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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rted Mattress Pancreaticojejunostomy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외과학교실

김상걸

서론

  췌십이지장 절제술은 팽대부 주위암에 대한 가장 표준적인 수술이다. 최근 췌십이지장 절제술의 안

정성은 많이 향상되어 수술 후 사망률은 0∼5%로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수술후 이환률은 large volu-

me center에서도 높은 빈도로 보고 되고 있으며 그 중 췌공장 문합의 누출은 가장 흔하게 발생하며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췌공장 문합을 보호하고 누출

을 예방하기 위해 췌관 결찰 또는 폐쇄, Somatostain 사용, external drainage of pancreatic duct, 

stenting, 등의 여러가지 방법이 고안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췌공장 문합누출은 여전히 경험이 많은 외

과의사에게도 흔히 발생하는 문제로 남아있다.

  여러가지 방법의 췌공장 문합술의 방법이 개발되어 있으나 최근 독일 흄볼트 대학의 Jan M 

Langrehr 등1은 췌장의 절단면을 공장 측부의 개구부로 함입시켜 mattress suture로 봉합하는 방법을 

개발하여 보고하였다.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저자는 이 방법을 변형하여 공장의 장막을 내번(inversion of jejuna serosa)시

켜 봉합하는 소위 “inverted mattress 방법”을 고안하였고 이 방법으로 2007년 7월 이후부터 80예 이상

의 연속적인 환자에 대해 췌공장 문합술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원래의 방법인 mattress P-J stomy와 

함께 Inverted mattress P-J stomy 소개하고자 한다.

수술방법

(A) Original “Mattress technique” for pancreatojejunostom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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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Modified “Inverted Mattress technique” for pancreatojejunostomy.

 

Inverted Mattress Technique의 수술 술기

  1. 췌장 절제후 췌장절단면의 크기 정도로 공장을 연다. 

  2. 먼저 공장 개구부의 후벽 부위에 4-0 prolen으로 4개의 U shape mattress sutures를 시행한 후 

장막을 내번(inversion) 시킨다.

  3. 4-0 prolen의 needle을 편 후 pancreas parenchyma 관통한다.

  4. 4-0 prolen으로 공장 개구부의 양쪽 끝벽에 각각 1개의 U shape mattress sutures를 시행하는데 

그 방법은 먼저 한쪽 공장 벽을 out-in 통과하고 장막을 in-out 내번(inversion) 시킨후 췌장의 가

장자리를 관통한 반대쪽 장막을 out-in 내번 시키고 다시 공장벽을 in-out 통과하여 U shape 

mattress sutures를 만들어 당겨서 적당한 긴장을 유지시킨다.

  5. 공장 후벽에서 시작한 4개의 inverted mattress sutures를 차례대로 사용하여 공장 개구부의 전벽

의 장막을 out-in으로 내번시키고 공장벽을 in-out 방법으로 통과시켜 당겨서 적당한 긴장을 유지

시킨다.

  6. 적당히 당겨서 긴장시킨 6개의 inverted mattress sutures를 tie하는데 양쪽끝은 제일 나중에 tie하

여 문합을 완성한다.

  7. 문합을 완성한 후 문합부의 전후 좌우를 살펴보고 점막이 튀어나오지 않는지 확인하고 stitich사이

가 너무 넓으면 4-0 prolen으로 reinforcement suture를 시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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