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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십이지장절제술 164예에 대한 임상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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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Baacckkggrroouunndd//AAiimmss : Pancreaticoduodenectomy( PD ) is a complicated procedure that carried a very

high postoperative mortality and mobidity until 1970s. Since early 1980, motality has been decreased

but morbidity is still high now. So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motality and morbidity as

well as survival rates after PD for valiable disease.

MMeetthhooddss : From January  1988 to January 2000, 164 patients underwent PD in the Korea Cancer Center

Hospital. Standard pancreaticoduodenectomy was performed in terms of lymph node dissection and

main method of pancreaticoenterostomy was end-to-side pancreaticojejunostomy, among which duct-

to-mucosa anastomosis comprised of about half of cases. Survival rates and the differences were esti-

mated by Kaplan-Meier method and Log-Lank test respectively, and multivariate analysis was done with

Cox Regression hazard model using SPSS program for Windows.    

RReessuullttss : Median age of all patients was 57 years with slight male predominance(54.8%). Classical

Whipple’s operation was performed in 113 cases(68.9%), and PPPD in 40 cases(24.3%), hepatopancre-

aticoduodenectomy in 10 cases(6.1%). Operative mortality was 1.8%( 3/164 ), however no additional

in-hospital death occurred. Nine patients underwent reoperation. Postoperative complication occurred

in 56 cases(34.2%). The most common complication was pneumonia(11.5%), and delayed gastric emp-

tying(7.3%), pancreatic fistula(4.8%), intra-abdominal bleeding(4.8%) in orders. No pancreatic leakage

occured in duct-to-mucosa anastomosis group. Median survival of 123 periampullary carcinoma was 25

months and better survival was shown in ampulla of Vater cancer. Factors influencing on survival for

periampullary carcinoma were origin of tumor, cellular differentiation, lymph node invasion.

CCoonncclluussiioonn : Pancreaticoduodenectomy can be performed safely in the terms of mortality. Bleeding is

the most common cause of reoperation and motality, so meticulous bleeding control is very important.

And duct-to-mucosa anastomosis is very safe method of pancreaticoenterost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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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췌십이지장절제술은 팽대부 주위암에 대한 유일

한 치료 방법으로 만성췌장염에 있어서도 합병증을

없앨 수 있는 좋은 술식이다. 췌십이지장절제술은

Kausch1 가 1912년에 세계 최초로 보고하 지만

1935년 Whipple등에 의해 3 예의 팽대부암에서 시

행된 것이 미국외과학회에서 보고된 이래 Whipple

씨 수술이라 불리운다.2∼4 Whipple등2의 초기 술식

은 황달에 따르는 과도한 출혈을 우려하여 2단계로

시행되다가 1940년대 Vit K가 소개 되면서 1단계 술

식으로 발전하 다. 1978년에는 Traverso등에 의해

유문 보전 췌십이지장절제술이 보고 되었으며,5

1940년대 개발되었으나 보편화 되지 않았던 췌위

문합술도 점차 보편화 되기 시작 하 다.6

췌십이지장절제술은 1970년대까지 팽대부 주위

악성종양에 대해 많이 시술되었으나, 술후 높은 합

병증율 및 사망률로 인하여 외과의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7∼10 주술기 환자관리 및 수술수기의

발전과 마취과학의 발전으로 술후 사망률이 현격히

저하되어 현재는 팽대부 주위암뿐만 아니라 양성종

양, 외상 및 만성 췌장염 등 그 적응증이 광범위하

다.11∼15 이에 저자들은 본원에서 췌십이지장 절제술

을 시행받은 164명을 대상으로 임상병리기록을 후

향적으로 분석하여 췌십이지장절제를 받은 환자의

수술 사망률과 이환율에 대해 분석하여 이 술식의

안정성을 평가하고, 생존률을 분석함으로써 팽대부

주위암에 대한 췌십이지장 절제술의 효과와 생존

률에 향을 미치는 인자에 대해 연구하 다.

