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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변형 환자에서 단일 풍선 소장내시경을 이용한 
내시경역행담췌관조영술: 긴 유형 대 짧은 유형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박창환

Single Balloon Enteroscopy-Guided 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
pancreatography in Surgically Altered Anatomy: Long vs. Short Type

Chang-Hwan Park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Medical School, Gwangju, Korea

Traditionally, enteroscopy-guided 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graphy 
(ERCP) was considered as troublesome procedure with high risk of complications in 
patients with surgically altered anatomy (SAA). However, recent studies have suggested 
that it might not have to be a foregone conclusion. In addition, various enteroscopes 
have been used for enteroscopy-guided ERCP in patients with SAA showing promising 
results. Among them, long type single balloon enteroscopes (SBE) have mostly been 
used for enteroscopy-guided ERCP in Korea. Recently, short type SBE can come in 
handy all around. Two major points should be considered when to choose between 
long type and short type SBE in SAA. First, it is the figurative difference between the 
two types of SBE that effects on actual results of enteroscopy-guided ERCP. Second, it 
is clinical studies using short type and/or long type SBE for enteroscopy-guided ERCP 
in patients with SAA. Conclusively speaking, short type SBE should be considered at 
first for enteroscopy-guided ERCP in most patients with S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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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정상 해부 구조를 가진 환자에서 내시경역행담췌관조영술 

(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graphy, ERCP)의 

성공률은 일반적으로 95%를 상회한다.1 그렇지만 수술로 인해 

변형된 해부 구조를 갖고 있는 환자에서 일반 내시경 및 

부속기구를 이용한 ERCP의 성공률은 51%로 낮게 보고된 

연구도 있다.2 수술 변형이 있는 환자에서 일반 십이지장경 및 

부속 기구를 이용한 ERCP의 성적이 낮은 이유는 다양하다. 

첫째,  근치전체위절제술(radical total gastrectomy) 및 

날문보존이자샘창자절제술 ( p y l o r u s - p r e s e r v i n g 

pancreaticoduodenectomy)과 같은 변형된 해부 구조를 갖는 

환자에서 바터 팽대부 또는 담관 공장 문합부까지의 삽입로가 

너무 길어 일반 십이지장경의 유효 길이로는 삽입이 불가능할 

수 있다. 둘째, 내시경 삽입 과정에서 소장 및 복막의 유착 및 

섬유화로 인한 각형성, 고착 등 다양한 난관을 만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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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수술로 인한 변형으로 바터 팽대부에서 선택 삽관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 넷째, 선택 삽관에 성공한 경우에도 적절한 

부속 기구가 없어 시술이 어려울 수 있다.3 이 중 ERCP 성공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삽입 성공률로 알려져 있다.4 따라서, 수술 

변형된 환자에서 성공적인 ERCP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이 연구되었으며, 그중 삽입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십이지장경보다 유효 길이가 긴 소장내시경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단일 풍선 소장내시경(single balloon 

enteroscope)의 경우 74%의 성공률이 보고되었다.5 현재까지 

사용된  소장내시경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여  단일  풍선 

소장내시경, 이중 풍선 소장내시경(double balloon enteroscope), 

나선형 소장내시경(spiral enteroscope)이 있으며 이중 풍선 

소장내시경은 다시 길이에 따라 긴 유형과 짧은 유형이 모두 

사용되었다.5-9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수술 변형이 있는 환자에서 

소장내시경을 이용한 ERCP는 까다롭고 합병증이 높은 검사로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국내에서 소장내시경을 이용한 연구가 

매우 제한적이지만 다양한 소장내시경 중 긴 유형 단일 풍선 

소장내시경을 이용한 연구에서 바터 팽대부 부위까지 삽입에 

성공하였지만 적합한 부속 기구의 부족을 언급하였다.10 국내에 

짧은 유형 단일 풍선 소장내시경이 도입되지 않아 이에 대한 

증례 및 연구는 전혀 없었으나 2020년 후반에 드디어 국내에 

도입됨에 따라 임상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Figs. 1, 2). 따라서 

국내 췌장담관 내시경 전문가들도 드디어 긴 유형과 짧은 유형 

단일 풍선 소장내시경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런데 긴 유형과 짧은 유형 단일 풍선 소장내시경을 선택하기 

전에 크게 2가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긴 유형과 짧은 

유형 사이의 구체적인 차이점이 실제 ERCP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는 점이다. 둘째, 두 유형의 단일 풍선 소장내시경을 

이용한 임상 연구 결과들에 대한 올바른 접근이다. 본고에서는 

이 두 가지 점에 대하여 정리해 보고자 한다.

