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8

총담관낭 절제술
Resection of choledochal cyst

1. 적응증

위 정맥 항생제를 투여하여 담도염을 치료 한 후 수

본 지면에서는 총담관낭으로 진단 된 환자 중 대부

술한다. 췌장염이 동반 된 경우는 금식, 항생제 투

분을 차지하는 Todani씨 분류(그림 18-1) 제 1형인 경

여, 단백질 분해 효소의 활성을 억제하는 gabexate

우의 절제술에 대하여 설명한다. Type V중 간엽 일부

mesylate(Foy®)과 같은 약물의 투여, 적절한 수액 요

에 국한된 경우는 절제가 가능하나 이는 부분 간 절제

법 등을 하여 췌장염을 호전 시킨 후 수술한다. 복부

(partial hepatectomy)를 시행하게 되므로 간 절제를

초음파,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 자기공명 췌담관조영

설명하는 장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그 외의 형태는 절

술(magnetic resonance cholangiopancreatography),

제가 불가능하거나 아주 드문 형태이므로 이 장에서

간담도 섬광조영술(hepatobiliary scintigraphy), 내

는 지면 관계상 설명을 생략한다.

시경역행췌담관조영술(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graphy) 등의 영상 검사를 하

2. 비적응증

여 진단과 동시에 수술 부위의 해부학적 구조를

절대적인 금기는 없으나 진단이 매우 늦어져서 간

파악한다. 또한 이를 통하여 담석, 혹은 담즙 침

부전증(hepatic failure)에 빠진 경우는 그 상태가 가역

전물(bile sludge), 췌담관 합류이상(anomalous

적(reversible)이면 상태를 호전 시켜서 총담관낭을 절

pancreaticobilairy duct union)을 막고 있는 단백질

제하고, 비가역적(irreversible)이면 간 이식을 고려하

마개(protein plug) 등을 확인 할 수 있다(그림 18-2).

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대 의학에서는 간 이식을 해
애 할 지경까지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담도염이나 췌장염의 급성기인 경우 보전적 요법으로
이를 호전 시킨 후 수술한다.

4. 마취
전신 마취 하에 기관 삽관 후, 동맥압 감시 및 채혈
을 위하여 가능하면 동맥천자를 시행 한다. 간 기능이
떨어진 환자의 경우는 간 독성이 최소인 마취제를 선

3. 수술 전 처치
담도염이 동반 된 경우 담즙으로 분비되는 광범

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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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1 총담관낭의 Todani씨 분류법

그림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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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자 자세

8. 수술 과정

환자는 수술 테이블에 앙아위로 위치하고 고정한다.

(그림 18-3) 담낭을 견인하면서 담낭와(gallbladder

fossa)에서 담낭을 박리하고 담낭동맥(cystic artery)을

6. 수술 준비

확인 후 결찰한다.

비위관 및 배뇨관을 삽관한다. 복부를 소독 한 후
소독부위가 노출되게 소독포를 덮는다.

(그림 18-4) 담낭와에서 담낭이 분리되면 수술적

담관조영술(operative cholangiography)을 시행한
다. 수술적 담관조영술을 시행하기 위한 삽관 방법

7. 절개 및 노출

은 담낭관(cystic duct)을 통하여 하는 폴리에틸렌 관

충분한 마취 심도에 환자가 도달하고 복부 근육

을 삽관하는 방법(그림 18-4A)과 직접 총담관낭 전벽

이 충분히 이완된 상태에서 우측 늑골하절개(right

(anterior wall)으로 삽관하는 방법(그림 18-4B)의 두

subcoastal incision)를 한다. 절개가 완성되면 수술 테

가지가 있다. 담낭관을 통하여 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이프로 복강을 충전하여 복강 내 장기가 절개창으로

삽관이 잘 안 될 경우에는 담낭관을 결찰하고 총담관

나오지 않게 한 후 십이지장은 하측으로, 위 유문부는

낭에 직접 삽관하여도 무방하다. 이 때 미생물 배양 검

내측으로, 간은 상측으로 견인하여 담낭(gallbladder)

사, 아밀라제(amylase), 그리고 리파제(lipase)의 농도

과 간십이지장인대(hepatoduodenal ligament)를 노

를 측정하기 위하여 담낭과 총담관낭의 담즙을 각각

출 시킨다.

