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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담관염의 진단과 치료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내과학교실

이태윤

서 론

급성 담관염은 담관폐색으로 인한 감염으로 발생하는 발열, 

황달, 상복부 통증을 특징으로 하는 임상증후군이다.1 남녀의 

발생률이 같고 호발 연령은 50, 60대이다.2 내시경역행담췌관조영술 

(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graphy, ERCP) 도입 이전에는 

사망률이  5 0 %까지  보고되던  치명적인  질환이었으나 

진단기법과 치료법의 발달로 인해 최근의 사망률은 10% 

이하로 보고되고 있다.3 치료는 수액, 항생제 투여 및 담관배액이 

필수적이다. 급성 담관염이 중요한 이유는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면 비교적 높은 완치율을 보이지만 치료가 지연되면 

사망률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급성 담관염의 임상 

양상, 진단 및 치료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Diagnosis and Treatment of Acute Cholang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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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ute cholangitis is a clinical syndrome characterized by fever, jaundice, and 
abdominal pain that develops as a result of stasis and infection in the biliary tract. It 
can be a life-threatening condition if it is not recognized early. Patients with severe 
cholangitis may present with hypotension, and mental status changes. The most 
frequent causes of acute cholangitis are biliary calculi, benign biliary stricture, and 
malignancy. The most common pathogens isolated are gram-negative bacteria 
(Escherichia coli , followed by Klebsiella species and Enterobacter species). A diagnosis 
of acute cholangitis requires evidence of systemic inflammation, cholestasis, 
and imaging with biliary obstruction. Imaging studies may consist of ultrasound, 
computed tomography, magnetic resonance cholangiopancreatography, and/or 
endoscopic ultrasound. The mainstay of treatment consists of fluid resuscitation, 
antibiotics, and biliary drainage. Penicillin/β-lactamase, third-generation 
cephalosporin, or carbapenem are all acceptable choices for first-line treatment. In 
patients with severe cholangitis, biliary drainage should be performed within 24 
hours. Patients with severe acute cholangitis require urgent (within 24 hours) biliary 
decompression. 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graphy remains the 
preferred modality for biliary drainage. In conclusion, acute cholangitis is mostly 
treatable when recognized and treated early. Recognizing and initiating early 
treatment leads to markedly decreased patient morbidity and mort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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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론

1. 원인과 위험인자

급성 담관염의 원인으로는 담관결석이 반수 이상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악성종양(담관암, 췌장두부암, 바터팽대부암 등), 

양성 담관 협착(원발성 경화성 담관염, 급만성 췌장염 등) 

순이며, 그 밖에 수술 후 담관 손상, 담관-장 문합 후 협착, ERCP에 

의해 발생하는 담관염도 있다(Table 1).4 ERCP 후 발생하는 

담관염은 1-5% 정도를 차지하고 담관의 불완전한 배액이나 

담관 스텐트의 폐색에 의해 주로 발생하며, 만일 담관 협착의 

위치가 간문부이고 다발성이며, 악성종양이 원인인 경우에는 

위험도가 증가한다.5 최근의 후향적 연구에서 악성 간문부 

담관협착에서 ERCP 시행 후 21.5%에서 급성 담관염이 

발생하였음을 보고한 바 있고, Bismuth 4형과 플라스틱 스텐트 

사용이 급성 담관염 발생의 독립적인 위험인자로 확인되었다.6 

드문 원인으로는 십이지장 유두부 주위 게실로 인해 외부압박 

(Lemmel 증후군), Mirizzi 증후군 또는 담관내로 유입되는 

기생충 등이 있다. 최근에는 오염된 십이지장경에서 생존하는 

carbapenem-resistant Enterobacteriaceae에 의한 급성 담관염이 

문제가 된 바 있다.7

2. 병태생리

급성 담관염은 주로 담관 폐쇄 환자에서 세균감염에 의해 

발생한다 .  세균은  십이지장에서  담관으로  유입되며 , 

간문맥으로부터의 혈성전파는 드물다.8 담관으로의 세균 침입 

방지기전으로 십이지장 역류 및 상행성 세균감염 방지에 

효과적인 기계적 장벽 역할을 하는 오디괄약근이 있다. 또한 

담즙의 지속적인 세척 관류(flushing) 작용과 담즙산염의 세균 

억제 작용은 무균적 담즙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immunoglobulin A (IgA) 분비와 담관 점액은 세균의 군집을 

