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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간담췌 및 간이식 분과

한영석, 최동락, 유용운, 김주동

Introduction

  대부분의 간이식 센터에서는 생체간이식시 Duct-to-Duct (DD) 담도계 재건술을 기본 술식으로 사용

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적인 진보에도 불구하고 담도계 합병증은 주된 이슈가 되고 있으며, 24∼60%

까지 그 합병증을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담도계 합병증의 발생과 관련된 다양한 위험요인들이 보고되

고 있으며, 합병증을 줄이려는 많은 노력들이 진행 중이다. 그 중 기술적인 문제들, 즉 기증자 및 수혜

자 수술 시 담관 주위의 박리 정도, 봉합사의 선택 및 봉합방법, 그리고 Stent의 삽입여부 등은 역시 

논쟁의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생체간이식시 주로 사용되는 우엽의 경우, 혈관 및 담도계 변

이가 높으며, 26∼39.6%에서 여러 개의 담관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담도계 재건에 어려움

을 주고 있다.

  저자들은 대구가톨릭대학교 병원 간이식 팀에서 시행되고 있는 담관 문합 기법에 대해 3가지 상황에 

따른 각각의 증례를 통해 간략히 보고하는 바이다.

Case Reports

1. 1개의 담관 문합

  저자들은 담관 문합시 기본적으로 nonabsorbable monofilament를 사용하며, 단속봉합(interrupted 

suture)를 시행한다. 다만, 담관의 크기가 5 mm 이상인 경우, 후벽에 한해 연속봉합(continuous 

suture)을 시행한 예도 있으며, 담관의 크기가 2 mm 이하인 경우, 수혜자의 담관을 확대한 후 이식편 

담관의 주위조직과 문합을 시도한다. 모든 담관 문합에서 external stent를 사용하고 있다.

2. 5 mm 이내 근접한 2개 이상의 담관 문합

  5 mm 이내의 근접한 담관이 2개 이상인 경우 ductoplasty를 시행 후 단일 문합을 시행한다. 다만, 

담관의 크기가 2∼3 mm 이하인 경우 무리한 ductoplasty로 인해 담관의 크기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

으므로 ductoplasty를 시행하지 않고 수혜자의 담관을 확대한 후 이식편 담관의 주위 조직과 문합을 시

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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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 mm 이상 떨어진 2개 이상의 담관 문합

  5 mm 이상 떨어진 담관의 경우 개별 담관 문합을 원칙으로 하며, 수혜자의 2nd order branch 이상

의 담관을 여러 개 확보한 후 크기가 적합한 담관을 선택하여 문합한다.

  그외 담관의 크기가 2 mm 이하인 경우 개수와 관련없이 microscopic field에서 7-0 nonabsorbable 

monofilament를 사용하여 담관문합을 시도한 예도 있다.

Conclusion

  생체간이식시 이식편 담관의 크기가 작고 여러 개의 담관을 문합해야 할 경우 담관 문합의 기술적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저자들의 담관 문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 후벽 모두 단속봉합을 기본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봉합사는 nonabsorbable monofilament 

재질을 사용하고, 모든 담관 문합에서 external stent을 사용하고 있다.

  둘째, 2개 이상의 담관을 문합해야 할 경우, 2개의 담관 사이 거리에 따라서 ductoplasty를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 문합을 시행할 것인지를 기본적으로 결정하지만, 담관의 크기가 작을 경우에는 무

리한 ductoplaty는 시행하지 않는다.

  셋째, 담관의 크기가 2 mm 이하인 경우, microscope하에 담도 문합을 시행한 예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