채취한다. 삽관이 완성되면 생리식염수를 주입하여

그림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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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관 부위가 방수가 되는 지 확인 한 후 늘어난 담도에

영제를 투입하면서 총담관낭을 계속 촉진하여 간내담

서 생리 식염수와 담즙을 최대한 제거한 후에 조영제

도나 췌관까지 조영제가 침투하였다고 생각될 때까지

를 투여한다.

총담관낭이 팽창되었다고 생각되는 시점에서 담관조

(그림 18-5) 수술적 담관조영술은 간내 담도

영술 사진을 얻는다. 이렇게 얻은 사진은 총담관낭의

(intrahepatic duct)와 췌관(pancreatic duct)을 잘 볼

근위부 및 원위부 절제선의 선택, 공통통로(common

수 있게 촬영하여야 한다. 가느다란 췌관을 보기 위하

channel)를 막고 있는 단백질 마개protein plug의 존

여서는 조영제는 원액을 사용하거나 1/2 희석된 농도

재 여부 및 제거 후 공통통로의 개통 여부, 그 외 다른

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간내담도와 체관까지 조영제

해부학적 기형 등이 의심 될 경우 참고하는데 많은 도

가 충전되기 위한 조영제 양은 총담관낭의 크기에 따

움이 된다.

라 다르다. 그러므로 좋은 사진을 얻기 위하여서는 조

A

B

그림 18-4

(그림 18-6) 간십이지장인대를 덮고 있는 Glis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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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capsule을 총담관낭의 좌측 연(left border)을 따

(그림 18-7) 총담관낭 주위를 박리하면서 간 문맥 및

라 조심스럽게 박리하면 총간동맥(common hepatic

간동맥의 분지를 확인한다. 특히 총담관낭의 후벽을

artery)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총간동맥의 주행

박리 할 때는 간 문맥과 간동맥을 다치지 않도록 주의

부위 주위를 박리한다. 이미 담도염이 심하게 왔

한다. 간 동맥은 총담관낭의 좌측 후방에 있으면서 우

던 환자의 경우는 염증으로 인한 신생혈관증식

측과 좌측으로 분지를 내면서 올라가면서 간 문맥 위

(neovascularization)으로 인하여 박리 과정에서 전기

에 놓여 있게 된다.

소작만으로는 지혈이 잘 안될 수 있다. 이때는 결찰 지
혈하는 것이 좋다.

impacted protein plug
in common channel

after removal of
impacted protein plug

그림 18-5

그림 18-6

portal vein

hepatic artery

그림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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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8) 총담관낭의 후벽 일부가 총간동맥과 간

(그림 18-9) 횡으로 절개된 총담관낭의 반쪽을 봉합

문맥으로부터 분리되어 총담관낭을 횡으로 절개하여

사를 이용하여 각각 간과 십이지장 방향으로 견인하

도 안전할 정도가 되면 총담관낭 전벽(anterior wall)

면서 총담관낭의 후벽을 간동맥과 간문맥으로부터 분

을 견인하면서 총담관낭 전벽을 횡으로 절개한다. 이

리한다. 이때 출혈이 예상되면 주위 조직을 결찰하면

때 총담관낭 내강에 존재하는 담즙과 함께 담석, 담즙

서 분리하는 것이 좋다.

