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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수술 전 간용적 측정은 수술 후 발생하는 간부전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이

다. 간용적 측정을 위한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상용화 되어있으나 고비용이면서도

제한된 컴퓨터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임상의사가 이용하는데 제한적이다. ImageJ®

는 모든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영상계측 프로그램으로서 간용적 측정 시

정확성과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해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2013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시행된 생체 간이식 수술

중 변형우엽절제술을 받은 공여자를 대상으로 후향적 연구를 시행하였으며, 수술

전 컴퓨터 단층촬영 영상이 타 의료기관에 의한 것이거나, 수술 2개월 전에 시행된

경우 및 의무기록이 불완전하여 분석에 적절치 못한 경우는 배제하였다. 수술 전 간

용적 측정은 Aquarius iNtuition®에 의해 측정되었으며 이를 ImageJ®, VoxelPlus®, 

Dr.Liver® 프로그램을 통해 재측정 하여 비교하였다.

총 30(남 22, 여 8)명의 생체 간이식 공여자가 연구에 포함되었으며 평균연령은   

28.2 (16-40)세였고 수술 전 예측 잔존 간용적은 34.5(21-46)%이었다. ImageJ®에 의

해 측정된 총 간용적은 다른 프로그램들과 매우 높은 일치도를 보였다(r=0.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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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CI 0.982-0.996, p= 0.000). 또한 ImageJ®을 이용하여 측정한 절제간은 실제 절

제된 검체와 비교하여 평균 31.4 ± 68 cm3의 용적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기존 검사

법인 Aquarius iNtuition®보다 정확하였다(F=4.402, p= 0.000). 

ImageJ®는 미국국립보건원에서 제공하는 무료 프로그램으로서 간용적 측정의 정

확도가 기존 상용 프로그램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는다. 개인 컴퓨터에 설치하여 시

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 간절제 수술을 계획하는 임상의사에

게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중심 단어: 간용적 측정, 술후 간부전, Imag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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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과거 간절제는 출혈, 담즙 누출 혹은 협착, 수술 후 간기능 부전 등의 다양한 합병

증으로 사망률이 30%에 달할 정도로 매우 위험한 수술이었다.1) 그러나, 간 해부에

대한 이해, 마취 및 수술 술기의 발전, 수술 전처치와 적절한 수술 대상자의 선정으

로 간절제술 후 사망률이 근래에는 3% 이하로 감소하였다.2-6) 특히 간 기능과 수술

전 예측 잔존간 용적 측정을 기반으로 한 간절제 범위 설정은 수술 후 발생할 수 있

는 치명적인 간부전을 미연에 방지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7-11) 최근 화학요

법의 발전으로, 기존에는 수술 후 예후가 불량하여 간절제의 적응이 안되던 다발성

간 전이에 대해서도 예측 잔존간의 용적을 고려하여 여러 형태의 간절제를 시행하

는 추세이며, 생체 간이식의 경우 수혜자와 기증자의 안전을 위해 수술 전 간용적

측정은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12-17)

이에 환자 상태에 따른 안전한 간절제 범위를 구하기 위한 연구와 함께 간용적을

정확하면서도 쉽게 측정하기 위한 여러 소프트웨어들이 개발되어 간절제술 후 합병

증을 낮추는데 크게 이바지 하였다.18-23) 하지만, 이러한 소프트웨어들은 대부분이

상업 회사에서 판매되어 한정된 컴퓨터에서만 구동이 가능한 고가의 상품들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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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CT영상을 조작하는 서버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어서, 실제 수술을 시행하는 외과

의사들이 이용하기에는 시간과 공간상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 24-26)

1997년 미국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의 Rasband 등은 생

물학적 연구의 영상 결과를 분석하고 정량화 할 수 있는 ImageJ®를 개발하여 프리

웨어 형태로 온라인에 배포 하였다.27) 이 프로그램에는 사용자가 설정한 부위의 픽

셀을 면적으로 변환시키는 기능이 있어 컴퓨터 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CT) 영상에서 원하는 부위의 면적을 구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하여 2007년에 Dello 

