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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경변을 동반한 간암환자에서의 간우엽절제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최진섭

  간세포암 환자의 약 75% 정도가 간경변증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Hepatitis -B, -C Virus 감염 

및 alcoholism 등이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간세포암의 치료에 있어 간절제술은 다른 방법에 비해 월등히 좋은 생존율을 보고하고 있어 일차 치

료로 권장되고 있으며 간절제술의 술기 향상과 수술 도구 및 수술 후 간기능 보조요법이 획기적으로 

발전함에 간세포암의 치료에서 이전보다 적극적인 간절제술이 시행되고 있다. 

  간세포암에 대한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간경변에 따른 간기능 저하는 대량 간절제를 통한 적극적인 

수술 시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간세포암에 대한 간절제술을 시행할 경우 충분한 절제를 통

해 암 병소를 완전히 제거할 뿐 아니라 잔존간 기능도 충분히 보존되어 수술 후 원활한 회복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저자가 간우엽 절제술을 시행하는 방법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간절제의 대상과 절제 정도는 일반적으로 Child-Pugh 분류에 따른 간기능이 A 및 B인 환자를 간절

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복수와 ICG R15치 및 Total bilirubin치를 이용한 Makuuchi 교수의 지침도 

간절제 범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참고로 이용하고 있다.

  간문부의 처리과정애서 특별히 일부 구역을 보존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환자에서 우간동

맥, 우문맥을 각각 확인한 후 개별 결찰하고 있으며 담도의 경우 간실질 절제도중 절단한다.

  간실질의 절제 범위는 Brisbane 2000 용어에 따른 우측 hemiliver를 절제하는 것을 우엽절제로 정하

고 있다. 한편 CT volumetry와 간기능을 비교하여 우측 hemiliver를 절제할 경우 잔존 좌측 hemiliver

의 용적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저자가 volume preserving right lobectomy로 칭하고 있는 몇 가지의 

변법을 이용하고 있다.

  종양이 우엽의 posterior sector에 위치하고 있고 right anterior Glisson지의 침범이 없는 경우 ante-

rior fissur를 따라 간실질을 절개하면서 right anterior Glisson지를 보존하면서 right anterior sector의 

ventral segment를 보존하는 수술을 시행하고 있다.

  또 종양이 S6를 침범하지 않고 S6에서 단독으로 IVC로 배출되는 right inferior hepatic vein (V6)이 

확인될 경우 S6를 단독으로 보존하는 술식도 이용하고 있다.

  심부 간실질 절개도중 발생하는 출혈을 예방하고 정확한 절개면을 확보하기 위해 Hanging manu-

ever를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거대 간종양으로 Anterior approach,를 통한 우엽절제술을 시행할 경우는 

반드시 미상엽을 미리 절개하여 간후방 IVC를 확보한 후 Hanging manuever를 시행하고 있다. 통상적

인 경우 우간정맥은 간을 완전히 기동한 후 Clamp를 물고 division한 후 suture하고 있지만 anterior 

approach의 경우 간실질 절단이 끝난 후 간실질을 기동하기 전 Stapler를 이용하여 절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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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실질 절단면의 지혈을 위해 수술 중에는 Bipolar electrocautery 및 suture ligation을 시행하고 있

고 수술 종료 직전에 국소 도포 지혈제로 마감하고 있다.

  정확한 간해부 지식과 정교한 수술 술기를 습득한다면 경변간에 대한 간절제 수술을 더욱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