Table 1. Demographics and operative findings of 164 Patients

Number %

Demographics

Age (yr)

Mean 56 ± 10.1 -

Median 57 -

Range 13 ∼ 73 -

Gender

Male 90 54.8

Female 74 45.2

Intraoperative factor

Operative time (hr:min)

Mean 7:06 ± 1:44 -

Median 6:50 -

Transfusion

Positive 106 64.6

negative 58 35.4

Type of resection

Classical Whipple 113 68.9

Pylorus-preserving pancreaticoduodenectomy 40 24.4

Hepatopancreaticoduodenectomy 10 6.1

Total pancreatectomy 1 0.6

Pancreaticoenterostomy

Pancreaticojejunostomy 163 100

duct-to-mucosa anastomosis 82 51

dunkin end-to-side anastomosis 81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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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및 방법
1988년 1월부터 2000년 1월까지 원자력 병원에서

여러가지 질환으로 췌십이지장절제술을 시행받은

164명의 환자의 임상병리학적 소견을 후향적으로

분석 하 다.  나이와 수술시간은 중앙값을 기준으

로 생존률과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하 다. 종양의

크기는 3cm미만, 3cm이상으로 구분하 다. 췌장루

의 정의는 Yeo등16의 보고와 같이 술후 10일째 수술

중에 설치한 배액관으로 배액되는 액의 양이 50cc

이상이면서 amylase 수치가 혈청 amylase 수치보

다 3배 이상 높은 경우나, 방사선학적으로 췌장 문

합부의 누공을 확인한 경우, 혹은 재수술로 확인된

경우로 하 다. 폐렴은 수술후 48시간이후에도 발

열이 지속되는 환자중 흉부단순촬 소견상 폐렴의

소견을 보이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 다. 지연위배

출은 수술후 10일이상 금식이었거나 수술후 식사를

시작하 다가 위팽만감이나 구토등의 증상으로 재

차 금식한 경우 또는 상부위장관단순촬 으로 확인

된 경우로 정의하 다.

통계 처리는 SPSS for Windows program을 사용

하 으며,  Kaplan-Meier method를 이용하여 생존

률을 구하고, Log-rank test를 이용하여 각 인자에

따르는 생존률 차이를 분석하 으며, Cox-regres-

sion hazard model을 사용하여 다변량 분석을 시도

하 다.

결과
1. 환자의 분포 및 수술 방법

총 164명의 환자의 평균 나이는 56.0±10.1이었고

중간값은 57세 으며, 연령 분포는 13세∼73세 이

었다. 성별은 남자가 90명으로 54.8% 고, 여자는

74명으로 45.2% 다. 수술시간은 중간값이 6시간

50분이었으며,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수혈한 경우는

106명으로 64.6% 고, 수혈하지 않은 사람은 58명

으로 35.4% 다. 

수술의 종류는 고전적췌십이지장 절제술은 113명

으로 68.9% 으며, 유문부 보전 췌십이지장절제술

이 40예로 24.4% 고, 간췌십이지장절제술은 10예

로 6.1% 으며 이중 2예는 유문부보전술을 시행하

다. 1명을 제외한 모든 환자에서 부분췌장절제술

을 시행하 고 췌장관의 재건은 췌장관 문합술이

필요했던 전예에서 단측 췌공장문합술을 시행하

으며 그중 82예에서 췌관점막문합술(duct-to-

mucosa anastomosis)을 시행하 고, 81예에서는

dunkin 방식의 단측췌공장문합술로 재건하 다.

(Table 1)

2. 질환별 분포

대상 질환중 팽대부주위암이 123명으로 75.0%

고 그중 담관암이 46예(28.0%)로 가장 많았으며, 팽

대부암이 37예(22.6%), 췌두부암이 27예(16.4%),

십이지장암이 13예(7.9%) 으며 그외 질환으로 췌

장의 IPMN(intraductal papillary mucinous neo-

plasm)과 SPEN(solid and papillary epithelial neo-

plasm)이 각각 8예, 4예있었으며, 만성 췌장염이 10

예, 담낭암과 미만성 담도암으로 간췌십이지장절제

술이 각각 6예, 4예 있었다. (Table 2)

3. 수술사망률 및 이환율

술후 출혈에 의한 재수술이 7예, 담관 공장 문합부

누출에 의한 재수술이 2예 있어서 재수술율은

5.4%( 9/164 ) 이었으며, 출혈환자중 1명은 술후 14

일째 대장간막과 공장고정부위의 출혈로 재수술후

폐렴과 ARDS로 인하여 사망하 고, 1명은 배액관

삽입부위 근육 출혈로 술후 1일째 재수술하 으나

재수술후 21일째 스트레스성 위궤양출혈로 사망하

다.또한 대장암으로 십이지장의 침습이 있어 절

제가 시행된 1예에서 수술후 췌장문합부 누출로 인

한 농양으로 패혈증이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가 1예

Table 2. Pathology of 164 pancreaticoduo-

denectomy patients

Periampullary adenocarcinoma 123

Pancreatic head 27

Ampulla of Vater 37

Bile duct 46

Duodenum 13

Others 41

Chronic pancreatitis 10

IPMN of pancreas 8

GB ca 6

Stomach ca 6

SPEN of pancreas 4

others 7



있어서 사망률은 1.8%( 3/164 )이었다.  