침전물, 혹은 단백질 마개 등이 같이 흘러 나오게 된

(그림 18-10) 영상 검사 자료를 참고하고 절개 된 부

다. 만약 자연 배출 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생리 식염

위를 통하여 총담관낭 내강을 관찰하면서 총담관낭의

수로 강하게 세척하여 제거한다. 총담관낭을 횡으로

양측 절제선을 설정한다. 간 쪽의 절제선은 가능한 병

절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1) 총담관

적인 조직을 모두 제거하고 안전한 간공장문합이 시

낭 안에 존재하는 고형성 물질들이 수술 조작 중 공통

행 될 수 있는 선을 설정하여 절제한다.

통로로 추가로 흘러 들어가는 일을 사전에 방지할 수

(그림 18-11) 췌장실질로 둘러 싸인 부위(intra-

있다. 2) 공통통로를 막고 있는 단백질 마개가 존재하

pancreatic portion)의 총담관낭을 봉합사를 이용하여

는 경우는 이를 제거 할 수 있고 완전 제거가 되었는지

적절한 방향으로 견인하면서 총담관낭 벽에 근접한

여부를 수술적 담관조영술을 추가 시행하여 확인 할

면을 따라 박리한다. 이 때 공통통로를 막고 있는 단백

수 있다. 3) 총담관낭 후벽을 간 문맥과 간동맥으로부

마개가 있으면 생리식염수 세척이나 Bakes dilator를

터 분리 할 때 안전하고 용이하다. 4) 절개부위를 통하

이용하여 제거한다. 박리를 진행하면서 방사선 검사

여 총담관낭의 내강을 직접 보고 적절한 절제선 선택

와 총담관낭의 내경을 확인하여 췌관이 다치지 않을

이 가능하다.

부위의 선을 선택하여 절제 한다.

traction sutures
division of
choledochal cyst

그림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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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tion sutures for the divided cyst

그림 18-9

upper resection line

그림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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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12) 총담관낭의 절단 끝(distal stump)을

route) 통과시켜 간 문맥 부위에 위치시킨다.

췌관이 다치지 않게 주의하면서 흡수사로 봉합하거나

(그림 18-14) 간관공장문합은 단단문합(end-to-end

anastomosis)을 할 수도 있으나 문합이 이루어질 총간

결찰한다.
(그림 18-13) 트라이즈 인대Treitz’s ligament

관(common hepatic duct)의 직경이 다양하므로 단측

를 확인 후 루엔와이 공장공장 문합(Rouex-en-Y

문합(end-to-side anastomosis)이 더 많이 시행된다.

jejunojejunostomy)을 완성한다. 간관공장문합

본 장에서는 이를 위주로 설명한다.

(hepaticojejunostomy)이 이루어질 공장의 길이는 환

장간막 반대편(anitmesenteric site)의 공장 벽에 문

자의 크기에 따라 다르겠으나 40cm를 기준으로 하여

합이 이루어질 총간관 내경과 같은 크기의 절개를 한

결정한다. 루엔와이 공장을 횡행 결장 뒤로(retrocolic

후 간관공장문합을 후방부터 시행한다. 이 때 봉합사

Dissection of intrapancreatic portion

그림 18-11

closure of duodenal site stump

그림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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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흡수사를 선택하며 흡수사의 굵기는 5-0를 기준으

의 협착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문합은 일층(one

로 한다. 이론상 연속봉합(continuous suture)보다는

layer)으로도 충분하다.

단속봉합(interrupted suture)을 하는 것이 문합부위

Retrocolic route

end to side anastomosis

그림 18-13

그림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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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15) 후방 문합이 완성되면 전방 문합을 완

성한다. 문합이 모두 완성 되면 공장 벽의 일부를 간관

9. 최소침습수술 (Minimal Invasive
Surgery)

주위의 결체 조직에 봉합하여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견
인력으로부터 문합부 손상을 보호한다

통증이 적고, 흉터가 적으며, 회복이 빠르며, 장 유착
이 적은 장점이 있는 최소침습 수술(minimal invasive

(그림 18-16) 간 조직검사를 하고 최종 지혈을 한 후

surgery)이 보편화되면서 총담관낭의 수술도 복강경

충분한 생리식염수로 세척한다. closed suction drain

수술 및 로봇 수술이 적용되고 있다. 총담관낭수술의

을 간관공장문합 주위에 설치한 후 일반적인 방법으

일반 원칙, 즉 병소의 최대 절제 및 안전한 담즙 배출로

로 폐복한다.

