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N

pISSN 2233-5765, eISSN 2465-8383
https://doi.org/10.18858/smn.2019.10.2.54

SURGICAL METABOLISM AND NUTRITION

Vol. 10, No. 2, December, 2019

ORIGINAL ARTICLE

담도암으로 수술을 시행한 환자에서 예후와 근감소증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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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 of Sarcopenia with the Outcomes of Patients
who Underwent Surgery for Bile Duct Cancer
Hye Jin Kim, M.D., Min-Su Park, M.D., Ph.D., Bum-Soo Kim, M.D., Ph.D., Sang-Mok Lee, M.D., Ph.D.
Department of Surgery, School of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mpact of Sarcopenia by examining the psoas muscle on the outcomes after bile duct
resection for bile duct cancer.
Materials and Methods: This study retrospectively analyzed 101 patients who underwent surgery for bile duct cancer
between January 2006 and December 2015 at Kyung-Hee University Hospital. Skeletal muscle mass was evaluated by
performing preoperative computed tomography to define Sarcopenia. Patients were classified into two groups by the median
value of the psoas muscle index (PMI).
Results: The median value of the psoas muscle index in female patients was 463.9 mm2/m2, and the median value of
2
2
the psoas muscle index in males was 688.7 mm /m . In the sarcopenia group, the 1, 3, and 5-year recurrence free survival
rates were 74.5%, 52.9%, and 27.5%, respectively. On the other hand, in the non-sarcopenia group the 1, 3, and 5-year
recurrence free survival rates were 50%, 34%, and 28%, respectively. In the sarcopenia group, the 1, 3, and 5-year overall
survival rates were 84.3%, 54.9%, and 31.4%, respectively. In the non-sarcopenia group, 1, 3, and 5-year overall survival
rates were 58%, 40%, and 32%, respectively. However, recurrence-free survival and overall survival were not correlated
with sarcopenia (P=0.131, P=0.163).
Conclusion: Sarcopenia using the psoas muscle index (PMI) has no impact on outcomes of bile duct cancer patients who
underwent surgery. (Surg Metab Nutr 2019;10:54-58)
Key Words: Psoas muscles, Sarcopenia, Bile duct cancer

서

론

끼치는 인자는 수술 후 종양의 세포 분화도, 림프절 전이 유무,
절단면 침습 유무로 알려져 있다.[2]

담도암은 5년 생존율이 약 20∼30%로 예후가 나쁜 암 가운데

최근 환자의 영양 상태가 암의 예후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하나이다. 담도암은 발생기전이 명확하지 않고, 예방이나 검진 방

발표되었다.[3] 수술 전 영양상태를 평가하는 위해서 체질량지수,

법이 없어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수술 방법이 발전하면서

혈액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알부민, 프리알부민, 림프구 수

근치적 절제술이 가능한 경우가 증가하였지만 아직 4∼50%에 지

등이 활용되고 있지만, 기존의 지표들은 환자의 상태, 수술 전 치

나지 않으며, 수술 후 재발도 흔하다.[1] 담도암의 예후에 영향을

료 방법에 따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제한점이 많다.[4] 이를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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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하기 위해 최근 근육량을 측정하여 영양상태를 평가하는 연구들
이 많이 보고되고 있다.

2. 근감소증의 진단

1989년 Irwin Rosenberg은 나이에 따라 근육량이 감소하는

수술 전 시행한 복부 CT를 바탕으로 장요근의 단면적을 측정하

근감소증의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5] 현재는 근감소증을

였다. 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골격근의 질량, 강도의 점진적인 감소를 특징으로 하는 증후군으

(PACS)를 이용하여, 3번 요추 상측에서 양측 장요근의 단면적을

로 보고 하나의 질환으로 인식하고 있다.[6] EWGSOP (European

측정하였다. 장요근 지수(Psoas Muscle Index, mm2/m2)는 양

Working Group on Sarcopenia in Older People)에서는 근

측 장요근 단면적(mm )/환자의 키(m )로 정의하였다(Fig. 1). 일

육의 질량, 강도 및 신체 활동성을 측정하여 근감소증을 진단하였

반적으로 남자가 골격근량이 더 많기 때문에 남녀로 나누어 각각

다.[7] 근감소증을 진단하는 3가지 요소 중 하나인 근육의 질량

의 중위값에 따라 두 군으로 나누었다. 각각의 중위값은 여성

측정에는 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8]

463.9 mm /m , 남성 688.7 mm /m 이었고, 중위값보다 낮은

computed tomography (CT), magnetic resonance imaging

환자군을 근감소증군으로 정의하였다.

