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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위암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에서 수술 전 위암 진단 여부가 위암의 단기 및 

장기 예후에 미치는 영향 

 

 

목적 

위암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환자에서 수술 전 위암 진단을 통한 종양학 원칙에 따

른 치료 시도가 환자의 암 특이 생존율을 향상 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지 평가하려 

한다. 

 

대상 및 방법 

2011 년 1 월부터 2016 년 12 월까지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위장 

천공으로 수술한 253 명 중 위암으로 진단된 16 명을 대상으로 환자 의무기록을 

통하여 후향적으로 검토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환자의 나이 (평균 56 세 와 73.8 세, p-value=0.024)는 수술 진행 전 진단 그룹이 

젊였다. 성별 (71.4% 와 88.9%, p-value=0.550), 체질량 지수 (평균 21 kg/m2 와 22.2 

kg/m2, p-value=0.444) 수술 전 패혈증 증상 유무 (57.1 % 와 55.6%, p-value=1.000), 

천공 위치, 전이 여부 (57.1 % 와 55.6%, p-value=1.000) 등을 비교 하였으며 두 

그룹간의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천공 크기 (1.5cm 와 2.5cm, p-value=0.051)는 

통계학적 차이는 없었지만 수술 전 진단 그룹의 평균 크기가 작았다. 위 절제 및 

D2 림프절 절제의 시행을 비교 하였을 때 수술 전 진단 그룹은 5 례 71.4%에서 

시행하였으며 수술 후 진단 그룹은 1 례도 시행하지 못하여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 (p-value=0.007). 수술 후 합병증 (51.7 % 와 77.8%, p-value=1.000) 과 

사망률 (14.3% 와 22.2%, p-value=1.000) 에서 두 그룹간의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수술 전 진단 그룹 과 수술 후 진단 그룹의 생존율에는 차이가 없었으며 중앙 생

존율은 4 개월과 3 개월으로 보고되었다. (p-value=0.893), 림프절 절제 범위에 따른 

암 생존율도 차이가 없었다 (p-value=0.360). 원발종양 병기에 따른 비교 시 생존율

의 차이가 있었으며 중앙 생존 율은 1 기 및 2 기에서 21 개월이였고 3 기와 4 기에

서는 3 개월 이였다 (p-value=0.004). 근치적 절제 시행 여부의 생존율을 비교하였을 

때 통계적인 차이가 있었다 (p-value=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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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본 연구에서 수술 진행 전 진단 시 위 절제 및 림프절 절제를 통한 종양학적 원

칙에 맞는 수술을 진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수술을 시행하여도 위암의 복

막 전이와 같이 근치적 절제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 환자의 생존율 증가에 도움을 

주지는 못하였다. 다만 수술 전 진단이 된 경우 의료진이 원발종양의 치료를 고려

하게 되고 수술 집도의도 위 수술의 경험이 많은 위장관 외과 세부전문의가 수술을 

집도하게 되어 위 절제 및 림프절 절제술과 같은 원발종양의 절제를 시행할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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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에서 수술 전 위암 진단 여부가 위암의 단기 및 

장기 예후에 미치는 영향 

 

 

< 지도교수 류 훈>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방  휘  재 

 

 

1. 서론 

 

한국과 일본은 건강검진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조기 위암의 발견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위암으로 진단되는 환자의 1%는 암이 진행 되어 위 

천공이 발생하여 복막염 증상으로 응급실 진료 중 위암 진단을 받고 있다. [10] 

  

위 천공의 주요 원인은 궤양에 의한 천공이지만 위 천공 환자의 10~15% 는 

위암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그렇지만 병원 내 원 당시 환자 증상이나 검사 

소견에서 위 궤양 천공과 위암 천공의 차이가 없어 위암 천공을 의심하기 힘들며 

의심이 되는 환자인 경우에도 복막염이 진행되어 패혈증을 동반한 경우가 많아 

수술 진행 전 감별진단을 위한 검사를 시행할 시간적 여유 없이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3, 10] 

