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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최근 20여년 동안 간절제술과 간이식술은 괄목할 만한 향상이 있었으며 수술 증례수도 점진적으로 늘어났

다. 거기에는 간 해부학, 마취기술 및 간의 혈류역동학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장비를 이용한 첨단기법의 발

달에 힘입어 간손상과 출혈을 최소로 한 것이 큰 영향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간암에 대한 수술기법과 범

위도 많이 향상 및 확장되었다. 간암의 경우 간경변증을 동반하고 있는 빈도가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술전, 술중 및 술후 평가와 처치가 요구된다. 절제하기에 어려운 위치와 크기를 가진 간암환자들에 대

해서도 출혈량을 최소화하면서 시술할 뿐 아니라 간경변증을 가진 경우 필요하고도 적절한 만큼의 간을 절제

함으로서 술 후 사망률을 비롯한 합병증을 줄여 환자의 안전을 꾀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20여년 동안 발전되어온 간절제수술에 대한 수술과 처치의 핵심가치들을 되새겨보고 최근 발전하고 

있는 최소 침습수술에 의한 간절제수술에 관하여서도 고찰해 보고자 했다. 

본론    

1. 마취와 간절제에 있어서 기본술기의 발전

1) Reduction of bleeding and minimal ischemia/reperfusion injury during hepatectomy: 과거 수술사망

율이 높았던 가장 큰 이유는 수술 중 많은 출혈이었다. 출혈을 줄이기 위하여 문맥혈 차단술을 시행한 것은 

Glasgow대학 외과의사 Dr. Pringle 이후 100여년이 지났지만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의 간격으로 차단하는 것

이 비 가역적 손상을 방지하고 간손상을 최소화하는지 알게 된 것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였다. 간을 절제하

는 동안 출혈을 줄이기 위하여 간내로 유입되는 문맥혈과 간동맥혈류를 차단하는 방법(Pringle maneuver)이 

간을 절제하는 외과의사들에게 즐겨 사용되어 프링글 이전 보다 환자 사망률을 줄였으나 여전히 출혈이 많았

던 것은 간절제 시 간문맥보다 간정맥 또는 대정맥의 손상 때문이었다. 마취과의사들에 의해 미리 과 주입한 

수액이나 혈액제재가 중심정맥압을 상승시켜 간정맥을 팽창시키면서 간절제가 진행 중 간정맥에 작은 누공이 

있거나 간정맥이 완벽하게 결찰되지 않으면 상당히 많은 출혈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간절제시

에는 간내로 유입되는 혈액을 차단함과 동시에 중심정맥압에 의하여 간정맥에서 역으로 흐르는 혈류(back 

flow)를 줄여 출혈을 감소시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된다.1,2 여기에는 마취과의사와 긴밀한 협조가 

요구되는데 간 절단시 중심정맥압을 낮추기 위해서는 간을 절단하기 전까지 수액주입을 줄이며 호흡 흡인량을 

줄임과 동시에 필요한 경우 약제를 투여하여 중심정맥압을 5 mmHg 이하로 낮게 유지함으로서 안전하게 간

을 절제할 수 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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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혈을 줄이기 위한 혈류 차단 후 재관류시켰을 때 따르는 문제점은 허혈/재관류 손상이다. 정상간인 경

우 지속적으로 60분간 차단이 허용될 수 있지만 이 이상인 경우는 15분 혹은 30분 간격의 간헐적 차단이 실

험적으로 안전함을 증명했으며4,5 임상적으로도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15분 간헐적 문맥차단 시간은 

322분까지 시행한 최장시간 기록이 있다.6 

2) 간절단기법의 향상: 간절단의 기본은 Kelly-Clamp법이었으나 전기 소작기의 성능이 향상되어 가는 혈관

과 미세담관은 전기 소작기로 처치되며 초음파 흡인 분쇄기(CUSA, Cavitron ultrasonic aspirator)의 개발 사용

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았으며 그외 water-jet, dissecting sealer (Tissue-link®), Harmonic scalpel®, Ligasure® 
등의 개발로 쉽고도 안전하게 절제하는데 기여해 왔다. 또한 간과하기 쉬운 것은 과거에는 전기소작기로 처리

되지 않는 크기의 혈관과 담관은 모두 봉합사로 결찰하였지만 지금은 웬만한 굵기의 혈관이나 담관은 헤모클

립 혹은 HemoLok® 클립으로 대부분 결찰 할 수 있게되어 가는 간 정맥의 경우 손으로 결찰 중 혈관이 끊어

지거나 풀리는 등의 경우가 잦았지만 안전하면서도 신속하게 절단할 수 있게 되었다. 