2

2

2

2

2

2

(MRI), and bioimpedance analysis (BIA) 등 다양한 방법이 이
용되고 있다. 예전에 가장 많이 사용되던 DXA는 지방량과 지방을

3. 통계 분석 방법

제외한 질량을 측정할 수 있는 비침습적인 방법이지만, 특수한 방

연속변수는 중위값과 편차로 표시되며 Student t-test로 분석

사선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상에서는 거의 사용이 불가능했

하였다. 범주형 변수는 Pearson-chi test를 사용하여 비교하였

다.[9] BIA는 소량의 전류에 대한 신체의 저항을 통해 체수분량을

다. 생존율 분석은 Kaplan-Meier과 Cox proportional hazard

추정하는 단순하고 비침습적인 방법이다.[10] 하지만, DXA와

model을 사용하였다. 유의수준은 P＜0.05로 설정하였다. 모든

BIA 모두 추가적인 기구를 통한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통계 분석은 SPSS를 사용하였다(SPSS 23-Statistical Package

임상에서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았다. 근래에 암의 예후와

for Social Science, version 23.0, IBM Corporation, Chicago,

근감소증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많아지면서 임상 환경에서 CT

IL, USA).

에서 측정한 장요근 지수를 통해 손쉽게 근육량을 측정하는 방법
이 각광받고 있다.

결

과

최근 많은 논문에서 다양한 암종의 예후와 근감소증의 연관관계
에 주목하고 있다. 근감소증은 간암, 대장암, 췌장암 환자에서 수

총 101명의 환자를 남녀 각각의 장요근지수 중위값에 따라 근

술 후 합병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환자의 나쁜 예후와 밀접한

감소군과 비-근감소군으로 나누었다. 근감소군은 51명, 비-근감

연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11-17] 하지만, van Vugt

소군은 50명이었고, 평균 나이는 63.9세, 63.4세였다. 근감소군

등은 간문부 담도암에서 장요근의 질량은 생존기간과는 밀접한 연

에서 남성의 비율은 64.7%, 비-근감소군에서 남성의 비율은 64%

관을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18]

였다. 수술 전 간기능 검사, CA 19-9, 세포 분화도, TNM stage,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단일 기관에서 담도암으로 수술받은 환
자의 복부 CT를 통한 장요근 지수를 바탕으로, 근감소증과 환자의
합병증 발생, 예후와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환자군
2006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경희대학교병원 외과에서
담도암으로 수술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전체 102명의 환
자 중에서, 수술 전 복부 CT 등의 자료가 없는 1명의 환자를 제외
하고 후향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모든 연구과정은 원내 생명윤리
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Kyung-Hee
hospital 2019-08-039)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다.

Fig. 1. Kaplan-Meier analysis of recurrence-free survival of patients with
sarcopenia and non-sarcopenia (P=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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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프절 전이 양상 등은 두 군 간 차이가 없었다. 기존에 사용되던

32%였다. 수술 후 두 군간 생존율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영양 지표인 알부민, 림프구수는 근감소군과 비-근감소군에서 차

보이지 않았다(P=0.131) (Fig. 2). 다변량 분석에서도 근감소는

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체질량 지수는 근감소군에서 평균 22.8

생존율 및 무재발 생존율의 의미 있는 위험인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

2

2

kg/m 비-근감소군에서 24.8 kg/m (P＜0.001)으로 차이를 보

났다.

