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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절제술 시행 후 발생한 담관-대장 누공을 대장내시경을 통하여
봉합 치료한 1예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내과

노수민·소훈섭·신승환·양동훈·박도현

Biliary-Colonic Fistula after Hepatectomy Treated by Colonoscopic
Clipping
Soo Min Noh, Hoonsub So, Seung Whan Shin, Dong-Hoon Yang, Do Hyun Park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Asan Medical Center,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Biliary-colonic fistula is a rare complication after hepatic resection. We present at a case
of asymptomatic biliary-colonic fistula that developed 6 months after hepatectomy
in a 73-year old female patient. She had been undergoing endoscopic treatment
for a postoperative bile leakage, and the fistula was found by follow-up 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graphy (ERCP). The fistula was formed between the right
posterior segmental duct and the colon, and it was closed by colonoscopic clipping
under fluoroscopic guidance. There was no recurrence at the 6-week follow-up ER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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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경우, 수술을 통한 담도전환술(biliary diversion)이 치료
로 알려져 있다.5 저자들은 고분화성 이형성 결절(high-grade

담관-장관 누공은 담도와 장관 사이에 비정상인 통로가 생

dysplastic nodule)에 대해 간우전엽절제술을 시행한 후 발생

기는 것으로 담도 질환에서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합병증이

한 담즙종에 대하여 보존적 치료 중 내시경적 역행성 췌담도

1

다. 담관-장관 누공은 대부분 담석에 의하여 발생하며 대장

조영술(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graphy,

게실, 복부 외상 등에 의해서도 발생되고, 주로 담낭 십이지장

ERCP)을 통하여 우연히 담관-대장 누공을 발견하였고, 대장

2,3

누공의 형태로 나타난다. 수술에 의한 담관-장관 누공 합병
4

증은 0.15-4.8% 정도로 알려져 있다. 보존적 치료에 반응하지

36

Copyright © 2018 by Korean Pancreatobiliary Association

내시경을 통하여 봉합 치료를 한 1예를 보고하고자 한다.

Soo Min Noh, et al.

증 례

시행한 담도 조영술에서는 총담관의 조영제 누출은 없었다.
병리 결과 고분화성 이형성 결절이 확인되었다. 수술 7일째

73세 여자가 소화불량을 주소로 본원 방문하여 non-B, non-

간절제면에 위치시킨 배액관(Jackson-Pratt drain)으로 담즙

C 간경화 및 간우엽에 2 cm 크기의 종양이 확인되었다. 환자

양상의 배액이 증가하여, ERCP를 시행하였으며 문합부 담즙

는 고혈압, 당뇨로 투약 중이었고, 10년전 뇌경색 및 40년 전

누출(Fig. 1A)이 확인되어 내시경 유두괄약근절개술(endo-

맹장 수술, 자궁적출 수술의 과거력이 있으며 음주력, 흡연력

scopic sphincterotomy)과 내시경비담관배액술(endoscopic

은 없었다. 가족력으로 어머니가 간경변 및 간암 과거력이 있

nasobiliary drainage, ENBD)을 시행하였다. 이후 복부 컴퓨

었다. 간우전엽절제술과 담낭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중

터단층촬영(computer tomography, CT)에서(Fig. 1B) 간 주

A

B

C

Fig. 1. (A) ERCP revealed bile leak (white arrow) from the stump. (B) Computed tomography showed increased perihepatic ﬂuid collection in spite of
endoscopic sphincterotomy and ENBD insertion. (C) Percutaneous abscess drainage tube (8.5 Fr) was inserted for drainage of perihepatic ﬂuid collection.
ERCP, 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graphy; ENBD, endoscopic nasobiliary drainage.