의 재건은 이들 모든 최소침습 수술법에서도 개복 수
술과 동일하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총담관낭의 최소침

그림 18-15

closed suction drair system

그림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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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수술 시 간관공장문합술과 같은 기술적인 어려움이

(그림 18-17) 복강경 수술 시 카메라를 위한 port는

있는 담즙 배출로의 재건 방법을 피하고 좀 더 수월한

배꼽 혹은 배꼽 위를 선택하며, 수술 기구를 위한 포트

간관십이지장문합(hepaticoduodenostomy)을 선택하

는 수술 대상이 되는 총담관낭이 있는 병변 부를 삼각

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간관십이지장문합은 Sump 증

형의 한 꼭지점으로 설정하고 나머지 두 개의 삼각형

후군과 같은 치명적 합병증이 생기므로 주의하여 하며,

꼭지점을 선택하여 수술 기구의 길이와 환자의 복강

특히 여명이 많이 남아 있는 소아에서의 선택은 지양

크기를 고려하여 수술자가 기구를 움직이는데 기구간

하여야 할 것이다.

의 충돌이 적고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위치를 선정

이 장에서는 지면상 개복술과 확연히 구별되는 총

하는 것이 좋다. 그 외 간과 담낭을 견인 하기 위한 기

담관낭의 최소침습 수술 시의 자세, 포트port 위치, 수

구가 들어 갈 포트가 우상복부에 추가 설치 된다(그림

술 팀의 배치에 대하여서만 간략히 기술한다.

18-17A, B). 로봇 수술의 경우도 위의 포트 위치의 선정

원칙은 복강경 수술과 같으나 현재 임상에서 유일하

10. 환자 자세

게 적용되고 있는 da Vinci Robotic Surgical System®

복강경 수술, 로봇 수술 모두 장이 중력에 의하여

(Intuitive Surgical, Sunnyvale, CA)은 로봇 팔을 위한

간 문맥 부위에서 멀어져 시야를 방해하지 않게 역 트

포트 간의 최소 간격이 6cm을 유지할 것을 권장하고

렌델렌부르크 자세(reversed Tredelenburg position)

있어서 이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로봇 수술 시 담낭과

을 취하는 것이 좋다. 체구가 작은 소아의 경우에는 복

겸상인대를 복벽에 봉합사로 고정하면 간 문맥 부위의

강경 수술 기구나 로봇 팔이 수술 침대와 충돌하는 경

노출을 쉽게 할 수 있다. 그 외 봉합사 및 절제된 조직

우가 많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자의 몸을 수

의 입-출입, 흡입 및 세척, 그리고 보조 견인을 위한 수

술 포 등을 이용하여 수술 침대보다 높게 고정한다.

술 기구를 위한 포트가 추가로 필요하다(그림 18-17B).

A

B

liver or GB retractor port
Choledochal cyst
8mm

8mm

instrument port 2
optic port
8mm
instrument port 1

Robotic ports
Laparoscopic port
Anchoring sutures

그림 18-17

12mm
12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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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18) 복강경 수술 시에는 수술의는 환자의

위를 로봇 팔이 껴 안는 자세로 위치 시키고 수술의는

다리 편에 서서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그림 18-

콘솔(console)에 위치하며 수술 보조자와 수술 간호

18-A). 로봇 수술 시에는 로봇 시스템 자체는 병변 부

사의 위치는 그림과 같다(그림 18-18B).

Anesthesiologist

Camera person

Assistant

Scrub Nurse
Surgeon

그림 18-1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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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esthesiologist

Surg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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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18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