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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Notes of Laparoscopic Distal 
Pancreatectomy

윤  유  석

분당서울대학병원 외과

Laparoscopic distal pancreatectomy를 시행하는 술식은 술자마다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장에서

는 저자의 병원에서 하는 방식을 바탕으로 술식을 기술하고자 한다.

환자 위치와 Port 위치      

우선 병변의 위치에 상관없이 배꼽을 통해 pneumoperitoneum을 만든 후 배꼽하방에 카메라 port를 삽입

한다. 췌장 절제부위가 췌경부에 가까우면 환자를 supine position으로 놓고, 수술자의 port 2개를 우상복부에 

위치시킨다. 췌장 절제부위가 췌미부에 가까우면 supine position에서 left-up을 하고 left-up 정도는 췌미부에 

가까울수록 45도까지 세운다. 수술자의 port는 midline에서 배꼽과 xiphoid 중간 정도에 하나, 좌상복부에 하

나를 삽입한다. 보조자의 port는 좌상복부에 1-2개 삽입하여 위를 상부로, 대장을 하부로 견인하는데 사용한

다. 

췌장주위의 박리      

먼저 췌장으로의 접근을 위해 midline보다 좌측 부위의 가장 얇은 부위의 대망을 열고 들어가 왼쪽으로는 

비장이 있는 부위까지 충분히 절개하고, 오른쪽으로는 예상되는 췌장절제 부위가 충분히 노출되는 정도까지만 

박리한다. 췌장이 노출되면 병변부위를 확인하고 췌장의 하연을 따라 병변의 좌우 방향으로 박리하되 좌측으

로는 되도록이면 비장부위까지, 그리고 비장정맥이 보일 때까지 췌장 후면을 충분히 박리하는 것이 비장을 보

존할 경우 나중에 비장혈관의 주행을 확인할 수 있고 췌미부 부위의 박리를 편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병변

이 가까이 있지만 않다면 되도록 췌장에 가까이 붙여 박리하여야 mesocolon에 구멍이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있다. 

비장정맥, 비장동맥의 노출과 췌장 절제연의 준비       

저자의 병원에서는 비장보존 유무와 상관없이 췌장절제 부위 근처의 비장혈관을 먼저 췌장으로부터 박리

한 후 췌장을 절제한다. 비장혈관을 보존하는 경우 초기에는 절제될 췌장 전체를 비장동맥, 정맥으로부터 완

전히 박리한 후 최종적으로 췌장을 절제하는 방식을 시행하였느나 이 경우 비장혈관의 작은 분지들을 제대로 

노출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아 췌장을 먼저 절제한 후 절제될 췌장을 medial에서 lateral 방향으로 비장동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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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맥으로부터 박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비장정맥의 박리는 처음부터 췌장과 비장정맥 사이를 박리해 들

어가기 보다는 먼저 췌장 하연에서 후면으로 췌장과 비장정맥이 모두 포함이 되게 후복강으로부터 충분히 박

리한 후(이 부위는 avascular plane이므로 대개 blunt dissection으로도 쉽게 박리할 수 있다) 췌장과 비장정맥 

사이를 박리하는 것이 비장정맥의 전체 윤곽을 확인하면서 박리할 수 있어 보다 편하다. 췌장 경부에 가까운 

경우 비장정맥의 노출이 여의치 않다면 상장간막정맥을 먼저 찾은 후 비장정맥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비장동맥은 췌장 경부부위에서는 췌장에 바짝 붙어 있어 상부로부터 박리하려면 췌장을 밑으로 견인하면서 췌

장에 최대한 붙여 비장동맥을 박리하여야 하므로 충분한 시야를 위해서는 flexible scope나 45도 scope가 유

용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장정맥을 완전히 박리 후 췌장의 후면에서 비장동맥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

법이 될 수 있다. 이 때 박리된 동맥이 비장동맥이 아닌 총간동맥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

하고 췌장의 미부로 갈수록 비장동맥은 췌장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주행하므로 췌장미부 부위에서의 비장

동맥 박리는 비교적 수월한 편이다. 

