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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강경 간절제술의 적응증과 술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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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응 국

복강경 담낭절제술이 1987년에 소개된 이후로 현재 복강경 수술은 거의 모든 외과 영역에

서 눈부신 발전을 보여왔다. 비장, 부신 등의 고형장기에서 특히 복강경의 장점이 두드러지

게 부각되었고 이들 장기에서는 이미 표준 술식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간 분야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먼저 간은 인체에서 가장 큰 복강내 장기이며 체중의 2%를 차지하고 혈류

공급도 간동맥과 문맥 이중 체계를 갖추고 있어 고혈류 장기이다. 따라서 대량 출혈, 공기

색전증 등의 위험성이 있고 간질환 환자에서 동반될 수 있는 간경변으로 응고장애, 술후 간

부전증 등의 우려도 있다. 하지만 복강경 술기의 발달과 각종 새로운 기구의 개발에 힙입어 일

부 선구자들에 의해 복강경을 이용한 간절제가 꾸준히 시행되어 보고되었다. 초기에는 간낭종,

간포충낭, 다낭성 간질환, 간세포 선종, 국소 결절성 증식증 등의 양성 간질환에만 적용되다가

최근에는 간세포 암종, 전이성 간종양 등의 악성 간질환까지 복강경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복강경 간절제술이 적절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 먼저 병변의 정확

한 크기 및 위치의 파악과 합리적인 환자 선택이다. 특히 간경변 환자는 대상부전상태일 때

는 제외하거나 차일드 분류 A급으로 향상 시켜 수술하는 게 좋겠다. 둘째로 술자는 간절제

술과 복강경 술기에 모두 능해야 하겠다. 셋째로 수술 중 꼼꼼한 테크닉을 구사하여 출혈,

담즙 누출 등의 합병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하겠고 복강내압도 가능한 낮춰 공기색전

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

현재 간절제에 적용할 수 있는 복강경 술식은 세 가지가 있다. 1) 복강경-보조식(laparosco-

pic-assisted method). 이 방법은 먼저 복강경으로 간을 지지하는 인대를 박리하는 복강경 단

계와 소절개(mini-incision)을 통해 간실질을 박리하는 개복 단계가 있다. 인대를 먼저 복강경

으로 처리하므로서 개복을 최소화할 수 있다. 2) 수-보조식(hand-assisted method, HALS). 이

방법은 기복하에 왼쪽손을 넣어 손의 보조하에 복강경으로 수술을 진행한다. 조직 박리시 손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촉감도 살아있어 여러가지 이점이 있다. 3) 완전 복강경식(totally laparosco-

pic method). 절제 범위가 작을 때에만 해당되며 간실질 박리시 복강경용 자동봉합기도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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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Laparoscopically accessible segments.

그림 2. Hand-assisted laparoscopic liver resec-

tion for HCC located in segment VI. The

size of the incision is minimal (7.0 cm).

될 수 있다. 조직 적출 시 소절개가 필요하기도 하다.

복강경으로 절제 가능한 부위는 그림 1에서와 같이 II, III, IVb, V, VI번 분절이다. 절개창

이 더 크면 분절절제 외에도 구역절제, 반측간절제도 가능하다.

저자의 팀은 1995년 11월부터 2002년 9월까지 45예의 복강경 간절제를 시행한 결과 다음

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환자의 평균 연령은 55.8 (42～79)세였고 간질환 종류별로는 간세포

암종(hepatocellular carcinoma)이 23예, 간내결석증(intrahepatic stones)이 18예, 전이성 간종양

(metastatic liver tumor)이 3예, 담관 낭성암종(biliary cystadenocarcinoma)이 1예 있었다. 수술

방법은 복강경-보조식이 41예, 수-보조식이 3예, 완전 복강경식이 1예였다(그림 2).

수술 범위는 좌측 구역절제술이 23예, 좌엽절제술이 4예, 우엽절제술이 1예, 두 분절절제

술이 4예, 한 분절절제술이 11예, 쐐기절제술이 2예였다. 평균 재원기간은 10.7 (4～59)일이

었고 평균 수술시간은 261.5 (120～440)분이었고 합병증 발생율은 22.2%로 담즙 누출, 절제

부위 급성유액저류, 간부전증, 폐합병증 등이 있었고 간부전증이 발생했던 환자는 술 후 59

일만에 사망하였다.

간종양이 있었던 27명 환자 가운데 20명 (74.1%)가 간경변을 동반하고 있었고 종괴의 크기는

평균 3.5 ± 1.5 cm이었으며 절제연은 1.07 ± 0.8 cm이었다. 악성 간종양으로 수술받은 환자 27

명 가운데 6명 (13.3%)에서 간세포 암종이 재발하였고 이 가운데 한명이 재수술을, 나머지 환자

는 색전술을 받았다.

결론적으로 복강경 간절제술은 최소침습적 수술의 장점을 살리면서 간병변을 제거가 용이한

방법이며 철저한 술전 검사, 꼼꼼한 수술 테크닉, 복강내압 최소화 등의 조치로 합병증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전신적 상태의 불량으로 대량 간절제가 가능하지 못한 환자에서 복강경의 역할은

더욱 두드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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