막는 부착 방지 인자로 기능한다.2

세균은 담관 폐색에 의해 정상적인 장벽 구조가 교란될 때 

담관으로 침투할 수 있다. 이는 내시경 괄약근 절개술, 담관 

수술, 담관 스텐트 삽입 후에 발생한다. 급성 담관염은 내시경 

또는 경피적 담관배액술(percutaneous transhepatic biliary 

drainage, PTBD) 후 담관배액이 불완전한 경우 혹은 담관 

스텐트의 폐색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다. 담관 폐쇄는 담관 

내압을 증가시키고 담관의 투과성을 증가시켜 문맥순환에서 

담관으로 세균과 독소가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1 또한 담관 

내압 상승은 담즙에서 전신 순환으로 세균의 이동을 초래하여 

패혈증의 위험을 증가시킨다.8 또한 증가된 담관 압력은 Kupper 

세포, 담즙 흐름, IgA 생성을 포함한 다수의 숙주 방어 기전에 

악영향을 미친다. 

적은 수의 세균도 오디괄약근을 자발적으로 통과할 수 있다. 

결석이나 스텐트와 같은 이물질의 존재는 세균의 군집화를 

위한 병소로 작용할 수 있다. 담관 폐색이 없는 환자에게서 

채취한 담즙은 무균 상태인데 반해,9 담석 환자의 약 70%는 

담즙에 세균이 존재한다.10 담관결석이 있는 환자는 담낭 또는 

담낭관에  결석이  있는  환자보다  담관에서의  담즙  배양 

검사에서 양성 확률이 높다.9 

3. 원인 균주

급성 담관염에서 혈액 배양 양성률은 21-71%이지만 담즙, 

결석이나 담관 스텐트를 배양하게 되면 90% 이상에서 균 

양성으로 ERCP 시술 중에 이들 검체를 얻는 것을 권고한다.11 

그람 음성과 양성 세균이 동정되고 이들은 대부분 대장에서 

Table 1. Causes of acute cholangitis

Etiologies

Choledocholithiasis

Malignant stenosis

Pancreatic cancer

Cholangiocarcinoma

Gallbladder cancer

Ampullary cancer

Duodenal cancer

Benign stenosis

Post-surgical (including cholecystectomy)

Acute or chronic pancreatitis

Primary sclerosing cholangitis

Autoimmune disorders (IgG4-related cholangitis)

Congenital anomalies

Others 

Duodenal diverticulum (Lemmel syndrome)

Biliary stent obstruction

Post-ERCP associated acute cholangitis

IgG4, immunoglobulin G4; ERCP, 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
t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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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래한 세균이다. 가장 흔히 동정되는 세균은 그람 음성균인 E. 

coli (25-50%)이며, 다음으로 Klebsiella (15-20%)와 Enterobacter 

(5-10%)가 있다(Table 2).1 그람 양성균은 Enterococcus 

(10-20%)가  가장  흔하고  이들은  담관  스텐트에서  흔히 

동정된다 .12 Bacteroides와  Clostridia 같은  혐기성균은 

일반적으로 그람 양성균과 음성균과의 복합 감염으로 나타나고 

담관 수술 후에 흔하다. 15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최근의 

후향적 연구에서 위절제술이 그람 양성균 출현과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13 드물게 Clonorchis sinensis , Opisthorchis 

viverrini 같은 기생충이 담관으로 유입되어 급성 담관염을 

유발하기도 한다.14

4. 임상 양상

급성 담관염의 전형적인 증상은 발열, 복통 및 황달(Charcot’s 

triad)이지만 급성 담관염 환자의 50-75%만이 세 가지 증상을 

모두 가지고 있다. 급성 담관염의 가장 흔한 증상은 발열과 

복통으로 환자의 약 80%에서 볼 수 있고 황달은 환자의 

60-70%에서 나타난다.15 발열, 복통, 황달 외에도 중증 담관염 

환자는 저혈압과 의식저하(Reynolds pentad)가 동반될 수 있다. 

저혈압은 노인이나 스테로이드 투여를 받는 환자에서 나타나는 

유일한 증상일 수 있다. 급성 담관염 환자는 간농양, 패혈증, 

다발성 장기부전, 쇼크 등의 합병증이 나타날 수도 있다. 신체 

검진에서는 우상복부 압통과 복부 팽만, 빈맥이 나타날 수 있다.

