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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우후구역 이식편을 이용한 성인 생체 간이식의 유용성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간이식 및 간담도 외과

방준배ㆍ김봉완ㆍ왕희정ㆍ김태규ㆍ심주현ㆍ호속광

The Feasibility of Right Posterior Sector Graft in the Adult
Living Donor Liver Transplantation
Jun-Bae Bang, M.D., Bong-Wan Kim, M.D., Hee-Jung Wang, M.D., Tae-Gyu Kim, M.D.,
Joohyun Sim, M.D. and Xu-Guang Hu, M.D.
Department of Liver Transplantation and Hepatobiliary Surgery, Ajou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uwon, Korea

Background: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feasibility of living donor liver transplantation (LDLT) using an right posterior
sector (RPS) graft selected by liver volumetry of living donors.
Methods: From April 2008 to August 2014, 132 LDLTs were performed in our hospital. Of these, 20 recipients (15.1%) received
an RPS graft. Perioperative data of LDLTs using an RPS graft were analyzed retrospectively.
Results: Mean of the Model for End-stage Liver Disease score of the 20 recipients was 12.1±6.2. The mean right liver volume
was 72.4%±3.1% of total liver volume (TLV) and the mean volume of RPS was 38.2%±5.3% of TLV. Anatomical anomalies were
found in the portal vein (PV) of 14 donors (70%), in the hepatic artery of one donor (5%), and bile duct of seven donors (35%).
All donors were discharged with normal liver function. Two donors (10%) developed bile leakage after RPS donation. None of
the recipients experienced complication associated with hepatic artery and PV anastomosis. One recipient had in-hospital mortality due to pneumonia. The remaining 19 recipients were discharged with good graft function. Four recipients (20%) developed
biliary stricture and one (5%) had a liver abscess during follow-up.
Conclusions: The RPS donor had a high incidence of abnormal anatomy of PV. LDLT using an RPS graft might have high incidence
of biliary complications. We think that selection of an RPS graft from a donor with an inappropriately large right lobe volume
could expand the donor pool and be a feasible option in LD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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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식이 활발히 시행되고 있으며, 생체 간이식은 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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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공여자의 수술 전 충분한 검사, 적절한 수술 술기 그리

뇌사 장기 공여자의 부족으로 인하여 국내에서는 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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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수술 후 관리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다(1). 성공적인 생체 간이식을 위하여는 생체 공여
자로부터 적절한 이식편의 선택이 필수적이다(2). 생체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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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 공여자는 수술 후 잔존 간 용적이 전체 간 용적의 최

시행되어온 간 우후구역 이식편을 이용한 생체 간이식의

소 30% 이상이 될 경우 안전한 공여가 가능하며, 생체 간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수혜자 및 공여자의 성적을 조사하

이식 수혜자에게는 이식편의 크기가 이식편대비수용자체

고 성인간 생체 간이식에서 우후구역 이식편의 유용성을

중분율(graft to recipient body weight ratio, GRWR)이 최

알아보고자 한다.

소 0.8% 이상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3). 현재 성인간 생
체 간이식은 대부분 간 우엽 또는 좌엽을 이용하여 시행되

대상 및 방법

고 있다. 그러나, 간 좌엽 용적이 간 전체 용적의 30% 미만
의 해부학적인 구조를 가지는 공여자의 경우에는 공여자

2008년 4월부터 2014년 8월까지 본원에서 시행된 성인

안전의 우려로 간 우엽의 공여가 어렵다. 또한 이 경우 간

간 생체 간이식 132건 중에서 생체 공여자 우후구역을 이

좌엽 이식편을 사용하게 되면 충분한 GRWR을 얻을 수

용한 간이식의 수혜자 및 공여자들의 의무기록 및 영상자

없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공여자의 간 우엽 용적이 비 정

료를 후향적으로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이식에 관련

상적으로 클 경우 간 우후구역(right posterior sector)을 이

된 시술 및 수술은 환자 및 보호자에게 서면 동의를 구한

용한 생체 간이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4-6).

뒤 진행되었다.

간 우후구역은 Couinaud의 간 해부학적 구역 6, 7번 구
역 및 우간정맥을 포함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7).

1. 간 우후구역 이식편의 선정

간 우후구역을 이용한 생체 간이식은 2001년 Sugawara 등

본원에서 시행하는 생체 간이식 공여자의 선정 기준은

(8)에 의해서 처음 보고되었으며, 간 우후구역이 생체 간

(1) 만 16세 이상 60세 미만의 나이, (2) 수혜자와 혈연관

이식의 공여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유용한 대안이라고

계, (3) 바이러스성 질환의 감염검사에서 음성, (4) 복부

소개하고 있다. 2001년 첫 보고 이후 뇌사자 장기 이식이

수술의 기왕력 없음, (5) 정상 간, 신장 및 심폐기능, (6)