췌장 절제      

비장을 동반절제하는 경우에는 췌장절제연 주위의 비장정맥과 동맥을 좌우로 어느 정도 박리한 후 각각 

weck clip으로 결찰, 절단한 다음 췌장 실질을 절단하고, 비장혈관을 보존하는 경우에는 비장혈관을 제쳐두고 

췌장만을 U-tape를 걸어 들어올리면서 endoscopic linear stapler로 절단한다. 췌장만을 따로 U-tape를 걸어 

들어 올리는 lasso technique는 stapler에 다른 조직이 끼어들어가지 않게 할 수 있고, U-tape를 견인하는 방

향에 따라 절제연의 거리를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Stapler cartilage의 선택은 췌장의 경도와 

두께에 따라 결정하는데 중요한 점은 stapler를 처음 췌장에 끼워 넣을 때 췌장실질이 으깨지지 않도록 천천

히 오므리고 장착된 cartilage를 천천히 발사하는 것이다. 절제 후 절제연이 잘 봉합되었다면 추가적인 조치를 

시행하지 않지만 절제연이 잘 봉합되지 않았다면 interrupted suture로 보강을 한다. 절제연에서 출혈이 있을 

수 있으나 거즈로 눌러 놓으면 대부분 지혈된다. 술자에 따라서는 미리 장감자로 췌실질을 얇게 한 후 stapler

를 사용하기도 하고, stapler로 절제 후에 metallic clip이나 suture 보강하기도 하고, ligasure, ultrasonic shear

를 이용해 절단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이용해 췌장을 절단하지만 아직까지 췌장루 발생에 있어 어느 술식이 

우월한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가 않다. Fibrin glue는 일괄적으로 췌장절제연에 도포한다.

절제될 췌장의 박리      

비장을 동반절제하는 경우 절단된 췌장을 들고 비장정맥을 포함한 췌장을 avascular plane을 따라 medial

에서 lateral 방향으로 후복막으로부터 박리해 나가고, 비장에 접근이 되면 위를 medial 방향으로 견인 후 

short gastric vessel들을 결찰해 나간다. 이때 short gastric vessel들을 하나하나 박리해 절단할 수도 있지만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10 mm weck clip으로 blind하게 결찰한 후 나가는 부위는 ultrasonic shear나 ligasure

로 절단할 수도 있고, 또는 비장을 충분히 후복막에서 박리 후 endoscopic linear stapler로 일괄처리할 수도 

있다. 비장혈관을 보존하는 경우 췌장을 들고 조심스럽게 비장정맥과 비장동맥으로 박리하는데 비장동맥보다

는 비장정맥에 작은 분지들이 많아 박리가 더 어렵다. 대개 clip으로 결찰할 정도의 큰 분지들은 많지가 않아 

대부분 ultrasonic shear나 ligasure로 절단이 가능하지만 작은 분지라도 제대로 결찰이 되지 않으면 많은 출혈

이 있을 수 있다. 일단 출혈이 발생하면 거즈로 압박을 한다. 혈관의 큰 결손만 없으면 대개 지혈이 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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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혈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short gastric vessel만 살리는 Warshaw 술식이나 비장절제를 고려해야 한다. 비장

정맥의 경우 췌체부에서는 췌장의 하연을 주행하다 미부로 가면서 상연으로 올라가는데 이 부위에서 환자에 

따라 비장정맥이 췌장실질에 심하게 붙어있거나 췌장실질에 둘러싸여 있는 경우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비장정맥을 살리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 병변이 가까이 있지 않다면 정맥을 둘러싸는 췌장실질을 남기고 

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췌장 미부가 환자에 따라 비장에 바짝 붙어있는 경우

가 있는데 무조건 췌장에 바짝 붙여 박리한다는 생각으로 박리를 하여야 비장으로 들어가는 혈관분지들의 손

상을 줄일 수 있다. 

Specimen 적출      

절제된 췌장은 비닐백에 넣은 후 12 mm port 부위를 transverse하게 연장한 상처를 통해 제거하고, 비장

을 동반절제한 경우 병리검사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비장만을 조각 내서 제거하면 상처의 크기를 줄일 수 

있다. 췌장절제연 부위에는 좌측 port 부위로 JP 배액관을 거치하고 수술을 마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