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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역행담췌관조영술 후 감염
분당제생병원 소화기내과

박 주 상 

Post-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graphy Infection

Ju Sang Park

Department of Gastroenterology, Bundang Jesaeng General Hospital, Seongnam, Korea

Infection is a known complication of 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graphy 
(ERCP), occurring in up to 1.5% of cases. However, it is important to realize that true 
incidence may be underestimated because infection may go unnoticed. Post-ERCP 
infections are considered to be endogenous infections arising from the intestinal 
bacteria of the patient and introduction of exogenous bacteria through inadequately 
reprocessed duodenoscopes. During the past years, carbapenem resistance has 
become a major concern for public health. The infection outbreaks after ERCP are 
linked to breaches in adherence to disinfection manual and complex design of 
duodenoscopes difficult to reprocess. The most important risk factor for ERCP-related 
cholangitis is inadequate biliary drainage. To minimize the risk of post-ERCP infection 
it would be helpful that the volume of contrast injected into the biliary tree has to be 
minimized to obtain adequate cholangiogram. In patients with bile duct obstruction 
and failed drainage of infected bile via ERCP, every effort should be made to achieve 
prompt decompression of an obstructed biliary system. Antibiotic prophylaxis is 
recommended only in patients with biliary obstruction in which there is a possibility 
that complete drainage may not be achieved at the ER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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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2015년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앤젤레스캠퍼스(Uni-

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 로널드레이건 의료

센터에서 내시경역행담췌관조영술(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graphy, ERCP)을 시행받은 환자들 중 7명

이 carbapenem 내성 장내세균(carbapenem-resistant entero-

bacteriaceae, CRE)에 감염되었고 이 중 2명의 환자가 사망하

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원인은 오염된 십이지장경을 통한 시

술이 감염 원인이었다. 이렇듯 감염은 ERCP 후 발생할 수 있

는 합병증들 중 하나로 담관염 또는 담낭염 형태로 나타나며 

오염된 내시경 및 시술도구 또는 감염된 조영제 사용과 과도

한 조영제 주입 후 배액 실패 등이 원인이다.

ERCP 후 감염의 발생빈도는 약 1.5% 정도로(췌장염 5.4%, 



Ju Sang Park

25Korean J Pancreas Biliary Tract 2017;22(1):24-34

출혈 2.0%, 천공 0.3%, 심폐합병증 0.2%) 전체적인 발생빈도

는 낮지만 감염 중 10-20%는 중증(10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

요한 경우, 수술적 또는 침습 방사선학적 중재가 필요한 경우, 

사망의 원인이 된 경우)이며 그 중 5-10% 정도는 사망에 이를 

정도로 위험성은 상당하다.1-4

시간 경과에 따른 감염 발생률은 과거 20년간의 1.1%보다 

최근 10년간 1.7%로 의미 있게 증가하였으며 중증감염 발생

빈도 또한 감소하지 않았다. 최근 들어 ERCP 시술자들의 기

술적 수준이 높아지고 환자 간호가 최적화되었지만 이 같이 

감염 발생률이 오히려 증가하는 이유는 ERCP를 단순 진단보

다 담즙 배액 등 치료 목적으로 적응증을 제한하고 좀 더 위중

한 상태의 환자들에게 좀 더 복잡한 시술을 시행하기 때문으

로 설명된다.3

따라서 ERCP 후 감염 발생에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

하며, 환자 및 보호자에게 ERCP 후 감염이 불가피하게 발생

할 수 있고, 중증감염으로 진행할 수 있음을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감염경로를 이해하고 고위험군을 미리 파악함으로