등은 ImageJ®로 측정한 간용적이 실제 절제간의 무게와 상당히 일치함을 보고하였

지만, 당시의 ImageJ®는 각 CT 단면의 대상 면적을 측정한 후 이를 Excel을 이용하

여 계산을 해야 하는 불편함 등으로 널리 사용되지 못하였다.24, 25)

그러나, 최근 ImageJ®에 자동계산을 할 수 있는 플러그인이 추가 되어 훨씬 쉽고

빠르게 원하는 부위의 부피를 계측할 수 있게 된 바, 본 연구는 상기의 무료 영상 계

측 프로그램을 이용한 간용적 측정을 소개하고 기존 소프트웨어와 비교하여 그 임

상적 유용성을 확인하고자 수행되었다.

대상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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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환자군

2013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생체 간이식 공여를 위한 간

우엽절제술을 받은 기증자를 대상으로 의무기록과 영상 결과를 이용한 후향적 연구

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대상 환자에 대한 추가적인 처치가 없어 울산대학교병원

임상연구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동의서 면제 승인되었다(UUH 2018-10-047).

2. 자료 수집

1) 포함 및 배제 기준

해당 기간 동안 생체 간이식 공여 수술을 받은 기증자 중, 간절제술 후 추적 CT상

중간정맥 본줄기 우측을 절단면으로 한 변형우엽절제술을 받은 경우만을 분석 대상

으로 하였다. 이외 확대간우엽절제, 간실질보존우엽절제 및 우후구역절제 등은 CT

상의 예측 절단면과 실제 간절단면 사이에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모두 배제

하였다. 또한, 수술 전 CT가 타 의료기관에서 촬영되었거나, 수술 2개월 이전에 촬영

된 경우 및 수술기록지상 절제간의 무게가 명기되어 있지 않으면 제외하였다.

2) 변수 및 간용적 측정

대상자의 예측절제간은 울산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 의사에 의해 3mm 간격으로 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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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된 문맥기의 술전 CT영상에서 중간정맥을 기준으로 한 간우엽의 크기를 Aquarius 

iNtuition® (Terarecon Co., Foster City, USA)로 측정하여 기록되어 있었으며, 이를 본 연

구자(외과의사)에 의해 각각 ImageJ®, VoxelPlus® (Mevisys Co. Ltd, Daejeon, Korea), 

Dr.Liver® (Humanopia Co. Ltd, Pohang, Korea)를 이용하여 측정하여 소요 시간 및 예측

절제간의 용적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실제 절제간(actual graft)의 무게는 변형우엽

절제술 직후에 외과 의사에 의해 수술실에서 체중계를 이용하여 측정한 것을 수술기

록지 상에서 확인하여 상기 프로그램들에 의한 예측치와 비교하였다.

Aquarius iNtuition®, VoxelPlus®, Dr.Liver®는 유료 프로그램으로서 구매한 이용자

가이드에 방법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무료 프로그램인 ImageJ®

를 이용한 간용적 측정에 대해 기술하였다. ImageJ®를 NIH 홈페이지

(https://imageJ.nih.gov)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한다. 측정한 용적의 자동 계산을

위해서 measure stack을 www.optinav.info/MeasureStack.htm에서 다운로드 받아

ImageJ® 프로그램의 Plugins 폴더에 저장한다. 이후 ImageJ®을 시행한 후 검사하

고자 하는 대상자의 DICOM 파일을 끌어 프로그램 위해 올려 놓으면 측정을 시작할

수 있다. 용적 측정을 위해 Plugins 중 Measure Stack 버튼을 눌러 실행시킨 후, 각

영상 단면마다 원하는 부위 경계를 표식자를 이용하여 설정한 다음 Measure stack 

플러그인의 Measure 버튼을 누르면 용적이 자동 계산되어 표시된다(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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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1. Usage of ImageJ® as liver volumetry

3. 통계 분석

모든 분석은 MedCalc (MedCalc Software, Mariakerke, Belgium)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행되었으며, 대상군의 일반적인 특성은 기술통계량 분석을 이용하였다. 