 

또한 암의 진단은 조직검사가 필요하지만 병리 의사의 정규 근무 시간이 아닐 때 

시행 하기 어렵고 수술 중 시행할 수 있는 동결절편검사의 정확도가 높지 않아 

수술 진행 전 위암을 진단하기 어렵다. [1, 3, 6, 10] 

 

 위암 천공 환자의 치료는 패혈증을 유발하여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복막염에 

대한 치료와 적절한 위 절제 와 림프절 절제술을 포함하는 위암에 대한 치료를 

모두 고려하여 치료 계획을 결정해야 하며 수술 전 또는 수술 중 위암을 진단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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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면 복막염 치료를 위한 단순 봉합만 진행한 다음 위암 완치를 위한 수술을 

다시 시행해야 하거나 환자 전신 상태가 나빠져 두 번째 수술을 못하는 경우를 

줄일 수 있다. [4, 6] 

 

환자의 장기적으로 생존하기 위해 종양학적 완치를 위한 치료를 고려해야 하며 

위암의 경우 수술적 치료가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 방법이므로 위암 

진단된 경우 종양의 완전 절제 및 근치적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해야 하며 수술 전 

또는 수술 중 위암 진단을 못하여 위암 치료를 위한 수술을 진행할 기회를 잃는 

경우 환자의 장기 생존에 악영향을 주는 것을 막아야 한다. [3, 4, 6] 

  

 본 연구에서는 수술 진행 전 위암이 진단되면 수술 방법 선택 시 환자의 예후를 

향상 시키는 종양의 완전절제 및 근치적 절제를 시행 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할 

것이라 생각되어 수술 진행 전 진단 그룹과 수술 후 진단 그룹을 비교 연구하였다. 

 

수술 진행 전 위암 진단을 시행하여 수술 진행 전 위암으로 진단 받은 환자 군과 

수술 후 위암 진단 받은 환자 군에서 수술적 처지와 이에 따른 수술 후 합병증 및 

암 생존율을 비교하여 수술 방법 결정 전 위암을 진단하여 종양학 원칙에 따른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위암 천공 환자의 생존율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 보고자 

한다. 

 

2. 대상 및 방법 

 

2011 년 1 월부터 2016 년 12 월까지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복막

염으로 수술 받은 253 명의 환자에서 원인이 위 궤양, 외상, 등의 다른 원인을 제외

하고 위암으로 인해 천공이 발생한 16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위암의 진단은 수술 

전 내시경을 통한 조직검사, 수술 중 동결절편검사, 수술 후 조직검사를 통해 확진 

하였다.  

 16 명의 의무기록을 통하여 후향적으로 검토하여 분석하였다. 환자의 나이, 성별, 

체질량 지수, 수술 전 증상, 천공 위치 및 크기, 전이 여부, 수술 종류, 림프절 절제 

방법, 수술 후 합병증, 조직학적 병기, 등을 비교하였다.  

위암의 위치, 수술명, 림프절 절제 및 근치적 수술 분류는 대한위암학회의 위암 

기제사항을 위한 설명서의 정의에 따라 분류하였다. 종양의 병기는 AJCC (American 

Joint Committee on Cancer) 8 판을 참조하여 분류하였다. 수술 후 경과 관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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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년 대한소화기학회에서 발간된 근거 기반 위암 진료 권고안을 참고하여 하였

으며 환자가 사망할 때까지 확인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25.0 for windows (SPSS Inc., Chicago, IL, USA)를 사용하였다. 