합병증은 164예중 56예에서 발생하여 이환율은

34.2% 다. 그중 폐렴이 19예(11.5%) 에서 발생하

는데 1예는 ARDS로 사망하 다. 지연 위장 배출

은 12예(7.3%)에서 발생하 는데 TPN과 ery-

thromycin등 보존적인 치료로 모두 치유되었다. 췌

장 문합부 누출은 8예(4.8%)에서 발생하 는데 1예

를 제외하고 모두 보존적인 치료로 치유되었으며

82예의 췌관점막문합술을 시행한 환자에서는 췌장

루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복강내 출혈은 8예

(4.8%)로 대동맥 주위, 잔존 췌장 후방, 위십이지장

동맥 가성 동맥류, 대장 간막, 배액관 삽입부등 다

양한 부위에서 발생하 다. 이중 7예에서 재수술이

행해졌으며 1예에서 사망하 다. 그외의 합병증으

로는 복강내 농양이 8예(4.8%), ,창상감염이 7예

(4.3%), 담관 문합부 누출이 5예(3.1%), chylous

ascites가 3예(1.8%),  스트레스성 위궤양출혈이 3

예(1.8%)있었으며, 무기폐가 1예(0.6%) 있었다.

(Table 3)

4. 팽대부주위암의 병리조직검사

팽대부주위암의 병리조직검사의 결과로써 종양의

크기는 췌두부암에서 3.69±1.47cm 고, 팽대부

암이 2.06±1.23cm 으며, 담관암에서 2.61±

1.43cm 고, 십이지장암에서 4.75±1.06cm 로 가

장 컸다. 종양의 분화도는 고도분화가 췌두부암에

서 10예, 팽대부암은17예,담관암은12예, 십이지장

암은 5예 으며, 중등도 분화는 췌두부암에서 15예,

팽대부암은 18예, 담관암은 30예, 십이지장암은 8

예이었으며, 저분화인 경우는 췌두부암에서 2예, 담

관암은 4예, 팽대부암은 2예이었으며 십이지장암은

없었다. 절제연에 암이 양성인 경우는 4예로 그중

췌두부암이 3예, 담관암이 1예 고 임파절양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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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athologic findings of  123  periampullary carcinoma

Pancreas(n=27) AoV(n=37) Bile duct(n=46) Duodenum(n=13)

Tumor size (cm)

Mean 3.69±1.47 2.06±1.23 2.6±1.43 4.75±1.06

Median 3 2 2.5 4.5

Tumor differentiation

Well 10(37.1%) 17(45.9%) 12(26.1%) 5(38.5%)

Moderate 15(55.5%) 18(48.6%) 30(65.2%) 8(62.5%)

Poor 2(7.4%) 2(5.4%) 4(8.7%) 0

Margin status

Negative 24(88.9%) 37(100%) 45(97.9%) 13(100%)

Positive 3(11.1%) 0 1(2.1%) 0

Node status

Negative 13(48.1%) 25(67.6%) 28(60.9%) 7(53.8%)

Positive 14(51.9%) 12(32.4%) 18(39.1%) 6(46.2%)

Table 3. Postoperative complications after 164

Pancreaticoduodenectomy 

Number %

Complication

No 108 65.8

Yes 56 34.2

Pneumonia   19 11.5

Delayed gastric emptying 12 7.3

Pancreatic fistula 8 4.8

Intra-abdominal bleeding 8 4.8

Intra-abdominal abscess 8 4.8

Wound infection 7 4.3

Bile leakage 5 3.1

Stress induced ulcer bleeding 3 1.8

Chylous ascites 3 1.8

Atelectasis 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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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50예로 췌두부암이 14예(51.8%), 팽대부암

