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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 소장내시경을 이용한 내시경역행담췌관조영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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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보조 소장내시경(device-assisted enteroscopy)은 외측 튜브(overtube)와 풍선을 

이용하여 소장에 진입하도록 고안된 이중 풍선 소장내시경(double balloon 

enteroscopy)과 단일 풍선 소장내시경(single balloon enteroscopy) 및 나선형 외측 

튜브를 이용한 나선형 소장내시경(spiral enteroscopy) 등이 있고,1 주로 원인미상의 

출혈이나 소장병변의 진단 및 치료에 이용되어 왔다. 췌장담도 영역에서는 수술  

후 상부위장관의 해부학적 변이가 동반되어 통상적인 내시경으로 주유두부까지 

도달이 어려운 환자에게 풍선 소장내시경이 이용되어 왔다.2 그러나 표준형 

소장내시경은 유효 길이(working length)가 200 cm로 시판되고 있는 대부분의 

내시경역행담췌관조영술(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graphy, ER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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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hort-type single and dousble balloon enteroscopes (courtesy of Olympus, Tokyo, Japan; 
FUJIFILM, Tokyo,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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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기구는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풍선 

소장내시경을 이용한 ERCP가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최근 

췌장담도 시술을 위해 유효 길이가 152-155 cm인 단축형 풍선 

소장내시경(short-type balloon enteroscope)이 개발되어 임상에 

적용되었고, 일본에서는 수술 후 해부학적 변이가 동반된 

환자의  표준  E R C P  술식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 3 , 4 

우리나라에서도 2019년부터 단축형 이중 풍선 및 단일 풍선 

소장내시경(Fig. 1)이 시판되고 있어,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소개 및 관련된 임상 결과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1. 풍선 소장내시경의 종류 및 특징

풍선 소장내시경의 종류 및 특징을 Table 1 및 Fig. 1에 

나타내었다.5 단축형 이중 풍선 소장내시경과 단축형 단일 풍선 

소장내시경의 공통점은 내시경 겸자 채널의 크기가 3.2 mm로 

양측성 7-Fr 플라스틱 담도 배액관 삽입이 가능하고, 9-Fr 

스텐트 전달 시스템을 가진 금속 스텐트까지 삽입이 가능하다. 

내시경의 유효 길이는 이중 풍선이 155 cm, 단일 풍선이 152 cm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외측 튜브의 재질은 이중 풍선용이 라텍스, 

단일 풍선용이 실리콘으로 이중 풍선용이 더 유연성이 있는 

장점이 있으나 내시경 지지 효과 측면에서는 실리콘으로 된 

단일 풍선용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두 내시경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단일 풍선 소장내시경의 겸자공(working channel)의 

방향은 8시이고 이중 풍선 소장내시경은 5시 30분이라는 

것이다. 

2. 풍선 소장내시경을 이용한 ERCP의 성적

단축형 이중 풍선 소장내시경에 대한 일본의 다기관 전향적 

연구에 따르면, 내시경 도달 성공률은 97.7%, 선택적 삽관 

성공률은 96.4%, 전체 환자에서 최종 시술 성공률은 92%, 

합병증 발생률은 10.6%로 보고하였다(천공 1예).3 Billorth-II 위 

절제술, Roux & Y 재건술, 췌두부-십이지장 절제술 등 재건 

술식 간의 성공률 차이는 없으나, Billroth-II가 합병증 발생률이 

높았다. 유두부 도달 시간은 평균 22.4±20.8분, 시술 시간은 평균 

56.3±32.5분이었다. 

단축형 단일 풍선 소장내시경에 대해 가장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던 일본의 연구에 따르면, 내시경 도달 성공률은 

94.8%, 선택적 삽관 성공률은 92.3%, 전체 환자에서 최종 시술 

Fig. 2. Enteroscope access in the Roux-en-Y anatomy with preserved 
stomach structure.

Table 1. Speci�cations of balloon enteroscopes currently available (modi�ed from Shimatani et al.5)

Type

Double balloon (FUJIFILM, Tokyo, Japan) Single balloon (OLYMPUS, Tokyo, Japna)

EN-480XP EN-580T EI-580BT SIF-Q260Y SIF-H290S

Standard Standard Short Standard Short

Release year 2015 2013 2016 2007 2016

Working length (mm) 2,000 2,000 1,550 2,000 1,520

Total length (mm) 2,300 2,300 1,820 2,345 1,830

Working channel (mm) 2.2 3.2 3.2 2.8 3.2

Outer diameter (mm) 7.5 9.4 9.4 9.2 9.2

Angle of view 120° 140° 140° 140°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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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률은 85.9%였다.6 합병증 발생률은 8.4%였고, 한 케이스의 

천공이 보고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Roux & Y 재건술을 받은 

경우에서 시술 성공률이 유의하게 낮았다. 시술 시간은 62 

(41-86)분이었다. 