써 감염 예방에 힘쓰는 것이 감염 발생 후 치료보다 더욱 효

과적인 방법이라 생각된다. 이번 종설에서 ERCP 후 감염에 

대한 예방적 관점에서 지금까지 보고된 논문들을 정리하고 

효과가 입증된 사안들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감염 발생 기전 및 고위험군

최근 발표된 소화기내시경시 예방적 항생제 사용에 대한 

미국 소화기내시경학회 가이드라인에서 ERCP를 식도부지

확장술, 식도정맥류경화술 등과 함께 균혈증을 가장 잘 일으

키는 내시경시술로 규정하고 있다.5

건강한 사람의 담관내 담즙은 무균 상태이지만, 담관내 질

병이 발생하거나 ERCP를 시행한 경우에는 장내세균이 장벽

을 뚫고 혈행성으로 간문맥을 통하거나 역행성 경로로 바터

씨 팽대를 통해 담관으로 이동한다.6,7 담즙내 주로 정착하는 

세균들로는 장내세균인 Escherichia coli (E.coli), Klebsiella, 

Enterococcus, Enterobacter  순으로 많고, 오염된 내시경 또는 

시술도구에 의한 의인감염인 경우 Pseudomonas가 많으며, 

혐기성 균으로는 Bacteroides가 있다.8

ERCP 후 발생하는 균혈증 발생률에 대한 연구에서 비폐쇄

성 담관질환에서는 6.4%인 반면, 담석 또는 협착과 같은 폐쇄

성 담관질환에서는 18%로 높다고 보고하였다.9 폐쇄성 담관

질환 환자에서 균혈증 발생률이 높은 이유는 치료 목적의 

ERCP를 시행할 때 담관내 정착한 세균이 조영제 주입에 의

한 담관내 압력 상승이 발생하고 특히 불완전 배액시 혈액이

나 조직 내로 세균의 침투가 용이하여 균혈증을 쉽게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패혈증 특히 고위험군 심장질환

에서는 심내막염으로까지 진행될 수 있다.

담관 폐쇄시 항생제의 담즙내 배설은 현격히 줄어들고, 담

즙내 세균에 대한 항생제의 최소억제농도가 혈액과 비교시 

천 배 이상 높기 때문에 예방적 항생제 사용은 담즙내 균 정착

을 예방하기보다는 시술 후 균혈증을 막기 위함이 목적이다. 

따라서 오염된 내시경 및 시술도구 등을 통한 담관내 세균 이

동은 내시경 소독과 멸균된 또는 일회용 기구 사용으로 예방

해야 하고, 다량의 조영제 투여 전 담관내 담즙을 충분히 흡입

하고 담석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경우 배액관을 삽입하여 

담관내 압력 상승을 막아야 하며, 특히 간문부 담관암이나 간

이식 등 면역저하 환자들에서는 시술시 더욱 주의를 기울여

야 ERCP 후 감염을 막을 수 있다.10,11

ERCP 후 균혈증 발생 위험인자는 경피적-내시경적 동시 

시술(랑데부 기술), 암성 담도 협착에서 스텐트 삽입, 원발경

화담관염, 적은 ERCP 시술 경험, 불완전한 담즙 배액 등이

다.1 ERCP 후 균혈증을 일으키는 위험인자들에 대한 국내 연

구에서는 간이식 과거력, 혈중 알칼리성 인산가수분해효소

(alkaline phosphatase, ALP) 증가, 내시경역행담관배액술

(endoscopic retrograde biliary drainage, ERBD)이 독립된 인

자로 밝혀졌다. 간이식 환자는 면역이 약해 감염에 취약하며 

주로 Pseudomonas  균혈증이 많았다. ALP 상승은 담즙 정체

를 시사하는데 이는 결국 담관 폐쇄와 연관되고 ERBD도 비

슷한 상황이다. 이 연구에서 보고된 배양균은 Escherichia가 

가장 흔하였고, Klebsiella, Pseudomonas, Stephomonas, En-

terococcus, Enterobacter  빈도 순이었다. 그리고 extended 

spectrum β-lactamases (ESBL)를 생성하는 균도 16%를 차지

하는 것으로 보고하여 통상적 항생제에 반응이 충분치 않을 

때에는 carbapenem 계열의 항생제로 변경이 필요하다.12

감염 원인 및 예방

1. 소독

ERCP 시술과 관련된 초기 감염 사례에서는 Pseudomonas

가 주된 원인균이었고 십이지장경 또는 내시경과 연결된 물

병의 오염이 감염 원인이었다고 보고하였다.13,14

미국 솔트레이크에서 발생한 감염 사례들은 당일 첫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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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ERCP를 시술받은 환자들에서만 발생하였는데, 전날 마지

막 내시경 소독 후 내시경에 소량의 균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음 날 첫 번째로 사용시 내시경의 불충분한 소독 후 다음 사

용시까지 시간 간격이 길어 감염을 일으키기 충분할 정도로 

균 증식이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15

벨기에 사례에서는 새 내시경 자동세척기를 사용한 후 

ERCP 후 균혈증 발생빈도가 1.6%에서 3.6%로 오히려 증가

하였는데, 자동세척기를 이용해도 내시경 소독이 불충분하여 

균혈증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세척기로 소독이 잘 안 되

는 내시경 채널에 대해 추가 세척 및 소독을 시행함으로써 균

혈증 발생빈도를 1.7%까지 다시 감소시킬 수 있었다고 보고

하였다.16

ERCP 후 ESBL 생성 Klebsiella pneumoniae 감염 발생을 보

고한 프랑스 연구에서는 십이지장경, 세척기, 내시경실에서 

시행한 통상적인 배양검사로는 원인 균 검출에 실패하였고, 

내시경 채널에 대한 세척 및 솔질 후에 원인균이 검출되어 

불충분한 손세척과 건조 과정이 감염의 원인이며, 적극적인 

배양검사가 십이지장경의 오염을 규명하는데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17

최근 ERCP 후 CRE 감염이 많아짐을 보고한 연구에서는 

과거에도 CRE 감염이 많았지만 대부분 간과되어 지금까지 

보고된 사례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앞으로 내시경을 

통한 CRE 감염을 막으려면 감염 관리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따라야 한다고 제안하였다.18

