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대장항문학회지 제 21권 제 6호
□ 원  저 □

J Korean Soc Coloproctol Vol. 21, No. 6, 2005

419

Functional and Oncologic Outcome of Co-
loanal Anastomosis in Low Lying Rectal 
Cancer
Sang Lim W on, M.D., Ik Yong Kim, M.D., Seong Hoon 
Sung, M.D., Dae Sung Kim, M.D. 

Department of Surgery, Yonsei University Wonju College of 
Medicine, Wonju, Korea 

Purpose: Sphincter preservation is one of the main goal 
in the treatment of rectal cancer, but surgical management 
of cancer of the lower third of the rectum continues to 
evolv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oncologic 
safety and to assess the functional results of coloanal 
anastomosis following ultra low anterior resection (CAA/ 
uLAR)  in distal rectal cancer. M ethods: Thirty-six patients 
underwent coloanal anastomosis following ultralow anterior 
resection between January 2000 and February 2005. Main 
operative techniques were total mesorectal excision with 
autonomic nerve preservation. Colonic J pouch was made 
6 cm in length. All patients were followed up for fecal in-
continence and frequency of bowel movement after di-
verting ileostomy closure. All patients were evaluated for 
local or systemic recurrences. Results: The mean age of 
the patients was 58.7 (34∼82) years. The median follow-up 
period was 24.5 (6∼55) months. The types of anastomosis 
were straight anastomosis (n=25), colonic J pouch forma-
tion (n=10) and coloplasty (n=1). The twenty-nine patients 
of thirty-one patients underwent diverting ileostomy were 
performed ileostomy repair. The twenty-two patients had 
frequency after ileostomy repair. There is no statistical 
correlation of reservoir type and frequency (P=0.604). But 
the relationship between adjuvant radiation and frequency 
is statistically correlated (P=0.012). Postoperative complica-
tions were anastomotic leakage (n=5), but mostly radio-
logical minor leakage, transient paralytic ileus (n=2), and 

anastomotic stenosis (n=1). The local recurrence rate is 
3% and systemic recurrence occurred in 5 patients (14%), 
most patients were in Astler-Coller stage C. Conclusions: 
Ultralow anterior resection and coloanal anastomosis in low 
lying rectal cancer did not seem to affect recurrence. This 
procedure has poor functional outcome in early period but 
normal continence and acceptable frequency of bowel 
movements can be obtained at 1 year after operation.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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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Distal rectal cancer, Coloanal anastomosis, Func-
tional results

저위 직장암, 대장항문문합술, 기능적 결과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서      론

  저위직장암 수술 시 안전한 절제연을 확보함과 동시

에 항문 괄약근을 보존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직장의 하방 절제연이 1 cm로도 종

양학적으로 안전하다는 문헌들이 보고되고 있다.
1

  이는, 항문 괄약근의 기능과 생리학적 지식의 발전

으로, 초저위전방절제술 후 대장 항문 문합술이, 기존

의 고식적인 수술인 복회음 절제술에 비해, 국소재발

률의 차이가 없고 합병증과 장기무병 생존기간도 차

이가 없다고 보고된 것에 기인한다. 또한 측부 절제연

의 확보, 총직장간막 절제술을 통한 술식의 발전으로, 

항문관 직상방에 놓여있는 최저위부 직장암까지도 괄

약근 보존에 대한 술식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기능적 측면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지

저위직장암에서 초저위전방절제술 후 배변기능과 종양학적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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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여, 저장낭에 대한 개념이 도입되었고, 이와 관

련된 여러 연구들이 최근 들어 보고되고 있지만, 전향

적인 연구의 수가 많지 않고, 형태에 따른 기능의 차이

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다 

  또한, 수술 전, 후 방사선 조사가 술 후 배변기능에

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정상 조직에 

대한 방사선의 향이 시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축적

되어, 이로 인해 항문-직장의 배변기능에 심각한 향

을 준다고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저위직장암 환자에 있어서, 초

저위전방절제술 및 대장항문문합술 후 배변의 기능과 

초기 종양학적 안전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방      법

    1) 연구 대상 

  2000년 1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연세대학교 원주의

과대학 외과학교실에서 저위 직장암으로 진단 받은 

뒤, 한 술자에 의해서 연속해서 근치적 절제를 위해, 

초저위전방절제술 및 대장항문 문합술을 시행 받은 

환자 36명을 대상으로 하 다. 수술 전 모든 환자에서 

직장수지검사와 경직장초음파를 시행하 고 가능한 

환자에서 휴식기 직장항문내압검사를 시행하여 괄약

근상태를 평가하 다.