단축형 이중 풍선과 단일 풍선 소장내시경을 직접 비교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으나, 기존의 표준형 풍선 소장내시경에서 

이중  풍선과  단일  풍선의  성공률과  합병증  발생률을 

비교하였을 때 두 시술 간의 유의한 성공률 및 합병증 차이는 

없었다.7,8 

3. 단축형 풍선 소장내시경에 대한 시술 경험

시술을 경험하면서 알게 된 주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1) 단일 풍선 소장내시경은 내시경 선단에 풍선이 없기 

때문에 내시경을 단축하거나 외측 튜브를 밀어 넣는 과정에서 

내시경 선단이 지지되지 못하고 뒤로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실제 시술에서는 내시경 풍선의 지지 효과는 큰 변수가 

아니었고 외측 튜브의 지지 효과가 내시경 도달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단일 풍선 소장내시경은 외측 튜브의 경도(stiffness) 

가 이중 풍선보다 강해서 외측 튜브의 지지 효과가 크고, 풍선이 

하나이기 때문에 조작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었다. 이중 풍선 

소장내시경을 사용하더라도 내시경 풍선의 확장은 내시경이 

자주 빠지는 경우에 한해 선택적으로 시행하여 시술 시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 

2) 위 구조가 보존되어 있으면서 Roux & Y 재건술을 시행 

받은 환자에서 내시경 도달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Fig. 2와 

같이 내시경 진입 전 과정 동안 위 내에서 단축된 내시경 

상태(short scope position)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내시경이 

십이지장으로 진입한 후 ERCP 시와 동일하게 내시경을 

단축하고 이 상태에서 외측 튜브를 삽입하고 외측 튜브 풍선을 

상십이지장각(superior duodenal angle) 혹은 유문륜(pyloric 

ring)에 걸어 고정을 시킨다. 이 외측 튜브의 지지를 바탕으로 위 

내에서 단축이 유지된 상태로 내시경을 공장까지 진입시키는 

것이 성공적인 내시경 도달의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요인 

이었다. 

3) 단일 풍선 소장내시경의 겸자공(working channel)의 

방향은 8시이고 이중 풍선 소장내시경은 5시 30분이기 때문에 

주유두부를 11시-12시 방향에 위치시키는 경우는 단일 풍선이 

담도 삽관에 유리하고 주유두를 6시 방향에 위치시키면 이중 

풍선이 삽관에 유리하였다. 

4) 단축형 풍선 소장내시경에서 대부분의 ERCP 액세서리는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하였으나, 간문부 담도 협착의 시술에는 

몇 가지 제약이 있었다. 첫째, 담도 확장용 풍선(balloon 

dilator)을 간문부 담관을 거쳐 간내 담관까지 위치시키기에 약  

3 cm 정도 길이가 부족하여 환자 담도의 길이와 주행 각도에 

따라 이를 간문부 담도 확장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둘째,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담도용 스텐트 전달시스템은 유효 길이가 

짧아(180 cm) 원위부 담도의 금속 스텐트 시술은 가능하였으나 

간문부 담도의 금속 스텐트 시술은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Cook 

Medical (Bloomington, IN, USA)의 Zilver stent는 스텐트 전달 

시스템의 유효길이가 200 cm로 길어 유일하게 간문부 담도의 

금속 스텐트 시술이 가능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금속 

스텐트로  원위부  담도  협착에  시술을  할  때는  스텐트 

전달시스템이 겸자공 안으로 거의 다 들어가기 때문에, 겸자공 

마개를 빼고 스텐트 전달시스템을 삽입하여 1-2 cm의 여유를 

갖는 것이 시술에 유리하였다. 플라스틱 스텐트를 삽입할 때 

사용한는 stent pusher는 유효길이가 짧아 단축형 소장내시경 

시술에 사용할 수 없었다. 대신에 담석 제거 시 많이 사용하는 

two-lumen retrieval balloon catheter를 pusher 대신 사용하면 

유용하였다. 

5) 시술 후 경비담관배액관을 삽입할 때 몸 안에 배액관이 

거치되는 길이가 통상적인 ERCP 때에 비해 길기 때문에 

배액관을 겸자 채널 안으로 밀면서 내시경을 회수할 때 상부 

식도쯤에서 경비담관배액관이 내시경의 겸자 채널로 모두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때 그냥 내시경을 당기면 

간내담도에 거치해 놓은 경비담관배액관의 선단부가 빠지게 

되므로 풍선도관이나 ERCP 도관을 겸자 채널로 삽입하여 

경비담관배액관을 계속 밀어주면서 내시경을 입밖으로 빼내야 

한다. 이를 위해 내시경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유도철선을 다 

빼지 말고 채널 안에 남겨두어 풍선도관이나 ERCP 도관이 

경비담관배액관을 따라서 겸자 채널로 들어갈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경비담관배액관을 성공적으로 거치한 경우에도 

체내에 거치된 배액관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정상 해부 구조에 

비해 길기 때문에 하루 이틀 내에 저절로 자연 탈락하는 경우가 

흔하다. 따라서 지속적 담도 배액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에는 

추후 제거하러 다시 들어가야 하는 불편함이 예상되더라도 

경비담관배액관보다는 플라스틱 스텐트를 삽입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다. 

6) 현재 단축형 풍선 소장내시경에서 사용되는 외측 튜브는 

소장내시경용으로  허가된  제품이기  때문에  E R C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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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기구로서 치료재료로 보험청구가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아주대학교병원에서는 소장내시경과 ERCP를 같이 처방하고 

있다. 아주대학교병원에서는 시술 적응증을 1) Roux & Y 술식, 

2) 브라운 문합을 시행한 Billroth II 위절제술, 3) 통상적인 

내시경으로  도달이  실패한  B i l l r o t h - I I  위절제술이나 

췌두부-십이지장 절제술로 설정하여 소장내시경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음을 소장내시경 결과지에 기술하고 있고, 내시경 

사진을 소장내시경용과 ERCP용으로 분리하여 저장을 하고 

있다. 차후 보험등재나 신의료기술 신청을 통해 외측 튜브 

청구가 가능한 새로운 ERCP 코드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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