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차 한국간담췌외과학회 Oral Presentation II

118

새로운 AJCC 병기분류에 따른 
간내담관암의 생존률 분석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외과학교실

황대욱, 최명호, 전상훈, 박광민, 이영주

연구목적: 간내담관암은 원발성 간암 중 두번째로 흔한 암종이나, 이의 절제 후 성적에 대한 연구는 흔치 

않을 뿐만 아니라, 2010년부터 적용되는 AJCC 7판의 병기분류에서는 6판과 달리 간내담관암에 대해 독립

적인 분류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새로운 병기분류가 적용된 간내담관암의 생존률을 분석해 보고, 새로

운 병기분류의 타당성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199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외과학교실 간담도췌외

과에서 간내담관암으로 수술을 시행한 27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 의무기록 분석을 시행하였다. 대

상환자의 성별 분포는 남자 187명(67.5%), 여자 90명(32.5%)였고, 평균연령은 58.4±9.3세였다. 수술 후 

병리결과를 중심으로 AJCC 7판의 병기분류에 따라 생존률을 분석하였다.

결과: T병기는 각각 T1 71명(25.6%), T2a 49명(17.7%), T2b 22명(7.9%), T3 129명(46.6%), T4 6명(2.2%)

였다. N병기는 N0 137명(49.5%), N1 140명(50.5%)였고, M0 및 M1은 234명(84.5%)과 43명 (15.5%)였다. 

병기별 환자 분포는 Stage I 51명(18.4%), Stage II 38명(13.7%), Stage III 35명(12.6%), Stage IVA 109명

(39.4%), Stage IVB 44명(15.9%)였다. 이에 대한 근치적 절제율은 각각 R0 151명(54.5%), R1 61명

(22.0%), R2 65명(23.5%)였다. T병기에 따른 5년 생존률은 T1 50.6%, T2 20.3%, T3 10.8%이었고, T4의 

경우 장기생존례가 없었다. N병기에 따른 생존률은 N0 39.1%, N1 6.7%였고, M병기에서는 생존기간의 중

앙값이 M0 22.2개월, M1 5.2개월이었다. T4를 제외한 TNM 각각의 병기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병기별 생존률은 Stage I 66.3%, Stage II 33.7%, Stage III 32.8%였고, Stage IVA 와 

Stage IVB의 생존기간의 중앙값은 각각 9.4개월과 4.9개월이었다. Stage II와 III 사이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결론: 간내담관암은 AJCC 6판의 병기분류에서 간세포암과 동일한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병기를 결정하였

다. 하지만 간내담관암은 간세포암과는 달리 암종의 크기가 종양의 예후인자가 아니며, 특징적인 3가지의 

성장방식을 보이는 등 두 암종의 생물학적, 임상적 특성에 차이가 많아 독립적인 분류기준이 필요하였다. 

AJCC 7판의 병기분류는 이러한 차이를 상당부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만, Stage II와 III 사

이에서는 그 생존률의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향후 전향적인 다기관 연구등을 통해 새로운 병기분류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더 나은 병기분류를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