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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맥 혈전증은 간 절제 후 생길 수 있는 합병증 중의 하나로 다른 합병증에 비해 증상이 없는 경

우가 많아 조기에 진단이 어려운 특징이 있으나, 진단의 지연으로 인하여 환자의 예후에 치명적

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수술 후 합병증 중에 빈도가 적은 편으로 문맥계 혈전

은 일반적인 외과 수술 보다는 간담췌 수술 후에 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가 대부분 간

이식이나 췌십이지장절제술 후 생기는 문맥 혈전증에 관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간 절제술 후 생

긴 문맥 혈전증에 관한 연구는 극히 드물다.  

간 절제 후 문맥 혈전증의 빈도는 2.1-9.0%, 특히 우측간 절제, 미상엽 절제, 비장 동반 절제, 수

술 후 담즙 누출이 생긴 경우에 빈번히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또한 수술 중 Pringle 

maneuver 기간이 혈전 생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급성기 문맥 혈전증은 증상이 없거나 복통, 구역, 미열과 같은 비특이적 증상이 대부분으로 조기

에 별다른 치료 없이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혈전이 심해질 수록 문맥성 고혈압이 나타나

고 그로 인한 여러 합병증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는 환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문맥 혈전의 조기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문맥 혈전증은 Color Dopler Ultrasound, CT, MRA, Portal Venography로 진단이 가능하다. 비용, 편

의성, 비 침습성 등의 장점이 있는 Color Dopler Ultarasound와 CT 검사가 주로 이용되고, 각각의 

민감도와 특이도가 89-93%, 92-99%로 서로 비슷하나, CT의 경우 혈전의 범위와 주변 구조물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문맥 혈전증의 치료는 저분자량 헤파린 또는 헤파린을 이용한 항 응고요법이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고 문헌에 보고된 치료효과는 24-81%로 보고하고 있다. 수술 후 비교적 일찍 혈전이 발견된 

경우 혈전이 주변 혈관과 조직변성을 일으키지 않아 비교적 신선한 상태이므로 수술적 혈전 제거

술을 하는 것이 치료효과가 탁월하다는 의견이 많다. 따라서 수술 후 5일 이내에 발견된 조기 문

맥 혈전증의 경우 응급으로 수술적 혈전 제거를 권유하고 있고, 수술 후 6일 이후에 발견된 경우 

일차적으로 수술 보다는 항 응고요법을 제시하고 있다. 조기 발견된 혈전의 치료로 경피경간으로 

카테터를 문맥에 직접 삽입하여 유로키나아제와 같은 혈전 용해제를 직접 혈전에 주입하는 시술

이 수술적 치료의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선 스텐트를 삽입 후 전신 항 응고요법

을 시행하기도 한다. 



지난 수 십 년간 수술 술기와 장비의 발달로 간의 대량절제가 가능해 졌고 이로 인해 생길 수 있

는 문맥 혈전증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게 되었다. 조기에 발견되지 않는 경우 문맥성 고혈압으

로 발전하거나, 혈전이 문맥계 전체로 퍼져나갈 경우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수술 후 

문맥 혈전증의 가능성을 항상 염두 해 두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