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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항문보존술식을 시행한 직장암에서 발생한 후기 문합부 누출의  

합병증의 분류 및 임상적 특징 

 

목적 : 직장암에 대한 항문보존수술 후 발생한 후기 문합부 누출(late 

anastomotic leakage, late AL)과 관련된 합병증의 임상적 특징과 

예후 인자를 평가하고자 한다. 

방법 : 2005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서 항문보존 수술을 받은 1904 명의 직장암 환자들을 

후향적으로 검토 하였다. 후기 문합부 누출 및 관련된 합병증은 수술 

후 30 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로 정의하였다. 초기 및 후기 문합 

누출과 관련된 변수와 위험 인자는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 

분석(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분석되었다. 

결과 : 전체 AL의 비율은 13.7%였으며, 초기 AL은 6.7%, 후기 

AL은 7%였다. 후기 AL과 관련된 합병증은 임상 증상에 따라 

분류되었다. 후기 AL 환자 134 명 중 무증상 후기 AL로 분류된 

환자는 26명(19.4 %)이었고, 후기 AL과 관련된 증상이 있는 

합병증을 가진 환자는 108명(80.6 %)이었다. 무증상 후기 AL의 

진단까지의 평균 기간은 11.2 개월이었다. 26명의 무증상 후기 AL 

환자 중 17명이 첫 수술시 예방적 회장루(protective ileostomy)을 

시행 받았다. 이 모든 환자들은 영구적인 장루(stoma)없이 평균 6.6 

개월후에 회장루 복원술을 성공적으로 시행받았다. 가장 흔한 후기 

AL의 합병증은 누공이었고(42예:38.8 %), 그 다음 빈번한 유형은 

협착과 만성동(31예, 28.7 %)이었다. 마지막은 근막염(4예, 

3.8 %)이었다. 초기 및 후기 AL의 위험 인자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수술 전 화학 방사선요법 치료를 받은 환자의 경우 후기 AL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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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인자였지만(hazard ratio(HR) : 2.968; 95 % CI : 1.907-4.619; p 

<0.001) 초기 AL의 위험 인자에 해당되지 않았다. 

결론 : 항문보존술식을 시행받은 직장암환자에서 수술 후 30일이후에 

발생하는 후기 문합부 누출 및 관련된 합병증은 수술 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무증상 상태에서부터 생명을 위협하는 괴사성 

근막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증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증상이 

없더라도, 후기 문합부 누출 및 관련된 합병증과 연관된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정확한 위험도 인식 및 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수술 전 화학방사선요법을 시행 받은 경우에는 더욱 세심하게 추적 

관찰이 시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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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되는 말 : 문합부 누출, 항문보존술식, 수술 전 화학방사선요법, 

직장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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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태 형 

 

 

Ⅰ. 서론 

 

직장암환자에서 근치적 수술적 치료는 Heald에 의해 소개된 전직

장간막절제술(total mesorectal excision, TME)이며 기존의 수술법과 

비교하여 낮은 국소 재발률 및 합병증 발생율을 나타내고 있다1,2. 또

한 국소진행된 직장암환자에서 수술 전 화학방사선요법(neoadjuvant 

concurrent chemoradiotherapy, nCRT)가 표준 술식으로 자리 잡으

면서 이전과 비교하여 높은 항문보존율과 낮은 국소 재발율을 나타내

고 있다1,2. 

 또한 항문보존술식 (anal sphincter preserving surgery, SPS)의  

비율은 괄약근간 절제술(intersphincteric resection)의 도입으로 인해 

증가하였고, nCRT를 시행한 환자에서는 필요로 하는 

절제연(resection margin)의 길이가 감소되게 되었다3. 그러나 

항문보존술식의 증가와 함께, 문합부 누출 (anastomotic leakage, 

AL)의 발생과 관련된 합병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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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암환자에서 항문보존술식을 시행한 이후 발생하는 문합부 누출은 

직장-직장(colo-colo) 및 대장-항문(colo-anal) 문합시 그 발생률이 

3 ~ 20 % 범위에 있는 가장 심각한 합병증 중 하나이다5-7.  문합부 

누출은 이환율과 사망률을 유의하게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국소재발 

및 원격전이의 발생률을 증가시킨다8, 9. 또한 문합부 누출은 영구적인 

장루(stoma)의 비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10.  문합부 누출은 많은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예를 들면 남성의 

성별, 흡연, 스테로이드 사용, 영양 실조와 같은 환자 요인과 종양과 

항문연(anal verge)까지의 길이가 짧은 경우 및 nCRT와 같은 종양 

인자가 위험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6, 11-13. 그러나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수술 후 30 일 이내에 진단 된 초기 문합부 누출(early 

anastomotic leakage)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후기 문합부 

누출(late anastomotic leakage)을 조사한 몇 개의 연구가 있지만 

저위전방절제술(low anterior resection, LAR) 시행 후 30 일이 지난 

후에 진단된 문합부 누출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14-17. 

후기 문합부 누출(AL) 및 관련 합병증은 무증상에서 천골부위 

통증, 빈혈, 누액 배출, 패혈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비특이적인 

증상을 나타낸다18,19. 대부분의 무증상 후기 AL은 일시적 

우회장루(diverting enterostomy)를 복원하기 위한 수술 전 내시경적 

혹은 영상의학적 검사상에서 진단되어진다. 내시경 또는 영상의학적 

검사상 AL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단되지 못한 위음성 환자에서 

우회장루을 복원할 경우 점진적으로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20. 최근의 

다기관간 횡단면 연구(multi-institutional cross-sectional study)에 

따르면 AL발생의 절반 정도가 LAR 시행 후 12개월 이후에 

만성동(chronic sinus)형태로 나타났으나 후기 AL 및 관련 합병증의 

대다수인 무증상 AL은 포함되지 않았다14. 특히 회장루 복원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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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한 이후 이런 무증상 만성 AL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심각한 증상과 합병증을 초래하여 드물게 다시 장루를 만들게 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직장암 환자에서 항문보존술식 시행 후 

발생한 후기 문합부 누출의 합병증 및 임상적 특성과 원인을 

알아보고, 임상 양상을 세분하고 평가함으로써 후기 AL에 대한 

전반적인 임상 경과를 알아보는 데 있다. 

