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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감소증이 췌절제술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
한

인

웅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외과

Effect of Sarcopenia in Patients after Pancreatectomy
In Woong Han, M.D., Ph.D.
Department of Surgery, Samsung Medical Center,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Korea

Sarcopenia is characterized as a syndrome involving the progressive or generalized loss of skeletal muscle mass and
strength with or without increased fat mass. This is one of well-known risk factors for adverse treatment outcomes in
patients with various medical and surgical diseases. Sarcopenia itself, independent of the body mass index, is a powerful
prognostic factor for cancer cachexia, liver cirrhosis, and even all causes of mortality. In terms of gastrointestinal surgery,
sarcopenia is a significant prognostic factor in patients with gastric or colorectal cancers. Sarcopenia is related to
postoperative complication, 30-day mortality, overall survival, and disease-free survival after gastrointestinal surgery.
For patients with hepatic surgery, sarcopenia is also a significant prognostic factor. Several studies, including
meta-analysis, proved sarcopenia to be waiting-list mortality and post-transplantation mortality in liver transplantation
patients. Similarly, preoperative sarcopenic obesity was an independent risk factor for death and hepatocellular carcinoma
recurrence after a hepatectomy. In cases of pancreatic cancer, several studies proposed that sarcopenia was an objective
measure of patient frailty that was strongly associated with the long-term outcome independent of tumor-specific factors.
In addition, sarcopenia or sarcopenic obesity has been reported to be a strong predictor of major complications after
pancreatectomy. As a result, sarcopenia could be used to improve patient selection before a pancreatectomy. The next
step to solve the questions to manage sarcopenia and improve the post-pancreatectomy outcomes would be to determine
the role of nutrition and physical activity in the prevention or treatment of sarcopenia, and to develop specific medications
with an evidence-based treatment of sarcopenia in patients with pancreatectomy. (Surg Metab Nutr 2018;9: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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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췌십이지장절제술(Pancreatoduodenectomy; PD) 또는 유
문보존췌십이지장절제술(pylorus-preserving PD; PPPD)는

근감소증(sarcopenia)은 나이의 증가에 따른 체내 근육량의

다양한 유두부 주위 종양(periampullary tumor)의 표준적인

감소를 뜻하는 용어로, 최근 이의 임상적 중요성이 강조되고

술기이다. 원위부 췌절제술은 췌장의 몸통 및 꼬리에 발생하는

있다.[1,2] 근감소증에 기여하는 인자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질환에 대한 대표적인 술기이며, 이는 비장 또는 비장혈관을

노화과정, 부적절한 식이 및 영양불량, 질병 및 노화에 따른

보존하는 술식, 복강동맥을 합병절제하는 술식(distal pan-

운동량 부족, 만성 소모성 질환, 약제, 스테로이드 사용 및 갑상

createctomy with celiac axis resection; DP-CAR), 근치적

선 기능장애, 당뇨 등의 내분비 기능 장애 등 다양한 원인이

전향적 췌미부-비장절제술(Radical Antegrade Modular Pancreato-

제시되어 왔다.[1,3]

Splenectomy; RAMPS) 등의 다양한 변형술식이 임상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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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왔다.[4-7] 이러한 췌절제술은 최근 수술 술기 및 수술

측정하며, 근육 강도는 악력 강도 측정, 신체 활동은 Short

전후 관리의 발달로 인해, 수술 경험이 많은 기관의 경우 수술

Physical Performance Battery (SPPB)이나 정해진 시간 안에

후 사망률은 1∼5%로 상당히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타 장기 수

서 일정한 거리를 이동하는 Timed get-up-and-go test 등을

술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또한 수술 전 환자들의 영양상태가

이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를 이용한 근감소증의 진단 기준

불량한 경우가 많고, 수술적 절제 범위가 타 수술에 비해서 광

(cut-off) 값은 Table 2와 같다.[17-19]

범위해 수술 후 합병증률은 현재에도 40∼60%에 이르고 있

체내 근육량의 감소와 더불어, 지방량의 증가를 반영하는 근

다.[8,9] 따라서 수술 후 성적을 향상시키고자 이에 관계되는

감소성 비만(sarcopenic obsesiy) 역시 여러 연구에서 그 임상

예후인자를 발굴하려는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적 의미를 밝혀내고 있다. 이는 내장 지방면적(visceral fat area)

최근 여러 연구에서 근감소증이 다양한 임상상에서의 예후

을 총근육량으로 나눈 값으로, 이 값이 클수록 여러 질환에서

인자로 잘 알려져 있다.[2,10] 이는 비단 내과적 질환뿐만 아니

불량한 예후를 보고하였다.[2,20]

라, 복부 수술 환자에서도 수술 후 합병증, 재원 기간, 생존률
등의 핵심지표에서 불량한 예후인자임이 밝혀지고 있다.[11,12]

2. 내과적 및 외과적 질환에서의 근감소증의 임상적 의의

그러나 상대적으로 췌장 수술에 있어서는 소수의 보고를 제외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 근감소증의 연구는 내과적, 외과적

하고는 그 임상적 중요성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13,14] 따라

질환을 망라하여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2013년 소화기계 및

서 본 종설에서는 수술 전 근감소증이 췌절제술후 환자에게 미

호흡기계 암환자 1473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근감소증

치는 임상적 영향 및 예후 인자로써의 가치에 대해 논하고자

이 환자 몸무게와 상관없이 생존기간의 불량한 예후인자로 보

한다.

