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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rehensive Care of HBP Surgery Patients

━
Symposium 1. HBP and the Elderly

HPB cancer surgery in the very elderly; is it safe 
and justified?

우리나라의 인구는 2015년 5천 1백만 명으로, 2000년에 비해 1.1배로 증가하였고, 향후 15년간에는 소폭 증가에 

그쳐 2030년에 5천 2백만 명으로 정점에 이를 전망으로 특히 고령인구 비중은 2015년 13.1%로 1960년(2.9%)

에 비해 4.5배로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이 추세는 계속 증가하여 2030년에는 24.3%, 2060년에는 40.1%로 높

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비중의 세계 순위는 1960년 152위에서 2015년 51

위로 높아지고 있고 2030년 15위, 2060년에는 2위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것이며 우리나라의 기대수명 역시 

1970~1974년 62.7세로, 세계에서 98번째 수준이었으나, 2010~ 2013년에는 81.3세로 14번째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

2008년 우리나라에서의 간세포성 간암에서의 호발 연령은 50대(27.3%), 60대(27.9%), 70대(19.8%) 이지만 간

담췌 영역에서의 대표적인 질환인 담낭담도계 악성질환의 우리나라의 발생율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Fig. 1) 

 

우리나라의 인구 변화의 추이와 담낭담도계 악성질환의 발생율을 고려할 때 간담췌 영역에서의 악성 질환을 가진 고

령 환자가 증가할 것은 쉽게 예상될 것이다. 그러므로 본 란에서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간담췌 외과의 경

험을 바탕으로 전반적인 문헌 고찰을 통해 고령환자에서의 간담췌 악성질환에 대한 근치적 수술의 타당성에 살펴보

고자 한다. 

40세 미만의 간암 환자와 70세 이상의 간암 환자에 대해 근치적절제술에 대한 본원의 경험은 고연령군에서 C형과 

Non-B Non-C 감염 바이러스에 의한 경우가 많고 간기능이 좀 더  나쁘고 수술전 동반된 질환이 많고 수술후 합병

증의 빈도가 높지만 수술후 재발율과 생존율에는 차이가 없어 동반 질환과 합병증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한다면 적

극적인 절제를 권장한다. 2 

80세이상의 팽대부주위암 환자 68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수술적 절제를 시행한 군이 더 좋은 생존율(수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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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25, OS=29.3 (95%CI: 5.6-53.0) months] Vs.  비수술군 [n=43, OS=7.6 (95%CI=3.2-12.0) months; 

p<0.001])을 보였으며 특히 하부담도암의 경우에는 더 의미가 있었다.  [수술군(n=13), OS=29.3 (95%CI=8.9-

49.7); 비수술군(n=15), OS=5.7 (95%CI=4.2-7.2) months; p=0.002]. 3

고령환자에서는 동반된 질환도 많고 합병증 발생시 예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철저한 사전 준비와 합병증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하며 단순히 연령만으로 수술적 치료에 대한 제한을 하는 것 보다는 다학제적 검토를 통해 근치적 수

술적 치료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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