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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국문요약국문요약국문요약
 
 

소절개창을 통한 영상보조 근치적 신장적출술 

 

 

서론서론서론서론: 근치적 신장적출술 (Radical nephrectomy)은 1963년 

Robson 등에 의해 소개된 이후에 현재까지 신장암의 표준 

치료법으로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장암에서 영상보조 

소절개창 근치적 신장적출술을 기존 개복 수술, 복강경 근치적 

신장적출술과 비교분석하여 그 유용성과 안전성 및 장기 

추적관찰결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대상대상대상    및및및및    방법방법방법방법: 1998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본원에서 

임상적으로 국한된 신장세포암이 의심되어 영상보조 소절개창 

수술 154명, 기존의 통상적인 개복수술 368명,  복강경 근치적 

신장적출술 54명을 대상으로 후향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결과결과결과결과: 수술시간, 수술 중 출혈량, 수술 전후 합병증은 세 수술군 

간에 차이가 없었다. 영상보조 소절개창 및 복강경 근치적 

신장적출술을 시행받은 환자군이 개복 수술군보다 식이 

재개까지 걸리는 시간, 완전 보행까지 걸리는 시간, 수술 후 

재원기간이 의미있게 짧았고, 진통제 투여량이 의미있게 

적었다.  

BMI 에 따라 정상체중군 (BMI < 25kg/m2)과 과체중-비만군 

(BMI ≥ 25kg/m2)으로 나누었을 때 역시 수술시간, 수술 중 

출혈량, 수술 전후 합병증은 세 수술군 간에 차이가 없었고 

영상보조 소절개창 및 복강경 근치적 신장적출술을 시행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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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군에서 개복 수술군보다 식이 재개까지 걸리는 시간, 완전 

보행까지 걸리는 시간, 수술 후 재원기간이 의미있게 짧았고, 

진통제 투여량이 의미있게 적었다.  

병기에 따라 T1, T2, T3로 환자를 분류하여 생존분석을 

시행하였을 때 추적관찰기간 동안 세 군간의 무재발 생존률과 

암특이 생존률의 차이는 없었다. 

결론결론결론결론    : 신장암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영상보조 소절개창 근치적 

신장적출술은 보다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치료법으로 종양학적으로 개복수술과 동등한 결과를 보여주었고, 

또한 과체중-비만 환자에서도 차이없는 합병증이나 수술결과를 

보였다. 영상보조 소절개창 근치적 신장적출술은 신장암의 최소 

침습적 치료로써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

핵심되는 말 : renal cell carcinoma; VAMS; laparoscopy; 

nephrectomy, rad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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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절개창을소절개창을소절개창을소절개창을    통한통한통한통한    영상보조영상보조영상보조영상보조    근치적근치적근치적근치적    신장적출술신장적출술신장적출술신장적출술    

 

<지도교수 나 군 호>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김 동 석  

 

 

ⅠⅠⅠⅠ....    서론서론서론서론    

 

신장암은 비뇨기계통의 암 중에서 3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으로 

전립선암과 더불어 그 발생율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1 

최근 초음파, 전산화 단층 촬영 등의 방사선학적 검사의 발전 및 

건강검진의 보편화가 신장암의 조기 진단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신장암의 치료 중 가장 근본이 되면서 효과적인 방법은 

암병변을 포함한 이환 신장을 수술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이환 

신장과 Gerota 근막, 부신, 근위부 요관 및 신문부 주위의 

림프절까지 절제하는 근치적 신장적출술 (Radical nephrectomy)의 

개념은 1963년 Robson 등에 의해 소개된 이후에 현재까지 신장암의 

표준 치료법으로 시행되고 있다.2  

현대의 수술의 발전과정은 환자에게 최대한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수술 중 및 수술 후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신장암의 표준적 치료인 근치적 신장적출술도 역시 기존 통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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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복수술에서 점차적으로 최소침습수술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1990년 Clayman 등이3 처음으로 복강경을 이용한 신장적출술을 

보고하였는데, 대부분의 Gerota 근막과 신장주위 지방은 

제거하였으나 부신은 보존하는 수술방법이었으며, 이후 복강경 

술기와 장비의 발전으로 복강경 근치적 신장적출술은 신장암의 

치료방법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널리 시행되고 있다.4-6 여러 

연구자들의 보고들에 의하면 복강경 근치적 신장적출술은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개복 근치적 신장적출술과 동등한 수술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입증되었다.7-10 복강경 근치적 신장적출술은 기존의 개복 

근치적 신장적출술에 비해 재원시간, 술 후 통증 등 환자의 불편감을 

완화시키고 수술 후 빠른 회복시간 보이며 보다 작은 수술상처로 

미용 측면에서의 장점을 보였으나, learning curve가 길고 술기의 

습득이 개복수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워서 최근까지도 많은 

술자들이 복강경 수술을 시행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11,12 

더욱이 통상적인 복강경 수술에서는 개복수술에 비해 정교한 봉합이 

힘들고, 불필요한 복강 내 조작, Carbon dioxide (CO2) 가스의 

사용으로 인한 합병증, 복강경 영상만을 통한 제한된 이차원 수술장 

시야 및 이로 인한 수술 위험성 증가 등의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다. 