Pearson 의 Chi square 검정과 독립 표본 T 검정을 통해 유의성을 검증하였으며, 생

존분석은 Kaplan-Meier 방법을 사용하였다. P 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3. 결과 

 

 <표 1>에서 수술 진행 전 환자의 임상 특성에 대하여 비교하였다. 나이의 경우 수

술 진행 전 진단 그룹이 평균 56 세로 수술 후 진단 그룹의 73.8 세 보다 젊었다 

(p-value=0.024). 성별은 두 군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지만 두 그룹 모두 남성의 

비율이 높았다 (71.4% 와 88.9%, p-value=0.550). ASA score 및 수술 전 shock (28.6% 

와 22.2%, p-value=1.000), 수술 전 패혈증 의심 증상 (57.1% vs 55.6%, p-

value=1.000)에서 두 그룹간 차이 가 없었다.  수술 전 생명활력 징후 및 검사 결과

를 비교하였으며 두 그룹간의 차이는 없었다. 

 

 <표 2>에서 위암 천공 16 명 환자의 수술 특성을 비교하였다. 16 명 모두 응급 수

술로 진행하였으며 13 명에서 개복술로 시행하였고 2 명 에서 복강경으로 수술 하

였다. 1 명는 복강경으로 진행 중 개복술로 전환하여 수술을 진행하였다. 

천공 위치는 수술 전 진단 그룹의 경우 7 례 모두 위 전정부에 위치하였으며 수

술 후 진단 그룹은 위 전정부 4 례 (44.4%), 위 체부 중부에 4 례 (44.4), 위 체부 상

부에 1 례 (11.2%) 있었다 (p-value=0.223). 천공 크기는 수술 전 그룹이 평균 1.5cm 

크기였고 수술 후 그룹은 평균 2.5cm 크기로 수술 후 진단 그룹이 크기가 컸지만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 (p-value=0.083). 수술 중 복막 전이 발견은 두 그룹간에 

차이는 없었다 (51.7% 와 33.3%, p-value=0.615). 

수술 내용은 두 그룹간 차이가 있었다. 1 차 수술을 비교하였을 때 수술 전 진단 

그룹에서 위 전 절제 및 근치적 림프절 절제를 5 명 (71.4%) 에서 진행한 데 비교하

여 수술 후 진단 그룹은 근치적 절제는 1 명도 시행하지 못하였다 (p-value=0.007). 

다만 수술 후 진단 그룹 중 2 례에서 2 차 수술을 진행하였으며 2 례 모두 위전절제 

및 근치적 림프절절제를 시행 할 수 있었다. 또한 수술 집도의가 위장관 외과 세부

전문의가 집도한 경우를 비교하였을 때 수술 진행 전 진단 그룹이 수술 후 진단 그

룹 보다 더 많이 집고 하였지만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 (85.7% 와 33.3, p-

value=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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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위암 천공 16 례 환자의 수술 진행 전 임상 특성 비교> 

 
 

수술 시간 (195 분 와 141 분, p-value=0.259)과 입원기간 (17.6 일 와 14 일 p-

value=0.748)은 두 그룹간 차이는 없었다. 수술 후 합병증은 수술 전 진단 그룹에서 

4 명의 환자에서 (51.7%) 발생하였고 수술 후 진단 그룹에서 7 의 환자에서 (77.8%)

에서 발생하였지만 통계학적 차이는 없었다 (p-value=0.113). 주요 합병증은 폐렴이 

5 례 (31.5%) 으로 가장 많았으며 문합부 누출이 2 례, 문합부 협착에 의한 위 배출 

부 폐쇄가 1 례 발생하였다. 수술 후 병원 내 사망은 수술 전 진단 그룹에서 문합부 

누출에 의한 패혈증으로 1 례 (14.3%) 발생하였고 수술 후 진단 그룹에서 문합부 누

출에 의한 패혈증 1 례, 수술 후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1 례 총 2 례 (22.2%) 

에서 발생하였다. 문합부 누출은 일차 봉합한 환자에서 2 례 모두 발생하였으며 1

차 수술에서 위 절제를 한 5 례 모두 수술 관련 합병증은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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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위암 천공 16 명 환자의 수술 특성> 

 
 

 

<표 3>에서 위암 천공 환자 16 명의 병리 특성을 비교하였다. 1 차 및 2 차 수술

의 조직검사결과를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수술 전 진단 그룹 7 례 중 3 명의 환자 

(42.9%) 에서 근치적 수술이 시행되었고 수술 후 진단 그룹에서 9 명 중 4 명 

(44.4%) %에서 근치적 수술이 시행되었다 (p-value=0.356). 원발종양의 병기는 두 

그룹간 차이가 없었다 (p-value=0.547).  

