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포스터 ▣

 생체부분간이식후 발생되는 거부 반응시 간정맥의 
혈류장애 1예 보고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외과학교실

정재필․이승규․이영주․박광민․황  신 
김기훈․안철수․하태용․문덕복․김건국․김연대

  생체부분간이식을 시행한 후 종종 간 효소수치와 담즙수치의 증가소견이 보이는 거부반응이 나

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간 독성물질 및 감염에 의한 간염이나 간 혈류의 장애에 의한 이상

소견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원에서는 컴퓨터 단층촬영 및 간 초음파(Hepatic

mesenteric doppler)를 내원 당시에 시행한다. 본 증례에서는 거부반응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컴퓨터

단층촬영상 간정맥이 보이지 않는 소견이 보여 간정맥촬영(Hepatic venogram)까지 실시하였기에 이

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환자는 2004년 5월 11일 두개의 간좌엽으로 생체부분간이식을 받은 41세의 남자환자로서

갑작스럽게 발병된 우상복부 동통 및 경도의 호흡곤란 및 발열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내원 당시의

간 효소수치는 234/396 IU/L이였고, 담즙수치는 1.3 mg/dl였다. 컴퓨터 단층촬영에서는 다량의 우측

흉강내 삼출액이 있었고, 간문맥 및 간동맥에는 큰 이상소견이 없었으나 간정맥은 전혀 보이지 않

는 소견을 보여 주었고, 간내 담도의 이상소견은 없었다. 하지만 간 초음파소견에서는 간정맥의

혈류속도는 느리지만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간정맥 혈류의 파형도 정상소견(Triphasic wave)을

보였다. 이에 간정맥촬영을 시행하여 간정맥혈류를 확인하였을 때 간정맥의 큰 혈관들은 압력차

없이 정상적인 혈류가 유지되고 있었다. 이에 혈중 면역억제제 농도가 낮아 발생한 거부반응의증

으로 보아 거부반응치료(Steroid recycling therapy)를 시행하였다. 환자의 우측 흉강내 삼출액은 배

액관을 삽입하여 제거하였고, 거부반응치료 후 간 효소수치와 담즙수치는 정상까지 감소하였고, 1

주 뒤 시행한 컴퓨터 단층촬영에서는 간정맥이 다시 보이는 소견이 있었고, 2주 뒤 시행한 간 초

음파상에서도 간정맥의 혈류 속도가 빨라지는 소견이 나타났다. 환자는 그 이후 특별한 문제없이

2주 째에 퇴원하였다.



▣ 포스터 ▣

 다낭성 간질환 환자에서 시행한 생체부분간이식 1예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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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례보고 2004년 2월 본원에서 다낭성 간질환으로 인한 말기간부전환자에서 생체부분 간이식을

시행한 증례를 보고하고자 한다. 환자는 37세 여자환자로 4년 전 복부팽만을 주소로 시행한 복부

초음파 검사상 다낭성 신질환 및 다낭성 간질환으로 진단되었다. 수술 당시 환자는 심한 복부팽만

으로 일상 생활의 제한을 호소하고 있었고 CT검사상 간비대와 다발성 낭종을 보이고 있었다. 수

술 직전 혈청 트랜스아미나제는 41/23 IU/ml, 혈청 빌리루빈은 1.3 mg/dl, 프로트롬빈 시간은

80%(INR 1.75)였고 MELD score는 9점으로 계산되었다. 2004년 2월 12일 확대좌엽 및 미상엽을 구

득하여 통상적인 생체 부분 간이식 수술 방법으로 이식을 했으며 기증자는 남동생으로 34세의 남

자로 수술 후 14일 만에 특별한 합병증 없이 퇴원했고 6개월간의 추적 기간동안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 이식편의 중량은 450gm으로 이식편 대 숙주 중량비는 0.91였다. 총 수술시간은 11시간10분

이었고 술 중 수혈요구량은 4 units였다. 수술 후 중환자실 재원 기간은 4일이었고 총재원 기간은

23일 이었다. 수술 후 면역억제제는 Tacrolimus의 혈중농도를 15～20 ng/ml로 유지했고 추적기간

동안 급성 거부 반응은 없었다. 수술 후 합병증으로는 술 후 1일째 복강내 출혈이 발생하여 재개

복하여 지혈했다. 환자는 다낭성 신질환을 동반하고 있었으며 술 전 혈청 크레아티닌치는 0.7

mg/dl이었고 수술 후 1주, 1개월, 3개월, 6개월째 혈청 크레아티닌치는 각각 1.2, 0.8, 0.8, 0.8 mg/dl

로 신 기능의 현저한 변화는 없었으며 수술 후 현재까지 정상적인 신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 포스터 ▣

 생체간이식 후에 발생한 Cyclosporin-induced Posterior 
Leukoencephalopathy Syndrome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외과학교실

 김동식․이승규․이영주․박광민․황  신․김기훈․안철수
 문덕복․하태용․김연대․김건국․송기원․최상태․정재필

이식 후에 필수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면역억제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Cyclosporin과 Tacrolimus는 신경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Posterior

Leukoencephalopathy Syndrome (PLES)는 간이식 후 발생할 수 있는 드문 합병증으로, 면역억제제를

변경하거나 줄이는 것으로 대부분에서는 회복되나, 일부에서는 영구적인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자들은 생체간이식 후에 Cyclosporin 사용 중 발생한 PLES을 경험하였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환자는 47세 남자로 B형 간염에 의한 간경변으로 사촌 형으로부터 우엽 700 gm을 받고

Cyclosporin, Mycophenolate Mofetil, Steroid 3중 요법의 면역억제제를 투여받고 있던 중, 술 후 4일

째 갑자기 시각장애, 두통, 지남력 상실, 폐부종 등의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당시 시행한

Brain MRI는 정상 소견을 보이고 있었고, 환자는 그 이후 4일에 거쳐 증상이 완전히 소실되었다.

술 후 11일째 다시 갑자기 의식 상태의 저하가 나타나며, 폐부종의 소견보여, 기관 삽관후 인공호

흡기 치료를 시작하였으며, 근간대성 경련과 우측 편마비, Cheyne-Stoke 호흡 등의 증세를 나타냈

다. 당시 시행한 Diffusion-Weighted MR상에서는 PLES의 특징적인 소견인 후두엽에 high signal

intensity가 관찰되었다. Cyclosporin을 Tacrolimus로 변경 후 환자는 회복 중에 있는 상태이다.



