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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장절제술후 환자의 삶의 질과 영양학적 지표 변화 
및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전향적 분석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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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췌장절제술은 양, 악성의 다양한 췌장 질환에서 치료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췌장절제후 환자

들의 삶의 질과 영양학적 지표에 대한 전향적인 연구 결과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저자들은 췌장 절제 

후 환자들의 삶의 질과 영양학적 지표의 변화를 평가하고, 이들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알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7년 10월부터 2008년 11월 10일 사이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췌절제술을 시행한 환자 

중 연구에 동의한 환자를 대상으로 전향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재발과 전이, 다른 악성질환, 임신 등의 

환자를 제외하고 총 59명의 대상환자에서 수술전, 수술후 7일, 3개월, 6개월, 12개월에 (1)신체계측 지

표 및 영양지표(Serum protein/albumin, Pre-albumin, Transferrin) (2)췌장 내, 외분비 기능의 변화 (3) 

설문(EORTC QLQ-C30과 PAN-26 module)을 통한 증상 및 삶의 질을 측정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 대상환자의 남녀비는 27：32였고, 평균연령은 59세였다. 수술 시행환자에서의 질환의 양, 악성비

는 22：37이었고, 췌장을 50% 이상 절제하거나, 십이지장 등의 동반장기를 절제한 군이 46명, 50% 미

만 절제한 군이 13명이었다. 수술후 체중은 수술전과 비교해 수술직후, 3, 6, 12개월에 각각 95.7, 

93.5, 96.3, 96.3% (상대체중 비교) 수준의 회복을 보였고, 삼두근피부두겹두께는 수술전, 수술직후, 3, 

6, 12개월에 각각 13.2, 12.9, 12.5, 14.1, 12.8 (mm)를 보였고, 이에 따라 Transferrin/Albumin/protein

도 비슷한 회복을 보였다. 수술전 37명에서 당뇨 및 내당능 장애를 보여 이를 제외한 24명을 대상으로 

수술후 혈당 변화를 관찰한 결과, 수술후 3, 6, 12개월에 각각 29.1, 45.8, 58.3, 66.6%의 환자에서 당

뇨를 포함한 내당능 장애가 관찰되었다. 외분비 기능의 이상 증상은 수술후 3, 6, 12개월에 각각 33.9, 

32.7, 26.9, 27.5%에서 발생하였다. 삶의 질 측정에서는 수술전, 수술직후, 3, 6, 12개월의 Global 

health status/QoL이 각각 60.17, 34.50, 63.99, 72.44, 71.24로 측정되었다. 이들 영양학적 지표 및 내

외분비 기능 변화, QOL에 미치는 인자 분석에서는 질환의 양,악성 여부와 항암치료 및 방사선치료 여

부가 가장 큰 영향을 수술 후에 미치는 것으로 관찰 되었다. 

결론: 췌절제후 환자들의 삶의 질과 영양학적 지표는 전체적으로 수술 후 감소하였다가 수술 후 3개월 

이후부터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다. 외분비 증상의 변화는 수술 후 3개월까지는 많이 발생하였다가 점

점 회복되는 양상이었다. 하지만, 내분비 기능장애는 시간 경과에 따라 점점 발생빈도가 증가함을 보여 

췌절제후 혈당수치의 주기적인 경과 관찰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들 영양상태 및 췌장 기능의 회복

에 수술 후 보조요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바 이들 환자에서는 영양학적 및 대증적 치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