미국  일리노이즈에서는  ERCP 후  New Delhi metal-

lo-β-lactamase 생성 CRE 감염이 십이지장경 소독과정에 실

수가 없었는데도 발생하였고, 내시경 엘리베이터의 복잡한 

구조로 인해 ortho-phthalaldehyde 소독제를 이용한 높은 수

준의 자동소독으로도 제대로 소독이 안되고 지속적으로 균이 

검출되었는데, ethylene oxide를 이용한 가스 소독으로 바꾼 

후에야 더 이상 균이 검출되지 않아 내시경 소독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19

미국 UCLA 로널드레이건 의료센터와 네덜란드 에라스무

스 대학병원에서 발생한 CRE 감염의 원인은 십이지장경 새 

모델의 특징인 내시경 선단부의 고정된 캡과 밀봉된 엘리베

이터 와이어 채널 연결부 등의 특수한 구조로 인해 오히려 엘

리베이터 및 엘리베이터 채널 부분의 소독이 어려워져 일어

난 것으로, 사후 미국에서는 내시경 제조사 측의 자발적 리콜

과 함께 더욱 철저한 밀봉 시스템으로의 무상수리로 사태를 

해결하였다. 에라스무스병원의 경우에도 새로운 십이지장경 

사용을 중지하고서야 CRE 감염 발생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새로운 내시경 디자인이 소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판매 

전 충분한 검증과 판매 후 엄중한 감시가 법으로 정해져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20 국내에 보급된 십이지장경은 내시경 선단

의 캡을 분리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엘리베이터 채널 부위의 세

척이 용이하다.

로널드레이건 의료센터 사건 발생 직후 대한췌담도학회 정

책-질관리 위원회는 이 같은 상황이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도

록 다음과 같은 ‘십이지장경을 통한 다제내성 균주 감염 전파

를 예방하기 위한 권고’ 7가지 사항을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

하는 동시에 뉴스레터로 발송하였다: (1) 각 병원은 감염위원

회를 열어서 해당 기관의 CRE 혹은 vancomycin-resistant en-

terococcus (VRE) 감염 사례를 조사하고, 감염자에게 내시경 

시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내시경실로 통보하도록 한

다. (2) 내시경실에서는 사용 중인 십이지장경 전수를 엘리베

이터 선단을 포함하여 배양검사를 시행한다. 이후는 각 병원

의 지침에 따라 주기적인 배양검사를 시행한다. (3) 내시경실

에서는 십이지장경을 정해진 가이드라인에 따라 세척소독하

며 특히 엘리베이터와 채널을 상하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솔을 

이용하여 철저히 세척한다. (4) CRE나 VRE 감염 환자는 

ERCP 외 다른 방법의 치료를 선택하도록 유도한다. (5) CRE 

혹은 VRE 균 보유 환자가 ERCP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혹은 

십이지장경이 이러한 균에 오염된 경우 십이지장경의 세척 

및 소독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다. (6) 내시경시술 의사나 내

시경실 근무 종사자들에게 내시경을 통한 CRE 감염의 위험

성과 그 대책에 대하여 교육을 시행한다. (7) 엘리베이터가 

있는 내시경을 이용한 시술 후에는 사용한 내시경을 나중에 

확인할 수 있도록 일련번호를 결과지에 기록한다. 학회에서

는 이와 함께 십이지장경의 다제내성균 오염에 대비한 완전

한 소독 방법과 십이지장경의 구조 개선을 위해 제조사 측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 술기

간내 또는 간문부 담관 협착 환자에서 ERCP 시행시 협착 상

부 담관에 주입된 조영제가 배액이 안될 경우 담관염 발생 위

험이 높아진다. 따라서 이런 환자에게는 가급적 진단 목적의 

ERCP보다는 자기공명담췌관조영술(magnetic resonance 

cholangiopancreatography)을 시행하길 권하며 ERCP는 치료 

목적으로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간문부 담관암에서 

ERCP로 부득이 간내 담관을 조영할 시에는 먼저 유도철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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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선택적 삽관 후 삽관된 담관에 한하여 조영제를 최소

