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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병기 및 예후인자
국립암센터

박 상 재

표 1. Hermreck에 의한 췌장암 병기


Stage I Local disease only

Stage II Invasion of surrounding tissues

Stage III Metastasis to regional lymph nodes

Stage IV General carcinoma(liver metastasis, peritoneal seeding)


췌장암의 병기

악성종양에서 병기 결정은 환자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치료법을 결정하고 예

후를 예측하는데 있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최초로 광범위하게 인용된 췌장암 병기 결정법

은 1974년 Hermreck 등의 분류 방식이며(표 1) 이는 이후 TNM 분류법인 UICC (Union Inter-

nationale Contre le Cancer; Committee of the International Union Against Cancer) 분류법의 근

간이 된다. TNM 분류를 사용하나 서로 약간의 차이가 있던 UICC 병기와 AJCC(American

Joint Committee on Cancer) 병기는 1987년 제4판에서 공통의 병기 분류법으로 통합되며 이

는 1997년 제5판에서 약간의 수정이 가해진다(표 2).

일본췌장연구회(Japanese Pancreatic Society; JPS)에서는 기존의 UICC/AJCC 분류법(이하

AJCC 분류법)에 대응하여 독자적인 병기분류법을 제안하였고 1987년 3판에 이어 1993년에

는 TNM 분류법을 이용한 JPS 4판을 발표하고 1997년 이의 영역본을 출판하였다(표 3). 이

후 AJCC 분류법과 JPS 분류법에 대해 각자의 우월성을 주장하거나 장단점을 비교하는 여러

연구가 발표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AJCC 분류법은 병기 결정 방법이 간편하나 예후의 예측

에는 정확하지 못하다고 하고 JPS 분류법은 예후 예측에는 더 정확하나 방법이 복잡하여 일

반적으로 사용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AJCC 4판이 예후 예측에 있어 가장 많이 비난 받

았던 부분은, 병기 결정에 있어 림프절 전이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어 국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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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일본췌장연구회(JPS) 췌장암 병기 제 4판

T category (7 item) : Tumor size, S(anterior pancreatic capsule), RP(retroperitoneal tissue), PV(portal

vein), A(arterial system), CH(distal bile duct), DU(duodenal wall)

- grading 0: none, 1: suspected/minimal, 2: definite/moderate, 3: marked/severe

N : N0 : no evidence of lymph node metastasis

N1 : metastasis to group 1 lymph nodes (LN #6, 8a, 8p, 12a2, 12b2, 12p2, 13, 14, 17)*

N2 : metastasis to group 2 lymph nodes (LN #9, 11, 12a1, 12b1, 12p1, 12c, 15, 16, 18)*

N3 : metastasis to group 3 lymph nodes (LN #1, 2, 3, 4, 5, 7, 10, 12h)*


*췌두부에 한함

M0
M1

No N1

T1
I

III
IVb

T2

T3 II

T4 IVa

표 2. AJCC 제5 판의 췌장암 병기

T1 Tumor limited to the pancreas 2cm or less in greatest dimension

T2 Tumor limited to the pancreas more than 2cm in greatest dimension

T3 Tumor extends directly into any of the following: duodenum, bile duct, peripancreatic tissues

T4 Tumor extends directly into any of the following: stomach, spleen, colon, adjacent large vess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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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AJCC 제6판의 췌장암 병기


T1 Tumor limited to the pancreas, 2cm or less in greatest dimension

T2 Tumor limited to the pancreas, more than 2cm in greatest dimension

T3 Tumor extends beyond the pancreas but without involvement of the celiac axis or the SMA

T4 Tumor extends the celiac axis or the SMA(unresectable primary tumor)


M0
M1

No N1

T1 Ia

IIb
IV

T2 Ib

T3 IIa

T4 III

으로 매우 진행되어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림프절 전이와 원격전이가 없

으면 II기로 결정되게 되며, 근치적 절제술이 가능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림프절에 한 개라도

암전이가 되어 있으면 III기에 해당되어 병기에 따라(특히 II기와 III기 사이에) 예후를 정확

히 예측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AJCC 5판에서 이전의 AJCC 4판과 가장 차이

나는 사항은 국소로 상당히 진행되었으나 림프절 전이와 원격전이가 없는 T4N0 환자군

(AJCC 4판에서는 T3N0)을 II기에서 IVa기로 바꾸었으며 이는 JPS 분류법의 영향을 받은 결

과이다.

