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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종  길

여수전남병원

서론      

총담관결석증은 외과적인 처치를 필요로 하는 중요한 질환으로 폐쇄성 황달, 담관염, 췌장염을 동반할 수 

있으며, 담낭절제술을 시행 받은 환자에서 동 치료기간에 많게는 15%에서 동반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 

중 약 1/3에서는 자연적으로 십이지장으로 통과하여 증상이 사라지지만 나머지 환자들은 결국 내시경적 혹은 

수술적 조치를 필요로 하게 되며, 자연 통과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총담관결석증

이 발견되면 제거하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다(1). 담석증 환자에서 총담관결석증이 동반되면 사망률, 이환율, 

비용부담이 증가하며 담관염 또는 췌장염 등이 합병될 수 있다. 따라서 총담관결석증의 적절한 처치는 환자의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줄이고 비용부담을 줄여주는 최선의 선택이 고려되어야 한다(2-5). 이러한 상황에서 총

담관결석증의 처치방법으로 다양한 선택사항이 있을 수 있으나 많은 병원에서 술기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복강

경 총담관 탐색술에 대한 고려 없이, 수술 전에 내시경역행췌담관조영술(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

pancreatography, ERCP)와 내시경조임근절개술(Endoscopic endoscopic sphincterotomy, ES)를 시행하고 담석

증에 대해서는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시행하는 방법이나, 일반적인 개복술을 통한 담낭절제술 및 총담관 탐색

술로 총담관결석증을 제거하는 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6-8). 하지만 ERCP/ES에는 몇 가지 단점이 존재한

다. 우선, Transter, Thomson은 결석 제거율이 낮게는 75%까지도 보일 수 있으며 췌장염 또한 ERCP/ES에 뒤

따르는 문제로 높게는 7%까지도 보고되었으며, 이와 관련한 사망률이 0.2∼2.3%까지 보고된 바 있다(9). 이 

밖에도 출혈(3%), 십이지장 천공(1%)이 동반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유두 손상에 따른 협착이 10-33%까지도 

합병될 수 있어 맹목적으로 총담관결석증의 일차 치료로써 ERCP/ES를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다(10). 

담낭염을 동반하고 있는 환자에서는 ERCP/ES 후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시행하여야 하는 두 번의 과정을 거치

면서 심리적, 신체적, 비용적 측면에서 부담이 증가하며 특수 장비와 잘 훈련된 소화기 내시경 전문의가 필요

하여 2차병원에서의 시행에 제약이 따른다. 

최근 복강경 수술이 발전함에 따라 총담관결석증의 복강경 접근법에 대한 유용성과 만족할 만한 결과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다. ERCP/ES 후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시행한 군과 복강경 담낭절제술과 총담관 탐색술을 동

시에 시행한 군과의 비교 연구에서 결석 제거율과 이환율의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며, 

한 번의 시술로 치료가 완료되어 비용과 재원기간도 단축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11-14). 또한 총담관의 해부

학적 변형이나 내시경적으로 제거하기 어려운 총담관결석증도 복강경 총담관 탐색술이 도움이 될 수 있다(8). 

이전에 위절제술 후 Billroth II 재건술을 받은 환자는 내시경을 통한 결석 제거율이 62.5%까지도 낮아질 수 

있으며, 팽대부 주위 게실이 있는 경우에도 내시경적 시술이 제한되어 이런 환자군에서도 복강경 담관 탐색술

은 가치를 발하게 된다(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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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복강경을 통해 총담관결석증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담낭관으로 접근하거나 총담관으로 직접 접근하는 방법

이 있다. 담낭관을 통해 접근하는 방법은 총담관절개술(choledochotomy)과 복강경을 이용한 봉합을 피할 수 

있어 덜 침습적이며 비용적, 시간적 이점 때문에 선호되지만 총담관결석이 1 cm 이상, 담낭관보다 근위부에 

있는 경우, 10개 이상인 경우나 담낭관의 염증이 심한 경우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17). 총담관절개술을 통한 

담관으로의 접근은 보통 담낭관으로 접근이 실패할 경우 사용되며 담도의 근위부를 볼 수 있는 점이 장점이 

있다.

