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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CP를 시작하는 의사가 알아야 하는 기본 지식들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내과

이정욱ㆍ남형석

Basic Knowledge that Doctors Starting ERCP Should Know

Jung Wook Lee, Hyeong Seok Nam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Yangsan Hospital, Pusan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Yangsan, Korea

The first 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graphy (ERCP) wad performed 
in 1968. With tremendous progress in techniques, instruments and devices, ERCP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modern medicine for the diagnosis and management of 
various pancreaticobiliary diseases. ERCP has a potential risk of various complications 
even in the hands of the experts. The incidence of all ERCP-related complications is 
known to be about 4–10%, and that of fatal complications to be less than 0.5%. In 
order to prevent and minimize its side effects, the everyone who performs ERCP needs 
to fully understand various techniques and also recognize and deal with ERCP-related 
complications. In this review, we have summarized the must-know points in techniques 
and complications of ERCP for the begin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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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내시경역행담췌관조영술 ( e n d o s c o p i c  r e t r o g r a d e 

cholangiopancreatography, ERCP)은 1968년 처음 시행된 이후 

다양한 췌장담도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있어 기본적이며 

중요한 시술이 되었다. 그러나 ERCP는 다른 내시경 시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술의 위험 요소가 크며, 여러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여러 술기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 전체 ERCP 

합병증 발생률은 4-10% 정도로 보고되고 있으며, 중대한 

합병증은 0.5% 미만으로 알려져 있다. 본고에서는 ERCP를 

시작하는 의사가 알아야 하는 다양한 가이드라인의 종합적인 

내용과 합병증 및 이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다루어 

보고자 한다.

본 론

1. ERCP 적응증

ERCP는 시술과 관련된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적절한  적응증에  해당하는  환자를  선별하여  꼭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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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만 시행해야 한다. 현재 ERCP는 치료 목적으로 주로 

시행되고 있으며 과거 진단 목적의 ERCP는 자기공명영상 검사 

및 초음파 내시경 등의 검사로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 

소화기내시경학회에서 인정한 ERCP 적응증과 비적응증은 

Table 1과 같다.1

2. 선택적 담관 삽관술

성공적인 담관 삽관은 담관에 대한 모든 치료 및 검사를 

위하여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ERCP를 실패하는 가장 흔한 

원인은 선택적 담관 삽관의 실패이고, 담관 삽관 시도 횟수가 

증가하면 ERCP 관련 합병증이 증가한다. 담관 삽관 성공률에 

대한  유두  괄약근  절개도( sphincterotome)와  ERCP 

도관(catheter)의 무작위 대조 연구에서 84% vs. 62% (p<0.05)로 

전자가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 2,3 이는  유두  괄약근 

절개도에는 유연한 끝이 있고 각도 조절이 가능하여 상방 보기 

자세(look-up position)를 가능하게 하며, 끝을 적절한 축으로 

조정하는 데 유리하고 ERCP 도관 삽관에 비하여 유두 괄약근 

절개도 삽관에 따른 합병증 증가는 보이지 않았다(p=0.30).4 

3. 내시경 유두 괄약근 절개술

내시경 유두 괄약근 절개술(endoscopic sphincterotomy, 

EST)이란 유두 괄약근 절개도를 주유두부(major papilla)를 

통하여 담관에 삽관한 후 고주파 전류를 이용하여 절개하는 

시술을 말한다. 담관 담석의 제거에 있어 EST를 이용한 내시경 

치료와 수술을 비교한 메타분석 연구에 의하면 담석 제거율, 

사망률과 합병증 발생률에 있어 통계학적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5

2020년  ERCP 합병증에  대한  European Society  of 

Gastrointestinal Endoscopy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출혈 합병증 

위험도에 따르면 EST는 고위험 시술(high risk procedure)로 new 

oral anticoagulants이나 클로피도그렐 등의 항혈소판제 복용, 

급성 췌장염 환자에서 시행하는 것은 상대적 금기이다.6 대규모 

전향 분석에 따르면 아스피린과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는 EST 

후 출혈의 위험인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7 항혈소판제의 

지속 혹은 중단은 EST 후 출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continuation odds ratio [OR] 0.67; 95% confidence interval [CI] 