 

Ⅱ. 재료 및 방법 

 

1. 환자군(Patients) 

저자는 2005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직장암으로 진단 후 

항문보존술식을 시행받고 조직병리학적 검사상 

선암(adenocarcinoma)로 진단받은 환자를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증상이 없는 후기 문합부 누출 및 관련 합병증에 대해 추적 

관찰을 시행한 모든 환자의 영상 자료를 검토하였다. 이전의 암 

발병이 있었던 환자, 가족성 유전성 암 증후군, 다른 장기의 동시 암 

및 추적 관찰 데이터가 없는 환자는 제외되었다. 

 

2. 수술 전 화학방사선요법(nCRT) 

직장암을 진단받은 환자에서 nCRT의 적응증 및 치료과정은 다음과 

같았다: nCRT는 일반적으로 다학제(multidisciplinary) tumor 

board에서 영상의학검사를 검토 한 후 중, 저위 직장암 및 국소 

진행성 직장암 (T3에서 T4 및 / 또는 N +) 환자에게 시행되었다. 

방사선치료(radiotherapy, RT)의 총 용량은 28회/50.4 Gy였다. 

방사선은 골반 전체로 25회/45.0 Gy가, 종양에 대한 추가조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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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5.4 Gy가 시행되었다. 5-fluorouracil 42 mg/m2와 leucovorin 

또는 capecitabin 계 항암제를 20mg/m2 의 용량으로 화학요법을 5-

6 주에 걸쳐 투여하였다. 수술은 nCRT 종료 후 약 6 ~ 8 주 후에 

실행되었다. 

 

3. 항문보존술식(anal sphincter preserving surgery) 

 

모든 환자는 계획된 수술을 위해 기계적 장청소(mechanical bowel 

preparation)을 받았다. TME를 포함한 종양 특이적 직장간막 절제술 

(Tumor specific mesorectal excision, TSME)은 직장암 수술의 표준 

외과적 술식이며, 대장항문외과 전문의에 의해 수행되었다. 외과 

의사의 선호도에 따라 개복, 복강경 또는 로봇 수술이 시행되었다. 

비장 굴곡 부위의 박리는 환자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루어졌다. 골반 

자율 신경 보존과 직장의 박리는 정확한 해부학적 경계면을 따라 

이루어졌다. TME는 중부 및 하부 직장암에서 시행되었으며, 부분 

직장간막절제(partial mesorectal excision, PME)는 상부 직장암에서 

종양 말단에서 적어도 5 cm 떨어진 곳에서 시행되었다. 

항문보존술식의 경우, 항문 간 거리와의 거리에 따라 LAR의 이중 

스태플 방식 또는 초저위전방절제술(ultra-LAR, uLAR)의 수기 대장-

항문 문합(hand sewn colo-anal anastomosis)방식으로 문합을 

시행하였다. 이중 스태플 방식으로 문합이 이루어진 경우, 도넛모양의 

절제된 스테플 고리를 확인하여 문합 완전성 여부를 검사하였으며, 

이외에도 문합의 완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공기 누출 검사 또는 수술 

중 대장 내시경 검사로 확인하였다. 불완전한 문합이 시행된 경우, 

장내용물을 우회시키기 위해서 uLAR 환자와 LAR 환자를 대상으로 

회장루술(diverting ileostomy)를 시행 하였다. 우회장루술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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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적 요인은 남성인 경우, 종양 크기가 큰 경우, 진행된 종양의 

병기, 절제면이 양성일 경우, nCRT를 받은 경우, 낮은 종양의 위치, 

낮은 문합부 위치, 상대적으로 긴 수술 시간, 수술 중 다량의 출혈이 

있는 경우, 하행장간막동맥(inferior mesenteric artery, IMA)의 

고위결찰이 시행된 경우, 측면 림프절 절제술(lateral pelvic lymph 

node dissection)을 시행한 경우, 문합이 불완전할 경우, 누출 

테스트가 양성일 경우가 포함되었다. 수술 후 골반내 배액을 위해 

폐쇄된 흡입 배액관을 삽입하였다. 

 

4. 후기 문합부 누출 및 관련 합병증의 정의 

본 연구에서 문합부 누출(anastomotic leakage, AL)은 2010 년에 

직장암의 국제 연구 그룹 (International Study Group of 2010)에서 

제안한대로 창자 내강과 연결된 문합 부위의 장벽 결함으로 

정의되었다21. 또한 AL 및 관련된 합병증은 그 발생 시점에 따라 두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초기 문합부 누출(early anastomotic leakage, 

early AL)은 수술 후 30일 이내에, 후기 문합부 누출(late 

anastomotic leakage, late AL)은 수술 후 30일 후에 발생한 문합부 

누출(AL)로 정의하였다. AL은 전산화 단층 촬영(CT) 또는 복막염 및 

발열, 배액내용물의 양상 변화를 포함한 임상 증상 및 징후로 

진단하였다. 수술 후 회복기간 동안 임상적으로 의심되는 모든 

문합부 누출은 조기에 CT 촬영을 시행하여 배액술 및 보존적 치료를 

할 것인지 또는 응급 수술 시행할 것인지 결정하였다. 첫 수술 당시 

회장루를 시행받은 환자는 AL 관련 임상 증상이 없는 경우에, 

항문보존술식을 시행받은지 6 ~ 8 주에 회장루 복원술을 시행하였고, 

수술전 CT 촬영 혹은 수용성 조영제 관장검사(water soluble 

contrast enema)로 AL의 호전여부를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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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후기 AL과 관련된 합병증은 증상적 또는 무증상으로 

분류하였다. 무증상 후기 AL 합병증은 초기 수술 후 1 년 이상 경과 

된 영상의학적 검사에 의해 확인된 천골전방부위(presacral)의 염증 

및 농양이 없는 동(sinus)으로 정의되었다. AL의 합병증으로는 인접 

기관과의 누공, 만성동, 근막염, 협착과 같은 AL의 합병증이 

발생했다. 만성동은 영상의학적 검사에서 확인된 천골전방부위 

농양으로 초기 수술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도 존재한 경우로 

정의하였다. 근막염(Fasciitis)은 회음부에서 엉덩이 또는 허벅지로 

진행하여 누공의 감염 혹은 누출로 시작되는 염증으로 정의하였다. 

