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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 간이식에서 서울대학교병원의 담도문합방법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간담췌외과

이남준, 서경석, 홍  근, 전영민, 이건욱

공여자 담도 절제

  생체 공여자의 담도 해부학적 구조는 Primovist MRI를 이용하여 MR cholangiography 얻어 수술 전 

계획을 세운다. 수술 중 담도 촬영은 MR cholangiography상 담도 구조상 이상 소견으로 추가적인 영

상을 얻는 것이 필요할 때에만 시행한다. 뇌사자 전간이식에서는 별도의 담도 검사를 시행하지 않으며, 

뇌사자에서도 부분 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술 중 담도촬영을 시행한다. 

  부분 간이식을 위한 담도 절제는 간실질 절리 후 담도 1차 분지가 구분이 될 때 시행한다. 절제하려

는 좌측 혹은 우측 담도의 1 mm 정도 분지부 원위에서 작은 구멍을 내고, 이 구멍에 probe 

navigation으로 해부학 구조를 재확인한 후 담도의 남은 부분을 절리한다. 담도에 분지되는 혈관은 각

각 박리하여 결찰-절리한다. 남은 담관은 PDS 6-0를 이용하여 연속봉합한다. 뇌사자 전간이식에서는 

총수담관의 근위부를 절리하고 수술 중 담도를 씻어낸다. 

벤치 수술 

  벤치 수술 중 HTK 용액(약 30 ml)을 이용하여 담도를 씻어내면서 담관 손상 유무를 확인한다. 담도

가 2개 이상이면서 절연면이 멀지 않은 경우 대개 2개의 담도를 모아 하나의 문합면을 만드는 담도 성

형술을 시행한다. 

수혜자에서의 담도 문합술

  수혜자의 담도는 결찰 없이 2차 분지에서 절리하고 출혈은 6-0 prolene을 이용하여 결찰한다. 담도

에 미세 혈류 순환을 유지하기 위해 간동맥은 원위부에서 결찰 절리하며 담도에서 박리하지 않는다

(Fig. 1). 

  담도 문합은 혈관 문합술이 끝난 후 3.5배 loupe magnification 하에서 시행한다. 부분 간이식에서는 

담도 문합은 수혜자의 총간관 혹은 좌우담도를 이용하며(Fig. 2), 전간이식에서는 주로 공여자의 총간관

과 수혜자의 총수담관을 이용하여 6-0 PDS로 담도대담도 단단 연속봉합한다. 담도 문합 후 담낭관을 

통해 미세 담즙 누출 여부를 확인한다. 2개 이상의 담도 문합을 요하는 경우에는 수혜자의 좌우담도를 

이용하거나 담낭관을 이용하기도 한다. 

  담즙 생성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수술 후 담즙 생성을 모니터하기 위해 T관을 설치하며, 담도의내경

이 2 mm 이하로 작은 경우에는 담도내 스텐트를 설치한다. 담도내 스텐트는 4Fr feeding tube를 2 

cm 길이로 자르고 여러 개 side hole을 추가로 만들어 PDS를 이용하여 문합부에 고정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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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수혜자의 간문부 박리. Fig. 2. 수혜자 간문부 문합술.

  수혜자의 담도 상태가 담도대담도 문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즉 절단면에 혈류 공급이 불충분하거

나, 담도 문합술을 위한 길이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 2개 이상의 담도 문합을 위해 담도대담도 혹은 

담도대담낭관 문합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간외담관에 원질환을 동반한 경우에는 담도공장문합술을 시

행한다. 담도 문합 후 해부학적 구조의 재확인이나 담도 개통 정도를 확인을 요하는 경우 수술 중 담

도촬영을 시행하고, 체외 담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수술 후 10∼14병일에 담도조영술을 시행하고 

3∼6개월에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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