5. 진단

1) 2018 도쿄 가이드라인(Tokyo Guideline 2018)

급성 담관염의 진단은 임상 양상, 혈액 검사 및 영상 소견으로 

이루어진다. 급성 담관염은 우선 발열, 복통 및 황달(Charcot 

triad)이 있는 환자에서 의심해보아야 한다. 1877년에 제안된 

Charcot triad는 특이도는 95%로 높지만 민감도는 26%로 

Table 2. Most common pathogens in acute cholangitis

More common Less common

Escherichia coli (25-50%) Streptococcus species (6-9%)

Klebsiella species (15-20%) Acinetobacter species (3%)

Enterococcus species (10-20%) Staphylococcus species (2%)

Pseudomonas species (4-14%) Clostridium perfringens

Enterobacter species (5-10%) Clonorchis sinensis

Table 3. Tokyo Guideline 2013/2018 diagnostic criteria

Criteria

A. Systemic inflammation

A-1. Fever and/or shaking chills

       Greater than 38°C

A-2. Laboratory data: evidence of inflammatory response

       WBC count (×1,000/µL) <4 or >10

       CRP ≥1 mg/dL

B. Cholestasis

B-1. Jaundice

B-2. Laboratory data: abnormal liver function tests

       Total bilirubin ≥2 mg/dL

       AST, ALT, ALP, and γ-GTP>1.5×ULN

C. Imaging

C-1. Biliary dilatation

C-2. Evidence of the etiology on imaging (stricture, stone, stent etc.)

Suspected diagnosis: one item in A+one item in either B or C

Definite diagnosis: one item in A, one item in B and one item in C

WBC, white blood cell;  CRP, C-reactive protein; AST, aspar tate 
aminotransferase; ALT, alanine aminotransferase; ALP, alkaline phosphatase; 
γ-GTP, gamma-glutamyl transpeptidase; ULN, upper limit of normal.

Table 4. Tokyo Guideline 2013/2018 severity criteria

Grade Criteria

Grade 1: mild Dose not meet the criteria of 2 or 3

Grade 2: moderate
(at least two criteria)

1. Abnormal WBC count  
(>12,000/mm3, <4,000/mm3)

2. High fever (≥39°C)
3. Age (≥75 years old)
4. Hyperbilirubinemia  

(total bilirubin ≥5 mg/dL)
5. Hypoalbuminemia (<ILN×0.7)

Grade 3: severe
(at least one criterium)

1. Cardiovascular dysfunction: hypotension 
requiring dopamine ≥5 µg/kg per min, or 
any dose of norepinephrine

2. Neurological dysfunction: disturbance of 
consciousness

3. Respiratory dysfunction: PaO2/FiO2 ratio 
<300

4. Renal dysfunction: oliguria, serum 
creatinine >2.0 mg/dL

5. Hepatic dysfunction: PT-INR >1.5
6. Hematological dysfunction: platelet count 

<100,000/mm3

ILN, inferior limit of the normal; PaO2, arterial oxygen tension; FiO2, 
fraction of inspired oxygen; PT-INR, prothrombin time 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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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다.16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급성 담관염에 대한 현대적인 

진단 기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2007년 처음 발표된 도쿄 

가이드라인과 2018년 개정된 도쿄 가이드라인은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진단 기준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임상 양상, 혈액 

검사 ,  영상  검사  소견의  조합과  3단계의  중증도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전신 염증 소견(발열 또는 혈액에서의 백혈구, 

C-reactive protein [CRP] 이상), 담즙 정체를 시사하는 검사실 

소견 그리고 담관 확장 또는 원인 병소가 관찰되는 영상 검사, 

이 세 가지가 모두 있을 때 확진이 가능하다(Table 3).17 전신 

염증 소견이 있고 담즙 정체와 영상 검사 소견 중 하나가 있을 

때는 의심 진단으로 판단한다. 도쿄 가이드라인은 급성 담관염 

진단에 있어 100%의 민감도와 87.4%의 특이도를 보인다.18

2018 도쿄 가이드라인은 중증도를 3단계로 분류하였다(Table 

4). 중증 담관염(등급 III)은 말단 장기 부전이 있는 경우이다. 

중등도 담관염(등급 II)은 발열, 백혈구 수가 12,000/mm3 이상 

또는 4,000/mm3 미만, 빌리루빈 5 mg/dL 이상, 저알부민(정상 

상한치의 0.7배 이하) 또는 고령(75세 이상)일 때를 정의한다. 

