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ndoscopic biliary drainage : is it oncologically safe? 

 

                                                                계명의대 외과학교실 김용훈 

 

  췌-십이지장 절제술이 필요한 팽대부 주위암 (periampullary cancer; 췌 두부암, 원위부 담도암, 

팽대부암, 십이지장암)은 대부분 담도 폐색을 동반하게 되며 담도 폐색이 지속될 경우 담관염, 췌

장염, coagulopathy, or malnutrition 등이 발생하여 수술 후 합병증 발생률을 높일 수 있다. 몇몇 

문헌에서 수술 전 담도 배액술을 시행 한다 해도 수술 후 합병증 발생률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 시키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병원 여건상 수술 전 대기기간이 길거나 급성 담

관염이 전신 감염으로 진행되어 고열이 지속되는 경우 담도 배액술을 시행하게 된다. 담도 배액

술로 황달이 줄어들면 신체 면역기능을 개선하고 영양상태를 좋게하며 감염의 위험성을 감소시키

고 나아가 수술 후 합병증 발생률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조기에 adjeuvent therapy 를 시행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담도 배액술은 fluoro guided 하에 이루어지는 경피적 경간 담도 배액술(Percutaneous 

Transhepatic Biliary Drainage;PTBD)과 내시경을 이용한 팽대부 괄약근 절개술 후 담도 스텐트 삽

입술(endoscopic biliary drainage;EBD)을 주로 시행한다. PTBD 후 문맥혈전, 복강내 출혈, 담즙 누

출, 폐기흉 등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0.5~2.5%) 내시경 담도 배액술 후에 출혈, 십이

지장 천공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영상기술 및 술기의 발전으로 합병증 횟수

가 현저히 감소하였다.  

  시술과 관련한 합병증과는 별개로 수술 전 담도배액술을 시행받은 환자에서 PTBD 카테터 tract 

recurrence가 발생하거나 ERCP 및 ENBD를 시행 받은 환자에서 간전이 및 복강내 종양의 

seeding 이 발생한 증례가 보고 되고 있다. 간문부 담관암을 포함한 팽대부 주위암에서 술전 담

도배액술(PTBD 및 EBD)과 관련된 PTBD tract recurrence, 조기 재발 및 간, 복막 전이와의 연관성

을 비교 분석한 연구에서 간문부 담도암인 경우 PTBD로 수술 전 담도배액한 경우에 내시경을 이

용한 담도배액술 시행한 경우 보다 조기 재발하거나 예후가 좋지 못한 것을 확인하였고, 원위부 

담도암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러한 원인으로 종양주위에 있던 암세포가 담관내에 

부유하다가 PTBD tract에 증식하면서 종양세포가 전이, 재발 하였을 것으로 추론하였다.  

  유사한 연구로 췌십이지장 절제술을 시행 받은 췌 두부암 환자의 예후 분석에서 수술 전 

endoscopic biliary drainage 한 경우가 PTBD를 시행한 경우보다 조기 재발 및 나쁜 예후를 보인 

것을 확인하였다. EBD plastic stent 또는 nasobiliary tube를 삽입한 예에서 나쁜 예후를 보이는 명

확한 기전은 알 수 없지만 폐색을 동반한 대장암에서 수술 전 self-expanding metallic stent 가 예

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서 폐색 부위에 작용하는 metallic stent가 펴지면서 대장암을 

compression 하고 눌려진 암세포가 혈행을 타고 circulating neoplastic cell level 상승을 유발하여 

종양의 조기 및 전신 재발을 일으킬 가능성을 보고하였다. 이 논리를 팽대부 주위암에 걸린 황달

환자에서 EBD를 시행할 때  종양에 의해 패쇄된 담도내압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카테터가 삽

입되면서 이것이 종양을 compression 함으로 cancer cell 의 dissemination을 조장하여 나쁜 예후

를 가지고 올 것이라 추측 할 수 있다.  

  팽대부암은 다른 팽대부 주위암보다 비교적 예후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몇몇 연구에서 

전체 생존율이 50% 미만이며 심지어 stage I cancer 에서 원격전이가 25% 정도 된다는 보고도 



있다. 그래서 조기암 일지라도 adjeuvent chemotherapy 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

다. 팽대부암의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tumor biology, T-stage and lymph node metastasis 

등 고전적으로 알고 있는 예후인자 외에 수술 전 조직 진단 또는 담도배액을 목적으로 시행한 

ERCP 가 예후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고 특히 조기암인 경우 간전이가 많다는 보고가 있다.  

  담도암 환자에서 수술 전 담도배액을 위해 시행한 PTBD tract에 tumor 가 재발할 확률은 0.6~6% 

가량 보고하고 있으며, tract에 종양세포가 seeding 되는 이유는 시술 중 guide wire 나 catheter 

로 tumor를 touch 하거나 manipulation 함으로써 종양세포가 떨어져나와 뷰유하다가 카테터내 

또는 tract 에 dissemination 될 것이라 추론하고 있다. 특히 종양이 비교적 friable 한 

macroscopic papillary type의 tumor인 경우 및 PTBD를 60일 이상 장기간 거치한 경우 catheter 

tract-related recurrence가 많다고 보고하였다. 팽대부암은 형태학적으로 papillary 

cholangiocarcinoma 와 유사한 형태로 tumor가 노출되어있고 friable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

술 전 ERCP 동안에 카테터가 종양을 penetration 시키거나  tumor cell이 dissemination 또는 bile 

canaliculi 및 central vein으로  reflux 되어 간전이 및  조기재발을 야기 시킬 수 도 있다. ERBD를 

시행하는 과정도 ERCP 와 유사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cancer cell dissemination 과정도 유사하

게 일어날 것으로 보고있다. 또한 acute inflammation 이 periampullary cancer의 예후에 좋지 않

은 영향을 준다는 보고가 있어 ERCP induced pancreatitis와 positive pressure cholangiography 하

는 동안 감염된 담즙이 cholangitis 및 septicemia를 유발하여 cancer dissemination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담도배액을 목적으로 PTBD를 시행한 경우 perihilar cholangiocarcinoma 나 distal CBD cancer 

와 달리 팽대부 종양자체를 직접적으로 touch 하거나 penetration 시킬 가능성은 떨어지기 때문

에 종양세포의 dissemination에 의한 재발이나 나쁜 예후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으리라 생각

된다. 따라서 팽대부암에서 감황을 위한 biliary drainage 가 필요한 경우 특별한 금기가 없는 한 

PTBD를 시행하는 것이 좋겠고 ERCP 또는 ERBD는 신중히 선택적인 환자에서 시행하는 것이 좋

을 것이다. 

  간문부 담관암을 포함한 periampullary cancer 에서 담도배액은 신중하게 시행하는 것이 좋겠고 

꼭 필요한 경우 guide wire 나 카테터 및 시술 기구로 종양을 직접적으로 maniuplation 하거나 

touch 하지 않고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향후 담도배액술의 종양학적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전

향적인 다기관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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