2. 안전하면서도 확장된 개념의 간암절제 수술기법

1) 해부학적 간절제: 간암에 대한 근치적 절제수술은 해부학적절제와 동시에 절제연에 암조직이 남아 있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간암수술을 확장해가면서 장벽은 간경변증을 가진 환자가 많기 때문에 남는 간의 크기가 

부족할 수 있다. 간세포암에 대한 해부학적 절제의 개념은 암세포의 간내 전이가 문맥지를 따라 미세종양이 

떨어져 나가 문맥가지의 끝에도 전이될 수 있다는 데 기초한다. 따라서 제한 절제를 할 경우 문맥분지영역을 

따라서 필요하고도 충분한 영역을 절제 해야 한다. 여기에는 계통적 분절 절제술7과 글리슨 페디클 접근법8 

두 가지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 두 방법에 의한 해부학적 절제 후 예후가 좋다고 하나9,10 해부학적 절제와 

비 해부학적 절제 후 재발 및 예후에 관한 연구에서는 발표한 기관마다 그 결과가 달라 해부학적 절제로 더 

좋은 예후를 보여준다고 할 수는 없다.

2) Hanging Maneuver: 우측간에 거대 간종양이 횡격막 등 주위 조직에 침윤되어 있을 때 간을 절단하기 

전 주변조직을 수동할 경우 많은 출혈을 일으키거나 간십이지장 인대의 회전으로 인하여 간이 장시간 허혈상

태에 빠질 위험이 있다. 뿐만 아니라 종양을 싸고 있는 글리슨막이 찢어져 종양세포가 복강내로 유실될 위험

도 있다. 이 때 전방접근법 혹은 hanging maneuver를 이용하여 간을 수동하기 전 우 간정맥을 비롯한 간을 

미리 절단한 다음 간을 수동하는 것이다.11,12 이 수술법은 간 후면의 단간정맥을 일일이 결찰한 후 중간정맥과 

우 간정맥사이의 대정맥 앞 무혈관면을 긴 혈관감자로 관통시켜 테이프를 걸어 간을 앞쪽으로 당기면서 절제

함으로서 전술한 간 손상과 종양파종의 위험을 줄이는 기법이다. 이 기법으로 수술하여 수술자체의 안전성이 

확보될 뿐 아니라 술 후 재발 및 예후도 기존 우간절법보다 우수함이 밝혀졌다.13,14

3) Total vascular exclusion: 간암 뿐 만 아니라 전이성 간암 등이 간정맥이나 간 후면 대정맥에 침윤되어 

있을 때 종양을 포함한 간절제를 위해서는 간내로 들어가는 문맥 및 간동맥혈류 차단(Pringle 기법) 및 간의 

상하 대정맥을 일시적으로 차단함으로서 간정맥 및 간후 대정맥에서 대량출혈을 방지하면서 안전하게 간절제

를 할 수 있다. 혹 일반적인 수술에서도 hanging maneuver를 위한 조작 중 단간 정맥이나 대정맥에서 출혈

할 경우 출혈을 최소화하면서 안전하게 수습 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자칫 대량출혈로 환자를 잃을 위험에서 

구제 할 수 있는 방법이나15,16 일상적으로 사용할 경우 예상치 못한 간혈류 역동성에 장해를 가져와 심각한 

술 후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간정맥이나 대정맥 손상 등의 경우에 선택적으로 사용해야 한다.1,17

4) Portal vein embolization: 병소쪽 간을 절제할 때 남는 간의 용적이 충분하지 않을 때 동측 간문맥혈

류를 문맥색전으로 막고나서 일정시간이 지나면 동측 간은 위축되고 반대측 간은 비후되는 기법이 간암절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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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처음 시도되었지만18 간문부 담관암에 대한 근치수술에 더 많이 이용되어 왔다.19 문맥 색전술이 정상간