2001년 AJCC 제6판(표 4)에서는 5판과 비교하여 몇 가지 변화가 있다. 5판에서 T4에 해당

되는 ‘상당히 심한 국소진행 종양’을 절제가 가능한 T3와 절제가 불가능한 T4로 나누게 된

다. T3N0의 경우 IIa기이나 T4N0의 경우는 III가 되며 근치적 절제가 가능하냐 아니냐에 상

당한 비중을 두었다. 즉 I, II기의 경우는 potentially resectable, III기는 locally advanced un-

resectable, IV는 원격전이 상태로 결정되어 병기에 따라 어느 정도 명확하게 주치료법이 결

정되게 되어 있다.

병기 결정법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병기가 완벽한 것은 물론 아니다. 새로

운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계속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현재의 병기 결정법은 전적으로 병리

학적 인자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예후인자로서 더욱 중요한 다른 인자들(예를 들어 분자생물

학적 인자, 수술과 관련된 인자 등)이 밝혀진다면 향후 이를 병기에 채택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수술 후 병기 및 예후인자 89

표 5. 췌장암 절제 후 성적 및 예후인자(국외)

저자

발표연대

(포함

연대)

병원
증례

부위
증례수

수술

사망률

1년

생존율
3년 5년

중앙생존

기간

(개월)

예후인자

Shapiro

TM

1975

(62-74)
MCS* 전체 496 21 4% 13.9

Trede

et al

1990

(72-89)

Mannhei

m
head 133 0% 25%

Geer RJ

et al

1993

(83-90)
MSK 젙체 146** 3.4% 24% 18

LN, histology, size

(2.5cm)

Baumel

H et al

1994

(82-88)

MCS*-

France
전체 787 10% 12% 12.3 L/N, tumor location

Nitechi

et al

1995

(81-91)
Mayo head 174 3% 6.8% 17.5 L/N, size (2cm)

Carmeron

et al

1995

(70-94)

Johns

hopkins
head 201 5% 57% 26% 21% 15.5

size (3cm), L/N,

DNA diploidy, R/M,

decade of resection

Ishikawa

et al
1998 Osaka head 27 39%

Pedrazzoli

S

1998

(91-94)
MCS* head 81 5% 50.6% 8.6%

7.4%

(4yr)
11

histology, size

(2cm), L/N, Tf

(>3pint)

Ozaki H

et al

2000

(83-93)

NCC-

Japan
head 30 0 31% 31.1

Sohn TA

et al

2000

(84-99)

Johns

hopkins
전체 616 2.3 63% 25% 17% 17

R/M, blood loss,

tumor size (3cm),

histology,

postoperavie

chemoradiation,

tumor location

Kedra B

et al

2001

(80-99)
Poland 전체 212 8 15% 18

tumor size,

histology, LN

Richter A

et al

2003

(72-98)

Mannhei

m
head 122** 3.6% 65% 40%

25.4

%
15.5

resection margin,

L/N

*MCS: multicenter study, **curative resection만 포함됨

췌장암의 절제 후 예후

췌장암은 근치적 절제가 되지 않고는 완치에 이를 수 없다. 절제가 시행되지 않은 환자들

은 거의 대부분 2년 내 사망하게 되고 중앙 생존 기간이 6개월 정도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근치적 절제가 가능한 환자는 췌장암으로 진단 받는 전체 환자 중 10～20% 이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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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췌장암 절제 후 성적 및 예후인자(국내)

저자
발표

연대
병원

증례

부위
증례수

수술

사망률

1년

생존율
3년 5년

중앙

생존

기간

(개월)

예후인자

이건욱

등

1989

(76-87)
서울대 전체 43 4.7% 32.4% 8.7% 9.2

병기,

종양크기,

capsule 침범,

주혈관 침범

김희덕

등

1992

(73-89)
고신대 전체 40 7.5% 35.5% 23% 14%

이상주

등

1994

(81-90)
연세대 전체 12 69.8% 51.8% 19.4

최광호

등

1999

(83-95)
고려대 전체 52

25%(1기)