0.21-2.11, and withdrawal OR 1.25; 95% CI 0.90-1.74).8 그러나 

비아세틸 살리실산 항혈소판제제는 중단해야 한다.6

EST 후 출혈의 위험인자로는 만성 신부전, 고혈압, 심장 질환, 

간경변증, 혈소판 수 감소, 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 level 

증가 및 항혈소판제 복용 등이 있다.9 시술 전 교정 가능한 

위험인자를 미리 교정 후 절개술을 시행해야 EST 후 출혈을 

예방할 수 있다.9 EST 시 사용되는 고주파 전류의 종류에 

따라서도 출혈 위험도는 달라지는데, 절단파(cutting wave)의 

Table 1. Indications and contraindications of ERCP (modified from 
American Society for Gastrointestinal Endoscopy1)

내시경역행담췌관조영술이 필요한 경우

A. 담도 폐쇄 의심

B. 황달은 없으나 췌관 또는 담도 질환을 시사하는 임상 및 생화학 또

는 영상 검사 결과가 나온 경우

C. 췌장 악성 종양 시사하는 증상 또는 징후가 있으나 영상 검사(예, 

EUS, 복부 초음파, CT, MRI)에서 확실하지 않은 경우

D. 췌장염 원인 평가

E. 만성 췌장염이나 췌장 가성 낭종의 수술 전 평가

F. Oddi 괄약근 압력 측정 

G. 내시경 괄약근 절개술:

1. 총담관석

2. 유두부 협착 또는 Oddi 괄약근 기능 이상

3. 담도 스텐트 삽입 또는 담도 협착의 확장

4. Sump 증후군

5. 주유두 침범 총담관류

6. 수술 대상이 되지 않는 주요 유두부암

7. 췌관 질환 내시경 시술

H. 양성 또는 악성 협착, 누공, 수술 후 담즙 누출, 제거불가한 큰 총담

관석을 갖는 고위험 환자에서 스텐트 삽입

I. 담관 또는 췌관 협착의 확장

J. 유두의 풍선 확장

K. 경비 배액관 삽입

L. 가성 낭종 배액

M. 췌관 또는 담관 조직 검사

N. 주유두 선종 신생물의 팽대부절제술

O. 담도와 췌관 질환 치료

P. 담관경 또는 췌관경 검사 

내시경역행담췌관조영술의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A. 진단 목적의 내시경역행담췌관조영술(자기공명담췌관조영술 및  

초음파 내시경으로 대체)

B. 담관 질환의 증거가 없는 담낭 질환의 평가

C. 치료 계획 변화가 예상되지 않는 췌장 악성 종양의 추가 평가

ERCP, 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graphy; EUS, 
endoscopic ultrasound; CT, computed tomography; 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Jung Wook Lee, et al.

91Korean J Pancreas Biliary Tract 2021;26(2):89-97

단독 사용보다 응고파(coagulation wave)를 동시에 사용하거나 

Endocut 모드를 사용하는 것이 예기치 않은 절단(zipper cut)의 

위험을 줄이며 출혈률을 감소시켰다.10 따라서 췌장염 감소 및 

출혈 위험도를 낮추기 위하여 Endocut 모드를 사용한다.10 유두 

괄약근 절개도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절개 철사 길이  

20 mm와 30 mm의 비교 연구에서는 두 군 간 차이가 없었다.10

 출혈과 절개 방향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10-11시 방향의 혈관 

특히 동맥 분포는 10-11%로 낮아 출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11-12시 방향으로 절개하는 것이 좋다.11 절개 크기는 가로주름 

(transverse fold)을 넘지 않는 경우를 소절개, 유두부 돌출 

부위(papillary bulge)의 상부 경계(superior margin)에 도달하면 

대절개, 그 중간은 중절개로 분류한다(Fig. 1). 유두부 상부 

괄약근(superior sphincter)은 십이지장 측벽(lateral wall)의 

담관까지 확장되어 있으며 십이지장 내강내로 돌출된 유두부의 

상연이 중간 괄약근(middle sphincter)에 해당한다. 따라서 

유두부 상부 괄약근을 지나서 절개하면 천공의 위험이 증가하고 

천공을 예방하기 위해 유두부 상연 이상으로 절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ST에 사용되는 고주파 전류는 심박동기(cardiac pacemakers)나 

