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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센터에서 시행한 간문부담관암의 수술적 절제후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대한 분석
Analysis of Survival Predictors After Surgical Resection of Hilar
Cholangiocarcinoma (HCCC) In a Single Institute With Large Volume
Purpose: Although curative resection of hilar cholangiocarcinoma (HCCC) remains a difficult
challenge, only curative resection with tumor free margins can guarantee a favorable outcome.
In this report, we retrospectively analyzed the survival data after surgical resection of HCCC to
determine the survival rate and the related factors at a single, large-volume medical institute.
Methods: Between June 1989 and June 2005, surgical intervention with curative intent was
performed on 301 patients. We retrospectively analyzed the survival data via a review of the
medical record.
Results: Among the 259 cases of resection, curative (R0) resection with tumor-free margins
was achieved in 186 cases (71.8%). Of these 186 cases, 177 patients underwent various types
of hepatectomy with caudate lobectomy and bile duct resection. Combined
pancreatoduodenectomy was performed in 19 patients and portal vein resection was performed
in 51 patients. In-hospital mortality developed in 11(4.3%) of the 259 patients who underwent
resection. The 1-, 3- and 5-year survival rates of patients who underwent R0 resection were
83.3, 42.0 and 29.3%, respectively. Univariate analysis revealed that curability, T stage, lymph
node involvement, histologic differentiation and perineural invasion were associated with patient
survival. Multivariate analysis showed that curability and lymph node involvement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prognostic factors.
Conclusion: Tumor-positive margins and lymph node involvement resulted in poor outcomes.
Intensive perioperative management and a surgeon’s aggressive efforts to attain clearance of
tumor can minimize the postoperative mortality and maximize survival for patients with HC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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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담관점막하층을 따라 상하로 진전되는 특성과 종양의 위
치가 간동맥을 비롯한 간문부의 중요 맥관구조와 가까워서
근치적 절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술전 장기간의 담관폐색
에 기인하는 담도염 및 패혈증의 높은 이환율로 인해 수술
사망률이 높아 1990년대 전까지만 해도 간문부담관암의 수
술적 절제는 치료성적이 매우 불량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 러 나 1990년 대 들 어 경 피 경 간 담 관 배 액 술
(percutaneous transhepatic biliary drainage, PTBD) 및
경피경간 문맥색전술(percutaneous transhepatic portal

간문부담관암은 담관 상피세포에 기인한 악성종양 중에서
좌우 간관의 합류부에 발생한 선암을 일컫는 명칭이다.
1965년 Klatskin 등1이 13예를 모아 처음으로 보고하였는
데 당시에는 간문부담관암은 대부분 종양의 크기가 작고, 비
교적 성장속도가 느리며 혈행성 원격전이가 드물다는 특성
때문에 외과적 절제와 같은 국소치료가 상당한 근치적 효과
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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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in embolization, PTPE)의 적극적인 도입으로 인해 보다
안전한 간절제를 위한 술전 준비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다중검출기 3상 컴퓨터 단층촬영(three-phase dynamic
computed tomography, 3-DCT) 및 자기공명영상 담관조
영술(magnetic resonance cholangiography, MRC)등 영상
검사 기법의 현격한 발전으로 인해 병소의 정확한 범위와
안전한 수술적 절제범위의 술전 예측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후 담관절제 및 미상엽을 포함한 간절제술은 간문부담관암
의 표준술식으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간동
맥 혹은 간문맥의 합병절제나 췌두부십이지장절제술을 병
합하는 등의 확대절제술 또한 국소적으로 진행된 간문부담
관암의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연구자들
은 본원에서 16년간의 자료를 수집하여 수술적 치료를 시도
한 간문부담관암 환자 301명을 대상으로 하여 수술적 절제
의 실제 생존율를 알아보고 생존율과 관련된 인자들을 분석
해 보고자 했다.