최소침습수술이 보편화되면서 작은 수술상처와 수술 후 통증경감 및 

빠른 회복 등 수술의 미용적, 기능적 측면이 지나치게 강조된 나머지 

수술의 근본 목적인 체계적이고 근치적인 적출과 정밀한 봉합 등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논란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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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침습수술의 적합성 및 합리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보다 합리적인 수술 방법을 개발하려는 

목적으로, 기존의 통상적인 개복수술과 복강경 수술의 장점을 접목한 

새로운 영상보조 소절개창 수술법 (Video-assisted minilaparotomy 

surgery; VAMS) 이 개발되었다. (그림 1) 

 

` 

 

그림 1. 개복수술, 복강경 수술, 영상보조 소절개창 수술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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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보조 소절개창을 이용한 수술은 1994년 미국 비뇨기과 

학회에서 세계 최초로 신장이식을 위한 생체 공여 신장적출술을 통해 

성공적으로 보고된 이후,13,14 꾸준히 수술기구 및 술기를 개발, 

보완하여 현재까지 여러 후복막강 장기의 수술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표 1)  

 

표 1. 비뇨기과 영역에서 영상보조 소절개창 수술(VAMS)의 적응증  

비뇨기과비뇨기과비뇨기과비뇨기과    후복막강후복막강후복막강후복막강    장기에서장기에서장기에서장기에서 VAMS  VAMS  VAMS  VAMS 의의의의    적응적응적응적응    수술수술수술수술    

근치적 신장적출술  

공여 신장적출술 

단순 신장적출술 

부분 신장적출술 

신장낭종 조대술 

신우 성형술 

요관 절석술 

요관 단단문합술  

 

 본 연구에서는 신장암에서의 영상보조 소절개창을 이용한 근치적 

신장적출술을 시행받은 환자와 기존 개복 근치적 신장적출술, 복강경 

근치적 신장적출술을 시행받은 환자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그 

유용성과 안전성 및 장기 추적관찰결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7 

ⅡⅡⅡⅡ....    대상대상대상대상    및및및및    방법방법방법방법    

 

1. 대상 환자  

1998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본원에서 임상적으로 국한된 

신장암이 의심되어 영상보조 소절개창 근치적 신장적출 또는 기존의 

통상적인 개복 근치적 신장적출술, 복강경 근치적 신장적출술을 

시행받은 647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후향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들 총 647명의 환자 중 영상보조 소절개창 근치적 신장적출술, 

개복 근치적 신장적출술, 복강경 근치적 신장적출술을 시행받은 

환자는 각각 163명, 368명, 84명이었다. 여기에서 통상적인 개복 

수술은 측복부 피부절개를 통하여 후복막강에서 근치적 신절제술을 

진행한 것을 의미한다. 술 전 원격전이가 있는 경우, 최종 

병리소견결과 신세포암이 아닌 경우와 후향적 분석자료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본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 분석에 적합한 

환자는 영상보조 소절개창 근치적 신장적출술, 개복 근치적 

신장적출술, 복강경 근치적 신장적출술 각각 154명, 368명, 54명으로 

총 576명이었다 모든 환자들은 신장암의 진단을 위해 수술 전 

복부-골반부 전산화 단층촬영 및 단순흉부촬영을 시행하였다. 환자가 

골동통을 호소하거나 수술 전 alkaline phosphatase의 상승소견이 

보이는 경우에 전신 골주사를 시행하였으며, 단순흉부촬영에서 

이상소견을 보이거나 호흡기계 이상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에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을 시행하였다. 수술방법의 결정은 환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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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방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 후 환자의 선호도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신종양의 크기는 결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신문림프절은 수술 

당시 림프절 비대소견이 없는 한 제거하지 않았다. 적출된 신장은 

모두 본 병원의 병리의사에 의해 검사되었으며, 병기는 1997년 

International Union Against Cancer and the American Joint 

Committee on Cancer 의 TNM 에 따라 기술되었다. 평균 

추적관찰기간은 32.9개월이었고(1-121개월), 정기적인 단순 

흉부촬영이나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 전신 골주사, 복부-골반부 

전산화 단층촬영 등을 시행하여 재발이나 전이여부를 

추적관찰하였다.  

 

2. 영상보조 소절개창 근치적 신장적출술의 방법  

환자를 전신마취하에 통상적인 근치적 신장적출술 시행 시와 

동일하게 반측와위 자세를 취하였고, 1명의 숙련된 술자와 1명의 

도움자가 환자의 등쪽에서 같은 방향에 서서 수술이 진행되었다. 

10 번째 늑골부위에서 5-7cm 정도의 복직근 측부 피부절개를 

가하고, 복근을 절개하지 않고 분리하였다. 이후 복막을 내측으로 

젖힌 후 특별히 도안되어진 2 개의 천자형 복벽거상기(piercing 

abdominal wall elevator)를 각각 주절개부위 약 4cm 상내외측에 

위치시키고 새로이 고인된 자동거상기에 연결, 복근을 견인하여 

복강 내에 충분한 수술 공간을 확보하였다. (그림 2, 그림 3) 

조명이 가능한 복강경(telescope with light source)의 삽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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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주절개 부위의 약 7cm 하외측 전골능 상방 전액와선 부위 

