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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Bismuth classification of hilar cholangiocarcinoma

Biliary Drainage Procedure Including Stent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소화기내과학교실

유병무

서론

  간문부 담관암은 일명 Klatskin씨 종양이라고도 불리며, 이는 좌·우간관(left and right hepatic duct) 

및 총간관(common hepatic duct)이 만나는 간문부에 생긴 담관암을 일컫는다. 근본치료는 외과적 절

제술이나, 초기 증상이 거의 없고, 복부 초음파 및 전산화단층촬영 등 비침습적 영상진단을 통한 종괴

의 조기 발견이 어려워 대부분의 환자가 진행된 상태에서 내원하므로 수술에 의한 완전 절제가 불가능

한 경우가 많아서 완치율이 낮은 질환으로 알려져 왔다.1

  간문부 담관암은 수술적 완전절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암 자체보다는 폐쇄성 황달에 의한 담관염, 

패혈증 또는 간부전 등의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폐쇄성 황달에 의한 이환율(morbi-

dity)이나 사망률(mortality)을 줄이기 위해서는 감황 및 감압치료(decompression treatment)가 중요하

며, 수술이 가능한 경우에도 폐쇄성 황달 환자에서는 간 재생에 필수적인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저하

되어 수술 후에 간부전이 올 수 있으므로, 간 절제 후의 간부전에 의한 합병증 및 사망률을 줄이기 위

하여 수술 전 감황치료가 필수적이다.2 

  간문부 담도암에서의 비수술적 담도배액술은 배액 경로에 따라 내적 담도배액술(internal biliary 

drainage)과 외적 담도배액술(external biliary drainage)로 분류할 수 있으며, 배액관의 유치 방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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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경피적 담도배액술(percutaneous biliary drainage)과 내시경적 담도배액술(endoscopic biliary 

drainage)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배액술을 시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는 담도 폐색의 

진행 정도이다. 간문부 색의 진행 정도는 주로 Bismuth 분류법(Fig. 1)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분류에 

따라 배액관 삽입 위치와 개수를 정하게 된다.

내적 담도배액술

  내적 담도배액술은 경피적 또는 내시경적으로 담도배액관을 담도내에 유치시켜 담즙을 장내로 배액

시키는 방법이다. 내시경적 담도배액술은 십이지장내시경을 사용하여 경구 경유두적으로 담도배액관을 

삽입하는 내시경적 역행성 담도배액술(endoscopic retrograde biliary drainage: ERBD)이며, 경피적 내

적 담도배액술은 경피 경간적 담도배액술(percutaneous transhepatic biliary drainage: PTBD)을 시행한 

후 그 경로를 따라 ERBD시 사용되는 담도배액관중 주로 금속성 확장형 담도배액관을 경피적으로 삽입

하여 X-선 유도하에 담관내에 유치시키는 방법이다. 또한 경피적 내시경적 담도배액관 삽입술

(percutaneous endoscopic biliary stenting: PEBS)은 PTBD를 시행한 후 이 경로를 이용하여 ERBD를 

시행하는 방법이다.

  내적 담도배액술은 외적 담도배액술에 비하여 담즙이 장(intestine)내로 배액되므로 비교적 생리적 상

태로 배액되어 담즙, 수분 및 전해질의 소실이 없으며, 시행 직후부터 일상생활의 제한을 받지 않고, 

번잡한 배액관의 관리가 불필요하다는 장점들 때문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외적 담도배액술에 

비해 배액 유지시간이 짧아 영구적이지 못하고, 담도배액관의 폐색이 유발되면 배액관의 교체가 외적 

배액술 보다 어려우며, 유치된 배액관의 세척이 불가능하고, 배액관의 기능상태를 추적 감시하기가 어

려운 단점이 있다.3

 

1. 내시경적 담도배액술(Endoscopic biliary drainage)

  ERBD는 1979년 Soehendra에 의하여 플라스틱 배액관이 처음으로 소개된 이후4 악성종양에 의한 폐

쇄성 황달의 비수술적 감황법의 하나로 사용되고 있으며, 고식적 수술에 의한 감황법보다 시술에 따른 

이병율(morbidity) 및 사망률(mortality)이 낮다.

