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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nicopathologic Analysis of Remnant Gastric Cancer
after Distal Partial Gastrectomy: Experience of
Single Center during 15 Years
Seung Hui Choi, Tae Gyun Kim, June Young Kim, Hoon Hur, Sang-Uk Han, Yong Kwan Cho, and Myung Wook Kim
Department of Surgery, School of Medicine, Ajou University, Suwon, Korea

Purpose: Remnant gastric cancer (RGC) are generally detected at advanced stages or infiltration of adjacent organs. We retrospectively
reviewed the surgical outcomes and clinicopathologic results of remnant gastric cancers that have operated during fourteen years in one
institution of Korea.
Materials and Methods: 34 patients who were diagnosed with RGC at Ajou University Hospital from April 1995 to October 2009 were
enrolled. We analyzed the features of previous operation, and according to these results, surgical outcomes and clinicopathologic results
for RGC were analyzed.
Results: Of 34 patients, 20 patients had previously undergone distal gastrectomy for malignant disease, and 14 patients for benign
disease. The period between previous operation and surgery for RGC in the patients underwent operation for malignant disease was
shorter than that in benign patients (P<0.001). In surgical field, 31 patients (91.0%) were resected and curative resection was possible
in 23 patients (67.6%). When 31 patients who underwent resection for RGC were divided into previous malignant and benign disease,
there was no significantly different in terms of surgical outcomes and pathologic findings between two groups. Meanwhile, the patients
who recently (after 2005) underwent surgery for RGC showed less advanced stage compared with the patients who underwent surgery
before 2004.
Conclusions: Resection was possible in the higher proportion (91.0%) of patients diagnosed with RGC compared with previous reports.
The cause of previous operation did not effect on the surgical outcomes for surgery of RGC. Recent trend of RGC is to increase the
proportion of early stage gastric cancer. Therefore, surgeons should consider curatively surgical resection for RGC the regardless of
pattern of previous operation.
Key Words: Stomach neoplasms, Remnant stomach cancer, Completion total gastrectomy

Introduction

유럽에서 가장 많은 암이다.(1) 현재 위암을 치료하기 위한 유
일한 방법은 광범위 림프절 절제술을 포함한 위절제술이며, 국

위암은 전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많은 사망률을 보이는 악

내에서 발생하는 위암의 가장 흔한 위치인 하부에서 발생한 위

성 종양이며, 한국,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와 남아메리카, 동부

암의 경우에 원위부 위부분 절제술은 흔히 사용되는 치료법이
다.(2) 또한, 위궤양 및 십이지장 궤양 합병증의 발생 시에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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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경 차단술과 함께 원위부 위부분절제술이 흔하게 사용되
었으며,(3) 현재 궤양에 대한 내과적 치료의 발전으로 그 빈도
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내과적 치료에 불응성을 나타내는 소
화성 궤양의 치료방법으로서도 위부분 절제술이 시행되기도
한다.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위부분 절제술을 시행 받은 환자
들의 남아있는 위에서 발생한 위암을 잔위암으로 정의한다.(4)
과거에 국내에서 진행된 임상 연구들을 통하여 잔위암의
빈도와 종양의 위치 일차수술과 이차수술 사이의 시간간격,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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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 양상, 적절한 치료 그리고 예후 등이 다수 보고되었으나

통계적인 분석은 초회 수술의 원인, 재건술 그리고 잔위암

이들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의 환자들을 분석하였기

진단 시기에 대하여 범주형 변수에 대한 분석은 Chi-square test

때문에 보고에 따라서 차이를 보여 왔다.(5-7) 그러나, 일반적으

를 시행하였으며, 연속형 변수는 Mann-Whitney U test를 시행

로 잔위암 환자의 예후는 같은 병기의 초발암과 비교하여서 좋

하였다. 모든 통계는 SPSS version 13.0 (Statistical Package for the

지 않으며, 잔위암 진단 시 일반적으로 잔위 주변 림프절 전이

Social Science, SPSS Inc., Chicago)을 이용하였으며, P-value<

가 많고 주위조직의 침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4,8) 반면

0.05 일 때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에 잔위암이 초기에 발견되어 근치적으로 절제된다면 초발암

Results

의 생존율과 큰 차이가 없음을 보고한 결과도 있다.(9)
이에 저자들은 단일 기관에서 잔위암으로 진단 받고 수술을
시행 받은 환자들의 초회 수술의 특징과 임상양상, 수술 결과