    2) 연구 방법 

  (1) 수술적 치료: 모든 예에서 총직장간막절제와 자

율신경보존술을 원칙으로 초저위전방절제술을 시행

하 고, 대장항문문합 방법은 단단 문합술(straight a-

nastomosis)과 J형 결장낭 형성술(colonic J pouch), 그리

고 대장 성형술(Transverse coloplasty)를 시행하 다. 

문합시 환자의 좁은 골반강, 비만 등 신체적 조건에 따

라 수기 문합(handsewn)이나 자동 봉합기를 이용한 이

중 자동문합술을 시행하 다. 또한 경우에 따라 일시

적 회장루를 시행하 다. 대부분의 환자에서 술 후 7

일째에 수용성 조 제를 이용하여, 문합부의 누출여부

를 확인하 다. 회장루를 시행했던 환자에서 장루의 

복원은 술 후 11∼12주내에 복원하 다.

  (2) 방사선치료: 보조치료로 술 전 방사선치료는 복

부전산화 단층촬 이나 경직장초음파 검사상 병기가 

TME를 시행하기에는 근치적 절제가 불가능하거나 초

음파 병기로 uT4Nany 또는 T3N1 이상의 경우 선택적

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동시에 시행하 으며 또한 근

치적 수술 후 병기에 따라 림프절전이를 보이는 N1 이

상의 환자는 술 후 보조 방사선치료를 시행하 다. 3

병기 이상에서 림프관침윤과 분화가 나쁜 경우 선별

적으로 시행하 다. 방사선 치료는 직장과 골반 내의 

역 림프절을 포함하는 조사 역에 약 5.5주간에 걸

쳐 5,040 cGy를 조사한 후 조사 역을 축소하여 원발 

병소가 있었던 부위를 중심으로 540 cGy를 추가 조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다. 

  (3) 배변기능 평가방법:  술 후 모든 환자를 대상으

로 전화나 직접 외래방문시 문진하여 배변 형태와 하

루 평균 횟수를 기록하 으며 일시적 회장루를 시행

하 던 환자는 복원술 이후 배변횟수의 변화양상을 

살펴보았다. 변실금은 Kirwan classification에 의한 분

류 중 grade III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 다 또한 

절제 후 새로운 직장(neorectum) 문합 형태, 수술 전, 

후 방사선요법 보조요법을 받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분석하 다. 

  (4) 추적조사: 술 후 추적관찰은 수술 후 첫 2년간은 

3 개월마다, 2년 이후는 6개월 간격으로 추적 관찰하

고 매 방문 시 이학적검사, 혈청 종양표지자인 암태아항

원(CEA), CA 19-9, 일반혈액검사, 간기능검사, 단순흉부

방사선촬 을 시행하 고 첫 6개월과 이후, 1년마다 복

부 및 골반 전산화단층촬 , 복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

으며 필요한 경우에 대장내시경검사를 시행하 다. 

  (5) 통계분석: 대상환자의 수술 시 문합 형태, 방사

선 치료 여부, 배변 기능 중 배변 횟수와 변실금 정도

를 분석하 고, 통계는 SPSS (version 10.0 for Window, 

Chicago,IL, USA)를 사용하 고 검증은 이변량 상관계

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 다. 유의

성 분석은 P＜0.05로 하 다. 

결      과

    1) 환자의 임상적특성

  수술시 환자의 평균 연령은 58.7세(34∼82) 으며, 

남녀비는 2.3：1이었다. 종양의 평균 크기는 4.2 cm 

(1.0∼8.0)이며, 수술 전에 보조 항암방사선요법을 받

은 경우는 12예에서 있었다. 술 전 혈청 CEA는 평균 

3.75 ng/ml, 술 전 혈청 CA19-9는 평균 19.4 U/ml 다. 

