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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gical Management of Liver Trauma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황 윤 진

최근 수술 수기 및 마취의 발달, 영상 진단의 발달 그리고 술 후 환자 관리의 발달 등으

로 외상성 간 손상에 의한 사망률은 획기적으로 감소하였지만 아직 간의 해부학적 위치 및

풍부한 혈류양 등으로 인해 외과의에게는 어려운 손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동반된 다

른 장기의 손상, 간으로부터의 심각한 출혈, 대량 수혈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그리고 폐혈

성 합병증 등은 간 손상 환자의 이환율 및 사망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외상성 간 손상은 손상의 원인과 기전에 따라 경미한 간 피막열상, 간 내 혈종, 또는 출혈

이 멈춘 간 실질의 열상에서부터 간엽 대부분의 파열과 간문맥, 간정맥의 열상 등을 동반한

심한 간 손상까지 다양한 양상을 나타내며 손상의 정도와 환자의 혈역학적 상태 그리고 동

반된 장기의 손상 등에 따라 비 수술적 보존적 치료 방법에서부터 수술적 치료, 심지어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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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 까지 여러 치료 방법을 환자에 따라 결정 하여야 한다.

Non-operative Management of Liver Injur ies

최근 영상 기술의 발달로 빠른 시간에 비교적 정확하게 간 손상의 경중도, 출혈 양상, 동반

된 타 장기의 손상 여부의 진단이 가능하게 되었고 중환자 관리의 발달과 경험 축적으로 외

상성 간 손상에 대한 비수술적 보존적 치료의 적용이 크게 늘어가고 있다. 현재 거의 대부

분의 grade Ⅰ,Ⅱ,Ⅲ 간 손상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grade Ⅳ,Ⅴ환자들에도 비수술적 보존적

치료가 성공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비수술적 보존적 치료의 적응은 간 손상의 정도에 관계

없이 혈 역동학적으로 안정된 환자들로서 타 장기의 손상, 특히 내장 파열에 의한 복막 자

극 징후가 없는 경우에 한해야 한다. 복부 둔상에 의한 간 손상인 경우 4-15%에서 타 장기

의 손상을 동반 하며 그 중 보존적 치료가 가능한 비장 및 신장 손상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

며 내장 손상은 2-3% 미만으로 보고되고 있다. 간 손상에 의한 비수술적 보존적 치료의 실

패는 대부분 수상 24시간이내에 판단 될 수 있으며 그 징후는 혈 역동학적 불안정, 지속적

인 수혈의 필요성 그리고 복막 자극 징후의 감지 등이며 이러한 경우 임상적으로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수술적 치료를 하여야 한다.

Operative Management of Liver Injur ies

간 손상 시 비수술적 보존적 치료가 현재 치료의 근간이 되고 있는 추세이나 상당수의 환

자가 응급 수술을 요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환자가 수액요법에도 불구하고 혈 역학적으로

불안정하거나 복막 자극 징후가 있는 경우 절대적 수술 적응증이 된다 하겠다. 무리한 비수

술적 보존적 치료의 적용은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켜 비가역적인 전신 손상을 유발할 수 있

을 뿐 아니라 biloma, biliary fistula, early and late hemorrhage, false aneurysm, arteriovenous

fistula, hemobilia, liver abscess, 그리고 liver necrosis 등의 합병증을 유발시킬 수 있다. 특히

환자가 적극적인 수액 요법에도 불구하고 혈 역동학적으로 불안정한 경우 응급실에서의 소

생술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수술실로 이송하여야 할 것이다. 성공적

인 수술 결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간 외과의 및 마취의, 충분한 양의 혈액, 혈소판

그리고 신선 동결 혈장의 준비, 잘 구비된 집중 치료실 등이 필수적 이라 하겠다. 수술실에

서는 대량 수혈을 위한 여러 군데의 정맥 확보, 저체온 방지를 위해 실내 온도의 조절 및

warm blanket의 준비 그리고 가능하면 heat exchanger가 구비되어 있는 rapid infusion system

의 준비 등이 필요하다 하겠다.

1. Incision

수술실에서 피부 소독은 복부 전체 뿐 아니라 필요하면 median sternotomy 혹은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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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racotomy가 가능하게 충분히 한다. 피부절개는 일반적으로 정중 절개를 원칙으로 하며 이

를 통해 다른 복부 장기의 손상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복잡한 간 손상시에는 늑골

하 절개를 추가하면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 Median sternotomy는 atriocaval shunt가

고려 될 때 행해지지만 현재 잘 사용되지 않는다.