잔존 간 예비능의 평가를 위해서 우선 환자의 연령, 당뇨병
의 합병 유무, 심폐기능 및 전신상태 등을 1차 평가 항목으
로 했으며 생화학 혈액 검사소견 중 총 혈청 빌리루빈, 혈청
알부민 농도와 프로 트롬빈 시간 및 indocyanin green 15분
정체률(ICG R15)을 측정하여 잔존 간 예비능을 평가했다.
이 때 황달이 동반된 경우 ENBD 혹은 PTBD 삽입 후 총 혈
청 빌리루빈 농도가 3mg/dL 이하로 감황 되었을 때 ICG
R15 검사를 시행 했다. 또한 모든 환자에서 3-DCT와 도플
러 초음파 검사를 통해 간실질의 이상 유무 및 혈류 상태를
평가하고 필요에 따라 정확한 잔존 간용적을 알아보기 위해
컴퓨터 단층촬영 용적측정(CT volumetry)를 시행했다. 이
상의 항목에서 특별한 위험인자가 없는 한 잔존 간용적이
전체 간용적의 35% 이상이 되는 경우를 안전한 간절제로
판단했으며 잔존 간용적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PTPE를 시행했는데 대부분 총 혈청 빌리루빈 농도를
5mg/dL 이하로 감황시킨 후 시행했다. 만약 환자의 과거력
상 만성 간질환의 병력이 있거나 영상 검사상 만성 간질환
의 징후가 있는 경우 혈소판 수와 위내시경상 정맥류의 존
재 유무를 간기능 평가 사항에 추가 했으며 잔존 간용적이
전체 간 용적의 40% 이상인 경우를 안전한 간절제로 평가
했다.
(4) 수술 술기

방 법

환자의 전신상태 및 잔존 간 예비능이 허락하는 한 담관절
제와 미상엽을 포함한 간절제를 병행하는 것을 수술의 원칙
으로 했다. 원위부 담관절제 후 절제연에 대한 동결절편 검
사를 시행했고 절제연에 잔존 암종이 있는 경우 환자의 연
령 및 전신상태를 고려하여 췌두부십이지장절제술을 병합
하기도 했다. 반대측 간문맥 혹은 주간문맥의 침습이 확인되
었거나 의심되는 경우 간문맥 절제 및 재건술을 시행했는데
문맥 재건시 대부분 단단 문합을 시행 했으나 필요에 따라
서는 환자의 좌신정맥(left renal vein)이나 외장골정맥
(external iliac vein) 등의 간치혈관을 이용하여 문합했다.
반대측 간동맥 침습시 선택적으로 간동맥 절제 및 재건술을
시행 했는데 모든 예에서 현미경하 미세접합술을 이용하여
문합했다. 근치적 절제를 시도한 모든 예에서 림프절 곽청을
시행하였으며 복강동맥(celiac artery) 우측에서부터 췌장
두부 후면 림프절을 포함한 간십이지장인대 림프절을 en
bloc으로 절제하였다.
(5) 통계적 분석

(1) 연구대상
1989년 6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서울아산병원에서 간문
부담관암으로 진단된 후 수술적 치료를 시도한 301명을 대
상으로 환자들의 임상증상, 이학적 검사소견, 종양표식자를
포함한 수술 전 혈액검사 소견, 영상검사 소견, 수술 소견 및
병리 소견을 의무기록을 통해 수집하여 환자들의 생존율 및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분석했다.
(2) 수술 전 영상진단
우선 3-DCT를 시행하여 간내담관의 확장 유무와 간동맥
및 간문맥 침습유무를 파악하고 간 전이, 림프절 전이 및 복
강내 전이 여부를 확인했다. 또한 MRC를 시행하여 병소의
위치 및 담관 침습범위를 파악하고 담관의 해부학적 구조를
확인했다. 간내담관이 확장되어 있거나 폐쇄성 황달 및 담관
염이 동반된 경우 내시경적 경비 담도배액술(endoscopic
nasobiliary drainage, ENBD) 혹은 PTBD를 시행했으며
ENBD 혹은 PTBD를 이용한 담관조영술을 통해 담관구조
및 병소의 위치와 범위를 보다 면밀하게 평가했다. PTBD를
시행할 경우 절제가 예상되는 간엽의 반대편 간엽에 유치하
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며 1개의 PTBD 삽입 후 충분한 감황
및 담관염 증상의 완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확장된 간
내담관에 추가적으로 PTBD를 삽입했다.
(3) 수술 전 처치 및 간 예비능의 평가2

누적 생존률은 Kaplan-Meier법으로 구하고 각 요인 별 생
존율에 대한 단변량 분석은 log-rank법을 이용하여 비교분
석했다. 단변량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인자에 대해서
는 Cox 회귀 분석을 이용하여 다변량 분석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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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lassification of 301 hilar cholangiocarcinomas by Bismuth-Corlette type.

