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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경화를 동반한 간세포암환자의 간절제수기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외과

이 영 주

서 론

간세포암의 전이양식은 문맥을 경유하여 간내전이가 발생하므로 간세포종양을 만지기 전

에 종양에 혈류를 나르는 문맥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담관세포암이나 전이암에서와

같이 임파절절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간세포암의 간절제는 담관세포암이나 전이

암의 절제와 수기상의 차이를 갖고 있다. 또한 간세포암 환자의 80% 이상이 간경화 및 만

성간염을 동반하고 있어 간 잔존기능의 한계가 있어 대량절제보다는 제한된 구역절제가 바

람직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간세포암의 절제수기 중 Makuuchi 등의 계통적간구역절제가 유용한 방법이라 하

겠으나 술 중초음파를 시행하여야 하고 착색과정이 필요하여 번거로운 점이 있다. 이에 Coui-

naud, Launois 및 Takasaki 등이 기술하였던 glissonian approach가 유용한 간절제수기라고 하

겠다.

Glissonian approach에 따라서 절제 가능한 범위는 간좌엽절제술, 간우엽절제술, 간좌외측구

역절제술, 간좌내측구역절제술, 간우전구역절제술, 간우후구역절제술이고 경우에 따라서 6번

엽 및 7번엽절제술, 그리고 5번엽절제술이 가능하다. 간 외에서 glisson처리가 가능하지만 5

번엽절제의 경우와 같이 5번엽 glisson approach는 간절리를 진행하여야 가능한 경우도 있다.

Glissonian approach의 장점은 문맥, 간동맥 및 담관을 별개로 박리하지 않아도 되며 정산

변이를 보이는 환자에서도 안정성을 갖고 시행할 수 있으며 절제영역의 색깔변화를 유도하

여 정확히 절제영역을 판별할 수 있다. 절제영역의 glisson을 미리 clamp함으로서 수술조작 중 문

맥을 통한 간내전이를 예방할 수 있다. 간실질절리시 Pringle조작보다는 좌우간측 glisson을

각기 혈류 차단할 수 있으므로 혈류차단시간을 기존의 15분에서 30분까지 연장할 수 있어

서, 한번의 혈류차단으로 웬만한 간실질절리를 마칠 수 있음으로서 출혈양을 최소한으로 줄

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58  7 차 간담췌외과 연수강좌

1

3 4

2

Left Glisson

Rt Ant 
Glisson

Rt Post Glisson

Rt Post Glisson

Rt Ant 
Glisson

Left Glisson Left Glisson

Left Glisson

Rt Ant 
Glisson

Rt Ant 
Glisson

Rt Post Glisson

Rt Post Glisson

그림 2.

그림 1.

GB Bed Hepatoduodenal ligament 

Quadrate lobe 

이번 발표하는 Video presentation은 간경화를 동반하는 간암환자의 간절제시 glissonian

approach를 주로 하여 간절제 술기를 발표하고자 하였다.

간절제의 개요

1. 개복을 시행한 후 모든 간세포종양 환자에서 담낭절제술을 시행한다.

2. Gallbladder plate를 박리하여 결찰, 절리한다(그림 1).

3. Quadrate lobe와 간십이지장간막사이를 suction tip을 이용하여 간좌우 glisson을 간에서

분리시킨다. 간좌우 glisson사이에 GB clamp를 삽입하여 간 좌우의 glissson에 umbilical tape

을 걸어둔다(그림 2-1).

4. 간우측 전, 후구역 glisson을 박리하여 umbilical tape을 걸어둔다. 일반적으로 간우측전

역 glisson박리가 용이하여 우선 간우측전구역 glisson에 umbilical tape을 걸친 후 이 경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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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간우후구역 glisson을 간접적으로 박리한다(그림 2-2, 3, 4). 간좌외측엽과 내측엽의

glisson들은 round ligament를 상방으로 당기면서 제부를 노출시킨 후 제부와 간실질 사이를

suction tip으로 박리를 하면 glisson이 박리되며 하나하나씩 처리하여 안으로 진행한다(그림

3-1, 3-2, 4). 5번구역 glisson은 Cantlie line을 따라 간실질절리를 하여 처리하는데 환자에 따

라 여러 개를 결찰, 절리하여야 한다. 8번엽 glisson에서 몇 가닥으로 이루어진 5번엽 구역지

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그림 6).

