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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장 및 담도 질환을 위한 생분해성 스텐트/도관
CHA 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소화기센터

권창일

Biodegradable Stent/Tube for Pancreatic and Biliary Disease
Chang-Il Kwon
Digestive Disease Center, CHA Bundang Medical Center, CHA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ngnam, Korea

Biodegradable stents have the highly attractive advantage that they do not need
to be removed after insertion into human organs. For this reason, biodegradable
stents using various biodegradable materials have been developed and applied
to the several human organs for a long time with the possibility of success. In
the gastrointestinal tract, benign esophageal stricture was the first indication of
biodegradable stents, and several biodegradable stents are currently attempting
to overcome several technical limitations and to be inserted benign bile duct and
pancreatic strictures by endoscopic procedure. However, in order to maintain a
high radial expansion force while properly controlling the degradation time, there
are many problems to be solved because the thickness of the raw material must be
adequately maintained at a constant thickness. In this review, the issues or previous
clinical results related to biodegradable stents were reviewed, and the concepts of
the basics and the problems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biodegradable stent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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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악성 협착뿐 아니라 양성 질환에도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3,4

췌장-담도 질환에서 양성 및 악성 협착을 해결하기 위하여

플라스틱 스텐트와 SEMS가 서로 다른 장단점들을 가지고

플라스틱 스텐트가 개발이 된 이후, 괄목할 만한 치료 내시경의

있기 때문에, 각각의 단점들을 보완하며 넓은 적응증에 이용될

1,2

발전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임상에 이용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스텐트 개발이 시도되어 왔다.5-7 SEMS와

플라스틱 스텐트 분야에 이렇다 할 큰 발전이 없었기 때문에

비슷한 우수한 확장력 및 넓은 내경이 확보되면서 협착이

플라스틱 스텐트의 여러 가지 단점을 극복한 자가팽창형 금속

해결된 후에 제거할 필요가 없도록 생체 적합성을 높인다면

스텐트(self-expandable metal stents, SEMS)가 개발이 되었고

가장 이상적인 스텐트가 될 수 있다. 이 개념 하에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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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되어 오고 있으며, 임상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기 시작한

실패 등에 의한 혈전증 발생으로 인해 급성 심근경색증을

기능성 스텐트가 바로 생분해성 스텐트이다.

동반한 사망률이 높게 보고되어 시장에서 거둬들이는 위기를

생분해성 스텐트는 플라스틱 스텐트와 비교해서 내강을 넓게

맞았다.22-25 현재까지 단점을 일부 보완한 차세대 생분해성

확보할 수 있으며, 점막 안으로 매립이 되면 biofilm 형성이 큰

스텐트들을 이용한 임상 시험이 계속 시행되고 있지만 이렇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SEMS에 비해서는 비교적 점막 과형성을

할 진전은 아직 없으며, 오히려 폴리머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초래하지 않으며 제거할 필요가 없다. 또한, 약물 등과 혼합이

위해 폴리머가 없는 지연 약물 방출형 금속 스텐트들이

가능하여 항세균성, 항종양성 물질을 방출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소개되고 있다.26,27

있다.7
본고에서는 순환기 생분해성 스텐트들과 관련된 이슈들을

2. 위장관 질환에서의 생분해성 스텐트의 현재

알아보고, 소화기 질환에서 시도되고 있는 생분해성
스텐트들의 치료 성적 및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짚어보고자

식도 질환에서는 내시경을 이용하지 않고 방사선 투시 하에

한다. 그리고 생분해성 스텐트 개발과 관련된 기초적인

스텐트 삽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텐트를 제작하는 원사

사항들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 및 이에 대한 해결 방향에

(thread) 두께를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해서도 논하고자 한다.