 



8 

 

<표 3. 위암 천공 환자 16 명의 병리 특성> 

 
 

각 증례 별 진단 방법, 종양의 위치, 수술 내용, 수술 후 합병증, TNM 병기, 수술 

중 전이 발견 내용, 근치적 수술 여부, 수술 후 생존기간, 사망 원인, 원발종양 재발 

유무, 등은 <표 4>에서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수술 전 위암의 진단 여부, 림프절 절제 범위, 원발종양의 병기, 근치적 절제 여

부, 등의 암 특이 생존율을 비교하였다. <그림 1>에서 수술 전 진단 그룹 과 수술 

후 진단 그룹의 생존율을 비교 하였으며 두 그룹 간 차이가 없었다. 중앙 생존율은 

4 개월과 3 개월으로 보고되었다 (p-value=0.893). <그림 4> 림프절 절제 범위에 따

른 그룹을 비교하였다. 중앙 생존율은 수술 진행 전 진단 그룹이 6 개월 수술 후 진

단 그룹이 3 개월이였으나 암 생존율에는 때도 차이가 없었다 (p-value=0.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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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위암 천공 환자 16 명의 임상 병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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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수술 진행 전 진단과 수술 후 진단 시 생존율 비교> 

 

<그림 2. 위암 1 기, 2 기와 3 기, 4 기 간의 생존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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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근치적 절제 (R0)와 비 근치적 절제 (R1 또는 R0) 간의 생존율  

비교> 

 

 
<그림 4. 림프절 D2 박리와 림프절 D1 또는 D0 박리 간의 생존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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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에서 원발종양 병기에 따른 비교 시 생존율의 차이가 있었다. 중앙 생

존 율은 1 기 및 2 기에서 21 개월이였고 3 기와 4 기에서는 3 개월 이였다 (p-

value=0.004). 근치적 절제 시행 여부의 생존율을 비교하였을 때 통계적인 차이가 

있었다 <그림 3>. 종양학 원칙에 따른 완전 절제 (R0 절제) 가 된 경우 중앙 생존

율은 25 개월이지만 완전 절제가 안된 경우 (R1 또는 R2 절제) 는 중앙 생존율은 3

개월 이였다 (p-value=0.037). 

 

4. 고찰 

 

 위암의 발병률은 1930 년 대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위암은 

세계에서 발병률이 네 번째이며 암으로 인한 사망률도 네 번째로 지속적으로 환자

가 발생하고 치명적인 결과를 주는 질환이다. 이중 위암 천공에 의한 복막염환자는 

기존 문헌을 참고하였을 때 위암 환자 중 0.5%에서 4%의 환자에 발생하고 위 천공

으로 인한 복막염 환자 중 10% 정도의 비율로 천공 원인이 위암인 경우가 발생한

다. 위암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의 경우 발생률이 높은 질환은 아니지만 모든 환자

가 응급 상황에서 수술을 결정 후 진행하게 되어 수술 전 정확한 진단을 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고 복막염 증상으로 인해 암 진단이 어려워 정확한 진단이 안되고 수

술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적절한 수술계획 없이 복막염 증상만 해결하는 완화 수

술을 진행하는 비율이 높다. 또한 수술 전 환자의 전신 상태가 패혈증으로 진행되

어 근치적 수술을 시도하지 못하는 경우나 수술 시 확인 되는 암의 전이 및 침윤이 

진행되어 절제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근치적 수술을 시행하지 못 할 수 있다. [1, 2] 

  

과거 문헌을 분석해 보면 1930 년 대부터 위암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치료에 대

한 보고 가 있었으며 이들 보고에 따르면 환자의 전신 상태가 패혈증으로 진행된 

상태이거나 위암이 진행된 경우가 많아 종양에 대한 근치적 수술은 진행하지 못하

고 일차 봉합 등의 완화 수술을 주로 시행하였다. 또한 위암이 천공된 경우 암세포

가 복막에 파종되어 복막전이의 발생률을 증가시킨다고 생각하여 적극적으로 원발

암 치료를 위한 근치적 수술을 진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수술 후 패혈증 악화, 원

발종양의 재 천공 및 출혈 때문에 수술 후 병원 내 사망률이 50~80%으로 높았다. 

