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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강경하 담낭절제술 시 담도손상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강      구      정

서 론

복강경 담낭절제수술이 개복 담낭절제수술에 비해 수술상처가 작고 통증이 적으며 일찍 퇴원후

직장복귀가 빠를 뿐 아니라 합병증의 빈도가 낮지만 수술 중 담도 손상의 빈도는 개복수술에 비

하여 일반적으로 높다. 복강경 담낭절제수술은 일반인에게도 아주 간단한 수술로 알려져 있기에

혹 발생할 수도 있는 담관손상 등의 합병증에 대하여 납득하기 어려워하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된다. 따라서 담관 손상에 관하여 수술 전 환자와 그 가족에게 반드시 정보를 제공해 준 후 동의

를 받아야 한다. 복강경 담낭절제술이 보편화된 현 시점에서 개복수술보다 더 흔히 발생할 수 있

는 담관손상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빈도를 줄이려는 노력은 대단히 중요하며 부득이 담관이 손상

되었을 때 어떻게 잘 수습할 것인가는 또 다른 중요한 과제다.

본 론

복강경수술이 외과영역에 도입된 이후 초기 다기간 공동 보고에서 1518명 중 7예(0.5%)의 심한

담관손상이 있었으며 전체적으로 0.7%의 담관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1
다른 보고에

서는 즉 호주 0.2% (12/5927), 네델란드 0.53% (32/6076)의 담관손상 빈도를 보여주었으며 우리나라

의 두 보고2,3에서는 0.4%와 0.8%였다. 미국 Strasberg의 보고에 의하면 1980년 이후 미국에서

25,544명의 개복 담낭절제수술에서 단순 담즙누출을 제외한 심한 담도 손상빈도가 0.32%인데 반하

여 124,000여명의 복강경수술의 경우 심한 담도손상 빈도가 0.52%로 복강경수술시 그 빈도가 훨씬

높다.4 다른 보고에서도 복강경시술이 보급되고 나서 담관손상 빈도는 늘어난 것으로 보고하였다.5

담관 손상율은 전체적으로 보아 0.5%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1. 담관손상의 형태별 분류

복강경 담낭절제수술후 담관손상에 관한 보고는 그리 많지 않으나 담관 손상정도와 형태를 체

계적으로 분류하여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등을 제시한 두 보고가 있었다.
4,6

Strasberg가 분류한 방법이 많이 인용되고 있는바 그 형태는 5가지로 나뉜다(Fig. 1).

이 분류방법은 복강경 담낭절제수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후 5년이 경과한 즈음인 1995년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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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oposed classification of laparoscopic injuries to

the biliary tract. (Strasberg SM et. al, J Am Coll

Surg, 1995;180:101-125). Type A injury: bile leak

from a minor duct still in continuity with the

common bile duct, Type B injury: occlusion of

part of biliary tree, Type C injury: bile leak fror

duct not in communication with common bile duct,

Type D injury: lateral injury to extrahepatic bile

ducts, Type E injury: circumferential injury of

major bile ducts.

Fig. 2. Stewart-Way Classification of Laparoscopic

Bile Duct Injuries (Way LW et.al. Ann Surg

2003;237:460). Class I: CBD mistaken for

cystic duct, but recognized Cholangiogram

incision in cystic duct extended into CBD,

Class II: Lateral damage to the CHD from

cautery or clips placed on duct. Associated

bleeding, poor visibility, Class III: CBD mis-

taken for cystic duct, not recognized. CBD,

CHD, Rt or Lt hepatic ducts transected

and/or resected, Class IV: RHD mistaken for

cystic duct, RHA mistaken for cystic artery,

RHD and RHA transected. Lateral damage to

the RHD from cautery or clips placed on

duct.

기관에서 일어난 손상을 종합하여 제시한 분류

법이다. 여기서는 담관손상에 관한 24개 기관의

보고 300예를 종합하여 손상형태별로 분류하였

는데 Type A 손상 23%, Type B 0.4%, Type C

3%, Type D 9% 및 Type E 65%였다. E형 손상 즉

총담관을 절단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단순히

담낭관이 결찰되지 않거나 우측 담관지의 끝부

위 혹은 Luschka담관이 노출되어 담즙이 흐르는

경우가 그 다음 순이었다. 이 분류법에 의한 분

류결과 B형이 1예(0.4%)였는데 B형과 C형을 따로 분류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긴다.

2003년 Stewart와 Way에 의하여 제시된 분류가 실제상황에 더 부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Fig. 2).

