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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문맥 폐쇄와 큰 비-신 단락을 가진 말기 
간경변 환자에서 시행한 신정맥-문맥 문합술을 

이용한 2：1 생체간이식(Video)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송기원, 이승규, 문덕복, 안철수, 유영동, 하태용

 

  환자는 61세 남자 환자로 B형 간염에 의한 간경화로 많은 양의 복수와 우측 흉수를 동반하고 있었

다. 반복적인 식도 정맥류 출혈과 간성 뇌증으로 치료 받은 경력이 있으며 1999년 발견된 원발성 간세

포암으로 경동맥 화학색전술을 7회 시행받았다. 내원 당시 시행한 3상 컴퓨터 단층 촬영(CT)상 간문맥

의 협착과 문맥강 내 범발성 혈전으로 인한 문맥의 완전 폐쇄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간문부에 활발한  

부행혈류가 형성되어 있었고 큰 비신 단락이 형성되어 있었다. 당시 환자의 신장은 160 cm이었고 체

중은 70.5 kg이었다. 첫 번째 기증자 후보는 31세의 아들로 체질량 지수(BMI)가 30이었고 술전 경피적 

간생검 결과 40%의 지방성 변화를 보였다. 술전 3상 CT를 이용한 간용적 측정상 우엽은 1,150 ml, 좌

엽은 435 ml로 우엽구득시 예상 잔존 간용적은 전체 간용적의 28.7%에 불과했고 좌엽 구득시 예상 이

식편 중량 대 수혜자 체중비(GRWR)이 0.6% 미만이었다. 두 번째 기증자 후보는 35세의 남동생으로  

BMI 24, 술전 간생검 결과 5%의 지방성 변화 소견을 보였으나 술전 3상 CT를 이용한 간용적 측정상 

우엽은 805 ml, 좌엽은 280 ml로 우엽구득시 예상 잔존 간용적은 전체 간용적의 27.6%에 불과 했고 

좌엽구득시 예상 이식편 중량 대 수혜자 체중비(GRWR)이 0.4%였다. 따라서 기증자 안전을 확보하고 

수혜자에게 충분한 중량의 이식편을 제공 하기 위해 두 명의 기증자의 좌엽을 이용한 2：1이식을 계획

하였다.  기증자 수술은 통상적인 방법을 이용하였다. 수혜자 또한 통상적이 방법으로 간절제술을 시행

했는데 단 간문부 박리 시에 왕성한 부행혈류로 인한 대량출혈을 예방하기 위해 최대한 주의 깊게 박

리를 시행했다. 간문맥은 박리 후 개방하였으나 문맥 혈전으로 인한 폐쇄로 혈류가 관찰되지 않아 봉

합하였다. 당시 술중 동결조직절편 검사상 문맥 혈전에서 악성세포는 관찰되지 않았다. 적절한 문맥혈

류의 재건을 위해서 큰 비신단닥을 이용하여 좌신 정맥-문맥 문합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때 두

개의 이식편의 문맥과 좌신정맥을 연결할 간치 혈과으로는 뇌사자로부터 구득하여 동결저장하고 있던 

Y-자 모양의 장골정맥을 사용했다. 먼저 좌신 정맥 주위를 박리하여 충분한 길이의 좌신정맥을 확보하

였다. 좌신정맥의 하대정맥 측을 결찰 후 polyplopylene봉합사를 이용하여 차단함으로써 비장 및 내장

혈류가 간문맥으로만 향하도록 조치하였다. 이후 좌신정맥의 신장측을 혈관 감자로 차단 후 좌신 정맥

과 뇌사자 장골정맥을 문합하였다. 문합 후 혈관 감자를 유리하여 충분한 혈류가 확보됨을 확이했다. 

이후 통상적인 두개의 좌엽을 이용한 2：1 생체 간이식의 절차에 따라 먼저 좌측 이식편의 간정맥을 

수혜자의 중간-좌간 정맥과 문합 후 우측 이식편의 간정맥을 수혜자의 우간정맥과 문합했다. 이후 좌측 

이식편의 간문맥과 뇌사자 장골정맥의 좌측 가지를 문합후 좌측 이식편을 먼저 재관류했다. 이후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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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편의 담도를 먼저 담도-담도 문합 후 이식편 간문맥과 뇌사자 장골정맥의 우측 가지를 문합 후 우

측 이식편의 재관류를 시행 했다. 이후 양측 이식편의 간동맥을 문합했고 좌측 이식편의 담도는 담도-

공장 문합을 시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