결 과
70.4%, 32.2%, 21.8%, 13.4%였으며(Fig. 2A) 근치적 절
제술을 시행한 186명의 1년, 3년, 5년, 10년 누적생존율은
각각 83.3%, 42.0%, 29.3%, 17.2%였다(Fig. 2B). 절제술
을 시행한 259명 중 11명의 환자가 수술 후 사망하여 수술
사망률은 4.3%였으며 사망 원인은 각각 간 절제 후 간부전
3예, 복강 내 출혈 2예, 담도성 패혈증 2예, 폐렴 1예, 십이
지장궤양 출혈 1예, 간문맥 혈전 1예, 간동맥 혈전 1예였다.
301명의 환자를 절제군과 비 절제군(NR)으로 나누고 절제
군을 근치성 여부에 따라 근치적 절제군(R0), 현미경하 검
사상 암세포 잔존군(R1) 및 육안적 암종 잔존군(R2)으로

(1) 성별, 연령분포 및 수술 전 처치
전체 301명 환자들의 평균 연령은 57.9±9.4세였으며 연
령 분포는 24세에서 78세까지 였다. 연령대 별로는 60대가
125명(41.5%)으로 가장 많았다. 남녀 성비는 2.54:1로 남
자가 216명, 여자가 85명이었다. 수술 전 영상검사에 따른
Bismuth-Corlette type은 제 3A형이 125명(41.5%)으로
가장 많았다(Fig. 1). 수술 전 감황 및 담도 감압을 위해 277
명(92.0%) 에서 PTBD가 시행되었고 2개 이상의 PTBD가
필요했던 경우가 96명(31.2%)이었으며 ENBD만으로 감황
을 시도한 경우는 16명(5.4%)이었다. 반면 폐쇄성 황달 혹
은 간내 담도 확장의 소견이 없어 PTBD 혹은 ENBD를 시
행하지 않은 경우는 8명(2.7%)에 불과했다. 안전한 간절제
를 위 한 PTPE는 151명 (49.8%)에 서 시 행 되 었 다 .
(2) 수술적 절제율 및 수술방법

Table 1. Surgical Procedures Performed In 301 HCCC Patients
Surgical Procedures

Number of

PD*

PVRA�

HARA�

patient

전체 301명 중 수술적 절제가 가능했던 환자는 259명으로
86.0%의 절제율을 보였으며 근치적 절제는 186명에서 시
행되어 근치적 절제율은 71.8%였고 59명(19.3%)에서는
근치적 절제를 시도했으나 담관 절제연에 현미경하 검사상
종양세포가 관찰되었다. 14명(4.7%)에서는 간내전이, 복막
파종, 인접 장기 침습 등의 소견이 있었으나 담관폐색의 완
화를 목적으로 고식적 절제술을 시행했고 42명(14.0%)에
서는 병소를 절제하지 못하였다. 절제술을 시행한 259명 중
24명에서는 담관절제술이 단독으로 시행되었고 나머지
235명에서는 담관절제술과 함께 미상엽 절제술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간 절제술이 시행되었다(Table 1). 큰 혈관
의 침습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절제가 불가능했으나 51명
의 환자에서는 간문맥 절제 및 문합술을 시행 했고 4명에서
는 간동맥 절제 및 문합술을 시행했다. 또한 19명의 환자에
서는 췌두부십이지장 절제술을 병합했다(Table 1).
(3) 생존율 분석

Open biopsy

24(8.0%)

-

-

-

Transtumoral intubation

18(6.0%)

-

-

-

BDR§only

24(8.0%)

-

1

-

Hepatectomy

235(78.0%)

ICL‖

1

-

-

-

S4a+S5

1

-

-

-

Central bisectionectomy

5

-

-

1

Medial sectionectomy

8

-

3

1

Left hemihepatectomy

21

1

3

1

Left hemihepatectomy with MHV¶

49

2

8

1

Anterior sectionectomy

1

-

-

-

Posterior sectionectomy

1

1

-

-

Right hemihepatectomy

48

2

5

-

Right hemihepatectomy with MHV

77

12

19

-

Right trisectionectomy

23

1

12

-

301

19

51

4

Left hepatectomy

Right hepatectomy

Total
*

PD = pancreaticoduodenectomy,
�
PVRA =portal vein resection and anastomosis
�
HARA = hepatic artery resection and anastomosis,
§
BDR = bile duct resection,
‖
ICL = isolated caudate lobectomy,
¶
MHV = middle hepatic vein

전체 301명의 1년, 3년, 5년, 10년 누적생존율은 각각
3

송기원 외 : 단일 센터에서 시행한 간문부담관암의 수술적 절제후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대한 분석

세분하여 생존율을 비교했을 때 R0군이 다른 군에 비해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생존율이 높았으며, R1군의 경우 R2군
과 NR군에 비해 유의하게 생존율이 높았다. 또한 R2군과
NR군 사이에도 유의한 생존율의 차이를 보였다(Fig. 2B).

