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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의사의 입장에서 본 췌장암 치료방침의 결정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이 상 목

췌장암은 예후가 불량한 암 중의 하나로 선진국에서는 매년 환자가 발생하는 만큼 환자가

사망하고 있다고 한다. 외과적 절제술이 최적의 치료법이지만 전체 환자의 10～15% 정도에서

치유절제(curative resection)를 시도해볼 수 있고 그나마 5년 생존율은 40%에 불과하다.

췌장암의 치료방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localization and staging)이 필수적이

고 치료의 결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조기진단과 적절한 치료법의 선택이 중요하다. 치유

절제가 가능한 환자를 어떻게 선택해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데 수술 전 진단

방법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수술 전 진단을 내리기가 어렵고 개복술을 시행한 후에도

불확실한 경우가 많다.

절제가능성의 판단

UICC stage I, II가 일반적으로 치유절제가 가능한 적응증이며 수술의 목적은 육안적으로

완벽한 절제(oncological R0 resection)이다. Stage I의 5년 생존율만 32.5%로 높고 이후의 생존

율은 급격히 떨어져 10% 미만이다.

UICC stage classification, 1997

M0 M1

N0 N1 any N

Tis Stage 0 ? Stage IV

T1 Stage I Stage III Stage IV

T2 Stage I Stage III Stage IV

T3 Stage II Stage III Stage IV

T4 Stage IV Stage IV Stage IV

T stage
Tis: carcinoma in si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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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 limited to the pancreas, ≦2 cm
T2: limited to the pancreas, ≧2 cm
T3, 4: direct invasion to adjacent organs

N stage
N0: LN (-)
N1: LN (+)

M stage
M0: no distant metastasis
M1: distant metastasis

1. 수술 전 판단

환자의 history taking과 physical examination을 시행하고 imaging diagnosis를 통하여 원격전

이나 절제가 불가능한 locally advanced sign들을 발견하여 필요 없는 개복술을 줄일 수 있다.

수술 전 진단이 불확실하면 신중한 외과의사들은 절제를 꺼리고 과감한 외과의사들은 양성

질환을 절제하게 된다.

1) 복부 초음파- 진단에는 도움이 되지만 절제가능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2) 복부 CT- 통상적으로 시행하는 방법 중에서 단독으로 사용하기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dual phase helical CT를 시행하여야 한다.

3) Angiography- 일부 도움이 되나 절제여부를 판단하는데는 부족하다.

4) EUS- CT에 비하여 vascular invasion 판단에 좋다.

5) PET- local tumor resectability보다는 CT에서 발견하지 못한 occult metastasis의 진단에 유

용하다.

6) Image guided FNA- US, CT, EUS을 이용하여 의심이 되는 부위에 시행한다.

7) Laparoscopic staging- CT나 다른 검사에서 원격전이나 절제가 불가능한 sign들이 의심이

되거나 진단이 불확실한 경우에 도움이 되고 가능하면 복강경 초음파를 같이 실시하여

M staging은 물론 T staging의 정확성을 높인다.

한 가지 검사로 절제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여러 가지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절제 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상장간정맥(SMV)나 문맥(portal vein)의 partial involvement는 치유절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

단이 되고, 치유절제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도 다시 한번 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하여 복

강경을 이용하거나 개복하였을 때 조심스럽게 관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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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술 중 판단

육안적 관찰이나 촉진, 수술 중 초음파를 이용하고 의심이 되는 부분과 절단면은 동결절

편검사을 시행한다.

․필수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사항

1) liver metastasis

2) peritoneal dissemination

3) celiac lymph node metastasis

4) involvement of the SMA, celiac artery, or common hepatic artery

5) involvemet of the SMV/PV

6) direct invasion to adjacent organs or tissue including retroperitoneum

Intended Life-Prolonging Procedures

1. Conventional pancreaticoduodenectomy (PD)

2. Extended PD; 치유절제를 위해서는 종양학적인 R0 절제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조직의 광범위한 절제를 시행해야 고식적인 수술보다 긴 median survival을 기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고식적인 절제술과 비교하여 mortality, 생존율에는 차이가 없고 morbidity

는 높다. 대부분에서 절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절제하여 절제율을 높였다.

