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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배경: 최근 노인 환자에 대한 수술이 늘고 있으나 복강경 원위췌절제술의 안정성

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우리는 절제 가능한 췌관선암을 가진 노인 환자에

서 복강경 원위췌절제술의 안정성과 종양학적 수술로써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

해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방법: 절제 가능한 췌관선암으로 진단받고, 복강경 원위췌절제술을 받은 27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나이와 수술 방법에 따라 복강경 원위췌

절제술을 받은 젊은 환자군(Y-LDP, 150명)과 복강경 원위췌절제술을 받은 노인

환자군(O-LDP, 59명), 그리고 개복술을 받은 노인 환자 군(O-ODP, 61명)등 세 군으

로 분류하였다. 저자들은 O-LDP군을 Y-LDP, O-ODP 군과 각각 비교하여 인구학

적 특성, 수술 결과 및 생존율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결과: O-LDP 군은 Y-LDP 군에 비하여 ASA 점수가 3점 이상인 환자의 비율이 더

높았다. (15.3 vs. 4.6%, p=0.004). O-LDP 군과 Y-LDP 군은 술 후 합병증 (18.6 vs. 

24.7%; p=0.351)과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췌장루(POPF)의 발생(6.8 vs.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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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917)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O-LDP 군은 Y-LDP 군과 비슷

한 중간 생존기간(median OS)과 무병생존기간(DFS)을 보였다 (32.5 vs. 37.5 months; 

p=0.152, 20 vs. 17 months; p=0.436). O-LDP 군은 O-ODP 군과 비교하였을 때 유의하

게 적은 합병증 발생률을 보였으며(18.6 vs. 52.5%; P < 0.001) 짧은 술 후 재원 기

간을 보였다 (11.3 vs. 15.8 days, P = 0.004). O-LDP 군과 O-ODP 군은 비슷한 평균

생존기간(median OS)과 무병생존기간(DFS)을 보였다. 

결론: 절제 가능한 췌관선암으로 진단된 노인 환자에서 복강경 원위췌절제술은

안전하고 적절한 수술방법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Keyword: 복강경 원위췌절제술, 췌관선암, 노인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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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preoperative outcomes

- O-LDP versus Y-LDP and O-ODP groups  

p-value* Y-LDP

(N=150)

O-LDP

(N=59)

O-ODP

(N=61)

p-value§

Age (years) <0.001 59.2±7.5 75±4.5 74.3±3.8 0.365

Sex (M:F) 0.074 94:56 29:30 40:21 0.069

BMI (kg/m2) 0.084 24.1±2.6 23.4±2.7 22.8±2.7 0.185

ASA, n (%) 0.004 1.9±0.4 2.1±0.4 2.0±0.4 0.198

     1 19 (12.7) 1 (1.7) 2 (3.3) 0.43

     2 124 (82.7) 49 (83) 54 (88.5)

     3 7 (4.6) 9 (15.3) 5 (8.2)

Preoperative Serum 

Albumin (g/dL) 

0.001 3.7±0.4 3.4±0.4 3.5±0.5 0.555

Preoperative hemoglobin 

(g/dL)

0.002 13.3±1.5 12.6±1.8 12.5±1.7 0.909

CA 19-9 (u/ml) 0.487 348±1282 485±1036 277±577 0.187

CEA (ng/ml) 0.011 3.2±3.2 6.6±14.5 3.7±3.7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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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on time (min) 0.006 218.5±72.3 189.6±55.9 226.8±71.1 0.002

Estimated blood loss (ml) 0.235 380±342 318±334 295±345 0.716

Postoperative hospital stay 

(days)

0.097 9.9±4.6 11.3±8.1 15.8±8.4 0.004

Overall complications,

n (%)

0.351 37 (24.7) 11 (18.6) 32 (52.5) <0.001

Severe complications 

(≥ grade 3), n (%)

0.798 9 (6) 3 (5.1) 3 (4.9) 0.967

Overall pancreatic fistula, 

n (%)

0.112 47 (31.3) 12 (20.3) 19 (31.1) 0.176

Clinically relevant 

pancreatic fistula, n (%)

0.917 10 (6.7) 4 (6.8) 2 (3.3) 0.379

90day-Mortality, n (%) 0 0 0

BMI: body mass index, ASA: American society of anesthesiology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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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oncologic and survival outcomes - O-LDP versus Y-LDP and O-