이 12예(32.4%), 담관암이 18예(39.1%), 십이지장

암이 6예(46.1%) 다. (Table 4) 

5. 팽대부 주위암에서 췌십이지장절제술후의

생존률

췌십이지장절제술후 생존률의 중앙값은 37개월이

었고 1년, 2년, 3년, 4년, 5년생존률은 77%, 58%,

47%, 38%, 26%이었는데 이결과는 질환별로 특이성

이 없으며 병리조직검사에 주로 의존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적인 의미를 갖기위해서 팽대부

주위암을 중점적으로 조사하 다. 전체 팽대부주위

암의 생존률은 중앙값이 25개월이었고 췌두부암은

18개월, 팽대부암은 78개월, 담관암은 21개월, 십이

지장암은 19개월이었으며, 각각의 5년 생존률은 췌

두부암이 17.6%, 팽대부암이 51.8%, 담관암이

26.4%, 십이지장암이 19.4%로 팽대부암에서 좋은

예후를 보 다(p=0.0058).( Fig. 1)

6. 생존률에 향을 미치는 인자 분석

단변량 분석상 생존률에 향을 미치는 인자는 종

양의 발생부위, 임파절 전이 유무, 암세포 분화도이

었고(p=0.0058, <0.0001, <0.0001)(Fig 1,2,3) 나이,

성별, 수술의 종류, 수술시간, 수술중 및 술후 수혈

유무, 재수술여부, 종양의 크기, 절제연암세포 양성

유무, 수술후 합병증등은 생존률에 향을 미치지

않았다(Table 5). 단변량 분석을 통해서 얻어진 인

자로 Cox-regression hazard model을 이용하여 다

변량 분석을 시행 하 다 . 종양의 발생부위,  임파

절 양성 유무, 암세포 분화도가 각각 p=0.0097,

0.001, 0.0005로 독립적 예후인자로 확인되었다.

(Table 6) 

고찰
췌십이지장 절제술은 팽대부 주위암에 대한 유일

한 치료 방법이고 최근에는 팽대부 주위의 양성종

양이나 만성췌장염의 합병증을 없애기 위해서도 적

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팽대부 암에서 1899년

Halsted가 최초로 국소절제술을 시행한 바 있으며,

췌십이지장 합병절제술은1912년 독일의 Kausch에

의해 2단계 술식으로 성공적 시행된 것으로 보고되

고 있으나,1 1935년에 Whipple등이 3명의 팽대부암

환자에서 2단계로 성공적인 술식을 시행한 것을 미

국외과학회에서 보고한 이래 Whipple씨 수술이라

고도 불리우고 있다.2,3,4 1937년 Brunschwig17은 췌

두부암 환자에서 이 술식을 이용하여 성공적인 절

제를 하 으며, 1940년대에 들어 Vit K의 등장으로

1단계 술식으로 발전하 다. 그러나 1970년대까지

는 증례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사망률과 이환율

이 높아서 술후 사망률이 25%까지 보고됨에 따라

수술의 기피현상까지 있었으나,7,8,9,10 1980년대에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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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urvival curve of 123 periampullary cancer
patients

Fig. 2 Survival curve according to lymph node
invasion status

Fig. 3 Survival curve according to celluar
differentiation



어서 팽대부 주위암에 대한 경험있는 외과의들이

적극적인 외과적 치료를 행하여 수술 수기의 발달

이 이루어지고 마취의 발달, 적절한 환자의 선택 및

술 전후 환자관리의 발전으로 현재는 술후 사망률

이 많이 감소되어 5%이내로 보고되고 있다.11∼15 과

거 초창기에는 팽대부주위 악성종양만이 수술 적응

증이 되었는데, 이는 수술 사망률이 높아서 양성질

환에 대해 부적절한 외과적 치료로 생각해왔기 때

문이었으나, 1980년대 들어 사망률의 현저한 저하

로 적응증이 광범위해져 최근에는 양성 종양이나

만성 췌장염 같은 양성질환에도 적용되었다. 저자

들의 경우에도 만성 췌장염이 10예, 팽대부 선종,

췌두부 선종이 각각 1예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췌

십이지장 절제술은 본연구에서 수술시간 중간값이

6시간 50분이며 수혈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64.6%

가 되듯이 여전히 어려운 수술이다. 