원위부 절제연까지의 거리는 평균 1.7 cm (0.5∼5.0)이

고 절제 후 용적 보존을 위한 술식으로, 10예(27.8%)에

서 J형 결장낭 대장 항문 문합술을, 1예(2.8%)에서 대

장 성형술을 시행하 고, 이외 25예(69.4%)에서는 대

장항문 단단 문합하 다. 일시적 회장루를 시행 받은 

환자는 31명(86.1%)이며, 관찰기간 동안 일시적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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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 복원술을 시행 받은 환자는 29명이었다. TNM 병기

상 1기는 13예(36.1%) 2기는 10예(27.8%), 3기는 11예

(30.6%), 그리고 4기는 2예(5.6%)있었다(Table 1). 

    2) 초기 종양학적 성적

  평균 추적관찰 기간은 25 (6∼55)개월이었고, 1예는 

뇌경색으로 수술 후 사망하 고, 국소 재발은 1예(3%), 

전신 재발은 6예(17%)에서 관찰되었다. 5예는 원격전

이로 전신재발(간전이 1예, 뇌전이 2예, 간과 뇌전이 1

예, 암종증과 폐전이 1예)이 발생하 다. 간전이 1예는 

절제가능하여 간절제 후 FOLFOX 4 regimen (folinic 

acid, 5-fluoruracil, oxaliplatin) 치료 후 현재 생존하고 있

으며 뇌전이 2예는 수술 후 각각 18개월, 38개월 된 환

자에서 1예는 전이종양의 절제, 1예는 방사선치료를 시

행하 으나 사망하 으며 이시성 간과 뇌전이 1예는 

술 후 25개월 후 절제가능 한 간전이로 간절제를 시행

하 으나 이후 술 후 34개월 이시성 뇌전이로 사망하

고 기타 1예에서 폐전이와 암종증으로 인하여 사망하

다. 국소재발 1예(1/11)는 골반강내 재발로 원위부 절

제연은 10 mm 으며 TNM 병기상 III기, 림프절전이의 

N3 병기 다 그밖에 원격전이 5예(5/11)가 TNM 병기상 

III기에서 관찰되었다. IV기에서는 간절제 후 1예(1/1)에

서 다시 간전이가 관찰되었다 (Table 2).

    3) 문합 형태, 저장낭 유형(reservoir type)의 배변

기능에 대한 향 

  총 36명의 환자 중 일일 6회 이상의 잦은 배변 횟수

를 호소하는 환자는 22명(61%)이었고, 이중 대장항문 

단단 문합술을 시행 받은 경우가 16예, J형 결장낭 대

장 항문 문합술 혹은 대장 성형술을 시행한 경우가 6

예 다. 그러나 배변 횟수가 저장낭의 유형과는 통계

학적인 상관관계가 없었다(Table 3).

Table 3. Comparison of reservoir type, radiation and frequency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Straight (n=25) J Pouch/Coloplasty (n=11)

Frequency*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Total (%)
RT (%) Non RT (%) RT (%) Non RT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Yes 11 (31) 5 (14) 3  (8) 3  (8) 22  (61)

No 2  (6) 7 (19) 1  (3) 4 (11) 14  (39)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Total 13 (37) 12 (33) 4 (11) 7 (19) 36 (10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RT = preoperative or postoperative radiation. *mean daily bowel movement: ≥ 6 time/day.

Table 2. Early oncologic outcome: Recurrence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TNM stage None (%) Loco-regional (%) Systemic (%) Recurrence total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I (n=13) 13 (36) 0 0 0

II (n=10) 10 (28) 0 0 0

III (n=11)  5 (14) 1 (3) 5 (14) 6 (17)

IV (n=2)  1 (3) 0 1 (3) 1 (3)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N=36 29 (81) 1 (3) 6 (17) 7 (19)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Table 1. Patient demographics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Demographics n=36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ge (mean, year) 58.7 (range 34∼82)

Male：Female 25 (69.4%)：11 (30.6%)

Mean tumor size (cm)  4.2 (1.0∼8.0)

