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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내시경적 유두절제술 후 발생하는 지연성 출혈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Park 등1이 최근 보고한 연구를 소개하고 여기에 소개된 기법을 임상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제한점은 없는지 등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내시경적 유두부절제술(endoscopic papillectomy) 후 지연성 출혈은 이 시술의 가장 

흔하고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여러 가지 지혈술들이 소개되었지만 그중 내시경 클립을 

이용한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Fig. 1).2 다만 이러한 내시경 클립은 

십이지장경을 이용한 시술에서 사용이 매우 제한적인데, 특히 거상기(elevator)를 주로 

사용하는 십이지장경의 특성 상 거상기를 이용하여 내시경적 도구가 90도 이상으로 

구부러져 있을 경우 기술적으로 결찰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 또한 유두부의 해부학적 

특성 상 담관 및 췌관의 개구부가 내시경 클립으로 인하여 막힐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급성 담관염 및 급성 췌장염이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 내시경적 유두부절제술 후 

지혈을 위한 내시경 클립의 임상적 효용성이나 필요성은 크지 않았다.3 

본 연구1에서는 새롭게 개발된 내시경 클립을 이용하여 총 78명의 환자를 클립 

시술을 시행한 군과 그렇지 않은 군으로 임의 배정하였다. 새롭게 개발된 클립은 

도관과 일체형으로 제작되어 클립 결찰 방향이 원하는 방향이 아닐 경우 보조자의 

손쉬운 조작을 통해 회전이 가능하며, 결찰 위치가 원하는 위치가 아닐 경우 재포획 및 

재결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Fig. 2). 연구 결과 클립 결찰군에서는 지연성 

출혈이 15.0%, 클립 결찰을 하지 않은 군에서 31.6%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현저히 적은 지연성 출혈 발생률을 보여주었다. 다만 클립 결찰 군에서는 

역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높은 시술 후 급성 췌장염(post-endosc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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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rograde cholangiography [ERCP] pancreatitis) 발생률을 

보여주었다(17.5% vs. 5.3%) (Fig. 3).

위 연구 결과를 토대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새롭게 개발된 내시경 클립은 십이지장경에서 사용이 특화되어 

단  한  건의  결찰  실패없이  효과적으로  지연성  출혈을 

예방해주었다. 또한 동시에 시행한 다변량 로지스틱 분석을 

통해 담관 스텐트는 담즙으로 인한 지연성 출혈을 예방할 수 

있으며, 담관 개구부 폐쇄로 인한 급성 담관염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내시경적 유두부 절제술 이후 내시경 클립의  
임상적 유용성과 제한점

Park 등1이 발표한 내시경적 유두부 절제술 이후 내시경 

클립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다기관 연구는 국내 개발된 의료 

기구에 대한 전향적 연구로 임상의가 흔히 경험하는 유두부 

절제술 이후 합병증의 예방법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연구이다. 

본고에서는 연구의 임상적 의미와 제한점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1. 내시경적 유두부 절제술은 유두부 선종의 최소 침습적인 

효과적인 치료법이지만 시술 후 출혈과 췌장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췌장염은 시술 중 췌관스텐트 삽입을 통해 

예방이 가능하지만, 지연 출혈은 효과적인 예방법이 없다. 본 

연구는 유두부 절제술 후 발생한 점막 결손 부위에 대해 내시경 

클립으로 결찰을 진행하고 지연 출혈의 예방 효과를 확인하여 

시술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였다(Fig. 4). 결과에서 내시경 

클립은 ERCP 시술 중에도 기술적으로 쉽게 적용 가능하였고 

유두부 절제술 이후 지연 출혈은 줄어드는 경향성을 보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양군에서 통계학적인 지연 출혈 빈도 차이는 

없었고(cliiping vs. non-clipping: 15.0% vs. 31.6 %, p=0.14), 

대부분은 경증 출혈로 임상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또한 

오히려 내시경 클립군에서 상대적으로 ERCP 연관 췌장염의 

발생이 높은 경향성을 보였는데(cliping vs. non-clipping: 17.5% 

vs. 5.3%, p =0.18), 이는  내시경  클립이  췌관  개구부를 

일시적으로 폐색시킬 가능성을 시사하여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검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내시경 클립의 예방 효과를 완전히 

증명할 수는 없었지만, 국내 개발 의료 기기가 실제 ERCP의 

새로운 치료법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보고한 의미 

있는 훌륭한 연구이다. 