한으로 주입하고, 조영제가 주입된 담관은 가능한 배액해야 

하며, 간내 담관에 광범위하게 조영제를 과다 주입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시술 후 담관 배액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ERBD 

또는 내시경적 비담관배액술(endoscopic nasobiliary drainage, 

ENBD)을 시행해야 하고, 이러한 내시경 배액술마저 실패한 

경우에는 즉시 경피경간 담도배액술(percutaneous transhe-

patic biliary drainage, PTBD)을 시행해야 한다.21 반면에, 총담

관 담석에 의한 담관염 환자에서는 담석을 완전히 제거한 후 

예방 목적으로 ENBD를 삽입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추천되지 

않는다.22

담관염 환자에서 ERCP시 과도한 조영제 주입은 담관내 압

력을 더욱 상승시켜 담관내 감염된 세균이 혈액으로 이동할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먼저 감염된 담즙을 배액하여 

담관내 압력을 떨어뜨린 후 계획된 치료내시경 시술을 시행

하는 것이 안전하다.21 한편 국내 연구에서 조영제 주입 직전 

일정량의 담즙을 흡인하는 담관 감압이 담관염의 발생빈도를 

감소시키는데 미흡하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연구 방법에서 

대상군과 대조군 모두에게 시술 전 항생제를 투여함으로써 

담관 감압이 담관염 예방에 미치는 영향을 약화시켜 이 같은 

결과를 초래했을 가능성도 있다.23

간문부 담관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후향적 연구에서 간내 

담관조영술시 요오드 조영제 대신 공기를 사용한 경우 담관

염 발생빈도가 의미 있게 낮았고,24 Bismuth 2형 이상의 간문

부 담관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 전향적 연구에서도 공

기를 사용한 경우 요오드 조영제를 사용한 경우보다 담관염 

발생을 의미 있게 낮추었으며(4% vs. 16.6%),25 공기 대신 이

산화탄소를 사용한 경우에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5.6% vs. 

33.3%).26

3. 예방적 항생제 사용

1) ERCP시 예방적 항생제 연구들

ERCP시 예방적 항생제 사용이 시술 후 감염 예방에 유용

한지 여부를 알기 위해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이 시행되었으

나 연구 방법, 대상 환자군, 사용한 항생제 종류 및 투여 시점

들이 모두 제각기 달라 상충되는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본 

종설에서는 최근 발표된 무작위 연구 메타분석과 예방적 항

생제 사용에 대한 미국 소화기내시경학회 가이드라인을 중심

으로 예방적 항생제 사용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ERCP 후 합병증인 감염에 대한 다양한 연구 보고들이 연

구 설계부터 상이하고, 감염 발생률 자체가 상당히 낮은 특성

상 통계학적 파워를 갖기 위해서는 대규모 연구가 필요한 점

들 때문에 연구 결과들이 상충되어 예방적 항생제 유용성에 

대해서 결론을 낼 수 없었다.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 

지금까지 발표된 다수의 무작위 연구들을 모아 메타분석한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5개의 무작위 연구들에 대한 메타분석에서 ERCP 전 통상

적 예방적 항생제 투여는 담관염과 패혈증 발생빈도를 낮추

는데 실패하였다고 보고하였다.27 총 1,389명의 환자들을 대

상으로 한 7개 무작위 연구 메타분석도 앞선 논문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28 반면, 총 1,573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9

개 연구들의 코크런리뷰 분석에서는 비응급 ERCP시 예방적 

항생제 투여가 균혈증 빈도를 낮추고 담관염과 패혈증을 방

지할 수 있다고 상반된 결과를 보고하였다(Table 1).29

앞서 언급한 2개의 메타분석들과 이번 코크런분석 결과가 

서로 다른 이유는 분석에 포함된 연구 대상들에서 시행된 

ERCP의 이질성 때문으로 생각된다. 코크런분석 중 특이한 

점은 ERCP 후 담관 폐쇄가 완전히 소실된 환자군만을 따로 

분석하였을 때 예방적 항생제가 도움이 되지 않아 저자들은 

첫 ERCP에서 담관 폐쇄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환자들에서

만 예방적 항생제가 도움이 될 것이란 결론을 내렸다(Table 

2). 또한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첫 ERCP로 담관 폐쇄가 해

결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추가 연

구가 필요하며 항생제 투여 시점도 시술 중 또는 시술 후 등으

로 달리해야 함을 제언하였다.29

예방적 항생제를 조영제와 혼합하여 투여한 시도도 있었는

데, 생체 외 실험에서 조영제에 gentamicin을 혼합한 후 Pseu-

domonas균 배지에 투여하였을 때 감수성 균인 경우 균이 모

두 사멸되었으며 내성균인 경우 균 수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였다.30 그러나 비담석성 담관 폐쇄 환자에서 담관염 예방