8.3%(2기)

0%(3기)

이정준

등

1999

(89-97)
울산대 전체 69 0%

50.7%

(표준절제군)

5.9%

(표준절제군)

종양크기,

림프절, 병기

장진영

등

2001

(85-95)
서울대

췌두

부
67 2.9% 55.9% 18.8% 13.9% 15

CEA,

종양침범,

림프절,

수술후

보조치료,

병기

황영웅

등

2001

(91-96)
연세대 전체 31 58% 12% 14

연령(60세),

림프절, 병기

강순호

등

2003

(83-00)
인제대 전체 29 7% 66.7% 19.8% 9.9% 26.3

종양위치,

병기

절제율은 일반적으로 수술을 시도한 환자 중 절제가 가능했던 환자로 계산되지만 사실은 전

체 진단된 환자 중 절제가 가능했던 환자의 비로 하는 것이 더 맞다. 1990년 미국에서 췌장

암 신환 약 8000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절제율은 15%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이

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1960～70년대 발표된 췌장암에 대한 보고서들에서는 수술 사망률이 20～30%에 이르면서

도 절제 후 5년 생존율은 5% 미만이어서 과연 췌장암에서 Whipple 수술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정도였다. 1980년대에 들면서 수술 사망률이 급속히 낮아지게 되고 1990

년대에 발표된 여러 보고에서 수술사망률은 5% 이내였으며 100예 이상의 연속 Whipple 수

술을 시행함에 사망예가 없었다는 보고가 이어졌다(Trede et al, 1990, Carmeron JL et al,

1993). 또한 많은 수술 증례를 보유한 Johns Hopkins병원, Memorial Sloan-Kettering암센터,

Mannheim병원 등에서 앞 다투어 낮은 수술 사망률과 동시에 절제 후 5년 생존율이 2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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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라는 결과를 보고하게 된다. 일본에서는 Ozaki 등이 30명에 대하여 확대췌장절제술, 수

술중 방사선치료, 간동맥 및 문맥을 통한 항암약물치료, 전신항암치료를 병행하여 5년 생존

율 31%를 보고하였고, Ishikawa 등은 광범위 절제술 후 방사선치료 및 전신항암치료를 병행

하여 소수의 증례지만 5년 생존율 39%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국내에서는 대학병원을 중심

으로 췌장암 절제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으며 수술 사망률은 5～10% 이내, 5년 생존율은

10～15% 이내였다(표 5, 6).

최근 들어 췌장암 절제 후 생존율이 과연 향상되었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일부 대형

병원에서 좋은 결과를 내놓기 시작한 1985년 미국 전체 췌장암 절제 후 5년 생존율은 3%였

다. 여러 문헌에서 췌십이지장절제술 후 생존율의 향상이 가능했던 이유로, 마취학 및 중환

자 치료법의 발전, 수술 중 출혈 및 이로 인한 수혈의 감소, 전문 수술자의 경험 축척, 조기

증례의 발견, 수술 후 보조치료의 발전 등이 거론되나 확실한 증거는 없다.

췌장암 절제 후 실제와 달리 예후가 향상된 것으로 잘못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몇 가

지 있다. 첫째, 전형적인 췌관선암이 아니고 비교적 예후가 좋은 암 내지 양성질환의 가능성

이 있다. 실제로 Mayo Clinic의 발표에 의하면 절제 후 췌관선암으로 진단 받은 186명을 대

상으로 병리 검사를 재검토한 결과, 31예의 3년 이상의 장기생존자 중 12명은 췌관선암이

아니었음(내분비암 3예, 팽대부암 4예, 낭선암 3예, 담도암 1예, IPMT 1예)을 보고한 바 있

으며 이들을 제외한 5년 생존율은 6.8%라고 하였다. 국내에서도 장 등이 67예의 절제된 췌

장암 증례 중 3년 이상 장기 생존한 9예의 병리 검사를 재확인 한 결과 3예는 전형적인 췌

관선암이 아님을 보고하였다.