협착증은 12 mm 직경의 대장내시경이 통과하지 못하는 문합 부위의 

좁아진 상태를 정의하였다22, 23. 임상적, 내시경적, 영상의학적 또는 

수술적 소견에 근거하여 AL과 관련된 증상 및 무증상 합병증의 

치료방침을 결정하였다. AL과 관련된 무증상 합병증인 경우에는 

적극적인 중재시술을 시행하지 않았다. 발생 빈도와 연관된 

위험인자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AL에 관련된 증상 및 무증상 

합병증을 모두 데이터에 포함시켰다. 

 

5. 장루의 복원 

첫 수술 당시의 시행한 회장루(ileostomy)는 복부 CT 스캔 또는 

수용성 조영제 관장 검사에서 문합부 누출의 소견이 의심되지 않는 

경우, 항문보존술식 시행 후 6-8 주 후에 복원수술을 시행하였다. 

또한 무증상의 문합부동(anastomotic sinus)를 가진 환자에서는 

복원수술 여부를 담당외과의사의 결정에 맡기었다. 수술 전 검사에서 

문합부에서 조영제의 누출이 관찰된 경우에는 복원수술의 일정을 

연기하고 문합부위에서의 조영제 누출이 없을 때까지 6주에서 

8주마다 재평가를 시행하였다. 보조 화학 요법를 시행받는 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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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루 복원술을 보조 화학 요법 종료 후 2~3주 이후에 시행하기로 

하였다24. 

 

6. 통계 분석 

범주형 데이터는 x2 테스트 또는 Fisher exact 테스트를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수치형 데이터는 Student t tes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수치적 변수는 임상적 중요성 또는 컷오프에 대한 각 변수의 중간 

값에 따라 이분화하였다. 변수가 0.05 미만의 P  value에 도달하면 

AL에 대한 위험 요인의 다변량 분석을 위해 통계적 유의성을 

고려하여 선택되었다. 다변량 분석은 다중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사용하여 수행되었으며 95 % 신뢰 구간 (CI)으로 위험비 (hazard 

ratio, HR)로 제시되었다. 모든 통계 분석은 SPSS (version 23.0, IBM 

Corp, Armonk, NY) 소프트웨워를 이용하였다. 

 

Ⅲ. 결과 

 

1. 문합부 누출(AL) 환자의 임상병리학적 특징 

연구 기간 동안 직장암으로 항문보존술식을 시행받은 1,903 명의 

환자 중 AL은 총 262명(13.7%)의 환자에서 진단되었다. AL을 

진단받은 환자의 임상병리학적 특징을 <표 1>에 나타내었다. 262 

명의 AL 환자 중 수술 후 30 일 이내에 128 명의 환자가 AL로 

진단되었고, 수술 후 30 일 이후에 AL로 진단 된 환자는 134 

명이었다. 수술 후 평균 진단 일은 초기 AL의 경우 8.26 ± 6.75 

일이었고 후기 AL의 경우 389.85 ± 462.72 일이었다(표 2). 종양의 

위치, 문합 방법 및 TNM 병기에 대해 두 그룹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수술 전 화학 요법 치료를 받은 환자의 비율은 후기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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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38.3 % (74.6 %, p <0.001)로 초기 AL 군보다 높았다. 처음 

수술 당시, 후기 AL군의 환자가 조기 AL 군 보다 예방적 회장루술을 

더 많이 시행받았다(25.8% vs 64.9%, p <0.001). 초기 AL군과 후기 

AL군의 치료는 차이가 있었으며, <표 2>와 같다. 수술적 처치의 

비율은 초기 AL군이 후기 AL군보다 높았다(80.5% vs 50.7%, p = 

<0.001). 처음 수술 당시 예방적 회장루를 형성하지 않은 환자들 중 

초기 AL군의 80 %, 후기 AL 군의 51.1 %에서 AL에 대한 

치료방법으로 장루형성술(stoma formation)을 시행받았다(p = 0.001). 

그러나 예방적 회장루를 복원한 이후 증상이 나타난 AL로 인해 

장루를 재형성받은 비율은 후기 AL군에서 더 높았다(18.5% vs 

48.3%, ,p <0.001). 영구적 장루형성 비율은 후기 AL군이 초기 

AL군보다 2배 이상 높았다(18.0% vs 39.6 %, p <0.001).  

 

표 1. 초기 및 후기 문합부 누출(AL)의 임상적 특징 

  Early AL (n=128) Late AL (n=134) P 

Age (yrs) 60.15 [12.12] 58.66 [12.63] 0.331 

Sex   0.518 

 Male 82 (64.1%) 91 (67.9%)  
 Female 46 (35.9%) 43 (32.1%)  
ASA†   0.843 

 I,II 115 (89.8%) 119 (88.8%)  
 III,IV 13 (10.2%) 15 (11.2%)  
BMI (kg/m2) 22.95 [3.16] 22.80 [2.86] 0.694 

Alcohol intake 69 (53.9%) 69 (51.5%) 0.712 

Smoking history 60 (46.9%) 62 (46.3%) 0.922 

Preoperative chemoradiotherapy 49 (38.3%) 100 (74.6%) <0.001 

Location   0.003 

 Upper (10-15cm) 22 (17.2%) 10 (7.5%)  
 Mid (5.1-10cm) 82 (64.1%) 78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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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wer (≤5cm) 24 (18.8%) 46 (34.3%)  
Operation method   0.076 

 Open 17 (13.3%) 30 (22.4%)  
 MIS‡ 111 (86.7%) 104 (77.6%)  
Anastomosis method   <0.001 

 Hand 11 (8.6%) 35 (26.1%)  
 Stapler 117 (91.4%) 99 (73.9%)  
Blood loss (mL) 194.52 [275.79] 276.43 [517.78] <0.001 

Operation time (min) 291.72 [109.89] 303.10 [101.36] 0.384 

Open conversion (MIS) 2/111 (1.8%) 2/104 (1.9%) >0.999 

TNM stage   0.031 

 pCR,0,I 56 (43.8%) 41 (30.6%)  
 II 31 (24.2%) 51 (38.1%)  
 III 41 (32.0%) 42 (31.3%)  
Histology   0.218 

 WD¶, MD¶¶ 125 (97.7%) 126 (94.0%)  
 PD¶¶¶, Mucinous 3 (2.3%) 8 (6.0%)   
주: †American Society of Anestheology, ‡Minimally invasive surgery, ¶well-

diffrentiated, ¶¶moderate differentiated, ¶¶¶poorly differentiated 

 