Distal resection margin (cm)  1.7  (0.5∼5.0)

Preoperative serum CEA (ng/ml)  3.75 (2∼19)

Preoperative serum CA19-9 (U/ml) 19.4  (0.42∼65.9)

Preoperative radiation therapy (n) 12   (33%)

Postoperative radiation therapy (n)  6   (17%)

Diverted Ileostomy (n) 31   (86.1%)

Follow up (mean, month) 24.5  (6∼55)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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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방사선 조사의 배변기능에 대한 향 

  방사선치료를 받은 환자군에서 받지 않은 군에 비

해 배변 횟수가 많아 방사선치료와 배변기능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보 으나 이중 술 

전 방사선 치료의 경우 8예, 술 후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가 6예로 술 전, 후 방사선 치료와 배변 횟수와는 

차이가 없었다(Table 4).

    5) 일시적 회장루 복원술 후 배변 기능의 변화

  대장항문문합술 후 일시적 회장루를 시행 받은 환

자는 모두 31명이었고, 이중 본 관찰기간 동안 일시적

회장루 복원술을 시행받은 환자는 29명이었다. 일시적

회장루 복원술 후 배변횟수 변화는, 술 후 1개월째에 

하루 평균 7.3±3.9회, 술 후 3개월째에는 4.8±1.1회, 

술 후 6개월째에는 5.6±1.6회, 술 후 1년째에는 4.8±

1.6회, 술 후 2년째에는 4.9±0.8회 다. 처음부터 일시

적회장루가 없던 환자는 5명이었고 이중 6회 이상의 

배변횟수를 가지는 경우는 4예 다(Table 5). 변실금의 

정도에 있어서, 복원술 6개월 후 Kirwan classification 

grade III에 해당하는 환자는 6명이었고(20.6%), 12개월 

후 grade III의 변실금을 호소하는 경우는 3예(10.3%)

다. 또한 이중에서 기성 실금(gas incontinence)이 동반

되는 경우는 1예, 액성 실금(liquid incontinence)이 발생

한 경우는 2예에서 있었다.

    6) 수술 후 합병증

  수술 후 합병증은 총 15예(42%)에서 발생하 고, 문

합부 누출이 5예로(13.8%) 가장 많았으며, 장루주위 

탈장이 2예(6%) 고, 창상감염이 2예(6%), 술 후 장폐

색이 2예(6%)이고, 문합부 협착이 1예(3%)에서 있었

다. 문합부 누출 5예 중 술 전 방사선 요법을 받은 경우

는 2예로 이들 모두 수술당시 회장루를 시행하 던 환

Table 4. Relationship of reservoir type, radiation and frequency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Frequency* Yes (n=22) No (n=14) P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nastomosis type

  Straight coloanal 16 9 P=0.604

  J pouch/coloplasty† 6 5

Radiation therapy

  Yes 14 3 P=0.012

    Pre-op radiation 8

    Post-op radiation 6

  No 8 11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mean daily bowel movement = ≥6 time/day; †J pouch = colonic J pouch formation; coloplasty = transverse coloplasty.

Table 5. Change of daily mean bowel movement with time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1 Month 3 Month 6 Month 1 Year 2 Year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Straight type (n=25) 7.6 5.5 5.7 5.2 5.0

J pouch/coloplasty (n=11) 5.0 4.5 4.7 4.5 4.8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Total 7.3 4.8 5.6 4.8 4.9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J Pouch = colonic J pouch formation; coloplasty = transeverse coloplasty.

Table 6. Postoperative complications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Complication n=15 (42%)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nastomosis site leakage 5 (13.8%)

  Major leakage 1

  Minor leakage 4

Anastomosis site stenosis 1 (3%)

Peristomal hernia 2 (6%)

Wound infection 2 (6%)

Intestinal obstruction 2 (6%)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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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다. 회장루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의 문합부누출의 

치료는 주요 누출의 1예에서는 하트만 술식으로 전환

하 고, 이외 1예에서는 수술 후 일시적 회장루를, 시

행하 고 3예에서는 모두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 다 

(Table 6).