예전에는 연령이 이 술식의 적응증이 되는데 중요

한 인자이었으나 최근에는 췌십이지장 절제술을 결

정하는 요소는 아니다. Sohn 등에 의하면 췌십이지

장 절제술을 시행한 40명 이상의 환자가 80살 이상

이었으며 그들은 젊은 사람에 비해 합병증, 사망률

과 생존률에 있어 크게 차이가 없음을 보여 주었

다.18 반면 Lerut등은 65세 고령에서 사망률이 증가

한다고 보고하 다.19 본연구에서 나이분포가 13∼

73세로 다양하 으며 중앙값인 53세를 기준으로 생

존률 분석결과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13세환자는

solid and papillary epithelial neoplasm (SPEN)으

로 고전적 췌십이지장 절제술을 시행받았다.

Monge등은 췌장관 문합부 누출이 복강내 감염과

출혈을 유발하여 사망률에 향을 미치는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하 고,20 Trede와 Schwall은 수술후

췌장관문합부 누출이 사망률의 원인중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고하 다.21 또한 췌장관 문합부의 누

출은 지연 위장 배출을 제외한다면 가장 흔한 합병

증이며 치명적일 수 있다.22 췌장루를 방지하기 위한

잔여췌장의 처리 방법으로 무문합 방법도 이용되기

는 하지만 주로 시행되는 방법으로는 췌공장 문합

술과 췌위장 문합술이 있다. 췌공장문합술은 가장

흔히 이용되는 방법으로서 단단문합술과 단측 문합

술의 두가지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다.단단 문합술

은 췌장의 절단부위를 공장내로 함입시켜 췌장루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단측 문합술은 췌장의

절단부위면과 공장의 단면의 크기 차이가 있는 경

우 쉽게 문합부 크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특히 췌관

점막문합술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Bartoli

등은 대규모 후향적 연구로 여러 가지 형태의 췌장

관 문합술에 대한 비교를 하 는데 기존의 단측 췌

공장 문합술에서 누출이 더 흔하게 발생하며, 단단

문합술과 췌관 점막 문합술 사이에는 차이가 없었

다고 하 다.23 췌위장 문합술은 췌장과 위후벽이

근접해 있어 기술적으로 쉽고, 문합후 췌장액이 강

산이 존재하는 위속으로 분비되어 활성화가 되지

않아 문합부에 단백질을 분해하는 작용을 안하기

때문에 췌장루 발생율을 줄일 가능성이 있으며, 단

일 공장에 문합부위의 수를 줄임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공장의 꼬임을 방지할 수 있으며, 췌장루 발생

율이 낮다고 생각되어 왔다.6,24 그러나 1995년

Johns Hopkins 대학의 Yeo 등은 췌공장문합술과

췌위장문합술에 대해 최초로 전향적 무작위 연구를

시행하 다. 이들의 결과는 두 술식에 따른 췌장루

발생율에는 차이가 없었으며 다만 질병의 종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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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Univariate analysis of prognostic fac-

ters for  periampullary carcinoma

Age p=0.3153

Gender p=0.7223

Type of resection p=0.9984

Operation time p=0.4040

Transfusion status p=0.0823

Reoperation p=0.8312

Tumor diameter p=0.1724

Postoperative complication p=0.2143

Tumor differentiation p<0.0001*

Node status p<0.0001*

Tumor site p=0.0058*

Table 6. Multivariate analysis of prognostic

factors for 123 patients

Tumor differentiation P=0.0005

Node status P=0.0010

Tumor site P=0.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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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만이 유의한 연관 인자임을 밝혔다.16 췌장루가

발생하 을 때 치료는 별도의 배액관을 삽입할 필

요없이 금식과 경정맥 수액요법, somatostatin 투여

등의 보존적 요법을 시행하면서 배액량에 따라 배

액관을 순차적으로 전진 시킴으로서 치료할 수 있

다. 그러나 이차적 합병증이 발생하 을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시행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남아

있는 췌장을 전부 절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25

본 연구에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 음에도 불구

하고 164명의 환자중 불과 8명 환자에서만 췌장루

가 발생하 다. 췌관점막문합술을 시행했던 군에서

는 췌장루가 발생하지 않아서 이술식은 췌장관 재

건에 있어 안전한 술식으로 사료된다. 췌장루가 발

생했을 경우 대부분 재수술 없이 췌장주위 설치된

배액관과 경피적 배액술로 보전적 치료가 가능하

으나, 다만 대장암으로 수술후 췌장 문합부 누출로

인한 농양 발생으로 패혈증으로 사망한 예가 1명 있

었다.