경증(등급 I)은 등급 II, III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때이다. 

경증인 경우 항생제 단독 치료에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만 

중등도와 중증 담관염은 조기 담관배액이 필요하므로 중증도를 

조기에 분류하는 것이 중요하다.19 

2) 검사실 소견

급성 담관염 환자의 혈액 검사 소견은 일반적으로 백혈구, 

CRP 증가와 답즙 정체성의 간기능 검사 이상이 나타난다. 진단 

확립 및 중증도 분류를 위한 검사실 평가에는 백혈구 및 혈소판 

수치, 간기능 검사, 전해질, 지질, 프로트롬빈 시간 등이 

포함된다. 혈액 배양은 담관염이 의심되는 모든 환자에게서 

적절한 항생제 선택을 하게 도와준다. 2018 도쿄 가이드라인 

에서는 담즙과 스텐트에서도 배양 검사를 권고하고 있다.20

급성 담관염 환자의 검사실 소견으로 백혈구 수가 증가하고 

담즙 정체성 간기능 이상에 해당하는 혈청 알칼라인 포스파타제, 

감마-글루타밀전이효소(gamma-glutamyltransferase), 빌리루빈 

상승이 나타난다.15 가끔 아미노전이효소가 최대 2,000 IU/L까지 

상승할 수 있는데, 이는 간의 미세농양 가능성을 시사한다.21 

프로칼시토닌(procalcitonin)의 상승은 임상 악화의 위험성 및 

긴급한 담관배액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연구에서 프로칼시토닌이 3.77 ng/mL 이상인 경우 임상적 

악화와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22

3) 영상과 내시경 검사

급성 담관염의 영상 검사로는 복부 초음파, 복부 전산화단층촬영 

(computed tomography, CT), 자기공명담췌관조영술 

(magnetic resonance cholangiopancreatography, MRCP), 내시경 

초음파(endoscopic ultrasonography, EUS)가 있다. 복부 

초음파는 담관 확장 및 담관결석 진단에 있어 특이도는 높지만, 

담관 확장 및 폐색 진단 민감도는 낮다.23 초음파는 중증 환자의 

침상에서 수행할 수 있는 비침습적 검사라는 장점이 있으나 

검사자에 의존적이며 담관결석이 작거나 아직 담관이 확장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급성 폐색 시에는 음성으로 나올 수 있다. 

복부 CT는 담관 확장 진단에 대한 민감도가 높고 담관 협착의 

원인으로 담관암, 췌장암, 경화성 담관염 등을 감별할 수 있다. 

급성 담관염에서는 간실질이 불균일하게 조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에 주로 사용하고 있는 나선형 CT는 담관결석에 

Fig. 1. Endoscopic and fluoroscopic images of acute cholangitis. (A) Purulent bile from the duodenal papilla was noted. (B) A black-pigmented stone 
was extracted. (C) A small stone was noted at the mid common bile duct (arrow).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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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향상된 민감도(65-88%)와 특이도(73-97%)를 보여주고 

있지만,24 결석의 칼슘 함유량이 낮으면 CT에서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주의를 요한다. 그러나 CT는 방사선 피폭의 위험이 

있으며, 특히 조영제 알레르기가 있거나 신기능이 저하된 

환자의 경우에는 주의를 요한다. 

MRI/MRCP는 복부 초음파나 CT 검사에도 불구하고 진단이 

불분명할 때 사용한다. MRCP는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담관을 명확히 관찰할 수 있으며 CT나 복부 초음파에 비해 담관 

폐색 원인 파악에 있어 정확도가 높다.25 급성 담관염의 MRI 

소견으로 T2 영상의 담관 주위의 신호 강도의 증가와 조영 증강 

T1 영상에서 담관벽의 불균일한 조영증강이 있다.26

EUS는 담관결석 진단에 있어 정확도가 높고(96.9%), CT나 

MRCP에서 담관결석의 유무가 모호한 경우, 환자가 호흡 

조절이 안 되거나 폐쇄공포증이 있어 MRCP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 도움이 되며 ERCP와 같은 검사실에서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1

급성 담관염 환자에서 ERCP를 시행할 때 종종 십이지장 

유두부에서 농(pus)이 관찰돨 경우 급성 화농성 담관염 진단을 

내릴 수 있는데(Fig. 1), 급성 화농성 담관염이 반드시 중증 급성 

담관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중증 담관염 환자에서 담관 

내에 농이 없는 경우도 있다.2

6. 합병증

급성  담관염의  흔한  합병증으로  급성  췌장염(7.6%), 

간농양(2.5%), 심내막염(0.26%) 등이 있다.11 또한 패혈증, 

다발성 장기부전, 간문맥 혈전증, 위장관 출혈 또는 쇼크가 

동반될 수 있다.