복부에 10mm 정도의 절개창을 위치시킨 후 내시경을 넣고 

비디오시스템을 이용하여 간접시야를 확보하였다. 또한 특별히 

고안된 자가견인기구(self retractors)를 통해 소절개창을 

견인하였다. (그림 4, 그림 5) CO2 등의 가스를 사용하지 않았고, 

모든 조작은 후복막강에서 이루어졌으며, 소절개창을 통한 

직접시야에 의한 개복술기와 비디오시스템과 복강경을 통한 

복강경 술기를 통해 수술이 진행되었다. (그림 6) 신문부를 확인한 

후 소절개창 수술에 적합하게 고안된 수술 기구를 사용하여 

직접적인 육안적 시야와 복강경을 통한 영상을 이용하여 박리를 

시행하였다. 소절개창을 통하여 신동맥은 12mm clip 으로 결찰한 

후, 좌측 신정맥은 silk suture 로 결찰 후 절단하였고, 우측 

신정맥은 Satinsky vascular clamp 를 이용하여 하대정맥 

변연부에서 절단 후 5-0 prolene 으로 봉합하였다. Gerota 근막 

외측과 상부를 박리하고 요관과 요정맥을 확인하였다. 요관은 

신장 3cm 아래에서 내시경 시야하에 절제 후 10mm clip 으로 

결찰하였다. 신장을 하방으로 당기면서 신장의 상외측과 부신의 

박리를 시행하였다. 최종적으로 신장을 외측으로 돌려 en cloc 

으로 Gerota 근막 및 신주위 지방층과 부신을 포함한 신장의 

유리가 가능하였다. 절제된 적출물은 lap-bag 에 담아 

소절개창을 통해 제거하였다. 마지막으로 출혈이 없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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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고 복강경 및 trocar 를 제거하였고, 배액관은 10mm 의 

절개창을 통해 삽입하였고, 소절개창의 피부절개를 봉합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VAMS, 개복수술, 복강경 근치적 신장적출술을 시행받은 세 그룹 

간의 임상적 특성 및 수술 기록을 후향적으로 조사하였고, 수술 

당시의 나이, 남녀비, 좌우측비, 체질량 지수 (body mass index , 

BMI), 병기, 종양의 크기, 수술시간 및 출혈량, 수술 후 

식이섭취까지의 시간, 완전보행까지의 시간, 수술 후 합병증, 

추적관찰기간, 재발 및 전이 여부 등이 조사되었다. 통계분석은 두 

군간의 임상-병리결과의 차이는 Student's t-test를 이용하였으며, 

생존률은 Kaplan-Meire analysis를 통한 생존분석으로 조사하였다. 

통계프로그램으로 SPSS 12.0K를 이용하였고, p 값이 0.05 미만인 

경우 의미있는 결과로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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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천자형 복벽거상기 (Piercing Abdominal wall retractor) 

    

그림 3. 천자형 복벽 거상기의 실제모습. 2개의 천자형 복벽 거상기로 

복근을 견인하여 후복강내 수술공간을 확보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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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특별히 고안된 여러 모양의 자가견인기구(self retractors) 

 

그림 5. 천자형 복벽 거상기 및 자가견인기구. 천자형 복벽 거상기 및 

자가견인기구를 포함한 VAMS 기구들의 장착을 마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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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소절개창을 통한 직접적인 육안적 시야(위)와 내시경 보조 

영상(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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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Ⅲ....    결과결과결과결과    

 

1. 대상 환자의 특성  

전체 576 명의 환자 중 남자 403 명, 여자 173 명이었고, 이환된 

신장은 좌측 신장 269 명, 우측 신장 307 명이었다. 전체 환자들의 

나이는 평균 55.3 세(23-84 세)였고, 평균 BMI 는 23.52 kg/m2 

(14.88-34.09 kg/m2)였다. 남녀비, 좌우측비, 나이, BMI 에 있어서 

영상보조 소절개창 근치적 신장적출술, 개복 근치적 신장적출술,  

복강경 근치적 신장적출술 세 군간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2) 

 

표 2. 전체 576명 환자들의 특성  

 
Open-Radical 

nephrectomy  

VAMS-Radical 

nephrectomy  

Laparoscopic 

-Radical 

nephrectomy  

No. patients 368 154  54 

No. 

Male:Female 
264 : 104  105 : 49  34 : 20 

No. Right:Left 183 : 185  91 : 63 33 : 21 

Mean pts age 

 (years) 
55.66 ± 11.63 53.42 ± 12.86 57.29 ± 13.32  

Mean BMI 

 (kg/m2) 
23.43 ± 2.53 23.65 ± 2.41 23.69 ±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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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 수술 군 환자들의 수술 결과  

평균수술시간은 개복 근치적 신장적출술, 영상보조 소절개창 

근치적 신장적출술, 복강경 근치적 신장적출술 군에서 각각 158 ± 

47.59분, 155.32 ± 43.72분, 145.70 ± 46.80분이었으며, 세 군간의 

의미있는 차이는 없었다. 술 중 출혈량은 개복 근치적 신장적출술, 

영상보조 소절개창 근치적 신장적출술, 복강경 근치적 신장적출술 

군에서 각각 301.03 ± 374.57cc, 238.57 ± 252.56cc, 239.54 ± 

327.85cc 이었으며, 세 군간의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없었다. 

수술 후 식이재개까지 걸리는 시간은 개복 근치적 신장적출술, 

영상보조 소절개창 근치적 신장적출술, 복강경 근치적 신장적출술 

군에서 각각 2.67 ± 0.89 일, 1.28 ± 0.56일, 1.16 ± 0.38일이었고, 

영상보조 소절개창 근치적 신장적출술, 복강경 근치적 신장적출술  

환자에서 개복 근치적 신장적출술 환자군에 비해 의미있게 짧았다. 