상대적으로 적은 일본 및 국내에서 간 우후구역을 이용한

대소포 지방증(macrovesicular steatosis) 30%, (7) 자발적인

성인 생체 간이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간 우후구역

공여의지 등이며 위의 기준에 합당한 경우에 생체 공여자

을 이용한 생체 간이식은 여전히 그 유용성에 논란이 있

고려대상이 된다. 모든 생체 간이식 공여 후보자는 수술

다. 공여자 간 용적의 크기가 공여에 적절한 크기라 하더

전 복부단층촬영을 시행하였고 이를 통해 간의 해부학적

라도, 우후구역 이식편의 유입혈관 및 담도는 이차 분지

혈관 구조를 파악하고 및 간 용적의 크기를 구하였다. 간

(second-order branch)이므로 해부학적으로 안전한 구득이

용적은 간의 전체 용적, 간 우엽, 좌엽 및 우후구역의 용적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되며, 구득 후 수혜자에게 시행

을 구하였으며, 간 내 구역의 경계는 간 구역의 문맥지의

될 이식편 혈관과 담도의 문합에 있어서 상당한 난이도를

말단을 경계로 측정하였다(Fig. 1). 본원에서 생체 간이식

요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5,6,9,10). 또한 간 우후구

시 공여자 이식편은 위의 공여자 조건을 만족하는 공여 대

역을 이용한 생체 간이식의 수술 후 성적에 대한 보고가

상자들의 간 좌엽의 용적 비율을 기준으로 공여자 이식편

적은 것도 우후구역을 이용한 생체 간이식의 유용성에 논

을 선택하였다. 공여자 간 좌엽의 용적이 간 전체 용적의

란의 이유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본원에서

35% 이상인 경우에는 간 우엽 또는 확대 우엽 이식편을

Fig. 1. Right posterior sector (RPS) graft contours (dots) on axial computed tomography images. (A) Right hepatic vein (RHV) was the
key border of RPS graft (arrow), (B) RHV (arrow), (C) Right posterior portal vein (a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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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였다. 공여자 간 좌엽의 용적이 간 전체 용적의 30%∼

그 위에 방사선 비투과성 표식을 위치한 후 술중 담도 조

35%인 경우 공여자의 나이와 지방간의 정도에 의하여 이

영술을 시행하여 우후구역 담도의 적절한 절단 위치를 파

식편을 선택하였는데, 공여자의 나이가 40세 미만으로 젊

악하였다(Fig. 3C). 이식편 적출을 위한 혈관 절단 3분 전

고, 대소포 지방증이 10% 미만인 경우에 간 우엽 이식편을

혈전 생성 예방을 위하여 heparin을 70 mg/kg로 정주하였

선택하였다. 그러나 나이가 40세 이상이거나 또는 지방간

다. 외과용 가위를 이용하여 담도를 절단하고, 양쪽 절단

이 10% 이상이면서 간 좌엽의 용적이 GRWR 0.8% 이상을

면으로부터 출혈을 확인하여 담도의 허혈 손상이 없음을

만족할 경우에는 간 좌엽 이식편을 선택하였다. 마지막으

확인하였다. 그 다음 우후구역 간동맥을 그 기시부에서 결

로 간 좌엽의 용적이 간 전체 용적의 30% 미만일 경우,

찰한 후 외과용 가위로 절단하였고, 우후구역 문맥을 기시

간 우후구역의 이식편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였다.

부에서 결찰 후 절단하고 마지막으로 우간정맥을 혈관용

공여자의 간 좌엽의 용적이 30% 미만이면서 간 우후구역

자동 봉합기로 결찰 후 절단하여 우후구역 절편의 구득을

의 용적이 간 좌엽보다 크고, 간 우후구역의 용적이 GRWR

시행하였다. 이식편 적출 후 protamine sulfate를 0.7 mg/kg로

0.8% 이상일 경우 간 우후구역을 이식편으로 선택하였다.

주입하여 heparin 해독을 시행하였다. 구득된 이식편은 차

저자들은 간 우후구역 이식편을 선정할 때 간 용적에 의한

가운 Histidine-Tryptophan-Ketoglutarate (HTK)용액으로

기준으로 선택하였으며, 이식편의 혈관 및 담도계의 해부

관류시켜 보관하였다.