7. 치료

급성 담관염의 치료는 수액공급, 항생제, 담관배액술이 주가 

되는데 수액공급과 항생제 투여는 진단 즉시 시작하여야 한다.2 

응고장애가  있는  경우  신선  동결  혈장이나  비타민  K를 

투여한다.

1) 보존적 치료

보존적인 치료로 수액공급, 전해질 교정, 진통제, 항생제 

투여가 필요하다. 또한 장기부전과 패혈성 쇼크에 대한 세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2) 항생제 투여

급성 담관염 환자에서는 초기 항생제 투여가 원칙이며, 

경험적  항생제로  penicillin/β-lactamase 저해제, 3세대 

cephalosporin, carbapenem, ampicillin/sulbactam 중 하나를 

사용한다.20 항생제 선정에는 지역사회 획득 감염인지 병원 

감염인지를 고려하고, 또한 환자 개인의 위험인자, 신기능, 

간기능, 항생제 부작용을 고려한다.2 지역사회 획득 담관염이고 

중환자실 입실이 필요 없는 환자는 piperacillin/tazobactam이 

뛰어난 항균 효과를 보인다(Table 5).1 동반 질환, 담관 협착, 

반복적인 담관 시술 등의 위험인자가 있으면서 페니실린 내성 

그람 음성균이 동정되는 경우에는 carbapenem 사용이 필요할 

수도 있다.27 혈액과 담즙 배양이 조기에 맞춤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2018 도쿄 가이드라인에서는 급성 담관염의 중증도에 따른 

항생제 요법을 강조하고 있다. 등급 III의 지역사회 획득, 병원 

획득 담관염에서는 항녹농균(pseudomonas ) 작용이 있는 

piperacillin/tazobactam, cefepime, ceftazidime, fluoroquinolone의 

사용을 고려하고 Enterococci에 대한 vancomycin 사용도 

고려한다(Table 6). Extended-spectrum beta-lactamase 생성 

균주의 출현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내성 발생 방지를 위한 

항생제의 하향 조정(de-escalation)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28  

Table 5. Empiric antibiotic regimens for low-risk community-acquired 
intra-abdominal infections

 Dose

Single-agent regimen

Ertapenem 1 g IV once daily

Piperacillin-tazobactam 3.375 g IV every 6 hours

Combination regimen with 
metronidazole*

One of the following:

Cefazolin 1 to 2 g IV every 8 hours

Cefuroxime 1.5 g IV every 8 hours

Ceftriaxone 2 g IV once daily

Cefotaxime 2 g IV every 8 hours

Ciprofloxacin 400 mg IV every 12 hours or
500 mg PO every 12 hours

Levofloxacin 750 mg IV or PO once daily

Plus:

Metronidazole* 500 mg IV or PO every 8 hours

*For most uncomplicated biliary infections of mild to moderate severity, 
the addition of metronidazole is not necessary.



Diagnosis and Treatment of Acute Cholangitis

86 https://doi.org/10.15279/kpba.2022.27.2.81

항생제 투여 기간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3-10일로 

다양하다.1 2018년 도쿄 가이드라인에서는 원발 병소가 충분히 

제어되는 경우 항생제를 4-7일 투여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Enterococci와 Streptococci의 경우 심내막염의 위험 때문에 

항생제를 2주간 투여해야 한다.29 네덜란드의 최근 연구에서는 

급성 담관염 환자에서 ERCP가 성공한 경우 항생제 투여는 

3일이면 충분하다고 보고하였다.30 최근의 일본 연구에서도 

성공적인 ERCP 후 항균제 투여를 3일 이내와 4일 이상군으로 

비교하였을  때  두  군  모두  치료  결과에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였다.31 급성 담관염의 항생제 투여 기간에 대해서는 현재 