변수의 값은 ‘평균 ± 표준편차’로 나타내었으며, 신뢰구간은 p<0.05 로 정의하였다.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설정한 범위에서 산출되는 용적의 일치도를 보기 위해 총

간용적을 측정하였고, 간분획화(segmentation)의 신뢰도를 비교하기 위해 간우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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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을 각 프로그램으로 측정하여 급내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s, 

r)를 통해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시행하였다. 급내상관계수(r)의 결과는

낮음(poor, 0.0-0.50), 중간(moderate, 0.51-0.75), 높음(good, 0.76-0.90), 아주 높음

(excellent, 0.91-1.00)으로 각각 해석하였다. 각 프로그램의 간용적 측정 시간 및 실

제절제간(actual graft)과 측정된 간우엽 용적의 평균차이는 ANOVA로 비교하였으

며, Ducan’s test로 사후분석 하였다. 또한, 실제 절제된 간과 소프트웨어에 의해 측

정된 간우엽 용적의 개별적인 계측오차는 Lin의 일치 연관계수(Lin’s concordance 

correlation coefficient,rc) 를 통해 비교하여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1. 연구 대상군 선별 과정 및 분석

2013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56명의 생체 간이식 공여자 수술(living donor 

hepatectomy)이 시행되었다. 이 중 술전 CT가 타 의료기관 영상인 경우 3명, 수술

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촬영된 영상인 경우 9명, 변형우엽절제술(modified right

hepatectomy) 이외의 수술을 받은 13명, 수술 후 절제간의 무게를 확인 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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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이 배제되어 총 30명의 생체 간이식 공여자가 연구에 포함되었다 (Figure 2).  

Figure 2. Flow diagram showing patient enrollment

대상자는 남 22명, 여 8명이었으며, 구득된 간우엽의 무게는 평균 798 ± 134.3 g 

로서 예측잔존간을 수술 전 총간용적으로 나눈 백분율인 예측잔존간비율(Future 

Liver Remant Volume ratio, FLRV%)는 34.5 ± 4.9 % 이었다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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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s of living modified right hepatectomy donors

Variable (n=30) MEAN (SD) Range

Age, y 28.2 (8.5) 16 - 40

Male/Female, n 22/8

Body mass index, kg/m2 23.3 (2.8) 19.7 - 30.6

Total Bilirubin, mg/dL 0.7 (0.3) 0.2 - 1.7

AST, IU/L 17.3 (2.9) 10 - 24

ALT, IU/L 17.6 (8.2) 5- 30

ALP, IU/L 67.3 (18.9) 26 - 107

Gamma-GTP, IU/L 26.5 (20.2) 9 - 101

Actual graft weight, g 798 (134.3) 458 - 1026

FLRV*, % 34.5 (4.9) 21 - 46

*Future Liver Remnant Volume ratio = 100 x measured remnant liver volume/total liver volume

2. 소프트웨어에 따른 간용적 측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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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소프트웨어에 의해 측정된 총 간용적을 비교하였을 때 급내상관계수(r)는

0.992의 일치도를 보였으며 (95%CI 0.982-0.996, p=0.000), 계측된 간우엽 및 실제

절제간의 상관계수(r)은 0.963 (95%CI 0.919~0.983, p= 0.000)이었다(Table 2A, 

Figure 3). 측정된 간우엽간과 실제절제간의 부피차이(Rt. Volume differences)는

Aquarius iNtuition®이 105.5±109.1 cm3 (F 4.402, p =0.06)가 다른 프로그램들에 비

해 유의한 통게적 차이를 보였으며, 간용적 측정시간은 각각 VoxelPlus®이 28.2 ± 

4.1분, ImageJ® 19.1 ± 3.9 분, Dr.Liver® 7.26 ± 1.9분 (F 269. 717, p = 0.000) 이었다

(Table 2B).