그리고 수술에서 회복하더라도 원발종양이 악화되어 수술 후 3 개월이내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다. [1] 

 

1970 년대부터 수술 기술 및 수술 후 중환자 치료에 대한 발전으로 복막염 환자

의 수술 후 병원 내 사망률이 감소하고 생존율이 향상되어 위암 천공으로 인한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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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염에 대한 치료뿐 아니라 원발종양의 근치적 치료를 시도하게 되었다. 그리고 위

암 천공 환자 중 조기 위암에서 천공이 발생한 경우 수술 후 경과를 확인 시 복막

전이 발생이 드물고 생존율은 근치적 수술만 진행된다면 같은 병기의 천공되지 않

은 위암 환자와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는 것이 보고되어 천공으로 인한 암세포 파종

의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복막 전이 가능성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던 근치적 치료를 시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위암 천

공 환자에서 근치적 위 절제를 시도하였으며 수술 후 사망률을 20%까지 낮추고 5

년 생존율을 50% 이상 되는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다. 평균적으로 10 명 내외의 환

자들을 보고 한 연구가 대다수 였지만 1997 년 Adachi 등은 위암 천공이 발생한 일

본인 환자 155 명을 분석하여 83%에 위 절제를 받았고 수술 후 원내 사망률은 7% 

였고 5 년 생존율은 40%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를 통해 위암 천공 환자에서 복막염 

치료 뿐만 아니라 종양학 원칙에 따른 적극적인 원발종양 치료도 병행해도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 2, 3, 13] 

  

위암 천공의 치료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수술 진행 시 환자의 전신 상태가 복

막염으로 인해 패혈증과 같은 감염 질환이 동반되어 근치적 수술을 진행할 여유가 

없는 것이다. 복막염 치료와 근치적 치료 모두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2 단계 

수술을 추천하고 있으며 2000 년 Lehnert 등의 연구에서 1982 년에서 1999 년까지 독

일 환자 23 명을 대상으로 일차 수술로 위암 천공 부위 봉합을 시행한 다음 2 차 

수술로 위 절제 및 림프절 절제를 시행한 연구를 보고하였다 [4]. 이들 연구에 따르

면 수술 관련 사망은 3 례 13%였고 5 년 생존율은 50%으로 보고하였다. 2014 년 

Hata 등이 일본 위암 천공 총 514 례를 분석하여 1 단계로 진행하는 수술 과 2 단계

로 진행하는 수술을 비교하여 2 단계로 진행 할 경우 위 절제 및 D2 림프절 절제술

의 시행 비율이 72%으로 증가하며 근치적 R0 절제도 78.4%의 높은 비율로 시행 

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6]. 그리고 근치적 R0 절제가 시행된 경우 5 년 생존율이 

50% 이상이며 1 단계 수술 진행과 2 단계 수술 진행의 생존율 차이는 없다고 보고 

하였다. 

 

본 연구의 진단 방법은 수술 전 내시경을 통한 조직검사, 수술 중 동결절편검사, 

수술 후 조직검사, 등 총 3 가지 방법으로 위암을 진단하였다.  