ODP groups

Variable p-value*

Y-LDP

(N=150)

O-LDP

(N=59)

O-ODP

(N=61)

p-value§

Tumor size, mean ± SD, 

cm 

0.857 3.4±1.5 3.3±2 3.5±1.9 0.69

The rate of positive LN

(%)

0.807 49.3 47.5 54.1 0.467

No. of LN total, mean ± 

SD 

0.480 13±8.4 12.1±7.7 11.8±6.7 0.851

AJCC 8th Stage, n (%) 0.661 0.763

IA 23 (15.3) 11 (18.6) 7 (11.5)

IB 38 (25.3) 12 (20.3) 14 (23)

IIA 15 (10) 8 (13.6) 7 (11.5)

IIB 53 (35.3) 23 (40) 25 (41)

III 21 (14) 5 (8.5) 8 (13.1)

Surgical margin, n (%) 0.035 0.326

R0 130 (86.7) 44 (74.6) 50 (82)

R1 20 (13.3) 15 (25.4) 11 (18)

PNI, n(%) 0.581 0.556

Yes 122 (81.3) 46 (78) 44 (72.1)

No 28 (18.7) 13 (22) 17 (27.9)

LVI , n(%) 0.566 0.443

Yes 65 (43.3) 23 (39) 28 (45.9)

No 85 (56.7) 36 (61) 33 (54.1)

Differentiation, n(%) 0.816 0.923

WD 15 (10) 7 (11.9) 8 (13.1)

MD 105 (70) 44 (74.6) 45 (73.8)

PD 19 (12.7) 6 (10.1) 5 (8.2)

Unknown 11 (7.3) 2 (3.4) 3 (4.9)

Adjuvant chemotherapy, 

n (%)
<0.001 119 (79.3%) 19 (32.2%) 18 (29.5%) 0.749

5-year OSR (%) 42.4 33 26.3

5-year DFSR (%) 35.2 29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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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n overall survival 

(months)

0.152 37.1 32.5 22.3 0.179

Median disease free 

survival (months)

0.436 17 20 9.9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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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전세계적으로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노인 환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치료는 매우 중요한 사회 이슈가 되고 있다. 노인

환자는 젊은 환자에 비해 신체의 생리적 기능이 떨어져 있으며, 다양한

기저질환을 동반한다. 췌관선암으로 진단된 노인 환자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수술 후 합병증 발생의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특히

췌장수술은 다른 복부 수술에 비해 중증도의 합병증 발생률이 높아서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여러 외과 분야에서 최소 침습 수술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수술법임이 입증되고 있으며, 점차 개복수술을 대체하는 수술로 자리 잡고 있다. 

복강경 원위췌절제술이 1994년에 처음으로 보고된 이후[1], 여러 무작위시험과

메타분석을 통해 수술 후 적은 통증, 빠른 회복, 적은 흉터를 포함한 복강경

수술의 안정성이 증명되었다. [2, 3] 또한 여러 관찰 코호트 연구에서는 복강경

원위췌절제술이 췌관선암의 수술적 치료에서 개복술의 합당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4-6] 하지만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복강경 원위췌절제술과

개복술을 비교한 연구나 복강경 수술이 노인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젊은 환자

군과 비교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저자들은 복강경 원위췌절제술을 받은



2

노인 환자 군 (O-LDP, laparoscopic distal pancreatectomy in old age group)과 젊은 환자

군 (Y-LDP, laparoscopic distal pancreatectomy in young age group)을 서로 비교하였고, 

노인 환자 중 복강경 수술을 받은 군(O-LDP)과 개복술(O-ODP, open distal 

pancreatectomy in old age group)을 받은 군을 각각 비교하여 췌관선암을 가진 노인

환자에서 복강경 원위췌절제술의 수술 관련 결과 및 술 후 합병증, 생존율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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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0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서울아산병원(Seoul, South Korea)에서

윈위부의 췌관선암으로 진단된 환자 중 원위췌절제술을 받은 68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다음의 418명의 환자들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 개복

원위췌절제술을 받은 젊은 환자, (2) 병리학적으로 T4 또는 M1인 경우 (AJCC 8판

병기분류에 따라),  (3) 선행보조항암화학요법을 받은 환자, (4) 주요 혈관이나

장기의 종양침윤으로 이를 동반 절제한 환자, (5) 병기 결정이 불가능한 경우. 

