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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우문맥열의 해부학적 구조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왕희정, 허위광, 김봉완, 배병구, 김명욱

배경 및 목적: 제 61차 대한외과학회 학술대회(2009년)에서 서울 아산병원의 이영주교수가 간우전구역

절제술시 우간정맥의 노출양식에 관한 연구를 발표한 바가 있다. 내용에서 inflow guided 간절제 시에 

항상 우간정맥의 전장을 노출시킬 수 없었다는 보고와 함께 inflow와 outflow에 근거한 해부학적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저자들은 Couinaud 해부학을 근거로 사체간의 해부와 MD-CT의 영상 분석

를 통하여 inflow guided 우문맥열과 outflow guided 우문맥열 간의 상호 관계를 이해해 보고자 본 연

구를 시작하였다. 

대상 및 방법: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에서 가용한 5개의 사체간을 해부하여 우측 간의 전과 

후구역 문맥일괄지(Glisson지)와 우간정맥과의 관계를 조사하였고, 2009년 12월 이전에 생체간이식을 

시행한 환자들 중 가장 최근의 연속 20명의 공여자들의 술전 MD-CT를 면밀히 분석하여 우문맥열의 

inflow guided 구조와 outflow guided 구조 간의 차이를 밝히고 이해해보고자 하였다. 사체간의 해부

는 간의 하부쪽에서 실질을 해부하기 시작하여 우선 우측간의 Glisson지들를 박리한 후에 우간정맥을 

섬세하게 해부하여 Glisson지들과 우간정맥과의 관계를 평가하였고, 그 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사진을 

확보하였다. MD-CT를 통한 우측 간의 문맥지들와 우간정맥과의 해부학적 관계는 2 mm 간격으로 촬

영한 사진을 분석하여 평가하였다. 이들의 평가 결과들은 각 분절의 Glisson지들의 sliding of origin의 

양상에 따라 3군으로 나누었다. 즉, 모든 전구역지들(제5분절지 및 제8분절지)은 전구역의 본간에서 나

오고 모든 후구역지들(제6분절지 및 제7분절지)은 후구역 본간에서 나오는 경우를 제1군(정상군), 전구

역지들 중의 일부가 후구역지로부터 나오는 경우를 제2군(후구역 지배군) 그리고, 후구역지들 중의 일

부가 전구역지로부터 나오는 경우를 제3군(전구역 지배군)으로 나누었다. 

결과: 5개의 사체간의 해부 결과는 제1군이 2예, 제2군 2예 및 제3군이 1예였고, 20명의 생체간이식 

공여자의 MD-CT 분석 결과는 제1군, 제2군 및 제3군이 각각 13명, 4명 및 3명이었다. 즉, 사체간의 

해부예들의 경우에 전구역절제술시 2/5에서 우간정맥의 전장을 절제면에 노출시키기 어렵다고 생각되

고, MD-CT 영상분석을 시행한 예들의 경우에는 전구역절제술을 한다면 3/20에서 우간정맥의 전장을 

제면에 노출시키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결론: Couinaud 해부이론으로 전구역과 후구역의 경계는 우간정맥이지만 해부학적 변이가 적지 않게  

존재하므로 우측 문맥지(혹은 문맥일괄지 혹은 Glisson지)들의 변이는 sliding of origin의 양상도 가진

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우문맥열구를 절제면으로 하는 간절제술에 도움이 된다고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