본 론

1. 긴 유형과 짧은 유형 단일 풍선 소장내시경의 차이점

긴 유형과 짧은 유형 단일 풍선 소장내시경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유효 길이와 겸자공의 직경이다(Table 1).11 첫째, 긴 유형 

단일 풍선 소장내시경의 유효 길이는 2,000 mm이고 짧은 유형 

단일 풍선 소장내시경의 유효 길이는 1,520 mm로 약 480 mm 

차이가 난다. 일반적으로 ERCP 시술에 지장이 없기 위해서는 

Fig. 1. Endoscopic view shows successful selective common bile duct 
cannulation using a short type single balloon enteroscope in a patient 
with prior radical total gastrectomy with Roux-en-Y anastomosis.

Fig. 2. Fluoroscopic view shows a giant stone as filling defect on 
cholangiogram which was obtained by using a short type single balloon 
enteroscope in a patient with prior radical total gastrectomy with Roux-
en-Y anastom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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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 기구의 길이는 내시경의 유효 길이보다 200 mm 이상 

길어야  사용에  제한이  없다 .  따라서  긴  유형  단일  풍선 

소장내시경에 사용할 부속 기구는 최소한 2,200 mm 길이를 

넘어야 한다. 반면 짧은 유형 단일 풍선 소장내시경은 부속 

기구의 길이가 1,720 mm만 넘으면 사용에 지장이 없다. 

일반적으로 유도선의 길이는 4,000 mm 이상이기에 긴 유형 및 

짧은 유형 단일 풍선 소장내시경에 사용하는 데는 전혀 제한이 

없다. 그러나 카테터(2,150 mm)와 절개도(2,000 mm)는 길이가 

짧아  짧은  유형  단일  풍선  소장내시경에서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긴 유형 단일 풍선 소장내시경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긴 유형 단일 풍선 소장내시경에 카테터로 사용 가능한 

부속 기구는 대장형 올가미 또는 대장내시경용 주입기의 

길이가 2,300 mm로 사용 가능하다. 또한 바터 팽대부 및 담관 

공장 문합부를 확장할 계획이라면 대장용 CRE 풍선(Boston 

Scientific, MA, USA; 2,300 mm)을 카테터 및 확장 목적으로 

처음부터 사용해 볼 수 있다. 담석을 제거할 경우 대부분 

바스켓(1,900-1,950 mm)은 짧은 유형 단일 풍선 소장내시경 

에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긴 유형 단일 풍선 소장내시경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다행히 lithotomy basket (MTW, Wesel, 

Germany;  4 ,000 mm)을  사용하면  긴  유형  단일  풍선 

소장내시경에서도 담석 제거가 가능하지만 기계적 쇄석술은 

불가능하다. 일반적인 ERCP에 사용하는 부속 기구들은 짧은 

유형 단일 풍선 소장내시경에 제한 없이 쓸 수 있으나 플라스틱 

스텐트를 넣는 경우 추진기(1,700 mm)는 길이가 짧아 사용에 

제한이 있다. 따라서 대장형 올가미 카테터(2,300 mm)를 

사용하면 해결이 가능하다. 담관형 금속 스텐트는 삽입기 

길이가 1,800 mm로 짧은 형 단일 풍선 소장내시경에서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긴 유형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둘째, 긴 