삽입형 제세동기(implantable cardioverter-defibrillator)를 

간섭할 수 있고 고장을 일으키거나 주요 작동 메커니즘을 

손상시킬 수 있고 사망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12 따라서 EST 전 

순환기내과 전문의와 상담해야 한다.12 완전 방실 차단의 경우 

EST 전 VOO 또는 DOO 모드와 같은 비동기화 방식(asynchronous 

setting)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다.12 또한 시술 시 심전도, 혈압 및 

산소포화도 감시를 반드시 해야 한다.12

담석 췌장염(biliary pancreatitis) 환자에서 72시간 이내에 

시행하는 조기 ERCP를 시행한 군과 보존적 치료를 한 군 

사이의 비교 연구에서는 사망률(relative risk [RR] 0.74; 95% CI 

0.18 to 3.03), 국소 및 전신 합병증 발생률(RR 0.86; 95% CI 0.52 

to 1.43; and RR 0.59; 95% CI 0.31 to 1.11 respectively) 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13 그러나 담관염을 동반한 경우 

조기 ERCP군에서 사망률(RR 0.20; 95% CI 0.06-0.68), 국소 및 

전신 합병증(RR 0.45; 95% CI 0.20-0.99; RR 0.37; 95% CI 

0.18-0.78)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발생하였다. 또한 

담관염 환자에서 담도 폐색이 동반된 경우 조기 ERCP군이 국소 

합병증(RR 0.54; 95% CI 0.32-0.91) 발생이 유의하게 낮았다.13 

따라서 황달을 동반한 담석 췌장염의 경우 조기에 ERCP를 

시행하는 것이 강력히 권장된다.

4. 예비 절개술(precutting sphincterotomy)

선택 삽관이 어려운 경우 담관 삽관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것보다 예비 절개술을 이용하는 경우 담관 삽관율(deep biliary 

cannulation rate)이 더 높다. 그러나 출혈과 천공의 위험도 역시 

증가하며 ERCP 후 췌장염의 발생률도 증가시킨다.14,15 예비 

절개술은 유두부 상부에서 원위부 방향이나 근위부 방향으로 

절개하며 시술 중 4-38%에서 시행되었으며 담관 선택 삽관의 

성공률은 35-96%로 보고되었다.2 췌장 스텐트 삽관 후 예비 

절개술을 진행하면 췌관의 방향을 확인하면서 담관 절개를 할 

수 있으며 ERCP 후 췌장염을 예방할 수 있다.16 예비 절개술은 

유두 절개술보다 합병증이 더 많이 발생하므로 유두절개술로 

Fig. 1. Small incision, medium incision and large incision. Fig. 2. Double guidewire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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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삽관이 불가능할 경우 시도해야 한다.

주췌관에 유도 철선이 삽관된 경우 이를 제거하지 않고 두 

번째  유도철선을  사용하여  선택  삽관을  시도하는  이중 

유도철선법(double guidewire technique) (Fig. 2) 또한 유두부를 

안정화시키고, 공통관(common channel)을 직선화 시키며 

유도철선(guidewire)을 아래 방향으로 이동시켰을 때 담관 

입구가 개구되는 효과가 있어 담도 삽관을 보다 용이하게 해줄 

수 있다.2 담관 선택 삽관에 실패한 경우 endoscopic ultrasound 

(EUS) 유도하 19G 바늘을 이용하여 간외 담도를 천자한 후  

260 cm의 짧은 유도 철선을 삽입하여 유두를 통과시킨 후 

십이지장경으로 변경하여 담관 선택 삽관을 시도하는 EUS 

유도하 랑데뷰법(EUS guided rendezvous technique)도 최근 

사용된다.17 후향적 비교 연구에 따르면 EUS 유도하 랑데뷰법이 

예비 절개술보다 우수한 담도 삽관율을 보여주었고(98.3% vs. 

