입한 상태로 담관 삽관을 시도

한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구조술은 침형절개도(needle

하였고, 2회까지 시도하였으나 선택적 담관 삽관을 성공하지

1,2

그러나,

못하면 3번째 시도부터는 침형절개도를 이용한 예비절개술을

구조술을 어느 시점에서 어떤 방법으로 시행할지에 대해서는

시도하였다. 그러나, 시험군으로 배정된 환자에게는 처음부터

시술자의 경험 및 선호도에 의존하게 되며 시술자마다 다양하게

바로 침형절개도를 이용하여 선택적 담관 삽관을 시도하였다.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와 세부 술기

관찰 항목으로는 ERCP 시술과 관련된 대표적 우발증인

knife)를 이용한 예비절개술(precut technique)이다.

방법에 대해서 보편적인 기준 확립을 위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

ERCP 시행 후 췌장염(post-ERCP pancreatitis, PEP), 출혈,

3
고 있다. 최근에 Maharshi와 Sharma 가 침형절개도를 이용한

천공, 담관염, 그리고 무증상 고아밀라아제혈증의 발생에 대

예비절개술의 시행 시기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비교한 연구가

해서 비교하였다. ERCP를 시행 받는 18세부터 85세의 환자

발표되어 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에서 연구에 동의하는 경우 참여 대상이 되었고, 제외 기준으

이번 연구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인도의

로는 급성 췌장염, 만성 췌장염, 유두부 종양, 유두부 주위 게

3차 의료기관에서 전향적 무작위 대조방법으로 시행된 임상

실, 유두부 절개술을 받은 과거력, 유두부에 막힌 담관담석

시험이었다. 고전적인 담관 삽관술(conventional cannula-

(impacted stones at the ampulla), 유두부 점막주름이 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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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flat ampulla covered with multiple duodenal folds),

서는 좀 더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 최근 발표된 유럽소화기

위절제술을 받은 과거력, 응고장애가 동반되었거나 기관 삽관

내시경학회(European Society of Gastrointestinal Endoscopy,

이 필요한 정도로 혈액 약동학적 전신상태가 불량한 환자는

ESGE) 진료 지침에 따르면 선택적 담관 삽관이 어려운 상황

제외하였다.

(difficult biliary cannulation)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총 303명의 환자가 최종 등록되었고 고식적 담관 삽관술을

하였다. 1) 삽관을 시도하면서 5회 이상 주유두를 건드리는

사용한 대조군(very early precut group)에 152명, 처음부터

경우(cannulation attempt), 2) 삽관 시도를 5분 이상 지속한

침형절개도를 이용하는 시험군(primary precut group)에

경우(cannulation time), 3) 의도치 않게 췌관 삽관 또는 췌관

151명이 배정되었다. ERCP 시행 후 발생한 우발증에 대해서

조영(inadvertent pancreatic duct cannulation)이 1회 이상

출혈, 천공, 담관염의 발생은 두 군에서 통계적 차이가 발생하

4
발생되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그런데, 이번 연구의 결과를 자

지 않았다. 그러나, PEP 발생률에 대해서는 대조군에서 5.2%

세히 확인해보면 대조군에서 담관 삽관 소요 시간(the cannu-

였으나 시험군에서는 0.6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시험군

lation time)이 약 2배 정도 많이 소요되었고(13.8 vs. 7.2 min),

에서 적게 발생하였다. 따라서, 저자들은 반복적으로 담관 삽

의도하지 않은 췌관 삽관(inadvertent pancreatic duct can-

관을 시도하는 것이 PEP의 발생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nulation)은 58.5%로 과반수 이상에서 발생하였다. 하지만,

숙련된 소화기 내시경 전문의의 경우에는 침형절개도를 이용

시험군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췌관 삽관이 얼마나 발생하였는

한 선택적 담관 삽관을 바로 시행하는 것이 PEP의 위험도를

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PEP 발생 위험이 두 군에서 균등

낮추었다고 결론을 지었다.

하게 배정되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췌관 삽관이
발생하지 않고 5분 이내에 담관 삽관이 성공한 환자군에 대해

해설: 미국소화기학회(American College of Gastro-

서 하위그룹 분석을 해보는 것이 결론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enterology) 및 미국소화기내시경학회(American Society for

될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발표된 다기관 연구

Gastrointestinal Endoscopy) 산하의 내시경질관리위원회

에 따르면 상기 ESGE 3가지 기준 중에서 담관 삽관의 시도

(Gastrointestinal Endoscopy Taskforce on Quality in

횟수는 PEP 발생에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5

6

Endoscopy) 주관으로 2013년에 발표된 메타분석 논문에 따르

Tian 등 은 담관 삽관 소요 시간이 시도 횟수와 유의한 상관

면 선택적 담관 삽관 성공률은 89.3%였고, 약 10.5%의 경우에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담관 삽관 시도

2

예비절개술을 시행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렇게 고식적 방법

횟수(cannulation attempt)”는 다른 2가지 요소(cannulation

만으로는 선택적 담관 삽관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예비절개

time, inadvertent pancreatic duct cannulation)와 다중공

술을 시행하게 되는데, 특히 유두부 주위에 게실(periampullary

선성(multicollinearity)을 갖는 인자일 수 있음을 고려해야

diverticulum)이 동반되어 있거나 유두부 점막주름이 심한 경

하겠다.

우(floppy ampulla)에는 더욱 그러하다. 뿐만 아니라, 선택적

이렇게 연구의 제한점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담관

담관 삽관이 어려웠던 경우에는 ERCP 시술과 관련된 우발증,

삽관 상황에서 가능한 빠르게 구제술을 시행하는 것이 PEP의

즉 췌장염(PEP), 천공, 출혈의 합병증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발생을 줄이면서 성공적인 삽관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증

있어 시술을 진행함에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명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어떠한 구조술을 시행하는 것이 담관 삽관 성공률은 높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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