둘째, 고식적 절제(palliative resection) 또는 절제연 암침범 증례가 통계적인 처리에서 제외

될 수 있다. 근치적 절제가 불가능한 경우 고식적 절제를 시도할 수도 있고 수술 후 예기치

않았던 절제연 암침범(R1 절제)을 확인하기도 하는데 이들을 통계 처리할 것인지 제외할 것

인지에 따라 생존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셋째, 통계 처리 방법 상의 문제다. 수술 사망자를 통계처리에서 제외할 경우 생존율을 과

다 계상하게 되어 수술 사망률이 높아질수록 생존율이 향상되는 기이한 일이 나타난다. 또

한 췌장암에서 예후 미추적자는 대개 췌장암으로 사망한 경우가 많겠으나 이를 단순히 예후

미추적자로 처리할 경우 미추적자가 많을수록 예후가 좋게 나타난다. 또한 생존율을 구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Kaplan-Meier법을 이용하여 통계추정생존율(actuarial survival)을 산정하게 되

는데 최근 환자가 많이 포함되고 이들의 단기 생존율이 좋은 경우는 실측 생존율(actual

survival)보다 높게 나오게 된다(장 등, 2001). Memorial Sloan-Kettering의 보고에서도 전체

146명의 5년 통계추적생존율은 24%이지만 5년 이상 추적검사가 가능한 52명 중에서는 10명

만 5년 이상 생존하였으므로 실제 5년 실측생존율은 19%였다.

췌십이지장절제술의 수술사망률이 크게 낮아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나 수술 후 장기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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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율이 정말로 향상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췌장암의 절제 후 예후인자

1. 환자와 연관된 인자

1) 연령 및 성별

고령에서 예후가 좋지 않다는 여러 보고들은 대부분 초기 보고이며 전신상태나 동반된 질

환 유무가 중요하며 고령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수술 후 여자에서 예후가 좋다는

보고가 있는데 이는 병기와 연관된 것이며 동일한 병기에서 예후의 차이는 없다.

2) 증상

황달이나 당뇨 여부가 장기 수술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그러나 등에 통증을 호

소하는 환자들은 이미 종양이 국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수술 결과가 좋지 않다는 보

고가 있다.

2. 종양과 연관된 인자

1) 종양의 위치

췌장 체미부 종양은 증상이 늦게 발생하여 진행된 병기로 진단되고 따라서 절제율이 낮고

결과적으로 예후가 좋지 않다.

2) 종양의 크기

여러 연구에서 췌장암의 크기는 의미 있는 예후인자다. Warshaw 등은 4 cm 이상의 췌장

암에서는 완치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1689예를 분석한 Kobari 등의 연구

를 비롯한 다른 여러 연구에서 종양의 크기는 의미 있는 예후인자가 아니었다. 종양의 크기

가 커지면 림프절 전이율이 높아져서 예후가 나쁘다는 보고도 있다.

3) 림프절 전이

췌장암은 크기가 작아도(＜2 cm) 인접한 림프절뿐만 아니라 대동맥주위 림프절 등 원격

림프절에도 잘 전이하며 이런 경우 예후가 불량하다. 일부 보고에서 아닌 것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림프절 전이 여부는 췌장암 절제 후 가장 중요한 예후 인자인 것에 대부분 이견이

없다.



：수술 후 병기 및 예후인자 93
4) 종양의 국소 침윤 정도

AJCC 병기 및 JPS 병기 모두에서 췌장암종 주위 국소 침윤 정도를 병기에 적용하고 있

다. 국소 침윤이라고 하면 암세포가 췌장 장막, 후복막, 신경, 림프관, 혈관 등으로 직접 침

윤하는 것을 말한다. 육안적인 국소 침윤은 수술 전 영상검사나 수술 중 육안으로 파악되지

만 현미경적인 국소 침윤은 절제 표본을 통하여서만 알 수 있어 수술 중에 이를 적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따라서 광범위 절제술을 주장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5) 조직학적 분화도 및 DNA 배수성(ploidy)

많은 연구에서 조직학적 분화도가 상당한 유의성이 있는 예후인자라고 나타나고 있으나

병기에 적용되지는 않고 있다. 예후인자로서 DNA 배수성에 대한 연구는 90년대 들어 많이

시행되었으며 1995년 Johns Hopkins 병원의 보고에 의하면 강력한 예후인자라고 하였으나

이후 별다른 보고가 없는 실정이다.