고한 바 있다.[21] 또한 간경변증에 이환된 환자의 메타분석에
서는 근감소증이 간경변증 합병증 발생의 불량한 예후인자이

본

론

며, 이는 특히 서양 환자들에 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계
환자들에서 높다고 보고한 바 있다.[10] 이를 바탕으로, 최근

1. 근감소증의 정의, 진단, 분류 및 임상적 측정법

보고된 대규모의 메타분석에서는 근감소증이 고령층을 대상으

근감소증은 그리스어로 근육(flesh)를 뜻하는 ‘sarx’와 상실

로 한 모든 종류 사망의 예측인자이며, 이를 사전에 진단해서

(loss)을 뜻하는 ‘penia’가 합쳐진 용어로, 1980년대 후반에 도

치료하는 것이 예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

입되어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다.[1] 현재까지 널리 받아들여지

다.[2,22]

는 정의는 없으나, 대부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는, 보

위장관계 암으로 이환된 환자들에게 있어 근감소증이 미치

통 지방량의 증가를 동반한 체내 근육량의 감소로 받아들여지

는 영향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메

고 있다.[3,15,16] 이는 여러 연구에서 신체 활동 및 삶의 질,
생존 기간 등에 대한 불량한 예후인자로 밝혀져 있으며, 체내

Table 1. Diagnostic methods for sarcopenia. EWGSOPguideline, 2010 [3]

근육량 감소, 근육 강도 감소, 신체 활동(physical performance) 감소의 3가지 요건으로 진단한다.[3,15,16] 일차성 근감
소증은 특별한 구조적 원인 없이 연령 증가 자체로 나타나는

Variable
Muscle mass

근감소증을 뜻하며, 이차성 근감소증은 그 원인인자가 뚜렷하
게 밝혀졌을 때로 분류하며, 보통 이차성 근감소증은 다발성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15,16] 이러한
근감소증은 그 중등도에 따라 단계(grade)적으로 분류하며, 이
는 임상상에 따라 치료 방침을 세우는데 도움이 된다.[3]
유럽의 근감소증 연구단체 (European Working Group on
Sarcopenia in Older People, EWGSOP)에 따르면, 근감소증
의 측정은 Table 1과 같다.[3,17,18] 근육량은 CT (Fig. 1),
MRI, Dual 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등의 영상학
적 검사와 생체 전기저항(Bioimpedance analysis, BIA) 으로

Muscle strength

Physical
performance

Research
Computed tomography (CT)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Dual 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
Bioimpedance analysis (BIA)
Total or partial body potassium
per fat-free soft tissue
Handgrip strength
Knee flexion/extension
Peak expiratory flow
Short Physical Performance
Battery (SPPB)
Usual gait speed
Timed get-up-and-go test
Stair climb power test

Clinical
practice
BIA
DXA
Anthropometry

Handgrip
strength
SPPB
Usual gait
speed
Get-up-andgo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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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iagnostic method using CT
scan
for
sarcopenia
(A-F).
Visualization of skeletal muscle and
intraperitoneal fat volume.

Table 2. Cut-off values for sarcopenia. EWGSOP guideline, 2010 [3]
Criterion
Muscle mass

Measurement
DXA, CT, MR
BIA

Muscle strength

Handgrip strength

Physical performance

SPPB
Gait speed

Cut-off points by gender
Skeletal muscle mass index (SMI)
Men: 7.26kg/m2, Women: 5.5 kg/m2
SMI
Men: 8.87 kg/m2, Women: 6.42 kg/m2
Men: ＜30 kg
Women: ＜20 kg
SPPB ≤8
6 meters course: GS ＜1 m/s
15 ft (4.572 m) course:
Men: Ht 173 cm: ≥7 s, Ht＞173 cm : ≥6 s
Women: Ht≤159 cm: ≥7 s , Ht＞159 cm: ≥6 s

타분석에서는 근감소증이 수술후 합병증, 재원기간의 유의미한

Reference group defined
＜2 SD of mean of young adults
＜2 SD of mean of young adults
Based on statistical analysis of study group
Epidemiologic Studies of the Elderly data
Health ABC participant data
Based on quartiles of study group (n=5,317)

불량한 예후인자임을 보고하는 연구도 있다.[20]