 

수술 전 내시경으로 진단 된 경우는 수술 진행 전 진단 총 7 명 중 5 명 (71.4%) 

으로 이들은 내시경으로 위암이 진단된 이후 병기 결정을 위한 검사 도중 천공이 

발생한 경우였으며 상대적으로 천공되어 내원한 환자들 보다 나이가 젊고 천공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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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작았다. 검사를 위해 금식을 시행하고 있는 경우가 복막염 증상도 경미한 경

우가 많았다. 그 외 수술 진행 전 진단된 2 명은 수술 중 동결절편검사를 통해 진단

되었으며 외과 의사가 림프절 전이 및 천공부위에서 위암이 의심되어 동결절편검사

를 병리의사에게 의뢰하였고 정규 근무 시간에 수술이 진행되어 동결절편검사를 진

행할 수 있었다. 총 16 명 중 2 명 (12.5%) 에서만 동결절편검사 시행이 가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술 진행 전 위암이 진단되면 수술 방법 선택 시 종양학 원칙에 

따른 치료 시도가 증가하여 환자의 암 특이 생존율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

각되어 이를 확인 하기 위해 수술 진행 전 진단 그룹과 수술 후 진단 그룹을 비교 

연구하였다. 

 

수술 진행 전 진단 그룹과 수술 후 진단 그룹을 비교 하였을 때 수술 진행 시 위 

절제 및 D2 림프절 절제의 시행 비율에서 통계적 차이가 있었고 (p-value=0.017). 

수술 진행 전 진단되면 원발종양에 대한 치료를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근치적 절제

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으며 위암이 진단되면 집도 의사도 위장관 외과 세부전문의

에게 의뢰되어 위 절제에 경험이 많은 의사가 집도하여 원발종양의 완전 절제를 시

행한 비율을 높일 수 있었다. 

 

수술 진행 전 진단 그룹과 수술 후 진단 그룹을 비교하였을 때 수술 후 합병증 

(p-value=0.113) 및 조직 병리 결과 (p-value=0.547)에서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 

다만 수술 합병증의 경우 수술 후 진단 그룹에서 더 많이 발생하였으며 문합부 누

출이나 폐렴으로 인한 중환자 치료, 등 중증 합병증의 발생 비율이 높았다. 이는 임

상 특징에서 수술 진행 전 그룹이 나이가 젊고 과거력이 적게 동반되었으며 수술 

천공 크기 등을 비교하여도 증상이 더 경증이라 수술 후 진단 그룹에서 중증 합병

증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전 연구와 본 연구의 암 생존율 비교하였을 때 위암 천공 환자의 암 생존율에 

원발종양의 병기와 종양의 근치적 절제 여부가 주된 영향을 준다는 것이 확인되었

다. 본 연구의 생존율을 비교하여 수술 진행 전 진단을 하여 위 절제 및 D2 림프절

절제와 같은 수술 시행 비율을 높이는 것이 생존율 향상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2, 3). 이런 결과는 수술 진행 전 진단이 되더라도 

복막 전이와 같은 수술적으로 근치적 절제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 수술 진행 전 

진단에 따른 원발종양의 근치적 절제 비율이 증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생

각된다. 수술 당시 이미 복막전이가 진단되었거나 국소 림프절 전이가 많이 진행된 



15 

 

경우 6 개월 이상 생존하지 못하였다. 이와 반대로 원발종양와 국소림프절의 완전 

절제가 가능하였던 7 명은 중앙 생존율 25 개월이였으며 림프절 병기가 N3 이상인 

2 례를 제외한 5 명의 환자가 연구 종료 시점까지 생존하였다. 생존한 5 명의 환자 

중 4 명은 재발이 없었고 병기가 pT3N1M0 인 환자에서 간 전이가 발생하였지만 

생존하고 있다.  

 

또한 5 명 중 4 명은 위 전 절제 및 D2 림프절 절제를 시행하였지만 1 례에서 위 

하부 절제 및 D1 림프절 절제를 시행하였다. 이 증례를 살펴보면 수술 후 항암요법

을 시행하게 되면 D2 림프절 절제가 아닌 D1 림프절 절제와 같이 부족한 범위 절

제도 생존 가능성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증례가 1 례으로 적은 수이고 다른 

위암 천공 연구 들도 증례가 20 례 이하를 보고하기 때문에 충분한 비교가 어렵다. 