  ERBD는 내시경적 역행성 담도조영술(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graphy: ERC)을 시행 후 십이

지장내시경 직시하에서 경구 경유두적으로 담도배액관을 담관내에 삽입하여 유치시키는 방법이며, 10 

French 이상의 구경을 가진 담도배액관은 내시경적 유두부절개술(endoscopic sphincterotomy: EST)후

에 시술한다. 내시경적 담도 배액관에 사용되는 담도 배액관은 사용되는 재질에 따라 플라스틱 배액관

과 금속성 배액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플라스틱 배액관의 성분은 polyethylene, polyuretanhe, teflon 

등이 주로 사용되며 크기는 3∼12 Fr까지 다양하다. 금속성 배액관은 stainless steel, Nitis 등이 주로 

사용되며 담도 배액관은 주로 직경이 1 cm 정도인 자가 확장형 금속성 배액관이 주로 사용된다.

  간문부 담관암 환자에서 적절한 위치에 담도배액관을 유치시킨 경우 2∼4주 이내에 혈청 총빌리루빈

이 정상치 내지 정상치에 가깝게 감소되며, 발열, 전신피로감, 소양감 등의 자각증상도 수일내에 소실

된다. 그러나, 상태가 빠르게 회복되지 않는 경우는 유치된 배액관의 위치가 좋치 않거나, 배액관을 삽

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으로 배액되지 않는 간내담관이 존재하거나, 응혈괴, 궤사된 조직 또는 

화농성 담즙에 의한 배액관의 조기폐색, 담도의 장기적 폐색에 의한 간기능 저하, 종양의 간전이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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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 ERBD의 삽입성공률은 보고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80∼100%의 높은 성공률을 보이며, 

일반적으로 간문부 담관의 협착에서는 원위부 담관 협착보다 성공률이 다소 낮다.

  담도배액관 삽입실패의 원인으로는 내시경을 십이지장으로 삽입할 수 없는 경우, 담관내로의 도관의 

선택적 삽입에 실패한 경우, EST를 실패한 경우, 담도 협착의 상부로 유도선(guidewire) 또는 유도 도

관(guiding catheter)의 삽입에 실패한 경우, 협착 부위가 매우 길고 단단하거나 협착부의 굴곡이 심하

여 배액관의 삽입이 어려운 경우 등이 있다.

  담도배액관의 폐색이 유발되기 전까지의 유치기간은 외경 7 Fr의 플라스틱 담도배액관에서 3주에서 

5개월로 평균 1.7개월 정도이고, 외경 10 내지 12 Fr 플라스틱 배액관에서 2개월에서 8개월로 평균 

4.5개월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외경 10 French와 12 French 담도배액관의 유치기간은 통

계학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외경 7 French 담도배액관 보다는 유의하게 유치기간이 긴 것으

로 보고되고 있으며, 담도배액관의 내경이 클수록 모양이 일직선일수록 배액효과가 크며 유치기간이 길

어진다. 플라스틱 담도 배액관은 평균 개존 기간이 4∼6개월로 미국소화기내시경학회(American Society 

for Gastrointestinal Endoscopy)에서는 4∼6개월마다 교환하도록 추천하고 있다.5 간문부 담관암에서 

좌·우 간내담관내에 양측으로 담도배액관을 삽입할 경우 담도 폐색으로 담도내가 좁아져 있으므로 2

개의 배액관을 동시에 유치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 배액관의 외경은 통상 7∼10 French로 

제한되며, 통상 3개 이상의 담도배액관을 경구 경유두적 경로로 유치하기는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플라스틱 담도배액관은 수 개월간 유치 후 배액관의 교체가 필요하고, 배액관의 폐색은 황달 및 담

관염의 재발을 초래하며, 배액관 폐색현상은 내시경적 담도배액관의 유용성을 경감시켜 그 사용을 제한

하고 있다. 따라서 담도배액관의 조기 폐색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구경 배액관의 요구가 증가되어 왔으

나, 내시경 처치공의 직경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플라스틱 배액관의 직경도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비교

적 적은 직경으로 담도내의 병변까지 도달한 후 담도내에서 큰 직경으로 확장이 가능한 자가확장형 금

속성 담도배액관이 고안되어 사용되게 되었다. 