▣ 포스터 ▣

 간우엽 이식시 다수의 단간정맥 재건에 이용할 수 있는 
수혜자 복재정맥 절편을 이용한 Quilt Venopl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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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우엽의 이식시 과다한 간정맥성 충혈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요 단간정맥도 재건 대상이 된다.

그러나 다수의 단간정맥을 각각 재건하는 경우 협착이 발생할 수 있고, 이식간 절편이 자라면서

문합부 모양이 변형되어 혈류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의 큰 통합된 문합 개구부를

만드는 것이 다수의 작은 문합을 시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결과를 보일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으

로 저자들은 공여자의 복재정맥 절편을 이용하여 다수의 단간정맥 단단에 quilt patchwork를 시행

하는 새로운 정맥재건법을 개발하였고, 3개의 다른 형태로 임상적으로 적용하였다. 일직선상에 놓

인 2개의 단간정맥에 대해서는 2장의 복재정맥 절편을 종축을 따라 붙여 사발 모양의 소매를 만

들었다. 일직선상에 놓여 있지 않은 2개의 단간정맥에 대해서는 중심축을 보정하는 정맥 절편을

가운데에 대고서 가장자리에 정맥 절편을 둘러치는 형태로 만들었다. 4개의 단단정맥을 한꺼번에

복원하기 위하여 우선 가운데에 정맥절편을 대어 중심축을 보정하고 다시 가장자리에 정맥 절편

을 둘러쳐서 큰 크기의 통합 소매를 만들었다. 2～6 cm 길이의 혈관 소매들은 하대정맥에 직접

문합되었다. 이 방법은 2개월 간 4예에 대해 시행되었고, 이후 4개월의 추적기간 중 혈류장애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 Quilt Venoplasty 방법은 거의 모든 형태의 다수의 단간정맥을 재건할 때 사용

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으로 생각된다.



▣ 포스터 ▣

 성인간 생체 간이식후 급성 간동맥 혈전 및 협착증에서 
간동맥내 금속 스텐트 삽입술 적용의 증례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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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식후 간동맥 혈전증은 이식편의 소실과 환자 사망의 중요한 원인중의 하나이며 간동맥 혈

전증의 발생률은 보고에 따라 1.7～26% 정도로 알려져 있다. 본원에서 성인간 생체 간이식후 급성

간동맥 협착 및 혈전증이 있던 환자에서 간동맥내 금속스텐트 삽입술을 적용하고 성공한 사례가

있어 이에 보고하고자 한다. 환자는 54세 여자 환자로 2003년 11월 10일 본원에서 자가면역성 간

경화로 환자의 남동생으로부터 구득된 간우엽을 이용한 성인간 생체 간이식술을 시행받았으며 간

동맥은 수술현미경하에 이식편과 수혜자의 우간동맥(각각 직경 3 mm)을 Nylon 9-0로 단순봉합방

식으로 단단문합하였다. 술 후 1일째 혈액 검사상 AST/ALT가 수술직후의 188/125에서 487/359로

갑자기 증가되고 술 후 2일째 도플러초음파에서 간동맥 Resistive Index (RI)가 술 후 1일째의 0.47

에서 0.3이하로 매우 감소되고 CT및 간동맥 혈관조영술에서 간동맥 문합부 협착과 혈전증이 진행

된 소견보여 중재적 방사선과 시술인 응급 간동맥내 금속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였다. 금속스텐트

삽입술 후 시행한 도플러초음파상 간동맥 RI는 0.75로 정상 소견보였으며 혈액 간 기능 검사도 점

진적으로 회복되어 특별한 문제없이 술 후 28일째 퇴원하였다. 현재 술 후 9개월 째 추적관찰중으

로 도플러초음파, CT Scan 및 간 기능 검사상 특별한 문제없이 정상 간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결

론적으로 본 증례를 통해 저자들은 성인간 생체 간이식에서 중요한 합병증중의 하나인 간동맥 혈

전증은 우리나라와 같이 기증자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가능하다면 조기 진단과 즉각적인 간동맥재

통을 통한 이식편의구제가 응급 재이식술보다 먼저 고려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되고 비

록 제한적 경험이지만 환자 선택이 적절히 이루어진다면 간동맥 혈전 및 협착증에서 간동맥내 금

속스텐트 삽입술이 효과적인 치료선택의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포스터 ▣

 간세포 이식에 있어서 간내 생착을 증진시키기 위한
 세포 독성 약물의 사용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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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목적 특이한 간세포에 대한 손상은 이식된 간세포의 생착과 증식에 영향을 준다. 간세

포 이식시 이식된 간세포의 생착과 증식을 유발하기 위해 DNA 손상 약물인 Doxorubicin,

irinotecan 및 세포 분열을 방해하는 약물인 vincristine을 사용하여 이들 약물이 간세포 이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각각 약물에 대한 내막세포와 Kupffer cell의 손상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Doxorubicin (5 및 10mg/kg i.p), irinotecan (10 및 20mg/kg i.v) 및 vincristine (0.75 및 1mg/kg i.p)을

한 차례 주사한 뒤 탄소 미립자를 비장내 주사하여 내막 세포의 손상 및 Kupffer cell의 활성정도

를 조사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세포 독성 약물로 전처치된 Dipeptidyl peptidase IV 결핍 (DPPIV

(-)) 쥐의 비장에 collagenase를 이용하여 분리한 F344쥐의 간세포를 주사하여 이식하였다. 이식된

간세포의 생존과 증식을 평가하기 위해서 면역화학적 염색을 시행하여 DPPIV 양성인 세포를 형

태계측(morphometry)하였다.

결과 doxorubicin 전처치군에서 간세포이식후 1일, 3일, 7일째 투여 용량에 종속적 비례하여 생착

이 증가되었다. Irinotecan 및 vincristine 전처치군에서는 이들 약물이 생착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그러나 간세포 이식 후 3개월까지 진행한 실험에서 Doxorubicin 전처치군 역시 간세포의 증식을

유발하지는 못했다.