Table 2. Volumetric Results according to each program: (A) reliability test (B) ANOVA

(A)

Measurement ImageJ Aquarius VoxelPlus Dr.Liver Actual 

graft

r (95% CI)‡

Total liver 

volume

(cm3)

1350.2

±208.7

1375.6

± 222.1

1322.3

± 202.7

1353.6

± 220.2

0.992

(0.982-0.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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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 liver 

volume

(cm3)

829.9

±141.3

903.9

± 170.5

844.7

± 143.7

855.77

± 138.6

798.5

±134.3

0.963

(0.919-0.983)

(B)

Measurement ImageJ Aquarius VoxelPlus Dr.Liver F Duncan

Rt.Volume 

differences†

(cm3)

31.4

± 68

105.5

± 109.1

46.2

± 69.35

57.2

± 80.6

4.402§ Aquarius  

>others

Measurement 

time

(min)§

19.1

± 3.9

28.2

± 4.1

7.26

± 1.9

269.71

7¶

VoxelPlus 

>ImageJ 

>Dr.Liver

†Rt. Volume differences = measured right liver volume - actual graft volume 

‡ p = 0.000, § p = 0.06, ¶ p=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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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Intraclass correlation of measured total volume between ImageJ®, Aquarius 

iNtuition®, VoxelPlus® and Dr.Liver®.  r= 0.992, p = 0.000

   

   실제 절제간(actual graft)의 무게와 각 소프트웨어에 의해 측정된 변형우엽절제 용

적의 정확성은 Lin의 일치연관계수(rc)를 통해 비교하였을 때, ImageJ®의 rc 는0.8520 

(95%CI 0.7185-0.9250, p < 0.0001)로 가장 일치도가 높았으며, Aquarius iNtuition®

의 rc는 0.6007 (95% CI 0.3863 - 0.7535, p < 0.001)로 일치도가 낮았다(Figur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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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Lin’s concordance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actual graft and measured 

right liver volume by (a) ImageJ®, (b) Aquarius iNtutition®, (c) VoxelPlus® and (d) 

Dr.Liver®. rc = Lin’s concordance correlation coefficient.

고 찰

1993년 일본의 Makuuchi 등은 간에서의 Indocyanin green(ICG)의 대사능력을 기준으

로 한 안전한 간절제구역의 범위를 제안하면서, 당시 세계적인 간 절제술 후의 사망률

15%에 비해, 현저히 낮은 1.9 % 의 낮은 사망률을 보고하였다.28,29) 하지만, 개인마다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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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의 용적률에 차이가 있으며, 비해부학적 절제술이 증가함에 따라, 여러 연구자

들은 절제 구역의 범위 보다는 적절한 잔존간의 크기가 간 수술 후 합병증을 예방하

는데 중요함을 발표하였다.10,11,16,30-32) 현재는 기저 간질환이 없는 경우는 20~30%의  

예측잔존간비율(FLRV%)을 안전한 간절제의 기준을 받아 들이고 있으며, 경도의 간

경화, 담즙 정체 혹은 항암치료에 의한 간 손상이 있을 경우는 30~40% 이상의 예측

잔존간비율의 보존이 필요하다고 받아들여지고 있다.16,32,33)

간용적 측정에 관한 영상검사에 대한 연구는 이미 많이 보고 되어 있다. Xu 등은

3D 초음파를 이용한 간용적 측정의 정확성을 발표 하였으나 초음파의 검사자에 따

른 차이 및 재현성의 문제 등으로 실제 임상에서 이용되지는 않고 있으며, 대부분

CT를 이용한 술전계획 및 용적 측정(CT volumtery)을 하고 있다.18, 34, 35) 1979년에

Heymsfiled 등은 처음으로 사체의 간을 이용하여 CT로 측정한 간의 용적이 3~5%의

오차 범위 내에서 실제 용적과 일치함을 보고하였으며, 1981년 Henderson 등이 이

를 생체간에서도 확인함으로서 간 절제술에 널리 이용되기 시작했다.36,37) CT 영상기

기의 발전으로 더 세밀한 영상 측정이 가능해 졌으며, Hori 등은 2.5mm 이상의 간

격으로 촬영된 영상으로 측정한 간용적은 상대적으로 작게 측정됨을 보고 하면서,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0.625 mm 이하의 간격으로 촬영된 데이터로 형성된 3D 영