을 목적으로 똑같은 실험을 진행한 결과 조영제에 gentamicin

을 추가해도 ERCP 후 담관염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

다. 하지만 이 실험에서 대상군과 비교군 모두에 예방적 항생

제를 미리 정맥 투여하였고 모든 예에서 스텐트를 삽관하여 

배액시켰으며 ERCP 후 담관염 발생 환자 수가 너무 적었다

는 제한점들이 있었다.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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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방적 항생제가 도움이 되는 임상 상황

(1) 감염성 심내막염 예방

2007년 미국 심장협회의 감염성 심내막염 예방에 대한 가

이드라인에서 ERCP를 포함한 소화기내시경 시술시 오로지 

감염성 심내막염 예방을 위해서는 더 이상 예방적 항생제 사

용을 권하지 않았다. 다만 감염성 심내막염 발생시 심각한 결

과를 초래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최고위험의 심장질환에서 

담관염이 발생하여 ERCP를 시행할 예정인 경우에는 예방적 

항생제 사용을 권하였다: 1) 인공심장판막 2) 감염성 심내막

염 과거력 3) 심장판막증을 가진 심장이식 환자 4) 고식적 단

락과 도관을 가진 치료받지 않은 청색증 선천성 심장질환 5) 

최근 6개월 이내에 삽입된 인공장치를 가진 치료받은 선천성 

심장질환 6) 인공패취에 잔여결손을 가진 치료받은 선천성 

심장질환. 담즙에서 분리되는 균주들 중 상기 질환 환자들에

서 심내막염을 초래하는 것은 Enterococci이므로 이 균에 의

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penicillin, ampicillin, piperacillin, 

vancomycin 등을 예방적 항생제로 투여한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가 감염성 심내막염을 예방하였음을 증명한 연구들은 아

직까지 없었다라고 가이드라인은 강조하였다.32 상기 내용은 

2015년 미국 소화기내시경학회의 위장관 내시경시 예방적 

항생제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에서도 그대로 인용되었다.5

(2) 불완전 배액

예방적 항생제는 간문부 담관암 또는 원발성 경화성 담관

염과 같이 ERCP 후 불완전한 담관배액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Table 1. Summary of studies on antibiotic prophylaxis for patients undergoing elective 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graphy29 

Author (years) Methods Indication

No. of 
participants 

(experimental/
control)

Interventions Outcomes

Brandes et al.45  
(1981)

Single center randomized All 39/79 Minocycline 200 mg PO Cholangitis, pancreatitis, 
and mortality

Sauter et al.46  
(1990)

Single center randomized All 50/50 Cefotaxime 2 g IV Bacteremia, cholangitis, 
hyperamylasaemia, and 
pancreatitis

Niederau et al.40  
(1994)

Single center randomized Therapeutic or 
complicated 
diagnostic ERCP

50/50 Cefotaxime 2 g IV Bacteremia, septicemia, 
cholangitis, and 
pancreatitis

Byl et al.33  
(1995)

Single center randomized, 
double-blind, placebo-
controlled

Therapeutic ERCP with 
common bile duct 
stone or stricture

34/34 Piperacillin infusion of  
4 g

Bacteremia, septicemia, 
cholangitis, and 
mortality

Lorenz et al.47  
(1996)

Single center randomized Biliary obstruction 
or pancreatic duct 
obstruction for 
therapeutic ERCP

40/46 Cefuroxime 1.5 g IV Bacteremia and septicemia

Van den Hazel et al.48 
(1996)

Single center randomized 
double-blind, placebo-
controlled

Suspected biliary tract 
stones or distal 
common bile duct 
strictures

270/281 Piperacillin 4 g IV Cholangitis or mortality

Räty et al.49  
(2001)

Single center randomized All 155/160 Ceftazidime 2 g IV Cholangitis, 
hyperamylasemia, or 
pancreatitis

Spicak et al.50  
(2001)

Multicenter randomized Biliary obstruction 101/175 Amoxicillin-clavulanic 
acid 2.4 g IV

Bacteremia, bacteriobilia, 
and cholangitis

Llach et al.51  
(2006)

Single center randomized Diagnostic or 
therapeutic ERCP

31/30 Clindamycin 600 mg and 
gentamicin 80 mg IM

Cholangitis and septicemia

No., number;  All, diagnostic or therapeutic; PO, per oral; IV, intravenous; IM, intramuscular; ERCP, 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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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된다. 예방적 목적으로 투여한 항생제는 시술이 끝난 