결론 Doxorubicin에 의한 간동양 내피세포 (sinusoidal endothelium)의 손상은 이식된 간세포의 생

착을 증가시키나 이식된 간세포의 증식을 유발하지 못하였다. 즉 간세포는 Doxorubicin에 대해 선

택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 포스터 ▣

 Nano 입자를 이용한 간세포구상체의 생성효율증대
1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2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응용화학공학부

3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4진단병리학교실

최동호1․곽소정2․이경근3․박훤겸3․백승삼4․김병수2․이광수3

배경 및 목적 말기 간질환의 유일한 치료법인 간이식은 공여간의 부족으로 인해서 상당히 제한

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생체간이식 및 분활간이식 등의 술기가 개발이 되어서 이러한 문제들을

상당히 많이 보조하고 있지만 아직도 간이식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환자들의 수와 공여자의 수

간의 차이를 줄이지는 못하고 있다. 간세포이식은 이러한 문제점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어서 최

근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 효율이 간이식의 성적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은 연

구단계나 임상실험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저자들은 간세포배양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

해 Nano입자를 이용하여 간세포구상체를 만들어 간세포이식을 위한 간세포구상체 생성의 효율을

높이려 하였다.

대상 및 방법 5주된 암컷 FVB 마우스를 간세포 공여자로 이용하였고 간세포는 Seglen 등의 방

법을 기초로 하여 이차에 걸친 관류방법으로 얻었다. 관류후의 분리된 간세포는 tryphan blue로 염

색하여서 90% 이상의 생존율을 확인할 수 있었다. Nano입자를 이용한 간세포구상체 형성은 Nano

입자-0.3 mg/ml, Cell number:2 ×105 cells/cc 의 조건으로 spinner flask를 이용하여 38 rpm으로 하

였다. 배양 후 6, 24, 36시간에 각각 수거하여 일반 간세포로만으로 생성한 간구상체와 비교하였

다.

결과 간구상체의 생성에 있어서 Nano입자를 이용한 간구상체가 일반 간구상체보다 짧은 배양시

간에 만들어 졌고 구상체의 크기와 구상체를 구성하는 세포수에서 Nano입자를 이용한 간구상체가

상대적으로 일반 구상체보다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

결론 Nano입자를 이용한 간구상체는 일반 간세포나 간구상체에 비해서 간세포이식이나 인공간

에 적용 시 좀 더 안정적인 세포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 포스터 ▣

 Clinical Feature and Surgical Treatment of Combined 
Hepatocellular Carcinoma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외과학교실

최상태․김기훈․이영주․박광민․황  신․안철수․문덕복
김연대, 김건국․송기원․김동식․정재필․이승규

배경 및 목적 Combined HCC and CCC은 비교적 드문 원발성 간암의 아형으로 병리학적인 소

견으로는 잘 알려져 있으나 임상적인 중요성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적다. 본 연구에서는 근치적

간절제술이 가능했던 combined HCC%)였다. 평균 연령은 52 (26～75)세였고, 남녀비는 9.5:1 (38:4)

로 남자가 많았다. 술 후 평균 추적 기간은 16.3개월였다. HBsAg은 11명(73%), anti-HCV는 1명

(6%)에서 양성을 보였고 둘다 음성인 경우는 3예(20%)였다. 수술은 우엽 5 (30%), 후구역 3 (20%),

좌엽 2 (13%), 8 아구역 1 (6%), 5+6 아구역 1 (6%), 5+6+7 아구역 1 (6%), 외측구역 1 (6%), 비

해부학적 절제 1예(6%)를 시행하였다. 암세포의 평균 크기는 7.99 (2.5～21) cm였고, 절제연의 거

리는 평균 0.9 (0.1～4.0) cm였다. 간절제 후 1, 3년 생존율은 각각 46,6%로 낮게 나왔다. 1990년 1

월부터 1998년 12월까지 5cm 이하의 pure HCC로 수술을 시행 받은 105명의 환자에서 1,3,5년 생

존율은 각각 93.83,69%였고 평균 추적 기간은 34.7개월였다(p=0.01).

결론 Combined HCC & CCC 는 대개 임상적 양상이 pure HCC 환자와 유사하나 간절제 후 예후

는 나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일부 환자에서 근치적 절제술후 장기간의 생존을 확인하였지만 대부

분 간내 재발이 흔하였다. 생존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절제면을 확보하는 적극적인 수

술적 처치와 수술 후 재발을 막기 위한 간동맥 항암 색전술 등의 보조치료가 필요하리라 생각된

다.



▣ 포스터 ▣

 간세포암 환자에서 2단계 간절제술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김인후․조용석․이동식․윤성수․김홍진

대량간절제가 예정된 환자에서 수술 후 간부전을 줄이기 위하여 수술 전 문맥색전술을 시행한

다. 하지만 PTPE를 시행한후 재개통이 되어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할 시 환자의 치료에 어

려움을 격게된다. 이에 간세포암 환자에서 일차적 개복술로 간세포암을절제하고 동시에 우측문맥

결찰을 시행하여 좌측엽의 증대를 기다린 후 우측간엽절제술을 시행한 3 Case를 경험하였기에 보

고하는 바이다.

증례 1 52세 남자환자로 B형간염이 있었으며, 총빌리루빈 3.5 ng/dl, 태아단백 혈청치는 1908

ng/ml였다. 영상검사상 8번과 5번에 결쳐 있는 경계가 불명확한 병변과 4번 분절에 약 1.5 cm 크

기의 간세포암이 관찰되어 TACE를 시행하였다. 2주 후 근치적 절제술을 계획하고 우측문맥의

PTPE를 시행하였으나 재개통으로 촤측엽의 증대소견이 보이지 않아 수술을 시행하였다. 충분한

좌측엽의 부피가 되지 않아 일단 4분절 부분절제술을 시행하고 2차 수술을 계획하고 우측문맥결

찰술을 시행하였다. 한달 뒤 추적복부 단층촬영상 좌측엽의 증대 소견이 있었으며 8번 간세포암과

담관내 종양전의 현저한 감소 소견을 보였다. 2차 수술로 우측간엽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증례 2 55세 남자환자로 B형 간염이 있었으며 총빌리루빈 0.5 ng/이, 태아단백혈청치는 59

ng/ml였다. 영상검사상 5번에 3.5 cm 크기의 간세포암이 우측문맥에 걸쳐있어고 좌측엽의 충분한

부피가 되지 않아 1차 수술로 일단 5분절 절제술을 시행하고 2차 수술을 계획하고 우측문맥 결

찰술을 시행하였다. 3개월 뒤 추적복부단층 촬영상 좌측엽의 증대 소견이 있었으며 2차 수술로 우

측간엽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증례 3 44세 남자환자로 B형 간염이 있었으며 총빌리부빈 1.34 ng/dl 태아단백형청치는 35350

ng/ml였다. 영상검사상 우엽 7번 8번에 8 cm의 종괴와 5번의 2.



