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차 한국간담췌외과학회 Symposium V

89

Recent Advances of Surgical 
Techniques in Liver Transplantation

- Living Donor Hepatectomy -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권준혁

  생체간이식의 눈부신 발전에 따라 생체간이식의 성적은 매우 우수하여 특히 장기가 부족한 우리나라

에서 장기부족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생체간이식 초기에는 좌측 간엽을 많이 사용하

였으나 간이식편의 부피가 생체간이식의 성적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잘 알려져 지

면서 최근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변형우측간엽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여자의 간절제술

의 기술이 축적되면서 기존에 여러 가지 이유로 적절한 공여자가 되지 못했거나 우측간엽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최근엔 다양한 기술을 병합시켜 공여자의 안전을 최우선 시 하면서 성공적인 생

체간이식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공여자의 안전, 합병증,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시행되

어 왔다. 본고에서는 최근 개발된 다양한 공여자 간절제술 방법에 대해 논하자 한다.

공여자 간절제술

1. Two-surgeon Technique using Saline-linked Electric Cautery and Ultrasonic Surgical Aspirator

  Aloia 등1에 의해 처음 고안되고 Takatsuki 등2이 생체 공여자에게 적용하여 좋은 결과를 얻은 수술 

방법이다. 이 방법은 보통 사용하는 CUSA＋bipolar electrocautery 대신 CUSA＋saline-linked electric 

cautery (Dissecting Sealer DS 3.0, TissueLink Medical, Inc., Dover, NH)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saline-linked electric cautery는 radiofrequency영역의 전자 에너지를 전달하여 조직을 태워서 응고를 

시키며, 일반적인 전기소작 방법과 달리 char가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Palavecino 등3에 의하면 

이 방법으로 CUSA 단독으로 간실질을 절제하는 것보다 출혈량을 감소시키고 수술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2. Hilar Dissection and Biliary Division Technique

  우측간엽을 간이식편으로 사용할 경우 해부학적 특성으로 인해 우측담도 기지부에서 우전담도와 우

후담도로 분리되는 담도의 길이가 짧은 경우가 많아 double bile duct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이를 개

선시키기 위해 Takatsuki 등4은 radiopaque marker를 담도 주위에 둘러싼 후 담도를 촬영하여 double 

bile duct 발생율을 71%에서 30%로 감소시킬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Testa 등5은 총수담관에 1 mm

크기의 절개를 넣고 coronary probe를 이용하여 우측과 좌측 담도의 구조를 확인한 후 우측담도 뒤에 

겸자를 삽입하여 겸자에 받쳐서 우측담도를 절개하는 probe-and-clamp technique 방법을 고안하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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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단일 우측 담도를 60%에서 얻을 수 있었으며, 이 방법은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담도를 절개할 

수 있고 담도촬영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였다.

3. Vertical Portal Vein Clamping

  Yanaga 등6이 문맥 협착을 예방하기 위해 고안한 방법이다. 보통 우측문맥 절단 시 겸자를 문맥 길

이 방향을 잡고 자른 후 남은 문맥을 닫게 되는데, 겸자를 문맥의 길이 방향이 아닌 문맥의 수직방향

(vertical)으로 잡으면, 동일한 부위를 절개하더라도 문맥 분기를 더 넓게 유지할 수 있어 문맥 협착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 간이식편에 남는 문맥의 길이를 줄이지 않으면서 간단하게 공여자의 문맥 

협착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사용 간이식 편 종류

1. Modified Extended Right Graft

  우측 간엽을 이식편으로 사용할 경우 전구역의 월활한 정맥혈 유출은 이식편 기능에 매우 중요한 것

은 잘 알려져 있다. 서 등7이 고안한 방법으로 기존 우측 간절제술과 동일 절개면 따라 간실질을 절개

하되 우측 간엽에 중앙정맥을 포함시켜 우측 전구역의 정맥혈 유출을 유지하여 이식편의 간 기능을 극

대화하는 방법이다. 수술 전 CT상 측정한 공여자의 잔여 간부피가 35%이상 남을 경우 공여자의 이환

율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시행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2. Extended Left Liver Plus Caudate Lobe Graft