1. 수술 방법 및 임상병리학적 특성

병리 결과를 후향적으로 조사하여 분석해 보았다. 또한 과거에

환자들의 나이는 40세부터 75세였으며, 평균 86세였고 4명

진단 받고 수술을 시행 받은 잔위암과 최근 잔위암 사이의 임상

을 제외하고 모두 남자 환자였다. 그들의 처음 진단은 위암 20

적 특징 및 수술 후 병리 소견들의 특징을 비교 분석하여 어떤

명(58.8%)과 양성질환 14명(41.2%)으로 나눌 수 있었고 과거 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위부 위 부분절제술 시의 수술 후 재건방식은 빌로스 1형이 10
명(31%), 그리고 빌로스 2형이 24명(69%)이었다. 과거 수술과

Materials and Methods

잔위암 진단까지의 평균적인 시간 간격은 평균 9.6년이었으며,
잔위암 발견 시 24명(70.1%)의 환자에게 있어서 통증, 소화불량,

1994년 10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15년간 아주대학교병원
외과에서 위암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 중 과거력에서 양성질환

구토와 오심 그리고 출혈 등의 증상이 있었다. 잔위암 종양의
위치는 문합부에 25명, 비문합부에 9명으로 확인되었다.

으로 원위부 부분절제술을 시행 받은 14예와 악성질환으로 근

잔위암에 대한 수술 방법은 이전 수술의 재건방식이 빌로스

치적인 원위부 위 아전 절제술을 시행 받고 조직 검사에서 절

1형인 경우, 위 십이지장 문합부위 박리 후 자동문합기로 십이

제 단단부에 암 침윤이 없는 환자 중 잔위에 악성 종양이 발생

지장 절제 후 루와이 문합술을 시행하였으며, 빌로스 2형인 경

한 환자 20예를 대상으로 임상적 특징, 초회 수술 후 잔위암 수

우, 위공장 문합 부위의 수입각(afferent loop)과 수술각 부위를

술까지의 기간, 조직 병리학적 특성, 수술 방법, 수술 후 합병

절제한 후 역시 루와이 문합술을 시행하였으며, 림프절 절제는

증 등을 의무기록 등을 통해 분석하였다(Fig. 1). 잔위의 종양

위 상부 1/3에 위치한 위암을 기준으로 D1＋β 이상으로 시행하

은 내시경 및 생검을 통해 조직학적으로 확인되었다. 종양의 위

였다.

치는 문합부와 비문합부로 분류되었고 잔위암의 병기는 The

수술을 받은 환자들 중 3명(8.8%)은 복막전이와 간전이로

international union against cancer (UICC)에 의한 분류 체계 6판

인하여 절제가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31명(91.2%)의 환자에 대

을 이용하였다.(10) 합병증의 발생은 일상적인 회복 과정 이외

하여 잔위 전절제술 및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하여 이 중 23명

의 추가적인 투약이나 시술이 필요했던 경우로 정의하였다.

(74.2%)의 환자가 근치적으로 절제되었다. 과거 수술의 원인이

Fig. 1. Flow sheet of this retrospectiv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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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patients and operations (n=34)
Benign
(n=14)
Age (median,

Malignant
(n=20)

67.5 (40~75) 67.0 (43~74)

P-value

Table 2. Patients’ characteristics and surgical results of resected
remnant gastric cancer (n=31)
n

0.522

  range)  year

Age (year)

Gender

  (Median,range)

    Male

29

13 (92.9%)

17 (85.0%)

    Female

  4

1 (7.1%)

  3 (15.0%)

0.484

10

  2 (14.3%)

  8 (40.0%)

    B-II

24

12 (85.7%)

12 (60.0%)

0.105

27

6 (66.7%)

21 (95.5%)

4

3 (33.3%)

1 (4.5%)

2

BMI (kg/m )
  (Median, range)

Stage of malignancy

B-II (n=22)

P-value
0.569

Gender
    Female

    B-I

B-I (n=9)

67.0 (54~74) 68.0 (40~75)

    Male

Previous reconstruction

1st operation reconstruction

19.5

21.1

(16.7~26.9)

(15.6~26.7)

0.063
0.967

Comorbidity

    Stage I

13

    Yes

18

7 (77.8%)

11 (50.0%)

    Stage II

  2

    None

13

2 (22.2%)

11 (50.0%)

    Stage III

  5

Morbidity
    Yes

14

5 (55.6%)

  9 (40.9%)

    None

17

4 (44.4%)

13 (59.1%)

    Stage IV

  0

Duration from 1st op.
  (Median, range)

240

52

(72~440)

(7~207)

<0.001

    Yes

11

2 (25.0%)

  9 (40.9%)

Symptom

    None

19

6 (75.0%)

13 (59.1%)

    R0

23

7 (77.8%)

16 (72.7%)

    R1 or R2

  8

2 (22.2%)

  6 (27.3%)

    Yes

14

2 (22.2%)

12 (54.5%)

    None

17

7 (77.8%)

10 (45.5%)

    T1

11

5 (55.6%)