90.3%; p=0.03) 합병증 비율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3.4% vs. 

6.9%, p =0.27).17 위에서 담관을 관찰하고 천자하는 경위 

단축법(short scope position and transgastric approach)에서는 

내시경을  일직선으로  펴고  시술할  수  있으며 ,  십이지장 

구부에서 담관을 관찰하고 천자하면 내시경을 위의 대만을 

따라 큰 원을 그리는 위치에 두고 밀면서 천자할 수 있다 

(trans-duodenal approach, long scope position, push method) 

(Fig. 3).18 천자 부위의 선택은 대개 해부학적 상태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5. 십이지장 유두 주위 게실

십이지장 유두 주위 게실(periampullary diverticulum)이 

동반된 경우 게실과 유두의 관계에 따라 선택적 담관 삽관이 

어려울 수 있으며 절개의 길이와 방향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유두 주위에 게실이 있는 경우에 게실이 없는 경우보다 EST 후 

출혈이 더 많이 발생한다(8.8% vs. 4.8%; p =0.039).19 특히 

유두가 게실 내 위치하는 십이지장 유두 주위 게실 1형(Fig. 4)인 

경우, 겸자공으로 통해 조직 검사용 겸자를 삽입하여 십이지장 

점막을 잡고 원위부로 이동시켜 유두를 게실 밖으로 이동시킨 

후 고정한 상태에서, 겸자공으로 ERCP 도관을 삽입하여 선택 

삽관을 진행하는 two devices-in-one-channel method 방법도 

도움이 된다.20 또 다른 방법으로는 내시경 클립을 이용하여 

십이지장 유두 주위 게실 내 유두를 십이지장으로 이동시키는 

방법도 있다.21 

6. 변형된 해부학적 구조

위암 수술로 변형된 해부학적 구조를 가진 환자의 경우에도 

EST 적응증은 정상 구조 환자와 동일하다. Billroth I 재건술을 

받은 환자에서는 일반적인 EST과 같은 방식으로 한다. Billroth 

II 재건술을  받은  환자에서는  의료  기관의  선호에  따라 

Fig. 4. Periampullary diverticulum types. (A) type 1, (B) type 1, (C) type 2, (D) type 3.

A B C D

Fig. 3. Long scope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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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시경(forward-viewing endoscope) 또는 측시경 등이 

사용된다.22 유두부 접근이 직시경 혹은 측시경으로 어려운 경우 

풍선 소장내시경(balloon-enteroscope)을 이용하여 유두부에 

접근 후 필요한 시술을 시행할 수 있다.23,24 Billroth II 환자의 EST 

시에는 유두부가 항문 쪽(anal side)에서 접근되기 때문에 

밀기형 유두 괄약근 절개도(push type sphincterotome) 같은 

특수한 형태가 이용된다.23,24 

변형된 구조를 가진 환자에서 직시경과 측시경 사이의 침형 

절개도(needle knife)를 이용한 EST의 성공률에 대한 무작위 

대조 시험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80% vs. 83%), EST 관련 

합병증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25 그러나 내시경 삽입 관련 

합병증은 측시경에서 더 흔하였다(0% vs. 18%, p<0.05).25 

Roux-en-Y 재건술을 받은 환자는 보통 길이의 내시경으로는 

유두에 도달하기 어렵지만,26 풍선 소장내시경을 사용하면 

85-95%에서 유두부에 도달할 수 있다.24

변형된 해부학을 가진 환자에서는 EST를 시행하지 않고 

내시경  유두  풍선확장술(endoscopic papillary balloon 

dilation)만을 이용하여 6-8 mm로 담관을 확장할 수 있다. 

이러한 EST 및 내시경  유두  풍선  확장술의 무작위 대조 

시험에서 시술 시간 및 기계적 쇄석술 빈도, 초기 부작용 

발생률에서 EST 및 내시경 유두 풍선확장술군에서 차이가 

없었다.27 

7. ERCP 관련 합병증

ERCP는 여러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다. 2020년 발표한 

European Society of Gastrointestinal Endoscopy 가이드라인에서 

정리한 ERCP 관련 합병증은 Table 2와 같다.6 EST 관련 조기 

부작용은  출혈 ,  천공 ,  췌장염 ,  담관염  등이  보고되며 

3-11.8%에서 발생하였다. 부작용의 발생 빈도는 급성 췌장염이 

0.5-6.9%, 출혈이 0-27%, 천공 0-1.8%, 담관염이 0-4.2%에서 

보고된다.