A

B

Fig. 2. (A) Computed tomography showed nearly disappeared loculated fluid collection around liver resection margin. (B) 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graphy revealed newly developed extravasation of dye from intrahepatic duct to the hepatic ﬂexure of the colon and a guidewire
(white arrow) was able to pass through the ﬁst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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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부 액체 저류가 지속되었고 ERCP를 시행하여 우후분절관

뚜렷이 누공이 관찰되지 않았으나, X-선 투시경에서 하루 전

(Rt. posterior segmental duct, RPSD)에 플라스틱 스텐트(7

ERCP에서 관찰되던 부위와 일치한다고 판단되어 클립 4개

Fr)를 삽입하였으나 호전 없이 담즙종이 지속되어 수술 26일

(Long clip, Olympus Optical Co., Ltd., Tokyo, Japan)를 사용하여

째 복강내 카테터(8.5 Fr)를 삽입하였다(Fig. 1C). 이후 담즙

누공을 봉합한 후 시술을 종료하였다(Fig. 3B, C). 6주 후 시행한

종은 호전되는 양상을 보여 RPSD에 금속 스텐트를 삽입하였

ERCP에서 담관-대장 누공 소견은 더 이상 관찰되지 않아 기존

으며 수술 8주째 복강내 카테터를 제거 후 퇴원하였다. 이후

에 삽입되었던 담도 플라스틱 스텐트는 제거하였다(Fig. 4).

수술 20주째 담즙종이 지속되어 플라스틱 스텐트로 교체를

고 찰

시행하였다.
6주 후(수술 26주 후) 내시경 담관 스텐트를 교체하기 위해
입원하였고, 입원 당시 혈압 138/74 mmHg, 맥박 80회/분, 체

간절제술 후 담즙 누출은 비교적 흔한 합병증으로 수술한

온 36.6℃였고 계통적 문진에서 발열, 오한 없었으며 신체 검
진에서 특이 사항은 없었다. 검사실 소견에서 백혈구 6,500/
mm3, 호중구 62.6%였으며, C-반응단백 0.70 mg/dL, 총빌리
루빈 및 직접빌리루빈은 각각 0.7 mg/dL 및 0.4 mg/dL로 정
상 소견을 보였다. 복부 CT 시행하였으며 (Fig. 2A) 기존에 플
라스틱 스텐트의 위치는 잘 유지되고 있으며, 이전 보이던 액
체 저류는 대부분 소실된 상태였다. ERCP를 시행하여 이전
에 거치한 플라스틱 스텐트를 제거하였고 담관조영술에서 담
즙종의 크기는 감소한 소견을 보였다. 하지만 총담관에 주입
된 조영제가 대장 간결장곡으로 누출되어 간내담관과 담즙종
그리고 대장 사이에 누공 형성이 의심되었으며, 유도 철사 삽
입시 대장 간결장곡 쪽으로 넘어가 담관-대장 누공이 확인되
었다(Fig. 2B). 이 누공에 대한 내시경 치료를 고려하기로 하고
우선 RPSD에 플라스틱 스텐트(double pig-tail stent 직경/길
이 7 Fr /12 cm)를 거치하였다.
다음 날 대장내시경을 시행하였고 간결장곡 부위에 담관-대
장 누공이 의심되는 부위가 발견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주변에
염증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Fig. 3A). 조영제를 사용하였을 때

A

B

Fig. 4. Six weeks after the clipping, follow-up 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graphy did not show any evidence of biliary-colonic
ﬁstula. The previously placed clips were observed (white arrows).

C

Fig. 3. (A) Endoscopic image showing suspicious opening of the biliary-colonic fistula. (B) Biliary-colonic fistula was closed by using four clips.
(C) Fluoroscopic image during colonoscopic cli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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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서 2.5-12%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6-9 담즙

공이 발생한 환자에서 먼저 내시경적인 처치로 클립봉합술을

이 누출되어 형성된 담즙종은 위치 및 피막형성에 관계없이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여 복강경 통하여 누공절제술 및 상행

10

담도 밖에서 담즙이 모여 경계를 이룬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결장 쐐기절제술을 시행한 보고가 있다.14 담즙 누출에 대한