였다(Table 1).
Clavian-Dindo classification에 따른 이환율은 전체의
37.6% (n=38)이었다. 근감소군에서 이환율은 35.3% (n=18), 비근감소군에서 이환율은 40% (n=20)였고, 두 군 간 이환율에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529). 전체 군에서 ClavianDindo classification도 3, 4에 해당하는 주요 합병증 발생 비율
은 6.9% (n=7)였고, 근감소군에서는 3.9% (n=2), 비-근감소군에
서는 10% (n=5)였다. 주요 합병증은 양 군 간 통계적으로 의미있
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229).
근감소군에서 1, 3, 5년 무재발생존율은 각각 74.5%, 52.9%,
27.5%였고, 비-근감소군에서는 50%, 34%, 28%였다. 수술 후 두
군간 무재발 생존율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P=0.163) (Fig. 1). 근감소군에서 1, 3, 5년 환자 생존율은 각
각 84.3%, 54.9%, 31.4%였고, 비-근감소군에서는 58%, 40%,

Fig. 2. Kaplan-Meier analysis of overall survival of patients with sarcopenia
and non-sarcopenia (P=0.131).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tients included in the study
Characteristic
Age
Sex (%)
BMI
PMI
Total bilirubin
AST
ALT
ALP
GGT
Albumin
CA19-9
Lymphocyte counts/ratio
Cell differentiation (%)

Lymph node metastasis (%)
Surgery (%)

Clavian-dindo classification (%)

TNM stage

Sarcopenia (n=51)

Female
Male

Well
Moderate
Poor
None
Metastasis
PPPD
Whipple
BDR
ETC
0
1
2
3
4
1, 2
3, 4

63.9 (10.1)
18 (35.3%)
33 (64.7%)
22.8 (3.1)
515.5 (120.6)
2.4 (2.0)
62.4 (51.8)
73.0 (66.1)
227.6 (123.4)
316.5 (298.5)
3.7 (0.4)
867.5 (2388.1)
31.9 (53.1)
8 (17.3%)
30 (65.2%)
8 (17.3%)
35 (85.3%)
6 (14.6%)
24 (47.0%)
0
11 (21.6%)
16 (31.4%)
33 (64.8%)
3 (5.9%)
13 (25.5%)
2 (3.9%)
0
46
4

Non-sarcopenia (n=50)
63.4
18
32
24.8
742.9
10.2
56.3
56.3
208.3
391.1
3.7
368.8
28.0
9
28
5
24
14
30
1
9
10
30
3
12
2
3

(8.44)
(36%)
(64%)
(2.69)
(165.4)
(51.1)
(35.4)
(35.4)
(151.8)
(461.2)
(0.5)
(1145.9)
(8.1)
(21.4%)
(66.7%)
(11.9%)
(63.1%)
(36.8%)
(60%)
(2%)
(18%)
(20%)
(60%)
(6%)
(24%)
(4%)
(6%)
46
3

BMI = Body Mass Index; PMI = Psoas Muscle Index; PPPD = Pylorus Preserving PancreatoDuodenectomy; BDR = Bile Duct Resection.

P-value
0.780
0.941
0.001
0.000
0.279
0.493
0.810
0.485
0.336
0.679
0.205
0.609
0.726

0.023
0.356

0.529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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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중위값을 사용하여 근감소증과 환자 예후와의 관련성을 분석
하였다.[17] 향후 장요근지수의 기준을 판단하는 연구가 더 필요

저자들은 본 연구에서 담도암의 예후인자로서 근감소증의 유효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우리 나라 사람들은 서구에 비해 상대

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CT에서 측정한 장요근지수를 바

적으로 마른 체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도 다르게 필요할

탕으로, 근감소증과 환자의 합병증 발생, 예후와의 상관관계를 확

것으로 생각된다.

인한 결과, 근감소증은 담도암 환자의 이환율, 생존율 및 무재발
생존율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최근 van Vugt 등은 간문부 담도암에서 장요근지수와 생존율
에 관련된 연구를 발표하였다. 근감소증 환자에서 평균생존기간과

담도암은 예후가 나쁜 암 중 하나로 병리 결과를 통한 방법을

는 밀접한 연관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수술 후 6개월후까지의 생

제외하고는 각 환자의 예후를 평가하기 어렵다. 환자의 수술 전

존은 근감소증을 보이는 환자에서 생존기간이 더 나쁘다는 결과를

영양 상태는 수술 후 합병증이나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

보여주였다(P=0.04).[18]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근감소증은 담도

소로 생각되고 있으며, 그 지표로서 근감소증의 임상적 유용성이

암 환자의 수술 후 이환율에 영향을 주는 독립적 인자가 아닌 것으

새롭게 대두되었다. 특히, CT는 암환자에서 수술 전 필수 검사로

로 나타났다. 폐렴, 출혈, 문합부 누출 등의 이환율은 비근감소군

사용되고 있고, 추가적인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환자의 골격

에서 더 높은 경향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근 양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각광받고 있다.