6) 종양표지자

CA 19-9, CEA 등의 항원이 췌장암의 진단이나 수술 후 추적검사에 유용하다는 여러 연구

가 있으며 또한 수술 전 수치가 높을 경우 예후가 나쁘고 수술 직후 정상화되는 경우 예후

가 좋다는 보고가 있다. 그 외 K-ras 종양유전자 변이나 p53, p16 등 종양 억제 유전자 변이

가 있으면 예후가 안 좋다는 보고가 있으며 향후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

7) 미세잔류암(minimal residual disease)

현재 췌장암의 전이 여부를 조직학적으로 검사하는 방법은 절제 표본에서 대부분 H-E 염

색에 의해 림프절 전이 여부를 조사하는 것에만 의존한다. 췌장암은 비교적 초기에 근치적

절제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5년 생존율이 30～40%를 넘지 않고 조기에 재발 예가 많은

것은 기존의 방법으로 진단되지 않는 미세잔류암이 체내에 존재하였다는 것을 시사한다. 최

근 들어 이런 미세잔류암을 진단하고 이를 치료하여 예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미세잔류암을 진단하는 방법은 크게 면역조직화학염색법과 분자생물학적인

방법이 있으며 원리는 종양 특이 항원이나 상피세포 특이 항원을 민감하게 검출해 내는 것

이다. 가장 많이 연구된 부분은 림프절에서의 미세전이(micrometastasis)이며 그 외 골수, 복

강액(peritoneal washing), 말초 혈액, 간, 신경총 등에서 미세잔류암을 검출하고 이것이 예후

인자로서 어떤 의의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아직 장기 또는 조직

별로 검출 방법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미세잔류암 존재 자체가 예후와 직접 연관되는지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지만 향후 이에 대한 연구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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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술자와 연관된 인자

1) 절제방법(범위)

R0절제(microscopically no residual tumor) 여부가 장기 생존에 중요한 예후인자인 것은 분

명하다. 췌장암에서 확대췌십이지장절제술 또는 구역췌장절제술(regional pancreatectomy) 등

광범위 절제를 시행하는 것이 예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으나 무작위 전향적인

연구는 거의 없고 1998년 Sergio, et al, 2002 Yeo CY, et al 등의 무작위 전향적인 연구에서

는 광범위절제술이 예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2) 수술 중 출혈량 및 수혈

Johns Hopkins병원에서는 1991년 보고에서 2봉지 이상 적혈구 수혈을 한 경우 예후가 나

쁘다고 하였으며 최근 수술 후 예후가 향상된 중요한 이유는 수술 중 수혈이 준 것에 기인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동일 병원의 1995년 및 2000년의 보고에서 수혈 여부는 독립적인 예

후인자가 되지 못했다. 2000년 보고에서는 수술 중 출혈량이 750 ml 이상인 경우에 그렇지

않은 환자군에 비해 예후가 나쁘다고 하였다. 그 외 1998년 Pedrazzoli et al에 의하면 수술

중 3봉지 이상의 수혈이 불량한 예후를 보인다고 하였다. 수술 중 출혈량 및 수혈 여부가

독립적인 예후인자가 아니라는 보고가 대부분이지만 과다 출혈 및 수혈은 그 외 많은 부작

용이 있으므로 외과의로서 반드시 피해야 할 부분이다.

3) 수술자의 경험

수술자의 경험, 즉 1년 췌십이지장절제술 건수가 수술 후 합병률 및 사망률에 중요한 인

자라는 여러 보고가 있으며 수술자의 경험은 장기적인 예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

다. 최근 들어 췌십이지장절제술 후 예후가 향상되는 것은 전문 수술자의 경험이 축척된 것

에 일부 기인한다고 하지만 아직은 확실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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