  금속성 확장형 담도배액관은 내경이 24∼36 French (8∼12 mm)까지 확장이 가능하며 Strecker 배액

관, Wallstent, coil형 배액관, Diamond 배액관, Z-배액관 및 Hanaro 배액관 등이 개발 되었으며, 이는 

이제까지 사용한 종래의 플라스틱 배액관보다 이론적으로 장점을 가지고 있다. 플라스틱 담도배액관의 

폐색은 주로 세균의 유착에 의해 시작되고 세균과 무정형 유기물이 유기필름(biofilm)을 형성하며 여기

에 담즙성분중 주로 calcium bilirubin이 침착되어 폐색이 발생한다. 따라서 종래의 플라스틱 배액관은 

표면적이 넓어 세균에 노출될 기회가 많아 폐색이 빨리 일어나며, 이에 반하여 금속성 담도배액관은 

질량 및 표면적이 적고, 시술 후 배액관이 담도벽에 묻히기 때문에 세균에 노출될 기회가 그만큼 줄어

들게 되어 종래의 배액관 사용시 가장 많은 폐쇄의 원인인 감염의 기회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

었다. 실제로 많은 보고 에서 금속성 배액관이 플라스틱 배액관에 비하여 개통유지기간이 긴것으로 보

고 되고 있으며 평균 개존기간은 6∼12개월로 보고 되고 있다.6,7 그러나 이론적인 배경과는 달리 실제

로 금속성 담도배액관을 유치시킨 경우 암종의 배액관내로의 발육 등으로 폐색이 발생하고, 또한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점은 비막형 금속관(uncovered metal stent)의 경우 폐색이 발생하여도 제

거가 불가능하고 막형 금속관(convered metal stent)의 경우에도 제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폐색이 발

생한 금속성 배액관내로 플라스틱 배액관을 삽입하거나 재차 금속성 배액관을 속으로 삽입할 수 밖에 

없으나, 이 또한 수기가 용이하지 않다. 최근에는 배액관내로의 암발육을 억제하기 위하여 배액관에 다

양한 종류의 막(polyurethane, silicon, PTFE 등)을 씌운 막형금속관(covered metal stent)이 개발되어 



제32차 한국간담췌외과학회 Symposium II

41

Fig. 2. Picture of the 
Nitis-S biliary Y-stent 
with central wide mesh

Fig. 3. Procedure for endoscopic bilateral metal stent placement using a Y- 
stent.

Fig. 4. Procedure for percutaneous transhepatic bilateral metal stent place-
ment using a T-stent.

있다. 그러나 간문부 담관암의 경우는 측면의 그물눈이 필요하기 때문에 막형금속관은 적합하지 않다. 

금속성 배액관은 반드시 내시경을 통하지 않고도 PTBD 경로를 통하여 삽입할 수도 있다. Bismuth 

type II 이상의 담도 폐색이 관찰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배액관 삽입이 필요하며 과거에는 2개의 

금속관을 좌우측 간관에 따로 삽입하였으나 근래에는 중간에 그물망이 넓은 금속성 배액관(Fig. 2)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Y-stent (Fig. 3)나 T-stent (Fig. 4)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종

류의 배액관은 stent in stent 방식으로 삽입하게 되며, 2개의 배액관이 간문부에서 합쳐져 간문부 윈위

부에서는 하나의 배액관을 형성한다. 내시경적으로 삽입하는 경우에는 먼저 총간관에서 좌측이나 우측 

간관으로 배액관을 삽입한 후 반대측 간관에 먼저 삽입한 배액관 내로 다른 금속 배액관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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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문부 담관암에서의 ERBD의 적응증은 폐쇄성 황달을 동반한 환자 중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에서 비

수술적 감황을 위해 시술되며, 수술이 가능한 경우라도 수술전 감황으로 환자의 수술전 상태를 개선시

키기 위하여 시술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수술전의 감황을 위하여서는 외적 담도배액술인 PTBD가 

주로 사용되어지며, 이는 경피 경간적 담도조영술(percutaneous transhepatic cholangiography: PTC)를 

통한 담도조영으로 수술전에 담도 침윤의 정도를 가능한 정확하게 예측하여 근치적 간구역 절제술의 

계획 수립에 경구적 경로보다 경피적 경로가 더 유용하고, 조영제 주입후 담도염 등의 합병증의 병발

도 낮은 빈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간문부 담관암에서 폐쇄성 황달의 감황을 위한 여러가지 담

도배액술중 ERBD에 의한 내적 배액술과 PTBD에 의한 외적 배액술 및 수술적 담도배액술을 비교하여 

어떤 방법이 더 환자에게 유용한가를 고려하여야 한다. 