따라서 생분해성 스텐트 중 식도용 스텐트의 제작이 가장 먼저
시도되었다. 스텐트 장기 유치 시에 발생하는 합병증을 예방할

본 론

수 있고, 제거할 필요가 없는 장점 이외에도 생분해성 물질에
의한 조직 과형성을 유도하여 스텐트 이탈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28 식도 생분해성 스텐트의 가장 주된 적응증은 식도 양성

1. 심혈관 질환에서의 생분해성 스텐트의 문제점

협착이며, 불응성 협착에서 스텐트 개존율이 오래 유지되고,
초창기 스텐트인 비약물 금속 스텐트(bare-metal stent)는

조직 리모델링을 유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28

심혈관 질환 치료술의 기적을 가져왔으나,8 금속에 의한 염증성

그러나 최근에 보고된 다기관 전향적 무작위 비교 연구에서는

반응으로 초래되는 신생 내막 증식(neointimal hyperplasia) 및

반복적인 풍선 확장군에 비해 생분해성 스텐트 삽입군에서

스텐트 내 재협착(in-stent restenosis) 그리고 스텐트 혈전증을

초기 재협착에 대한 추가적인 시술 횟수를 줄이는 효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있으나, 후반기에는 두 군 간에 차이가 없었다.29 다만, 생분해성

sirolimus 또는 paclitaxel 같은 항증식 약물을 함유한 폴리머

스텐트를 삽입한 경우 중대한 합병증인 천공을 유발하지

(polymer)로 금속을 코팅하여 천천히 항증식약물이 방출되는

않았다는 장점은 앞으로 그 유용성을 기대하는 큰 이유이다.

발생시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9,10

11-13

약물 방출형 스텐트(drug-eluting stent)가 개발되었다.

이

약물들에 의해 염증 반응을 억제하여 협착 발생을 5% 정도로
14-16

낮출 수 있었으나,

3. 췌장-담도 질환에서의 생분해성 스텐트의 현재

금속의 노출로 인하여 1년 후 후기 혈전증

(late thrombosis)이 높게 발생하면서 오히려 사망률이 40%까지

담도 생분해성 스텐트는 식도 생분해성 스텐트와 같이

보고가 되어 복용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 판단하였던

원사를 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시경이 아닌 경피 경간 담도

항혈전제를 평생 복용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17-19

2세대 약물

배액술(percutaneous transhepatic biliary drainage, PTBD) 경로를

방출 스텐트가 생체 적합성을 높인 생분해성 폴리머를

통해 시도가 되기 시작하였다. 30 가장 대규모 연구에서는

입히면서 동시에 더 얇은 플랫폼을 도입하여 혈전증 발생률을

107명의 양성 담도 협착에서 생분해성 스텐트가 시도가 되어

현저하게 낮추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98%에서 기술적인 성공을 하였으나, 협착 재발생이 18%에서

20,21

못하였다.

발생이 되었고 이로 인한 담도염과 담석 발생이 동반되었다.31

이런 문제점을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금속 성분을

내시경을 통한 담도 삽입은 최근에 최초 증례32가 보고된

없애고 완전한 생분해성 폴리머 스텐트(심혈관계에서는

이후, 2개의 선행 연구가 담도 협착 및 췌관 협착으로 나뉘어서

모양의 특성으로 인해 ‘ scaffold ’ 단어가 통용되고 있음)가

발표가 되었다.33,34 원사의 두께로 인해 삽입기구가 매우 두꺼울

개발이 되었지만, 스텐트 파열(scaffold fracture), 위치 이탈, 팽창

수밖에 없다는 것, 삽입 후에 풍선 확장술을 시행해야 하는 점
Korean J Pancreas Biliary Tract 2020;25(1):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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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스텐트 삽입 전 삽입 기구에 스텐트를 수작업으로

이를 위해서는 생체에 이용할 수 있는 허가된 생체 재료에

장착해야 하는 점 등의 한계가 있다. 연구 결과, 6명의 담도 협착

국한되어 생분해성 스텐트를 개발해야만 한다. 다음 장벽은

환자에서만 급성 담도염의 발생이 삽입 후 30일 내 1명(17%),

SEMS에 견줄 만한 장점을 가지기 위해서는 원사의 두께가

90일 내 2명(33%)에서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는 대규모 연구가

굵을수록 확장력을 높일 수 있지만, 내시경 처치공에 삽입할 수

진행된다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한 개인적인

있도록 스텐트 삽입기구에 장착하기 위한 한계가 있다는

생각은 PTBD 경로를 통한 생분해성 스텐트는 비교적 원사를

점이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에서 생분해성

두껍게 하여 어느 정도 확장력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협착

스텐트의 개발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내시경 분야에서 아직

재발생률이 높았기 때문에, 이보다 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급격한 발전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내시경을 통해 삽입되는 생분해성 스텐트의 단점들이

