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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간 생체 간이식 후 조기 간동맥 폐색에 대한 
관혈적 재개통술의 성적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이남준, 서경석, 전영민, 김태훈, 신우영, 이건욱

연구목적: 간이식 후 발생하는 조기 간동맥 페색의 자연 경과는 담관 괴사 및 조절이 어려운 패혈증때

문에 재이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장기 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재이식의 기회가 없어 이

식편을 잃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에 저자들은 성인간 생체 간이식 후 발생한 조기 간동맥 폐색에 대해 

관혈적 재개통술을 시행하고 이에 관한 성적을 보고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1999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성인간 생체 간이식을 받은 375

명의 수혜자를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간동맥 문합은 8-0 또는 9-0 nylon을 이용하여 단단문

합으로 시행하였다. 미세현미경을 이용한 경우가 336예(94.9%), loupe를 이용한 경우가 39예(5.1%)였

다. 간동맥의 개통 여부는 Doppler ultrasonograpy와 역동적 간단층촬영술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수

술 후 5일간 매일 1회 Doppler ultrasonograpy를 시행하였고, 이후 퇴원 전까지 주 2∼3회를 시행하였

다. 역동적 간단층촬영은 수술 후 제 10병일에서 14병일 사이에 1회 시행하였으며 이후 1, 4, 12개월

에 정기적으로 시행하였다. 조기 간동맥 폐색은 이식 후 2개월 이내에 간동맥 폐색이 일어난 경우로 

정의하였다. 

결과: 성인간 생체 간이식 후 간동맥 폐색은 모두 13예(3.5%)이었다. 이 중 조기 간동맥 폐색이 11예

(2.9%, 수술 후 1∼12), 후기 간동맥 폐색이 2예(0.5%, POD 68∼78)를 차치하였다. 조기 간동맥 폐색

이 있었던 11예에서 평균 MELD점수는 20 (7∼40)이었고, 2예는 응급도 1이었다. 조기 간동맥 폐색이 

있었던 환자는 모두 24시간 이내에 관혈적 재개통술을 시행하였다. 간동맥 관혈적 개통술은 색전 제거 

및 혈전 용해 후 간동맥을 재문합하였다. 간동맥 개통율은 100%였으며, 10예에서는 재이식 없이 이식

편이 회복되었고, 1예에서는 지방간염을 동반한 소간이식편에 의한 간부전이 동반되어 수술 후 35일에 

사망하였다. 조기 간동맥 폐색이 있었던 환자 중 6예에서 증상을 동반한 담도 합병증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5예의 담도 합병증은 비관혈적 방법으로 개선되었으며, 1예는 간동맥수술 당시 담도간 문합술을 

담도공장문합술로 치환하였고, 모두 증상이 호전되었다. 

결론: 성인간 생체 간이식 후 발생한 조기 간동맥 폐색에서 적극적인 수술적인 치료로 90%의 환자에서 

간이식편 기능을 보존할 수 있었다. 이 후 발생한 60%의 환자에서 담도 합병증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비관혈적인 방법으로 호전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