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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십이지장절제술에서 ‘단층 연속봉합 췌공장 함입 
단단 문합술’의 초기 결과 보고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외과학교실 간담도췌외과

전상훈, 황대욱, 최명호, 이영주, 박광민

 

연구목적: 췌십이지장절제술은 췌장 두부와 바터팽대부와 그 주변의 질병에 대한 수술적 치료로 사망

률은 5% 미만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수술 후 췌장루의 발생률은 여전히 높아 20∼40%로 보고되고 

있다. 지금까지 다양한 수술 방법이 도입되었지만 아직까지는 췌장-장관 문합술식에 최적화 모델이 없

다. 이에 저자는 본 의국에서 새로이 시도한 단층 연속봉합 췌공장 함입 단단 문합술(Single layer 

Parachutted Intusscepted Pancreaticojejunostomy)의 초기 시술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2009년 10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서울아산병원 외과학교실 간담도췌외과에서 췌십이지

장절제술 시 단층 연속봉합 췌공장 함입 단단 문합술을 시행한 11예를 대상으로 연령, 성별, 재원일수, 

수혈 양, 조직학적 검사, 수술 전 배액방법, 합병증을 후향적으로 조사했다. 수술방법은 절단된 췌장면

의 후면을 2 cm 정도 박리하고, 한 개의 5-0 Prolene double arm을 이용하여 췌장의 후연의 안쪽 2 

cm 정도와 공장의 후면 전층을 시야가 확보된 상태에서 연속 봉합한 후, 한번에 양쪽으로 실을 당겨 

후층 문합을 완성하고 실의 긴장을 유지한 상태로, 2 cm 깊이로 잔류 췌관에 튜브를 삽입한 후, 췌장

을 공장에 함입시킨다. 전층 봉합은 실의 긴장을 유지한 상태로 후면과 같은 방식으로 봉합한다.

결과: 대상 환자의 평균연령은 58.6 (40∼69)세였고, 남녀 비는 4：7이었다. 평균 재원일수는 21.4 (16

∼33)일이고, 평균 수혈양은 0.4 (0∼2) unit이였다. 종양은 총수담관암은 4명, 십이지장암은 2명, 바터 

팽대부암는 3명, 관내 유두상 점액성 종양이 1명, 바터팽대부의 양성협착이 1명 이었다. 수술 전 배액

은 9명에서 시행했는데 PTBD 1명, ENBD 5명, ERBD는 3명에서 시행했다. 수술 후 합병증은 5 명에

서 발생하였고, ISGPF에서 정의한 췌장루는 3명에서 발생했다. 그 중 grade A은 1명, grade B는 2명 

이였다. 췌관 협착이 1명, 복강내 체액저류이 1명이었다. 

결론: 췌십이지장절제 후 췌공장문합 방법을 선택할 때, 안정성, 효율성, 기능성을 고려 해야 한다. 비

록 초기 경험이지만 단층 연속봉합 췌공장 함입 단단 문합술(Single layer Parachutted Intusscepted  

Pancreaticojejunostomy)은 편리하고 효율적인 문합법이며, 특히 췌장조직이 유연하고 췌관장관점막

(duct to mucosa) 문합술이 힘들다고 판단될 경우 안전하게 시도할 수 있는 새로운 술식으로 판단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