▣ 포스터 ▣

 성인의 간에서 발생한 파열된 
미분화(배아) 육종: 증례보고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서울 백병원 외과학교실, ¹병리학교실

신상현․박제훈․백인욱․강윤경¹․이혁상

간에서 발생한 미분화(배아) 육종은 이전까지 악성 간엽종(malignant mesenchymoma), 미분화성

육종(undifferentiated sarcoma), 섬유점액육종(fibromyxosarcoma)등으로 불려 왔으며, 1978년 Stocker

등이 31예를 보고하면서 미분화(배아) 육종이라는 임상병리학적으로 하나의 질환으로 분류되고 확

립되었다. 미분화(배아) 육종은 중간엽에서 기원한 매우 드문 악성종양이며 주로 소아에서 발견된

다. Stocker 등은 미분화 육종은 소아기에 발생하는 간 종양 가운데 간모세포종, 혈관내피종, 간세

포암에 이어 4번째로 발생빈도가 높은 종양이라고 보고하였다. 미분화 육종은 주로 5～10세 사이

에 많이 발병하며, 간모세포종은 주로 2세 이하, 간세포암은 주로 10세 이상에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임상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이다.

보통 복부 종괴가 만져질 정도로 크기가 큰 상태에서 의료기관을 방문하게 되고, 복부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환자에서 간 기능 검사 및 혈중 알파태아단백수치는 정

상으로 측정되는 경우가 많다. 간에서 발생한 미분화 육종은 일반적으로 예후는 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리고 어떠한 치료가 가장 적절할지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태이다. 최근 연구들

에서는 완전 수술적 절제 후 화학항암치료를 시행하여 장기간 생존율의 증가를 보고하고 있다.

성인에 있어 미분화 육종은 희귀하여 보고된 증례가 많지 않으나, 소아의 미분화 육종 세포와는

달리 평활근 분화가 보고되고 있다.

저자들은 성인여자에서 미분화 육종 진단을 받고 서울 백병원에서 간절제술을 시행 받은 1예를

보고한다.



▣ 포스터 ▣

육종양 말초형 간내담관암(Sarcomatoid
Peripheral Cholangiocarcinoma)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전장용․김인규․김한준․전성은․주선형․김주섭

간에 생기는 육종양암종의 대부분은 육종양 간세포암으로 알려져 왔다. 근자들어 육종양 변화가

있는 간내담관암이 보고되고있다. 이종양을 세계계보건기구(WHO)에서 육종양 간내담관암(sarcomatous

intrahepatic cholangiocarcinoma)라 정의하였다. 말초형 간내담관암은 간내 2차분지 이후의 소담도

상피세포에서 기원하는 악성종양으로서 특이증상이 없기 때문에 조기진단이 어렵고 침습성이 강

해서 진단당시에 이미 절제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예후가 불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육종양

변화를 동반한 말초형 간내담관암은 말초형 간내담관암보다 예후가 더 불량한 것으로 되어있다.

우상복부 극심한 통증을 동반한 간좌엽의 종물로 확대간좌엽절제를 시행하였고, 육종양 말초형 간

내담관암으로 판명된 1예를 보고하고자한다.

증례 49세 남자환자는 평소에 꾸준하게 운동을 해오던 분으로 최근3달 사이에 10 kg의 체중감

소와 1달 전부터 발생한 우상복부 통증으로 내원한 CT에서 간좌엽에 종양 발견되어 본과로 전원

되었다. 간좌엽 주로 S4에 10.5 cm 크기의 전체적으로 주변 간 실질보다는 낮은 감쇄계수를 보이

나 주위에 조영증강되는 rim을 갖는 종괴가 있었으며, 횡격막 침입이 의심되었다. 수술 소견상 간

의 4구역에 종괴가 있었고 횡겨막과 강하게 유착되어 있었다. 중간정맥을 포함하여 확대간좌엽절

제술을 시행하였고, 횡격막을 8×6 cm 절제하고 goretex로 닫아주었다. 그리고 간십이지장 인대 임

파절과 16번 임파절을 곽청하였다. 면역 조직 화학 검사상 Cytokeratin(+), Vimentin (+), CK 7

(+), CK 20(-), TTF-1(-)의 양상을 보여 육종양 말초형 간내담관암으로 진단되었다. systemic

chemotherapy 시행중이며 수술 후 3개월 째 시행한 복부단층촬영상 재발로 의심되는 부위는 없었

다. 5개월 째 외래 추적 관찰중이다.



▣ 포스터 ▣

Fanconi Anemia 환자에서 발생한 구강부암과 이시적으로 
발생한 간세포암 1예

대구 파티마병원 외과 및 ¹혈액종양내과

손덕청․박종훈․신동건¹

  Fanconi anemia (FA)는 움 손상에 의한 비정상적인 반응과 연관된 상염색체 열성유전질환이다.

FA가 재생불량성 빈혈(AA)과 같은 특징적인 출생시 결함을 갖고 있으면서 골수성 백혈병, 간종

양, 두경부암, 부인과 종양등이 높은 빈도로 발생한다고 보고하며, FA는 기존의 고형암 보다 훨씬

젊은 나이에 발생이 되며 특히 간세포암의 동반이 된 경우 예후가 좋지 않기 때문에 고위험 부위

의 조기 cancer surveillence와 적극적 치료가 강조된다. 저자는 14세에 재생불량성 빈혈로 진단 받

아 cyclosporin, steroid, androgen등의 치료를 받았으며 27세에 우측 구강내 편평상피암으로 상악절

제술을 받았고, 그 후 4년 뒤 간세포암이 발생하여 간절제술을 받았던 31세 남자 환자에서

cytogenic analysis로 FA로 확인한 한 증례를 보고하고자한다. 간 종괴는 추적검사상에 우연히 발견

했고, 피부 전체에 특징적인 cafe-au-lait spot을 갖고 있었고, 혈액검사는 백혈구 수는 1130/uL, Hb

8.4 mg/dl, 혈소판 13,000/uL 였고, B형 또는 C형 간염 소견은 없었다. AFP 4.8 ng/ml 이였다.

mitomycin C를 이용한 chromosomal assay를 시행하여 FA로 확인했고, 종양은 segment 5에 위치하

였고 segmentectomy를 시행했고, 수술 중과 수술 후 출혈성 경향을 보였으나 혈소판 수혈 및 신선

냉동 혈장의 반복 수혈등으로 수술 후 7일 째 지혈이 되었다. 조직검사 소견은 5×4 cm 크기의

mixed trabecular pseudoglandular type의 간세포암이었다. 수술 후 수 차례의 수혈에 의한 철 과잉증

및 폐렴 등으로 내원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수술 후 20개월로 영상 검사상 재발은 없었고 계속

외래 추적 관찰 중이다.