  좌측엽절재술은 우측엽절재술에 비해 공여자에게 부담이 적은 수술이지만 간의 부피가 부족하여 적

절한 이식편이 아닌 경우가 많다. 이를 보안하기 위해 Takayama 등8은 미상엽을 이식편에 포함시켜 

간의 부피를 약 9%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좌측 간이식 편의 부피를 더 증가시키기 위해 

Imura 등9은 Takayama 등의 방법을 개선하여 우전구역의 1 cm를 포함시켜 절개하는 방법으로 

GV/SLV를 7.6% 더 증가 시킬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3. Monosegment/hyperreduced Graft10-12

  작은 소아의 경우(10 kg 미만) 간이식편 대 수여자 체중의 비율(GRWR)이 4.0 이상의 이식편을 사

용할 경우 이식편의 크기가 지나치게 커서 환자 생존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단일 

구역 (monosegment) 또는 hyperreduced graft 사용을 할 수 있다. Mentha 등13은 3구역 문맥에 

methylene blue를 주입하여 절제면을 정하였고, Ogawa 등12은 더 작은 이식편을 구하기 위해 V2에 연

해 추가로 절제하는 방법을 보고하였다. Monosegment/hyperreduced 이식편은 이용하여 영아에서도 

80%가 넘는 생존율을 보고하고 있다.

복부절개방법

  최근 최소 침습 수술 기법이 발달되면서 복부 절개를 축소하거나 복강경을 이용한 공여자 간절제술

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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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aparoscopic Assisted

  우엽 간절제술은 좌엽에 비해 간의 부피가 크고 간주위 인대 박리가 용이하지 않아 복강경으로 전 

과정을 시행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그 결과 우엽 간절제술을 주로 복강경을 부분적으로 이용하는 방법

을 이용하고 있다. Kurosaki 등14 우측엽의 박리와 hanging maneuver까지 복강경을 이용하여 시행한 

후 간실질은 12 cm upper midline incision을 통해 절제하는 hybrid 테크닉을 보고하였다. Koffron 등15

은 hand-assisted 방법을 이용하여 박리와 hangin maneuver까지 시행하고 Kurosaki와 유사한 방법으로 

육안으로 확인하면서 간실질을 절제하는 방법을 보고하였다.

2. Totally Laparoscopic Left Lateral16,17

  Cherqui 등18에 의해 고안된 수술 방법으로 좌외측엽을 이용하는 소아의 생체 기증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수술 방법이다. 생체 공여자에서 적용한 기존의 복강경 수술과 달리 전 과정을 복강경으로 진행

하고 이식편은 suprapubic incision을 통해 꺼내는 방법으로 피부 절개에 따른 공여자의 부담을 최소화

하였다. 복강경 간절제를 위해 5개의 트로카를 사용하였고 공여자 쪽의 문맥과 정맥 결찰은 unilateral 

TAE를 사용하였다. 이 방법으로 수여자의 이식 성공율의 차이는 없었으며 공여자의 합병증도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16

3. Upper Midline Incision

  김 등19이 고안한 수술 방법으로 우측 간절제술에서 upper midline incision만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 

수술 방법은 수술 시간 단축, 합병증 감소, 진통제 사용량 감소가 가능하며 복강경을 이용하지 않기 때

문에 복강경에 익숙하지 않은 외과의도 시행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보다 많은 수술 기구의 발전과 수술 기법의 개발로 인해 공여자의 수술은 보다 안전하고 덜 침습적

인 방법으로 수술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다. 향후에도 보다 많은 수술 방법들이 개발되어 많은 공여자

들이 최소한의 고통으로 보다 덜 부담스럽게 안전하게 수술 받을 수 있을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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