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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isson 접근법을 이용한 제 6분절 절제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서경석, 이남준, 홍  근, 전영민, 이건욱

수술 전 환자 준비

  수술 전날 환자는 저녁 후 금식으로 간단한 장감압술을 시행하고, 금식 후 수술 전까지 수액을 제한

한다. 수술 당일 간절제술을 위해서 전신 마취 하에 우경정맥에 중심정맥관을 설치한다. 수술 중에는 

마취 담당의와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 간이 울혈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수술방법

  환자는 앙와위로 양팔을 벌리고 수술자는 환자의 우측에, 제 1조수는 환자의 좌측에 위치한다. 

Mercedes-Benz 절개술을 시행하고 톰슨 혹은 켄트 견인기를 사용하여 시야를 확보한다.

  우간을 충분히 구동하여 복측으로 이동-위치시킨 후 담낭절제술을 시행한다. 간문부를 박리하고 나일

론 테이프를 거치한다. 우간으로 유입하는 Glisson은 흡입기나 수술겸자를 이용하여 박리하고 나일론 

테이프를 거치한다. 우전구역과 우후구역으로 Glisson지 역시 흡입기나 ultrasonic aspirator (CUSA 

EXcelTM, ValleyLap Corp., Colorado, USA)을 이용하여 박리하고 나일론 테이프를 거치한다. 

  수술 중 도플러 초음파를 이용하여 종양의 위치와 우간정맥의 위치를 확인한 후 우후구역 Glisson지

를 결찰하여 허혈구역을 정한다. 간실질은 허혈 경계와 종양의 위치를 고려하여 CUSA를 이용하여 절

리하며, 간실질을 절리하는 동안 우후구역은 결찰하여 관류되지 않도록 한다. 간실질 절리 중 노출되는 

작은 간정맥 분지와 Glisson지는 clipping하거나 결찰-절리한다. 간실질 절리 중 우후구역 Glisson지가 

충분히 노출되면, 종양에 재관류가 되지 않도록 우간으로 유입되는 Glisson지 전체를 먼저 결찰하고 우

후구역 Glisson지의 결찰을 풀어 준다. 이후 제 6분절과 7분절으로 유입하는 Glisson지를 구분하여 제 

6분절 Glisson지를 결찰-절리한다. 제 6분절지를 절리한 후에는 우간 유입 Glisson을 재관류시킨 후 제 

6분절의 허혈 경계를 따라 두부 방향을 박리한다. 마지막으로 제 6분절에서 유출되는 우간정맥 분지를 

결찰-절리한다. 절리된 간실질의 출혈 및 담즙 누출 여부를 확인 후 배액관을 거치하고 폐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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