▣ 포스터 ▣

담낭 용종성 병변과 악성화와의 관계 고찰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전진원․예병국․전태용․심문섭

배경 및 목적 초음파나 전산화단층촬영 등 영상기법들이 발달함에 따라 일차적 또는 다른 병변

과 함께 우연하게 발견되는 담낭 용종성 병변들이 많아 졌다. 진단 후에 치료에 관해서는 아직 대

략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을 뿐 확실한 건 없다. 대략 10 mm 이상의 병변일때는 복강경담낭절제술

을 통하여 제거해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그 이하의 크기의 병변이라면

치료에 대해 한번쯤 갈등을 가지게 된다. 담낭 용종성 병변은 그 자체가 항상 악성화될 수 있고,

만약 그렇다면 불량한 예후를 가지므로 치료원칙에 대해서 좀더 세심한 접근이 요구된다. 따라서

수술을 시행한 담낭 용종성 병변과 악성화 정도를 분석하여 치료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5년 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담낭 용종성 병변으로 본원에서 담낭절제술을

시행한 150예를 대상으로 하였다. 환자의 나이, 성별, 용종 형태, 용종 최대직경, 양성과 악성용종

으로 분류하였다.

결과 양성과 악성 병변으로 나누었을때 평균나이는 양성인 경우 45.1, 악성인 경우 55.2세로 악

성병변을 가진 군이 약 10세 정도 많았고, 15 mm 이상의 병변을 보인 5명중 4명에서 악성을 보여

80%의 악성화를 보였으며, 10 mm 이상의 병변을 보인 30명에서 9명이 악성을 보여 30%의 악성

화를 보였고, 5 mm 이하 20명에서 악성화를 보인 경우는 없었으며, 5 mm에서 10 mm사이 95명중

악성화를 보인 경우는 5명으로 4.6%의 악성화 빈도를 보였다.

결론 위의 결과를 요약하면, 담낭 용종성 병변에 대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10 mm 이

상인 경우 및 5～10 mm사이의 병변이라도 환자의 나이가 50대 후반인 경우, 통증이나 체중 감소

등 악성병변을 의심케 하는 증상이 있는 경우는 적응증이 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된다.



▣ 포스터 ▣

Polysplenia Syndrome Detected in Patient with 
Intrahepatic Duct Stones: Case Report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박용회․예병국․전태용․심문섭



▣ 포스터 ▣

Polyspenia syndrome is a subgroup of diseases associated with multiple congenital anomalies, such as

polysplenia, intestinal malrotation, situs inversus, preduodenal portal vein, and cardiac malformation. The

majority of patients with polysplenia syndrome die by the age of 5 years. This high mortality rate is

mainly due to the severe cardiac anomalies. Some 5～10% of patients with polysplenia syndrome have

a normal heart or only minor cardiac defects, reach adulthood without symptoms, and are only

incidentally discovered.

A 41-year-old female with a 1-month history of right upper quadrant pain was found to have

abnormalities in the abdomen on the computed tomography (CT). Abdominal CT scan showed

intrahepatic duct stones with polysplenia and preduodenal portal vein. (Operative Findings and

Procedure) The portal vein was seen running anteriorly across the first part of the duodenum. It then

passed upwardly, right to the common bile duct, and bifurcated into left and right portal branches in

the portal hepatis. Both the common bile duct and the right hepatic artery were identified left to the

portal vein. And the left hepatic artery was originated from left gastric artery. Spleens are located along

the greater curvature of the stomach in the left side of the upper abdomen and two splenunculi was

found. The location and shape of stomach, liver and pancreas were normal. Left lateral segmentectomy

with cholecystectomy was performed.



▣ 포스터 ▣

간내담석증에 동반된 담관암종 1예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이주봉․예병국․전태용․심문섭

  간내담석증은 서구보다 주로 동아시아에서 많이 발생하며 담도협착, 원발성 경화성 담관염, 담

관낭 혹은 담도종양을 동반하기도 한다. 적절한 치료를 동반하지 않으면 화농성 담관염, 간농양

등이 반복하여 발생하게 되며 속발성 간경변을 초래하기도 하며 간내담관암으로 진행될 수도 있

다. 진단방법으로는 주로 담관조영술을 통하여 진단하게 되며 내시경 또는 경피적 방법(PTC:

Percutaneous transbiliary cholangiogram), 자기공명방법(MRCP: Magnetic resonance cholangiopancreato-

graphy)을 이용하여 진단하기도 한다. 술 전 간내담석증으로 진단되어 수술적 치료 후 조직검사상

담관암으로 진단된 1예가 있어 보고하는 바이다. 71세의 여자환자로 우상복부 동통을 주소로 응급

실 내원 후 우상복부 초음파와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을 통해 다발성 좌측 간내담석증으로 내과

에서 진단된 후 수술위해 전과되었다. 응급실 내원당시 이학적 검사상 황달 등 담도계 폐쇄증상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혈액학적 검사상에도 빌리루빈 수치의 증가보이지 않았으며 초음파나 복부 전

산화 단층 촬영상 담관암을 의심할만한 소견 보이지 않았다. 2004년 7월 간좌측구역절제술 시행하

였으며 술 중 간내담관확장 및 갈색을 띄는 다수의 담석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술 중 동결절편

검사상 담도암으로 판명되어 간좌엽절제술로 전환하였다. 현재 외래를 통한 추적 경과 관찰중이며

재발의 증거는 관찰되지 않고 있다. 이 증례를 통해 간내담석증의 경우 담관암종으로의 진행가능

성이 있는 만큼 적절한 조기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리라고 사료된다.



