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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leen Surgery: Review - Surgical Technique 2: 
Partial Splenectomy

홍  태  호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서론     

최근까지도 비장의 외상이나 종양 등이 있을 경우, 거의 모든 비장 질환에 대해 비장 전절제술이 시행 되

어져왔다. 이는 비장의 기능이 뚜렷이 밝혀지지 않았고,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장기가 아니다라는 잘못

된 인식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비장절제술 후에, 특히 소아의 경우 치사율이 높은 패혈증(over-

whelming postsplenectomy infection) 발생 사례들이 보고되고, 반응성 혈소판증가증(reactive thrombocyto-

sis)이나 문맥 또는 비정맥에 발생하는 혈전증(portal or splenic vein thrombosis) 등의 합병증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들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비장을 보존하는 수술법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와 같이 비장이 인체면역 및 감염에 대한 방어기능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장을 보존하고자 하는 술식들 즉, 비장 봉합술(splenorrhaphy), 비장 자가 이식술(spleen transplantation), 

부분 비장 절제술(partial splenectomy), 비장 보존 원위부 췌절제술(spleen preserving distal pancreatectomy)

등이 점차 강조 되고 있다.

본 연제에서는 부분 비장 절제술에 관한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본론     

1. 부분 비장 절제술의 적응증

면역기능 보존되려면 비장 전체 무게의 약 25% 정도가 남아야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개복수술에 의해서

든 복강경에 의한 수술이든 비장의 일부분만 절제해내어 치료 목표가 달성된다면, 굳이 전체 비장을 제거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비장에 발생한 비기생충성 낭종, 양성종양, 외상에 의한 파열 등이 부분 비장 절제술의 적응 대상이 되고 

있는데, 외상에 의한 파열의 경우 복강경으로 시행하기는 부적합하며 일반적으로 비장 전절제술보다 수술시간

이 더 오래 걸리고, 부가적인 출혈양도 많기 때문에 환자의 활력증후가 안정적이어야 하고 다른 부위에 위중

한 손상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복강경에 의한 부분 비장 절제술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비장비대

(Splenomegaly)가 있는 환자에서 진단적 목적으로 시행되기도 하며, 비기생충성 비장 낭종(non-parasitic 

splenic cyst), 양성 종양(hemangioma, lymphangioma, hamartoma, fibroma, pulpoma), 부분 비장 괴사(parti-

al splenic infarct), 전이성 종양(metastatic tumor) 등에서 치료적 목적으로 시행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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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 낭종은 주로 포충(echinococcus) 감염에 의한 기생충성 낭종(hydatid cysts)과 그 외의 비기생충성 낭

종으로 나뉘는데, 전자의 경우 낭종 내용물이 복강 내로 오염 시 매우 위험할 수 있으므로 비장 부분 절제술

에 부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비기생충성 낭종의 대부분은 외상 등에 의해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가성낭종(pseudocyst)으로 비기생충성 

낭종의 70∼80% 차지한다. 이 외에 낭종벽(epithelial lining)이 존재하는 비기생충성 진성 낭종(ture cyst)으로

는 상피양 낭종(epidermoid cyst), 진피양 낭종(dermoid cyst) 등이 있다.

한편 용혈성 빈혈(hemolytic anemia)을 특징으로 하는 유전구형적혈구증(hereditary spherocytosis)은 경미

한 증상만 유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수의 환자에서 빈혈, 용혈성 위기(hemolytic crisis), splenic se-

questration crisis, 담석증 등의 합병증이 유발되어 결국 비장 절제술을 하게 되는데, 최근 들어 소아환자들을 

대상으로 부분 비장 절제술을 통해 비장의 면역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적절한 hematologic outcomes을 얻을 

수 있다는 보고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환자군에서도 복강경을 이용한 부분 비장 절제술이 유용하게 사

용될 수 있다.

2. 비장의 혈관분포

복강경을 이용한 비장 절제술시에 흔하게 볼 수 있는 현상으로 비장을 공급하는 몇몇 혈관들(비장동맥의 

분지)을 비장의 하극(lower pole)부터 결찰해 올라가면 비장의 아랫부분부터 혈액공급이 차단되면서 분절형으

로 비장에 괴사가 진행된 부분이 나타나게 된다. 이는 비장의 혈관 분포가 분절형(segmental blood supply)으

로 되어 있으며 각 분절 사이에 측부순환(collateral circulation) 이 적기 때문에 볼 수 있는 현상이다(Fig. 1). 

이런 해부학적 특성을 이용하여 먼저 병변이 포함된 부분을 공급하는 분절혈관(segmental vessel)을 결찰

해 주면, 큰 출혈의 위험 없이 비장의 부분 절제가 가능하다(Fig. 2).

 

Fig. 1

    

Fig. 2

3. 부분 비장 절제술의 방법들

외상환자의 경우, 개복술을 시행 하여 먼저 비장에 붙어있는 장간막(omentum)을 분리하여 비장피막이 더 

이상 찢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작은복막주머니(lesser sac)를 분리하고, 췌장체부의 상부 

변연을 따라 주행하는 비장동맥을 결찰하여 DeBakey bulldog clamp 등을 이용해 일시적으로 동맥공급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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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하여 준다. 이로써 파열된 비장에서의 출혈을 부분적으로 줄여 줄 수 있다. 짧은 위 동맥과 정맥(short gas-

tric vessles)을 분리해 내고, 후복벽에 붙어있는 부분을 박리하여 비장을 완전히 가동화(mobilization) 시키게 

되면 비로소 비장의 손상 부위를 정확히 파악 할 수 있게 된다.

이 때 그림(Fig. 3)에서처럼 거즈를 이용해 비장을 압박하여 출혈을 최소화 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비장

문(hilum) 부위까지 깊게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서, 이러한 손상이 전체 비장문이 아닌 상극이나 하극(upper 

pole or lower pole)에 국한되어 발생한 경우에만 부분 비장 절제술을 시행 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손상 부

위를 공급하는 비장 동정맥의 분지를 찾아 결찰해 주고(Fig. 3) 비장의 실질은 eletrocautery나 harmonic scal-

pel 등으로 절단하게 된다.

절단된 비장 단면은 overlapping horizontal mattress sutures을 시행하여 지혈하게 되는데, 이때 비장 피막

이 찢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Dacron felt strips이나 Omental free graft을 이용한다(Fig. 4).

복강경을 이용한 부분 절제술시에는 우선 작은복막주머니를 분리하고, 좌 위그물막 동정맥(Left gastroe-

piploic vessel)과 짧은 위동정맥들을 분리해내어 비장문부위(hilar portion of spleen)을 노출시키게 된다. 다

음으로 병변이 있는 부위를 공급하는 분절혈관(Branches of splenic vessels)을 결찰한 후에 혈류가 차단된 비

장의 경계부를 확인하고 이로부터 1 cm 가량 원위부에 해당하는 비장실질을 절단하게 된다(Fig. 5).

혈류가 차단된 비장 실질의 절단은 주로 harmonic scalpel을 사용하게 되고, 절단 후 노출된 비장 단면은 

전기 소작이나 argon beam coagulator, fibrin glue 등으로 마무리 하게 된다.

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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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Fig. 5

결론     

비장에 발생한 비기생충성 낭종, 양성종양, 외상에 의한 파열 등이 부분 비장 절제술의 적응 대상이 되고 

있는데, 외상에 의한 비장파열의 경우는 복강경 수술 적용이 부적합하지만 그 외의 비장 질환에는, 비장의 독

특한 혈관분포와 많이 향상된 여러 가지 복강경 기구들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부분 비장 절제술이 가능하다

고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