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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creaticogastrostomy (췌위장문합술)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윤성수

  저자의 경우, 췌십이지장절제술 후 췌장의 문합은 췌공장문합술과 췌위장문합술을 병용하고 있다. 췌

공장문합술인 경우는 췌장관의 크기가 5 mm 이상일때, 췌장 실질이 texture를 고려하여 Brennan과 

Bilumgart 등이 소개한 방법1을 변형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췌장관의 크기가 작고, 췌장실질이 soft하며, 

문합의 누출이 높다고 알려진 고위험인 군에서는 췌위장 문합술을 invagination method로 시술하고 있

다.

췌위장문합술(ivagination method)의 장-단점

  췌위장문합술의 장점은 상반된 보고들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자액 누출과 이로 인한 

morbidity& mortality가 낮다는 것이다.2 이론적인 근거는 1) 잔존췌장이 위후벽에 해부학적으로 근접해 

있으며 후복강에 안정적으로 지지되고 있어 문합 후 tension이 적으며, 2) 위장은 혈관분포가 풍부하고, 

3) 공장에 비해 위벽이 뚜꺼워 문합에 용이하며, 4) 췌장에서 분비되는 단백질 분해효소들이 위 내부의 

산성으로 인하여 비활성화되어 문합부의 안전성에 기여하며, 5) 수술후 비위관을 통해 췌장액을 지속적

으로 췌외로 배출함으로써 문합부주위 감압이 용이하며, 6) 췌절단면에서 출혈시 내시경을 통한 접근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단점으로는 술 후 exocrine & endocrine기능의 소실이 췌공장문합술에 비해 높게 보고되고 있

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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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위장문합술(invagination method)

  췌십이지장절제술 후 잔존췌장을 절단면으로 부터 3 cm 이상 박리하여 후복막으로부터 자유롭게 한 

후, 문합 후 tension이 가장 적게 걸리는 가상의 위치를 정하여 위장 전벽과 후벽에 종으로 절개창을 

가한다. 전벽의 절개창은 7 cm 이상 충분히 절개하나 후벽은 잔존췌장의 단면보다 작게한다. 췌장관에 

5∼7 cm의 stent를 넣고 PDS 6번으로 고정하고, 잔존췌장 양끝의 black silk 3번 stay suture (췌장절

제전 시행한 것)와 함께 위장 후벽을 통해 위장으로 함입시킨 후 black silk stay suture를 위쪽으로 견

인하면서, 위장 전면의 절개창을 통하여 Prolene 4번을 이용하여 위장 후벽의 전층과 췌장의 실질을 

봉합한다. 1차 봉합 후 불안한 부위가 있으면, 위장의 점막과 췌장실질을 Prolene 4번 혹은 5번으로 

연속봉합한다.

  위장의 전벽은 Two layer로 봉합하는데 mucosa는 Vicryl 4번을 사용 연속봉합하며, 장막층은 

Prolene 4번을 사용 연속봉합한다.

참고문헌

1. Blumgart LH, Fong Y. Surgery of the liver and biliary tract. Third edition p1083.

2. Shailesh V. Shrikhande, Sajid S. Qureshi, Nanda Rajneesh, Parul J. Shukla. Pancreatic anastomoses after 

pancreaticoduodenectomy: do we need further studies? World J Surg 2005;29:1642-9.

3. Jang JY, Kim SW, Park SJ, Park YH. Comparison of the functional outcome after pylorus-preserving pan-

creatoduodenectomy: pancreatogastrostomy and pancreatojejunostomy. World J. Surg 2002;26,366-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