췌십이지장 절제술후 고열등 임상증세와 함께 복

강내 저류가 관찰되는 경우 복강내 농양을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농양은 8예가 있었으며 대부분 경

피적 배농술 및 항생제로 조절이 되었으나 위에서 언

급된바 있는 1예에서 췌장 문합부 누출로 인한 농양

형성으로 패혈증에 빠져 사망한 예가 있었다.

술후 출혈은 5∼13% 정도로 보고되고 있으며 발

생 시기에 따라 조기 출혈과 지연성 출혈로 나눌 수

있다.26 술후 24시간 이내에 발생하는 조기 출혈은

주로 복강내 출혈이나 문합부 출혈로 주로 수술중

발생한 기술적 결함에 의하는 경우가 많고 일반적

으로 즉각적인 수술적 치료가 요구된다. 주로 술후

5일 이후에 발생하는 지연성 출혈은 췌공장 문합부

누출 등으로 복강내 염증반응이 지속될 때 복강 및

후복막 혈관 주변의 조직 손상이나 변연부 궤양 등

에 의하여 발생하고 배액관을 통하여 출혈이 나타

나는 증상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 수술후 복강내 출

혈은 8예가 있었는데 7예는 수술후 다양한 수술부

위에서 조기에 나타났으며 1예는 가성 동맥류 출혈

이 술후 10일째 발생하 다. 이중 7명의 환자에서

재수술을 시행하 고, 그 중 한명은 술 후 14일째

공장부 고정부위 출혈로 재수술후 폐렴과 ARDS로

사망하 다. 스트레스성 위궤양 출혈은 3예가 있었

는데, 그중 1명은 술후 1일째 배액관 삽입부위 근육

부위 출혈로 재수술후 으나 재수술 21일째 스트레

스성 위궤양 출혈로 사망하 다.

지연위장배출은 수술후 10일이상 금식이었거나

수술후 식사를 시장하 다가 위팽만감이나 구토등

의 증상으로 재차 금식한 경우 또는 상부위장관단

순촬 으로 확인된 경우로 정의하 다.  조기에 발

생하는 통과장애는 주로 위십이지장 주위 반응의

저하, 문합부 누출에 의한 주위의 2차적 반응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지연성 통과 장애는

motilin에 대한 반응 저하로 인한 위 무력, 복강내

염증에 의한 2차적 반응등이 지적되고 있다.27 치료

는 비위관 삽입 및 적절한 양 공급 등을 통해 사

망율의 증가 없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cisapride,

metoclopramide, erythromycin 등이 보조적으로

투여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지연위장배출은 8예

에서 보고되었으며, 대부분 TPN과 erythromycin의

투여로 회복되었다. 

이와같이 췌십이지장 절제후 합병증은 빈번히 발

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망률의 감소에 대해 Yeo

등은 여러 가지 인자를 제시하 는데 수술전 환자

의 세심한 평가, 수술 술기의 개선, 주술기 관리의

개선(중재적 방사적 시술과 중환자 관리의 개선) 이

라고 제시하 다.22 또한 그는 해부학적 구조에 정

통하고 수술 시간을 단축하고 수술시 출혈을 감소

시키고 술후 합병증에 대한 보다 나은 예상 및 처치

를 할 수 있는 전문화된 외과의사에 의해 충분한 외

과적 경험과 조직적인 접근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

요하다 하 다. Gordon은 적은경험을 가진 병원이

많은 경험을 가진 병원보다 사망률이 6배 이상 높다

는 것을 보여주었다.28

본 연구에서는 모든 췌십이지장 절제술이 흔하게

행해지는 팽대부주위암의 생존률에 대하여 원인 인

자를 분석하 는데, 생존율에 향을 미치는 인자

는 임파선 전이 여부, 종양의 분화도, 종양의 위치

이었다. 본 연구와 비교하여 Yeo에 의하면 췌십이

지장 절제술을 시행한 팽대부 주위암의 생존률에

향을 미치는 인자는 임파선 전이 여부, 종양의

분화도, 종양의 위치, 종양의 크기, 절제연의 양성

여부,재수술여부 으며 본연구와 다소 차이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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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22 그들은 종양의 위치에서 십이지장암과 팽대