복강경 총담관 탐색술을 시도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복강경 담낭절제술시 사용되는 장비 이외에 꼭 필요한 

장비를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 담관조영술 카테터(Cholangiography catheter)

- 4-5 Fr 포가티 카테터(Fogarty catheter)

- 결석제거를 위한 바스켓(Stone extractor basket)

- T-자관(T-tube)

- 담도경(Choledochoscope)

- 체내 봉합을 위한 바늘잡개(Intracoporeal needle holder)

- 결석 제거 겸자 (Stone forceps)

- 담낭관 확장기(Pneumatic dilators)

본원에서는 모든 예에서 총담관절개술을 통한 방법을 이용하였기에 담낭관을 통한 방법은 여기에서는 논

외로 한다. 

Berthou 등(18)은 137예의 총담관절개술을 통한 복강경 총담관 탐색술을 시행하여 97.1%의 결석 제거율과 

11.6%의 합병증을 보고하였고, Giot 등(19)과 Dorman 등(20)은 각각 93.3%와 94.4%의 결석 제거율을 보고하

였다. Dorman 등의 연구에서는 잔류 결석을 ERCP/ES로 효과적으로 처리하였다. 하지만 총담관절개술은 총담

관결석의 제거에는 매우 효과적이지만 총담관이 7 mm 이하인 경우 담관협착증의 위험이 있으며 담즙 누출의 

가능성이 증가하며 정교한 술기를 요하는 단점이 있다(21). 게다가 담낭관 접근법에 비해 수술시간이 길어지

고 합병증이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다(22). 본원에는 11예에서 다양한 정도의 담즙 누출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특정방법의 사용보다는 적당한 기준을 가지고 적절한 환자 선택에 따른 합당한 방법을 택해야 하

겠다.

수술은 전신 마취하에 앙와위에서 배꼽 직하방에 10 mm 트로카를 삽입하여 비디오 포트로 이용하고, 명

치부위와 우상복부에 각각 5 mm 트로카를 삽입하여 각각 견인 및 박리등의 작업 포트로 사용하였으며, 간혹 

시야 확보를 위해 우상복부에 5 mm 트로카 1개를 더 삽입한 예도 있었다. 복강경은 대개는 0도 카메라를 사

용하였으나 비만도가 심하거나 해부학적 변형 등으로 총담관의 노출이 힘든 환자에서는 수술 중에 30도 카메

라로 교체하였다. 먼저 Calot 삼각과 총담관을 노출시킨 후 담낭 내부의 결석이 담낭관을 통해 흘러 내려오지 

못하도록 Calot 삼각을 박리하여 담낭관을 클립으로 폐쇄한 후 담낭관과 총담관의 전면부를 박리하여 해부학

적 구조를 확인한 후 일반적인 방법으로 담낭절제술을 시행하고 담낭은 견인에 사용하기 위하여 담낭관과 분

리하지 않고 체내에 그대로 둔 후 총담관절개술을 통해 총담관을 탐색하였다. 추후 제거될 결석과 담낭을 체

외로 빼내기 위한 비닐 주머니를 체내로 삽입하여 횡경막 하부에 두고 이후 시술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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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ube Primary repair P-value
(n=45) (n=14)

Bile leak 4 (8.9%) 7 (50%) 0.001
Bile leak day   6.75   4.86 0.601

*Group A: operation in 1996 to 1999, †Group B: operation in 2000 to 2009.