연구대상에 포함된 270명의 환자를 나이와 수술방법에 따라 복강경

원위췌절제술을 받은 젊은 환자(Y-LDP), 복강경 원위췌절제술을 받은 노인

환자(O-LDP), 개복 원위췌절제술을 받은 노인 환자(O-ODP) 세 군으로 나누었다. 

70세를 기준으로 70세 이상은 노인 환자, 70세 미만은 젊은 환자로 정의하였다.

270명의 환자 중, Y-LDP군이 150명 (55.5%), O-LDP 군이 59명 (21.9%), O-ODP 

군이 61명 (22.6%)이었다. 우리는 O-LDP군에서 환자의 인구학적 특성, 술 후

합병증, 종양학적 결과, 생존율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Y-LDP, O-ODP 군과 각각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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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임상적 특성은 수술의 결과, 합병증 발생률, 사망률, 최종 병리학적

진단과 생존율을 포함하여 조사하였으며 임상 및 병리학적 자료는 후향적으로

조사 분석 하였다. 임상 자료는 나이, 성별, 신체질량지수, 입원 기간, 수술 후

합병증, 90일 사망률(수술 관련 사망), 보조화학요법 및 선행보조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하였으며 병리학적 자료는 종양 크기, AJCC 8판 TNM 분류에 따른 TNM 

병기, 조직학적 분류와 절제면 상태를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수술 후 사망률은 수술 후 9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대상으로 정의하였다. 

합병증은 퇴원 일까지 발생한 수술 후 합병증으로 정의하였으며 Clavien-Dindo 

분류법에 따라 분류하였다. [7] 경도의 합병증(Minor complications)은 Clavien-Dindo 

1, 2단계로 정의하였고 중증도의 합병증(major complications)은 3-5단계로

정의하였으며 여러 합병증이 있을 경우 환자에서 생긴 가장 높은 단계의

합병증을 최종 합병증 단계로 정의하였다. 술 후 췌장루(POPF)는 2016 국제

췌장수술 학회(International Study Group of Pancreas Surgery)에서 합의된 정의에

따라 분류하였다. [8]

LDP와 ODP의 수술법은 이전에 기술된 대로 이루어졌으며 [9-11] 후방 RAMPS 

(Radical Antegrade Modular Pancreatosplenectomy) 또는 전방 RAMPS 술 식으로

원위췌절제술을 시행하였다. [14] 본 연구에 참여한 술자들은 췌장수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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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경험 (50례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 복강경과 개복 수술 중 어떤 술

식으로 수술을 받을지 여부는 두 수술방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 후 환자 및

술자의 선호도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모든 환자는 수술 방법에 대한 사전 동의

후 수술이 이루어졌다. 추적관찰은 수술 후 처음 2년간은 3개월마다, 이후에는 3-

6개월 마다 복부 CT와 종양표지자를 포함한 혈액검사로 이루어졌으며 생존한

환자들은 2018년 8월 31일까지 또는 사망 환자는 그들의 사망 일까지 추적관찰

되었다.

이 후향적 연구는 서울아산병원의 기관감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았다.

2. 자료처리 및 분석

범주형 자료는 백분율 숫자로 보고되었으며 범주형 자료에 대한 유의성은 two 

tailed Fischer’s exact test 또는 Chi-square test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연속 변수는

평균 및 표준 편차(SD) 또는 중간 및 사분위수(IQR)로 표시하였다. 연속 변수에

대한 유의성은 두 평균 값을 비교하였으며 Student’s t-test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P 값(P value)는 0.05 미만일 경우 유의 하다고 정의하였다. 전체 생존율(OS)은

수술일과 사망일 사이의 기간으로 정의하였으며 생존한 환자의 경우 사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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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마지막 추적 관찰 일을 기준으로 정의하였다. 무재발생존율(RFS)은