3개의 연구가 진행 중으로 결과가 주목된다.32

3) ERCP

급성 담관염 환자에서는 담관 내압 상승으로 인하여 항생제의 

담관 내 침투가 제한적이므로 담관배액술이 필수적이다.2 

담관배액의 이상적인 시행 시기는 확립되어 있지 않지만 증증 

담관염에서는 24시간 이내의 응급 담관배액술을, 경증/중등도 

담관염에서는 24-48시간 이내의 조기 담관배액술을 권고하고 

있다.4 급성 담관염에서 ERCP의 시행 시기에 대한 후향적 

연구를 보면 조기에 담관배액술을 시행한 경우(24-48시간 

이내), 담관배액술이 지연된 경우와 비교할 때 유의하게 

장기부전과  3 0일  사망률이  감소되었고  재원  기간이 

단축되었다 . 3 3 최근의  메타분석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였다.34 유럽 가이드라인에서는 담관염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가 발생한 경우 12시간 이내에 ERCP를 권고하고 있다.35 

담관배액술을  통해  급성  담관염의  원발  병소  제어가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담즙과 혈중 내독소 수치를 감소시키며, 

IgA와 항생제의 담관을 통한 배출이 촉진된다.1 담관배액이 

신속히 이루어지면 발병 초기에 투여한 경험적 항생제의 

감수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30일 사망률, 중환자실을 포함한 

재원 기간, 장기부전, 발열 지속 시간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36 이는 즉각적인 담관배액술을 통한 병소의 제어가 

배양 검사 결과를 근거로 한 항생제 투여보다 환자의 임상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담관배액술의 가장 표준적인 방법은 ERCP이다. ERCP는 

급성 담관염 환자 치료에 있어 90% 이상의 성공률을 보인다. 

시술  관련  합병증  발생률은  5% 정도이고  사망률은  1% 

미만이다.1 ERCP를 통해 담즙을 채취하여 배양 검사를 할 수 

있고 담관 괄약근 절개술, 담관 스텐트 유치, 경비 배액관 

유치를 통해 담관 폐색을 치료하게 된다. 또한 담관결석이 

있으면 동시에 제거가 가능하다. 다만 담관결석으로 인한 급성 

담관염 환자의 경우 담관결석 제거 후 남은 결석 확인을 위한 

풍선  폐색  담관  조영술은  담관성  패혈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고, 환자의 상태가 장시간의 시술을 

견딜 수 없는 경우에는 담관결석 제거는 추후로 미루고 담관 

스텐트만 삽입하는 것도 적절한 대안이다.

ERCP에 대한 유일한 절대 금기는 시술 전 장관천공이 의심될 

때이다. 심폐기능부전, 응고장애, 임신, 심한 조영제 알레르기 

등은 상대적 금기사항이며 응고장애 환자에서 시술 전 교정이 

불가능한 경우 담관 괄약근 절개술을 시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응고장애가  있거나  거대  담관결석이  있는  경우 ,  환자가 

고령이고 전신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담관 괄약근 절개술을 

하지 않고 담관 스텐트 혹은 경비배액관을 우선 삽입하는 것이 

출혈 등의 시술 후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37

4) PTBD

PTBD는 ERCP가 실패한 경우, 기저 질환이 다수인 환자, 

수술로 인한 해부학적 변이로 ERCP가 어려운 환자에서 

2차적인 치료로 시행한다. PTBD는 진정약물이 필요 없고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한 환자에서 ERCP보다 안전하다. 또한 담관 폐색 부위가 

총담관보다  상방인  경우  또는  간의  구역  배액이  필요한 

Table 6. Empiric antibiotics for high-risk community-acquired or health 
care associated intra-abdominal infections

 Dose

Single-agent regimen

Imipenem-cilastatin 500 mg IV every 6 hours

Meropenem 1 g IV every 8 hours

Doripenem 500 mg IV every 8 hours

Piperacillin-tazobactam 4.5 g IV every 6 hours

Combination regimen with 
metronidazole

One of the following:

Cefepime 2 g IV every 8 hours

Ceftazidime 2 g IV every 8 hours

Plus:

Metronidazole 500 mg IV or PO every 8 hours

Plus: one of the following  
(in some cases):

Ampicillin 2 g IV every 4 hours

Vancomycin 15 to 20 mg/kg IV every 8 to 12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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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도 효과적인 시술이다.38 단점은 간내 담관 확장이 있어야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고 ERCP와 비교할 때 재원 기간이 