후에도 충분한 담관배액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투여해

야 한다.33 

주췌관과 연결된 췌장내 유두상 점액종양 등의 췌장 낭종

성병변 환자에서 예방적 항생제 역할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

지 없으나 통상의 ERCP시 감염률이 낮아 예방적 항생제를 

권유하지 않는다. 그러나 췌장 가성낭종 또는 괴사된 췌장조

직 내로 조영제가 우발적으로 들어가서 감염이 예상될 경우 

시술 직후 항생제 투여를 시작해서 배액이 충분히 되거나 괴

사가 호전될 때까지 계속해서 항생제를 투여함으로써 감염 

빈도를 낮출 수 있다.5

금속관을 이용한 담관 배액시 담낭관 폐쇄에 의한 급성 담

낭염 발생률이 1.9-12%로 다양하다. 막성 또는 비막성 금속

관에 따른 담낭염 발생률에 차이는 없었으며 발생한 모든 경

우가 암성 담도 폐쇄 환자여서 아마도 금속관에 의한 또는 담

낭관까지 암이 진행되어 담낭배출이 막힘으로 담낭염이 초래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 예방적 항

생제 연구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지만 아마도 도움이 될 것으

로 예상된다.34-37 

(3) 면역저하

심한 백혈구감소증(백혈구 절대수가 500/µL 미만)인 경우 

또는 진행성 혈액암인 경우 내시경 시술 후 패혈증 위험성이 

높아 이러한 경우 예방적 항생제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

나 아직 증명된 임상 연구는 없다.38

장기간 다수의 ERCP 시술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후향적 

연구에서 항생제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간이식 환자에서만 

의미 있게 감염 발생률이 높아(1.2%) 간이식 환자에서 예방

적 항생제는 필요하지만 다른 질환 환자에서의 감염 발생률

과 비교시 전반적으로 낮은 수치였다.11 반면에 121명의 간이

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ERCP 합병증 연구에서는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하였을 때 감염 발생률은 3.3%로 비간이식 환

자에서의 감염 발생률과 비슷함을 보여준 경우도 있었다.39

3) 예방적 항생제 종류 및 투여 기간

항생제 선택시 항균범위, 내성균 제거, 부작용 정도,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담즙내 정착하는 균주들 중 

α-hemolytic Streptococci는 오로지 심내막염과 관련되며 혐

기성 균주는 심한 감염에서나 드물게 동정되어 일반적으로 

예방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E.coli, Klebsiella, Enterobacter, 

Proteus, Citrobacter, Pseudomonas, Enterococci에 대항하는 

항생제를 선택하면 되지만, 지역 또는 병원별 항생제 내성 정

도 등도 감안했을 때 cefotaxime, ureidopenicillins, ciproflox-

acin, imipenem이 일반적으로 추천된다. 그 중 ciprofloxacin

이 가격적 측면뿐 아니라 담관 내로 배출된다는 점에서 좀 더 

추천된다. 만일 ciprofloxacin을 계속해서 투여해도 열이 발생

하면 Enterococci를 방어하기 위해 amoxicillin 또는 vanco-

mycin을 추가하거나 piperacillin/tazobactam으로 변경한다.10

예방적 항생제 연구들 중 통계학적으로 유용성을 보인 2개

의 무작위 연구들을 보면 고위험군인 담관 폐쇄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각각 cefotaxime과 piparacillin을 ERCP 시작 전부

터 완전 배액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투여하였으며 모두 효과

적이었다.33,40

4) 예방적 항생제 사용 실태 및 투여 정책

한 단일기관에서 6년간 32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ERCP 후 

감염 발생빈도를 연구한 결과 간문부암, 원발성 또는 이차성 

경화성 담관염, 담즙배출이 불완전한 경우, 인공판막, 심내막

염 과거력 등에만 제한적으로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한 경우

Table 2. E�ects of prophylactic antibiotics vs placebo (all patients providing data for a certain outcome)29 

Outcome No. of studies
No. of involved/participants 

(experimental, control)
Risk ratio (95% CI) P value

Mortality 7 4/639, 3/655 1.29 (0.35, 4.74) 0.71

Acute cholangitis* 8 21/706, 40/768 0.57 (0.34, 0.94) 0.028

Septicemia† 6 5/480, 21/493 0.28 (0.12, 0.68) 0.0049

Bacteremia‡ 6 24/283, 53/296 0.50 (0.33, 0.78) 0.0019

Cholangitis§ 3 6/147, 7/162 0.98 (0.35, 2.69) 0.96

No., number; CI, confidence interval.
*Right upper quadrant pain, pyrexia, and elevated inflammatory markers.
†Positive blood cultures with a systemic inflammatory response.
‡Positive blood cultures with no evidence of a systemic inflammatory response.
§Only including patients with biliary obstruction relieved at first 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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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담관염 발생률은 3.4%로 낮다라고 보고하였다. 이때 투