수술일과 재발 또는 사망일 사이의 기간으로 정의하였으며 재발 없이 생존한

환자의 경우 재발 또는 사망일 대신 마지막 추적 관찰일(last follow-up date)을

기준으로 정의하였다. 통계 분석은 SPSS 24.0 통계 소프트웨어 (IBM Corp., 

Armonk, NY)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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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Comparative analysis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perioperative outcomes 

(1) 복강경 원위췌절제술을 받은 노인 환자(O-LDP)와 복강경 원위췌절제술을 받

은 젊은 환자(Y-LDP)의 비교

O-LDP 군은 Y-LDP군보다 더 많은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으며, ASA 점수가 3점

이상인 환자의 비율이 높았다. (15.3 vs. 4.6%, p=0.004). O-LDP 군에서 수술 전 혈청

알부민과 헤모글로빈 수치가 Y-LDP 군보다 낮았다 (3.4 vs. 3.7 g/dL ; p<0.001 and 

12.6 vs. 13.3 g/dL ; p=0.002). 총 수술 시간은 O-LDP 군이 Y-LDP 군에 비해 약간

짧았으며 (189.6 vs. 218.5 min, P = 0.006) 술 후 합병증(18.6 vs. 24.7%; p=0.351) 과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췌장루(POPF)의 발생률(6.8 vs. 6.7%; p=0.917)은 두 군간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1)

(2) 복강경 원위췌절제술을 받은 노인 환자(O-LDP)와 개복 원위췌절제술을 받은

노인 환자(O-ODP)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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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DP 군과 O-ODP 군의 인구학적 특성은 비슷하였으며, 수술 시간은 O-LDP 군

에서 O-ODP 군보다 더 짧았다 (189.6 vs. 226.8 min, P = 0.002). 전체 합병증은 O-

LDP 군에서 O-ODP 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적었으나 중증도의 합병증과 췌장루

는 두 군 간의 차이가 없었다. 입원기간은 O-LDP 군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짧았다 (11.3 vs. 15.8 days, P = 0.004) (Table 1). 

Comparative analysis of oncologic and survival outcomes O-LDP vs. Y-LDP

(1) 복강경 원위췌절제술을 받은 노인 환자(O-LDP)와 복강경 원위췌절제술을 받

은 젊은 환자(Y-LDP)의 비교

Table 2 에서는 O-LDP 군과 Y-LDP 군의 종양학적 결과 및 생존율을 비교하였으

며 절단면 양성 (positive resection margin) 비율 (O-LDP 25.4 vs. Y-LDP 13.3%;P = 

0.035)을 제외한 나머지 단기 종양학적 결과는 두 군간의 차이가 없었다. O-LDP 

군은 Y-LDP 군에 비해 더 적은 비율의 환자가 항암화학요법을 완료하였으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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슷한 중간 전체생존기간 및 무병생존 기간을 보였다 (O-LDP 32.2% vs. Y-LDP 

79.3%; P < 0.001). 

(2) 복강경 원위췌절제술을 받은 노인 환자(O-LDP)와 개복 원위췌절제술을 받은

노인 환자(O-ODP)의 비교

O-LDP군과 O-ODP 군은 단기 종양학적 결과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

며 중간 전체생존기간 및 무병생존 기간에 차이가 없었다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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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복강경 수술은 기존의 개복 수술에 비교하여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진다고 보고되

고 있다.[12-16] 대부분의 연구에서 복강경 수술은 환자의 통증을 줄여주고 입원

기간을 감소시키며, 환자의 생존율은 개복술과 비슷한 결과를 보인다.[17-20] 복

강경 윈위부절제술 또한 개복술에 비해 적은 통증, 낮은 합병증 발생율, 빠른 회

복, 짧은 입원기간 및 비슷한 생존율을 보인다. [11, 21-23] 따라서 노인 환자가 원

위부에 절제 가능한 췌관선암을 가진다면 개복술의 적절한 대안으로 복강경 원

위췌절제술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복강경 원위췌절제술이 젊은 환자

들에서와 같이 노인 환자에서도 이점을 가지는 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

다. 나이가 듦에 따라 여러 장기의 생리학적 기능은 감소한다. 심혈관 계통의 기

능저하로 혈압이 높아지며 심박출량은 낮아진다. 호흡기계의 변화를 보면 노인은

젊은 사람에 비해 동맥 산소혈색소 수치가 감소한다. 복강경 원위췌절제술을 시

행할 때 기복강을 만들고 환자의 자세를 변경 하는 것은 이미 신체기능이 저하

되어 있고, 기저 질환을 많이 가지고 있는 노인에게 더욱 복잡하고 불가역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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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적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복강경 원위췌절제술이 고령 환자에게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이 수술을 안전하게 적용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복강경 원위췌절제술이 췌관선암을 가진 70세 이상의