유형 단일 풍선 소장내시경의 겸자공 직경은 2.8 mm이고 짧은 

유형 단일 풍선 소장내시경의 겸자공 직경은 3.2 mm로 약 0.4 

mm 차이가 난다. 따라서 7 French (2.34 mm) 부속 기구는 긴 

유형 및 짧은 유형 단일 풍선 소장내시경에 모두 사용이 

가능하지만 8.5 French (2.83 mm) 직경의 부속 기구는 짧은 유형 

단일 풍선 소장내시경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물론 10 French 

(3.34 mm) 부속 기구는 두 유형 모두 사용이 불가능하다. 긴 

유형 단일 풍선 소장내시경에 7 French (2.34 mm) 부속 기구와 

0.025 inches (0.64 mm) 유도선은 병용 사용이 불가능하다. 짧은 

유형 단일 풍선 소장내시경에 7 French (2.34 mm) 부속 기구와 

0.035 inches (0.889 mm) 유도선은 남은 공간이 부족하여 병용 

사용이 불가능하다.

2. 긴 유형과 짧은 유형 풍선 소장내시경을 이용한 임상 

연구들

긴 유형(2,000 mm)과 짧은 유형(1,520 mm) 단일 풍선 

소장내시경의 유효 길이 만을 고려한다면 수술 변형을 가진 

환자에서 바터 팽대부 또는 담관 공장 문합부까지의 삽입로가 

너무 긴 경우 짧은 유형 단일 풍선 소장내시경이 삽입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 나온 임상 

결과들은 예상과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2020년에 발표된 

메타분석에 따르면 긴 유형 단일 풍선 소장내시경의 삽입 

성공률은 82.9% (95% confidence interval [CI] 79.4-85.9), 짧은 

유형의 경우에는 92.8% (95% CI 90.3-94.7)로 짧은 유형의 삽입 

성공률이 더 높다.12 저자들은 연구 대상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통계적인 유효성은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95% 유효 구간을 

고려한다면 유의한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다. 선택 삽관 

성공률은 긴 유형 단일 풍선 소장내시경 89.9% (95% CI 

86.7-92.4), 짧은 유형의 경우에는 90.4% (95% CI 86.6-93.2)로 

차이가  없었다 .  전체적인  성공률은  긴  유형  단일  풍선 

소장내시경에서 72.7% (95% CI 68.9-76.2)이며, 짧은 유형의 

경우에는 81.8% (95% CI 78.3-84.9)로 짧은 유형에서 높았으며, 

이는  95% 유효  구간을  고려한다면  통계적인  유효성이 

있으리라고 판단된다. 결국 짧은 유형 단일 풍선 소장내시경의 

삽입 성공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Table 1. Working length, diameter of channel, and dedicated accessories of various enteroscopes (modi�ed from Krutsri et al.11)

Working length Diameter of channel Dedicated accessories

Long single balloon enteroscope 2,000 mm 2.8 mm Limited

Long double balloon enteroscope 2,000 mm 2.2/3.2 mm Limitation

Short single balloon enteroscope 1,520 mm 3.2 mm Almost no limitation

Short double balloon enteroscope 1,560 mm 3.2 mm Almost no limitation

Spiral enteroscope 1,680 mm 3.2 mm Almost no lim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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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은 긴 유형 단일 풍선 소장내시경에서 6.6% (95% CI 

4.8-9.0), 짧은 유형의 경우에는 6.3% (95% CI 4.3-9.0)로 차이가 

없었다. 

긴  유형과  짧은  유형  이중  풍선  소장내시경을  이용한 

연구들에 대한 2021년 메타분석에서는 긴 유형 이중 풍선 

소장내시경의 삽입 성공률은 87% (95% CI 80-93), 짧은 유형의 

경우에는 96% (95% CI 93-99)로 짧은 유형의 삽입 성공률이 더 

높지만 통계적인 유효성은 없었다.7 전체적인 성공률은 긴 유형 

이중 풍선 소장내시경에서 88% (95% CI 76-96), 짧은 유형의 

경우에는 96% (95% CI 91-100)로 짧은 유형에서 높았으며 또한 

통계적인 유효성은 없었다. 부작용은 긴 유형 이중 풍선 

소장내시경에서 5% (95% CI 2-9), 짧은 유형의 경우에는 4% 

(95% CI 3-7)로 차이가 없었다.