상을 이용하도록 권유하였다.38) CT Volumetry 프로그램 또한 발전하여 과거 각 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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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면마다 측정하고자 하는 부위의 경계선을 직접 그리던 수작업 형태에서 간의 CT 

신호감쇠(attenuation)를 이용한 반자동 혹은 자동용적측정 프로그램까지 등장하여

평균 39.4 ± 4.4 분의 소요시간을 반자동은 27.3 ± 4.6분, 자동프로그램은 0.57 ± 

0.06분까지 단축시켰다.22) 현재 연구에서 이용한 ImageJ®는 수작업 형태로 측정하

는 프로그램으로서 평균 19.1 ± 3.9분이 소요되어 같은 형태인 VoxelPlus® 28.2 ± 

4.1분보다는 짧았으나, 반자동화 프로그램인 Dr.Liver®의  7.26 ± 1.9분에 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F = 269.717, p=0.000) (Table 2B). 

이 연구의 기본 데이터로 사용된 Aquarius iNtuition® 등의 자동화 프로그램과

Dr.Liver®의 반자동화 프로그램은, CT 영상에서 신체부분의 신호감쇠 차이를 이용하

여 측정하기 때문에, 영상신호의 질에 따라 주변 근육이나 신장 등 비슷한 신호감쇠

를 보이는 부위까지 포함 되어 과다 측정될 이론적 위험이 있다. 이에 Lodewick 등

은 Aquarius iNtuition®을 기존의 대표적인 수작업 프로그램인 OsiriX®과 비교하였

을 때 총간용적 측정시 99.7 % (p<0.001)의 일치도를 보인다고 보고하였으며,  

Yang 등은 반자동 프로그램인 Dr.Liver®에 의한 측정치와 실제 검체와의 차이

(absolute difference, AD)가  21.0 ± 18.4 cm3 으로서 수작업 프로그램인

syngo.via® 에 의한 AD 70.5 ± 52.1 cm3 보다 더 정확하다고 발표하였다 (p < 

0.001).23,26) 본 연구에서는 ImageJ®의 정확성을 분석하기 위한 첫 단계로, 소프트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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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를 이용하여 설정한 범위에서 산출되는 용적의 일치도를 분석하기 위해 각 프로

그램에 의해 측정된  총간용적을 측정하였으며, 모든 프로그램은 99.2 % (r = 0.992, 

95% CI 0.982-0.996, p = 0.000)의 일치도를 보였고, 0.8% 의 오차는 횡경막, 담낭, 

간문부 및 혈관 등의 인접 조직 경계면의 포함 정도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된

다(Table 2A).  

2010년 Niehues 등은 동물 연구를 통해 CT로 측정한 총간용적이 수술로 적출한

총간용적에 비해 약 13% 정도 과다하게 측정됨을 보고하였으며, 평균 30.91 cm3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39) 이번 연구의 두 번째 단계로, 소프트웨어에 의해

측정된 간우엽과 실제 절제된 검체의 용적의 일치도는 96.3 % (r = 0.963, 95% CI 

0.919-0.983, p= 0.000)로서 Simpson 등  (r = 0.941  , p < 0.01) 및 Dello 등 (r= 

0.95, p < 0.001)의 보고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Table 2A).17,24) 각각의 프로그