표 2. 조기 및 후기 문합부 누출(AL)의 치료 비교 

  Early AL (n=128) Late AL (n=134) P 

Time to diagnosis (day) 8.26 ± 6.75 389.85 ± 462.72 <0.001 

Protective ileostomy 33 (25.8%)  87 (64.9%)  <0.001 
Reversal rates 27/33 (81.8%) 80/87 (92.0%) 0.184 

Type of management   <0.001 

Non-surgical 25 (19.5%)  66 (49.3%)   

Surgical 103 (80.5%) 68 (50.7%)   

Stoma formation for the treatment of AL 76/95 (80.0%)  24/47 (51.1%)  0.001 

Stoma formation after protective ileostomy repair 5/27 (18.5%) 35/80 (43.8%)  0.022 

Reversal rates of secondary stoma 64/81 (81.0%) 15/59 (25.4%)  <0.001 
Permanent stoma rate 23 18.0%  53 (39.6%) <0.001 

Mortality related to AL 2 (1.6%)  1 (0.7%)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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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합부 누출(AL)의 위험 요인 

초기 및 후기 AL의 위험 인자는 차이가 있었다(표 3). 종양의 

위치, 흡연 여부, 수술 시간 및 수술 중 더 많은 출혈량은 다변량 

분석에서 초기 AL뿐만 아니라 후기 AL의 위험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nCRT를 시행받은 것은 후기 AL군에서만 독립적인 위험 

인자였다(odd ratio(OR) 2.968 (95 % 신뢰 구간 (CI) 1.907-4.619, p 

<0.001). 첫 수술 당시 예방적 회장루술은 초기 AL에 대해서는 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지만(OR 0.391, 95 % CI 0.252-0.605, p 

<0.001), 후기 AL 환자에게는 독립적인 위험 인자로 나타났다(OR 

1.591, 95 % CI 1.044-2.423, p = 0.031). 

 

표 3. 문합부 누출(AL) 및 관련된 합병증(로지스틱 회귀 분석) 

 Early AL Late AL 
 Univariate Multivariate Univariate Multivariate 

  P OR (95% CI) P P OR (95% CI) P 
Preoperative 
chemoradiotherapy 

0.824 
    <0.001 2.968 (1.907-

4.619) <0.001 

Age(≧60) 0.594   0.044 0.822 (0.565-
1.195) 0.304 

Sex (Male) 0.788   0.219   

Blood loss (≧200ml) 0.01 1.412 (0.939-
2.123) 0.098 

<0.001 1.611 (1.091-
2.380) 0.017 

Operation method 
(MIS) 

0.333   0.051   

Anastomosis method 
(Hand) 0.06   <0.001 1.198 (0.746-

1.923) 0.455 

Tumor location 
(Mid/lower) 

0.011 2.179 (1.331-
3.569) 0.002 

<0.001 2.577 (1.294-
5.133) 0.007 

BMI (≧23kg/m2) 0.361   0.459   

ASA (≧III) 0.476   0.24   

Alcohol history <0.001 1.585 (1.008-
2.490) 0.046 

<0.001 1.349 (0.845-
2.156) 0.21 

Smoking history <0.001 2.189 (1.380-
3.472) 0.001 

<0.001 2.098 (1.435-
3.06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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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 time (≧240min) <0.001 1.945 (1.316-
2.875) 0.001 

<0.001 1.662 (1.087-
2.542) 0.019 

Protective ileostomy 0.034 0.391 (0.252-
0.605) <0.001 <0.001 1.591 (1.044-

2.423) 0.031 

 

3. 후기 문합부 누출(late AL)과 관련된 합병증 

본 저자는 후기 문합부 누출(AL)과 관련된 합병증을 임상 증상으로 

분류하였다(표 4). 후기 AL 환자 134명 중 무증상 후기 AL로 분류된 

환자는 26명 (19.4 %)이었고, 후기 AL과 관련된 합병증을 가진 

환자는 108명 (80.6 %)이었다. 

첫 수술 당시 항문보존술식을 시행받은 후 무증상 후기 AL이 

진단되기까지 소요된 시간은 4.6개월이었다. 무증상 후기 AL 환자 

26 명 중 처음 수술시 17명의 환자(65.4 %)에서 예방적 회장루술을 

시행받았다. 이 환자들은 첫 수술 후 평균 6.6개월 후 회장루 

복원술을 시행받았고 영구적 장루를 갖지 않았다. 

후기 AL에 관련된 증상이 있는 합병증으로는 누공, 협착, 만성동 

및 근막염이 있었다. 가장 많은 AL의 합병증 형태는 누공이 

42예였고(38.8 %) 그 다음으로는 협착과 만성동이었다(31예, 

28.7 %). 마지막은 근막염이었다(4예, 3.8 %). 각각의 합병증을 

나타낸 그림은 <그림 1>에 나타내었다. 

 

표 4. 후기 문합부 누출과 연관 합병증의 분류 및 특징 

 Asymptomatic 
late AL Fistula Stenosis Chronic 

sinus Fasciitis 

  (N=26) (N=42) (N=31) (N=31) (N=4) 

Time to diagnosis 
(mon) 11.2 [1.2-73.9] 13.0 [1.2-

67.8] 
10.1 [1.8-

32.0] 
13.5 [1.2-

52.1] 18.2 [4.0-39.2] 

Preoperative 
chemoradiotherapy 18 (69.2%) 33 (78.6%) 21 (67.7%) 26 (83.9%) 2 (50.0%) 

Tumor location                  

Upper 2 (7.7%) 3 (7.1%) 3 (9.7%) 2 (6.5%) 0 (0.0%) 

Mid / Lower 24 (92.3%) 39 (92.9%) 28 (90.3%) 29 (93.5%) 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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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on method      

Open 5 (19.2%) 14 (33.3%) 5 (16.1%) 6 (19.4%) 0 (0.0%) 

MIS 21 (80.8%) 28 (66.7%) 26 (83.9%) 25 (80.6%) 4 (100%) 

Anastomosis method      

Hand-sewn 9 (34.6%) 10 (23.8%) 10 (32.3%) 6 (19.4%) 0 (0.0%) 

Stapler 17 (65.4%) 32 (76.2%) 21 (67.7%) 25 (80.6%) 4 (100%) 

Blood loss (≧200ml) 15 (57.7%) 23 (54.8%) 16 (51.6%) 12 (38.7%) 2 (50.0%) 

Operation time 
(≧240min) 18 (69.2%) 28 (66.7%) 25 (80.6%) 21 (67.7%) 3 (75.0%) 

Protective ileostomy 17 (65.4%) 28 (66.7%) 19 (61.3%) 22 (71.0%) 1 (25.0%) 

Reversal rates 17/17 
(100%) 

26/28 
(92.9%) 17/19 (89.5%) 19/22 

(86.4%) 1/1 (100%) 

Time to repair from 
protective ileostomy 
(mon) 

6.6 [2.62] 6.5 [4.36] 5.2 [2.29] 6.0 [3.86] 1.9 [NA] 

Permanent stoma 0 (0.0%) 18 (42.9%) 14 (45.2%) 19 (61.3%) 2 (50.0%) 

Mortality related to 
AL 0 (0.0%) 0 (0.0%) 0 (0.0%) 1 (3.2%) 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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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후기 문합부 누출과 관련된 합병증; a. 만성동, b. 직장-질누공, c-1,2. 

