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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itial Experience of Single-port Laparoscopic 
Right Lobe Mobilization in Donor Right 
Hepatectomy in Adult Living-donor Liver 

Transplantation; 7 Cases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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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말기 간질환이나 간암의 치료로 간이식수술이 표준 치료의 하나로 자리를 잡았지만 뇌사자 공

여간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인하여 건강한 자발적인 공여자로부터의 생체 부분 간이식이 다양하게 시행되

고 있다. 생체 간이식에서 공여자의 안전 및 수술 후의 삶의 질은 셍체 부분 간이식 수술에서 가장 우선

시 되어야 할 사항으로 최소 침습수술 기법의 도입으로 수술 절개를 최소화 하려는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

다. 저자들은 다양한 single-port laparoscopic liver resection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체 간이식 수술에서의 

공여자 우 간 절제술에서 우 간 mobilization을 single-port로 시행함으로써 공여자의 수술창을 최소화하고

자 하는 시도를 보고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2009년 10월부터 2010년 1월까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시행된 생체 간이식 수술 

중 7예에서 공여자의 우 간 절제술을 시행할 때 간 우엽의 mobilization을 single-port laparoscopic 

technique으로 시행하였으며 이의 경험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수술은 우 상복부에 5 cm의 늑골하 절

개를 가하고 single-port를 장치한 후 복강경 술식으로 간 우엽의 mobilization을 마친 후 늑골하 절개를 

10 cm 정도 연장한(총 15 cm 이내) 개복수술로 통상적인 우 간 절제술을 하였다. 

결과: 대상자 7명 중 남자는 6명, 여자 1명이었고 평균 나이는 35.7세(range, 17∼47세)였다. 개복하기 전

까지 복강경으로 진행된 수술시간은 20∼124분(중앙값 65분)이 소요되었다(총 수술시간 : 325∼469 분, 

중앙값 390분). 두 예에서 조기에 개복수술로 전환하였는데 1예는 우 부신정맥에서의 출혈로 인한 것이었

고 다른 한 예는 복강경 술식의 기술적인 어려움이 이유였다. 체위는 처음 두 예에서는 앙와위로 진행하

였으나 간을 견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세 번째 증례부터는 좌 측와위를 이용하여 복강경 수술을 시행하

였으며 개복으로 전환시 앙와위로 전환하였다. 복강경 수술 중의 출혈양은 0∼100 ml(중앙값 10 ml)이었

으며, 전체 수술 중의 출혈양은 150∼1,000 ml(중앙값 400 ml)이었다. 목표한 15 cm이내의 피부 절개를 

유지했던 경우는 5예이었고, Xiphoid process까지의 정중절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2예이었다. 정중절

개의 연장이 필요했던 이유는 각각 간실질 분리 중 중간 정맥의 출혈과 과체중이었다. 수술 후 합병증으

로는 배액관으로의 일시적인 담즙누출이 있었던 경우가 1예 있었으며 경과관찰만으로 호전되었다. 

결론: Single-port laparoscopic liver mobilization 은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향후 발전의 여지가 크며, 생체 

간이식 수술의 공여자의 수술 절개를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기대할 수 있다. 복강경 술기의 개발

과 기구의 발달이 동반되면 좀 더 널리 이용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

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