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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bolic complication after pancreatic surgery

Abstract

Because the pancreas is anatomically located in the retroperitoneal space, it is not easy to access, 

and blood flow from the main blood vessel is supplying the pancreatic perfusion, so that even if 

small blood vessels around the pancreas are not properly ligated, massive hemorrhage can occur. 

Especially, because the pancreas is an organ that secretes digestive enzymes, if the pancreatic 

fistula after surgery is generated, serious complications such as massive hemorrhage, abscess, and 

sepsis may be caused. The metabolic complications after pancreatectomy are somewhat different 

from those arising during the acute phase after surgery, and may be related to the intrinsic function 

of the pancreas. In general, the function of the pancreas can be divided into endocrine function 

controlling the body's blood sugar and exocrine function releasing important digestive enzymes. 

Thus, depending on the extent and type of pancreatectomy, secondary complications related to this 

endocrine and exocrine function loss need to be considered for quality of life of the patients. In this 

presentation, potential metabolic complications will be discussed from the following three aspects; (1) 

pancreatogenic diabetes (2) fatty liver, and (3) metabolic surgery-like effect.

Contents

췌장은 해부학적으로 후복막에 위치하고 있어서 접근이 쉽지 않고, 주요 혈관으로부터 혈류를 공급받기 때문에 췌장 

주변의 작은 혈관의 결찰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수술 중 대량 출혈을 할 수 있어 수술이 까다롭다. 특히 췌장은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 장기이므로 수술 후 췌장루[Postopertive pancreatic fistula, POPF]가 발생하는 경우 회복하는 

급성기에 대량 출혈, 농양, 패혈증 등의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안과 적절한 조치 필요하다. 

췌장절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대사관련 합병증은 수술 후 급성기에 올 수 있는 이러한 합병증과는 달리, 췌장의 고

유기능과 관련되어 만성적으로 환자에게 발생하기 때문에, 췌장수술 후 환자의 삶의 질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 일

반적으로 알려진 췌장의 기능은 우리 몸의 혈당을 조절하는 내분비 기능과, 중요한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외분비 기

능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췌장절제술의 범위와 종류에 따라, 이러한 내분비 및 외분비 기능 소실과 동반된 이차

적인 합병증이 발생한다. 

(1) 당뇨 (Pancreatogenic Diabetes)

췌장 수술 후 당뇨병은 현재 2 차 또는 3 형 당뇨병 (T3cDM)의 아형으로 분류된다. 췌장전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 

항상 수술 후 당뇨병이 발생하지만, 부분적인 췌장 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수술 후 당뇨병의 발병은 기저 질환과 췌장

수술 후 잔존췌장의 양, 그리고 수술 후 추적관찰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췌장절제술 후 발생하는 당뇨병은 1형과 대

조적으로 케톤산증을 거의 유발하지 않으며, 고 혈당증이 오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보통 경미하다. 또한 T2D형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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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는 달리 췌장 절제술을받은 환자는 외인성 인슐린에 대해 매우 민감하여, 심한 저혈당 증상이 자주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췌장수술 후 추적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췌장수술 후 발생한 당뇨와 관련된 합병증의 발생률에 대

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지만 최근 환자들의 수명이 늘어가면서 일반적인 당뇨병과 마찬가지로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보고가 있어 췌장 후 당뇨병과 관련된 장기적인 합병증 예방 및 이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간 (Fatty Liver)

비 알콜 성 지방간 질환 (NAFLD)일반적으로 과도한 영양섭취와 관련이 있고, 만성 간 질환의 가장 흔한 형태로 알

려져 있다. 심한 경우, 간기능 저하를 동반한 만성 간염, 및 간경변까지 동반될 수 있어, 수술 후 환자관리 시 주의해

야 할 부분이다. 특히, 췌십이지장절제술 후 발생하는 지방간의 발생률은 8-37%로 보고되고 있으며, 췌장 절제술 

후 발생하는 지방간의 발생기전은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영양 부족과 인슐린 저항성 증가로 인하여 

발행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최근 연구를 살펴보면, 췌장절제술 후 외분비기능 저하와 관련된 영양 부족상태가 

지방간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어, 췌장절제술 후 영양상태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

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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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LP-1 and GiP: Pancreatoduodenectomy, metabolic surgery-like effect 

이 부분은 췌장절제술과 관련한 합병증이라기 보다 생리적인 변화로 흥미로울 수 있어서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아래 췌십이지장절제술의 모식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보통 임상에서 비만수술로 잘 알려져 있는 roux-en-y gastric 

bypass 술식과 매우 흡사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췌십이지장절제술을 시행하면 비만수술 후 올 수 있은 생리적인 

변화가 동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두 술식 모두 음식물이 십이지장과 근위부 소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원위부 소장과 접촉하게 되면서, 인크레틴 ( incretin, 장에서 분비되는 물질로 췌장의 내분비기능을 조절한다. 사

람에서는 2가지 팹타이드 호르몬이 인슐린분비를 조절하는 incretin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GIP[gastric 

inhibitory polypeptide] 이고 다른 하나는 GLP-1[glucagon-like peptide-1]이다 )의 분비에 영향을 주게 된다. 

실재로 췌십이지장절제술 후 수술 전과 비교하여 혈중 GLP-1의 상승이 보고되었으며, 다른 연구에서는 췌십이지장

절제술 후 수술 전 동반하고 있는 당뇨가 좋아진다는 보고를 볼 수 있다. 아직 초기 연구 단계이기는 하나, GLP-1이 

췌장암의 진행과 전이등을 억제 할 수 있다는 실험결과도 있어, 췌장암 치료에 적용 가능여부에 향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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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췌장수술의 경험과 수술방법, 그리고 수술 후 관리 및 치료법의 발전으로, 수술 후 많은 합병증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대증치료가 가능하여, 비교적 안전한 표준 술식으로 자리 잡았다. 그 결과, 췌장수술 후 추적관찰 하

는 환자들이 많아 졌으며, 췌장외과 의사들은 이제 더 나아가 췌장수술 후 췌장 기능저하를 동반한 만성적인 합병증

을 이해하고, 췌장절제술이 초래하는 생리적 변화를 고찰하여, 췌장절제술을 받은 환자의 삶의 질을 고려한 환자 관

리뿐 아니라 보다 더 효과적이고 안전한 수술을 연구해야 하는 사명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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