  6 (27.3%)

    T2~4

20

4 (44.4%)

16 (72.7%)

    N0

22

7 (77.8%)

15 (68.2%)

    N1~3

  9

2 (22.2%)

  7 (31.8%)

    Differentiated

10

3 (33.3%)

  7 (31.8%)

    Undifferentiated

21

6 (66.7%)

15 (68.2%)

24

11 (78.6%)

13 (65.0%)

    None

10

  3 (21.4%)

  7 (35.0%)

0.393

Tumor location
    Anastomosis

25

11 (78.6%)

14 (70.0%)

    Non-anastomosis

  9

  3 (21.4%)

  6 (30.0%)

0.577

Resection for RGC
    Yes

31

12 (85.7%)

19 (95.5%)

    None

  3

  2 (14.3%)

1 (5.0%)

0.457

Transfusion

  months
    Yes

0.237

0.555

op = operation; RGC = remnant stomach cancer.

0.424

Curability
0.771

Co-resection
0.101

T*
0.135

N*

악성과 양성에 따른 임상 병리학적인 특징에 대하여 비교한 결
과, 1차 수술로부터 잔위암 수술까지의 기간(P<0.001)에 차이를
보이고 있었고, 그 외에 종양의 위치와 절제 여부에는 차이가
없었다(Table 1).

2. 절제가 시행된 잔위암 환자에서 과거 진단과 재건 방식에
따른 임상병리 특징과 수술 결과 비교
절제가 시행된 31명의 환자를 초회 수술의 재건 방법(빌로
스 1형과 2형)에 따라 나누고, 잔위암 수술에 대한 임상병리 특

0.593

Differentiaton
0.935

*AJCC 6th edition.

3. 절제가 시행된 잔위암 환자에서 수술 시기에 따른 임상적
특징과 병리 결과 비교

징과 수술결과(근치도, 합병증 및 수술 중이나 후의 수혈)에 대

절제를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잔위암으로 수술받은 시기

하여 비교하였으나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없었다

를 1995년부터 2004년까지와 2005년부터 2009년까지로 나누어

(Table 2).

서 그 임상적 특징들과 병리결과를 분석하여 보았다. 과거 진
단과 과거 수술 후 정기적인 추적검사 유무 그리고 근치적 절
제여부 등에는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으나 조기위암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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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linical and pathologic results according to time of
operation (n=31)
n

러한 변화에 따라 악성 종양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에 대한 추적
검사가 강조되면서 최근엔 잔위암도 조기에 발견되어 근치적

Time of operation for remnant
stomach cancer

절제를 받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진은 이번

1995~2004 2005~2009
P-value
(n=13)
(n=18)

석하였으며, 과거 위절제의 원인 그리고 재건 술식과 잔위암의

Previous operation
  Benign

12

  5 (38.5%)

  7 (38.9%)

  Malignancy

19

  8 (61.5%)

11 (61.1%)

  Yes

17

  4 (30.8%)

10 (55.6%)

  No

14

  9 (69.2%)

  8 (44.4%)

0.981

연구에서 단일 기관에서 15년간 수술을 받은 잔위암 환자를 분
진단 시 진행 정도와의 관련성은 발견하지 못했으나, 최근 비교
적 조기에 발견되는 잔위암 환자가 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
였다.
과거 보고들에 의하면 잔위암은 진행이 된 상태로 발견되는

Regular FU
0.171

경우가 많아 절제율이 38%에서 40%로 낮고 이에 따라 5년 생존
율도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14-16) 그러나 본 연구에서
는 90% 이상의 절제율을 나타내었으며, 절제된 환자들 중 많은

Curability
  Curative resection

23

  9 (69.2%)

14 (77.8%)

  Non curative resection

  8

  4 (30.8%)

  4 (22.2%)

0.592

비율(74.1%)이 근치적 절제가 가능했던 환자들이었다. 이렇게
높은 절제율은 과거 보고들이 양성 질환에 대한 위 절제술 후에
발생한 잔위암에 대한 보고가 대부분인데 반하여 이번 연구에

T*
    T1

11

1 (7.7%)

10 (55.6%)

    T2~4

20

12 (92.3%)

  8 (44.4%)

0.006

서는 악성 종양으로 위 절제술을 받았던 환자의 비율이 더 높았
으며 이 환자들이 수술 후 보다 철저하게 추적검사를 받았기 때
문이라고 생각한다.

N*
    N0

22

  9 (69.2%)

13 (72.2%)

    N1~3

  9

  3 (30.8%)

  5 (27.8%)

0.856

본 연구에서 초회 수술의 원인은 악성종양이 더 많았으며,
초회 수술 후 잔위암 발견까지의 기간도 악성 종양 때문에 수

Stage*

술을 받았던 환자에서 더 짧아, 기존의 보고들과 큰 차이가 없

    I

14

1 (9.1%)

13 (72.2%)

    II~IV

15

10 (90.9%)

  5 (27.8%)

0.001

th

FU = follow up. *AJCC 6 edition.