불량한 예후인자임을 보고하였다.[11,23] 이러한 영향은 대장
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술전 근감소증은 대장암 환자에

3. 췌절제술 후 술전 근감소증의 임상적 의의

서의 수술후 합병증, 재원기간, 의료비용, 생존 기간 등의 불량

위장관계 및 간암에 대한 근감소증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한 예후인자라는 여러 보고가 있다.[23-25] 이를 종합하여,

반면, 췌절제술 및 췌장암에 대한 근감소증에 대한 연구는 상대

2017년에 보고된 메타분석은 영상학적으로 진단된 술전 근감

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다른 장기 수술에 비해 수술

소증은 복부수술에 있어서 수술후 합병증, 재원기간 내 사망률,

후 사망률 및 합병증 빈도가 현저히 높은 췌장암 및 췌장수술

암 사망률에 대해 독립적인 불량한 예후인자임을 보고하였다.[12]

의 특성상, 예후인자로써의 근감소증은 상당한 가치를 가질 수

간이식을 시행받은 환자들에 대해서도, 술전 근감소증이 불

있다. 미국외과학회 합병증데이터베이스(ACS-NSQIP database)

량한 예후인자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식전 근감소증은 간이

에 따르면 근감소증은 술 후 주요 지표인 재원기간, 감염성 합

식을 시행받기 전 사망률(Waiting list mortality)과 이식 후 사

병증, 위배출 지연 등에 독립적인 불량한 예후인자임을 보고하

망률(Post-transplantation mortality)에 모두 악영향을 끼치

였다.[14] 이러한 영향은 근감소증 자체보다는 지방량을 반영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6] 간이식 이외에, 간세포암으로 인한

한 근감소성 비만에서 더욱 뚜렷한 경향을 보이는데, 2016년

간절제술에도 근감소성 비만이 생존률, 간세포암 재발에 있어

한 연구에서는 CT를 이용하여 근감소증 및 근감소성 비만을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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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한 후, 근감소증 자체보다는 근감소성 비만이 췌십이지장

강도를 영상학적으로 진단하며, 신체 활동량의 감소가 동반되

절제술 후 주요 합병증의 유일한 결정인자(determinant)라고

면 진단에 도움이 된다. 근감소증은 여러가지 내과적, 외과적

주장하였다.[27]

질환에 있어 생존률 등에 불량한 예후인자이며, 이는 췌장암

근감소증은 수술 후 합병증 등에 미치는 결과와는 별도로,

및 췌절제술 환자에게도 같은 결과를 보인다. 따라서 근감소증

종양학적 결과 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12년도의 한

을 동반한 수술전 환자에게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영양학적,

연구에 따르면 췌장선암(pancreatic adenocarcinoma)에 대해

신체적, 약물적 치료법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

총허리근(total psoas muscle)을 이용하여 근감소증을 정의한
후 3년 생존률을 비교해 본 결과 술전 근감소증이 종양 특이적
인 여러 변수와 별개로 독립적인 예후인자임을 보고하였고, 따
라서 이를 환자의 허약함(frailty)을 측정하는 객관적인 지표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13] 또한 2015년에 존스홉킨스 그룹
에서는 근감소증 측정시 단일 CT 영상보다는 총허리근을 적분
한 값이 근감소증을 더 정확히 반영하며, 앞 선 연구와 마찬가
지로 다변량분석후 근감소증이 생존률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
다고 하였다.[13] 이러한 경향은 췌장암뿐만 아니라 팽대부 주
위암 등으로 인한 췌절제술에서도 찾아 볼 수 있으며, 이는 여자
보다는 남자에게서 경향성이 뚜렷하다는 연구도 있다.[28] 따
라서 이를 종합하면 근감소증은 췌장선암 및 췌절제술을 시행
받은 환자들에서 합병증 및 생존률에 대한 독립적인 예후인자
중 하나라고 생각되며,[28-30] 조만간 메타분석 등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4. 췌절제술 환자에서의 술전 근감소증에 대한 향후 연구
방향
전술한 바와 같이, 술전 근감소증은 췌장암 및 췌절제술에
대해 재원기간, 합병증 등의 술 후 조기 결과(early postoperative outcome)과 종양학적 후기 결과(late oncologic
outcomes)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술전 근감소증을 조절하기 위한 연구방향으로는 가
장 중요한 것이 스크리닝을 통해 근감소증을 확인하고, 이를
영양학적으로 교정하는 것이다. 또한 환자의 신체 활동을 증진
시켜 개선해 나가는 것 역시 간과할 수 없으나, 이의 구체적인
방법, 이를테면 어떤 운동을, 어떤 강도로, 얼마나 지속해나가
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당연하지
만, 이를 개선시킬 수 있는 약제의 개발 역시 중요한 연구의
한 축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3,15,16]

결

론

근감소증은 체내 지방량의 증가를 보통 동반하는, 골격근의
양과 강도가 진행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근육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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