학적 구조를 고려한 선정 기준은 없었다(Fig. 2).
3. 벤치 술기(Bench preocedure)
2. 간 우후구역 이식편의 구득

HTK 용액 2 L를 구득된 이식편에 관류시킨 후, 이식편

간 우후구역 이식편의 공여자 수술은 다음과 같이 진행

의 문맥, 동맥 및 담도의 길이와 직경을 측정하였다. 그 다

되었다. 모든 공여자는 수술대위에 앙와위 자세로 위치하

음으로 이식편의 유출부 확장을 위한 우간정맥 성형술을

였으며, 우측 늑골하 절개 및 정중 절개 방법으로 개복하

진행하였다. 이식편의 우간정맥을 길게 2 cm 가량 절개한

였다. 개복 직후 간 실질의 쐐기상 절제 조직검사를 시행

후 조직은행에 저장되어 있던 정맥판을 이용하여 우간정

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수술을 진행하였다. 담낭 절제술을

맥의 앞쪽을 덮어주고 6-0 단섬유 비흡수성 봉합사를 이용

시행한 후 담낭관으로 5 Fr 담도 카테터를 삽입하고 술중
담도 조영술을 시행하였다. 간 우엽의 후복막 부분을 횡격
막으로부터 분리하였고, 하대정맥으로 유입되는 단간정맥
(short hepatic vein)들을 결찰 분리하여 간 우엽의 박리를
완성하였다. 간 우엽의 박리 후 현수방법(hanging maneuver)을 시행하기 위하여 실리콘 배액관을 우간정맥과 중
간정맥 사이에 거치시켰다. 간문부의 박리는 약한 출력(20 W)
의 전기 소작기와 겸자를 이용하여 우간문맥, 우간동맥,
우후문맥, 및 우후동맥을 박리하여 구분하였다(Fig. 3A).
간 우후문맥과 동맥을 혈관용 불독 클램프(bulldog clamp)
를 이용해서 일시적으로 혈류를 차단하여 허혈로 인한 우
후구역의 경계를 확인하였다(Fig. 3B). 수술 중 초음파를
이용하여 우후구역의 경계와 우간정맥의 주행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전기 소작기를 이용하여 우후구역의 경계와 우
간정맥의 주행을 간 표면에 표시하였다. CUSA (Cavitron
Ultrasonic Surgical Aspirator, Valleylab, Boulder, CO, USA)
를 이용하여 간 표면의 표시를 따라 간 실질의 박리를 시
행하였다. 우간정맥의 말단 부위부터 추적하여 우후구역
에 포함되도록 하면서 간 실질을 절단하였고 우간정맥의
우전구역 분지는 결찰 분리하였다. 간 실질의 박리가 완성
된 후, 우후구역의 글리슨초(glissonian sheath)를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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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flow chart of graft selection in the adult living donor
liver transplantation. The graft was selected by the ratio of left
lode volume (LLV)/total liver volume (TLV). The right lobe (RL)
or extended right lode (ERL) donation was considered when the
LLV/TLV greater than 35%. The left lobe (LL) donation was
considered when the LLV/TLV less than 35% and LLV ＞0.8% of
graft to recipient body weight ratio (GRWR). The right posterior
sector (RPS) graft donation was primarily considered when
LLV/TLV less than 30%, right posterior sector volume (RPSV) was
greater than LLV, and RPSV ＞0.8% of GRWR. Also, the RPS
graft was considered when RPSV ＞LLV among the candidate with
30%∼35% of LLV/TLV (dashed line). ① Primary consideration.
② Secondary consideration. Abbreviation: MS, macrovesicular
steat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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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 operation field of RPS
graft procurement. (A) Hilar dissection for identifying the right posterior hepatic artery (arrow) and
portal vein (arrowhead). (B) The
surface marking for parenchymal
transection was drawn along the
ischemic demarcation. (C) A radiopaque marker for intraoperative cholangiography was located after parenchymal transection. (D) Wide graft outflow with a venous patch was
made in the back-table.

하여 봉합하였다(Fig. 2D). 담도의 경우 2개의 담도가 관
찰된 이식편은 담도 성형술을 통해 담도의 입구를 단일화
시켰다.

5. 수술 후 환자 관리
공여자 간절제술 후 활력징후 관찰을 위하여 수술 후
1일 동안 집중 치료실에서 공여자를 관리하였다. 간기능
검사를 정상화 될 때까지 매일 시행하였으며 수술 후 7일

4. 혈관 및 담도의 문합
수혜자의 전 간절제는 대정맥을 보존하여 시행하였다.
모든 수혜자에서 전 간절제시 대퇴정맥으로부터 내목정맥
으로 정맥-정맥우회술을 시행하였다. 보존된 대정맥은 간

째 복부단층촬영을 시행하여 잔존 간의 상태를 확인하였
다. 공여자는 복부단층촬영상 이상이 없으며 간기능에 이
상이 없을 경우 수술 후 9일째 퇴원하였다.
수혜자 또한 수술 후 집중 치료실에서 활력징후 관찰을

정맥 유입부의 상부와 하부에서 혈관 겸자를 이용하여 차

시행하였으며 수술 후 2일째까지 관찰 후 일반병실에서

단하였고, 우간, 중간, 및 좌간정맥 유입부위는 문합을 위

치료하였다. 매일 간기능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수술 후 1

한 하나의 큰 유입구로 성형하였다. 우후구역 이식편의 우

개월까지 매 7일 마다 복부단층촬영을 시행하여 이식편의

간정맥을 수혜자 대정맥에 5-0 단섬유 비흡수성 봉합사를

상태를 확인하였다. 이식편의 혈관 관류 상태를 확인하기

이용한 연속봉합으로 연결하였다. 우후구역 이식편의 문

위하여 수술 후 초기 14일간 매일 복부 초음파를 시행하였

맥은 수혜자 문맥에 6-0 단섬유 비흡수성 봉합사로 연속봉

고 이후 일주일에 2번 초음파를 통해 혈관 상태를 확인하

합하였고, 간동맥의 경우 미세 현미경을 통해 시야를 확보

였다. 이식 후 주 면역억제요법은 tacrolimus, mycopheno-

하고 8-0, 혹은 9-0 나일론 봉합사로 단속봉합 방법을 통해

late mofetil, methylprednisolone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식 후

연결하였다. 이식편의 간동맥이 2개인 경우 직경이 큰 동

1개월까지 tacrolimus 혈중 농도는 10∼15 ng/mL로 유지했

맥을 우선적으로 문합하였고,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나

고 이후 단계적으로 농도를 낮추었다. 수혜자는 퇴원 후

머지 하나의 동맥은 먼저 연결한 간동맥에 의한 역류성 동

1개월 마다 외래 추적관찰을 시행하였으며 이식 후 1년이

맥 혈류가 관찰될 경우 연결하지 않았다. 담도 문합은 7-0

지나면 2개월 마다 외래 추적관찰을 시행하였다.