수술 후 완전보행까지 걸리는 시간은 개복 근치적 신장적출술, 

영상보조 소절개창 근치적 신장적출술, 복강경 근치적 신장적출술 

군에서 각각 2.38 ± 0.70 일, 1.27 ± 0.46일, 1.07 ± 0.26일이었고, 

영상보조 소절개창 근치적 신장적출술, 복강경 근치적 신장적출술 

군에서 개복 근치적 신절제술군에 비해서 의미있게 짧았으며, 복강경 

근치적 신장적출술 군과 영상보조 소절개창 근치적 신장적출순 군 

사이에도 의미있는 차이가 관찰되었다. 수술후 진통제 사용량 

(morphine equivalent, mg)은 개복 근치적 신장적출술, 영상보조 

소절개창 근치적 신장적출술, 복강경 근치적 신장적출술 군에서 각각 



 16 

38.94 ± 27.15mg, 18.70 ± 12.87mg, 16.11 ± 6.56mg 이었고, 

영상보조 소절개창 근치적 신장적출술, 복강경 근치적 신장적출술 

군에서 개복 근치적 신장적출술 군에 비해서 의미있게 진통제 

사용량이 적었다. 수술 전후 합병증은 개복 근치적 신장적출술, 

영상보조 소절개창 근치적 신장적출술, 복강경 근치적 신장적출술 

군에서 각각 24례(6.5%), 6례(3.8%), 2례(3.7%)가 발생하였고, 세군 

사이에 합병증 발생의 의미있는 차이는 없었다. 개복 근치적 

신장적출술 군에서는 장폐색 4 례, 우측대장손상 1 례, 수혈을 필요로 

하는 출혈 14례, 폐렴 2례, 폐색전증 2례, 췌장염 1례가 발생하였고, 

영상보조 소절개창 근치적 신장적출술 군에서는 장폐색 2 례, 수혈을 

필요로 하는 출혈 3 례, 폐렴 1 례가 발생하였으며, 복강경 근치적 

신장적출술 군에서는 장폐색과 수혈을 필요로 하는 출혈이 각각 

1 례씩 발생하였고 합병증은 모두 재원기간 중에 치료되었다. 수술 후 

재원기간은 개복 근치적 신장적출술, 영상보조 소절개창 근치적 

신장적출술, 복강경 근치적 신장적출술 군에서 각각 7.91 ± 2.14 일, 

5.27 ± 1.10 일, 4.44 ± 1.31 일이었고, 영상보조 소절개창 근치적 

신장적출술, 복강경 근치적 신장적출술 군에서 개복 근치적 

신장적출술군에 비해서 의미있게 짧은 재원기간을 나타냈다. (표 3) 

전체 576명의 환자를 BMI 에 따라 25kg/m2 미만인 환자를 

정상체중 , BMI 25kg/m2 이상인 환자를 과체중-비만환자로 

분류하였을 때 정상체중 환자는 457명, 과체중-비만환자는 

119명이었다. 세 수술 군 환자들의 임상적 수술결과를 BMI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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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어 분석해 보았을 때 BMI 25kg/m2 미만인 정상체중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때, 평균 수술시간, 술 중 출혈량, 수술 전후 

합병증은 세 수술 군간에 차이가 없었으며, 수술 후 식이재개까지 

걸리는 시간, 수술 후 완전보행까지 걸리는 시간, 수술 후 진통제 

사용량, 수술 후 재원기간에 있어서 영상보조 소절개창, 복강경군에서 

개복 근치적 신절제술 군에 비해서 의미있게 낮았다.(p<0.05) 또한 

BMI 25kg/m2 이상인 과체중,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때, 

평균 수술시간, 술 중 출혈량, 수술 전후 합병증 발생에서는 역시 세 

수술 군간에 차이가 없었으며, 수술 후 식이재개까지 걸리는 시간, 

수술 후 완전보행까지 걸리는 시간, 수술 후 진통제 사용량, 수술 후 

재원기간에 있어서 영상보조 소절개창, 복강경군에서 개복 근치적 

신절제술 군에 비해서 의미있게 낮았다.(p<0.05) (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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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세 수술군 환자들의 임상적 수술결과  

 
Open-Radical 

nephrectomy  

VAMS-Radical 

nephrectomy  

Laparoscopic- 

Radical 

nephrectomy  

OP time (mins) 158.0 ± 47.59 155.32 ± 43.72 145.70 ± 46.80 

Estimated 

blood loss (cc) 

301.03 ±  

374.57 

238.57 ± 

252.56 

239.54 ± 

327.85 

Diet resumed 

(days) ††††    ‡‡‡‡ 
2.67 ± 0.89 1.28 ± 0.56 1.16 ± 0.38 

Full 

ambulation 

resumed 

(days) ††††    ‡‡‡‡ * * * * 

2.38 ± 0.70 1.27 ± 0.46 1.07 ± 0.26 

Analgesics  

(Morphine 

equivalent, 

mg) ††††    ‡‡‡‡  

38.94 ± 27.15 18.70 ± 12.87 16.11 ± 6.56 

Perioperative 

Complications     
24/368 (6.5%) 6/154 (3.8%) 2/54 (3.7%) 

Postop 

hospital days 

††††    ‡‡‡‡ **** 

7.91 ± 2.14 5.27 ± 1.10 4.44 ± 1.31 

††††: Open 과 VAMS 간 분석에서 p < 0.05, ‡‡‡‡: open 과 lapa 사이 

분석에서 p < 0.05, ****: VAMS 와 lapa 간 분석에서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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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BMI에 따른 세 수술군 환자들의 임상적 수술결과  