이상의 연구들로 최소한 짧은 유형 단일 또는 이중 풍선 

소장내시경이 수술 변형을 가진 환자에서 긴 유형보다 삽입 

성공률 및 전체 성공률에서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한 연구에서는 짧은 유형 단일 풍선 소장내시경 

성공률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 췌장 공장 문합부 협착과 같은 

췌장 적응증(odds ratio [OR] 4.35, 95% CI 1.6-11.4), 첫 번째 

시도(OR 6.03, 95% CI 2.1-16.8), 투명캡 미착용(OR 4.61, 95% 

CI 1.4-14.3)을 제시하였다.8 이 결과에 따르면 투명캡 착용이 

매우 성공에 중요한 요소이며 첫 번째 시도에 실패하였다고 

해도 두 번째 시도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해 준다. 

투명캡의 유용성은 다른 연구에서도 확인되는데, 소장내시경 

선단에 투명캡을 부착한 경우가 부착하지 않은 경우보다 

유의하게 소장 삽입 길이가 길다고 보고된 연구도 있으며,13 또 

다른 연구는 투명캡을 부착하면 바터 팽대부를 잘 관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유의하게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14 개인적으로 

소장내시경 선단에 투명캡을 부착하면 삽입 속도를 증가시켜 

시술 시간을 단축하는 면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나 현재까지 

이에 대한 임상 연구는 없다.  

한편, Kawaguchi 등15은 수술 변형이 있는 환자들을 위를 

절제한 경우와 위를 절제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첫 번째 

시도에서 짧은 형 단일 풍선 소장내시경을 사용하여 삽입에 

실패한  경우  두  번째에  긴  형  단일  풍선  소장내시경을 

사용하였을 때 삽입 성공률이 증가하는지를 분석하였는데, 

위를 절제한 경우에는 차이가 없으나 위를 절제하지 않은 

환자에서 일차 성공률 60%에서 2차 성공률이 91%로 유의하게 

증가함을 보고하였다.15

결 론

짧은 유형 단일 풍선 소장내시경은 긴 유형 단일 풍선 

소장내시경에 비하여 유효 길이가 1,520 mm로 짧지만 임상 

연구들에 따르면 수술 변형이 있는 대부분 환자에서 바터 

팽대부 및 담관 공장 문합부까지 도착하는 데 긴 유형 단일 풍선 

소장내시경과 차이가 없다. 또한 성공적인 ERCP를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부속 기구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국내에서 사용 중인 긴 유형 단일 풍선 소장내시경은 겸자공의 

크기가 작고 유효 내시경 길이가 길어서 부속 기구 사용에 

제한이 많으나 짧은 유형 단일 풍선 소장내시경은 겸자공의 

크기가 크고 유효 내시경 길이가 짧아 거의 제한이 없다. 따라서 

ERCP가 필요한 수술 변형이 있는 환자에서 짧은 유형 단일 

풍선 소장내시경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 약

전통적으로 수술 변형이 있는 환자에서 소장내시경을 이용한 

내시경역행담췌관조영술(ERCP)은 까다롭고 합병증이 높은 

검사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최근 연구 결과들은 그렇게 속단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다양한 소장내시경을 이용한 

연구 성적들은 상당히 유망한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다양한 

소장내시경 중 국내에서 긴 유형 단일 풍선 소장내시경이 

ERCP에 가장 많이 사용되어 왔는데, 최근 짧은 유형 단일 풍선 

소장내시경이 도입되어 사용 가능하게 되었다. 긴 유형과 짧은 

유형 단일 풍선 소장내시경을 선택하기전에 크게 2가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첫째 ,  긴  유형과  짧은  유형  사이의 

구체적인 차이점이 실제 ERCP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는 점이다. 

둘째, 두 유형의 단일 풍선 소장내시경을 이용한 임상 연구 

결과들에 대한 올바른 접근이다. 결론으로 말하면 짧은 유형 

단일 풍선 소장내시경은 ERCP가 필요한 대부분의 수술 변형 

환자에서 가장 먼저 선택해 볼 수 있다.

국문 색인: 내시경역행담췌관조영술; 수술 변형 구조; 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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