단섬유 비흡수성 봉합사를 이용하여 담도 단단 문합을 시
행하였으며, 수혜자 총담관을 통하여 3.5-Fr 외배액관을

결

과

거치하였다. 마지막으로 담도에 거치한 외배액관을 통해
수술 중 담도조영술을 시행하여 담즙 유출의 유무를 확인
하였다.

1. 간 우후구역 이식편 생체 간이식 환자의 임상 정보
2008년 4월부터 2014년 8월까지 본원에서 생체 간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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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행 받은 환자 132명 중, 간 우후구역 이식편을 이용한

관계는 부모-자녀 관계 10명(50%), 형제 관계 4명(20%), 친

생체 간이식을 시행 받은 환자는 20명(15.1%)이었다. 그

척 관계 4명(20%), 배우자 관계 2명(10%)으로 나타났다.

외 간 우엽 이식편 93명(70.4%), 확대 간 우엽 이식편 12명

공여자들의 평균 수술시간은 410.7±45.7분(범위, 320∼

(9.1%), 간 좌엽 이식편 7명(5.3%)을 이용한 생체 간이식

489)이 소요되었으며 수술 중 및 수술 후에 수혈을 필요로

이 시행되었다.

하는 경우는 없었다. 수술 전 시행한 복부단층촬영을 통해

20명의 우후구역 간이식 수혜자는 남성이 11명(55%),

간의 용적을 확인하였는데 전체 간 용적에서 간 우엽이 차

여성이 9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49.8±8.3세(범위, 35∼

지하는 비율은 평균 72.4%±3.1%였으며, 전체 간 용적에

65)였다. 원인 질환으로는 B형 간염에 의한 간경변이 15명

서 간 우후구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38.2%±5.3%으로

(75%)으로 가장 많았고 11명(55%)에서 원발성 간세포암

측정되었다.

을 동반하고 있었다. 알코올성 간경변 환자가 4명(20%)이
었으며 C형 간염에 의한 간경변을 앓고 있는 환자가 1명

2. 간 우후구역 이식편의 해부학적 특성

(5%)이었다. 수혜자들의 Model for End-Stage Liver Disease

간 우후구역의 이식편의 무게는 평균 533.7±78.9 gm

score는 평균 12.1± 6.2(범위, 6∼31), Child-Turcotte- Pugh

(범위, 415∼680)이었으며 실제 GRWR은 0.91±0.26(범

score는 평균 6.4±1.8(범위, 5∼11)이었다. 수술시간은 평

위, 0.55∼1.67)으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20명의 우후

균 689.4±171.3분(범위, 487∼1,160)이 소요되었다(Table 1).

구역 공여자 중, 간문맥의 해부학적 변이를 보인 공여자는

수혜자들의 수술 중 평균 출혈량은 1,380±1,294 mL (범

총 14명(70%)이었고, 우후구역 문맥이 우문맥으로부터 분

위, 300이하∼13,440)였다.

지하는 정상 간문맥 구조는(제 1형) 6명(30%)에서 발견되

전체 공여자들 중 남성이 17명(85%), 여성이 3명이었으며

었다. 우후문맥, 우전문맥과 좌문맥이 주문맥에서 동시에

평균 연령은 32.3± 9.4세(범위, 18∼48)였다. 수혜자와의

삼분지되는 제 2형 간문맥은 5명(25%), 우후문맥이 주문

Table 1. Recipients and donors’ profiles of the right posterior sector graft living donor liver transplantation
Case
No.

Age/sex

1

50/M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39/F
46/M
38/M
56/F
60/F
55/M
54/F
45/M
52/M
43/F
41/F
57/M
65/M
60/M
54/M
35/F
54/F
51/M
42/F

Primary
diseases

Donor
age/sex

MELD
score

CTP
score

Recipient
operation
time (m)

Donor
operation
time (m)

Cold
ischemia (m)

Warm
ischemia (m)

HBV, Klatskin
tumor
HCV
HBV, HCC
Alcoholic LC
HBV
HBV
HBV, HCC
HBV, HCC
HBV, HCC
HBV, HCC
HBV, HCC
HBV, HCC
HBV, HCC
HBV, HCC
HBV
HBV, HCC
Alcoholic LC
Alcoholic LC
Alcoholic LC
HBV, HCC

18/M

14

5

750

430

55

40

38/F
33/F
18/M
31/M
45/M
25/M
42/M
42/M
23/M
39/F
41/M
39/M
35/M
28/M
27/M
33/M
22/M
19/M
48/M

13
9
31
16
12
6
13
12
8
6
6
8
7
11
8
14
17
23
7

7
9
11
10
6
5
6
6
5
5
5
6
5
7
5
6
9
5
5

660
1,060
1,160
620
755
760
620
630
502
487
605
775
570
494
700
730
580
750
580

360
450
387
394
489
450
320
365
349
403
452
412
465
454
364
388
397
421
465

190
180
355
177
105
115
45
80
55
65
95
137
95
100
155
115
95
60
85

55
30
65
55
90
80
40
35
37
25
30
33
35
45
45
25
40
69
35

Abbreviations: MELD, model for end-stage liver disease; CTP, Child-Turcotte-Pugh; HBV, hepatitis B virus; HCV, hepatitis C virus; HCC,
hepatocellular carcinoma; LC, liver cirrh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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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에서 따로 분지되는 제 3형의 경우 9명(45%)이었다. 모