 Open VAMS Laparoscopic 

 BMI < 25 kg/m
2
 N=296 N=122 N=39 

OP time (mins) 158.5 ± 48.57 152.97 ± 44.15 144.13 ± 51.66 

EBL (cc)  287.77 ± 364.22 230.25 ± 248.93 206.92 ± 242.12 

Diet resumed 

(days) 
††††    ‡‡‡‡ 

2.67 ± 0.90 1.30 ± 0.59 1.18 ± 0.39 

Full ambulation 

resumed (days) 
††††    ‡‡‡‡ * * * * 

2.37 ± 0.68 1.27 ± 0.46 1.07 ± 0.27 

Analgesics (Morphine 

equivalent, mg) 
††††    ‡‡‡‡  

38.44 ± 27.27 18.61 ± 13.00 16.41 ± 6.68 

Periop Complications 
     18/296 (6.1%) 4/122 (3.3%) 1/39 (2.5%) 

Postop hospital days  
††††    ‡‡‡‡ 

**** 
7.87 ± 2.11 5.28 ± 1.14 4.48 ± 1.21 

 BMI >=25 kg/m
2
 N=72 N=32 N=15 

OP time (mins) 156.0 ± 43.59 164.28 ± 41.51 149.8 ± 31.98 

EBL (cc)  355.56 ±  412.69 270.31 ± 267.63 324.33 ± 486.96 

Diet resumed 

(days) 
††††    ‡‡‡‡ 

2.65 ± 0.84 1.21 ± 0.42 1.13 ± 0.35 

Full ambulation 

resumed (days) 
††††    ‡‡‡‡ * * * * 

2.43 ± 0.80 1.28 ± 0.46 1.07 ± 0.26 

Analgesics (Morphine 

equivalent, mg) 
††††    ‡‡‡‡  

40.97 ± 26.70 19.06 ± 12.54 15.33 ± 6.39 

Periop Complications 
     6/72 (8.3%) 2/32 (6.2%) 1/15 (6.6%) 

Postop hospital days  
††††    ‡‡‡‡ 

**** 
8.04 ± 2.25 5.25 ± 0.95 4.33 ± 1.59 

††††: Open 과 VAMS 간 분석에서 p < 0.05, ‡‡‡‡: open 과 lapa 사이 

분석에서 p < 0.05, ****: VAMS 와 lapa 간 분석에서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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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세 수술군 환자들의 신장암 세포병리 결과  

종양크기는 개복 근치적 신장적출술, 영상보조 소절개창 근치적 

신장적출술, 복강경 근치적 신장적출술 군에서 각각 6.04 ± 3.36 cm, 

4.81 ± 2.36 cm, 4.18 ± 1.83 cm이었고, 개복 근치적 신장적출술과 

영상보조 소절개창 근치적 신장적출술 군 사이와 영상보조 소절개창 

근치적 신장적출술과 복강경 근치적 신장적출술 군 사이에 의미있는 

종양크기의 차이가 관찰되었다. 표본무게는 개복 근치적 신장적출술, 

영상보조 소절개창 근치적 신장적출술, 복강경 근치적 신장적출술 

군에서 각각 423 ± 285.39 gm, 377 ± 176.64 gm, 324 ± 154.19 

gm 이었고, 영상보조 소절개창 근치적 신장적출술과 복강경 근치적 

신장적출술 군에서 개복 근치적 신장적출술 군에 비해서 의미있게 

낮은 표본무게를 보였다. T 병기는 개복 근치적 신장적출술 군에서 

다른 두 군에서보다 높은 나타났다. 특히 T3 는 개복 근치적 

신장적출술, 영상보조 소절개창 근치적 신장적출술, 복강경 근치적 

신장적출술 군에서 각각 73 명(19.8%), 13 명(8.4%), 7 명(13.0%)로 

개복 근치적 신장적출술 군에서 많이 관찰되었다. Fuhrman 등급은 

grade 2 가 가장 많이 관찰되었고 등급분포에 있어서 세 군간에 

차이가 없었다. 병리학적으로는 clear cell, papillary, chromophobe, 

collecting duct 형태가 관찰되었으며, 그 분포에 있어서 세 군간의 

차이는 없었다. (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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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세 수술군 환자들의 종양학적 수술결과  

 Open   VAMS   Laparoscopic  

Tumor size (cm) 
††††    ‡‡‡‡ * * * *

  6.04 ± 3.36 4.81 ± 2.36 4.18 ± 1.83 

specimen weight (gm)
††††    ‡‡‡‡  423 ± 285.39 377 ± 176.64 324 ± 154.19 

T stage 

(n) 
††††    ‡‡‡‡ 

pT1  

pT2  

pT3  

pT4  

222 (60.3%) 

73 (19.8%) 

73 (19.8%) 

0  

123 (79.9%) 

18 (11.7%) 

13 (8.4%) 

0  

42 (77.8%) 

5 (9.2%) 

7 (13.0%) 

0  

Fuhrman grade 

(n) 

Grade1  

Grade2 

Grade3 

Grade4 

40 (10.9%) 

190 (51.6%) 

109 (29.6%) 

29 (7.9%) 

21 (13.6%) 

81 (52.6%) 

47 (30.5%) 

5 (3.3%) 

4 (7.4%) 

29 (53.7%) 

20 (37%) 

1 (1.9%) 

Histologic 

type (n)  

clear cell  

papillary 

chromophobe 

collecting duct 

320 (87.0%) 

26 (7.1%) 

21 (5.7%) 

1 (0.3%) 

132 (85.7%) 

3 (1.9%) 

18 (11.7%) 

1 (0.6%) 

48 (88.9%) 

2 (3.7%) 

4 (7.4%) 

0  

Mean F/U duration 

(months) 
††††    ‡‡‡‡ 

32.68±24.13  37.22±26.58  22.37±13.88  

††††: Open 과 VAMS 간 분석에서 p < 0.05, ‡‡‡‡: open 과 lapa 사이 

분석에서 p < 0.05, ****: VAMS 와 lapa 간 분석에서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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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 군 환자들의 추적관찰 및 재발률, 생존률 분석  

평균 추적관찰기간은 개복 근치적 신장적출술, 영상보조 소절개창 

근치적 신장적출술, 복강경 근치적 신장적출술 군에서 각각 32.68 ± 

24.13 개월, 37.22 ± 26.58 개월, 22.37 ± 13.88 개월이었다. 

