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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tfalls in laparoscopic Liver Surgery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한 호 성

최근 복강경 간절제술에 대한 보고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

서도 보편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고, 일부 제한된 병원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들로는 첫째 발생했을 경우 복강경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대량 출혈의 가능성

과 수술 중 공기 색전증의 위험성이 있고, 둘째 병변이 깊게 위치하여 표면에서 보이지 않

는 경우나 계획된 절제연에서 거리가 가까운 경우에 병변 부위를 직접 만져 볼 수 없어 병

변의 위치와 충분한 절제연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우며, 셋째 개복 간절제술의 수술기법과

함께 고도의 복강경 수술기법이 필요하여 많은 시간의 학습곡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

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해야만 복강경 간절제술이 다른 장기들에 대한 복강경 수술과 갈

이 보편적인 수술이 될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복강경 간절제술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

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저자의 경험과 문헌 고찰을 바탕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출 혈

복강경 간절제술에서 간실질의 절제시에 발생하는 출혈은 현재 간실질의 혈관을 처리할

수 있는 여러 기구들의 개발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복수술로 전환하는 가장 흔한 원인으로

일단 발생하면 복강경으로 지혈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술 후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복강경 간절제술이 안전한 술식이 되기 위해서는 간실질의 절제시에 발생하는 출혈

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이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출혈이 거의 없는 건조된 수술시야

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복강경 간절제에서 많이 사용된 초음파 절

단기(ultrasonic shears; Harmonic scalpel
․

, Autosonix
․

, Sonosurg
․

)는 2-3 mm의 가는 혈관들과

담관을 절제와 함께 봉합을 함으로써 출혈을 줄일 수 있으나 비교적 굵은 간정맥 분지들의

경우에는 이를 잘 박리하여 따로 결찰하지 않는다면 초음파 절단기 만으로는 지혈이 어려워

대량출혈의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면에서 CUSA, Jet-Cutter, Aloka 등은 혈관이나 담관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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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하면서 간실질만을 선택적으로 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이를 이용한 복강경 간절제

술에 대한 보고들이 나오고 있다(Rau et al, 1998; Kaneko et al, 2005). 저자는 1-2 cm 깊이의

표재부 간실질은 초음파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제하고 이보다 깊은 심부의 간실질은 복강경

CUSA를 이용하여 절단하면서 노출되는 간정맥 분지나 Glisson지의 분지들을 확인한 후 굵

기가 가늘면 전기응고시키고 굵으면 endoclip, hemo-o-lock 등으로 결찰한다. 혈관용 Endo-

GIA는 간정맥이나 굵은 Glisson지를 절단할 때 사용한다.

출혈을 줄일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간으로 유입되는 혈류를 차단하는 Pringle 술식

을 복강경 술식으로 시행하여 출혈을 줄일 수 있었다는 보고들이 있다. Dulucq 등(2005)은

대상환자들의 50%정도에서 이 술식을 이용하여 대량 간절제시에도 출혈양을 300 cc 정도로

줄일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복강경 수술의 경우 약간의 출혈이 있어도 수술시야를 금방

가리고 화면을 어둡게 하기 때문에 Pringle 술식을 이용하여 간실질에서 나는 소량의 출혈을

줄여 수술시야를 건조하게 한다면 간실질 절제시에 노출되는 간정맥의 분지나 Glisson 분지

들을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 출혈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특히 간경화가 심

한 환자들에서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공기색전증

기복에 의해 발생하는 수술 중 공기 색전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복없이 수술하는 것

이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복강경 보조 간절제술과 복벽 거상(abdominal wall lifting)

복강경 간절제술이 제시되어 왔다. 하지만 초기의 우려와 달리 지금까지 복강경 간절제술

후의 주요 합병증으로 공기 색전증에 대한 보고는 없고, 저자의 경우도 간실질을 절제할 경

우에 복압을 10 mmHg이하로 유지하는 하는 것만으로도 공기 색전증을 피할 수 있었다. 전

기 소작기나 초음파 절단시에서 발생하는 분무를 제거하기 위해 투관침의 공기 통로를 열어

놓거나 간실질 절제시에 복강경용 CUSA를 사용하게 되면 장착된 probe의 흡입기능으로 인

해서도 복압이 대개 10 mmHg이상으로 증가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기복인 상태에서 전 복강경 술식으로 간실질을 절제하여도 복압을 어느 정도 감압

시키고 공기가 유입될 수 있는 간정맥을 세심하게 박리하여 처리한다면 공기 색전증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병변의 위치와 절제연의 확인

복강경 간절술에서 직접 손으로 만질 수 없어 병변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제

한점에 대해 최근 복강경용 초음파가 개발되어 병변의 위치와 주위 주요 혈관과의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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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정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Gigot et al, 2002; John et al, 2005). 특히 간정맥에 가

까이 위치한 종양에 대한 간절제술이나 표면에서 보이지 않는 병변에 대한 종양절제술인 경

우에 안전한 절제연의 확보를 위해서 복강경용 초음파는 반드시 필요한 장비이다. 또한

Hand-assisted 복강경 술식을 이용하여 손이 직접 만지거나 견인함으로써 수술시야를 확보하

면서 절제면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는 보고들이 있다(Fong et al, 2000; Inagaki et al,

2003). 하지만 Hand-assisted 복강경 술식은 술자의 손 자체가 수술시야를 가릴 수 있고, 절개

창이 전 복강경 술식에 비해 큰 절개창이 필요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hand port의 가격이 비

싸다는 단점이 있어 저자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학습곡선

복강경 간절제술은 다른 장기에 대한 복강경 수술에 비해 많은 학습곡선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직까지 이 술식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숙련도에 따른 학습곡선에 대

한 보고들은 없다. 저자는 지금까지 100여 예의 복강경 간절제술을 경험하였는데 초기에는

복강경 보조 간절제술 10예를 먼저 경험한 후에 전 복강경 절제술을 시행하였다(Min et al,

2006). 복강경 간절제술이 숙련된 간절제 술기와 복강경 술기가 모두 필요하다는 점에서 초

기에 복강경 보조 간절제술을 통해 두 술기의 경험을 배우면서 적응기간을 갖는 것도 복강

경 간절제술의 학습곡선을 빨리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저자의 복강

경 좌측 간절제술의 경험을 분석한 결과 시행횟수가 증가하면서 비교적 빠른 속도로 수술

시간, 수술 중 출혈 양, 수술 후의 재원기간 그리고 수술 후 합병증에서 향상된 성적을 보였

다(윤 등, 2004). 따라서 종양절제술이나 좌외구역 절제술부터 시작하여 적절한 투관침의 위

치에서부터 여러 기구들을 이용한 간실질 절제의 경험을 축적한다면 빠른 시일내에 학습곡

선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으로 초기에 복강경 간절제술에 대한 제한점으로 생각되어 온 것들이 점차 수술기법

의 발달과 수술기구의 발전으로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다. 따라서 처음에는 기술적인 어려

움이 있겠지만 복강경 간절제술에 대한 경험을 꾸준히 쌓아 간다면 복강경 간절제술이 보다

보편적인 술식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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