고      찰

  저위 직장암의 수술은 직장절제술 후 항문의 괄약

근을 성공적으로 보존하면서 배변자제 기능을 얻기 

위하여는 우선 종양의 생물학적인 진행과 전파 그리

고 괄약근의 기능과 생리학적 기전의 지식이 필요하

다. 현재까지, 항문 괄약근보존 술식은 실제 원위부 직

장의 1∼2 cm 과 상방내괄약근이 변자제의 절대적 필

수 요소만은 아니라는 생리학적 기능의 초기 평가에

서 시작된다.
1,2 그러나 최근에는 직장암의 절제시 종

양의 원위부가 항문에서 매우 근접한 부위까지 위치

하여 심지어 항문관에 위치하더라도 항문의 괄약근 

보존이 가능해졌다. 기술적인 면이 극복되어야 하겠지

만 국소재발율과 생존율도 복회음절제술과 비교하여 

초저위전방절제술 등 항문보존술식이 결코 나쁘지 않

거나 어떠한 보고는 더 좋다는 연구도 있다.
2,3

  William 등3과 Pollett 등4은 직장암의 절제시 원위절

단면의 하연을 반드시 5 cm로 절제하지 않아도 종양

학적으로 안전하다는 주장을 하 다. 이후 1990년대 

접어들면서 원위부절제연를 종양의 하연에서 1 cm 이

하로 근접절제술군과 1 cm 이상으로 절제한 군간에 

종양학적인 성적이 유사하 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5
 

게다가 술 전 4∼5주 이상의 방사선 치료 후 잔존하는 

종양의 크기가 3 cm 이하의 경우에는 원위부를 1 cm 

이하로 절제하여도 성적에 차이가 없음이 나타났고 

반면 잔존종양의 크기가 5 cm 이상의 경우 근치적 절

제를 위하여서는 원위부를 최소 2.5 cm 이상으로 확보

하여야 한다고 하 다.
6
 그러나 정확한 절제연은 논란

의 여지가 있으며 아직도 많은 외과 의사들은 직장 종

양의 원위부절제연을 최소 2 cm으로 고집한다. 

  또한, 자동봉합기의 발달과 전직장절제 후 결장-항

문문합 술식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항문내괄약근이 부

분 또는 모두 소실되어도 배변자제가 가능하다는 것

이 대두되었다.
7-9

  저위전방절제술은 구적인 장루와 이와 연관된 신

체적.정신적 문제를 항문 보존을 통해 피할 수 있으나, 

배변기능의 문제 즉 소위, “전방 절제술 후 증후군(an-

terior resection syndrome)” 이라 불리는 빈변, 변을 참

지 못함, 소량의 변을 자주 봄과 변실금 등의 증가로 

인해 배변기능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10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초저위전방절제술 후 신직장 

용적을 증가시켜서, 전방 절제술 후 증후군을 피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Lazorthes 등
11과 Parc와 

Percy는
12 신직장의 저장낭의 종류로서, J형 결장낭 대

장 항문 문합술(colonic J-pouch) 에 대한 개념을 서로 

독자적으로 발표하 다. Lazorthes 등은, J형 결장낭 항

문 문합술와 이중 대장항문 단단 문합술을 비교하여, 

대장의 저장낭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배변기능의 호전

을 줄 수 있다고 하 다. 그러나, Parc와 Percy는
12 환자

의 25%에서만 배변 기능의 호전을 보 다고 하 으며, 

다른 연구들에 있어서는 21∼79%에서 이러한 어려움

을 겪었고으며 이는 5∼6 cm 의 저장낭 길이(limb)로 

기존보다 작은 낭을 만든 경우, 기능적 우위를 가질 수 

있다고 밝혀진 바 있다.
13

  몇몇 보고에서 전직장절제술 후 결장항문문합시에 

결장낭을 조성한 경우 수술후 배변 기능에서 많은 환

자들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나타내지만 그러나, 이러

한 술식을 시행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14 이런 경우에는 대장성형술을 선호한다. 대장

성형술은 1997년에 Z'graggen 등
15에 의해 처음 소개되

었고, 이 술식은 대장의 근육층을 분리시킴으로써 문

합부 상부의 대장의 연동운동을 감소시키는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Remzi 등
16은, 대장항문 단단 