부암 모두에서 예후가 좋다 결론지었으나 본연구에

서는 팽대부암만이 예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Allema등29도 췌십이지장절제술을 시행한 176명을

대상으로 예후 인자를 보고 하 는데, 다변량 분석

에서 종양의 위치, 절제연의 양성 여부, 육안적 혈

관 침습, 수혈여부 이었으며, 각각 종양의 위치별로

재분석 하 는데 팽대부암인 경우는 수혈에 무관

하 으나, 췌두부암과 담관암은 수혈여부가 예후에

중요한 인자 다. Warren등은 5년생존율이 췌두부

암은 12.5%, 담관암은 25%, 팽대부암은 32%로 췌

두부암이 담관암이나 팽대부암보다 예후가 나쁘다

고 하 다.30 췌두부암이 다른 팽대부 주위암보다 예

후가 나쁜것은 Herter등은 해부학적 위치로 진단이

늦기 때문이라 하 고,31 Cubilla등은 임파절 전이가

췌장암에서 다른 팽대부 주위암보다 더 빠르게 전

파한다고 하 다.32 본연구에서도 췌두부암은 임파

절 양성인 경우가 51.8%로 팽대부암 32.4%, 담관암

39.1%, 십이지장암 46.2% 보다 다소 높았다. 또한

임파절 전이에 대해 Warren등31도 팽대부암, 담관

암, 십이지장암에서도 임파절 전이가 있는 경우에

는 생존률이 매우 감소하는 반면에 췌두부암은 조

기에 임파절 전이가 일어나므로 췌두부암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하 다.  Trade등33은 조기 진단으로

인한 췌장두부암에서 R0 -resection 시행시 5년 생

존률을 25%로 보고하 으며,  조기진단 수술만이

생존률을 높일수 있다고 주장하며, 팽대부 주위암

에 대해 적극적 치료를 권장하 다. 최근 췌장암에

서 예후 결정인자로 2가지가 더 제시되고 있는데 종

양의 DNA content와 술후 보조적 화학 방사선 치료

이다. DNA는 diploid tumor를 가진 환자가 aneu-

ploid tumor를 가진 환자보다 생존률이 좋다는 보

고가 있다.34∼36 또한 췌장암에서 보조적 화학방사

선요법이 생존률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으며,37

chemotherapy38나 radiation39 하나만으로도 생존률

을 증가 시킨다는 보고도 있으나 아직은 더 많은 증

거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일반적으로 십이지장암인 경우는 수술로써 충분

한 절제연을 갖고 수술하므로 팽대부 주위암에서

예후가 좋은 암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본연구

에서 십이지장암이 예후가 나쁜것은 진행된 암일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13예중 6예

(46.2%)에서 임파절 전이가 있었다며 십이지장암

의 1년 생존률은 56.2%에 불과하여, 1년 생존률이

췌장암에 비해 (60.9%) 떨어지나 5년 생존률은 십

이지장암이 19.4%로, 췌두부암(17.6%)에 비하여

높다. 이는 십이지장암이 수술당시 심해서 1년 사망

률이 높아진 결과 때문인 것이다. 또한 십이지장암

이 크기는(4.75 ± 1.47) 로 팽대부암(2.06 ±

1.23), 담관암(2.61 ± 1.43),췌두부암(3.69 ±

1.47) 보다 컸다. 예후결정 인자에 대해 Yeo등22과

Allema등29은 예후 결정인자로 암의 크기가 유의한

의의가 있었다.

요약 및 결론
1. 본 연구에서 수술 사망률은 1.8%(3/164)로서

비교적 안전한 술식으로 사료되며 양성 질환에서도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

환율은 다른 보고와 같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수술 사망률을 줄이기 위하여 술후 세심한 중

환자 관리가 요구된다.

2. 술후 합병증 중 복강내 출혈은 8예(4.8%)에서

발생하 는데 이는 재수술의 중요한 원인이고 ( 7/9

) 사망률과도 연관이 많아서( 2/3 ) 절제후 세심한

지혈이 요구 된다고 사료된다.

3. 췌장관 문합술의 방법으로 췌관점막문합술은

췌장루의 발생을 감소시키는 좋은 방법으로 사료된

다.

4. 팽대부 주위암의 예후 결정인자는 종양의 발생

부위, 세포분화도, 임파선전이 여부로 나타났으며,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약물 방사선 요법등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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