2. Initial bleeding control

간 손상 환자에서의 가장 주된 사망원인은 대량 출혈에 의한 exsanguination이다. 따라서

수술시 가장 먼저 행해야 할 중요한 목표는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가능한 한 신속히

출혈을 멈추게 하는 것이다. 간 손상 환자에서의 수술 시 80-85%에서는 비교적 간단한 술식

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나머지 15-20%의 환자에서는 심각한 출혈이 동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환자는 혈 역동학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저혈압, 저체온증, metabolic acidosis

그리고 bleeding tendency를 보이며 이러한 상태에서 손상의 범위 및 출혈 부위의 점검을 강

행 할때 출혈이 더욱 심해져 심각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packing이나

bimanual compression 등으로, 혹은 간 유입 혈류 차단(Pringle maneuver)을 추가하여 더 이상

의 출혈을 억제하고 마취의가 환자의 상태를 혈 역동학적으로 안정 되게 한 후 수술을 진행

하여야 한다. 간 유입 혈류 차단에도 불구하고 출혈이 계속되면 retrocaval injury, hepatic vein

injury 혹은 atypical vascular anatomy를 의심하고 그것에 대처하여야 한다.

3. Hepator rhaphy

과거에 많이 사용된 방법으로 보통 horizontal mattress suture을 이용한다. 그러나 출혈을

멈출 정도의 봉합은 포함된 부위의 괴사를 초래하여 폐혈증을 초래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현재도 grade I, II정도의 경한 손상 시 사용 될 수 있으며 심각한 상태에 있는 심한

간 손상 환자들에서 다른 광범위 술식이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킬 위험이이거나 시간이 촉박

할 시 사용될 수 있다.

4. Heptotomy with direct suture ligation

심한 간 실질 손상 시 많이 이용되는 방법으로 정상 간 실질을 finger fracture이나 CUSA

등을 이용하여 절개하여 손상된 혈관이나 담관을 노출시켜 결찰하거나 복구 시키는 방법이

다. 이 방법은 간 실질의 괴사, 재출혈 그리고 폐혈증 등의 합병증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

고 특히 penetrating injury에는 유용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blunt injury에 대한 효과는 확

실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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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Resectional debr idement

해부학적 절제가 아닌 손상된 부위의 바로 옆을 따라 모든 괴사된 간 조직을 절제하는 것

이다. 일반적으로 간 유입 혈류 차단 하에서 finger fracture이나 CUSA 등을 이용하여 절제하

는 것으로 해부학적 절제에 비해 간단하며 시간이 절약 되고 정상 간 조직의 절제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 방법은 괴사된 조직을 제거함으로서 술

후 폐혈증, 재출혈 그리고 담즙 누출 등의 합병증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6. Anatomical resection

간 손상 환자에서의 해부학적 간 절제술은 1960년대에 많이 행해 졌으나 높은 사망률로

인해 그 효능성을 의심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간절제술 수기의 발달과 경험이 축적됨으로

서 해부학적 간 절제술은 보편적으로 안전하게 시행되는 술식으로 인정 되어 최근 간 손상

환자에서도 많이 사용되기 시작하고 있다. 특이 중요 맥관 손상을 동반한 실질 깊은 곳의

손상, 광범위한 괴사가 의심되는 손상, 주간정맥에서의 출혈이 있을때 엽 절제술 등의 해부

학적 절제가 요구된다. 해부학적 절제를 함으로써 출혈 위험이 있는 손상된 간을 모두 제거

할 수 있고 괴사의 위험성이 있는 부위를 제거함으로써 폐혈증 등의 합병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

7. Per ihepatic packing

세계 2차대전시 많이 사용 되었던 perihepatic packing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잘 사용 되지

않다가 근래 다시 각광을 받고 있다. 현재 간 손상 환자의 수술시 약 4-25%에서 perihepatic

packing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심각한 간 손상을 받은 환자들의 대부분이

수술 전 후의 대량 수혈 등에 의해 심한 응고 장애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perihepatic packing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 외 양엽에 걸친 손상, capsular avulsion, 그리고

일부 하대정맥 혹은 간정맥 손상에도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숙련된 간 수술의가 없는 병원

에서 환자를 이송할 때 일시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특히 환자가 10 unit 이상의 수혈을

받았거나 체온이 32도 이하, pH 7.2 이하 그리고 임상적으로 전신적 응고 장애의 양상을 보

이면 perihepatic packing을 심각히 고려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perihepatic packing의 방법은

파열된 간 실질을 손으로 밀착 시킨 후 그 위와 간 주위에 마른 거즈 등을 이용하여

packing을 한다. 이때 가능한 한 최소한 수의 거즈를 이용하며 너무 많은 packing은 하대정

맥을 눌러 venous return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하며 파열된 간 실질 내로의

packing은 출혈을 더 조장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파열된 간과 거즈 사이

에 plastic sheet나 mesh 등을 삽입하여 후의 거즈 제거 시 출혈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러한

환자들은 대부분 대량 수혈 및 수액요법, 그리고 장시간의 간 유입 혈류 차단 등으로 복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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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장기의 부종이 있으며 또한 복강 내 packing의 존재 등으로 인해 복벽 봉합이 어려운 경

우가 많다. 무리한 복벽 봉합은 복압의 증가를 초래하여 호흡 부전, 혈압 감소 그리고 간 괴

사 등의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피부만 봉합하는 것이 좋으며 필요시 mesh 등을 이

용하기도 한다. Perihepatic packing은 환자가 혈 역학적으로 안정되고 응고장애, 저 체온증

그리고 대사성 산증이 해결되면 가능한 한 빨리 2차 수술을 통해 제거하여야 하며 일반적으

로 12-48시간 내에 이루어진다. 안정된 상태 하에서의 2차 수술시 남아 있는 출혈 부위를

처치하고 괴사된 간 조직의 제거 그리고 담즙 유출 부위가 있으면 봉합해 준다.