3. Abdominal organ cluster transplantation; 결과는 좋지만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4. Adjuvant chemoradiation; 초기 결과는 좋았지만 최근 보고에서는 절제 후에 시행하면

절제술만을 시행하는 경우와 비하여 차이가 없다.

5. Potal vein resection; 대량 침윤(massive invasion)이 있는 경우 절제와 예후는 무관하지

만 tunica adventitia나 tunica media에 한정된, limited small invasion이 있는 환자들에게 문맥절

제를 시행하면 장기생존을 기대할 수 있다.

6. Others; combined hepatectomy, immunotherapy, biologic therapy etc.

Intended Palliative Procedure

환자가 살아있는 동안 통증을 완화하고 여러 가지 증상들을 해결해줌으로서 환자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증상이 생명을 좌우할 정도라면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만으로

도 생명연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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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제가 불가능한 경우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median survival은 10～12개월에 불과하고

local failure의 가능성은 50%가 넘는다.

1. 담도배액술

1) 담관공장 문합술; 담낭공장 문합술에 비하여 복잡하지만 결과가 좋다.

2) 담낭공장 문합술; 담관공장 문합술에 비하여 간단하지만 황달과 담관염의 재발이 많다.

담낭관이 종양과 떨어져 있으면서(최소한 2 cm) 3, 4 개월 이하의 생존을 기대하는 경

우, 장기간 생존을 기내 할 수 있으나 문맥 폐쇄로 총담관 주변의 collateral이 심할 때

좋다.

3) 담관십이지장 문합술; 악성일 경우 하지 않는 것이 좋다.

4) 비수술적 치료; 입원기간이 짧고 morbidity가 낮지만 재발이 많아 stent나 catheter를 자

주 교환해야 한다. 단기간의 생존을 기대하는 고위험군의 환자나 나이가 많은 경우에

실시한다.

2. 십이지장폐쇄의 치료

진단당시 약 50%에서 오심과 구토가 있는데 실제 5%에서 폐쇄가 있어 오심과 구토는 기

능적 증상이다. 조기에 우회술을 시행하여도 많은 수에서 위정체를 해결하지 못하고 생존기

간 중 우회술이 필요한 환자는 극소수에 불과하여 예방적 처치에 관해서는 논란이 많다.

1) 위공장 문합술; 후결장 술식이 전결장 술식보다 결과가 좋다.

2) 비수술적 치료; stent를 사용.

3. 통증의 치료

진단당시 1/3에서 통증을 호소하지만 시간이 경과할수록 증가한다.

1) 진통제 투여

2) 신경차단; 경피적, 수술적 방법이 있다.

3) 담도배액술; 내시경적 배액술만 시행해도 통증이 감소한다.

4. Palliative PD

최근 PD 수술 후 mortality, morbidity가 낮아졌고, palliative PD를 시행한 경우가 우회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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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여 초기 결과가 좋고 생존율이 증가하여 수술 후 mortality, mobidity가 낮은 병원에서는

palliation으로 한 방법으로 신중하게 논의되고 있다.

5. 기타

Summary

췌장암은 예후가 불량한 암으로 외과적 절제술이 최고의 치료법이다. 치료방법을 결정하

기 전에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이며 치유절제가 가능한 환자를 수술 전에 판단하는 것은 중

요하다.

절제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다양한 imaging diagnosis를 시행하여 원격전이나 절제가

불가능한 소견들을 진단하고 의심이 되는 부위는 image guided FNA를 시행하거나 필요하면

laparoscopic staging을 시행한다.

치유절제가 가능하다고 진단하여 개복술을 시행한 경우에도 육안적 관찰이나 촉진, 수술

중 초음파을 이용하여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관찰하고 의심이 되는 부분과 절단면은 동결절

편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치유절제가 불가능한 경우 예후는 불량하지만 환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방법

을 강구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