었으며 그 기간도 각각, 중간값 281개월과 52개월로 이전 보고
들과 비슷하였다.(6,13) 악성 종양 환자에서 이렇게 짧은 간격에
대하여 위암 환자의 다발성 병변이 초회 수술 시에 잔위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보고된 바 있지만, 이에 대한 임상적, 실험적 증

(P=0.006)과 초기 병변의 비율(P=0.001)은 최근 수술을 받은 환

거는 부족한 실정이다.(17) 또한, 위 부분 절제술의 원인에 따른

자들이 높았다(Table 3).

재건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잔위암 발견까지의 기간이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된 바도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절제원인(악성과

Discussion

양성)과 재건술(빌로스 1형과 2형) 간의 의미 있는 차이를 발견
하지 못했다.(17) 본 연구에서 두 군 간의 잔위암 발생까지 기간

과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잔위암을 분류해 왔지만, 통상적
으로 부분 절제된 위에 발생한 모든 암을 잔위암이라 한다. 잔

의 차이는 악성 종양 수술 후 많은 환자들이 재발의 조기 진단
을 위한 꾸준한 추적검사를 받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위암에 대한 최근의 임상보고들은 초회 수술과 잔위암 진단까

초회 수술 원인에 따라 잔위암 진단까지의 기간엔 차이를 나

지의 시기가 평균적으로 20년 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

타냈지만, 수술 후 병리결과(TNM stage, 분화도)에서는 따라서

으며, 최장 40년까지도 걸린다고 알려져 있다.(11) 이러한 오랜

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잔위암 발병의 원인

소요기간에 대한 결과는 대부분 양성 질환으로 위절제가 시행

적 측면의 그 동안의 가설을 뒷받침한다. 즉, 양성 질환으로 위

된 후 발생하는 잔위암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그러나 최근엔

부분절제를 받았을 경우의 담즙의 위 역류가 잔위암의 원인이

악성 종양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에 대한 보고도 늘어나고 있

된다고 보는 반면,(18-20) 악성 종양으로 수술 시엔 다발성 위암

다.(12,13) 이러한 변화는 위의 양성 궤양에 대한 내과적 치료제

이 초회 수술 시에 존재 했을 가능성과 악성화에 감수성이 높은

들이 발달하면서 이로 인하여 위를 절제하는 빈도가 크게 줄어

잔위에서 다발성 위암이 빠르게 발생했을 가능성을 잔위암의

들고 있고, 정기 검진에 따른 조기위암으로 진단되는 환자들의

원인으로 설명한다.(17) 따라서, 악성 종양 수술 시의 초회 수술

수가 증가하여 위암 환자들의 생존율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후의 빠른 잔위암의 발견에도 불구하고 수술 후 최종 병리 소견

볼 수 있다. 국내에서도 몇몇 보고들이 악성 종양에 대한 수술

에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은 이유가 될 수 있겠다. 재건 방

후 잔위암으로 수술하는 비율의 증가를 보고 하고 있다.(5,6) 이

식에 따라서, 과거의 보고들은 빌로스 1형 문합에 비하여 2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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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합 시 잔위암 발생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19,20) 본 연구
는 후향적 연구이므로 문합방법별로 잔위암 발생률에 대한 분
석은 불가능하였으나 두 문합 방법에 따른 수술 후 병리적 병기

과거의 보고들에서 잔위암은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

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초회 수술 원인과 문합방법에

우가 많고 절제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단일 기관에서 15년

관계없이 위 부분절제 환자들에 대한 추적검사를 통한 조기 발

간 잔위암으로 진단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후향적 분

견과 이에 대한 적절한 외과적 절제가 환자의 예후를 향상시키

석에서는, 높은 근치적 절제율을 나타냈고, 초회 수술의 원인과

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하겠으며, 발병까지의 기간을 고려하

재건방법에 따른 수술 결과와 병리 결과에 큰 차이를 나타내지

여 양성 병변으로 인한 위절제 환자라도 수술 후 기간과 관계없

않았다. 하지만, 최근에 진단되는 잔위암의 경우 비교적 초기

이 1~2년에 한 차례씩 내시경 검사를 통한 위암 선별검사가 필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 근치적 절제율은 더욱 높

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예후에도 많은 호전이 있을 것으로 판단

잔위암에 대한 수술의 원칙은 원발암에 대한 수술과 마찬가

된다.

지로 육안적, 조직학적인 종양의 완전 절제와 함께 위 주변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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