문합술에 비해 대장성형술의 경우 삶의 질과 배변 기

능이 약간은 우세하다고 보고하 고, 삶의 질에 대한 

몇 가지 척도 항목에서 J형 결장낭-항문 문합술 보다 

약간 우세하다고 보고하 다. 그러나, Machado 등
17
은 

J형 결장낭-항문 문합술와 대장항문 단단 문합술의 수

술 후 배변기능에 대하여 2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기

능적 측면의 결과는 유사하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선 

배변횟수와 저장낭의 유형이 통계학적으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들의 경우 대장항문 단단 

문합술의 경우 64% (16/25), J형 결장낭 항문 문합술/

대장성형술 경우 55% (6/11)에서 초기에 하루 6회 이

상의 빈변이 있었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추후 대규모 연구에서는 통계학

적으로 의의가 있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앞서의 기술처럼 초저위 전방절제술후 결장항문문

합술 등 항문보존술이 가능할지의 판정은 종양의 해

부학적 위치와 항문괄약근의 기능에 관한 완전한 지

식이 따라야 한다. 골반CT, MRI, 경직장초음파 로 골

반 내 종양의 해부학적 위치를 알 수 있다. 기능적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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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 항문내압검사와 직장초음파는 항문괄약근의 임

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잠재적인 손상을 발견할 수 

있다. 항문의 최대휴식기압 등, 술전 항문괄약근의 기

능검사는 술 후 변실금이 문제가 되는 환자를 예측할 

수 있다.
18 또한, 수술 후 변실금의 다양한 원인 중 남

아있는 직장의 길이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아마도 

실질적인 변자제의 기왕력과 경험 있는 외과의사의 

신체검사가 술 후 장운동과 기능예측의 가장 중요한 

척도일 것이다.
19

  방사선 조사와 배변기능과의 연관성에 있어서, Ger-

vatz 등
20은 평균 28.8개월을 추적 관찰한 연구에서, 술 

전․후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요법은 J형 결장낭 항

문 문합술을 시행받은 환자에게 배변자제능력과 배변

배출능력에 좋지 않은 향을 끼치며, 또한 정상조직

에 대한 방사선의 악 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적

되므로, 항문괄약근과 신직장이 시간이 갈수록 점차 

제기능을 못하게 된다고 하 다. 최근 메이요 클리닉

의 Hassan 등
21이, 대장항문문합술을 시행받은 19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장항문문합술과 술 전 혹은 

술 후에 골반 내 방사선치료를 시행 받은 환자들의 상

당수에서, 초기에는 배변기능에 변화가 있었으나, 평

균 54개월의 장기간 추적 관찰한 결과, 배변기능의 성

적과 환자의 삶의 질에는 향을 미치지 못했다. 본 연

구에서는 방사선치료를 받은 환자군이 방사선치료를 

받지 않은 군에 비해 배변 횟수가 약간 많은 것으로 

나왔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P=0.012) 그러나, 이들에 있어서, 일시적 회장루 복원

술 이후 추적관찰기간이 평균 20개월 미만인 것을 고

려할 때, 앞으로도 배변기능의 변화가 두 군간에 계속

해서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을지는, 장기

간의 추적관찰을 통해 확인되어야겠다. 

  초저위전방절제술의 종양학적 안전성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술 후 국소재발율이 3%, 전신 재발률이 

17%로, 지금까지 발표되어온 연구
22,23
에서의 결과인 

국소재발율 6.8∼9.5%, 전신 재발률 4.5∼17.2%와 유

사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결      론

  저위직장암 수술의 초저위전방절제술 및 대장항문

문합술은 비교적 안전하고 종양학적 초기 결과가 비

교적 받아 들일만 하며, 배변 횟수와 저장낭의 유형과

는 통계학적인 상관관계가 없으나 방사선치료의 여부

에 따른 배변기능의 이상이 관찰되었다. 술 후 초기에 

발생하는 배변 기능의 문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호

전되는 양상을 보이나, 저장낭 유형과 방사선치료 효

과와 배변기능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장기간 추적 관

찰과 대규모 연구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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