복강경 근치적 신장적출술에서의 추적관찰기간이 개복 및 영상보조 

소절개창 수술에 비해서 짧았으며, 이는 복강경 근치적 신장적출술이 

2000 년 이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추적 관찰 기간 중 

국소재발 및 원격전이는 개복 근치적 신장적출술, 영상보조 소절개창 

근치적 신장적출술, 복강경 근치적 신장적출술 군에서 각각 

60 명(16.3%), 9 명(5.8%), 1 명(1.8%) 에서 발생하였다. 이중 

국소재발은 개복 근치적 신장적출술에서 7 명, 영상보조 소절개창 

근치적 신장적출술에서 2 명 발생하였다. 수술 후 재발 발생까지 

걸리는 시간은 14.61 ± 12.27 개월이었다. 3 년 무재발 생존률은 

개복, 영상보조 소절개창, 복강경 근치적 신장적출술 군에서 

각각 80.7%, 93.4%, 97.6% 였다. Kaplan-Meier analysis를 통한 생존 

분석에서 개복 근치적 신장적출술 군에서 다른 두 군에 비해 무재발 

생존률이 낮게 관찰되었다.(그림 7) 그러나 병기에 따라 T1, T2, 

T3 로 환자를 분류하여 생존분석을 시행하였을 때 추적관찰기간 동안 

세 군간의 무재발 생존률의 차이는 없었다.(그림 8, 9, 10) 추적 관찰 

기간 중 암으로 인한 사망은 개복 근치적 신장적출술, 영상보조 

소절개창 근치적 신장적출술, 복강경 근치적 신장적출술 군에서 각각 

44 명(11.9%), 5 명(3.2%), 0 명에서 발생하였으며, Kaplan-Me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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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를 통한 암특이 생존 분석에서 개복 근치적 신장적출술을 

시행받은 군에서 다른 두 군에 비해 암특이 생존률이 낮게 

관찰되었다.(그림 11) 그러나 병기에 따라 T1, T2, T3 로 환자를  

분류하여 생존분석을 시행하였을 때 추적관찰기간 동안 세 군간의 

암특이 생존률의 차이는 없었다. (그림 12, 13, 14) 

그림 7. 전체 환자에서 수술 방법에 따른 무재발 생존률. VAMS 와 

복강경 근치적 신장적출술을 받은 군에서 개복 근치적 신장적출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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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군보다 무재발 생존률이 의미있게 높았다.  

그림 8. T1 병기 환자에서 수술 방법에 따른 무재발 생존률. 개복, 

영상보조 소절개창, 복강경 근치적 신장적출술을 받은 군에서 무재발 

생존률의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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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T2 병기 환자에서 수술 방법에 따른 무재발 생존률. 개복, 

영상보조 소절개창, 복강경 근치적 신장적출술을 받은 군에서 무재발 

생존률의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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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T3 병기 환자에서 수술 방법에 따른 무재발 생존률. 개복, 

영상보조 소절개창, 복강경 근치적 신장적출술을 받은 군에서 무재발 

생존률의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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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전체 환자에서 수술 방법에 따른 암특이 생존률. VAMS 와 

복강경 근치적 신장적출술을 받은 군에서 개복 근치적 신장적출술을 

받은 군보다 암특이 생존률이 의미있게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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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T1 병기 환자에서 수술 방법에 따른 암특이 생존률. 개복, 

영상보조 소절개창, 복강경 근치적 신장적출술을 받은 군에서 암특이 

생존률의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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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T2 병기 환자에서 수술 방법에 따른 암특이 생존률. 개복, 

영상보조 소절개창, 복강경 근치적 신장적출술을 받은 군에서 암특이 

생존률의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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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T3 병기 환자에서 수술 방법에 따른 암특이 생존률. 개복, 

영상보조 소절개창, 복강경 근치적 신장적출술을 받은 군에서 암특이 

생존률의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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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Ⅳ....    고찰고찰고찰고찰    

    

신장세포암의 가장 좋은 치료법은 적절한 수술 변연을 확보하여 

모든 신장종양 조직을 제거하는 근치적 신장적출술이다. 

신장적출술의 개념은 1963년 Robson 등에 의해 소개된 이후에 

현재까지 신장암의 표준 치료법으로 시행되고 있으며2  림프절 

절제여부나 부신절제여부 등 부분적인 변형을 거듭하였다.15,16 현대에 

이르러 영상기술 및 수술기구들의 발전과 함께, 작은 상처와 보다 

적은 통증, 그리고 빠른 회복의 장점이 있는 최소침습적인 

수술술기로의 변화가 나타났다. 근치적 신장적출술에 있어서도 

최소침습수술로써 복강경을 이용한 경복막강 또는 후복막강 수술, 

손을 이용한 복강경 수술, 영상보조 소절개창 수술 등이 소개되었다.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방법이 기존의 개복수술에 비해서 갖는 장점은 

보다 적은 통증, 적은 양의 진통제 사용, 작은 수술상처, 입원기간의 

감소, 빠른 일상생활로의 복귀 등이 있다. 하지만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방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진다. 경복막 복강경 수술 시에 