노인 환자에서 수술의 안정성과 믿을만한 종양학적 결과를 보여주는지 확인하기

위해 복강경 수술을 받은 젊은 환자 군(Y-LDP)과 개복술을 받은 노인 환자(O-

ODP)의 결과와 비교 분석하였다. 복강경 원위췌절제술이 노인에 미치는 영향을

개복술을 받은 노인환자와 복강경 수술을 받은 젊은 환자 모두와 비교하여 복강

경 수술과 고령이 미치는 영향을 모두 살펴 보았다는 것은 본 연구의 장점이라

고 할 수 있다. 

O-LDP군과 Y-LDP군을 비교해 보았을 때, 전자가 후자에 비하여 동반질환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후 합병증 발생 및 술 후 재원기간에서는 차이가 없

었다. 이 결과는 복강경 원위췌절제술이 절제 가능한 췌관선암을 가진 노인환자

에서 젊은 환자만큼 안전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진행

된 췌장암을 가진 노인환자에서 복강경 수술을 시행할 경우, 수술시간이 지연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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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고, 기복강 상태가 오래 지속된다는 위험이 있다. 이는 심폐 기능이 저하된

노인 환자에서 예측하지 못한 합병증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노인환자의

합병증은 젊은 환자에 비해 중증도가 높고, 더딘 회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개

별 환자의 특성이나 신체 상태, 병의 진행 정도를 미리 파악하고 수술 방법을 신

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원위부 췌관선암을 가진 노인환자에서 복강경 수술이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이 연구는 복강경 원위췌절제술을 받은 노인

환자와 젊은 환자의 보조화학 요법 순응도와 장기 생존율을 비교 분석하였다. 췌

관선암 환자에서 수술 후 보조화학요법은 생존율을 향상에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다.[24] 하지만 노인환자에서 수술 후 보조항암요법을 시행하는 것은 많은 제

약이 따른다. 노인 환자는 신체적 취약성과 동반질환, 다양한 약물의 복용 등으

로 인해 보조화학요법의 시행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노인 환자에서 다 약제

복용으로 인한 장기 독성은 특히 문제가 된다. 일반적으로 여러가지 약물을 복용

하는 노인 환자에서 약물과 관련된 부작용 사례들은 젊은 환자에 비해 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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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되고 있다. [25, 26] 암 환자에서 약물 복용의 기왕력이 있을 경우 화학요법으

로 인한 독성은 더욱 문제가 된다. [27] 따라서 노인환자에서 보조화학요법을 시

행할 할 때는 치료의 이득과 손실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결정해야 한다. 이 연구

에서는 O-LDP 군은 Y-LDP 군에 비하여 보조화학요법을 완료한 비율이 현저히

낮았다 (32.2 vs. 79.3% ; p<0.001). 이는 위에서 언급한 노인 환자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하겠다. 흥미로운 점은 O-LDP 군의 절제면 양성 비율이 Y-LDP 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고 수술시간은 유의하게 짧다는 것이다. 이는 술 자가 노인 환

자의 수술범위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전체 림프절

제거 수나 예후에서 양 군간의 차이가 없었으므로 종양학적으로 불완전한 수술

을 했다고 단정하기 힘들다. 결론적으로 두 군의 생존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췌관선암에서 복강경 원위췌절제술 후 장기 생존율은

환자의 나이와 크게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복강경 원위췌절제술을 노인 환자에서 적극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

는 노인 환자에서 기복강 상태를 장시간 유지하는 것이 과연 안전한가 하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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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때문이다. 수술시간이 길어지고 기복강 상태를 오래 유지해야 한다면 노인환

자에서 복강경 수술은 좀 더 신중하게 선택되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에서

개복술에 비해 복강경 원위췌절제술이 더 짧은 수술시간을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고, 우리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189.6 vs. 226.8 minutes; p=0.002). 따

