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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Laparoscopic Surgery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외과

윤유석

복강경 간절제술

1. 적응증

  1992년 처음 복강경 간절제술에 대한 보고 이후 초기에는 낭, 혈관종, 선종 등 양성 질환에 주로 시

행돼오다 악성질환으로 적용이 점차 확대되었다. 최근 문헌고찰1에 의하면 지금까지 보고된 환자들의 

50%가 악성질환이었고 그 악성질환 중 간세포암(52%)과 대장암 간전이(35%)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병변의 위치의 경우 주로 2, 3, 4, 5, 6 분절에 대해 시행되었으나 최근에는 미상엽과 7, 8분절과 같이 

후, 상부 구역에 대해서도 시행이 되고 있으며, 수술의 범위에서도 설상절제술과 같은 제한적 간절제술

에서 좌간/우간 절제술, 확대 좌/우간 절제술, 중앙이구역 절제술과 같은 대량 간절제술이 제한적이지

만 보고되고 있다. 최근 문헌고찰에 따르면 지금까지 보고된 수술예의 45%에서 설상절제술이나 분절절

제술이, 20%에서 좌외구역절제술이, 9%에서 우간절제술이, 7%에서 좌간절제술이 시행되었다. 하지만 

아직 대량간절제술이나 후상부 구역에 대한 간절제술은 경험이 있는 술자에 의해서만 주로 시행되고 

있다.

2. 수술성적

  문헌고찰1에 따르면 개복으로의 전환은 전체 보고된 예의 4.1% (116/2,804)에서 필요하였고 가장 흔

한 원인은 출혈이었다. 수술 후 사망은 0.3% (9/2804)가 보고되었으나 수술 중 사망은 보고된 바가 없

다. 수술 후 사망의 원인은 간부전, 다발성 장기부전, 폐색전증, 급성호흡부전, 뇌경색 등이었다. 수술 

후 합병증은 0∼50%로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으나 대부분 보존적 치료로 호전이 되었다. 최근 복강경 

간제술에 대해 meta-analysis한 연구2에 따르면 복강경 수술이 개복수술에 비해 수술 중 출혈량이 적고 

수술 후 재원기간이 짧으면서 수술 후 합병증은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고 하였고, 개복수술과의 대조연

구들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하지만 복강경 수술이 아직도 선택적인 환자들과 일부 

기관에서 시행되고 있고 결과가 좋지 않는 경우는 보고가 잘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보다 명확한 결

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향후 전향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3. 악성종양

  지금까지 악성종양에 대한 무작위 연구결과들은 없지만 지금까지 보고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간세

포암의 경우 복강경 간절제술을 시행한 5년 생존율이 50∼75%, 5년 무병생존율이 31∼38.2%, 대장암 

간전이의 경우 3년 생존율이 80∼87%, 3년 무병생존율이 51%로 개복수술과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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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고되고 있다.1 최근 8개의 악성종양에 대한 복강경 수술과 개복수술에 대한 비교연구들을 meta- 

analysis한 연구2에서도 5년 생존율과 무병 생존율이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복강경 췌장절제술

1. 원위부절제술

  복강경원위부 췌장절제술은 1996년 Cuschieri과 Gagner 등이 처음 보고하였고, 현재 복강경 췌장절

제술 중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는 술식이다. 대상환자가 10명 이상인 영문논문들에 포함된 806명의 환

자들을 분석한 최근 연구결과3에 의하면 개복술로의 전환은 9.2%에서 있었고, 가장 큰 이유는 다량의 

출혈이었다. 수술후 합병증은 37.6%에서 발생하였는데 췌장루가 가장 흔한 합병증이었고(16.8%), 이외

에 복강강내 수액저류(3.2%), 폐합병증(2.8%), 창상감염(2.4%), 출혈 및 혈종(2.2%) 등이 발생하였다. 

수술 후 사망은 2명(0.2%)에서 보고되었고, 원인은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과 심근경색이었다. 

지금까지 개복술과 복강경술식을 비교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수술시간, 수술 후 합병증, 췌장루는 대부

분 두 술식간의 차이가 없었고, 수술 후 출혈양이나 재원일수는 대개 복강경수술이 개복수술에 비해 

적었다.

  수술방법은 처음에는 비장을 함께 절제하는 술식이 시행되었으나 최근에는 비장을 보존하는 술식도 

많이 시행되고 있다. 최근 연구결과3에 의하면 지금까지 비장보존술식이 49.6%, 비장을 함께 절제하는 

술식이 49.8%로 두 술식이 비슷한 정도로 시행되고 있다. 비장을 보존하는 술식은 단위동맥(short 

gastric artery)만을 보존하고 비장혈관을 절제하는 술식과 비장혈관을 모두 보존하는 술식이 있다. 비장

혈관을 보존하는 술식은 비장과 관련된 합병증을 확실히 피할 수 있으나 기술적으로 어려운 단점이 있

다. 가장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췌장으로부터 비장 정맥을 박리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비장 정

맥의 작은 분지들이 손상이 되면 출혈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다. 복강경 수술에서는 카메라가 수술 시

야를 가까이에서 작은 혈관 분지들을 확대해 보여줌으로써 개복 수술보다는 보다 용이하게 비장혈관을 

보존할 수 있어 최근에는 이에 대한 보고들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연구한 바에 의하면 비장혈