Table 2. Incidence, mortality and severity grading of the most common ERCP-related adverse events (modified from Dumonceau et al.6)

유형 유병률 사망률
중증도

경증 중등증 중증

췌장염 3.5-9.7% 0.1-0.7% ● 장기 부전이 없는 경우
● 국소 또는 전신 합병증이  

없는 경우

● 일과성(<48시간) 장기 부전
● 지속적 장기 부전을 동반하지 

않은 국소 또는 전신 합병증

● 지속성(48시간) 장기 부전

담관염 0.5-3.0% 0.1% ● 경증 담관염 다음 중 한가지 이상:
● 백혈구 >12,000 or  

<4,000/mm3

● 발열 ≥39℃
● 연령 ≥75세
● 총빌리루빈 ≥5 mg/dL
● 저알부민혈증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기능 부전:
● 심혈관계
● 신경계
● 호흡기계
● 신장
● 간
● 혈액학적

담낭염 0.5-5.2% 0.04% ● 경증 담낭염 다음 중 한 가지 이상: 
● 백혈구 >18,000/mm3

● 우상복부의 압통을 동반한 종괴
● 72시간 이상 지속
● 국소 염증 소견(괴저성 담낭

염, 담낭 주위 농양, 간농양, 
담즙 복막염, 기종성 담낭염)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기능 부전:
● 심혈관계
● 신경계
● 호흡기계
● 신장
● 간
● 혈액학적

출혈 0.3-9.6% 0.04% 다음 중 한 가지:
● 시술 실패
● 4일 이내의 입원 기간의  

연장

다음 중 한 가지 이상:
● 4-10일의 입원 기간 연장
● 1일의 중환자실 입원
● 수혈 필요성
● 내시경 또는 방사선학적  

시술의 반복

다음 중 한 가지 이상:
● 10일 이상의 입원 기간 연장
● 1일 이상 중환자실 입원
● 수술 필요성
● 영구 장애

천공 0.08-0.6% 0.06% 출혈 항목과 동일 출혈 항목과 동일 출혈 항목과 동일

진정 관련  
합병증

24.6% 0.02% 출혈 항목과 동일 출혈 항목과 동일 출혈 항목과 동일

ERCP, 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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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췌장염

ERCP 후 췌장염(post-ERCP pancreatitis) 발생의 시술 관련 

위험인자로는 유두 부종으로 인한 췌장 울혈 및 췌관압 증가, 

기구로 인한 췌관 손상, 췌관 내 조영제 주입, 췌관 입구의 

열손상 등이 있으며 실제 발생에는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진다.28 환자 관련 위험인자로는 

Oddi 괄약근 기능장애, 여성, 췌장염의 과거력, 35세 미만의 

연령 등이 독립적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29 인구 기반 연구에 

따르면 EST 역시 ERCP 후 췌장염의 독립적인 위험인자였다.30 

ERCP 후 췌장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적 췌관 스텐트 

삽관, 직장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 투여 등이 고려되며, 췌장 

효소 억제제, 소마토스타틴 및 옥트레오타이드, 니트로글리세린 

투여 및 유두에 에피네프린 분무 등의 약물 치료는 예방에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31 2020년 European Society of 

Gastrointestinal Endoscopy에서는 금기가 없는 모든 ERCP를 

받는  환자에게  시술  직전  1 0 0  m g의  디클로페낙이나 

인도메탁신을 경직장 투여를 권장하였다.6 다양한 투여 경로를 

비교하였을  때  경직장  투여만이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6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의 투여 시기에 대해서는 ERCP 전후 

투여를 비교하였을 때 췌장염은 6% vs. 12%로 발생하여(RR 

0.47; 95% CI 0.27-0.82), ERCP 전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 