2.  본  연구는  일차  연구  목적  이외에도  ERCP 내시경 

의사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추가 제공한다. ERCP는 측시경으로 

거상기를 사용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숙련된 ERCP 내시경 

의사도 고식적인 내시경 클립 사용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최근 상용화된 다양한 내시경 클립 제품들은 과거의 

단점을  보완하여  측시경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개선되었고, 본 연구에서도 ERCP 시술 시 내시경 클립의 

기술적 결찰 성공률은 100%로 확인되었다. 이는 ERCP 시술 

중에도 내시경 클립이 쉽고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Fig. 1. Illustration of endoscopic papillectomy and clipping. (A) After 
close observation of the surface of the major papilla, a solution of saline 
and diluted epinephrine was injected into the submucosa. (B) The tumor 
was snared at the base using a snare. (C) The tumor was resected with 
fashion of en bloc using snare with a blended current in the 
electrosurgical unit. (D) One piece of clips was applied at distal margin of 
the resected site after pancreatic stent 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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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 The newly designed clips (Hilzo Clip, BCM, Goyang, Korea) 
facilitated precise placement by rotatable design, repetitive function for 
opening and closing, and a sensitive release system. (B) The novel clips 
have jaws that can open to a relatively wide angle.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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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고, EST 연관 출혈이나 천공 등 위험 상황에서 내시경 

클립을 이용한 지혈 및 봉합 치료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본 

논문은 아직 내시경 클립을 경험해 보지 못한 ERCP 내시경 

의사들에게 효과적인 대안 치료법을 제시하는 또 하나의 큰 

의미가 있다. 

3. 본 연구에서는 내시경적 유두절제술 전에 점막하 식염수 

주입을 시행하여 병변의 거상을 시도하였고, 병변의 완전 

절제율은 62% (48/78, ITT analysis)로 확인되었다. Hyun 등4의 

기존  연구에서는  점막하  식염수  주입군과  단순  올가미 

절제군의 병변 완전 절제율은 50%와 80.8%로 의미 있는 차이가 

Fig. 4. (A) After close observation of the surface of the major papilla, a solution of saline and diluted epinephrine was injected into the submucosa. (B) 
The tumor was snared at the base using a snare (captivator single-use snare, Boston Scientific, Natick, MA, USA). (C) The tumor was resected with fashion 
of en bloc using snare with a blended current in the electrosurgical unit. (D) Placement of a pancreatic and biliary stent was carried out before clipping. 
(E) Two pieces of clips were applied at distal margin of the resected site. (F) Pancreatic and biliary stent as well as two pieces of clips were observed 
under fluoros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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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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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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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ummary of the results in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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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었다(p=0.02). 사실 각각의 시술 방법에서 완전 절제율의 

차이는 직접 비교할 수 없고, 연구가 많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최근  발표된  ESGE 2021 가이드라인 5에서는  내시경적 

유두절제술 전 점막하 식염수 주입을 권고하지 않고 있다. 

독자들은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여 내시경적 유두절제술의 시술 

방법을 선택할 때 보다 고민을 기울여야 한다. 

국산  의료기기를  이용한  전향적  다기관  비교  연구를 

훌륭하게 계획하고 진행해주신 저자들의 노력에 감사드리고, 

ERCP의 다양한 시술 분야에서 내시경적 클립이 새로운 

치료법으로 적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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