▣ 포스터 ▣

담관낭에서 발생한 육종성 특징을 보이는 
미분화암에 대한 증례 보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및
1
병리학교실

신우영․김선회․원재경1․최민규․장진영․박용현

  담관낭은 드물게 발생하는 선천적인 담도의 낭성 확장으로 담도암의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다.

치료받지 않은 담관낭의 경우 담도암의 발생률은 3～28%로 보고되고 있으며, 대다수가 분화가 좋

은 선암성 병변이고 드물게 육종이 보고되고 있다. 저자들은 Todani type Ia 담관낭에서 발견된 육

종성 특징을 보이는 미분화암을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69세 여자가 2003년 9월 심와부 동통으로 내원하여 복부 CT상 담관낭이 발견되었으나 항생제

사용 후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하였다. 추적 관찰 중 2004년 2월 심와부 동통으로 내원하여 ERCP

상 담관낭 측벽에 음영 결손이 발견되었다. 간기능 검사상 총 빌리루빈 0.8 mg/이, ALP 117 IU/L,

AST 18 IU/L, ALT 22 IU/L였고, 종양 표지자 검사상 CA 19～9 19 U/ml, CEA 3.3 ng/ml였다. 담관

낭에 합병된 담도암 의심하에 간외 담도 절제 및 간관 공장 문합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소견상 11

×5.5 cm의 담관낭 중심 부위에 1.5×1 cm 크기의 궤양성으로 함몰된 종양이 발견되었다. 조직학

적으로 미만성으로 다형성의 방추형 세포와 콜라겐 기질을 많이 함유한 섬유성 간질이 발견되어

육종으로 생각되었으나, 면역형광염색 결과상 smooth muscle actin (-), desmin (-), cytokeratin

(+), epithelial membrane antigen (+)로 미분화 선암종으로 분류되었다. 본 종양의 병리학적 소견은

medline 검색 상 1예 이외에는 보고되지 않은 드문 종양형으로 보고하는 바이다.



▣ 포스터 ▣

팽대부에서 발생한 선근종: 증례보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김종원․장진영․한성식․최민규․김선회․박용현

  선근종(adenomyoma)은 담낭엔 드물지 않으나 팽대부에 발생한 예는 극히 드물어 세계적으로 24

예가 보고되었다. 이는 비신생물성 종양유사 병변으로 평활근세포의 과증식과 함께 관 조직이나

선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소엽이 특징이다. 저자들은 최근 팽대부 선근종을 1예 치험하여 보고한

다.

증례 69세 남자로 고혈압으로 외래추적을 받던 중 혈액검사상 경미한 고빌리루빈혈증을 보였다.

USG상 원위부 총수담관의 협착과 CT상 원위부 총수담관에 종괴 음영이 보여 팽대부주위암이 의

심되었다. 입원 후 시행한 검사상 총/직접빌리루빈 1.8/0.5 mg/dL, ALP/AST/ALT/γ-GT 62/33/13/36

IU/L였고, CEA 2.3 ng/ml, CA19～9 ＜5 U/ml였다. ERCP상 원위부 총수담관의 확장과 하부의 협착

소견이 있어 원위부 총수담관암이 의심되었다. 세포병리와 병리조직검사상 염증 소견만 보였으나

방사선학적 검사상 악성질환을 배제할 수 없어 수술 시행하였다. 복수, 암파종, 직장선반은 없었

고, 림프절은 커져 있었으며, 팽대부에 만져지는 종괴는 없었다. 유문보존췌십이지장절제술을 시행

하였고 절제표본에는 팽대부의 내강을 둘러싸는 모양으로 1 cm의 단단한 종괴가 있었다. 조직검

사상 팽대부의 선근종으로 보고되었다. 이후 환자는 합병증 없이 회복하여 수술 후 11일째 퇴원하

였고 현재 별문제 없이 5개월 동안 외래추적 관찰중이다. 원위부 담도 내지 팽대부에 발생한 선근

종은 악성질환과 감별이 힘들어 췌십이지장절제술 등 광범위절제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으나, 수술

전 조직진단이 가능하다면 팽대부절제술 등 보존적 술식이 가능하여 수술 전 감별진단으로 고려

해야 한다.



▣ 포스터 ▣

담낭용종의 임상적 고찰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박평재․송태진․최상용․서성옥․김영철

  배경 및 목적 담낭용종 일부에서 악성 병변이 진단되며 담낭암의 조기 발견 및 치료의 필요성

에 따라 용종성 병변의 담낭암과의 연관성 및 위험 인자 파악이 중요하다.

대상 및 방법 1994년 1월에서 2004년 5월까지 고대안암병원 외과에서 용종성 병변으로 담낭절

제술을 시행한 환자 94예를 대상으로 연령 및 성별, 증상, 진단 방법, 병리조직학적 소견을 조사하

여 통계 분석하였다.

결과 평균 연령은 50.30±13.11세고 남자가 42명(44.68%)이였다. 증상으로는 무증상이 41 (43.6%)

예였다. 수술 전 진단 방법으로는 초음파, 내시경 담관 조영술, 전산화 단층촬영이 있었는데 초음

파는 92명에서 시행, 민감도는 71.2%였고 전산화 단층촬영은 26명에서 시행, 민감도는 57.7%였다.

병리학적으로 양성 용종은 76예로 콜레스테롤 용종이 60 (63.8%)예였으며 악성 용종은 18예로 모

두 선암이였다. 악성 용종은 1.73±0.84 cm이고 양성 용종은 0.64±0.33 cm으로 악성 용종에서 크

기가 증가하였다. 1 cm 이상 크기의 담낭 용종은 23예고 이 중 악성은 15 (65.2%)예였다. 악성 용

종을 나타낸 군에서는 평균 연령이 62.5±14.1세로 양성 용종의 47.4±11.1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결론 담낭 용종은 크기와 진단 시 연령이 위험 인자로서 작용한다. 담낭용종의 진단 연령은 평

균 50세로 50세 이후에는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용종성 병변 진단에 도움이 되며 60세 이

후에 발견된 담낭용종과 크기가 10 mm 이상의 담낭용종에서 악성화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수술적

치료를 조기에 행한다.



