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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entional Treatment for Biliary 
Complication

서울 학교병원 상의학과

백      지      

1. Consensus proposal of the ISGLS for a definition and grading of bile leakage after 

hepatobiliary and pancreatic surgery (Koch et al. Bile leakage after hepatobiliary and pancreatic 

surgery: a definition and grading of severity by the International Study Group of Liver 

Surgery. Surgery 2011)

1) Definition: Bile leakage is defined as fluid with an increased bilirubin concentration in the 

abdominal drain or in the intra-abdominal fluid on or after postoperative day 3, or as the 

need for radiologic intervention (ie, interventional drainage) because of biliary collections or 

relaparotomy resulting from bile peritonitis. Increased bilirubin concentration in the drain or 

intra-abdominal fluid is defined as a bilirubin concentration at least 3 times greater than the 

serum bilirubin concentration measured at the same time.

2) Grade

(1) - Bile leakage requiring no or little change in patients’ clinical management.

- Bile leakage requiring a change in patients clinical management (eg, additional 

diagnostic or interventional procedures) but manageable without relaparotomy, or a 

Grade A bile leakage lasting for ＞1 week

(2) - Bile leakage requiring relaparotomy

2. Classification of postoperative bile leakage (Yasuhiko et al. Risk Factors and Management of 

Bile leakage after Hepatic resection. World J Surg 2003;27:695-698., Fig. 1)

1) Minor leakage, with only a small amount of bile leakage

2) Major leakage due to insufficient closure of the bile duct stump

3) Major leakage due to injury of the bile duct

4) Major leakage due to division of the bile 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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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nterventional management

1) 시술  평가사항

(1) 조 가능여부, 사 동의

(2) 출 성 경향의 확인

- Prothrombin time (PT), PTT, international ratio (INR)

- Platelet count

(3) 출 요인이 완 히 교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검사결과만으로  기를 결정하

지는 않으며, 시술의 험성과 이득을 비교하여 시술 여부를 결정함.

2) PCD

(1) 목

- 재 고여 있는 액체를 완 히 배액해야 함.

- 염증이 있는 내벽에서 추가로 흘러나오는 삼출액을 지속 으로 배액하여 내부에 

액체가 남아 여유공간을 만들지 못하게 해야 함.

- 내부의 괴사조직을 제거하여 이런 괴사조직이 ‘여유공간’을 남겨두거나 염증 재

발의 원인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함.

(2) 주의사항

- 일반 으로 농양의 배액에는 10 Fr 이하의 배액 은 권장되지 않음.

- 배액  사이에 2 는 3-way stopcock을 사용하는 것은 하지 못함(내경 7 Fr 

정도).

3) Tube change

(1) 목 : 수술 부  근처를 지나가는 기존의 Surgical drain (e.g. JP drain) 주변에 fluid 

collection이 있으나 drain을 통한 배액이 원활하지 못할 때 새로운 PCD 삽입 없이 유

도철사를 이용해 PCD tube로 교체하여 배액할 수 있도록 함.

(2) 주의사항: 수술 직후의 경우에는 tract의 maturation이 덜 되었을 수 있고, 경로가 복

잡할 경우에는 tract이 지지하지 못해 유도철사가 경로를 이탈할 수 있음.

4) PTBD

(1) 목

- 일반 으로는 Jaundice, cholangitis가 있는 환자에서 쓸개즙 배액을 해 시행.

- 간수술 환자에서는 쓸개즙 출시 환술(diversion)

(2) 주의사항

- 하루 2회씩 생리식염수로 씻으며, cholangitis 등의 증상이 있으면 배액 의 폐쇄, 

이동 등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즉시 조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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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atients with postoperative bile leakage were 

classified into the following four groups. (A) Minor 

leakage, with only a small amount of bile leakage. (B) 

Major leakage due to insufficient closure of the bile duct 

stump. (C) Major leakage due to injury of the bile duct. 

(D) Major leakage due to division of the bile duct.

5) Biliary stent

(1) 라스틱 스텐트

- 응증: 생존기간 3개월 이내로 측되는 악성 쓸개  폐쇄

양성 착

(2) 속스텐트

- 일반 인 응증: 수술이 불가능한 간내 는 간외 악성 쓸개 폐쇄 환자

- 양성 착에 해당하는 간수술 환자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으며, 풍선확장술이 실

패한 경우에 제거가능한 스텐트(covered stent, retrievable stent)를 사용.

6) Controlled fistula

7) Ballo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