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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형 간문부 담도암에서 우삼구역절제술 및 
미상엽절제술
- 술기를 중심으로 -
원자력병원 외과

최 동 욱 김 상 범

1980년대 말까지도 간문부 담도암에 대한 간절제술의 효과는 확실하지 않아 저자에 따라

많은 이견이 있었다. 그 이유는 간절제술 후 사망률과 유병율이 높고, 또한 절제술이 성공적

으로 이루어진다 하여도 병리학적으로 암 침윤이 없는 절제연을 얻을 수 있는 보장이 없었

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0년 일본 Nagoya 대학의 Nimura 교수 등이 간절제술을 동반한 45예

의 간문부 담도암을 보고하면서 술 후 수술 사망율이 비교적 높지 않고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는 보고를 한 이래 Bismuth 2형 이상으로 침윤이 있는 간문부 담도암 치료의 표준술식

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특히 Nimura 교수는 환자들이 대부분 미상엽에서 나오는 담관에 암침윤

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간절제술 시 동반 미상엽절제술을 강조하였다. 그들의 주장은 1996

년 Bologna에 개최된 제 2회 IHPBA 회의에서 전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이며 최근에

는 대부분 저자들이 미상엽절제술을 동시에 행하고 있다.

본 환자는 61세 남자환자로 상복부 동통으로 시행한 방사선학적 검사상 간내 담관이 확장

되고 간문부에 종괴가 나타났던 환자로 황달은 없었으며, CEA, CA19-9치도 정상범위였다.

CT 소견 및 담도촬영술상 Bismuth 3A형으로 판단하고 수술적 절제를 하기로 결정되었다.

피부절개는 transverse subcostal incision with medial extension법을 이용하였다. 간전이나 복강

내 전이가 없는 것은 확인하고 간십이지장 인대의 박리를 시행하였다. Hilar dissection은 8번

임파선을 곽청하면서 총간동맥을 박리하여 taping하고 간쪽으로 곽청을 진행하면서 우위동맥

과 위십이지장 동맥을 노출시켰다. 더욱 간쪽으로 진행하면서 총수담관을 췌장에 가깝게 분

리하고 절제연은 동편절제를 시행하며 암침윤의 유무를 확인하였다. 그 후 간문맥을 박리하

여 taping하고 간십이지장 인대의 곽청을 간쪽으로 더욱 진행하면서 좌간동맥, 중간동맥, 우

간동맥을 노출시키고 우간동맥은 전,후 우간 동맥을 따로 결찰, 분리하였다. 그러면 우간문

맥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결찰하고 분리하였다. 주간문맥 및 좌간문맥을 왼쪽으로 당기면

미상엽으로 들어가는 문맥이 3～4개 노출되는데 결찰 분리하였다. 이 과정은 간실질절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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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에 큰 출혈없이 미상엽을 완전히 절제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간십이지장

인대의 곽청이 끝나면 간의 타동(mobilization)을 하게 되는데 조수가 간을 왼쪽으로 당기면

서 우측의 인대들을 박리하고 다수의 단간정맥을 처리하게 된다. 대정맥인대는 조심스럽게

Bovie로 분리시키면 우간정맥이 나타나게 되는데 간 상부의 연부조직을 미리 처리해 놓으면

쉽게 tonsil clamp 등을 이용하여 우간정맥과 중간정맥 사이를 관통시킬 수 있고 우간정맥의 절

제될 부위는 3～0 prolene, 대정맥에 남은 부위는 혈관감자를 이용하여 5～0 prolene으로 봉

합한다. 후간 부위를 좌측을 향하여 박리를 진행시키면 미상엽에서 대정맥으로 유입되는 정

맥이 몇 개 나타나는데 조심스럽게 처리하면 대정맥을 taping 할 수 있다. 그러면 좌측에서

미상엽을 대동맥과 횡경막에 붙이는 섬유성 조직들을 Bovie로 분리 할수 있고 미상엽 상부

에서 대정맥에 붙어 있는 Arantius 관이 확인되고 분리하면 미상엽이 완전히 타동된다. 여기

까지 간실질 절제를 위한 술식이 끝나면 간실질 분리를 시작한다. 간우삼구역 절제술을 할

때는 좌문맥의 umbilical portion에서 segment 4로 유입되는 분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결

찰, 분리할 수 있다. 간실질은 CUSA를 이용하여 혈관이나 조그만 담관을 쉽게 찾을 수 있

으며 dissection을 대정맥쪽으로 진행하여 중간 정맥을 확보하고 우간정맥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간실질을 박리할 때는 부분적으로 장 감자를 이용하여 좌간으로 유입되는 혈류를

차단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좌측구역에서 나오는 부위에서 담관을 분리하면 대개 2～3개

의 lumen을 확인할 수 있으며 3개일 경우에는 septostomy를 이용하여 segment 2와 3에서 나

오는 2개의 lumen으로 만들어 간공장 문합술을 시행한다. 간공장 문합술은 대개 5～0 vicryl

을 이용하여 one layer로 시행한다. 문합술이 끝나면 argon beam coagulator로 지혈하고 closed

drainage를 시행한 후 fibrin glue를 간절제면에 도포하고 폐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