  담도배액관 삽입시 좌우간엽중 일측에 삽입할 것인지 양측에 삽입할 것인지는 암침윤에 의한 좌우측 

담도의 폐색 진행 정도, 배액관 삽입후의 배액 효과 및 담관염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8,9 간에

서의 담즙분비는 우간관측이 55∼60%,로 좌간관측의 30∼35%보다 많지만10 전체 간 용적의 25%만 배

출되어도 간기능의 호전, 초음파에서의 담관 확장의 소실, 환자의 증상 호전과 삶의 질 향상을 볼 수 

있으며11 우측 간관이 첫 분지까지의 길이(평균 3 cm)가 좌측 간관(평균 9 cm)보다 짧아서 담관암이 

진행시 우측 간관이 좌측 간관에 비하여 조기 폐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측 간관을 우선적으로 배

관해야 한다는 가정 하에 Polydorou 등은 151명에서 좌간관과 우간관에서의 스텐트 유치를 비교하였으

나 담액분비, 합병증, 사망률의 차이가 없었다.12 결국 우측 간관이든 좌측 간관이든 접근이 용이한 쪽

이나 처음 조영제를 주입했을 때에 조영제가 주입된 담관분지에 먼저 배액관을 넣는 것이 좋으며, 배

액이 안되거나 확장되어 있는 간내담관지가 있으면 ERBD를 시행하도록 시도해보고 어느 한쪽이라도 

내시경적으로 배액이 불가능하면 경피적담도배액술을 병행하는 것이 조영술 시행 후 담도염 예방에 바

람직하다.

  Bismuth 분류 II형 이상의 진행된 간문부 담관암에서 좌측간관이나 우측간관 어느 한쪽만 담액이 배

출되어도 황달이 호전된다고 하지만 침습적 방법에 의한 담관조영시에 비록 조영제가 주입되지 않은 

담관 분지에서도 담관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ERCP 혹은 PTBD를 통한 담도조영 및 담도배액을 

시도했을 경우에는 한측보다는 양측을 담도배액술을 시행하는 것이 예후가 좋고13 Chang 등의 연구에 

의하면 양측에서 담도배액을 하거나, 조영제가 주입된 쪽의 담즙 배출술을 시행하는 것이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생존율이 높다.14 양측 배관이 어려울 때는 확장이 심하거나, 간엽 위축이 없는 쪽이나 조영

제가 주입된 쪽을 먼저 배액하고 기다렸다가 담관염 소견이 보이면 배액되지 않고 있는 쪽을 경피적으

로 배액하는 것이 좋다.

  간문부 담관암의 경우 ERBD로 적절한 위치에 담도배액관을 유치시키면 발열, 소양 등의 자각증상이

나 담관염은 수일만에 호전되며, 보고자 및 배액관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40∼80%에서 적절히 

담즙배출이 되는 경우 혈청 총빌리루빈은 2주이내에 정상치에 가깝게 감소된다.15,16 그러나 황달이나 

자각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때는 배액관의 위치가 적당치 않거나 효과적으로 배액되지 않는 간내담관이 

존재하고 있다고 보고 초음파나 단층촬영 유도 하에 PTBD를 추가하여야 한다. ERBD의 초기 합병증은 

이차성 담관염이 가장 문제가 되며 6∼30%에서 보고되고 있으며, 시술 전부터 항생제 주사요법이 필

수적이다. 

  본 법의 금기증은 EST의 상대적 금기인 출혈경향이나 급성췌장염 등이 있으며, 담도가 완전히 폐색

되었거나 굴곡이 심한 협착 등에서는 성공률이 낮으므로 경피적 담도배액술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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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피적 담도배액관 삽입술

  PTBD에 의한 외적 담도배액술은 피부밖에 유치된 도관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을 뿐 아니라 

세균감염이나 국소 동통과 담즙, 수분, 전해질 결핍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경피적으로 담도배액관을 삽

입하므로써 외적 담도배액술을 내적 담도배액술로 전환시키는 시술법이 경피적 담도배액관 삽입술이다. 

그 방법으로는 PTBD를 시행받고 있는 환자에서 그 경로를 통하여 X-선 유도하에 경피적으로 담도배액

관을 삽입한후 PTBD도관을 제거하고 내적 담도배액술을 시행한다.