Fig. 2. (A) Overall survival and (B) comparison of survival rate
according to the curability.

1)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예후 인자에 대한 단변량 분석
수술적 절제를 시행한 25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단변량 분
석을 시행 했을 때 성별, 진단 당시 총 혈청 빌리루빈 농도,
혈중 CA19-9와 CEA 농도에 따른 생존율의 차이는 없었
다. 종양의 육안적 모양을 유두상(polypoid), 융기형
(nodular) 및 침윤형(infiltrative) 종양으로 분류하여 생존
율을 비교했을 때 유두상 종양이 다른 형태 비해 유의하게
높은 생존율을 보였다(Fig. 3A). 반면 종양의 크기와
Bismuth-Corlette type에 따른 생존율에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종양의 조직학적 소견에 따른 생존율
분석에 있어서는 조직학적 분화도 및 신경주위 침윤 유무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Fig. 3B and C) 림프맥관 종
양색전 여부는 생존율과 관련이 없었다. 수술적 절제를 시행
한 259명중 67명(25.9%)에서 림프절 전이가 동반되어 있
었다. 림프절 전이 유무에 따른 생존율 분석에 있어서는 림
프절 전이가 없는 경우가 유의하게 생존률이 높았다 (Fig.
4). 원발병소의 진전상태와 림프절 전이의 빈도 사이의 상
관관계 여부를 분석했을 때 Bismuth-Corlette type과 림프
절 전이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었으며 원발병소의 T병기가
진전될수록 림프절 전이의 빈도가 높았다(Table 2). 또한
11명의 환자에서 대동맥 주위 림프절까지 전이가 있어 대동
맥 주위 림프절 곽청술을 시행했으나 생존기간의 중앙값은
13.3±2.4개월로 불량한 예후를 보였으나 예외적으로 1명
에서는 10년 이상의 장기 생존을 보였다. AJCC 병기 T 인
자에 따른 생존율 분석에 있어서는 T1, 2군이 T3,4 군에 비
해 유의하게 높은 생존율을 보였으며 병기 별로는 stage I과
2A가 다른 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생존율을 보였다(Fig.
5).

*

WD = well differentiated, �MD = moderately differentiated, �PD
=¶ poorly differentiated
Fig. 3. Comparison of survival rate according to the gross features
of tumor (A) macroscopic type (B) histologic differentiation (C)
perineural invasion.

4

한국간담췌외과학회지 : 제11권 제3호 2007

Table 2. Prevalence Of Lymph Node Metastasis According To Extent
Of Primary Lesion
LN* status

Gross features of tumor

LN (+)

LN (-)
11

Bismuth-Corlette type
I (n=16)

5(31.3%)

II (n=32)

6 (18.6%)

26

IIIA (n=116)

36 (31.0%)

80

IIIB (n=58)

14 (24.1%)

44

IV (n=37)

6 (16.2%)

31

T stage
T1 (n=19)

1 (5.3%)

18

T2 (n=130)

29 (22.3%)

101

T3 (n=88)

28 (31.8%)

60

T4 (n=22)

9 (40.9%)

13

*LN = lymph node

2) 다변량 분석
다변량 분석결과 근치적 절제 여부, 림프절 전이유무가 독
립적인 예후 인자로 분석되었다(Table 3).

Table 3. Multivariate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Outcome
After Surgical Resection Of HCCC
Variables

Hazard

Confidence

ratio

interval

LN* status

0.00

LN(-)

-

LN(+)

2.476

1.783-3.437
0.03

Curability
R0

-

R1

1.373

0.973-1.938

R2

1.992

1.054-3.766

Fig. 5. Comparison of survival rate according to UICC stage
grouping(the 6th edition) (A) T factor (B) TNM stage.