Table 1. Repair method after choledochotomy

총담관절개술 후 심와부의 트로카를 뺀 상태로 복벽을 통하여 결석 제거 겸자 및 담도경을 체내로 삽입하

여 담관 탐색에 이용하였다. 총담관결석의 제거는 주로 결석 제거 겸자(stone retrieval forceps)를 이용한 직

접 제거, 담도경 직시하 결석 제거 바스켓(Dormia basket), 식염수 세척을 이용해 부유 상태로 만든 후 흡인 

등의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총담관 하부의 작은 결석은 카테터를 이용하여 십이지장내로 밀어내기도 

하였다. 

담관절개술을 시행한 부위의 총담관은 봉합시에 T-자관을 삽입하여 담즙을 체외로 배액하거나 스텐트를 

넣어 내부로 배액하기도 하며 그냥 일차봉합을 시행하여 총담관의 배액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T-자관은 총담관 수술 후 감압에 도움이 되고, 잔류 총담관결석증을 담관 조영술로 확인 가능하며, T-자관을 

통해 제거 가능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된다. 하지만 Denzil 등은 T-자관과 관련한 담즙 누출에 의한 

복막염 사례를 보고하면서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다고 하였다. T-자관 유치가 수액과 전해질 장애, 관의 자리

이동, 균혈증과 관련되어 있고, T-자관 제거 후 담즙 누출, 복막염 및 이로 인한 패혈증에 빠질 수 있으며 긴 

재원기간, 고비용, 재수술 가능성 증가와 관련되어 있어 T-자관의 사용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23). 일차 

봉합은 합병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직까지 널리 사용되는 방법은 아니지만 일차 봉합에 비해 T-자관 사

용을 권장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담즙누출과 관련한 복막염의 발생이 T-자관을 사용한 군에서 

더 높았다(2.9% vs 1%)는 보고도 있다(24). 아직까지 복강경을 통한 담관절개술 후에 일차봉합과 T-자관을 사

용한 군의 비교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미미한 실정이며 본원의 증례로 비교 연구를 시도하여 보았다. 전신 

상태가 양호하여 생체 징후에 이상이 없고, 패혈증 상태가 아니며, 총담관의 직경이 1 cm 이상, 주변 조직의 

염증이 심하지 않고, 담관절개술후 관찰된 총담관 변연이 어느 정도 두께가 있으며, 담도경 직시하에 오디 괄

약근을 통해 카테터가 십이지장으로 통과되는 경우에서는 선택적으로 일차 봉합을 시행하였다. 수술 후 총담

관의 봉합 방법에 따라 환자 군을 T-자관을 사용한 군과 일차봉합을 시행한 군으로 나누어 담즙 누출의 발생

을 비교한 결과 T-자관을 사용한 군에서 8.9% (4/45), 일차봉합을 시행한 군에서 50% (7/14)을 보여 일차봉

합을 시행한 군에서 더 많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Table 1). 하지만 담즙 누출의 대부분(11예 중 10예)

의 예에서 경과 관찰과 보존적 치료를 통해 호전되어 경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재원 기간, 이환율과 

사망률에는 차이가 없었다. Gurusamy와 Samraj는 일차봉합과 T-자관 사용 군과의 비교 연구를 시도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유의한 결과를 끌어내지는 못하였다(24). 한편 앞서 언급한 Denzil 등(23)의 의견과는 다르게 본원

에서는 담즙 누출로 인해 개복을 통한 재수술을 시행한 1예가 일차봉합을 시행한 군에서 나타나 복강경 총담

관 탐색술에서의 봉합 방법에 대해 향후 더 많은 전향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복강경 수술은 이전 복부 수술은 복강 내 유착이 심할 경우 트로카 삽입이나 시야 확보가 어

려워 복강 내 손상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복 수술로의 전환 요인으로 보지만 Akyurek 등은 복강경 담

낭절제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전에 복부 수술을 받은 군과 받지 않은 군에서 개복 수술로 

전환하는 비율은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보고한 바 있다(25). 본원에서도 16예의 환자들이 이전에 복부 수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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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A* (n=26) Group B† (n=34) P-value

Stone clearance rate  26 (100%)  33 (97.1%) 0.378
Operation time (minutes) 171.6±87.3 143.0±46.3 0.108
Trochar    4   3.2 0.000
Open conversion    0 (0%)   2 (5.9%) 0.208
Hospital stay   11.4  16.9 0.003
T-tube: Primary repair   25：0   20：14 0.000

*Group A: operation in 1996 to 1999, †Group B: operation in 2000 to 2009.