투여가 ERCP 후 췌장염 예방에 더 효과적임을 보여주었다.32  

아스피린이나 클로피도그렐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에서 100 mg의 

인도메탁신 단일 투여는 EST 후 출혈 위험성을 증가시키지 

않았다.33 

또한 같은 가이드라인에서 ERCP 중 유도 철선의 췌관 삽관 

또는 췌관 내 조영제 투여, 이중 유도철선 삽관법 등 ERCP 후 

췌장염 발생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예방적 췌관 스텐트를 

유치할 것을 권고하였다.6 2011년부터 2019년 사이 발표된 

8개의 메타분석에서 예방적 췌관 스텐트 삽관이 PEP 발생률 

감소와 관련이 있었다(OR 0.22-0.39).6 또한 중증 PEP와 관련한 

메타분석에서도  PEP 발생률을  현저히  감소시켰다(OR 

0.22-0.26).6 비용-효율 분석에서는 예방적 췌관 스텐트를 

고위험 환자에게 국한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장 비용-효율적인 

전략임을 보여주었다.6 예방적 췌관 스텐트는 십이지장 쪽에만 

플린지가 있거나 5 Fr 돼지꼬리형 스텐트의 사용이 제안되며 

5-10일 이내에 췌관 스텐트를 평가한 후 제거해야 한다.6

European Society of Gastrointestinal Endoscopy 가이드라인 

에서는 또한 심부전이나 신부전 등 체액 과잉증의 위험성이 

없고 췌관 스텐트를 유치하지 못한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 

금기 환자에게는 젖산 링거 용액(3 mL/kg/hour during ERCP,  

20 mL/kg bolus after ERCP, 3 mL/kg/hour for 8 hours after 

ERCP)으로 적극적인 수액요법을 할 것을 권고하였다.6

2) 출혈

2020년 European Society of Gastrointestinal Endoscopy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출혈의 위험인자로는 항응고제 복용, 

혈소판 수 <50,000/mm3, 간경화, 말기 신부전에 의한 투석 중인 

환자, ERCP 중 출혈 등의 인자 중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하는 

경우 출혈 위험이 증가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6 출혈 발생 시 

1차 치료는 내시경 지혈술이 고려된다. 5 단위 이상의 수혈이 

필요하거나 지혈술이 필요한 중증 출혈은 0.1-0.5%에서 

발생한다.34 내시경 지혈술에는 국소 압박법, 국소 주입법, 

응고법, 클립 지혈술 등이 사용된다.35 풍선 카테터 또는 내시경 

유두 풍선확장술을 이용한 국소 압박은 비교적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국소 고장성 생리식염수 에피네프린 용액 주입법 

(hypertonic saline-epinephrine solution) 또한 비교적 안전하고 

효과적이나 점막 손상 및 부종으로 췌장염을 일으킬 수 있고 

천공 발생도 가능하여 시술 시 주의가 필요하다.36 또 다른 

방법으로  발열  프로브(heat  probe) ,  아르곤  플라즈마 

지혈술(argon plasma coagulation) 및 클립 지혈술 등을 이용할 

수 있으나 췌관 입구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 깊게 

시행되어야 한다.37

3) 천공

천공의 위험인자로는 변형된 해부학적 구조, 유두 병변의 

존재, EST, 담도 협착의 확장술, 확장된 담관, Oddi 괄약근 기능 

부전, 예비 절개술 등이 있다.6 특히 Billroth II의 경우 후향적 

연구에서 천공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38 천공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엔 computed tomography를 시행해야 한다. 

