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dication of preoperative biliary drainage with regard to 

background liver, future liver remnant, and patient’s condition 

 

1. Introduction 

간문부 담관암의 근치적 치료방법은 수술적 절제가 유일하다. 수술 후 장기생존을 기대하기 위해

서는 절제연 음성(negative margin; R0 resection)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 확대우엽 혹은 좌엽

절제술, 삼구역 절제술 등 대량간절제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간절제후 간부전(Post-

Hepatectomy Liver Failure; PHLF)의 발생 위험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절제연 음성을 얻기 위한 

대량간절제술이 갖는 수술 후 간부전의 위험성과, 간부전 발생의 우려로 인한 소극적 절제로, 절

제연양성(ductal margin positive; R1 resection) 가능성의 증가 사이에서 균형있는 적절한 선택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간문부 담관암 환자의 대부분은 폐쇄성 황달을 동반하고 있으

며, 황달이 전신상태와 간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여러 합병증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합

병증 발생에 대한 대책으로 잔존간(Future Liver Remnant; FLR)의 부피를 증가시켜 PHLF 의 발생

을 감소시키기 위한 간문맥 색전술(Portal Vein Embolization; PVE)과 황달의 해소를 위한 수술전 

담도배액술(Preoperative Biliary Drainage: PBD)이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다. 최근 많은 연구에

서 원위부 담도폐쇄를 유발하는 팽대부주위종양(periampullary tumor)에서는 수술전담도배액술

(PBD)이 수술후 결과를 향상시키지 못하며, 오히려 합병증 발생을 증가시키므로, 황달 자체가 수

술전담도배액술(PBD)의 적응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1,2 수술전 담도배액술과 관련된 

가장 많은 합병증은 감염관련합병증 (infectious complication)이며, 그외에 종양파종(tumor 

seeding), 출혈이나 췌장염등 시술관련합병증(procedure-related compliation)이 있다. 간문부 담관

암에서는 췌십이지장절제술에서와 달리, 간절제술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술

전 담도배액술의 적절한 적응증을 결정하기 위해 수술전 담도배액술이 갖는 합병증 발생 위험도

(risk)와 시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benefit)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Indications of Preoperative Biliary Drianage 

폐쇄성 황달은 간기능 및 재생, 전신에 여러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악영향은 주로 동물

실험을 통해 규명되었다. 그러나, 동물실험과 임상연구는 다소 상충되는 결과를 보이는 것이 사실

이다. 여러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수술전 담도배액술의 적응증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Regard to Patients’ condition 

담도폐쇄로 인한 담관염은 이견이 없는 유일한 수술전 담도배액술의 적응증이다. 담도염으로 

인한 패혈증, 영양불균형, 전신상태 저하는 수술전 반드시 해소되어야 할 문제이다. 폐쇄성 

황달은 간기능과 재생능은 물론, 전신상태에도 여러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간의 세망내피



계(Reticuloendothelial system; RES) 내의 쿠퍼세포(Kupffer cell)은 문맥순환내의 감염원, 손상

된 혈액세포, 장내 세균에서 발생하는 내독소(endotoxin)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며, 따라서, 정

상적으로 말초혈액에서 내독소(endotoxin)은 관찰되지 않는다. 폐쇄성 황달에서는 장내 담즙

산 감소로 인해 담즙산 자체의 내독소 해독능이 저하되고, 점막 방어막의 소실로 장 투과성

증가, 장내 세균 불균형이 초래되고, Kupffer cell 기능저하로 인해 내독소혈증(endotoxemia)

이 발생하게 된다.3 내독소혈증과 세균전위(bacterial translocation)은 종양괴사인자(tumor 

necrosis factor; TNF) 등 사이토카인 분비를 증가시켜 염증반응을 유발하고, T세포(T 

lymphocyte)나 자연살해세포(Natural Killer cell; NK cell)의 기능을 감소시켜 면역계의 이상을 

초래한다.4 동물실험에서 이러한 악영향은 담도배액을 통해 개선되었음이 규명되었다. 그러나, 

임상연구에서는 상반된 결과가 관찰된다. 수술전 담도배액은 수술후 결과를 향상시키지 못했

으며, 시술과 관련된 합병증이 증가된다는 결과이다.5-7 따라서, 황달 자체보다는 그로 인한 

담도염이 발생한 경우를 수술전 담도배액술의 적응증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또, 

폐쇄성 황달은 신장 및 심장 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 세포외액(extracellular volume) 저하로 

인한 renin, aldosterone 의 분비 증가, 혈중 bilirubin 의 증가로 인한 혈중 atrial natriuretic 

peptide(ANP)의 증가로 인해 신장기능의 저하와 심장기능 저하를 유발한다.4,8 Padillo 등은 

신기능의 저하가 담도폐쇄의 정도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8 따라서, 폐쇄성 황달을 가진 

환자에서 신장 기능 및 심장기능의 저하 역시 수술 전 담도배액의 적응증이라 하겠다.  