복막과 복강 내 장기의 손상 가능성이 있고, 후복막강 복강경 수술 

시에는 수술공간이 협소하여 기구조작이 어렵고, 해부학적인 구별이 

어려워 learning curve 가 길어질 수 있다. 또한 복강경 수술은 

이차원적인 영상화면 시야에 의존하여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공간감각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고, 신정맥 혈전을  

제거하거나 우측 신정맥처럼 짧은 혈관을 잘라내고 봉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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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복강경을 이용하여 근치적으로 

절제된 신장을 밖으로 꺼내기 위하여 피부절개가 필요하고,  

morcellation 을 통해 조직을 변형, 손상시켜서 제거해야 하므로 

정확한 병기진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드물지만 신장 신우 

이행상피 세포암에서 수술 중 박리나 morcellation 등에 의해 복강 

내 또는 절개창으로 종양세포의 확산이 보고되었다.17,18 현재 

복강경의 수술법과 기구는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초기에 

제기되었던 여러 문제점들은 계속적으로 극복되어 지고 있다. 또한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악성종양에서 복강경 수술이 암세포의 

진행이나 파급없이 개복수술과 동일한 수술결과 및 생존율을 

보인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 

순수 복강경 수술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가스 주입없이 

소절개창을 이용한 복강경 수술이 보고되었다.19,20 Hayakawa 등은21 

2004년 복강경 보조 근치적 신장적출술 15례와 손을 이용한 근치적 

신장적출술 14례, 순수 복강경 근치적 신장적출술 16례의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수술시간, 술 후 재원일수, 진통제 사용량에서는 세 

수술 군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수술 중 출혈량에서는 복강경 보조 

근치적 신장적출술 군에서 350.7cc, 손을 이용한 근치적 신장적출술 

군에서 203.7cc, 순수 복강경 근치적 신장적출술에서 83.1cc 로 

차이를 보였다. 복강경 수술의 장점을 살리면서 단점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영상보조 소절개창 근치적 신장적출술 (VAMS 

radical nephrectomy)이 시행되었다. VAMS 는 경복막 접근법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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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복막 접근을 통하므로 복막이나 복강내 장기의 손상 가능성이 거의 

없고, 후복막강의 좁은 수술공간을 천자형 복벽 거상기 및 

자가견인기구를 통해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개복수술로의 전환이 

필요한 경우 소절개창의 확장을 통해 빠르게 시행할 수 있다. 또한 

복강경을 통한 보조영상과 소절개창을 통한 직접 시야를 동시에 

보면서 수술을 시행하므로 보다 정교하고 정확한 수술이 가능하고, 

추가절개 없이 절제된 신장을 lap-bag 에 담아서 안전하게 꺼낼 수 

있다. 또한 이산화탄소 가스 사용이 필요없어 심장지수와 일회박출량 

감소등 심혈관계 변화가 생길 위험이 있는 심폐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가스 사용에 따른 부작용 우려없이 시행할 수 있다.  Byun 

등은 신장세포암에 대하여 시행한 영상보조 소절개창 근치적 

신장적출술 16례를 개복 근치적 신장적출술 23례와 비교 보고하였다. 

평균 수술시간과 수술시 출혈량은 두 군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으나, 식이재개일, 보행 시작시간, 술 후 진통제 투여량, 

재원기간에서는 모두 영상보조 소절개창 근치적 신장적출술이 

개복수술보다 의미있게 단축된 것으로 보여졌다.22    

본 연구에서는 지난 10년간 본원에서 근치적 신장적출술을 

시행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수술방법에 따른 수술결과와 재발률, 

생존률을 비교 분석하였다. 평균 수술시간은 개복, 영상보조 소절개창, 

복강경 근치적 신장적출술 군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으며, 오히려 

영상보조 소절개창과 복강경 근치적 신장적출술 수술이 개복 근치적 

신장적출술에 비해서 더 짧게 나타났으며,(각각, 155.32 ± 43.7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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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70 ± 46.80분, 158 ± 47.59분) 이는 본원에서 영상보조 

소절개창 및 복강경 수술이 많이 시행되면서 시간이 보다 단축되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수술 후 식이재개까지 걸리는 

시간, 수술 후 완전보행까지 걸리는 시간, 수술 후 진통제 사용량, 

수술 후 재원시간에서는 영상보조 소절개창과 복강경 근치적 

신장적출술을 받은 환자에서 개복 근치적 신장적출술을 시행받은 

환자보다 통계적으로 더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이전 연구들에서 

보고되었던 최소침습수술의 장점을 보여준 것이다.  

비만환자에서 복강경 수술 후 심혈관계 관련 합병증 및 상처치유 

지연, 심부 정맥 혈전, 상처감염 등의 합병증이 보다 높은 빈도로 

발생하므로, 비만환자에서 복강경 수술을 시행하는 것은 상대적인 

금기증으로 보고된 바 있다. 23 하지만 최근 복강경 수술을 비롯한 

최소침습수술이 많이 시행되면서 복강경 근치적 신장적출술과 개복 

근치적 신장적출술 후에 발생하는 합병증 빈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Gong 등은 최근 임상적 T1, T2 병기의 신장암에 대한 

분석결과 복강경과 개복  근치적 신장적출술 후에 발생하는 합병증의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24 Fugita 등은 trocar 위치의 변화를 

통해서 비만 환자와 정상 체중 환자 사이에 수술시간, 출혈량 및 

재원기간의 차이가 없어졌다고 보고하였다.25  본 연구에서는 비만과 

수술 후 결과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의 기준에 따라26 과체중 BMI 25-29.9kg/m2, 비만 30kg/m2 