문합부위의 협착(회장루를 통한 조영제 주입시 영상소견), c-3. 직장의 자기공명영상, 

c-4. 협착부위의 내시경 사진, d-1,2. 농양, e-1. 근막염, e-2. 근막염의 절개 및 

배농 후의 모습 

 

후기 AL 및 관련된 합병증은 수술 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처음 수술 후 평균 99개월째에 발견되게 된다. 후기 AL과 관련된 

합병증 중 1년 이내에 발생하는 비율이 61.6 %, 6개월 이내가 

39.2 %, 6개월에서 1년 사이가 22.4 %로 나타났다(그림 2). 비록 

종양의 위치, 수술 및 문합 방법, nCRT를 받은 경우와 같은 임상적 

특성이 후기 AL과 관련된 합병증군 간에서는 유사하게 나타지만, 

임상적 증상과 그 치료는 서로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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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후기 문합부 누출 및 관련된 합병증이 진단되기까지의 기간 

 

후기 AL과 관련된 증상이 있는 합병증의 치료를 위해 90명의 

환자가 치료적 시술 및 수술을 받았다(83.3%). 누공 환자의 

64.3 %는 수술을 받았고, 협착이 있는 환자의 61.3 %는 성공적으로 

협착부위 확장술을 시행받았다. 만성동 환자의 19.6 %는 경피적 

배액술로 치료되었으나, 74.2 %의 환자는 수술을 시행받았다. 괴사성 

근막염 환자 4명 중 2명은 근막 절개술을 시행받았고 1명은 보존적 

치료를 시행받았다(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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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후기 문합부 누출의 합병증의 분류 및 치료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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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본 연구는 직장암에서 항문보존수술(anal sphincter preserving 

surgery) 후 발생한 문합부 누출(AL)과 관련된 합병증에 대한 

전반적인 임상적 특징 및 치료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AL의 비율은 13.7 %였으며, 초기 AL은 6.7 %, 후기 AL은 

7 %였다. 본 연구를 통해 초기 AL과 후기 AL의 위험 인자와 그 

치료에 차이가 있음을 관찰했다. 후기 AL 환자 134명 중 108명 

(80.6 %)에서 증상이 만성 합병증으로 이어졌으며 임상적 특성에 

따라 누공, 협착, 만성동 및 근막염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직장암에 대한 근치적 절제술 후 AL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으며, 

대장암을 전공하는 외과의사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인 이 AL의 

정의와 연구 설계는 각 연구마다 다양하였다12, 13, 25. 또한 

저위직장암(lower lying rectal cancer) 환자에서 수기 대장-항문 

문합술 및 예방적 회장루술을 형성한 경우에서, 회장루 복원술을 

시행한 이후 AL을 비롯한 후기 문합부 이상을 보고한 몇몇 연구가 

있었다15, 17, 26-30. 문헌 보고상 후기 AL의 발생률은 대략 6-40%로 

보고되고 있다15, 17, 26-30. 이런 연구들은 후기 AL에 관하여 일관되게 

논의하고 있긴 하지만, 후기 AL에 대한 서로 다른 정의를 가지고 

연구되었고 AL 그 자체에만 집중한 경향이 있다. 더욱이 대부분의 

후기 AL에 관련된 합병증에 관한 몇 가지 연구들이 보고되었는데 

대부분 만성동(chronic sinus)에 관한 것이었다20,31. 최근 발표된 

대규모 횡단면 연구(cross-sectional study)의 결과는 초기 수술 후 

30일이 경과한 이후에 AL의 대다수가 진단되었고 AL과 관련된 

만성동이 심각한 합병증임을 나타낸다14. 그러나 이 연구는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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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과 관련된 다른 합병증을 명확하게 보여주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AL 및 AL 자체와 관련된 합병증이 확인된 시간(수술 

후 30일)을 기준으로 AL을 초기 및 후기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초기 및 후기 AL에 대한 치료의 접근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초기 AL 환자의 80.5%와 후기 AL 환자의 

50.7%는 수술적 처치를 시행받았다(p <0.001). 예방적 회장루가 없는 

환자들에서 AL의 치료를 위한 장루 형성의 비율은 초기 AL군이 

후기 AL에 비해 높았다(80.0% vs 51.1%, p = 0.001). 본 연구의 

결과는 패혈증의 위험으로 인해 예방적 회장루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AL환자에게는 외과적 개입이 필수적임을 나타내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였으며, 나아가 초기 및 후기 AL은 서로 

다른 성격의 질환임을 나타내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27, 32. 

후기 AL과 관련된 합병증을 가진 환자는 첫 수술 후 5.9 

개월이후에 예방적 회장루을 복원하였다. 후기 AL 및 관련된 

합병증은 첫 수술 후 평균 7.0개월째에 진단되었다. 즉, 후기 AL과 

관련된 증상이 있는 합병증을 가지고 있는 대다수의 환자가 회장루 

복원술 이후 진단을 받았다는 의미이다. 또한 첫 수술 당시 시행한 

예방적 회장루술을 초기 AL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나(OR 

0.391, 95 % CI 0.252-0.605, p <0.001), 역설적으로 후기 AL의 

독립적인 위험 인자로 나타났다(OR 1.591, 95 % CI 1.044-2.423 , p 

= 0.031). 또한 예방적 회장루를 복원한 이후, 재장루형성(re-stoma 

formation) 비율이 후기 AL군에서 높게 나타났으며(18.5 % vs 

43.8 %, p = 0.022)보다 더 높은 영구적 장루형성 비율을 

나타내었다(18.0% vs 39.6%, p <0.001). 본 연구의 대상 환자들은 

예방적 회장루를 복원하기 전에 문합부위의 상태 평가를 위해 CT 

스캔 및/혹은 수용성 조영제 관장을 시행하여 문합부위의 완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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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였다. 그리고 첫 수술 후 6개월이상 지속되는 AL은 

자연적으로 치유되지는 않지만, 후기 AL은 이후 발생하는 섬유성 

골반 반응(fibrotic pelvic reaction)으로 인해 심각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고한 이전의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무증상인 지속성 AL 

환자에서는 예방적 회장루술을 복원하였다20, 31. 비록 이전의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AL 환자에게는 항문보존술식후 6개월째에 

회장루 복원술이 안전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으나, 후기 AL 및 관련된 

합병증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에서는 회장루 복원술 

시행전에 더 세심히 주의를 기울여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20. 