증가되고, 합병증으로 튜브로 인한 통증 및 불편감, 복강내 

출혈, 담즙성 복막염, 패혈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금기증으로는 응고장애, 복수, 간내 담관 폐색을 들 수 있다.2

5) EUS 유도하 담관배액술

최근 10년간 EUS 유도하 담관배액술이 발전하여 ERCP가 

불가능하거나 실패한 환자에서 대안으로 시행하고 있다. EUS 

유도하 담관배액술은 좌측 간내담관과 위장을 연결하는 

시술(hepaticogastrostomy), 총담관과 십이지장을 연결하는 

시술(choledocho-duodenostomy) 및 유도선을 십이지장으로 

내려서 ERCP를 시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랑데뷰 시술 

(Rendezous) 등이 시행되고 있다. 

6) 수술적 치료

수술적 치료는 ERCP, PTBD, EUS를 통한 배액술이 모두 

실패한 경우 마지막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 담낭 담석이 있는 

경우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시행 후 절개한 담낭관을 통한 담관 

접근 및 담관결석 제거가 가능하다.38

8. 예후

ERCP가 도입되기 전 1970년대의 급성 담관염의 사망률은 

50%를 상회하였으나 최근의 연구에서는 사망률이 10% 이하로 

보고되고 있다.11 저알부민혈증, 프로칼시토닌 상승(0.5 ng/mL 

이상), IL-7 상승(6 pg/mL 이상)이 높은 사망률과 연관이 있다.33,39 

비만도 높은 사망률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40 최근에 

급성 담관염의 사망률은 많이 낮아졌지만 30일 재입원율은 

21%로 상대적으로 높다. 재입원의 원인으로 담관염의 재발, 

패혈증, 스텐트 폐색 등이 있다. 재입원율은 담낭절제술이나 

ERCP를 시행한 환자에서 낮고 PTBD를 시행한 환자에서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41

결 론

급성  담관염은  발열 ,  복통 ,  황달이  있는  환자에게서 

의심해보아야 한다. 전신적 염증반응, 혈액 검사에서 담즙 정체 

그리고 영상학적 소견으로 급성 담관염을 진단할 수 있다. 급성 

담관염의 치료는 패혈증에 대한 모니터링 및 치료, 항생제 투여, 

담관배액술이 포함된다. 급성 담관염의 병리생리,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조기에 정확한 진단을 하고 

적절한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

요 약

급성 담관염은 담관의 폐색으로 인한 감염으로 발생하는 

발열, 황달, 상복부 통증을 특징으로 하는 임상증후군이다. 

중증에서는 정신혼미, 저혈압이 나타날 수 있으며 조기에 

진단 ,  치료하지  않으면  치명적일  수  있다 .  원인으로는 

담관결석이 가장 흔하고 악성종양, 양성 담관협착 순이며, 

내시경역행담췌관조영술(ERCP) 후 불완전 담관배액에 의해 

발생하는 담관염도 있다. 가장 흔한 원인균은 그람 음성균으로 

E.coli, Klebsiella, Enterobacter 등이 있으며 한편 Enterococcus는 

가장 흔한 그람 양성균이다. 진단은 발열, 오한, 복통 등의 임상 

증상 또는 백혈구, CRP 상승을 보이면서, 간기능 이상 또는 

총빌리루빈 상승 등의 검사실 소견을 보이고, 복부 초음파 또는 

복부 전산화단층촬영(CT) 등의 영상 검사에서 담관결석, 협착, 

확장 같은 병변이 있으면 가능하다. 자기공명담췌관조영술 

(MRCP)과 내시경 초음파(EUS)는 초음파와 CT에서 진단이 

불명확할 때 높은 정확도로 담관 폐색의 원인을 진단할 수 있다. 

급성 담관염의 치료는 수액공급, 항생제, 담관배액술이 주가 

된다. 경험적 항생제는 penicillin/β-lactamase 저해제, 제3세대 

cephalosporin, carbapenem 계열  중  하나를  투여한다. 

담관배액술은 급성 담관염의 모든 환자에서 필요한데 경증과 

중등도의 담관염에서는 24-48시간 이내, 중증 담관염에서는 

24시간 이내에 시행되어야 한다. 담관배액술의 방법으로는 

ERCP가 가장 선호된다. 결론적으로 급성 담관염의 병태생리, 

진단 및 치료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것이 급성 담관염을 조기 

진단해서 신속한 치료를 하는 데에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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