Table 3. Operative results

Group A* (n=26) Group B† (n=34) P-value

Sex (M/F)   11/15    9/25 0.197
Age 60.5±15.4 72.6±11.1 0.001
Comorbidity  7 (26.9%) 21 (61.8%) 0.007
GB stone 13 (50%) 18 (52.9%) 0.686

*Group A: operation in 1996 to 1999, †Group B: operation in 2000 to 2009.

Table 2. Preoperative characteristics of the patient

받은 기왕력이 있었으나 이들 중 총담관 탐색술과 관련한 개복 수술로 전환한 예는 없었으며, 다만 1예에서 

심한 유착으로 인한 시야 장애로 십이지장 손상이 발생하여 개복하여 십이지장의 일차 봉합을 시행했던 사례

가 있었다. 그러므로 단순히 이전에 복부 수술을 받았다는 기왕력만으로는 복강경 총담관 탐색술의 부적응증

이 되기는 힘들며 그만큼 복강경 총담관 탐색술이 유용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본원에서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복강경 총담관 탐색술을 시행하여 내시경적 시술 그룹과 비교 연구는 할 

수 없었으나 결석제거율은 98%를 보이고(잔류 결석은 1예에서 관찰), 수술 후 합병증에 대해서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였다. 수술 관련 합병증은 60예 중 13예였으나 대부분 미미한 정도의 담즙 누출로 경과 관찰로써 

호전되었고, 1예에서는 개복을 통한 재수술을 시행하였으나 12예에서 수술 후 추가 처치를 요하지 않았던 점

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또한 수술 기간에 따른 평균 수술 시간의 감소와 트로카의 

평균 사용 개수의 감소는 술기의 적응에서 진전이 있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재원 기간은 오히려 증가하

였으나, 2차병원의 특성상 본인이 원하는 경우 재원 기간이 길어지는 점과 나이, 동반질환 여부 등의 관련인

자가 많아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어 보인다(Table 2, 3).

참고문헌      

1. Verbesey JE, Birkett DH. Common bile duct exploration for choledocholithiasis. Surg Clin North Am. 2008 

Dec;88(6):1315-28, ix.



Laparoscopic CBD Exploration

75

2. Zhang WZ, Chen YS, Wang JW, Chen XR. Early diagnosis and treatment of severe acute cholangitis. World 

J Gastroenterol 2002;8:150-2.

3. Kohut M, Nowak A, Nowakowska-Duiawa E, Marek T. Presence and density of common bile duct 

microlithiasis in acute biliary pancreatitis. World J Gastroenterol 2002;8:558-61.

4. Liberman MA, Phillips EH, Carroll BJ, Fallas MJ, Rosenthal R, Hiatt J. Cost-effective management of com-

plicated choledocholithiasis: laparoscopic transcystic duct exploration or endoscopic sphincterotomy. J Am 

Coll Surg 1996;182:488-94.

5. Urbach DR, Khajanchee YS, Jobe BA, Standage BA, Hansen PD, Swanstrom LL. Cost-effective management of 

common bile duct stones: a decision analysis of the use of 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graphy 

(ERCP), intraoperative cholangiography, and laparoscopic bile duct exploration. Surg Endosc 2001;15:4-13

6. Schirmer B, Winters KL, Edlich RF. Cholelithiasis and cholecystitis. Journal of Long-Term Effcts of Medical 

Implants 2005;15(3);329–38.

7. Riciardi R, Islam S, Canete JJ, Arcand PL, Stoker ME. Effctiveness and long-term results of laparoscopic 

common bile duct exploration. Surgical Endoscopy 2003;17(1):19–22.