  본 법의 적응증으로는 초음파검사, 전산화 단층촬영술 등으로 간문부 담관암으로 진단된 환자에서 

담도 침윤의 정확한 각 구역 담관지로의 암의 진전을 알아 보기위한 진단적 목적 및 감황을 위한 치료

적 목적으로 PTBD를 우선적으로 시행한 환자에서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고식적인 비수술

적 내적 담도배액술의 일환으로 사용될 수 있다.

  본 법에 사용되는 담도배액관은 작은 구경으로 삽입하여 담도내에서 대구경으로 확장이 가능하여 경

피적 경로를 크게 확장시킬 필요가 없는 금속성 확장형 담도배액관이 주로 사용된다. 

  1) 경피적 금속성 확장형 담도배액관 삽입술

  내시경적 담도배액술에 사용되는 금속성 확장형 담도배액관을 PTBD의 경로를 통하여 X-선 유도하에 

담관내에 유치시킨 후 PTBD 배액관은 제거하여 외적 배액술을 내적 배액술로 전환시키는 방법이다. 

이때 사용되는 담도배액관으로는 내시경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금속성 확장형 담도배액관이 사용가능하

며, Strecker 배액관, Wallstent, coil형 배액관, Diamond 배액관, Z-배액관 및 Hanaro 배액관 등이 사

용된다. 본 금속성 확장형 담도배액관은 간내담관의 일측 또는 필요에 따라 양측에 삽입되며, 양측 간

내담관에 삽입을 요할 때에는 간내담관 양측에 유도선을 동시에 삽입한 후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경

피적 경로로 담도배액관을 삽입한다.

  본 법의 단점으로는 금속성 담도배액관의 폐색이 일어나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PTBD를 시

행하여 재차 금속성 배액관을 속으로 삽입하거나, ERC를 시행하여 경구 경유두적으로 폐색된 배액관내

로 플라스틱 배액관을 삽입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 또한 수기가 매우 어려워 용이하지 않으므로 

금속성 배액관의 삽입시에는 예측되는 잔여 생존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긴 환자는 피하는 것이 좋고, 

또한 예측되는 잔여 생존기간이 너무 짧은 경우에도 내적 담도배액술로 전환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

으므로 정확한 적응증의 판단이 요구된다. 

  2) 경피적 T자 도관 삽입술

  분문부 담관암에서 양측으로 PTBD를 시행한 후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외적 담도배

액술을 내적 담도배액술로 전환시킬때 양측으로 2개의 담도배액관을 삽입하는 방법이 있지만, 담도수술

후 배액관으로 사용되는 T자 도관을 하나만을 양측 간내담관 및 총담관에 걸쳐 삽입하여 담즙이 십이

지장내로 배액되게 하는 방법이 있다. 본 법의 적응증으로는 양측 PTBD를 시행한 분문부 담관암 환자

에서 양측 모두를 내적 담도배액술로 전환시킬 경우이며, 양측 간내담관에 각각 1개씩의 담도배액관을 

경피적으로 삽입하는 방법을 대신하여 시행된다.

  본 법은 경피적으로 양측 간내담관내에 2개의 금속성 확장형 담도배액관을 유치시키는 방법에 비하

여 배액관이 폐색된 경우 경구적 경유두적으로 손쉽게 제거가 가능하며, 폐색된 T자 도관을 제거한후 

내시경적으로 플라스틱 배액관을 양측 간내담관에 유치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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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피적 내시경적 담도배액관 삽입술(PEBS)

  ERBD는 그 수기가 어려워 시술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약 14%의 실패율을 가진다.17,18 따라서 

PTBD 시행 후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내적 담도배액술을 시행할 경우 또는 ERBD가 실패하였

거나 환자 상태가 나빠 ERBD를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선 외적 담도배액술인 PTBD로 감황을 

시키고 나서 이 경로를 이용하여 손쉽게 내적 담도배액술인 ERBD를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경피적 

담도배액술과 내시경적 담도배액술의 복합적인 경로를 이용하여 외적 담도배액술을 내적 담도배액술로 

전환시키는 방법을 경피적 내시경적 담도배액관 삽입술(percutaneous endoscopic biliary stenting, 

PEBS)이라고 하며, 일명 rendezvous법이라고도 한다.3

  본 법의 적응증으로는 기존에 PTBD를 시행받은 환자에서 내적 담도배액술로 전환을 요하는 경우가 

주요 적응증이며, 또한 ERBD를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EST를 실패한 경우, 담관으로의 유도선의 선택적 

