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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gressive Approach Including Liver 
Transplantation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간담도췌장외과

이영주

  간문부 담관암의 외과적 치료는 많은 연구 결과들이 이루어진 지금 표준적절제술은 정형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간문부담관암의 수술은 암부위의 완전절제를 목표로 한다. R0절제의 정의는 조직검사상 절제연에 암

세포가 없어야한다. 간문부 담관암의 표준적절제술은 미상엽절제를 포함한 간절제를 동반한 담관절제와 

광범위임파절 청소술이다. 근자에는 담관암세포의 전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담관암부위를 박리하지 않고 

문맥절제를 통상적으로 시행하기도 한다.1

  그러나 위와 같은 표준절제술 방법으로도 담관부위에 종양세포가 남아 있어 음성의 근위부담관절제

연을 위해 3구역절제와 같은 광범위 간절제,2,3 음성의 원위부담관절제연을 위해 췌두십이지장절제술을 

시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광범위 간절제를 시행하기위해서 잔존간기능이 확보되어야 하며 잔존간용적이 

작은 경우에 PTPE (문맥색전술)를 시행한다. 췌두십이지장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 이환율과 사망률이 

증가하고 장기생존은 임파절전이가 없고 절제연이 음성인 환자에서 가능하다.

  근치절제를 위해 간이식, 간이식과 췌두십이지장절제술, 우상구역장기절제와 더불어 다장기이식이 시

행되었다. 특히 간이식은 Mayo group의 노력으로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4 Mayo group의 보고에 의

하면 75명에서 뇌사자간이식을 35명에서 생체부분간이식을 시행하였고 1명에 domino 간이식을 시행하

여 1년, 3년, 5년 생존율이 각기 96%, 83%, 72%로 뛰어난 결과를 보여주었다. 111명에서 재발율은 15

예(14%)로 평균재발기간은 25개월로 보고하였다. Mayo Protocol을 소개하면 술전 방사선요법을 exter-

nal beam radiation 4,000∼4,500 cGy 조사후 transcatheter radiation 2,000∼3,000 cGY를 조사하였다. 

방사선치료기간중 5-FU를 정주하고 방사선치료후에는 Xeloda를 경구로 이식직전까지 투여하였다. 그리

고 이식전에 모든환자에서 staging을 위하여 개복술을 시행하여 간동맥주위 임파절 1개 담도주위임파절 

1개를 절제하고 간내전이여부와 복막전이 여부를 확인한다. 전이가 발견되거나 국소적으로 매우 진행된 

경우에는 이식을 시행하지 않았다.

  Seehofer 등은 간이식과 함께 췌두십이지장절제술을 시행하여 장기생존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이

가 없는 환자에서는 아직 사망률과 이환율이 높고 담관세포암에서 표준수술로 받아드리기는 어렵지만 

시행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5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술전 방사선요법과 약물요법을 병행하고 난 후 간이식은 매우 좋은 성적을 

보여 주고 있다. 장기부족현상과 분배문제가 남아있지만 다른 치료 방법이 없는 경우에 임파절 전이가 

없다면 고려할만한 가치가 있는 치료법이라 하겠다.6

  절제가 가능한 간문부담관암의 경우 표준적절제술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겠다. 표준걱절제술 후 절제

연에 종양세포가 남아 있는 경우가 20∼40% 정도 보고되어 있다. 원위부 절제연에 종양이 남아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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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3∼4 cm 추가 절제도 가능하고 필요하면 췌두십이지장절제술을 추가하면 R0절제가 가능하다. 그

러나 근위부 절제연의 경우에 추가 절제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고 추가절제를 하여 음성으로 판명

된다하더라도 생존율을 향상시키지는 못하였다.7 Kobayashi 등8은 간문부담관암에서 R0절제후 재발에 

관한 연구에서 실제 국소재발은 10%이고 전신재발이 43%라고 보고하였다. 전신전이와 유의한 연관이 

있는 인자는 임파절전이 여부와 T stage이었다. 필자들의 경우에도 R0와 R1절제후 공히 국소재발보다

는 전신재발이 빈도가 높아 간문부담관암의 경우 R0절제와 더불어 전신전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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