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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장선암에서 췌장절제의 종류 및 범위
서울아산병원 외과

김 송 철

서 론

췌장암의 수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1899년 Halsted가 팽배부 주위암에 대해 수술적

치료를 시도한 이래 매우 높은 사망률과 수술 유병률 그리고 이에 반하는 매우 낮은 치료

성적으로 그 성격이 표현되어 왔다. 이러한 췌장암에서의 췌장절제술의 성격을 이해하고 췌

장 절제술의 방법 및 범위를 이해하기 위하여 본 논고에서는 우선 췌장 절제술의 기본적 배

경을 이해하고 이를 배경으로 한 수술의 종류를 설명하려 한다. 끝으로 앞에서 제시되는 수

술 법 중 외과의가 택할 수 있는 수술 법들에 대한 최근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외과의에게

적절한 수술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본 론

1. 췌장암에서 췌장절제술 결정의 배경요소

1) Uniqne Anatomy & Physiology

장기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췌장은 다른 장기에 비해 수술적으로 다루기가 쉽지 않다고 알

려져 왔다. 또한 해부학적으로 장간막 정맥, 동맥 등 매우 중요한 혈관들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많은 임파선 및 신경절이 교차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생리학적으로는 외분비 췌장

액을 분비하여 그 손상이나 합병증 시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수술 후 과

대 절제 시 매우 심한 당뇨, 소화불량, 골다공증 등의 심한 대사적 이상을 초래 할 수 있다.

2) Tumor Biology (growth pattern)

일반적인 다른 악성종양과 같이 췌장선암 역시 림프절, 혈관, 신경절, 복막전이 등이 진행

될 수 있다. 우선 림프절 전이는 췌장암 환자의 60% 이상에서 발견되고 혈관주위의 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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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신경절에의 전이도 30% 정도에서 발견된다. 또한 후복막의 연부 조직에도 전이가 발견

된다는 보고가 있어 췌장암의 근치적 절제를 위해서는 주위 림프절, 신경절 및 주위 연부

조직의 절제 필요성이 제기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췌장절제에도 불구하고 장기 생

존율이 5～10% 내외로 극히 불량 한 사실은 적극적인 췌장절제술에 대한 반대론을 제기하

는 한 요인이 될 수 있다.

3) 환자의 전신적 상태

모든 암종에서 그러하듯이 췌장암에서도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수술

후 사망률, 유병률이 다른 수술에 비해 높으며 완치율이 낮은 사실은 고령의 연령에서의 확대

수술의 정당성을 감소시킬 수밖에 없다. 또한 수술 종류의 결정에서 환자가 이미 인슐린을 사

용하고 있는 당뇨환자이거나 수술 도중 췌장의 상태에 따라 절제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4) 외과의의 경험, 숙련도 및 췌장암에 대한 철학적 배경

이미 많은 보고에서 췌장암 수술에 대한 합병증 및 생존율에 병원의 규모나 전문성에 대

한 요인이나 외과의에 대한 요인이 중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외과의의 경험 정도 뿐만

아니라 췌장암에 대한 개인적인 사고가 국소적 침윤이 심한 췌장암에 대한 적극적 절제를

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

2. 췌장암 절제의 방법들

병변의 해부학적 위치에 따라 크게 나누어 질 수 있으며 크게 췌장두부나 uncinate process

에 있을 경우 행해지는 췌두부절제(pancreaticoduodenectomy, 또는 pylorus preserving pancrea-

ticoduodenectomy)와 body나 tail에 있을 경우 행해지는 left side pancreatectomy (distal pancrea-

tectomy), 두 부분을 모두 절제하는 total pancreatectomy로 나눌 수 있다. 각각의 경우에는 췌

장의 주요 인접 혈관인 superior mesenteric vein (또는 poral vein), superior mesenteric artery,

celiac axis, hepatic a를 합병 절제하는 수술이 추가 될 수 있다. 또한 주위 림프절 이나 연부

조직의 절제 정도에 따라 확대 췌장 절제술로 행해 질 수도 있다.

1) Distal pancreatectomy

췌체부 및 미부에 발생된 병변에 대하여 비교적 낮은 수술 유병률로 안전하게 행해질 수

있으나 진단이 늦은 경우가 많아 절제율이 두부 병변에 비해 낮다. 총간 동맥이나 celiac

axis을 침범한 경우 이를 합병 절제 하는 Appleby 수술이 진행될 수 있으며 많은 경우 주위

조직인 우측 결장, 부신, 위의 침범이 많아 타 장기의 합병 절제를 고려 해야한다.

2) Standard pancreaticoduodenectomy (SPD) 또는 PPPD

췌장의 두부 병변에 대하여 고전적으로 Whipple씨 방법으로 전해 내려오는 방법이다. 절

제 범위는 췌두부, 십이지장, 흉수담관, 위의 일부, 공장 근위부이며 이때 절제되는 림프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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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췌장 절제술을 위한 췌장주위 림프절의 분포.