*LN = lymph node

고 찰
주간관의 합류부에 발생하는 악성종양에 대해서는 1957년
Altemeier 등3이 처음으로 기술했으나 보다 자세한 임상병
리학적 특성에 관해서는 1965년 Klatskin 등1이 13예의 증
례를 모아 최초로 보고 하였다. 당시에는 종양의 크기가 비
교적 작고, 성장이 느리며 원격전이를 잘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수술적 절제와 같은 국소치료가 상당한 근치적 효과
를 가질 것으로 기대 되었으나 간문부의 복잡한 맥관구조
및 종양의 침습양상 때문에 근치적 절제가 용이하지 않았
다.4 따라서 대부분 폐쇄성 황달 및 담관염의 증상완화를 위
한 고식적 치료가 간문부담관암 치료의 근간을 이루었고 치
료성적은 매우 불량하였다. 간문부 담관암의 근치적 절제를
위해 초창기에는 국소 담관절제가 주로 시도 되었으나 담관
벽내 점막하층에서 장축방향을 따른 암종의 파급은 육안소

Fig. 4. Comparison of survival rate according to lymph node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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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ported Survival Outcome After Surgical Resection Of
HCCC.

견보다 파급의 정도가 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소 담관
절제는 대부분 비근치적 절제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5 따라
서 담관 절제연에 암침윤이 없는 근치적 절제를 위해서는
간절제술을 병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나 패쇄성 황달이 동반
된 간을 절제하는 것은 간절제 후 간부전, 패혈증등의 심각
한 합병증을 초래할 위험이 높아 섣불리 시도되지 못하였다.
1970년대 및 80년대까지는 간문부담관암에서의 간절제술
의 성적은 수술 후 사망률이 20~60%에 이르고 합병증 발
생율이 높아 간절제술이 비록 근치적 절제율을 높일 수는
있으나 수술 위험도가 높으므로 적극적으로 추천되지 못하
였다.6,7 그러나 이후 PTBD와 PTPE를 적극적으로 활용하
게 되면서 간문부 담관암에서의 간절제술 후 간부전의 위험
을 상당히 감소시키게 되었고 이후 간절제술을 병행한 담관
절제술이 간문부담관암의 표준술식으로 자리잡게되었다.
술전 감황 및 담도감압은 간문부담도암의 수술 전 처치의
핵심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간절제를 위해서는 총 빌리루빈
값이 2mg/dl 이하가 되어야 하는데 대부분 감황 효과가 뛰
어난 PTBD를 선호하고 있다. 시술과 관련된 합병증 및 배
액관 주위를 따른 암 전이의 가능성이 보고 되고 있어 우선
ENBD를 시도한 후 감황이 되지 않는 경우에만 PTBD를 시
행하자는 의견도 있다.8 그러나 ENBD의 경우는 하부 담도

No. of
Period

No. of

Resection

(years)

patient

(RR*/CR†)

Operative
Mortality
(%)

(%)
Pichlmayr et al.15

18

250

Neuhaus et al.16

10.3

-

125(50/73)
95(-/61)

10.5

27

6

37(R0)

Nimura et al. 17

20

177

142(80/70)

5.6

26(R0)

Lee et al. 18

8.6

151

128(85/78)

6.3

24(R0)

Jarnagin et al. 19

9.8

160

80(50/38)

10

30

Seyama et al. 20

12

-

- (-/64)

0

46(R0)

Present series

16

301

259(86%/72%)

4.3

29(R0)

RR, resection rate; †CR, curative resection rate

*

라서 병소의 위치 및 범위와 잔존간용적 및 간 예비능을 고
려하여 간절제의 범위를 축소하여 시행하는 것 또한 좋은
술식이 될 수 있다.12 본 연구에서도 확대간엽절제나 삼구역
절제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내구역, 전구역 혹은 후구역 절
제나 미상엽 단독절제를 시행 했으며 제 IV형 간문부 담관
암 환자에서의 미상엽 단독절제예와 제 IIIb형 간문부 담관
암 환자에서 간실질 보존 수술로서의 S4a + S5및 미상엽
절제술을 시행한 예를 보고한바 있다.13,14 최근 보고에 따른
간문부담관암의 수술적 절제후 5년 생존율은 약 24~46%
이며(Table 4), 근치성 여부가 생존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
치는 인자로 보고되고 있다.15-22
본 연구에서도 수술적 절제를 시행한 301명 중 186명에서
근치적 절제가 가능하여 71.8%의 근치적 절제율을 나타내
었는데 비근치적 절제가 시행된 R1, R2군 및 비절제군에 비
해 생존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비록 근치적 절제가 이
루어지지 못했더라도 비절제군과 비교했을 때 R1및 R2군
에서 생존율이 높은 결과를 보여 주었다. Lee 등23은 담관절
제연에 남은 현미경적 암세초의 침윤에 대한 추적 관찰을
통해 고식적 절제가 비치유적 절제이기는 하나 간문부 담관
암 환자의 생존기간을 연장시킬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향
상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소견상 근치적
절제가 어려워 보이더라도 적극적인 수술적 절제를 추천하
였다. 간절제의 근치성을 높이고 수술 중 암종주위 조직의
조작을 최소화 하는 이른 바“no touch technique”을 적용
하기 위해 Neuhaus 등16,25은 모든 간문부담관암에서 우삼분
절절제술 및 관례적(routine) 문맥절제술을 병행할 것을 주
장했고 이 경우 5년 생존율이 72%에 이른다고 보고했다.
간문부담관의 경우 대부분 반복적인 담관염으로 인한 담관
벽의 섬유화와 주변조직과의 유착이 심하므로 간십이지장
인대 조직의 박리과정 중 암종을 조작하게 될 가능성이 높
다. 따라서 수술조작으로 인해 암세포를 주변으로 파급시키
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이것이 근치성을 떨어뜨리는