메타 분석을 통해 위암 천공 환자에서 D2 림프절 절제가 예후에 중요한 영향을 주

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수술 진행 전 진단이 원발종양의 병기나 근치적 절제에 비해 생존율에 주는 영향

이 크지 않지만 수술 내용을 분석해 보면 수술 진행 전 진단 그룹에서 의료진이 원

발종양의 치료를 고려하게 되어 원발종양에 대한 치료를 위한 위 절제 및 근치적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한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술 진행 전 진단이 

되면 위암 수술에 대한 경험이 많은 위장관 외과 세부전문의가 집도하게 되어 근치

적 절제를 하려고 시도할 수가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수술 진행 전 위암이 진단 된 

그룹에서 근치적 절제 비율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근치적 절

제 비율이 높아지면 생존율도 향상 될 것이라 생각된다 

다만 위암 천공이 발생하는 비율이 드물어 본 연구에서는 적은 수의 환자로 비교

하였기 때문에 종양학 원칙에 따른 근치적 절제 시도의 증가가 환자의 생존율을 향

상에 주는 영향을 충분히 비교가 어려웠으며 다 기관 연구 또는 메타 분석을 통해 

충분한 환자 수를 대상으로 하여 위암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환자의 치료에서 수술 

진행 전 진단의 효용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5. 결론 

 

 본 연구에서 수술 진행 전 진단 시 위 절제 및 림프절 절제를 통한 종양학적 원칙

에 맞는 수술을 진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수술을 시행하여도 위암의 복막 

전이와 같이 근치적 절제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 환자의 생존율 증가에 도움을 주

지는 못하였다. 다만 수술 진행 전 진단이 된 경우 의료진이 원발종양의 치료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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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게 되고 수술 집도의도 위 수술의 경험이 많은 위장관 외과 세부전문의가 수술

을 집도하게 되어 위 절제 및 림프절 절제술과 같은 원발종양의 절제를 시행할 비

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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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clinical-pathological features in patients with 

perforated gastric cancer and to improve an alternative pathway for the 

management of this disorder when a pathologist is not available.  

 

Methods  

 

A total of 16 patients with Perforated gastric cancer were retrospectively reviewed 

among 274 patients who had undergone surgical treatment for gastric perforation 

due to gastric ulcus or gastric carcinoma between 2011 and 2017. The clinical-

pathological features including tumor stage, survival, and the type of treatment 

were observed. 

 

Result 

 

Emergency gastrectomy was performed in 8 patients, total gastrectomy in 5 cases, 

and antrectomy in 3 cases. 8 patients were treated by simple closure with omental 

patch. 

Two-stage gastrectomy group were 2 patients, total gastrectomy in 2 cases. 

Limited Lymphadenectomy (D0, D1) was performed in 3 patients, and D2 

lymphadenectomy in 7 patients. 6 patients did not undergo lymph node dis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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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e patients had peritoneal metastases.  

Of the 16 patients, 3 patients had anastomotic leakage, 4 patients had a 

pulmonary-related complication, 1 patients had a cardiovascular-related 

complication, 2 patients had wound infection, and 1 patients had abdominal 

abscess.  

The overall 30-day mortality rate was 82.4%. 3 patients had expired with surgery 

related complications 

 

Conclusion 

 

In this study, we could perform the operation according to the oncology principle 

through gastrectomy and lymphadenectomy at the preoperative diagnosis. However, 

even if these procedures were performed, radical resection of the peritoneal 

metastasis of the stomach cancer was not possible and did not help to increase the 

survival rate of the patients.  

 

However, if the diagnosis is made prior to surgery, the medical staff will consider 

the treatment of the primary tumor, and the gastrointestinal surgery specialist who 

has experience of the operation of the operation of the operation of the operation 

of the operation of the operation of the operation of the operation of the operation, 

And the rate of increase of the rate of increa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