에서 담담도 문합술이 시행되었고 2예(10%)에서, 담도암,

든 이식편에서 문맥의 개수는 1개였으며 직경은 평균

구제간이식으로 인한 담도-공장 문합술이 시행되었다

14.2±1.9 mm(범위, 10∼18), 길이는 평균 7.2±3.6 mm

(Table 2).

(범위, 5∼20)였다.
간 우후구역 이식편의 간동맥의 개수는 17예(85%)에서

3. 공여자 및 수혜자의 성적

1개였으며 나머지 3예(15%)에서 2개의 간동맥이 관찰되

간 우후구역 이식편을 이용한 생체 간이식을 시행한 모

었다. 2개의 간동맥을 보인 3예의 간 우후구역 이식편 중

든 공여자가 수술 후 간기능에 이상 없이 퇴원하였다. 공

2예에서 2개의 간동맥을 모두 연결하였고 나머지 1예에서

여자들은 수술 후 시행한 혈청 간기능검사에서 수술 후 첫

는 1개의 간동맥만 연결하였다. 간동맥의 평균 직경은

날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후 서서히 수치가 감소하여 수

2.1±0.7 mm(범위, 1∼4)였으며 평균 길이는 14.6±5.9

술 후 7일째부터 정상 간기능검사 소견을 보였다(Fig. 5).

mm(범위, 5∼25)로 측정되었다. 간 우후구역 이식편의 간

또한 수술 후 일주일 뒤 시행한 복부단층촬영에서 우간정

동맥은 19예(95%)에서 우간동맥에서 분지하였고 1예(5%)

맥의 부재로 인한 잔존 간의 울혈 소견이 보였으나, 수술

에서 위십이지장동맥에서 분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

후 3개월 뒤 촬영한 복부단층촬영에서는 잔존 간의 울혈

간동맥에서 분지한 19예 중, 좌, 우간동맥이 분지한 후 간

부위는 모두 소실되었다(Fig. 6). 2명의 공여자에서 담즙

실질 바깥에서 우전, 우후간동맥으로 분지한 경우를 early

누출이 발생하였으며 이들 중 1명에서 내시경 경비 담관

branching (EB)이라 명명하였으며 5예(26.3%)에서 EB인

배액관 삽입 시술이 시행되었다. 배액관 삽입 후 담즙 누

것으로 관찰되었다. 좌, 우간동맥이 분지한 후 간 실질 안

출이 조절되어 더 이상의 담즙 누출 없이 퇴원하였다. 나

에서 우전, 우후간동맥으로 분지한 경우를 late branching

머지 1명의 공여자는 보전적 치료만으로 담즙 누출이 조

이라 칭하였고 이 경우는 14예(73.6%)에서 발견되었다

절되어 퇴원하였다. 공여자들의 평균 재원 일수는 9.8±1.3

(Fig. 4).

일이었다.

간 우후구역 이식편 20예 중 3예(15%)에서 담도의 개수

수혜자의 총 관찰 기간은 44.6±27.7개월(범위, 14일∼

가 2개였으며 나머지 17예에서 1개의 담도만 관찰되었다.

82개월)이었으며 이식 후 퇴원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32.5±

간 우후구역의 제 6, 7 구역에 분포하는 담도가 공통의 줄

7.8일이었다. 수혜자들 중 병원 내 사망자는 1명(5%)이었

기를 가지지 않고 분리되어 주행하는 경우 담도의 개수가

으며 그 외에 19명의 환자는 모두 수술 후 정상적으로 퇴

2개였으며 이 경우 공통의 담도를 만들기 위해 담도성형

원하였다. 수술 후 시행한 혈청 간기능검사 결과 수술 후

술을 시행하여 하나의 담도를 형성하였다. 평균 담도의 직

첫 날의 수치가 평균적으로 높았으며 그 이후로 점차 감소

경은 3.5±0.9 mm (범위, 1.5∼5)였다. 이식편 담도의 해부

하여 수술 후 3주 이후에 정상 간기능에 해당하는 수치를

학적 변이는 총 7예(35%)에서 관찰되었는데 4예(20%)에

보였다(Fig. 7). 수술 후 원내 사망한 환자는 수술 후 5일째

서 이식편의 담도가 좌간관(left hepatic duct)에서 분지하

부터 발생한 폐렴으로 인해 항생제 치료 및 인공호흡기 치

였고 나머지 3예(15%)는 총간관(common hepatic duct)에

료를 지속하였으나 폐렴 및 그에 따른 패혈증으로 사망하

서 이식편의 담도가 분지하였다. 담도의 문합은 18예(90%)