폐색의 경우 감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근위부 담도 폐
색을 주로 동반하는 간문부담관암에 있어서는 그 효과를 기
대하기가 힘들고 소화관 경로를 통한 장기간의 배액관 유치
가 환자의 불편감을 초래하고 유두절개술에 뒤따른 상행담
도염의 빈발로 인해 그 적용이 제한되고 있다.9 본 연구에서
도 수술 전 감황 및 담도 감압을 위해 277명(92.0%) 에서
PTBD가 시행되었고 ENBD만으로 감황을 시도한 경우는
16명(5.4%)에 불과했다. Makuuchi 등10이 간문부담관암 환
자에서 대량간절제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 편측 간문맥을 색
전함으로써 편측 간실질의 위축과 반대측 잔존 간엽의 보상
성 비후(compensatory hypertrophy)를 유도하는 것이 보
다 안전한 간절제를 보장한다는 보고를 한 이후 간문부담관
암의 수술에 있어 PTPE는 간절제술후 간부전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핵심요소가 되었다. 본 연구에는 151명
(49.8%)에서 PTPE가 시행되었으며 간절제술을 시행한 환
자 중 간부전으로 사망한 예는 3예에 불과 했다. Liu 등11도
최근 술후 사망률 및 합병증 발생률이 현저히 감소한 원인
이 PTBD를 통한 술전 감황 및 PTPE의 적용 빈도의 증가에
기인한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PTPE를 통해 잔존간의 용적
을 최대화시킨다 하더라도 만성간질환이 이미 동반되어 있
거나 황달의 지속 혹은 반복적인 담관염으로 인해 간 예비
능이 현저히 감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치 목적으로 대량
간절제를 시행할 경우 간부전의 발생 위험이 매우 높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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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이 된다는 이론적 근거에서는 주목할 만한 주장이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도 총 12명의 환자에서 우삼분절절제
술 및 문맥절제술이 시행되었으며 수술 후 사망예는 췌두부
십이지장 절제술을 병행했던 경우이며 간부전이 발생한 예
는 없었고 2명의 환자가 실제 5년 이상 생존하였다. 그러나
정중생존기간은 14.2개월이었고 5년 생존율은 22.2%에 불
과 했다. 본 연구에서 우삼분절절제 및 문맥절제술의 결과가
Neuhaus 등의 보고와 상이한 이유는 본 연구에서 우삼분절
절제술 및 문맥절제술이 시행된 환자들은“no touch
technique”의 적용보다는 대부분 진전된 암종으로 인한 절
제연의 확보와 문맥 침습이 그 이유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잔존 간용적과 간 예비능 및 환자의 전신상태가 허
용된다면 암종의 위치가 제 IIIa형이면 우삼분절절제술 및
관례적 문맥절제술이 수술의 안전성이나 종양학적 관점에
서는 고려할 수 있겠으나, 실제 확대우엽절제술등과의 장기
생존율을 비교해 보았을 때는 권장할만한 술식은 아니라고
사료된다. 간문부담관암의 수술 후 생존율과 관련한 병리학
적 인자로는 림프절 전이유무, 종양의 육안적 형태, 혈관 침
습, 신경 침습 등이 거론 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보고에서는
림프절 전이유무가 가장 유력한 독립된 예후 인자로 보고되
고 있다. 간문부담관암에서 림프절 전이의 빈도는 약
30~53%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26 Bismuth 등27은 간문부
담관암에 있어 림프절 전이는 다른 위장관 악성종양에 비해
예후 인자로서의 중요성이 적다고 주장했으나 림프절 전이
가 간문부 담관암 환자의 생존율을 현저히 저하시킨다는 데
는 여러 연구자들의 보고가 일치하고 있다.15-18,20,21 담관의
일차 병소의 T병기가 진행될수록 림프전 전이가 흔히 동반
되며 Kitagawa 등26은 pT3병기에서 60%이상에서 림프절
전이가 동반된다고 보고했다.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간문부담관암의 임파절 전이에 있어 일차적 경로는
담관주위 림프절이며 Kayahara 등28은 중부 담관암의 병리