않았다. 또한 근감소증은 수술을 시행한 담도암 환자에서 생존기

최근 CT를 통해 근감소증이 암환자에서 가지는 임상적 유용성
을 규명하는 연구들이 많다. Kobayashi 등은 CT상 배꼽위치에서

간 및 무재발 생존기간에도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측정한 골격근과 지방의 양을 측정하여 근감소증과 비만도를 평가

이 연구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번째로 단일센터에서 장

하여, 간세포암으로 간 절제를 받은 환자 중 비만한 근감소증 군에

기간에 걸쳐 적은 수의 환자를 추적관찰 하였다. 따라서, 환자 간

서 재발과 사망위험이 높다고 보고하였다.[12] 여러 연구에서 복

의 수술 받은 시기가 최대 9년까지 차이가 있고, 수술의가 여러

부 CT 상 3번 요추부의 전체 골격근 단면적을 통해 근감소증을

명으로 이에 따른 예후의 차이를 보일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두

진단하고, 근감소증이 대장암 환자에서 수술 후 패혈증 발생을 비

번째로 환자의 기저질환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다. 합병증, 생존률

롯한 합병증을 예측하는 독립적인 인자임을 보고하였다.[13,14]

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심질환, 폐질환, 신질환, 내분비질환에 대

특히 3번 요추 높이에서 측정한 장요근은 총 골격근 양과 비례하

한 정보가 부족하였다. 특히, 신질환 환자에서는 상대적으로 근육

고, 지방 또한 총 지방 양과 비례하기 때문에 환자의 체중에 상관

량이 적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없이 예후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다.[19] 3번 요추에서 측정한

로 영양상태를 관찰하는 것에는 혈액검사, 근육량 평가, 신체활동

장요근 지수를 통해 근감소증과 암의 예후에 대한 연구들도 보고

능력 평가 등 다양한 지표가 있는데, 이 연구는 후향적 연구이기

되었다. El Amrani 등은 근감소증이 췌장암으로 수술 받는 환자

때문에 측정가능 지표가 있는 근육량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에서 수술 후 췌장 누공 및 중증 이환율의 비율을 높이며, 사망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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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증가시키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보고하였다.[15] 또한,

에서 발표한 논문은 근감소증을 진단할 때 크게 근육의 질량, 근

Nagata 등은 대장암 4기 환자에서 근감소증이 독립적인 예후인

력, 신체활동능력 저하 3가지 요소를 고려하였다.[7] 또한 최근에

자로 작용한다고 하였다.[16]

는 근육량뿐만 아니라 비만도를 함께 고려하여 측정하는 방법들도

본 연구에서는 CT상 3번 요추부의 장요근을 측정하여 근감소증

제시되고 있다. 근감소증의 평가지표 중 근육량만을 사용했기 때

을 진단하였다. 하지만, 아직 근감소증으로 판단이 되는 명확한

문에 이후 전향적으로 비만도와 신체 활동 능력 평가를 포함한 다

기준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Nagata 등은 장요근지수 550

양한 영양상태 지표를 활용한 대규모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

2

2

mm /m 를 그 기준으로 하여 대장암에서 근감소증이 생존율을

인다.

감소시킨다고 하였다.[16] Ishii 등은 성별에 따른 장요근지수의
중위값을 그 기준으로 하여 절제 불가능한 췌장암 환자에서 항암

결

론

치료 시행 시 근감소증 환자에서 유의하게 낮은 생존율을 보고하
였다.[17] 본 연구에서는 R통계를 이용하여 장요근지수와 생존의

담도암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에서 CT를 이용하여 측정한 장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절단 값을 측정하였으나, 의미를 가지

근지수(PMI)와 이환율, 생존율과의 연관성은 이 연구에서는 관찰

는 값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Ishii 등이 발표한 논문에서

되지 않았다. 향후 근육의 질량, 강도 및 신체 활동성을 통해 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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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증을 진단하고, 예후 인자로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추가적
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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