였다. 담도-공장 문합술을 시행하고 퇴원했던 수혜자 두

Fig. 4. Anatomical right posterior hepatic artery (PHA) variations according to preoperative three-dimensional computed tomography. (A)
The right PHA was early branching (EB) from right hepatic artery (HA), (B) The right PHA was late branching from right HA, (C)
The right PHA was branching from gastroduodenal ar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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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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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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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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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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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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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II

I

II

III

III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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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PV
branching type

1

1

1

1

1

1

1

1

1

2

1

2

1

1

1

1

2

1

1
1

Graft hepatic
arteries (n)

2.5

1

2

2

1

2

2

3

2.5

2/1.5

2

1

2

3

1.5

2

3/1

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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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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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meter of hepatic
Length of hepatic
artery in graft (mm) artery in graft (mm)

RHA-LB

RHA-EB

RHA-EB

RHA-LB

RHA-LB

RHA-LB

RHA-LB

RHA-LB

RHA-LB

RHA-LB

RHA-LB

RHA-LB

RHA-EB

RHA-LB

RHA-LB

GDA

RHA-LB

RHA-EB

RHA-EB
RHA-LB

Origin of right
posterior hepatic
artery

1

1

1

1

1

1

2

2

1

1

1

1

1

1

2

1

1

1

1
1

Graft bile
ducts (n)

5

1.5

4

3

2.5

2.5

3/4

4/4

3.5

4

3.5

2

5

3

3/3

4

3

4

5
3

RHD

RHD

RHD

LHD

RHD

RHD

RHD

RHD

RHD

CHD

LHD

RHD

RHD

RHD

RHD

CHD

RHD

CHD

LHD
LHD

Graft bile
Origin of right posterior
duct diameter (mm)
hepatic duct

DDA

DDA

DDA

DDA

DDA

DDA

DDA

RYHJ

DDA

DDA

DDA

DDA

DDA

DDA

DDA

DDA

DDA

DDA

RYHJ
DDA

Biliary
reconstruction

Abbreviations: GRWR, graft recipient weight ratio; PV, portal vein; RHA, right hepatic artery; EB, early branching; LHD, left hepatic duct; RYHJ, roux en Y hepaticojejunostomy;
LB, late branching; DDA, duct to duct anastomosis; CHD, common hepatic duct; RHD, right hepatic duct; GDA, gastroduodenal artery.

Graft
weight
(g)

Case
No.

Table 2. Operative measurements of the right posterior sector g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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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mean value of the post-hepatectomy serum laboratory tests for the donors. (A) Total bilirubin, (B) prothrombin time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 (PT-INR), (C) alanine transaminase (ALT), (D) 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

Fig. 6. Postoperative computed tomography (CT) scans of a donor.
(A) A CT scan on postoperative day
7 showed a congested area (arrows)
in the remnant liver, (B) Three
months after the operation, congested area disappeared and regeneration of remnant liver was seen.

명중 한 명에서, 이식 후 4개월 만에 간농양이 발생하였다.

수혜자 중 담즙 누출로 인한 합병증은 발생하지 않았으

환자는 응급실에 고열 및 복통으로 내원하여 시행한 복부

며 담도 협착이 발생한 수혜자는 총 4명(20%)이었다. 담도

단층촬영상 간농양 발견되어 항생제 치료 및 면역억제제

협착이 발생한 시기는 이식일로부터 평균 15.7개월 후였

조절 등을 시행하였으나 패혈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식

으며 담도 협착이 발생한 수혜자 모두 경피경간적 담도 배

후 5개월째 사망하였다(Fig. 8).

액관을 통한 협착 부위 시술을 통하여 치료되었다. 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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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he mean value of the post-transplant serum laboratory tests for the recipients. (A) Total bilirubin, (B) prothrombin time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 (PT-INR), (C) alanine transaminase (ALT), (D) 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

세포성 거부반응이 5명(25%)에서 발생하였고 모두 스테

중 간 우후구역 이식편을 이용한 환자는 모두 20명으로

로이드 치료를 통해 거부반응이 조절되었다(Table 3). 본

전체의 15.1%를 차지하고 있다. 공여자 155명의 생체 간이

연구의 수혜자들 중 간동맥 혈전증이나 간문맥 문합 부위

식 공여자의 간 구역별 용적을 계산한 이전의 Leelaudomlipi

협착은 보이지 않았다.

등(11)의 연구를 살펴보면, 155명 중 25%에 해당하는 39
명의 공여자에서 간 우엽의 용적이 전체 용적의 70%를 넘

고 찰

었고 이들 중 28명(18%)은 간 우후구역이 간 좌엽의 용적
보다 컸다. 즉, 간의 용적을 기준으로 한 연구에서 생체 간

성인 생체 간이식에서 이식편을 선택할 때 가장 흔히

이식 공여자의 18% 정도가 간 우후구역 이식편을 이용한

선택되는 이식편은 간 우엽 이식편이고 그 다음으로 간 좌

생체 간이식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간 용적

엽 이식편이 사용된다. 그러나 공여자의 간 좌엽의 크기가

을 기준으로 이식편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이전 연구와 비

작고 간 우엽의 크기가 큰 경우 두 가지 이식편 모두 생체

슷하게 전체 생체 간이식 중 15.1%에서 우후구역 간이식

간이식에 사용하기 부적합한 상황이 올 수 있다. 간 우후

이 시행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간 용적을 기준

구역 이식편을 이용한 생체 간이식은 이러한 한계점을 극

으로 한 간 우후구역 이식편 선택은 생체 간이식의 공여자

복하기 위해 소개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

범위를 효과적으로 넓힐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서 연구기간 동안 시행된 전체 생체 간이식 환자 132명