램에 의한 예측값과 실제 절제간 사이의 일치도를 Lin의 일치연관계수(rc)로 비교 하

였을 때 ImageJ®의 rc 는 0.8520 ( 95%CI 0.7285 - 0.9520)으로 가장 높았으며,  

ImageJ®와 실제 검체 사이의 차이는 평균 31.4 ± 68 cm3 으로 Niehues 등이 발표한

평균 38 cm3의 차이와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었다(Table 2B). 39) 하지만 Aquarius 

iNtuition®에 의해 측정된 간우엽은 실제 절제간과 평균 105.5 ± 109.1 cm3 으로 다

른 프로그램과 유의한 통계적 차이를 보였으며 (F = 4.402 p= 0.06), 이는 자동화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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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의 단점이라 생각할 수 있겠다. 수술 전에 시행하였던 Aquarius iNtution®를

이용한 간우엽용적의 측정은 중간정맥 우측을 기준으로 자동화 프로그램에 의해 수

술 전에 일률적으로 시행된 것이 때문에, 실제 수술을 시행하는 외과의사가 직접 절

단면을 표시하여 측정하는 수작업 혹은 반자동 프로그램에 의한 예측값과는 오차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현대 간의 외과 수술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항암 치료의 발전 등에 힘입어 간에

발생하는 여러 종류의 종양에 대해 수술이 가능해지고, 간내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이해로 다양한 형태의 간절제가 시행되고 있다.40) 간 외과의는 복잡한 수술을 계획

할 때 종양학적 특성 뿐 아니라, 병변 주변의 유입 혈관과 유출 혈관 및 담도 구조를

고려하여 적절한 절제 범위를 고려하게 되기 때문에 잔존간 측정은 수술 시행하는

외과의사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이 정확하다. 그러나, 기존의 간용적 측정 프로그램

은 고가의 상업용 소프트웨어로서 제한된 컴퓨터에서만 실행되기 때문에 임상의사

로서는 시간과 공간상 접근성의 제약이 있다.25) 본 연구는 후향적 연구로서 실제 수

술 단면과 CT상의 절제 단면의 차이에 의한 오차를 최소화할 수 없었으며, 기존의

영상의학과의사에 의해 시행된 검사 결과를 외과의사에 의해 재측정하여 비교한 것

으로서 측정 기준의 일관성이 결여되는 단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mageJ®를

이용한 결과의 타 소프트웨어에 비견하는 정확성은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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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받아 시행할 수 있는 무료 프로그램으로서의 접근성과 함께, 간 외과 의사에게

적절한 간용적을 보존하는 수술을 계획하는데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

여준다. 

결 론

ImageJ®는 기존 상용화된 간용적 측정 소프트웨어와 비교하여 신뢰할 수 있는 무

료 프로그램으로서, 안전한간 절제 수술을 위한 잔존간용적 측정에 이용할 수 있다. 

언제나 인터넷을 통해 모든 종류의 컴퓨터에 설치가 가능하여 임상 의사에게 유용

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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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eoperative liver volume assessment is a critical process to avoid 

posthepatectomy liver failure after liver surgery. ImageJ® is free, open-source 

software which can be used for volumetry in personal computer. This study

aimed to compare ImageJ® to other commercial volumetry softwares in 

measuring liver volume before hepatectomy.

From September 2013 to October 2015, patients who underwent right 

hemihepatectomy for living donor were enrolled retrospectively. The resected 

specimen weights were compared with the volumes which were measured with 

Aquarius iNtuition®, VoxelPlus®, Dr.Liver® and ImageJ®, respectively

A total of 30 patients (22 men, 8 women) were analyzed. The mean age was 

28.2 years (16-40 years), and the preoperatively estimated future liver remnant 

volume ration was 34.5 %(21-46 %). The total liver volumes measured with 

ImageJ® showed good correlation with other modalities (r=0.992, 95% CI 0.982-

0.996, p= 0.000). The difference between actual resected graft and right liver 

volumes measured with ImageJ® was average 31.4cm ± 68 cm3 , and this result 

was more accurate than that measured by Aquarius iNtuition® (F=4.402, p=0.000)

The ImageJ® showed reliable liver volume estimation accuracy, when compared

with commercial CT volumetry. This open-sourced free-ware can be useful to a 

liver surgeon who do not own commercial volumetry program.

Key Words: liver volumetry, posthepatectomy liver failure, Imag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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