삽입에 실패한 경우, 담도협착의 상부로 유도선 또는 유도 도관의 삽입에 실패한 경우, 협착부위가 매우 

길고 단단하거나 협착부의 굴곡이 심하여 내시경적으로 담도배액관의 삽입이 어려운 경우 등을 들 수 있

다. 경유두적 경로로 조영제가 전혀 협착부 상부로 유입되지 않아 담도가 완전히 폐색되어 보이며 유도

선을 폐색된 담도의 상부로 삽입하는데 실패하여 ERBD를 실패할 경우에도 경피적 경로로 시도하면 조영

제가 완전히 폐색되어 보이는 협착부를 통하여 십이지장으로 흘러내려가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에 X-

선 투시하에 협착부를 통하여 유도선을 통과시킬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포기하지 말고 PTBD를 

통한 rendezvous법을 시행해 보는 것이 좋다. 또한 PTBD를 시행하고서도 협착부를 통하여 유도선을 통

과시키는데 실패하면 경피적 경로를 16∼18 French로 확장시킨후 경피 경간적 담도내시경(percutaneous 

transhepatic cholangioscopy, PTCS)을 시행하여 담도내시경 직시하에 협착부를 통하여 유도선의 삽입을 

시도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PTCS에 의해 성공적으로 유도선을 삽입할 수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본 법에 사용되는 담도배액관으로는 7∼11.5 French 플라스틱 배액관이 주로 사용되며, 양측 간내담

관에 2개의 배액관을 삽입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7∼10 Fr 플라스틱 배액관이 사용되고, 금속성 확

장형 담도배액관도 사용이 가능하나, 이는 경피적으로 삽입하는 것이 보다 간편하므로 본 법으로 삽입

할 이유가 없다. 

  PEBS의 가장 심각한 합병증은 담즙성 복막염(choleperitonitis)으로 이것은 PTBD 경로중 복벽측 복

막과 간 사이에 완전히 성숙되게 섬유화가 형성되지 않아 감염된 담즙이 역행성으로 담도에서 복막으

로 역류하여 발생된다. 이 합병증은 최소한 3주이상 경피적 담도배액관을 유치하여 복벽측 복막과 간 

사이에 섬유화가 형성된 다음 시술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다.19 또한 내시경적으로 담관배액관의 삽관도

중이나 유도선을 구강쪽으로 빼내는 동안 유도선의 무리한 견인으로 인해 간조직과 담도에 손상이 올 

수 있으므로 경피적 배액관 또는 7 French 동축 부우지 확장기를 십이지장내에까지 삽입하여 내-외적 

담도배액관을 조성한 시술을 시행하고, 시술자와 보조자간의 긴밀한 협조로 유도선의 장력을 최소한으

로 줄여서 이를 방지할 수 있다. 그 외에 통상적인 ERBD 시술시와 같이 담관염, 출혈, 국소동통, 급성

췌장염, 배액관 폐색, 배액관 일탈, 담낭축농 등의 합병증이 올 수 있다. 

　　

요약

  간문부 담관암은 외과적 절제술이 유일한 완치법이지만 진단 당시 30% 미만에서만 수술이 가능한 

예후가 불량한 암중이 하나이다. 간문부 담관암 환자에서 감황요법은 수술적 절제가 불가능한 경우는 

폐쇄성 황달에 병발하는 담관염을 해결하여 환자의 삶의 질 및 생존 기간의 연장을 목족으로 하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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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적 절제가 가능한 환자에서는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에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감황요

법으로는 외적 배액법과 내적 배액법이 있으며 감황요법에 사용되는 배액관은 그 재질에 따라 플라스

틱 배액관과 금속성 배액관으로 분류 할 수 있다. 간문부 담관암에서 감황치료를 위하여 어떤 시술을 

선택할 것인지는 내시경의(gastroenterologist), 외과의(surgeon), 그리고 중재적 방사선의(interventional 

radiologist)의 다전문가 간 공동보조(multispeciality team approach)가 필요하며 기대되는 환자의 생존

기간, 담관의 폐쇄 정도와 폐쇄 상태, 병원과 시술자의 경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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