여한 항생제는 유럽 가이드라인에 따라 amoxicillin/clavula-

nate, gentamicin 또는 ciprofloxacin이었다.41

11년 동안 11,484명의 ERCP 시술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후

향적 연구에서도 예방적 항생제에 대한 초기 광범위한 적응

증과 후기 불완전 담관 배액이 예상되는 또는 면역저하 환자

들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적응증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한 

결과 감염률은 각각 0.28%와 0.23%로 차이가 없었으며, 다변

량 분석에서 항생제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간이식 환자에서

만 유의하게 감염 발생이 높았다(1.2%)고 보고하였다.11

예방적 항생제의 유용성과 비용에 대한 연구에서는 담관 

폐쇄 환자에서 예방적 항생제 투여가 담관염 합병증 발생을 

낮추고 비용 효과면에서도 좋았다고 보고하였다.42

최근 한 후향적 연구에서 ERCP 전 예방적 항생제 사용이 

담관내 항생제 내성균 출현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하였다. 담관염이 없는 환자들을 ERCP 시술 전 예방적 항생

제 투여 유무에 따라 두 군으로 나누었을 때 추후 췌장 및 담

도 수술시 시행한 담즙 배양에서 내성균 발생이 예방적 항생

제 투여군에서 의미 있게 높았다고 보고하여, 수술 후 감염 발

생시 적절한 항생제 선택이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외부로 배액 

시키는 ENBD보다 내부로 배액시키는 ERBD인 경우 예방적 

항생제 투여군에서 담관내 세균 수와 약제내성 균 비율이 의

미 있게 높아 가급적이면 ERBD나 예방적 항생제 사용을 피

할 것을 권고하였다.43

상기 논문들의 결론은 과거 예방적 항생제의 무분별 사용

시 ERCP 후 감염, 균혈증 발생빈도에 비해 최근 제한적으로 

사용시 오히려 감염 발생빈도가 더 낮은 현상을 들어 예방적 

항생제의 제한적 사용에 대해 정당화하는 분위기이다. 최근 

발표된 국외 예방적 항생제 사용 가이드라인들도 ‘제한적 항

생제 정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은 타당성 있고, 

비용 효과적이며, 항생제 내성 문제도 줄일 수 있어 앞으로 국

내 병원에서도 지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진단 및 치료

ERCP 후 담관염은 시술 전 발열이 없던 환자가 시술 후 24시

간 이상 38℃ 이상 열이 발생한 경우, 균혈증 또는 전신 염증성 

반응을 동반한 패혈증, 비정상 간기능 또는 기존에 담관염이 

이미 존재했던 경우에는 시술 이전보다 1가지 이상 간기능 수

치가 50% 이상 증가한 경우, 우상복부 통증이 있으면서 담도

계 이외의 원인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 황달, 혈중 백혈구 증

가, 영상 검사에서 담관 확장이 악화된 경우 진단할 수 있다.41,44 

치료로는 항생제 투여 및 수액요법과 함께 적절한 담즙 배액술

이 필요하다. 총담관 담석이 남아 있거나 유두부 부종에 의한 

담즙 정체, 삽입한 배액관의 기능 이상 등이 의심되면 ERCP를 

바로 다시 하여 적절한 담즙 배액술을 시행해야 하며, 간문부 

협착 환자인 경우에 ERCP로 배액이 어렵고 항생제 치료에도 

반응이 없다면 PTBD 시행을 고려해야 한다.

ERCP 후 담낭염은 시술 전 담낭염이 없던 환자가 시술 후 

우상복부 통증 및 발열이 있으면서 특징적인 머피 징후(Mur-

phy’s sign), 영상 검사에서 담낭 확장, 담낭벽 비후, 담낭 주변

으로 염증 확장 등의 소견이 관찰될 경우 진단할 수 있다. 항

생제 치료로 반응이 없는 경우 경피경간 담낭배액술(percuta-

neous transhepatic gallbladder drainage, PTGBD) 또는 담낭

절제술을 고려해야 한다(Fig. 1).