라서 원위췌절제술의 영역에서 늘어난 수술시간이 노인 환자에게 복강경 수술을

적용하는 장애물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노인환자 군에서 복강경 원위췌절제술

은 개복술에 비해 낮은 전체 합병증 발생률을 보였고 (18.6 vs. 52.5%; p<0.001), 재

원 기간(11.3 vs. 15.8 days; p=0.004)을 단축하였다(Table 1). 또한 O-LDP 군이 O-

ODP군에 비해 위 배출지연(DGE)이나 장 마비의 위험성이 더 낮았는데, 이는 복

강경 수술이 개복술에 비해 수술 중 위장관계의 조작이 더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복강경 원위췌절제술을 받은 노인 환자가 빠른 회복과 짧은 재원기간을

보인다는 것은 노인환자에서 복강경 수술을 권유하는 큰 근거가 될 것이다. 지금

까지 복강경 수술이 보조화학요법을 완료하는데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거

의 없었다. 복강경 수술은 환자의 빠른 회복을 유도하고, 이는 화학요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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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응도 및 완료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O-LDP군과 O-

ODP 군의 보조화학요법 완료율은 차이가 없었다 (32.2 vs. 29.5%; p=0.749). 앞으로

노인 환자에서 복강경 수술이 보조화학요법의 순응도 및 완료율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O-LDP 군과 O-ODP군의

중간 전체생존기간과 무병생존기간은 큰 차이가 없었다 (32.5 vs. 22.3 months; 

p=0.179, 20 vs. 9.9 months; 0.354). 절제 가능한 췌관선암을 가진 노인환자에서 복강

경 원위췌절제술은 개복술 만큼 안전하며, 비슷한 장기간 생존율을 보여준다. 따

라서 노인환자에서 복강경 원위췌절제술은 개복술의 합당한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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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복강경 원위췌절제술을 시행 받은 노인 환자의 수술 결과, 합병증 발생률 및 생

존율은 같은 수술을 받은 젊은 환자 군과 큰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개복술을 받

은 노인 환자 군과 비교하였을 때 빠른 술 후 회복을 보였다. 따라서 절제 가능

한 췌관선암을 가진 노인환자에서 복강경 원위췌절제술은 안전하고 적절한 수술

방법으로 고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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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aroscopic distal pancreatectomy in elderly patients with left-sided resectable 

pancreatic ductal adenocarcin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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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kground

Old age was considered as a risk factor for surgical safety. The impact of old age on patients 

who underwent laparoscopic distal pancreatectomy (LDP) is still unclear. We evaluated the 

feasibility and safety of the application of LDP in the elderly patients with resectable 

pancreatic ductal adenocarcinoma (PDAC).

Methods

Two hundred seventy patients with resectable PDAC who underwent LDP were enrolled in 

present study. They were divided in three groups according to age and surgery: 150 young 

patients with LDP (Y-LDP), 59 old patients with LDP (O-LDP), and 61 old patients with 

open distal pancreatectomy (O-ODP). We compared patient demographics, perioperative 

outcomes, oncological parameters, and survival in O-LDP with those of Y-LDP and O-ODP 

group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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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O-LDP group had a higher rate of ASA score than Y-LDP group with more than 3 (15.3 vs. 

4.6%, p=0.004). The postoperative complications (18.6 vs. 24.7%; p=0.351) and clinical 

relevant POPF (6.8 vs. 6.7%; p=0.917)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O-LDP and 

Y-LDP groups. O-LDP group showed comparable median overall (OS) and disease free 

survival (DFS) to the Y-LDP group, respectively (32.5 vs. 37.5 months; p=0.152, 20 vs. 17 

months; p=0.436). There were significantly fewer overall complications in the O-LDP group 

than in O-ODP group (18.6 vs. 52.5%; P < 0.001). Length of hospital stay was shorter in the 

O-LDP group (11.3 vs. 15.8 days, P = 0.004). Median OS and DFS were comparable 

between O-LDP and O-ODP groups.

Conclusion

The application of LDP in elderly patients with PDAC is safe and feasible, by demonstrating 

that the perioperative and oncologic outcomes thereof are comparable to those in Y-LDP 

group and O-ODP group. LDP is an acceptable surgery for the elderly patients with 

resectable PD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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