범위는(그림 1 참조)

a) hepatoduodenal ligament의 우측편(12b1,12b2,12c)

b) Posterior pancreaticoduodenal lymph node (13a,13b)

c) SMA 우측으로 대동맥 기시부에서 inferior PDA까지(14a,14b)

d) Anterior pancreaticoduodenal lymph node (17a,17b)

e) Common hepatic'a의 ant.-superior lymph node (8a)

를 포함한다.

3) Extended (radical) pancreaticoduodenectomy

수술자에 따라 그 범위에 차이는 있으나 SPD에서 절제될 수 없는 림프절과 신경절 절제

를 목적으로 한 수술로 기본적으로 SPD의 절제에 다음의 절제를 더한다.

a) Gerota’s fascia

b) SMA - PV junction의 왼쪽에서 췌장절제

c) Common & proper hepatic a의 lymph node (8a,8p)

d) Celiac axis의 lymph node (9)

e) hepatoduodenal ligament 의 좌.우측 lymph node (12a1,12a2,12b1,12b2,12c,12p1,12p2,12h)

f) Aorta와 inferior PDA 사이의 lymph node (14a,b,c,d)

g) 좌우로 Aorta와 IVC 사이, 상하로 celiac axis와 IMA 사이의 lymph node (16a2,16b1)

4) 췌장절제술 +Major Vascular resection

비록 주요 혈관의 절제에는 아직 이견이 있는 실정이나 췌장암의 1/3에서 SMV (PV),

SMA, CA, CHA를 포함한 주요 혈관의 침범이 이루어지므로 주요 혈관의 절제는 췌장절제

술의 중요 부분중 하나이며 혈관의 합병절제에는 SMV (PV)의 정맥 절제와 SMA, CA, CHA

의 동맥절제로 나눌 수 있다. Fortner에 의한 분류는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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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Type of regional pancreatectomy (by Fortner, 1983)


Type Operation


Type 0 Total or subtotal pancreatectomy (including hemimigastrectomy cholecystectomy, splenectomy,

retroperitoneallymphhadenectomy)

Type I As above, plus

Resection of portal vein segment

Type II

IIa As above, plus:

Resection of proximal superior mesenteric artery

IIb As Type I, plus:

Resection of celiac axis and/or hepatic artery

IIc As Type I, Plus:

Resection of celiac axis and superior mesenteric artery


SMV (또는 PV)의 침범의 경우 1/3 이하인 경우 primary wedge resection과 primary repair

또는 saphenous vein patch로 가능하며 이 이상인 경우 그 침범 길이가 작은 경우 (대게 3～5

cm이하) 절제로 primary anastomosis가 가능하며 그 이상인 경우 saphenous vein 또는 int.

jugular vein을 이용한 autograft, 또는 PTFE를 이용한 synthetic graft interposition이 가능하다.

동맥절제의 경우 정맥 침범에 비해 수술적 적응증이 현저히 떨어지나 절제를 했을 경우 역

시 saphenous vein graft 또는 PTFE graft의 이용이 가능하다.

5) 췌장전 절제술(Total pancreatectomy)

3. 적절한 췌장 절제술의 범위와 관련된 문제들

1) Standard PD vs extended pancreatectomy.

췌장암에서 Standard PD의 근치적 절제술의 한계성은 Cubilla 등이 보고하듯이 extended

pancreatectomy의 절제 표본 중 1/3에서 standard PD 범위를 벗어난 림프절 전이를 볼 수 있

다는 등에서 제시된다(그림 2). 또한 advanced ca의 2/3 정도에서 extrapancreatic perineural

invasion 등이 보고 된다는 것을 배경으로 한다. 그러나 현재 이 두 절제 범위를 기준으로

한 생존율은 보고자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 2). 현재까지 대부분의 보고가

retrospective non-radomized study인데 Ishikawa (1998) Sataka (1992), Henne-Brans (2000) 등의

보고는 extended PD에서 약간 나은 생존율을 보이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지는 않다고 보고하

고 있다. Monabe 등 (1989)은 두 군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보고하였으나 이 연구에서는 ext-

ended PD군에서는 림프절 전이가 29%로 9%인 standard PD군에 비해 유의하게 많아 그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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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췌장암의 림프절 전이의 분포.

표 2. Outcome of pancreas cancer after standard and extended pancreatectomy


Standard Extended

Author Year Study   Stat
1Y 3Y 5Y 1Y 3Y 5Y


Satake 1992 Retro* 27 11 32 32NS

Ishikawa 1992 Retro 39 10 8 56 35 26 NS

Henne-Bruns 1998 Retro NS

Pedrazzoli 1998 PR** 60 9 5 58 10 5 NS

Yeo 2002 PR 74 38 25 77 36 10 NS

*: retrospective, non randomized, **: prospective, randomized.