저위 직장암인 경우, 수술 시간이 길었던 경우, 수술 중 출혈량이 

많은 경우는 AL의 위험 인자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nCRT가 

AL의 위험 인자로 역할을 하냐에 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존재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nCRT가 초기 AL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기존의 세브란스병원의 연구결과와 nCRT가 후기 AL 및 만성동의 

독립 위험 인자라는 발표를 한 최근의 네덜란드의 대규모 횡단면 

연구와 일치한다13, 14. 흥미로운점은, 본 연구에서 nCRT는 후기 AL 

및 관련 합병증의 유의한 위험 인자였다는 점이다(OR 2.968, 95 % 

CI, 1.907-4.619, p <0.001). 이 결과는 nCRT를 시행받은 환자가 

영구적인 장루를 가질 확률이 더 높으며 문합부위의 협착 또는 

경성(stiffness)의 빈도가 더 높다는 기존의 보고와도 일치한다33. 

다양한 연구자들이 인간의 위장관의 복잡한 신경계통 및 호르몬, 

근육, 면역 및 효소 기능 중 일부에 미치는 방사선요법의 효과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 중 대부분은 의미있는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였으나, 어떤 연구에서는 부종이 주로 점막에 염증반응을 

일으켜서 나중에는 점막하층으로 진행되어 그 후유증을 남기게 됨을 

제시하였다34. 이러한 변화는 재생 과정을 자극하여 점막의 회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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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하거나 궤양을 동반한 심한 염증으로 발전하여 최종적으로 

섬유화를 일으킨다. 이러한 과정은 cytokine cascade에 의해 

매개되며 때로는 수십년 동안 지속되기도 한다. 직장암에 대한 

방사선 요법은 골반 내 위치한 결장 및 직장을 방사선 손상의 위험에 

노출시킨다34. 이런 골반에 대한 방사선 조사의 문제점은 임상적으로 

과소 평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35. 방사선에 의한 장손상의 진단에 

대한 포괄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방사선 손상은 보통 영상의학적 

검사나 내시경 검사를 통해 그 정도를 파악하게 된다. 방사선 조사에 

의한 장손상이 존재할 경우 안전한 문합이 시행되기 위해선, 적어도 

문합이 이루어지는 장(intestine)중에 한쪽 장은 방사선이 조사되지 

않은 장을 사용하는 것이다36, 37.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에 노출된 양쪽 장을 이용하는 문합이 이루어지게 되며, 이런 

경우에는 수술 전 방사선 치료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은 

물론, 조직병리학적으로 문합부 부위에 대한 자세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문합부의 치유 과정을 예측하고 발생하게 될 다양한 

합병증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동물 연구모델에 따르면, 수술 

전 5-fluorouracil(5-FU) 투여 및 골반 분획 방사선 조사(pelvic 

fractional irradiation)는 문합부위의 치유를 지연시키고 문합부위의 

인장 강도를 약화시켰으며, 이러한 문제는 수술 전 단쇄지방산을 

이용한 결장세척으로 부분적으로 보완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38,39. 

만성 방사선은 또한 장에 영향을 미치며, 작은 세동맥에서 광범위한 

콜라겐 침착 및 섬유증뿐만 아니라 폐쇄성 혈관염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는 수개월 또는 수년에 걸쳐 발생하며 장의 협착, 궤양 

및 누공을 발생시킨다. 신 등은 만성 문합부 누출(AL)의 병리 

생리학은 방사선 조사를 받은 직장에서 이루어진 문합부위의 

빈약하고 지연된 상처회복에 의해 시작되며 분변매복(fe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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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ction) 및 관장과 같은 장관 내 압력을 증가시키는 요인에 의해 

악화되어 무증상 문합부 누출로 이어짐을 제안하였다29. 이러한 

무증상 누출은 골반 농양이나 누공으로 발전될 수 있는 문합부 

주위의 미세농양(microabscesses)의 축적을 초래한다. 

본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이 연구는 무작위로 시도된 

것이 아니며 데이터의 분석은 단일 기관에서 얻은 데이터를 통해 

이루어졌다. 비록 선택 편향(selection bias)는 많은 요인들에서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을 통해 통제되었지만, 

관찰되거나 측정된 공변량(covariates)에 대해서만 자료가 조정될 수 

있었다. 따라서, 측정되지 않은 공변량에 의한 선택 편향은 여전히 

한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만성적인 문합부 합병증의 발생 빈도, 그 분류 

및 위험 인자를 분석한 중요한 연구이다. 임상 자료를 장기간 추적 

관찰한 결과, 후기 AL과 관련된 합병증은 증상에 따른 다양성 형태에 

따라 다양한 추적 기간에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직장암에 대한 

SSS 후 발생한 누공, 협착, 만성동 및 근막염을 합병증으로 

정의하였다. 

후기 문합부 누출을 완벽하게 예방하는 방법은 현재까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수술 전 방사선 요법이 후기 문합부 누출의 

위험요소로 분명히 작용하고 있으므로 선택적 

화학방사선요법(selective chemoradiotherapy)나 새로운 방사선 

치료방법의 개발을 통해 통해 만성적인 문합부 누출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으면서도 종양학적 치료 성적을 높일 수 있는 맞춤형 

치료(tailored treatment) 혹은 정밀의료(precision medicine)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수술 전 혹은 수술장내에서 건강한 

장과 방사성 손상을 받은 장을 구별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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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직장암환자에서 항문보존술식을 시행받고 30일 이후에 발생한 후기 

문합부 누출 및 관련된 합병증의 발생률은 7.5%(142/1904)였다. 