이상으로 정의하였으나 본 연구 대상 환자에서는 30kg/m2을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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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거의 없었으므로 BMI 25kg/m2 미만인 정상체중 환자와 BMI 

25kg/m2 이상인 과체중-비만 환자 두 군으로 나누어서 분석하였을 

때, 세 수술 군 모두에서 수술시간, 출혈량, 식이 재개까지 걸리는 

시간, 완전보행까지 걸리는 시간, 진통제 용량, 술후 재원기간 면에서 

BMI 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근치적 신장적출술 환자의 

수술방법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비만 정도는 중요한 결정인자로 볼 수 

없겠으며, 비만 환자에서도 영상보조 소절개창 수술 및 복강경 

근치적 신장적출술이 안전하게 시행 될 수 있다. 개복수술, 영상보조 

소절개창  및 복강경 근치적 신장적출술 군에서의 술 후 합병증은 

BMI 가 25kg/m2 미만인 환자에서 각각 6.1% (18/296), 3.3% 

(4/122), 2.5% (1/39)% 였고 25kg/m2 이상인 환자에서는 8.3% 

(6/72), 6.2% (2/32), 6.6% (1/15) 로 나타나서 세 수술군 사이에 

합병증 발생의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고, 또한 BMI 군 사이에 합병증 

차이도 관찰되지 않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전체 합병증 수가 

적었기 때문에 향후 보다 많은 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더 많은 

합병증을 대상으로 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복강경 근치적 신장적출술에서의 추적관찰기간은 22.37 ± 13.88 

개월로 개복 수술 32.68 ± 24.13 개월 및 영상보조 소절개창 수술 

37.22 ± 26.58 개월에 비해서 짧았으며, 이는 복강경 근치적 

신장적출술이 2003년 경부터 본원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종양크기에서 개복수술 군, 영상보조 소절개창 수술군, 복강경 수술 

군 순으로 종양 크기의 의미있는 차이가 관찰되었으며, 이는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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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기 및 큰 종양의 경우에 안전과 정확성을 위해서 개복수술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개복수술군에서 pT3 병기 환자가 

73명(19.8%) 로 VAMS 군의 13명(8.4%)이나 복강경 군의 

7명(13.0%) 에 비해서 높았다. 병기의 환자 분포가 세 수술군 

사이에서 달랐기 때문에, 무재발 생존률과 암특이 생존률도 영상보조 

소절개창 수술군과 복강경 수술군에서 개복 수술군에 비해서 

의미있게 높았다. 그러나 병기에 따라 나누어서 분석하였을 때에는 

세 수술군간에 무재발 생존률과 암특이 생존률의 차이가 없었으며 

이는 수술 방법에 따라 재발이나 생존률의 차이는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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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Ⅴ....    결론결론결론결론    

    

영상보조 소절개창 근치적 신장적출술은 기존의 개복 근치적 

신장적출술에 비해 식이재개일, 일상 활동으로의 복귀, 술 후 

재원기간, 진통제 사용량 면에서 모두 우수하였다. 또한 과체중, 비만 

환자에서 시행한 경우, 정상체중 환자에서 시행한 경우와 비교하여 

수술 결과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술 중 출혈량, 수술 전후 합병증, 

수술시간의 측면에서 기존의 개복수술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장기 추적관찰결과 재발율 및 암특이 생존율 측면에서 기존의 

개복수술과 차이가 없었다.  

신장암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영상보조 소절개창 근치적 

신장적출술은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시행될 수 있고, 최소 침습적 

치료로써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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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IntroductionIntroductionIntroduction: Radical nephrectomy is the standard treatment 

for the localized renal cell carcinoma since introduced in 1963 

by Robson et al. We evaluated the feasibility, safety and the 

results of long term follow-up by analyzing the results of 

VAMS, laparoscopic and open radical nephrectomy. 

Materials and MethodsMaterials and MethodsMaterials and MethodsMaterials and Methods: Data from the patients who underwent 

VAMS radical nephrectomy (n=154), laparoscopic radical 

nephrectomy (n=54) and open radical nephrectomy (n=368) 

for renal cell carcinoma were reviewed retrospectively. The 

clinical parameters including the operative time, the estimated 

blood loss, postoperative hospital days, complication rate, BMI, 

dose of analgesics, days to resume diet, days to full 

ambulation were evaluated. Recurrence-free survival and 

cancer specific survival were analyzed.  

ResultsResultsResultsResults: The operative time, EBL and complication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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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e VAMS, 

laparoscopic and open radical nephrectomy groups. Time to 

resume diet, Time to full ambulation and hospital stay were 

significantly shorter in VAMS and laparoscopy group than in 

open surgery group. When stratified by BMI, patients showed 

no difference of the results between the normal weight and 

overweight-obese patient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recurrence-free survival and cancer specific 

survival among the three nephrectomy groups when stratified 

by T stage.  

ConclusionsConclusionsConclusionsConclusions: VAMS and laparoscpic radical nephrectomy are 

associated with significantly less time to resume diet, time to 

full ambulation, length of postoperative hospital stay and 

amount of analgesics compared to the open radical 

nephrectomy. VAMS and laparoscopic radical nephrectomy 

also showed similar oncological outcomes to open radical 

nephrectomy during long term follow-up. Therefore, VAMS 

radical nephrectomy could be considered as a safe and 

feasible treatment for the renal cell carcinoma.  

 

 

 

----------------------------------------------- 

Key Words : renal cell carconima; VAMS; laparoscopy; 

nephrectomy, rad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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