▣ 포스터 ▣

담낭에 전이된 자궁경부암 1예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및 ¹해부병리학교실

전장용․김인규․이해완․양대현․박혜림¹․이봉화

  자궁경부 편평세포암의 소화기계로의 전이는 매우 드물며 사후 부검에서 발견되곤 한다. 본 저

자들은 자궁경부암으로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를 계획 중이던 환자에서, 급성당낭염으로 담낭절제

술 후 확진 된 자궁경부에서 유래한 전이성 담낭암을 치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73세 여자 환자로 고열과 우상복부 동통을 주소로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내원 당시 시행한

복부 컴퓨터 단층촬영에서 담낭이 매우 distension되어 있으며 irregular GB wall thickening을 보이고

있었으며, GB wall에 multi-focal interruption이 있으며 주변에 pericholecystic fluid collection을 동반

하고 있어 perforation후 seal off state로 생각되는 소견을 보였고, Uterus endometrial cavity가

widening되어 있으며 하방 uterine cervix에 3.4 cm sized mass-like lesion이 관찰되었으며, Left

paraaortic area와 aortacaval space를 따라 multiple small lymph node가 grouping되어 있어 metastatic

lymphadenopathy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환자는 심한 흉통이 있어 시행한 심전도에서 급성

심근경색이 보여, 응급으로 PTGBD와 pigtail drainage를 시행하였다. 심근경색에서 회복된 후 자궁

경부 생검을 시행하여, 편평상피암으로 판명되었으며 병기 IIb로 담낭절제술 후 항암치료와 방사

선 치료를 계획하였다. 담낭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담낭벽은 불규칙하게 비후 되어 최고 1.3 cm

정도 되었고, 면역조직화학염색 상 PAS (+), CK 7 (-), CK 20 (-)로 자궁경부 편평세포암에서

유래한 전이성 담낭암에 부합되는 소견이었다.



▣ 포스터 ▣

의인성 담도 협착 후 발생한 간내담석증 3예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최수윤․김봉완․왕희정․김명욱

배경 간내담석증의 병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담도협착은 그 원인 중 가장 중요

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그러나 연구자에 따라 담도협착이 간내담석의 병인으로서 논란의 여지

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저자는 임상에서 경험하였던 환자들 중 간담도계 수술 후 발생한 의

인성 담도협착이 원인이 되어 간내담석이 속발하였던 증례 3예를 분석하여 보고하고자 한다.

대상 1994년 7월부터 2004년 6월까지 간내담석증으로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치료하였던 263명의

환자를 조사하였다. 그 중에 의인성 담도협착이 간내담석증의 원인이었던 3예를 대상으로 담도협

착의 유형, 담도협착 후 간내담석이 발생한 기간, 치료방법 등을 조사하였다.

결과 증례1) 57세 남자. 타병원에서 담낭염으로 복강경 담낭절제술과 이에 동반된 담도손상의

합병증으로 Roux-en-Y 간관공장문합술 시행했던 환자로 수술 후 9개월만에 간문부 담도협착의 진

단 받았다. 환자는 간헐적 황달과 담도염이 속발하여 PTBD, ERBD 등으로 치료받으며 추적하던

중 담도협착 진단 60개월만에 양엽성 간내담석증 발생하였다. 환자는 간내담석증으로 간좌엽절제

및 담관성형술, 담관소장문합술 시행하였고 현재까지 재발 담석 없이 추적 중이다. 증례2) 52세 남

자. 육안적 담도침윤을 동반한 간세포암종으로 본원에서 간우엽절제술, 간외담관절제술 및 좌간관

공장문합술 시행한 환자로 수술 4개월 후 간관공장문합부에 협착을 진단 받았다. 환자는 그 후 경

미한 황달과 담도염으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고 추적 중에 문합부위의 협착을 진단 받은지 43

개월만에 간내담석이 발생하여 경피적 담도내시경을 이용한 담석제거술 및 문합부협착 확장술을

시행하였다. 증례3) 46세 남자. 타병원에서 담낭담석 및 총수담관담석으로 담낭절제술 및 총수담관

담석제거술, T자관 삽입술을 시행하였다. 그 후 간헐적 통증과 황달로 술 후 4개월만에 간문부협

착을 진단 받았다. 환자는 술 후 15개월에 간문부협착에 대해 간관공장문합술을 시행하였으나 협

착이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였고 지속적인 황달과 간헐적 담도염으로 대증적 치료를 하던 중 담도

협착 진단 21개월만에 간내담석이 발견되었다. 이에 경피적 담도내시경을 이용한 담석제거술 및

협착부 확장술을 시행하였다.

결론 본 증례들은 담도협착이 간내담석증의 원인임을 증명하는 의의를 가질 것으로 생각되고,

또한 담도협착 후 간내담석의 발생기간이 최소 약 2년 이상이었음이 관찰되어 임상적으로 간내담

석의 재발을 평가하는 기간을 정함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포스터 ▣

담석증을 동반한 좌측담낭(Left-sided Gallbladder) 
환자에게 시행된 복강경 담낭 절제술 2예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주선형․전성은․전장용․김인규․김한준․김주섭



▣ 포스터 ▣

배경 복강경 담낭절제술은 증상이 있는 담석증 환자에게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치료법으로 인정

받고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담도계의 해부학적 이상으로 개복술로의 전환을 결정하는 것은 외

과의로서 dilemma로 생각된다. 좌측담낭은 매우 드문 해부학적 변이로, 간원인대의 좌측, 간 좌엽

의 하면에 담낭이 위치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1886년 첫 보고가 이루어 진 후 현재까지 100예 정

도가 보고되고 있다.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에서는 담석증으로 입원한 2예의 좌측 담낭

환자를 복강경 담낭절제술로 성공적으로 치험하였기에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1 환자는 57세 여자로 상복부 동통 및 불편감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수술 전 복부 초음파

및 복부 CT검사를 시행하였지만, 담낭염을 동반한 담석증 이외에는 특이한 소견은 발견하지 못하

였다. 좌측 담낭의 진단은 수술 당시 확인되었고 개복으로의 전환 없이 복강경 담낭 절제술로 성

공하였다.