후기 문합부 누출 및 관련된 합병증은 수술 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무증상 상태에서부터 생명을 위협하는 괴사성 근막염까지 

다양한 임상적 증상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소견은 수술 전 

화학방사선요법(neoadjuvant concurrent chemoradiotherapy, 

nCRT)의 만성적 효과와 환자에 대한 적절한 추적 관찰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증상이 없더라도, 문합부와 관련된 만성 합병증은 

합병증발생의 위험요소를 예측하여 적절하게 선별 및 관리되어야 

하며, 특히 nCRT를 시행받은 환자군에서는 더욱 주의깊게 추적 

관찰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24 

 

참고문헌 

 

1. Heald RJ, Ryall RD. Recurrence and survival after total mesorectal 
excision for rectal cancer. Lancet 1986;1:1479-82. 

2. Bosset JF, Collette L, Calais G, Mineur L, Maingon P, Radosevic-Jelic L, 
et al. Chemotherapy with preoperative radiotherapy in rectal cancer. N 
Engl J Med 2006;355:1114-23. 

3. Chau A, Maggiori L, Debove C, Kanso F, Hennequin C, Panis Y. Toward 
the end of abdominoperineal resection for rectal cancer? An 8-year 
experience in 189 consecutive patients with low rectal cancer. Ann Surg 
2014;260:801-5; discussion 5-6. 

4. Swellengrebel HA, Marijnen CA, Verwaal VJ, Vincent A, Heuff G, 
Gerhards MF, et al. Toxicity and complications of preoperative 
chemoradiotherapy for locally advanced rectal cancer. Br J Surg 
2011;98:418-26. 

5. Peeters KC, Tollenaar RA, Marijnen CA, Klein Kranenbarg E, Steup WH, 
Wiggers T, et al. Risk factors for anastomotic failure after total 
mesorectal excision of rectal cancer. Br J Surg 2005;92:211-6. 

6. Matthiessen P, Hallbook O, Rutegard J, Simert G, Sjodahl R. 
Defunctioning stoma reduces symptomatic anastomotic leakage after low 
anterior resection of the rectum for cancer: a randomized multicenter trial. 
Ann Surg 2007;246:207-14. 

7. Alves A, Panis Y, Mathieu P, Mantion G, Kwiatkowski F, Slim K. 
Postoperative mortality and morbidity in French patients undergoing 
colorectal surgery: results of a prospective multicenter study. Arch Surg 
2005;140:278-83, discussion 84. 

8. Mirnezami A, Mirnezami R, Chandrakumaran K, Sasapu K, Sagar P, 
Finan P. Increased local recurrence and reduced survival from colorectal 
cancer following anastomotic leak: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Ann Surg 2011;253:890-9. 

9. Krarup PM, Jorgensen LN, Andreasen AH, Harling H. A nationwide 
study on anastomotic leakage after colonic cancer surgery. Colorectal Dis 
2012;14:e661-7. 

10. den Dulk M, Smit M, Peeters KC, Kranenbarg EM, Rutten HJ, Wiggers 
T, et al. A multivariate analysis of limiting factors for stoma reversal in 
patients with rectal cancer entered into the total mesorectal excision 
(TME) trial: a retrospective study. Lancet Oncol 2007;8:297-303. 

11. Boccola MA, Buettner PG, Rozen WM, Siu SK, Stevenson AR, Stitz R, 
et al. Risk factors and outcomes for anastomotic leakage in colorectal 
surgery: a single-institution analysis of 1576 patients. World J Surg 
2011;35:186-95. 

12. Kim CW, Baek SJ, Hur H, Min BS, Baik SH, Kim NK. Anastomotic 



25 

 

Leakage After Low Anterior Resection for Rectal Cancer Is Different 
Between Minimally Invasive Surgery and Open Surgery. Ann Surg 
2016;263:130-7. 

13. Chang JS, Keum KC, Kim NK, Baik SH, Min BS, Huh H, et al. 
Preoperative chemoradiotherapy effects on anastomotic leakage after 
rectal cancer resection: a propensity score matching analysis. Ann Surg 
2014;259:516-21. 

14. Borstlap WAA, Westerduin E, Aukema TS, Bemelman WA, Tanis PJ. 
Anastomotic Leakage and Chronic Presacral Sinus Formation After Low 
Anterior Resection: Results From a Large Cross-sectional Study. Ann 
Surg 2017;266:870-7. 

15. Lim SB, Yu CS, Kim CW, Yoon YS, Park IJ, Kim JC. Late anastomotic 
leakage after low anterior resection in rectal cancer patients: clinical 
characteristics and predisposing factors. Colorectal Dis 2016;18:O135-
40. 

16. Jutesten H, Draus J, Frey J, Neovius G, Lindmark G, Buchwald P, et al. 
Late leakage after anterior resection: a defunctioning stoma alters the 
clinical course of anastomotic leakage. Colorectal Dis 2017. 

17. Morks AN, Ploeg RJ, Sijbrand Hofker H, Wiggers T, Havenga K. Late 
anastomotic leakage in colorectal surgery: a significant problem. 
Colorectal Dis 2013;15:e271-5. 

18. Arumainayagam N, Chadwick M, Roe A. The fate of anastomotic sinuses 
after total mesorectal excision for rectal cancer. Colorectal Dis 
2009;11:288-90. 

19. Snijders HS, Bakker IS, Dekker JW, Vermeer TA, Consten EC, Hoff C, 
et al. High 1-year complication rate after anterior resection for rectal 
cancer. J Gastrointest Surg 2014;18:831-8. 

20. Hain E, Maggiori L, Manceau G, Zappa M, Prost a la Denise J, Panis Y. 
Persistent Asymptomatic Anastomotic Leakage After Laparoscopic 
Sphincter-Saving Surgery for Rectal Cancer: Can Diverting Stoma Be 
Reversed Safely at 6 Months? Dis Colon Rectum 2016;59:369-76. 

21. Rahbari NN, Weitz J, Hohenberger W, Heald RJ, Moran B, Ulrich A, et 
al. Definition and grading of anastomotic leakage following anterior 
resection of the rectum: a proposal by the International Study Group of 
Rectal Cancer. Surgery 2010;147:339-51. 

22. Ambrosetti P, Francis K, De Peyer R, Frossard JL. Colorectal 
anastomotic stenosis after elective laparoscopic sigmoidectomy for 
diverticular disease: a prospective evaluation of 68 patients. Dis Colon 
Rectum 2008;51:1345-9. 