결  론

ERCP 후 감염 발생빈도는 낮으나 그 중 상당수는 중증이

며 사망률 또한 높다. 치료 목적의 ERCP가 증가하면서 감염 

발생률 또한 낮아지지 않고 있어 고위험군을 미리 파악하여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십이지장경의 특수한 구조로 인한 불충분한 내시경 소독이 

최근 다제내성 균주 집단 감염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어 예방

을 위해서는 철저히 소독 지침을 따라야 하고 향후 내시경 구

조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

ERCP는 치료 목적으로 시술해야 하고, 담관 협착 환자에

서 주입된 조영제를 충분히 배액해야 시술 후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ERCP시 예방적 항생제는 시술 후 불완전 담관 배액이 예

상되는 경우 권하고, 장내세균에 대항하는 항생제를 선택해

야 하며, 항생제 내성을 줄이기 위해 가급적 제한적으로 사용

해야 한다.

ERCP 후 감염이 발생하면 보존적 치료와 함께 적절한 담

즙배액술을 시행해야 한다.

요  약

ERCP는 균혈증을 잘 일으키는 시술이며 시술 후 감염 발

생빈도는 약 1.5% 정도로 낮으나 그 중 상당수는 중증이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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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률 또한 높다. 최근의 ERCP 후 감염 발생률이 치료 목적의 

시술 증가로 감소하지 않아 시술 전 폐쇄성 담관질환 등과 같

은 ERCP 후 감염 고위험군을 미리 파악하여 감염을 예방하

는 것이 효과적이다.

과거에는 불충분한 내시경 소독 또는 오염된 시술도구로 

인해 ERCP 후 감염이 발생하였으나 최근 들어서는 십이지장

경 엘리베이터 채널의 특수 구조에서 기인된 소독 취약성으

로 인해 제조사의 소독 지침을 철저히 따르더라도 CRE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

한췌담도학회에서 공지한 ‘십이지장경을 통한 다제내성 균주 

감염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권고 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보다 

완벽한 소독방법과 내시경 구조개선에 대해 제조사 측과 논

의가 필요하다.

간내 담관 또는 간문부 협착 환자의 경우 진단 목적으로는 

MRCP를 시행하길 권하며 ERCP는 철저히 치료 목적으로 시

행해야 한다. ERCP시 먼저 유도철사를 이용해 선택된 담관

에 한해 조영제를 최소한으로 주입해야 하며 주입된 조영제

는 가능한 완전히 배액하여 담관염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 담

관내 조영제 주입 전 충분한 담즙 배액이나 조영제 대신 공기 

또는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담관 조영이 시술 후 담관염 예방

에 도움이 된다.

ERCP 시술 전 예방적 항생제 사용이 시술 후 감염을 막는

지 여부를 알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최근까지 발표되었지만 

대상 환자와 방법의 다양성으로 인해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

았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 권유할 수 있다. 감염성 심내막염 발

생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최고위험 심장 상태에서 

담관염으로 ERCP를 시행할 경우, 간문부 담관암 또는 원발

성 경화성 담관염과 같이 ERCP 후 불완전한 담관 배액이 예

상되는 경우, 췌장 가성낭종 또는 괴사된 췌장조직 내로 조영

제가 우발적으로 들어가서 감염이 예상될 경우, 금속관을 이

Fig. 1. Summary of prevention, diagnosis and treatment of post-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graphy infection. ERCP, 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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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담관 배액시, 간이식 등 면역저하 환자에서는 시술이 끝

난 후 충분한 배액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예방적 항생

제를 투여해야 한다. E.coli, Klebsiella, Enterobacter, Proteus, 

Citrobacter, Pseudomonas, Enterococci에 대항하는 항생제

를 선택하며, cefotaxime, ciprofloxacin, ureidopenicillins, 

imipenem이 일반적으로 추천되며 상기 항생제 투여 후에도 

계속해서 감염이 호전되지 않으면 Enterococci를 방어하기 

위해 amoxicillin 또는 vancomycin을 추가하거나 piperacillin/

tazobactam으로 변경한다.

최근 제한적 항생제 사용을 하면서 광범위한 예방적 항생

제를 사용하던 과거에 비해 ERCP 후 감염 또는 균혈증 발생

이 감소하여 ‘제한적 항생제 정책’으로 나아가는 것이 타당성 

있고 비용 효과적이며 항생제 내성 문제도 줄일 수 있겠다.

ERCP 후 담관염 또는 담낭염이 발생하면 항생제 투여 및 수

액요법과 함께 불충분한 담즙 배액이 의심되는 경우 ERCP를 

재시행하여 적절한 담즙 배액술을 시행해야 하며, ERCP로 배

액이 어렵거나 항생제 치료에도 증상 또는 간기능 이상이 개

선되지 않으면 PTBD 또는 PTGBD를 즉시 고려해야 한다.

국문 색인: 내시경역행담췌관조영술, 담관염, 담낭염, 소독, 

예방적 항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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