8. Tai CK, Tang CN, Ha JPY, Chau CH, Siu WT, Li MKW. Laparoscopic exploration of common bile duct in 

difficult choledocholithiasis. Surg Endosc 2004;18:910-14.

9. Tranter SE, Thompson MH. Comparison of endoscopic sphincterotomy and laparoscopic exploration of the 

common bile duct. Br J Surg 2002;89:1495–504

10. Phillips EH, Liberman M, Carroll BJ, et al. Bile duct stones in the laparoscopic era. Is preoperative 

sphincteromy necessary? Arch Surg 1995;130:880-885.

11. Changiz Gholipour, Rosita A. Shalchi, Mehrshad Abbasi. Efficacy and safety of early laparoscopic common 

bile duct exploration as primary procedure in acute cholangitis caused by common bile duct stones. 

2007;17(5);634-38

12. Cuschieri A, Lezoche E, Morino M, Crace E, Lacy A, Toouli J, et al. EAES multicenter prospective rando-

mized trial comparing two-stage vs single-stage management of patients with gallstone disease and ductal 

calculi. Surg Endosc 1999;13:952–957.

13. Rhodes M, Sussman L, Cohen, Lewis MP. Randomized trial of laparoscopic exploration of common bile duct 

versus postoperative 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graphy for common bile duct stones. Lancet 1998; 

351:159–61.

14. Suc B, Escat J, Cherqui D, Fourtanier G, Hay JM, Fingerhut A, et al. Surgery vs endoscopy as primary 

treatment in symptomatic patients with suspected common bile ductstones: a multicenter randomized trial. 

French Associations for Surgical Research. Arch Surg 1998;133:702–8.

15. Lin LF, Siauw CP, Ho KS, Tung JC. ERCP in post-Billroth II gastrectomy patients: emphasis on technique. 

Am J Gastroenterol 1999;94:144–8.

16. Lobo DN, Balfour TW, Iftikhar SY. Periampullary diverticula: consequences of failed ERCP. Ann R Coll Surg 

Engl 1998;80:326–31.

17. Lyass, et al. Laparoscopic transcystic common bile duct exploration. Surg Endosc 2006;20:S441-S445.

18. Berthou JC, Drouard F, Charbonnea P, Moussalier K. Evaluation of laparoscopic management of common 

bile duct stones in 220 patients. Surg Endosc 1998;12:16-22.

19. Gigot JF, Navez B, Etyienne J, Cambier E, Jadoul P, Kestens PJ. A stratited intraoperative surgical strategy is 

mandatory during laparoscopic common bile duct exploration for common bile duct stones. Surg Endosc 

1997;11:722-28.

20. Dorman JP, Franklin ME, Glass JL. Laparoscopic common bile duct exploration by choledochotomy. Surg 

Endosc 1998;12:926-28.

21. Crawford DL, Phillips EH. Laparoscopic common bile duct exploration. World J Surg 1999;23:343-49.

22. Thompson E, Tranter SE. All-comers policy for laparoscopic exploration of the common bile duct. Br J Surg 

2002;89:1608-12.



2009 한국간담췌외과학회 연수강좌

76

23. Denzil Garteilz Martinez, Alejandro Weber Sanchez, Maria Elena Aconsta. Laparoscopic T-tube choledohotomy 

for biliary lithiasis. Journal of the Society of Laparoendoscopic Surgeons 2008;12:326-31.

24. Gurusamy K, Samraj K. Primary closure versus T-tube drainage after open common biile duct exploration. 

Cochrane Database Syst Rev 2007(1):CD005640.

25. Nusret Akyurek, Bulent Salman, Oktay Irkorucu, Oge Tascilar, Osman Yuksel, Mustafa Sare, et al. 

Laparoscopic cholecystectomy in patients with previous abdominal surgery. 2005;9;178-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