23. Schlegel RD, Dehni N, Parc R, Caplin S, Tiret E. Results of reoperations 
in colorectal anastomotic strictures. Dis Colon Rectum 2001;44:1464-8. 

24. Figueiredo MN, Mege D, Maggiori L, Ferron M, Panis Y. When is the 
best time for temporary stoma closure in laparoscopic sphincter-saving 



26 

 

surgery for rectal cancer? A study of 259 consecutive patients. Tech 
Coloproctol 2015;19:469-74. 

25. Park EJ, Baik SH, Kang J, Hur H, Min BS, Lee KY, et al. The Impact of 
Postoperative Complications on Long-term Oncologic Outcomes After 
Laparoscopic Low Anterior Resection for Rectal Cancer. Medicine 
(Baltimore) 2016;95:e3271. 

26. Hyman N, Manchester TL, Osler T, Burns B, Cataldo PA. Anastomotic 
leaks after intestinal anastomosis: it's later than you think. Ann Surg 
2007;245:254-8. 

27. Floodeen H, Hallbook O, Rutegard J, Sjodahl R, Matthiessen P. Early 
and late symptomatic anastomotic leakage following low anterior 
resection of the rectum for cancer: are they different entities? Colorectal 
Dis 2013;15:334-40. 

28. Matthiessen P, Lindgren R, Hallbook O, Rutegard J, Sjodahl R. 
Symptomatic anastomotic leakage diagnosed after hospital discharge 
following low anterior resection for rectal cancer. Colorectal Dis 
2010;12:e82-7. 

29. Shin US, Kim CW, Yu CS, Kim JC. Delayed anastomotic leakage 
following sphincter-preserving surgery for rectal cancer. Int J Colorectal 
Dis 2010;25:843-9. 

30. Huang S, Chi P, Lin H, Lu X, Huang Y, Jiang W, et al. [Risk factors and 
clinical features of delayed anastomotic fistula following sphincter-
preserving surgery for rectal cancer]. Zhonghua Wei Chang Wai Ke Za 
Zhi 2016;19:390-5. 

31. Fong SS, Chen K, Sim R. Chronic anastomotic sinus after low anterior 
resection: when can the defunctioning stoma be reversed? Colorectal Dis 
2011;13:644-9. 

32. Yun JA, Cho YB, Park YA, Huh JW, Yun SH, Kim HC, et al. Clinical 
manifestations and risk factors of anastomotic leakage after low anterior 
resection for rectal cancer. ANZ J Surg 2017;87:908-14. 

33. Zhu H, Bai B, Shan L, Wang X, Chen M, Mao W, et al. Preoperative 
radiotherapy for patients with rectal cancer: a risk factor for non-reversal 
of ileostomy caused by stenosis or stiffness proximal to colorectal 
anastomosis. Oncotarget 2017;8:100746-53. 

34. Andreyev J. Gastrointestinal symptoms after pelvic radiotherapy: a new 
understanding to improve management of symptomatic patients. Lancet 
Oncol 2007;8:1007-17. 

35. Andreyev HJ, Wotherspoon A, Denham JW, Hauer-Jensen M. Defining 
pelvic-radiation disease for the survivorship era. Lancet Oncol 
2010;11:310-2. 

36. Galland RB, Spencer J. Surgical management of radiation enteritis. 
Surgery 1986;99:133-9. 

37. Onodera H, Nagayama S, Mori A, Fujimoto A, Tachibana T, Yonenaga 



27 

 

Y. Reappraisal of surgical treatment for radiation enteritis. World J Surg 
2005;29:459-63. 

38. Kuzu MA, Koksoy C, Akyol FH, Uzal D, Kale IT. Colonic anastomotic 
healing after preoperative chemo-radiotherapy in rat. Radiat Med 
1999;17:181-7. 

39. Terzi C, Sevinc AI, Kocdor H, Oktay G, Alanyali H, Kupelioglu A, et al. 
Improvement of colonic healing by preoperative rectal irrigation with 
short-chain fatty acids in rats given radiotherapy. Dis Colon Rectum 
2004;47:2184-94. 

 

 

 



28 

 

ABSTRACT  
 

Classification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complications related late 

anastomotic leakage after anal sphincter preserving surgery in rectal cancer 

 
 

Taehyung Kim M.D.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Nam Kyu Kim M.D.,Ph.D.) 

 
 

Introduction: To assess the clinical characteristics and predisposing factors of 

late anastomotic leakage(AL) and related complication following anal sphincter 

preserving surgery for rectal cancer.  

Materials and Methods: Data from January 2005 to December 2014, a total of 

1904 consecutive patients who underwent anal sphincter preserving surgery for 

rectal cancer were retrospectively reviewed. Late anastomotic leakage and related 

complications were defined diagnosed after the 30th postoperative day. The 

variables and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early and late anastomotic leakage were 

analyzed by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Results: The rate of overall AL was 13.7%, early AL was 6.7% and late AL was 

7%. Complications related to late AL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clinical 

symptom. Among 134 patients with late AL, 26 patients (19.4%) were classified 

to asymptomatic late AL, 108 patients (80.6%) were symptomatic complication 

related to late AL. Median time to diagnosis of asymptomatic late AL was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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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s. Among 26 patients with asymptomatic late AL, 17 patients received 

protective ileostomy on initial surgery. All of these patients successfully 

underwent ileostomy reversal after a mean delay of 6.6 months without the 

permanent stoma. The most frequent type of symptomatic complications related 

late AL was a fistula (42 cases, 38.8%) and secondly frequent type was a stenosis 

and chromic sinus (31 cases, 28.7%). The last was fasciitis (4 cases, 3.8%). The 

risk factors for early and late AL was different. Interestingly, receiving 

neoadjuvant chemoradiotherapy was the risk factor for late AL (HR: 2.968; 95% 

CI: 1.907–4.619; P < 0.001) but not for early AL. 

Conclusion: Complications related AL can occur at any time postoperatively and 

represent in a broad spectrum, which can be seen from asymptomatic status to 

life threatening-necrotizing fasciitis. Even if without symptom, complications 

related AL must be recognized and managed properly with respect to the risk of 

complication, especially in case of performing neoadjuvant chemoradio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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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 Words : chronic anastomotic leakage, sphincter preserving surgery, 
neoadjuvant chemoradiotherapy, rectal canc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