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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오래 부터 간문부 담도의 합류 형태에는 다양한 변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왔으며, 재까지 이에 한 많은 문헌들이 보고되어 왔다. 하지만, 문헌마다 합류 형태의 분

류 방식과 각 형태별 빈도는 다소 차이가 있다. 1957년 Couinaud의 분류에 따르면, 형 인 

합류 형태 다음으로는 rt. ant. sectional duct (RASD)가 common hepatic duct (CHD)로 합류하는 

형태가 가장 흔한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1), 최근의 문헌들에서는 이보다 rt. post. sectional duct 

(RPSD)가 lt. hepatic duct (LHD)로 합류하는 형태가 더 흔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두 형태

는 각 담도의 합류 순서는 같지만, 합류되는 치가 다르다는 을 고려할 때, 분류 방식에서

의 혼선이 이러한 빈도 차이를 가져왔다고 생각된다. 재까지의 경험들을 고려할 때, 형

인 형태 다음으로는, RPSD가 LHD로 합류하는 형태와 trifurcation 형태가 비슷한 정도로 흔하

고, 그 다음은 RPSD가 CHD로 합류하는 형태로서, 이 네 가지가 체의 90∼98%를 차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2,3).

  최근에는 이러한 담도 합류 방식 자체 뿐 아니라, 과의 계까지 고려한 담도  해부

학(biliary vascular anatomy)이 수술의 용이성  합병증, 후에 요하다는 보고들이 있다. 

1989년 Couinaud의 anatomy 서에는, rt. portal vein의 아래쪽으로 진행하는 RPSD와 umbilical 

portal vein 아래로 진행하는 segment 2 or 3 duct (B2 or B3)가 드물게 존재한다고 기술되어 있

다(4). 2004년 Ohkubo 등(5)은 이를 바탕으로 rt. hepatic duct 합류 방식을 supraportal type, 

infraportal type, combined type으로 나 어 이를 정확히 악하는 것이 생체 간이식을 안 하게 

시행하는데 필수 이라고 하 다. 2009년 Shimizu 등(6)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supraportal 

type이 형 인 형태이지만, 간문부담 암으로 extended lt. hepatecotmy를 시행할 경우, infra-

portal type이 수술도 더 쉽고, tumor-free proximal bile duct margin을 얻기도 더 쉬우며, biliary 

leakage 같은 합병증의 빈도도 더 낮다고 보고하 다. Infraportal type의 B2 는 B3도 3∼6%에

서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부분 B3) (7), 이런 경우에는 extended rt. hepatectomy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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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담도장  문합이 필요해지고, 두 담도가 문맥을 사이에 끼고 있어 수술이 어려우며, 

portal vein 아래쪽의 B3를 missing하기 쉬울 것이라 하 다(5). 이처럼 드물지만 critical한 담도

의 해부학  변이를 정확하게 악하는 것이 수술과 련된 담도 합병증으로 이는데 필수

인 요소  하나일 것이라 생각된다.

  담도를 덮고 있는 담 세포(cholangiocyte)는 neurogenic, humoral, chemical 자극의 향을 받

아 담즙(bile)의 양을 조 하고, 변화시키며 장하는 역할을 한다. 물과 해질의 재흡수 작용

은 식 기간  담즙을 장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는 특히 담낭 제를 받은 환자에서 요하

다. 한, 이런 단순한 농도 조  외에도 이른바 “cholehepatic shunting”이라는 기 을 통해 

unconjugated 담즙산을 periductular capillary plexus를 통해 간세포로 되돌려 보내는 생리  기능

을 하는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8).

  담도의 폐쇄가 나타나면 담 세포에서는 secretin receptor의 발 이 증가하고, VEGF-A가 분

비되며, 이런 향으로 담 세포의 증식이 나타나고, bile  bicarbonate의 분비가 증가하게 되

지만, 간동맥이 막히거나, vagal stimuli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반 로 담 세포의 증식이 감소

하고, apoptosis가 증가하게 된다. 부분의 담 세포의 병리는 이러한 생리  응의 조  실

패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9). 

  간내 담도계는 peribiliary vascular plexus로부터 액공 을 받으며, 이는 간동맥에서 기원한

다. 큰 간동맥이 막힐 경우 intrahepatic or transcapsular collateral artery가 열리면서 빠르게 보상

되고, 허 손상이 방된다. 하지만 작은 간동맥이나 peribiliary vascular plexus 자체가 손상되

는 경우, 는 간이식에서와 같이 가능한 collateral이 모두 차단된 상태에서 간동맥이 막히는 

경우에는 담도의 허 손상이 발생하게 된다. 담도의 허 손상은 동맥 폐쇄의 범 와 속도에 

따라 biliary cast의 형성, bile duct necrosis, primary sclerosing cholagngitis을 닮은 만성 질환의 형

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부분의 환자에서 담도 허 손상의 치료는 어려우며, biliary drainage 

는 reconstruction이 불가능하거나 실패하면 간이식이 불가피하게 된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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