외과적  치료가  필요한  천공은  0 .2-0.7%에서  발생하며 

0.2-0.3%에서 사망이 보고되었다.7,34 천공의 크기가 작을 경우 

담관 배액, 췌관 배액, 비위관 배액 등의 보존적 치료를 통해 

호전되는 경우가 많다.39 그러나 보존적 치료로 24시간 이내에 

호전되지 않는 경우 외과적 치료가 필요하며 진단 및 치료가 

지연되는 경우 예후가 좋지 않다.39,40

8. 담관 결석 제거율

EST와 유두 풍선확장술의 결석 제거율에 대한 무작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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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절개술을 시행한 군에서 결석 제거율이 더 높았으며 첫 

시술 시 결석 제거율은 56.2-92.7%, 최종적인 완전 결석 

제거율은  8 6 . 8 - 1 0 0 %로  보고하였다 . 4 1  E S T와  유두 

큰풍선확장술(endoscopic papillary large balloon dilation)을 

비교한 연구의 경우에서는 91-100%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42 EST 후 담관 결석 재발률은 4.1-17%로, 5년 재발률은 

9.6%, 10년 재발률은 13.2%로 보고하였다. 담관 결석 재발의 

위험인자에는 담관 내 부종, 담관 확장, 담낭 담석의 존재, 

십이지장 유두 주위 게실 및 기계적 쇄석술을 시행한 경우 등이 

있으며,43 담관 결석의 재발은 재발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증가하는데, 1회 재발 후 23.4%, 2회 재발 후 33.4%로 급격히 

증가한다.44,45 담관 결석 재발의 경우 내시경을 통한 치료가 우선 

권장된다. 또한 담낭석이 있는 경우 담낭 절제술로 부분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46 담낭 절제는 특히 젊은 환자에게 효과적이며 

70세 이상의 경우 RR이 1.26인데 비하여 50세 미만에서는 

3.20으로 알려져 있다.44 불완전한 결석 제거, 원발성 담도 

경화증, 간문부 폐쇄와 60세 이상의 연령, 이전의 ERCP 시행력 

및 담도경은 ERCP 후 담관염 발생에 독립적 위험인자였으며, 

반대로 완전한 담도 결석 제거는 담관염 발생을 줄여주었다.47

9. 플라스틱 스텐트 또는 자가팽창형 금속 스텐트 삽입술

2020년 European Society of Gastrointestinal Endoscopy 

가이드라인에서는 단일 플라스틱 스텐트나 자가팽창형 금속 

스텐트(self-expandable metal stent)를 삽입할 경우 일상적인 

EST를 시행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다.6 ERCP 전 예방적 항생제 

역시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고, 불완전한 담관 

배액이 예상되거나 심각한 면역 저하자 및 담관경 검사를 

시행할 경우에 항생제 투여를 권고하였다.6 또한 항응고제를 

사용하지 않고 황달이 없는 환자의 경우 ERCP 전 획일적으로 

혈액응고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하였다.6 ERCP 

후 췌장염이 발생한 경우 환자가 심각한 통증을 호소하거나 

10배 이상의 아밀라아제 상승, 백혈구나 C-반응단백(C-reactive 

protein) 상승 등의 경우에만 선택적인 구제요법으로 췌관 

스텐트 삽관을 시도할 수 있다.6 EST 후 일반적인 지혈술에도 

지속적으로 출혈이 있는 경우 피막형 금속 스텐트(fully covered 

self expandable metallic stent)를 일시적으로 삽입하여 치료해 볼 

것을 권고하였다.6 

결 론

ERCP는 다양한 담도 및 췌장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있어 

중요한 시술이다. 그러나 시술의 난이도가 높고 드물지만 

때로는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어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을 경우 환자의 생명을 위험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췌장담도 

질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하며 시술의 적응이 

되는 환자를 선별할 수 있어야 한다. 시술자는 적절한 ERCP 

수행 능력이 요구되며 여러 술기에 대해 이해하고 가이드라인에 

따른 안전한 시술이 필요하다. 또한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이를 

적절히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내시경으로 대처가 어려운 경우 

혈관 색전술이나 수술 등 다학제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다양한  E R C P  관련한  가이드라인  내용을 

정리해보았으며 향후 ERCP를 시작하는 의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요 약

내시경역행담췌관조영술(ERCP)은 다양한 췌장담도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있어 기본적이며 중요한 시술이다. 그러나 

ERCP는 시술의 위험 요소가 크며, 여러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다. 이에 시술자는 적절한 ERCP 수행 능력이 요구되며 여러 

술기에 대해 이해하고 가이드라인에 따른 안전한 시술이 

필요하며 발생한 합병증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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