이 분류는 해부학적 구조와 손상기전에 근거하여 분류되었다. 252명의 담관손상환자를 이 분류법

에 따라 분류했을 때 I 형 7% (19예), II형 22% (55예), III형 61% (153예) 및 IV형 10% (25예)로 총

담관을 절단하는 III형이 가장 많아 Strasberg분류의 E형 의 형태와 유사하며 빈도 또한 비슷하였



제 21차 한국간담췌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

20

다. 실제 손상을 분류하여 치료 방법까지 고려할 때 이 분류법이 더 합리적이라고 여겨진다(Way

2003).

I형 손상(7%), 즉 총담관을 부분적으로 손상시키는 것은 담관이 늘어나 있지 않을 때 담낭관으

로 오인하거나 술 중 담관조영술을 위하여 담낭관을 절개하면서 담관까지 연장되어 일어날 수 있

다. 이 경우 우 간동맥 손상도 있을 수 있다.

II형(22%) 손상, 총간관의 우측부에 부분손상을 의미하며 출혈을 지혈시키기 위하여 무분별한

전기소작과 클립 사용으로 발생하기 쉬우며 이것은 심한 담낭염 때 수술부위의 노출이 어렵고 시

야가 나빠 일어날 수 있다. 이 손상과 겸하여 우간동맥이나 고유 간동맥 손상이 동반될 수도 있

다. 이 손상 후에는 담관협착이나 누관이 장기 합병증으로 남을 수 있다.

III형 손상(61%), 총담관을 담낭관으로 오인하여 절단하는 것으로 가장 흔한 손상이다. 이것은

총 간관의 손상여부와 손상 높이에 따라 IIIa, IIIb, IIIc로 나누는데 이는 Strasberg 분류의 E형 손상

을 E1, E2, E3, E4 등으로 세분화한 것과 비슷하다.

IV형 손상(10%), 우측 담관의 절단을 의미하며 우측 간관을 담낭관으로 오인해서 일어나기 쉬우

며 우간관이 아래로 치우쳐 있거나 우후 간관이 총담관에서 따로 분지할 경우 발생하기 쉽다.

2. 진단

수술 중 손상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복강경수술은 개복 수술때보다 시야가 제한되어있고

카메라를 통하여 화면에 보내지는 영상만을 토대로 수술조작을 행하기 때문에 실제 일어나는 상

황을 놓칠 수 있으며 수술자가 다른 수술 부위에 몰두하여 손상을 인지 하지 못할 경우도 있다.

E형 혹은 III형 손상이 가장 흔하며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손상에 관하여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담낭관을 자른 후 켈롯(Calot's) 삼각형 안에 들어 있는 구조물인 담낭동맥

을 자르게 되는 데 이 때 담낭관의 굵기와 비슷하거나 더 크면 일단 담관이 아닌지 다시 한번 살

펴 보아야 한다.

담낭을 떼어낸 후 절제된 담낭에서 담낭관과 담낭동맥을 살펴보아 혹 절제된 담관은 아닌지를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담낭을 절제하기 전에 담관손상이 의심스러우면 필요에

따라 담관조영술을 시행하고 담관손상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개복수술로 전환하여 손상

부위를 확인한 후 적절한 재건수술을 시행한다.

수술 후 하루 이틀 지나서 복통이 심해지거나, 발열, 황달 등의 증세가 있는 경우 복부 전산화

단층촬영으로 담즙이 고이는지를 확인해보고 담관손상이 의심되면 ERCP, MRCP, DISIDA 등의 영

상소견을 종합하면 대략적인 손상형태까지 확인할 수 있다.

3. 치료

수술 중 확인 된 경우 형태에 따라 적절한 수술방법으로 재건수술을 시행한다. A형, D형 혹은 I

형의 경우 T-튜브를 넣은 후 단순 봉합술로 치료될 수 있으며 수술 후 발견된 경우 ERCP로 확진

한 후 비담관배액관(nasobiliary drainage)이나 경피경간 담관배액(PTBD)관 을 넣어 담즙을 바깥으로

배액시키면 손상받은 부위가 곧 아물게 된다.

우측 후간관이 분절 절제된 B형 혹은 C형 손상의 경우 별 증상없이 지나갈 수 있으며 증상이

없다면 수술하지 않고 지켜볼 수 있으나 결찰되어 배액되지 않는 간관이 굵어 황달, 발열 등의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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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critical view of safety”. The Calot's triangle
is dissected free of all tissue except for the cystic
duct and artery and the base of the liver bed is
exposed. When this view is achieved, the two
structures entering the gallbladder can only be the
cystic duct and artery (J Am Coll Surg 1995;
180:113).