 

2) Regard to background liver and future liver remnant(FLR) 

대량간절제술은 간문부 담관암을 치료하는데 있어서 가장 난점이라 하겠다. 간절제후 간부전

(PHLF) 발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인자는 잔존간(FLR)의 부피와 기능이다. CT, MRI 를 통한 잔

존간의 부피 측정은 PHLF 를 예측하고 위험도를 평가하는 데에 가장 중요하고 믿을만한 도

구이다. FLR 을 측정하는 방법이 분모를 환자의 실제 간부피인지(actual FLR; aFLR), 환자의 

키, 몸무게로 계산한 표준간부피인지(standardized FLR; sFLR), 또 표준간부피(Standard Liver 

Volume; SLV)의 계산공식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9 통상적으로 25~30% 이상이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0-13 기준보다 잔존간의 부피가 작은 경우 문맥색전술(PVE)을 시행하는 

것을 권고한다. 잔존간의 기능이 간경화, 항암치료, 담도폐쇄 등으로 기능이 저하된 경우 더 

많은 양의 잔존간부피를 확보해야한다.10,14 잔존간의 기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ICG test, 

간담도스캔(hepatobiliary scintigraphy; HBS), Fibroscan 등이 널리 사용되지만, 폐쇄성 황달이 

동반된 경우, 정확한 간기능의 측정이 어렵다는 점도 또 하나의 난제이다. ICG, 간담도스캔에 

사용되는 mebrofenin은 빌리루빈과 동일한 운반체에 경쟁적 결합을 하기 때문에 황달이 동

반된 환자에서 ICG test, mebrofenin 간담도스캔은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13 폐쇄성 황달에 의

한 기능의 저하를 경화간에서와 같이 간의 경도(Stiffness)를 측정하는 fibroscan 으로 측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도 불분명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안전성의 확보를 위해 잔존간 부피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지표이다. 잔존간의 부피가 적은 경우 부피를 최대화하고, 기능을 개선시



킨다는 의미에서 문맥 색전술과 수술전 담도배액술은 의미가 있다. 여러 연구에서 잔존간의 

부피가 적은 경우 수술전 담도배액술을 통한 잔존간의 기능을 개선시킬 것을 권고하였다. 

Kennedy 등은 FLR<30% 인경우 잔존간에 대한 PBD 를 통해 PHLF 의 발생이 감소하였으며, 

FLR>30% 인경우 PBD 가 수술후 결과를 향상시키지 못한다고 발표하였으며15, Rassam 등13

과 Wiggers 등16은 FLR<50%인 경우 잔존간에 대한 PBD를 권고하였고, Farges 등17은 우간절

제술시 PBD를 시행할 것으로 권고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공통점은 충분한 부피의 잔존간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만 수술전 담도배액술이 유용하며, 잔존간의 부피가 충분하다면 수술

전 담도배액술이 갖는 감염과 종양파종의 위험성을 상회할만한 이득이 없다고 해석한 점이

다. 문맥색전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잔존간의 기능과 재생능의 개선을 최대화하려는 목적으

로 잔존간에 대한 선택적 담도배액술이 시행을 권고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하겠다.18 간경

화가 동반된 환자에서는 잔존간 부피만으로 PHLF 의 발생을 예측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는 

담도배액술을 통해 혈중 빌리루빈 농도가 충분히 감소한 이후 간기능을 측정하고 수술을 계

획하는 것이 안전해 보인다. 

 

3. Summary 

시술 경험의 증가에 따라 시술자체와 관련된 합병증의 발생율이 감소한다 하더라도, 수술전 

담도배액술은 감염과 종양파종이라는 인위적 조절이 어려운 합병증 발생의 우려가 높음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성(Risk)를 상회하는 명확한 이득(Benefit)이 있는 경우가 수

술전 담도배액술의 적응증이라 하겠다. 담도폐쇄로 인한 담관염(cholangitis)이 동반된 경우, 

폐쇄성 황달로 인한 심한 영양불균형, 신기능장애, 심기능장애가 발생한 경우, 잔존간의 부피

가 충분하지 못한경우(FLR<30%), 문맥색전술을 시행하는 경우 가급적 잔존간에 대한 선택적 

담도배액술을 시행하고, 가급적 단기간 유지하며, 선택적 담도배액 후에도 담관염이 해소되

지 않거나,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을 경우 절제간에 대한 담도배액술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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