5. 절제예정구역의 glisson을 clamp하여 혈류를 차단한다.

6. 절제엽에 따라 필요한 간지지인대들을 박리하고 간외에서 좌간정맥, 우간정맥을 처리한

다. 관상인대를 절리할 때 가능한 한 간실질에 붙여서 박리한다. 이 때 우간정맥과 좌중간정

맥의 사이를 박리하여 하대정맥벽까지 노출시킨다. 이 부위는 우간정맥 및 좌중간정맥의 박

리시 기준점이 되므로 확실하게 노출시켜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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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우간의 mobilization은 가능한 한 상부에서 진행하도록 하고 마지막에 간신간막을 절리

하여 bare area를 노출, 박리한다(그림 7-A). 부신과 의 박리는 우선 하대정맥을 노출시킨후

하대정맥벽을 따라 감자를 삽입하여 하대정맥과 부신 사이에 결찰할 silk를 걸어둔 후 간과

부신 사이를 박리하고 출혈이 있는 경우 부신 측으로 결찰한다(그림 8-2). 단간정맥을 처리

하면서 횡경막 쪽으로 진행하면 inferior vena caval ligament와 만나게 된다. 이를 박리, 결찰

절리하면 우간정맥이 노출된다. 아래쪽에서 머리쪽을 향해 감자를 삽입하여 6번에서 기술한

데로 우간정맥과 중간정맥사이를 노출시킨 부위로 감자가 나오게 한다(그림 8-3).

8. 간좌측절제시에는 좌관상 및 삼각인대를 박리하는데 이때 간좌외측구역 하단에 pad을

삽입하거나 손을 넣어 박리시 위전정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그림 7-B). 좌간정맥과

중간정맥합류부를 박리하기위해서는 ligamentum venisum을 횡경막근처에서 절리하면 우측에

서 정맥벽이 노출되는데 이 부분에서 감자를 삽입하여 6번에서 기술한 바 노출된 정맥사이

로 감자가 나오게 한다(그림 8-2,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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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절제예정구역의 절리면의 혈류차단을 목적으로 접경구역의 glisson을 clamp한다(혈류차

단전에 solucortef 100 mg을 정주한다). 이 때 혈류차단시간은 15분에서 30분 사이로 한다.

간우후구역절제(S6, S7): 간우구역 glisson 혈류차단

간우전구역절제(S5, S8): Cantlie line절리시에는 간좌구역 glisson 혈류차단하고, 간우전후구

역경계절리시에는 간우구역 glisson 차단

간중앙2구역절제(S4, S5, S8): Falciform ligament경계절리시는 간좌구역 glisson을 차단하고,

간우전후구역경계절리시에는 간우구역 glisson 차단

10. Kelly감자를 이용하여 간실질을 절리하고 이때 만나는 혈관 및 담관지들은 hemoclip을

이용하여 결찰한후 절리한다. 이때 출혈은 주로 간정맥분지들인데 환자에 따라 출혈량의 차

이를 보인다. 웬만한 간정맥분지출혈은 대부분 전기소작으로 지혈이 가능하다. 간실질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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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단계에서 clamp한 절제구역 glisson을 결찰한 후 절리한다.

11. 간절제 후 단단면의 지혈은 전기소작기 및 Argon beam을 이용하여 지혈한다.

Video 내용

1. 간좌측, 간우전구역, 간우후구역의 구역 glisson의 박리방법

2. 4번엽 및 5번엽의 구역 glisson의 박리방법

3. 우측간절제시 부신과의 박리(그림 3) 및 우간정맥의 박리 및 절리

4. 간실질의 절리(우간전엽절제술)

* 간절제시 바쁜 가운데서도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Video촬영을 하여준 김기훈 선생님과 조

성훈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Video편집을 맡아주었던 김기훈 선생님께 감사 드립니다. 또한

video촬영시 수술 조수를 서주었던 주종우 선생님, 오기봉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전공의 김지

훈, 김향경 선생에게도 감사를 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