증례2 환자는 45세 남자로 담석증 및 알코올성 간경변을 주소로 내원하였으며 수술 전 복부 초

음파 및 복부 CT검사를 시행하였지만, 간경변 및 담낭염을 동반한 담석증 이외에는 특이한 소견

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좌측 담낭의 진단은 역시 수술 당시 확인 되었고 개복으로의 전환없이 복

강경 담낭 절제술로 성공하였다.

결론 좌측 담낭은 매우 드문 해부학적인 변이로 인하여 수술 전 여러 방사선적 검사에도 불구

하고 대부분 진단은 수술 시 발견된다. 따라서 후향적으로 환자들의 복부 CT를 재검토했을 때 좌

측 담낭이 진단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본 예에서는 통상적인 4공법으로 담낭 절제술을 시행

하였지만, 담낭을 견인하는 port는 좀더 내측으로 위치하게 하고 우측 손의 수술 port는 정중선의

좌측, 즉 간원인대의 좌측으로 위치한다면 비교적 쉽게 수술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 포스터 ▣

췌공장문합부 협착에 의한 급성 췌장염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울산대학교병원 외과학교실

나양원․임영철․김규열․남창우․고병균․최대화․조홍래

췌공장문합부 협착에 의한 잔존 췌장의 급성 췌장염은 췌두십이지장절제수술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드문 합병증 가운데 하나다. Hanyu 등은 196예의 양성질환에 대한

췌두십이지장절제수술 후 장기 추적 중에 8건(4%)의 잔존 췌장의 급성 췌장염이 있었고 그 중 2

건이 췌공장문합부 협착에 의한 잔존 췌장의 급성 췌장염이었으며 재문합 혹은 측측 췌관공장문

합술로 치료 가능하다고 하였다. 저자는 이에 대해 췌공장문합부 성형술로써 치유한 경험이 있기

에 보고하는 바이다.

환자는 24세 여자로 10년 전 췌장의 SPEN으로 다른 병원에서 유문보존 췌두십이지장절제수술

을 시행 받았는데 4년 전부터 반복적인 급성 췌장염으로 두 차례의 입원을 포함한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그 빈도와 정도가 심해져 수술을 결정하였다. 복부 영상검사 결과 SPEN의 재발은 없었

고, 췌관의 확장이 점차 진행되어 췌관의 최대경이 1 cm 이상으로 늘어나 있었는데 원위부 췌관

의 확장은 저명하지 않았다. 개복하여 췌관공장 문합부의 공장을 절개하여 직경 1 mm 내외로 좁

아진 문합부를 관찰하고 성형술을 시행하였다. 완료된 췌관공장문합부의 직경은 1 cm 이상이었다.

환자가 호소하던 복통의 증상은 수술 직후 소실되었고 혈중 amylase/lipase는 수술 전 145/4624

IU/ml에서 수술 후 5일째 33/142 IU/ml로 정상화되었다. 수술 32개월 후 추적검사에서 환자의 증상

은 없었고 췌관은 확장되어 있지 않았으며 혈중 amylase/lipase는 정상이었다.



▣ 포스터 ▣

Neurofibromatosis Type I을 동반한 Gastrinoma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고양석․김정철․조철균․김현종

Zollinger-Ellison 증후군은 gastrin을 생산하는 gastrinoma에 의해 발생하며 이로 인해 소화성 궤양

과 설사가 반복된다. 최근 41세 여자 환자가 3년 동안의 심와부 속쓰림과 수양성 설사를 주증상으

로 검사를 시행하여 만성 십이지장 궤양을 진단 받고 내원하였다. 증상은 proton-pump inhibitor를

복용하면 감소되었고, 약물을 중단하면 다시 발생하였다. 내시경 소견상 십이지장에 다발성 궤양

이 존재하였으며, 신체검사상에는 앞가슴에 다발성의 작은 결절과 Caf-au-lait spots이, 겨드랑이에

는 주근깨가 있었다. 가족력과 피부 결절 조직 검사상 그녀는 neurofibromatosis type I도 같이 동반

되어 있었다. 혈청 fasting gastrin level은 1000 pg/mL였다. 복부 전산화 컴퓨터 촬영상 간 하부와

십이지장 loop의 사이에 3×2 cm 크기의 잘 조영되는 종양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발성 내분비 종

양과 관련성을 의심하여 갑상선, pituitary gland의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특이 소견이 존재하지는 않

았다. 최종적으로 다발성 내분비 종양과 동반되지 않은 단독의 gastrinoma 의심 하에 수술을 시행

하였다. 수술 소견상 십이지장 제 2부의 우측 측방과 간 하부에 존재하는 2.5×2 cm 크기의 섬유

성 피막이 존재하는 종양이 존재하였으며 절제하였다. Kocher maneuver를 시행하여 췌장 및 전통

적인 gastrinoma triangle을 조사하였으나 다른 종물은 존재하지 않았다. 최종 조직 검사와 면역조직

형광 염색상 gastrinoma로 확진할 수 있었고 수술 후 혈청 gastrin level도 99.1 pg/mL로 정상화 되

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증상 또한 사라졌으며 상부 내시경 검사에서도 치유된 궤양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최근 반복된 십이지장 궤양과 수양성 설사를 주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에서 gastrinoma와

neurofibromatosis type I이 함께 존재하였음을 확인하고 수술적 절제가 가능하였던 증례를 문헌 고

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 포스터 ▣

대장항문암의 간전이의 예후인자로서 hTERT, Ki-67 
그리고 p53의 의의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이태무․김영훈

배경 및 목적 대장항문암의 간전이에 있어 예후 인자로서 hTERT, Ki-67 그리고 p53의 의의를

알아보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1966에서 2003년까지 대장항문암의 간전이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환자의 무병

기간을 분석하였다. 각 환자의 임파선 전이수, 간전이 종괴수, 암태아성항원 등을 조사하였고 각

검체들을 면역조직화학 염색법을 이용하여 Ki-67, hTERT, 그리고 p53을 분석하였다.

결과 hTERT, Ki-67, 그리고 p53의 양성, 음성인 군과 환자의 무병기간과의 상관관계를 통계학적

방법으로 비교하였으나 각 군과의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결론 본 연구에 수행된 환자군의 수가 적고 무병기간 분류에 시간적 오차가 있어 우리가 얻고

자 한 결과에 부합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향후 좀더 많은 환자군에서 충분한 추적 조사 기간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