관을 보존한 경우 보존된 혈관의 개방성이 항상 유지되는 것은 아니고 특히 비장정맥의 폐쇄가 있을 

경우 주위 측부혈관의 발달과 함께 심한 경우 위-식도 정맥류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보고4가 있다. 따

라서 비장보존 유무와 비장을 보존할 경우 어느 방법을 선택할 지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를 통해 

정립된 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췌십이지장절제술

  1994년 Gagner 등에 의해 처음으로 췌두부에 국한된 만성 췌장염에 대해 전복강경 술식으로 유문보

존 췌십이지장절제술이 보고된 이후로 초기에는 증례보고 정도로 보고되었으나 최근에 들어 많은 환자

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절제술 후 문합방식은 복강경 술기의 발전으로 복강경 

보조술식에서 전복강경술식으로 많이 시행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결과들은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수술에 따른 사망은 적지만 아직도 합병증이 개복수술과 같이 높게 보고되다. 아직은 경험이 있는 

술자에 의해서만 시행이 되고 있고, 절제술 이외에 합병증의 가능성이 있는 문합술이 필요하다는 점에

서 보다 많은 경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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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복강경 췌십이지장절제술의 성적5

Number Open conversion Mortality Morbidity

Gagner 1997
Dulucq 2006
Palanivelu 2007
Puqliese 2008

10
25
42
19

4 (40%)
3 (12%)
0 (0 %)
6 (32%)

0 (0%)
0 (0%)
1 (2%)
0 (0%)

 3 (50%)
 7 (32%)
12 (29%)
 6 (46%)

Table 2. 악성종양에 대한 복강경 췌장절제술의 성적5

Number R0 LN            Survival

Fernández-Cruz6 2007 
Melotti7 2007
Dulucq 2005
Palanivelu 2006
Pupliese 2007
Our data (unpublished)

DP
DP
PD
PD
PD
DP

13
 5
11
 9
11
  8

 77%
100%
100%
100%
100%
100%

14.5 (mean)
13 (median)
18 (mean)

      NA
13 (mean)
 8 (median)

14 months
 1 death (FU: 19.2 months)
 2 death (FU: 19.2 months)
14 months
50 months
 1 death (FU: 39.4 months)

DP, distal pancreatectomy; PD, pancreatoduodenectomy; NA, not available

3. 악성종양

  과거 복강경 췌장절제술의 적응증은 양성 혹은 경계성 종양에 국한되어 왔으나 최근에 악성종양에 

대한 경험들도 보고되고 있다. 최근 문헌고찰3에 의하면 복강경 원위부 췌장절제술 시행 후 최종 병리

검사를 시행한 결과 논문에서 진단이 명시되지 않은 환자들을 제외하고 49.1%가 양성질환, 20.2%가 

악성종양이었다. 양성종양 중 점액성 낭성종양(20.0%)이 가장 흔하였고, 그외 장액성 낭성종양, 췌관유

두상 점액성종양, 만성 췌장염, 고형 가성유두상종양, 가성낭종 등이 있었다. 악성종양은 신경내분비성 

암(16.2%)이 가장 흔하였고, 그 외 선암, 전이성 암, 점액성 낭선암 등이 있었다. 이와는 달리 복강경 

췌십이지장절제술의 대상질환은 췌장암, 팽대부암, 담관암 등 악성병변이 대부분이다. 지금까지 보고된 

악성종양에 대한 수술성적은 Table 2와 같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는 충분한 절제연과 림프절 절제가 

되는 R0 절제를 한 경우 기존의 개복수술과 재발율이나 생존율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성적을 보고하

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보다 많은 절제연의 확보를 위해 radical antegrade modular pancreatosplenec-

tomy를 변형한 원위부췌장절제술 등이 시도되고 있다.6 하지만 악성종양에 대한 LDP의 역할을 확인하

기 위해서는 아직 경험이 제한적이므로 보다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복강경 담도수술

  복강경 담낭절제술과 총수담관 담석에 대한 복강경 수술이외의 담도병변에 대한 복강경 수술은 적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된 보고들만이 있다. 담도공장/십이지장 문합술은 과거에는 담도폐쇄를 일

으키는 진행성 악성종양에 대한 고식적 목적의 측측문합 방식으로 시행이 되었으나 최근에는 담관낭이

나 담도협착, 담낭절제술 후 담도 손상에 대해 단측문합 방식의 문합술이 시행되고 있고 수술시간이나 

합병증면에서 안전하고 가능한 술식임이 확인이 되고 있다8. 이 외에 간내담석에 대한 담도경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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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강경 간내담석 제거술9, 내시경적으로 제거가 어려운 팽대부 종양에 대한 복강경 팽대부절제술10, 담

낭절제술 중 담도손상에 대한 단단담관문합술11 등이 보고되고 있다. 담도계 악성종양에 대한 복강경 

수술의 적용은 거의 보고가 되고 있지 않지만 최근 조기담낭암에 대해 복강경 담낭절제술과 림프절 절

제술을 18명 환자들에 시행하여 중앙 추적관찰기간 27개월동안 재발없었다는 보고가 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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