저자들은 간 우후구역 이식편을 고려할 때 간동맥, 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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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 및 담도의 해부학적 요소들은 배제한 채 이식편을 선정

한 Yoshizumi 등(5)도 정상적으로 간문맥이 두 갈래로 나

하였는데, 이는 많은 연구들에서 논란을 제시해 온 부분이

눠지는 경우 간내담도가 간문맥의 뒤쪽으로 주행하기 때

다(5,7,12). Hwang 등(7)의 연구에 따르면 간문맥의 제 3

문에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어 확대 간 우후구역 이식편이

형의 경우 간 우후구역 이식편을 획득하는데 용이하나 제

더 용이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공여자들의 간

1, 2형 간문맥의 경우 수술 중 안전한 이식편 획득에 어려

문맥 종류 분포는 제 1형 6명, 제 2형 5명, 제 3형 9명으로

움이 있으며 수술 중 합병증이 생기 우려로 인해 간 우후

구성되어 있다. 저자들은 정상적인 간문맥의 구조를 가진

구역 이식편 획득에 지양되어야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

제 1형 간문맥의 경우에도 성공적으로 이식편을 획득할
수 있었으며 간문맥의 형태에 따른 결과의 차이는 없었다.
간 공여지 이식편 구득시, 특별한 술기의 방법은 없으나
조심스럽게 간문부를 분리하고 침착하게 간문맥, 간동맥
및 담도를 처리한다면 해부학적 변이에 따른 기술적인 어
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간 용적 계산을 토대로 한 간 우후구역 이식편의 획득에
있어서 간 용적의 정확한 계산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
통상적으로 간 우후구역은 우간정맥을 기준으로 우측 문
열(right portal fissure)로 나눌 수 있으나, 생체 간이식시
공여자의 우후구역의 용적 계산시 우간정맥을 기준으로
용적 계산을 하면 안되며, 반드시 간문맥 및 간동맥의 우
후구역이 분포하는 구역을 기준으로 용적 계산이 이루어
져야 한다. 그 이유는 간 제 8구역 의 말단 글리슨 분지가
흔히 우측 문열의 후방으로 분지되어 실제 제 8 구역의 범

Fig. 8. Severe liver abscess was developed in the right posterior
sector graft in case 13th recipient who had performed Roux-en-Y
hepaticojejunostomy.

위가 통상적인 우측 문열에 의한 제 8 구역보다 크기 때문
이다. 따라서 우측 문열을 기준으로 우후구역을 측정하는

Table 3. Clinical outcomes of the recipients after the right posterior sector graft living donor liver transplantation
Case No.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Postoperative complications or cause of death
Tumor recurrence
Biliary stricture
Postoperative bleeding
Acute cellular rejection
Biliary stricture
Acute cellular rejection, biliary stricture
Acute cellular rejection
Gastric cancer
Acute cellular rejection, liver abscess
Acute cellular rejection
Biliary stricture
Pneumonia, sepsis
-

Outcomes (postoperative day or year)
Dead
Alive
Alive
Alive
Alive
Alive
Alive
Alive
Alive
Alive
Alive
Dead
Dead
Alive
Alive
Alive
Alive
Alive
Dead
Alive

(3.5 yr)
(6.8 yr)
(6.8 yr)
(6.3 yr)
(6.3 yr)
(5.9 yr)
(5.8 yr)
(5.4 yr)
(5.3 yr)
(5.2 yr)
(5.2 yr)
(3 yr)
(140 day)
(4.6 yr)
(3.5 yr)
(3.1 yr)
(1.1 yr)
(1 yr)
(14 day)
(0.5 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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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수술 전 계산한 용적에 비해 실제 기능을 하는 이식

요소, 혈역학적 요소, 재관류 손상 등이 알려져 있다. 간

편의 용적이 작아져 이식편의 용적이 과대평가 될 수 있으

우후구역 이식편의 경우 간동맥의 직경이 상대적으로 작

며 이는 이식 후 수혜자의 안전성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

고 개수가 1개 이상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간동맥혈전의

다(4). 특별히, 성인간 생체 간이식과 같이 부분간을 사용

발생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있다. Hori 등(6)은 14명의 간

해야 하는 경우에 실질적 기능이 있는 이식편의 용적의 정

우후구역 성인 생체 간이식 환자에서 2명(14%)의 간동맥

확한 측정은 이식후 수혜자의 간기능 회복에 더욱 중요한

혈전 환자가 발생하였다고 보고 하였고 2명의 환자 모두

요소로 생각되므로 이식편의 글리슨 분지의 경계를 따라

수술 후 사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 명의 수혜자도 간

부분 간의 용적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맥혈전이 발생하지는 않았는데 이는 미세현미경을 통한

