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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배경:  소아 간문맥항진증에서 내시경적 식도정맥출혈
의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개복을 통한 수술적 치
료보다는 비수술적 치료인 Transjugular
Intrahepatic Portal Systemic Shunt (TIPS)를 고
려하여 볼 수 있다. 그러나 성인 TIPS의 경험에
비하면 소아 TIPS의 경험은 상당히 적다. 이에 소
아에서 시행한 TIPS의 경험을 보고하는 바이다. 

II. 증례:  

• 5세 여아

• 토혈

• 생후 2개월에 간외담도폐쇄로 카사이 수술

• 간 기능은 양호하게 유지

• 내시경상 식도정맥류

출혈로 진단되었으나

내시경적 치료의

위험성으로 보전적

치료만을 받고 퇴원. 

III. 그 후 다시 수 차례의 재출혈이 있어 TIPS를 시행하
기로 결정

IV. TIPSIV. TIPSIV. TIPSIV. TIPS는는는는 전신마취전신마취전신마취전신마취 하에하에하에하에 WallstentWallstentWallstentWallstent((((직경직경직경직경 8mm, 8mm, 8mm, 8mm, 길이길이길이길이
7 cm)7 cm)7 cm)7 cm)를를를를 우간정맥우간정맥우간정맥우간정맥(Right Hepatic Vein)(Right Hepatic Vein)(Right Hepatic Vein)(Right Hepatic Vein)을을을을 통하여통하여통하여통하여 주간주간주간주간
문맥문맥문맥문맥(Main Portal Vein)(Main Portal Vein)(Main Portal Vein)(Main Portal Vein)에에에에 위치한위치한위치한위치한 후후후후 풍선으로풍선으로풍선으로풍선으로 직경직경직경직경
6mm6mm6mm6mm로로로로 확장하여확장하여확장하여확장하여 완성하였으며완성하였으며완성하였으며완성하였으며 동시에동시에동시에동시에 정맥류의정맥류의정맥류의정맥류의 일부일부일부일부
를를를를 HistoacrylHistoacrylHistoacrylHistoacryl로로로로 색전하였다색전하였다색전하였다색전하였다. . . . 

V. TIPS후 내시경상 정맥류는 모두 소실되었으며 더
이상의 출혈은 없었고 간기능도 잘 유지되었다. 

식도정맥류가 소실 됨.
Doppler상

TIPS부위로 혈류 유지됨

3D Abdominal CT3D Abdominal CT3D Abdominal CT3D Abdominal CT상상상상 TIPSTIPSTIPSTIPS의의의의 PatencyPatencyPatencyPatency 가가가가 잘잘잘잘 유지됨유지됨유지됨유지됨....

VI. 1VI. 1VI. 1VI. 1차차차차 시술시술시술시술 후후후후 1111년년년년 6666개월간개월간개월간개월간 더더더더 이상의이상의이상의이상의 식도정맥류식도정맥류식도정맥류식도정맥류 출혈출혈출혈출혈
없이없이없이없이 지내다가지내다가지내다가지내다가 TIPS TIPS TIPS TIPS 부위의부위의부위의부위의 협착협착협착협착, , , , 정맥류의정맥류의정맥류의정맥류의 재발과재발과재발과재발과 출혈출혈출혈출혈, , , , 
심한심한심한심한 비기능항진증비기능항진증비기능항진증비기능항진증((((hypersplenismhypersplenismhypersplenismhypersplenism))))이이이이 있어있어있어있어 TIPSTIPSTIPSTIPS의의의의 교정교정교정교정
술술술술(revision)(revision)(revision)(revision)과과과과 비장동맥비장동맥비장동맥비장동맥 색전술을색전술을색전술을색전술을 다시다시다시다시 시행시행시행시행 받았다받았다받았다받았다....
현재현재현재현재 2222차차차차 시술시술시술시술 후후후후 6666개월로개월로개월로개월로 특별한특별한특별한특별한 합병증합병증합병증합병증 없이없이없이없이 생존하고생존하고생존하고생존하고

있다있다있다있다....

VII. VII. VII. VII. VII. VII. VII. VII. 결론결론결론결론결론결론결론결론: TIPS: TIPS: TIPS: TIPS: TIPS: TIPS: TIPS: TIPS및및및및및및및및 이와이와이와이와이와이와이와이와 동시에동시에동시에동시에동시에동시에동시에동시에 시행하는시행하는시행하는시행하는시행하는시행하는시행하는시행하는 색전술은색전술은색전술은색전술은색전술은색전술은색전술은색전술은 소소소소소소소소
아간문맥항진증에아간문맥항진증에아간문맥항진증에아간문맥항진증에아간문맥항진증에아간문맥항진증에아간문맥항진증에아간문맥항진증에 있어서있어서있어서있어서있어서있어서있어서있어서 유용한유용한유용한유용한유용한유용한유용한유용한 치료법이라고치료법이라고치료법이라고치료법이라고치료법이라고치료법이라고치료법이라고치료법이라고 생각생각생각생각생각생각생각생각
한다한다한다한다한다한다한다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