크기가 크지 않고 무증상일 경우 다른 처치 없이 자발 회복이

치료는 내시경 유두괄약근절개술과 담관내로 스텐트 삽입이

가능하나 크기가 크거나 증상이 있을 경우 경피간담관조영술

널리 사용되는 방법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담즙 누출

(percutaneous transhepatic cholangiography, PTC) 또는

원인에 관계없이 내시경 치료성공률은 91-95%로 안전하고

ERCP를 통하여 해부학적 구조를 확인한 후 적절한 배액술을

성공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반면에 담관-대장누공에 대

통하여 수술적 치료를 피할 수 있다. 본 증례에서도 간우전엽

한 치료는 간공장문합술과 Hutson-Russell 방법을 통한 담도

절제술 후 7일째 담즙 양상으로 경피적 배액량 늘어나 담도

를 재복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 하지만 본 증례는 내원 6

손상이 의심되어 ERCP를 통해 유두괄약근절개술과 ENBD

주 전 ERCP에서 관찰되지 않던 담관-대장 누공이 확인된 경

를 삽입하였다. 이후에도 배액량이 줄지 않아 다시 시행한

우로, 형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감염의 징후가 없으며 누

ERCP에서 담즙종 확인되어 복부 배액관을 1달 동안 거치하

공 주변으로 섬유화가 심하지 않아 우선 대장내시경으로 봉

였다. 이후 담즙종은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였고, 수술 4개월

합을 시도하였다. 위장관 누공과 누출 치료에 효과적으로 알

후 시행한 ERCP에서는 누공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없었다.

려져 있는 Over-the-scope Clip 사용이 본 증례에서도 적용

담관-장관 누공은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합병증으로 담관-

가능하였다.15 그러나 고가이면서 국내에서는 급여 적용되지

장관 누공은 대부분 담관결석에 의하여 발생하며 대장 게실,

않아 본 환자에서는 지혈용 클립을 사용하였다. 당시 육안상

11

12

복부 외상, 염증성 장질환, 간 디스토마 의해서도 발생되는

누공이 뚜렷하지는 않았지만 X-선 투시경의 도움을 받아 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차적 담관-장관 누공은 담도의 미란

술을 시행하였고, 6주 후 담도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담관에

과 손상 그리고 기계적 폐쇄로 인한 담도내 압력 상승으로 담

서 대장으로의 조영제의 누출이 더 이상 관찰되지 않았다. 결

도내 결석과 궤사 조직들이 쌓이게 되고 이것이 장까지 침범

론적으로 본 증례는 반복적인 스텐트 삽입을 통한 담도 배액

13

하게 되어 누공이 생긴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수술 관련

술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담즙종에 의하여 발생한 담관-대

하여서는 간이식, 담도공장문합술, 담낭절제술 이후 담도 손

장 누공을 대장 클립 거치를 통해 비침습적이고 안전하게 내

상으로 인한 담관 누공 보고가 있다.

5

시경적으로 치료한 경우이다. 본 증례와 같이 담도 배액술을

본 증례의 경우는 간부분절제술 및 담낭절제술을 받았던

위한 조영술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되고, 경과가 오래되지 않

환자로 수술 이후 오랜 기간 동안 담즙종이 지속된 것으로 미

은 담관-대장 누공은 내시경 대장 클립거치만으로도 치료가

루어 보아 담관 내의 압력 상승과 감염으로 인한 담도벽의 약

가능하므로 이러한 환자군에서는 보다 세심한 담도 조영술

화 및 궤사로 인하여 담관-담즙종-대장 누공이 형성된 것으로

촬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추정된다.
Macedo 등5은 담낭절제술 후 발생한 담관-대장 누공을 자

요 약

기공명췌담도조영술(magnetic resonance cholangiopancreatography)과 PTC 통해 확인하여 담관-대장 누공을 우선 외

간절제술 후 담관-대장 누공은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합병

부 배액관을 통하여 풍선으로 확장시킨 후, 1달 후 개복하여

증으로 알려져 있다. 저자들은 73세 여성에서 간절제술을 시

누공 부위 장절제 및 담도 재복원술을 통하여 환자를 호전시

행한 후 발생한 담즙종에 대하여 반복적인 담도 배액술 치료

13

킨 증례를 보고하였다. Munene 등 도 개복 담낭절제술을 시

중 내시경적 역행성 췌담도 조영술을 통하여 우연히 담관-대

행하였던 환자가 4개월 후 황달 주소로 내원하여 경피적 담

장 누공을 발견하였고, 이를 내시경적으로 대장 클립 거치를

관조영술을 통하여 담관-대장 누공을 확인하여 누공 부위 장

통하여 치료에 성공하였던 1예를 경험하였기에 문헌고찰과

절제 및 Roux-en-Y 문합 수술을 통하여 치료한 증례를 보고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

하였다. 국내에도 간세포암으로 고주파열 치료(radiofrequency ablation)를 시행한 후 간농양벽의 괴사로 간대장누

국문 색인: 담관-대장 누공, 간절제술, 대장내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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