관염이 나타나거나 담즙이 누출되는 C형의 경우 담관공장 문합술이나 때론 간 우후구역 절제술을

시행할 수도 있다. 담관공장 문합술을 시행할 경우 관이 대단히 가늘기 때문에 협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지용으로 폴리에틸렌 관을 한시적으로 삽관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담관 굵기가 2 mm

미만인 경우 문합술 대신 결찰해도 무방하다.

E형 혹은 III형 손상의 경우 형태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재건수술을 시행한다. 담관 전 둘레가

잘려진 경우 일차 봉합수술이 가능하나 대체로 담관이 정상굵기로 일차봉합하기에 너무 가늘기

때문에 담관협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T-자관을 삽입하는 것이 좋다. 이 때는 Roux-en-Y 간-공장 문

합술을 시행하는 것이 담관협착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4. 예방

서양의 경우 담도조영술을 통하여 담관손상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일관된 보고이나 우

리나라 복강경 외과의사의 경우 얼마나 여기에 동의할지 의문이다. 급성 화농성 담낭염에 대한 수

술 시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염증반응에 의하여 출혈이 많고 조직 부종과 담낭천공으로 화농액이

흘러나오면 해부학적 구조를 구별하기 힘들 며, 담낭, 담낭관 및 담관 부종으로 인하여 시야도 좋

지 않을 뿐 아니라 담낭관 박리가 어려워 담관손상가능성이 높다. 특히 초보자의 경우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고 개복수술로 전환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환자가 개복하지 않고 복

강경으로 수술이 마쳐지기를 요청받은 경우 경험이 더 많은 복강경수술 외과의사에게 자문을 구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한다.

간 손상 위험인자와 함께 손상을 줄이는 요령을 나름대로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1) 심한 염증이나 출혈로 인하여 과다한 전

기소작이나 무분별한 클립사용을 자제한다.

2) 담낭을 상외측으로 과다하게 견인할 경우

(tenting injury) 총담관을 담낭관으로 오인하기

쉽다.

3) 담낭관이 짧거나 비교적 큰 담석이 담낭

관에 꽉 박혀 있는 경우(Mirrizi 증후군) II형

손상 가능성이 높다. 이 때는 개복수술을 적극

고려해 봐야 한다.

4) 담낭이 간쪽으로 깊숙이 위치한 경우 간

내로 너무 깊숙이 절제해 들어간다면 우 간관

이나 우간 동맥 손상 가능성이 높다.

5) 해부구조의 이상 혹은 착각: 경험이 많이

있더라도 해부구조의 이상으로 담낭관이 독립

된 우후 간관으로 분지하는 경우 어쩔 수 없

이 손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E형 손상의 경우

담낭관이 두 개(second cystic duct) 혹은 부 담

낭관(accessory duct)으로 생각하며 담관을 분절

절제할 수 있다. 간혹 독립된 우간관이 손상될

수 있다.(isolated right hepatic 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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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반적으로 담관손상을 피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은 담낭문부 혹은 하트만 주머니쪽에서 담

낭관을 향하여 담낭을 싸는 장막을 절개하여 담낭하부에서 담낭관을 향하여 박리한다(infundibular

technique, Fig. 3). Calot's 삼각형 바깥을 충분히 박리해 놓은 상태에서 삼각형 안쪽으로 박리감자

를 넣어 조금씩 조직을 벌려 담낭관을 노출시킨다. 이 때에도 몇차례 담낭을 좌우, 상하로 움직여

보아 담낭관과 담관의 해부학적 구조를 확인한 다음 담낭관을 결찰 절제한다.

7) 복강경수술 장비: 광원의 성능이 떨어지거나 광섬유의 손상으로 조명이 불충분한 경우 해부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장비성능을 최상으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염증

이 심하여 담낭관쪽의 노출이 어려울 경우 0도 대신 30도 각 진 텔레스코프나 파이버스코프를 사

용하면 훨씬 좋은 영상으로 구조물 파악이 쉬워진다.

8) 카메라를 적절한 거리와 각도를 유지하여 좋은 영상을 만들어 주는 보조자의 중요성도 간과

할 수 없다.

결 론

복강경 담낭절제수술은 보편화된 간단한 수술로 알려져 있고 심한 합병증인 담관 손상의 빈도

가 낮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환자나 그 가족의 이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복강경수술을 시행하

는 외과의사도 대부분 손상없이 수술을 해 왔기에 간혹 발생할 수 있는 담관 손상으로 인하여 어

려움에 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최상의 수술장비를 갖추고 손상이 발생하기 쉬운 요건을 알고 손

상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익혀야 한다. 특히 심한 담낭염이 있거나 해부학적 구조 이상

이 있는 경우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상에 대하여 수술 중 혹은 수술 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처치를 함으로서 더 큰 화를 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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