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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muth Type IV (Left Dominant Type) 
간문부담관암 환자에서 좌간 및 미상엽 절제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최기홍, 김동현, 강창무, 최진섭, 이우정

목적: 간문부 담관암의 수술적 치료의 원칙은 일반적인 소화기계통의 암 수술의 원칙처럼 no-touch 

technique, wide tumor-free margins과 en-block resection이 적용된다. 현재까지 간문부 담관암의 수술

적 치료로 우간 및 미상엽절제가 가장 종양학적 원칙에 근거한 수술로 여겨지고 있고 최근에는 좀더 

과감하게 간문맥 분기부위를 합병절제하는 우간절제술이 주장되고 있다. 그렇지만 모든 간문부담관암 

환자에서 우간절제술이 가능하지 않다. Bismuth type IIIb 또는 Bismuth type IV면서 좌담도에 좀더 

암이 침습한 경우 좌간절제술을 시행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간문부담관암 환자에서 일반적인 종양

학적 원칙에 근거한 좌간 및 미상엽절제술에 대해 발표하고자 한다.

방법: 63세 여자환자로 황달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CT 및 MRI에서 주변 혈관 침범이 없고 제대부 

담도까지 침범한 Bismuth type IV 간문부 담관암을 진단받았다. 수술적 치료로 좌간 및 미상엽절제을 

계획하고 수술을 시행하였다. 개복 후 kochor수동을 하여 림프절 16A와 16B를 절제하여 frozen 검사

를 시행하여 전이 유무를 확인하였다. 간십이지장인대 박리는 먼저 우위동맥과 좌간동맥을 박리하여 

문맥좌측부위에서부터 좌위동맥 및 비장동맥 기시부까지 림프절을 en-block으로 절제하였다. 이후 십이

지장에서부터 간문부 방향으로 박리를 시행하였다. 췌장두부 전후 림프절을 모두 절제 후 총담관을 노

출시키고 췌장 두부상연에서 절제후 frozen 생검을 통해 암 침습여부를 확인하였다. 절단된 총담관을  

상방으로 견인하면서 간문맥 주변 림프절 및 조직을 절단된 총담관과 함께 en-block으로 박리하였다. 

총담관 및 림프절을 간문맥과 박리하면 우간동맥이 박리된 총담관 뒤쪽 조직에서 주행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우간동맥을 좌간동맥 기시부에서부터 총담관 주변조직과 박리를 시행하여 우간동맥 2차 

분지까지 박리를 시행하였다. 우문맥 또한 미상엽으로 하는 분지를 절단 후 2차 분지까지 박리를 시행

하였다. 절단될 우측 담도부위까지 간동맥과 문맥이 박리가 끝나면 좌간 동맥 및 문맥을 결찰 후 

demarcation line을 따라 좌간 절제술을 시행한다. 좌간 절제시에도 우간을 유동화하고 hanging ma-

neuver 시행하였다. 중간간정맥이 노출되면 정맥의 좌측과 아래부위를 충분히 노출시키면서 우측방향

으로 간실질을 절제하여 우측 담도의 절제연을 확보하였다. 간문부 우측 전후 담관을 혈관 및 간실질

과 충분히 박리한 후 담관을 절제하여 암침습 여부를 frozen 생검으로 확인하였다. 미상엽은 하대정맥

의 우측경계부위까지 절제하였다.우전구역 담관은 2개 우후구역 담관은 1개 노출되었다.우전후구역 담

도를 봉합하여 하나의 glisson으로 만들고 우전구역 담도에는 short stent을 삽입 후 담관주변 glisson을 

소장과 continuous suture로 문합하였다.

결과: 수술 후 7일째 시행한 CT상 특별한 소견 없었으며 수술 후 13일째 특별한 합병증 없이 퇴원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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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간문부 담관암에서 좌간절제술시 췌장두부 상연에서 원위부 총담관을 절제후 간문부 방향으로 

문맥과 박리하고 담도 뒤쪽에서 우간동맥 주행을 확인 후 좌간동맥에서 우간 동맥 2차 분지까지 박리

하는 것이 일반적인 종양수술의 원칙인 no-touch technique과 en-block 절제에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Wide resection margin은 중간정맥을 충분히 노출시키면서 간실질 절제 방향을 우측으로 하면 담도의 

충분한 절제연을 확보할 수 있다.여러 개의 담도가 노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저자의 경우 short 

stent을 삽입 후 glisson과 소장을 continuous suture로 봉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