생분해성 물질 중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은 생분해성

묵과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삽입 후 충분한

폴리머(polymer)로서, 수술용 실로 이미 허가를 받아 널리

확장을 위해 풍선 확장술이 추가로 필요한 점은 만성

쓰이고 있기 때문에 허가 문제에서 자유롭다. 대표적인

췌장염으로 인한 협착처럼 협착이 심한 상태에서는 SEMS에

폴리머들로는 poly-lactic acid (PLLA), poly-glycolic acid (PGA),

비해 확장력이 적을 수밖에 없으므로 조기에 재협착이

poly-ε-caprolactone (PCL), poly(-p-)dioxanone (PDX 또는

발생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따라서, 앞으로 대규모

PDO), poly-lactide-co-glycolide 등이 있다. 폴리머는 마그네슘

전향적 연구가 진행된다면 삽입 후 시간에 따른 생분해성

계열보다 분해되는 시간이 늦는 큰 장점 이외에도 생체

스텐트의 확장된 모양을 확인하는 것도 이 의문점을 해소하는

적합성이 높아 독성이 없고, 종양 유발의 위험성이나 알레르기

방법일 수 있다.

유발 위험성도 없다. 또한, 화학적 및 생리적 처리 과정이 쉬워

우리가 아는 SEMS 형태와는 달리, 플라스틱 스텐트 모양으로
만들어진 생분해성 스텐트에 대하여 임상 연구 결과가 최근에
35

표면 처리가 용이하며, 약물 방출 기능을 가지게 할 수 있다.36,37
폴리머 분해는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 단계인 hydrolytic

초록으로 보고되었다. 폴리머 기반에 여러 가지 탄수화물들,

degradation은 전체 덩어리 상태에서 이루어지며 에스테르

BaSO4 (barium sulfate)를 혼합하여 만들어졌으며, 12일부터

그룹에 대한 무작위 체인 절단이 시작되며, 두 번째 단계인

분해되기 시작하여 20일 정도에 중간 정도, 11주까지 완전하게

enzymatic degradation으로 인해 체인 절단이 보다 세분화하게

분해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문제는 튜브 형태의 모양에서

진행되어 작은 조각들로 분해된다.36,38 이 depolymerization

분해가 불균일하게 발생되면 중심부 쪽에서 파열을 유발하여

과정으로 인해 전체 덩어리가 작아지거나 지지 형태에 변형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장기 내에 일부분이 잔존하고,

발생되기 때문에 얇아지는 동시에 지지 형태가 끊어지거나

이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직 논문으로

파쇄되는 과정이 유도되어 합병증이 초래된다.39 따라서, 생분해성

발표는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스텐트가 생체 곳곳에 삽입된 이후에 이 과정이 그 쓰임새에
맞게 적절한 시간에 발생되게 하는 것이 생분해성 스텐트

4. 생분해성 스텐트 개발에서의 문제점 및 나아갈 길

개발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며 동시에 중요한 과정이 된다.
생분해가 되는 시기를 조절하는 측면에서는 생분해가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점은 식도 생분해성 스텐트는

이루어지는 시기가 너무 빨리 초래되는 것도 스텐트 파열을

원사의 두께가 자유롭다 하더라도 확장력을 가지기 위한 두께를

일으키기 때문에 좋지 않으며, 너무 늦게 오는 것도 SEMS가

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시경을 통한 삽입이 힘들어서

초래하는 합병증을 포함한 여러 가지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

방사선 투시하에 삽입해야 하며, 삽입 후에 풍선 확장술을

어느 정도 기간을 유지한 다음 급격한 분해가 일어나는 것이

추가로 시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삽입 기구 내에 미리

중요하며, 되도록 점막으로 매립되는 반응을 유도하는 것이

스텐트를 삽입해 놓을 경우 확장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시술

스텐트 이탈 및 합병증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 최대한 조기에

바로 직전 일일이 수작업으로 스텐트를 삽입기구에 장착해야

점막층으로 매립되면서 형태를 일정기간 유지하게 된다면

하며, 이 과정에서 감염에 대한 노출의 위험성도 있다.