간 우후구역 이식편 수술 후 공여자들의 간기능 검사상,

간동맥 문합이 주요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미세현

수술 후 일시적으로 수치가 상승하였다가 점차 감소하여,

미경을 통한 간동맥 혈관 문합은 작은 직경의 간동맥 문합

수술 후 7일 정도부터는 간기능이 정상에 가깝게 유지되

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간 우후구역 이식편 과 간 우엽 이식편

담도계 협착은 성인 생체 간이식에서 굉장히 흔히 발생

을 비교한 Kim 등(4)의 연구에서 간 우후구역 이식편 생

하는 합병증으로 간 우후구역 이식편의 경우 담도의 직경

체 간이식을 시행한 공여자에서 간 우엽 이식편 공여자보

이 상대적으로 작아 담도계 협착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다 수술 후 회복이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잔존

할 수 있다. 보고에 따라서 발생 빈도의 차이가 있으나 전

간 용량이 간 우후구역 이식편 공여자에서 더 많기 때문이

체 성인 생체 간이식에서 담도계 합병증은 평균적으로

라고 말하고 있다. 저자들의 연구에서 간 우엽 이식편 공

10%∼30% 정도의 빈도로 보고되고 있으며 간 우후구역

여자들과 비교하지는 않았지만 간 우후구역 이식편을 이

이식편 생체 간이식의 경우 담도계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

용한 생체 간이식에서 공여자가 안전하게 회복할 수 있다

이 50%에 달한다고 보고하고 있다(12). 이는 담도계 협착

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공여자 수술 후 7일째

이 발생한 환자들의 상대적으로 작은 담도 개구부의 직경

촬영한 복부단층촬영에서 보이는 잔존 간의 울혈 구역 발

에서 기인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담도계 협착

생은 간 우후구역 이식편 구득시 발생하는 우간정맥의 부

이 생긴 수혜자들의 평균 담도 직경은 2.8±0.2 mm 로 담

재로 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수술 후 3개월에 시행한

도계 협착이 발생하지 않은 수혜자들의 평균 직경 3.5±

복부단층촬영에서 잔존 간의 울혈 구역이 없어지면서 울

1.0 mm 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

혈된 구역이 절반 크기로 위축(atrophy)되는 소견을 보이

었다(P=0.210). 증례의 개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나 그 부위에 합병증은 발생되지 않았다. 이는 잔존 간에

이를 발견할 수는 없었으나 담도의 직경이 간 우후구역 이

서 발생한 새로운 유출 혈관에 의하여, 우간정맥이 없어서

식편의 담도계 협착 발생에 어느 정도 관여했다고 볼 수

발생하는 울혈을 없애고 울혈부위 간실질이 완전히 위축

있겠다. 이번 연구에서 담도 협착이 발생한 수혜자는 4명

되지 않고 어느 정도 기능을 할 수 있는 간 실질로 남아

(20%)으로, 간 우후구역을 사용하지 않은 일반적인 성인

있게 한 것으로 생각된다.

생체 간이식에서 발생한 담도계 합병증 발생률과 비교했

간 우후구역 이식편의 간문맥, 간동맥 및 담도의 길이나

을 때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담도의 직경이 상대적

직경은 간 우엽 이식편과 비교해봤을 때 작고 짧은 것을

으로 작은 간 우후구역 이식편을 사용한 결과임을 생각해

알 수 있다(4,7). 이는 이식편을 수혜자에게 문합하는데 상

볼 때 낮은 확률에서 합병증이 발생했다고 말할 수 있는

당한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세심한

데, 이는 담도 문합 과정에서의 세심한 조작과 담즙 누출

수술적 기술이 필요할뿐더러 혈관 및 담도에 최대한 손상

을 예방하기 위한 감압 목적의 외배액관 설치를 통한 적절

이 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

한 담즙 배액이 그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 작은 간동맥의 직경은 이로 인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본 연구에서 담도 문합은 2명의 환자를 제외하고 모두

있는데 간동맥혈전이 대표적이다. 간동맥혈전은 생체 간

담담도 문합이 시행되었는데 담도-공장 문합술을 시행한

이식 후 생길 수 있는 간동맥 합병증 중 가장 흔하고 사망

환자들 중 1명의 환자에서 간농양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률 및 재이식률이 높은 합병증이다. 보통 간동맥혈전의 빈

패혈증으로 사망한 예가 있었다. 담도 문합의 방법 이외에

도는 3%∼9% 정도로 알려져 있고 재이식률은 25%∼83%

다른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간농양이 담도-공장

까지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으며 사망률은 8%∼54%로 굉

문합술에서 기인한 것이지 확실하지는 않으나 간 우후구

장히 높다(13). 간동맥혈전의 위험요소로 수술의 기술적

역 이식편의 해부학적 특성상 수혜자에게 이식편이 이식

158

Jun-Bae Bang, et al: RPS Graft LDLT

되었을 때 이식편의 방향이 어느 정도 연관이 있으리라 생
각된다. 간 우후구역 이식편의 경우 수혜자의 복강 내에
위치하게 되면 간 좌엽 이식편과는 달리 담도가 수혜자의
문합된 담도 혹은 공장보다 뒤쪽에 위치하게 된다. 만약
수혜자가 누워있는 자세를 취할 경우 자연스럽게 이식편

230-4.
3) Barr ML, Belghiti J, Villamil FG, Pomfret EA, Sutherland
DS, Gruessner RW, et al. A report of the Vancouver Forum
on the care of the live organ donor: lung, liver, panc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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