과 간 경변증이 있는 간 어느 상태에 더 유용한가에 관한 연구에서는 절제 후 기능할 수 있는 간이 25∼40%

된다면 정상간에서는 필요가 없고 경변간에서 문맥색전한 군의 합병증이 문맥색전없이 절제수술한 군 보다 현

저히 낮았다고 보고했다.20 정상간이라도 새간(caudate)을 절제에 포함해야하는 간문부 담관암에서 우엽절제를 

시행할 경우 우측 간문맥색전술로 안전을 꾀할 수 있다.21

5) 간절제연의 암조직: 간세포암에 대한 간절제면의 이상적인 상태에 관해서는 간내 미세 전이를 기준으로 

1 cm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22 무작위 전향적 연구에서 간세포암의 경우 2 cm 거리를 두어야 

안전하다고 보고 했다.23 그러나 더 많은 연구결과의 보고에서는 절제면에 암조직이 없다면 장기 생존이 가능

한 기본 요건이 된다고 보고 했다.

6) Resection for advanced HCC:　10 cm 이상 크기의 종양, 문맥침윤된 경우 및 3개 이상의 종양이 있을 

경우는 근치적 간절제수술을 하더라도 예후가 나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한다. 단순히 종양의 크기만 

클 경우 안전하게 절제한다면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도 있다.24 문맥 혹은 대정맥 침윤이 있는 경우 전간 혈

류 차단 기법 등을 이용하여 어렵게 절제하더라도 일찍 간내 혹은 전신 전이빈도가 높아 수술 자체로만 장기 

생존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술후 방사선치료와 항암화학요법 등으로 더 나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다.25

7) Repeat resection of recurrent or intrahepatic metastasis after hepatectomy: 1차 간절제수술 후 간내 

재발한 경우 재수술을 할 것인가 여부는 간세포암을 다루는 의사들에게 도전이 된다. 내과의사들은 대부분 간

동맥색전술이나 국소치료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많은 외과의사들은 재수술을 시도하여 첫 수술과 별 차이

없는 생존율을 보고 하였다.26 다만 절제수술후 1년이 지나서 재발하거나 문맥침윤이 없는 경우 더 좋은 예후

를 기대할 수 있으며26 절제수술을 할 여건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반복적으로 간동맥 확학 색전과 방사선 치료

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27 

3. New Horizon; Laparoscopic Liver Resection for HCC

지난 10여년간 간절제수술에 있어서 가장 중심되는 관심사는 1996년 처음으로 성공한 복강경 간절제수술

이었다고 할 수 있다.28 복강경 초음파와 고주파치료의 발달로 안전한 절제경계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복

강경은 병기 결정에 유용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간세포암에 대한 간절제수술이 좌간과 우전간에 위치할 경우 

타당성이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지만 후상면에 위치한 종양도 그 타당성을 새롭게 제시했다.29 그러나 이 보

고에서도 양성 종양과 전이성 대장암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고 간세포암의 경우 불충분한 절제 혹은 전이를 

유발할 수도 있을뿐더러 장기생존에 대한 검증이 아직 되지 않아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간세포암에 대한 간절제수술은 수술안전성이 가장 중요하며 그러기 위하여 간내로 들어가는 혈류를 적절

히 차단하여 출혈을 최소화 하면서 동시에 간손상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간절제를 더욱 안전하게 시행

하기 위하여 새롭게 개발되는 장비를 적절히 이용하여 개별환자에게 간절제 정도와 해부학적 간절제를 목표로 

맞춤형 간절제를 계획하며 필요할 경우 간문맥색전술 등의 기법으로 과거에 수술치료를 할 수 없었던 진행된 

암까지 더욱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복강경수술이 도입되어 최소 침습수술이 더욱 발전일로에 

있지만 아직은 적응증을 좁혀서 안전하게 시행할 것이며 점차 그 범위를 넓혀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간과하

지 말아야 할 것은 간절제 외과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만으로 모든 간세포암을 치료해야겠다는 생각하는 

데서 한발 물러서서 국소치료 및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 등 다학제적 치료로 삶을 연장시키는 것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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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며 절제수술과는 차원이 다른 간이식수술로 완치 될 수 있는 환자들은 그 쪽으로 길을 터 주는 것도 대

단히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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