이었고 5년 생존율은 3.7%로 불량한 예후를 보였다. 그러나
실제 3명의 환자가 5년 이상 생존했으며 1명에서는 대동맥
주위 림프절 전이가 있었으나 10년 이상 생존을 기록했다.
림프절 전이가 동반된 경우 적극적인 림프절 곽청술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있으나 보고자에 따라서는 30%까지도 5
년 생존율을 보고하고 있다.19,26,27,29,30 따라서 림프절 양성 간
문부담관암의 치료에 있어서도 간절제술을 병행한 담관절
제술과 적극적인 림프절 곽청술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겠다. 결론적으로 간문부담관암의 가장 효과적인 치
료는 담관절제술에 병행하여 잔존 간용적 및 간 예비능 그
리고 환자의 전신상태를 고려한 적절한 술식의 간절제술을
시행하고 간십이지장 인대의 림프절을 en bloc으로 절제하
는 것이다. 생존율과 관련하여 근치적 절제 여부 및 림프절
전이 유무가 독립적인 예후 인자이며 비록 진행된 병기의
간문부담관암이라고 할지라도 일부 환자에서는 장기 생존
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근치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수술
절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1. Klatskin G. Adenocarcinoma of hepatic duct at its bifurcation within

porta hepatis: an unusual tumor with distinctive clinical and pathological
features. Am J Med 1965;38:241-56
2. Lee SG, Hwang S. How I do it: assessment of hepatic functional
reserve for indication of hepatic resection. J Hepatobiliary Pancreat
Surg 2005;12:38-43.
3. Altemeier WW, Gall EA, Zinninger MM, Hoxworth PI. Screlosing
carcinoma of the major intrahepatic ducts. Arch Surg 1957;75:450-60.
4. Hayashi S, MiyazakiM, Kondo Y, Nakagima N. Invasive growth
patterns of hepatic hilar ductal carcinoma. Cancer 1994;73:2922-9.
5. Mizumoto R, Kawarada Y, Suzuki H, et al. Surgical treatment of
hilar carcinoma of bile duct Surg Gynecol Obstet 1986;162:153-8.
6. Benmark S, Ekberg H, Evander A, et al. Major liver resection for
hilar cholangiocarcinoma. Ann Surg 1988;207:120-5.
7. Longmire WP, McArthur MS, Bostounis EA, Hiatt J. Carcinoma
of the junction of the main hepatic duct. Ann Surg 1973;178:333-45.
8. Uenishi T, Hiroyashi K, Inoue K, et al. Pleural dissemination as a
complication of preoperative percutaneous transhepatic biliary drainage
for hilar cholangiocarcinoma: report of case. Surg Today 2001;31:1746.
9. Nagino M ,Nimura Y, Kamiya J, et al. Preoperative management of
hilar cholangiocarcinoma. J Hepatobiliary Pancreat Surg 1995;2:21523.
10. Makuuchi M, Thai BL, Takayasu K, et al. Preoperative portal
vein embolization to increase safety of major hepatectomy for hilar bile
duct carcinoma. Surgery 1990;107:521-7
11. Liu CL, Fan ST, Lo CM, Tso WK, Lam CM, Wong J. Improved
operative and survival outcomes of surgical treatment for hilar
cholangiocarcinoma. Br J Surg 2006;93:1488-94.