우리가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생분해성 스텐트가 될 수 있다.

생분해성 스텐트 또는 도관의 개발을 위하여, 우선 현실적인

이전 식도 생분해성 스텐트에 대한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큰 장벽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허가를 쉽게 받는 것이다.

PLLA 스텐트가 점막 과형성을 유발하지 않는 대신 이탈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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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높아 성적이 좋지 않은 반면에, PDO 스텐트는 생분해

방법들이 시도될 수 있다.42

기간이 보다 짧지만 점막 과형성률이 높으며 이탈률이 매우
낮았다.40 단순히 추측하면 폴리머 성분에 의해서 점막 과형성을

결 론

유발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며,
점막 과형성으로 인해 스텐트 이탈률이 낮아지고 생체 내에서

심혈관 질환과는 달리 소화기계 질환에서는 생분해성

생분해 기간이 짧아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PDO

스텐트가 아주 유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미래는 밝다고 볼 수

스텐트를 이용한 담도 동물실험에서 점막 과형성은 일어나지만

있다. 다만, 앞서 언급한 개발 및 적용 방법의 문제점들을

심혈관 스텐트에서 볼 수 있는 점막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최대한 극복하고 적절한 적응증들을 정립해 나간다면 내시경

embedding 과정은 증명되지 않아서, 아마도 다른 여러 가지

분야의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SEMS 개발의

원인들에 의해 성공률 및 이탈률, 분해 기간 등이 달라질 수

왕좌를 차지하였던 대한민국이 생분해성 스텐트의 개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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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본다. 개인적으로는 PLLA 스텐트보다는 나중에 소개된

주도적으로 이끌기를 바라면서 본고를 맺고자 한다.

PDO 스텐트를 제작한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확장력이 좋았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원사의 제한된

요 약

두께, 엮는 방법, 삽입 기구의 구경 등을 크게 달리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분야에 획기적인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생분해성 스텐트는 인체 장기 내에 삽입 후 제거할 필요가
없다는 매우 매력적인 장점이 있다. 이로 인해 오래 전부터

이 기술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 소개된 방법은

시장성 및 성공을 염두에 두고 인체 장기별로 여러 가지

이종 생분해성 원료를 중심부에 삽입하는 core-sheath

생분해성 물질들을 이용한 생분해성 스텐트들이 개발 및 인체

technique이다. 이 방법으로 바깥쪽 재료와는 다른 물성을 가진

적용이 지속되어 왔다. 소화관 영역에서는 식도 양성 협착을

이종 재료를 중심부에 삽입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두 가지

처음 적응증으로 하여 인체 연구가 시작이 되었으며, 현재는

물질에 의한 새로운 물성을 가지게 된다. 녹는 시점이 다를

여러 한계점을 극복하고 양성 담도 협착 및 양성 췌관 협착에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깥쪽 물질이 녹아서 없어지거나

시도가 되고 있다. 하지만 생분해성 물질이 분해되는 시간을

약해지더라도 안쪽 물질은 영향을 덜 받게 되어 좀 더 긴 생분해

적절히 조절하면서 확장력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사의

시간 및 확장력 유지 기간을 가지게 할 수도 있다. 스텐트가

두께를 일정한 두께로 유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결해야 할

일정시간 후에 파열되더라도 조각난 파편들이 보다 더 얇아져

문제점들이 적지 않다. 본고에서는 기존 생분해성 스텐트들과

있기 때문에 장기 밖으로 배출되는 것이 용이할 수 있다.

관련된 이슈들 또는 치료 성적들을 인체 장기별로 알아보고자

반대로, 초기에 확장력을 높게 나타내지만 녹는 시점을 빨리

하였으며, 생분해성 스텐트 개발과 관련된 기초적인 사항들에

오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특징을 이용하면 협착 방지용

대한 개념들 및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을 논하였다.

수술용 도관이 가져야할 특성을 나타내게 할 수도 있다. 또한,
기존 생분해성 스텐트는 기계가 원사를 cross 방법으로만 엮기

국문 색인: 생분해성, 스텐트, 도관, 내시경역행담췌관조영술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SEMS를 제작하는 방법처럼 cross and
hook 방법으로 원사를 엮는다면 확장력을 더 높일 수 있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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