8. Mesh wrapping

중한 간 손상 환자에서 synthetic absorbable mesh를 이용하여 손상된 간을 싸는 방법이 가

끔 이용되고 있다. 이 방법은 packing과 달리 재수술이 꼭 필요하지 않으며 복압의 증가가

적은 장점이 있으나 혈 역학적으로 불안정한 환자들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시술이 비교적

복잡하여 간단한 perihepatic packing에 비해 인기를 잃고 있다.

9. Omental packing

1975년 Stone 등이 소개한 방법으로 현재도 가끔 사용되고 있다. 주된 출혈 부위를 처리

하고 난 후 viable omental pedicle을 파열된 간 실질 내로 넣고 고정 시키는 방법으로 저 압

력의 정맥 출혈의 지혈 그리고 dead space를 없앰으로서 간 내 농양 형성의 방지를 꾀한다.

10. Liver transplantation

간 손상 환자에서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출혈을 멈출 수 없는 심각한 상태이거나 수술 후

간 부전이 왔을 때 간이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각적인 이식편의 구득이 힘든 경우가 대

부분이고 이럴 경우 전 간 적출 및 문맥-하대정맥 단락을 구축한 후 이식편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11. Retrohepatic vena cava and heptic vein injury

외상에 의한 간정맥 혹은 하대정맥의 손상은 50-80%의 치사율을 보이는 심각한 손상으로

복부 둔상으로 인한 간 손상 시 8-15%에서 볼 수 있다. 간 손상 환자의 수술 시 간 유입 혈

류 차단에도 불구하고 출혈이 계속 된다면 간정맥 혹은 하대정맥의 손상을 의심해야할 것이

다. 간단한 손상은 packing이나 direct repair로 해결할 수 있으나 대부분은 심각한 출혈으로

위험한 상황에 놓여진다. 특히 손상된 정맥의 복구에는 충분한 노출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지만 도달하는 것이 어려워 그 과정에서의 과도한 출혈은 치명적일 수 있다. 이러한 출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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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이 고안 되었으나 서로 장단점을 갖고 있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출혈을 멈추게 하여야 할 것이다.

1) Total vascular exclusion: Heaney 등이 간 절제 시 출혈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발표

한 것으로 간 유입 혈류 차단과 더불어 간의 상, 하 하대정맥을 결찰하는 방법으로 이미 혈

역동학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간 손상 환자에 적용 시 심장으로 가는 정맥혈의 급격한 감

소로 저혈압을 더욱 조장하여 위험할 수 있으며 결찰을 풀었을때 허혈-재관류 손상을 초래

할 수 있어 현재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2) Atr iocaval shunting: 1968년 Schrock 등이 소개한 방법으로 median sternotom를 통해 심

장을 노출 시킨 후 우심방으로 큰 직경의 흉관을 삽입하여 심방-하대정맥 우회 통로를 만드

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을 사용하여 치료한 결과 50-90%의 높은 사망률을 보여 현재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 이는 술 식의 복잡성, 개흉의 필요성 그리고 heparin의 사용 등에 기인

한다 하겠다. 또한 McAnena 등은 saphenofemoral junction으로 balloon catheter를 삽입하여 간

하 대정맥의 상하에 ballooning을 함으로서 출혈을 줄이는 방법도 고안되어 사용되고 있다.

3) Venovenous bypass: 대량 간절제 혹은 간이식때 사용 되어온 정맥-정맥 우회술을 사용

한 총간혈관 격리술은 가 손상 환자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비교적 그 술 식이 신속하고 간

편하며 heparin과 개흉술이 필요 없으며 간문맥혈의 우회도 가능하여 장관의 울혈 및 허혈-

재관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기구가 갖춰진 대형 병원

에서 가능하며 경험이 필요하다 하겠다.

4) Other non-shunting methods: Pachter 등은 간 유입 혈류 차단하에서 finger fracture 방법

을 이용하여 간 실질을 신속히 절단하여 하대 정맥을 노출시켜 수술하는 방법을 소개하며

비교적 좋은 성적을 발표하였다. 또한 Beal 등은 perihepatic packing이 상당수의 대정맥 혹은

간정맥 손상 환자에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소개하였으며 이 방법을 이용하여 상당수의 저자

들이 packing으로 출혈이 멈출때 수술을 종료하고 만약 출혈이 packing에도 불구하고 지속될

때 위에 서술한 방법들을 이용하여 출혈점을 찾아 처리한다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