를 갖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 Randomized-prospective study로는 2예의 보고가 대표적인데

Italian multicenter study (1998)와 Johns-Hopkins group (2002) study이다. 이들 보고 역시 두 수

술군 간의 생존율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고되며 Italian multicenter study에서는 a posterior

analysis에서 림프절 전이가 있는 곳에서 extended PD군에서 standard PD군보다 통계적으로

좋은 생존율을 보고하고 있다. Johns-Hopkins의 보고의 특징은 standard PD 이외의 후복막 림

프절 등에 전이된 예가 15%있었으나 이들 모두 standard PD에서 림프절 전이가 동반되었던

예로 skip metastasis는 없는 것으로 보고된다. 결론적으로 현재까지 두 수술간 생존율의 유의

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고되나 특정한 군에서는 extended PD군의 생존율 향상에 대한 연

구가 더욱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extended PD가 지니는 nutritional 합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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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고려도 연구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2) Major Vascular resection

췌장암 절제 포기의 50% 이상이 주요 혈관의 침범이나 췌장 외에 부분에도 전이로 나타

난다. 많은 외과의들이 SMV나 Portal vein 침범 시 free retroperitoneal resection margin을 얻을

수 없다는 이유와 침범사실을 종양의 far advanced state의 표현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절제

를 기피하여 왔다. 그러나 Furhaman 등의 보고는 혈관 합병 절제군이나 단순 절제군의 병리

학적 비교 결과 두 군 간의 병변의 크기, tumor DNA ploidity, 림프절 전이 정도에서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여 혈관 침범이 췌장암의 진행정도 보다는 해부학적 성격임을 주장하였다. 따

라서 SMV나 PV의 침범을 이제 절제 금기의 근거라 할 수 없고 이러한 사실은 2002 AJCC

staging에서도 SMV나 PV침범이 downstaging 되었음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celiac axis나 SMA의 침범은 절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들 혈관 주위에는

많은 신경절과 연부 조직이 있어 이들에는 침윤 시 free resection margin을 얻기가 매우 어렵

다는 근거에서이다.

3) Standard PD vs PPPD

일반적으로 PPPD는 standard PD에 비하여 기능적인 면에서 많은 장점이 있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 악성종양의 근치적 수술의 관점에서 PPPD의 시행에 대하여 peri-pyloric lymph

node, peigastric 림프절의 절제 불가성에 대해 PPPD의 제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실제

Sharp등은 3명의 환자에서 duodenum을 통한 intramural spread를 보고하였고 Roder 등은 stage

Ⅲ 췌장암에서 10개월 생존율의 차이(80% vs 40%)를 보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Looperman

등은 140명의 환자에서 pylorus 위쪽으로 림프절 전이가 없었으며 두 군간에 생존율의 차이

가 없음을 보고하였고 이외의 최근의 많은 보고들이 이를 지지하고 있으며 현재는 병변이 실

제 십이지장 등을 침범하지 않은 예에 대하여는 PPPD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4) Total pancreatectomy

Total pancreatectomy의 근거로서 췌장암의 multiplicity (Ross, 1954), 췌장-공장 문합술의 합

병증 감소, 림프절 절제의 용이성, 절제연의 종양 잔존 위험성 감소, 생존율 증가 등이 제기

되었으나 이에 대해 많은 반대 보고들이 제기 되었다. 또한 전 췌장 절제술로 인한 심한 당

뇨, 영양결핍 등은 total pancreatectomy 수술을 몇몇 조건을 제외하고는 정당화 시키지 못한

다. 현재 Total pancreatectomy indication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a) 환자가 오랫동안 insulin을 사용해 왔던 상태일 때

b) 병변이 main duct를 따른 진행성 성장 형태일 때

c) 잔존 췌장의 상태가 너무 심하게 약해 수술적으로 명확하게 합병증이 예상 될 때

d) 수술 후 초기에 PJ leak가 심해 재수술 시

5) modified extended pancreatect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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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Surgical options for pancreas cancer.

본 논자의 소견으로는 Kawarda 등 (2002)이 제안한 modified extended pancreatectomy에 어

느 정도 근거가 있다고 생각되어 소개하고자 한다. Kawarda 등은 기존의 standard PD와

extendard PD간에 전체적인 생존율의 차이는 없으나 subgroup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extended PD군의 수술 상 어려움, 높은 수술 후 합병증 발생 등을 고려

하여 d₂(D1+α), 소위 D1과 D2 dissection의 중간을 취하여 para-aortic 림프절의 절제와 SMA

의 좌측 림프절 절제를 생략하는 수술법을 시행하여 비교한 결과 extended PD의 5년 생존율

13.5%에 비해 modified extended pancreatectomy군에서 29.7%의 5년 생존율을 보고하였으며

extended pancreatectomy에 비해 낮은 유병률을 보고하였다.

결 론

현재까지의 보고들을 종합할 때 다른 종양과 달리 췌장선암은 매우 공격적인 생물학적 특

성과 해부학적 특성상 수술적인 난이도가 합해 매우 낮은 절제율과 생존율을 보여왔다. 이

와 더불어 외과의의 경험, 췌장암에 대한 철학 등이 배경이 되어 수술의 형태(그림 3)가 결

정되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장래에 췌장암의 극복을 위하여는 적극적이고 합리

적인 수술방법이 가능한 많이 진행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리라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