학적 연구를 통해 담관주위 림프절 전이가 두가지 경로 즉
간십이지장인대를 통해 췌두부 상연과 췌장 후면 림프절로
전이되는 경로와 총간동맥 주위조직을 따라 복강동맥 림프
절로 전이되는 경로를 통해 파급된다고 보고 했다. 이는 담
낭암의 림프절 전이 경로와 동일하며 간문부담관암의 경우
에도 유사한 경로를 따를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간문부담
관암의 근치적 절제술에서의 림프절 곽청은 복강동맥의 우
측과 췌장두부 후면 림프절을 포함한 간십이지장인대의 en
bloc절제가 추천된다. 림프절전이가 동반된 간문부담관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근치적 절제에도 불구하고 불량한 것
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몇몇 보고에서는 5년생존을 기록하
지 못하기도 했다. 본연구에서는 총 67명에서 림프절 전이
가 동반되었으며 근치적 절제후 정중 생존기간은 13.6개월

7

송기원 외 : 단일 센터에서 시행한 간문부담관암의 수술적 절제후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대한 분석
12. Lee SG, Min PC, Kim MH, et al. Central hepatectomy for Bismuth

30. Todoroki T, Kamamoto T, Koike N, et al. Radical resection of

type I and II hilar bile duct cancer. Korean J Gastroenterol
1995;27:573-80
13. Hwang S, Ha TY, Kim JS, et al. Isolated caudate lobectomy with
bile duct resection performed in a patient with type IV hilar bile duct
cancer. J Korean Surg Soc 2003;64:441-6
14. Hwang S, Moon DB, Park EH, et al. S4a+S5 with caudate
lobectomy (S1) resection as a parenchyma-preserving liver resection
for a patient with type IIIb hialr bile duct cancer. J Korean Surg Soc
2003;64:515-20.
15. Pichlmayr R, Weimann A, Klempnauer J, et al. Surgical
treatment in proximal bile duct cancer: single center experience. Ann
Surg 1996;224:628-38
16. Neuhaus P, Jonas S, Bechstein W, et al. Extended resections for
hilar cholagiocarcinoma. Ann Surg 1999:230:808-19.
17. Nimura Y, Kamiya J, Kondo S, et al. Aggressive preoperative
management and extended surgery for hilar cholangiocarcinoma:
Nagoya experience. J Hepatobiliary Pancreat Surg 2000;7:155-62.
18. Lee SG, Lee YJ, Park KM, Hwang S, Min PC. One hundred and
eleven liver resections for hilar duct cancer. J Hepatobiliary Pancreat
Surg 2000;7:135-41.
19. Jarnagin WR, Fong Y, DeMatteo RP, et al. Staging, respectability,
and outcome in 225 patients with hilar cholangiocarcinoma. Ann Surg
2001;234:507-19.
20. Seyama Y, Kibota K, Sano K, et al. Long-term outcome of
extended hemihepatectomy for hilar bile duct cancer with no mortality
and high survival rate. Ann Surg;238:73-83.
21. Han SS, Kim SH, Jang JY, Park YC, KU Lee. Actual long-term
outcome of Klatskin’s tumor after surgical resection. Korean J HPB
Surg 2005;9:106-12.
22. Rhee TE, Kim JC, Cho CK, Kim HJ. Prognostic factors in the
surgical treatment of hilar cholangiocarcinoma. Korean J HBP Surg
2001;5:73-84.
23. Lee SG, Min PC. In carcinoma of hepatic hilus, will resection leaving
microscopically tumor- positive margins result in a reasonable
palliation J Korean Surg Soc 1995;48:524-30
24. Kondo S, Hirano S, Ambo Y, et al. Forty consecutive resections of
hilar cholangiocarcinoma with no postoperative mortality and no
positive ductal margins: Results of a prospective study. Ann Surg
2004;240:95-101
25. Neuhaus P, Jonas S, Settmacher U, et al. Surgical management of
proximal bile duct cancer: extended right lobe resection increases
respectability and radicality. Langenbecks Arch Surg 2003;388:194200.
26. Kitagawa Y, Nagino M, Kamiya J, et al. Lymph node metastasis
from hilar cholangiocarcinoma: Audit of 110 patients who underwent
regional and paraarotic node dissection. Ann Surg 2001;233:385-92.
27. Bismuth H, Nakache R, Diamond T. Management strategies in
resection for hilar cholangiocarcinoma. Ann Surg 1992;215:31-8.
28. Kayahara M, Nagakawa T, Ohta T, et al. Role of nodal
involvement and the periductal soft tissue margin in middle and distal
bile duct cancer. Ann Surg 1999;229:76-83
29. Kosque T, Yamamoto J, Shimada K, et al. Improved surgical
results for hilar cholangiocarcinoma with procedures icluding major
hepatic resection. Ann Surg 1999;230:663-71

hilar bile duct carcinoma and predictor of survival. Br J Surg
2000;87:306-13.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