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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세 남자가 황달 및 전신쇠약감, 체중감소를 주소로 2011년 2월 타 병원에 입원하였다. 환자는 검사 결

과 수술이 불가능한 췌장암으로 진단받고 항암방사선 치료 및 항암화학요법(gemcitabine)을 받았다. 2012년 

1월까지 10차례 항암치료 한 후 종양 표지자가 상승하여 2nd opinion을 얻기 위해 본원을 방문하였다. 본원에

서 검사한 CT결과 SMV/MPV을 encasement하는 pancreatic head cancer로 진단한 후 PV resection anas 

tomosis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그 해 2월 28일 휘플 수술(간문맥절제 및 간문맥 스텐트삽입)을 시행하

였다. 환자는 수술 후 20일째 A-loop가 막혀있어 A-loop stenting을 시행받았으며, 수술 후 4월 4일에 퇴원

하였다. 

이후 외래 f/u중 9월 초 CT에서 간전이 및 복강내 전이가 발견되어 항암 치료를 위해 소화기내과로 전과되

었다. 당시 CEA/CA19-9는 1841/5889였으며 vomiting을 호소하였고, CT에서 GJstomy E-loop obstruction 

소견이 관찰되어 9월 19일 입원 후 20일 E-loop stenting을 시행하였다. 환자분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여 9

월 28일 FOLFIRINOX (25% dose off) 항암치료를 시행하였다. E-loop stenting 후에도 여전히 토하고 gas- 

out이 안되며, simple X-ray에서 step-ladder sign이 있어 small bowel obstruction이 동반된 것으로 판단

하고, 10월 5일 경피적으로 jejunostomy를 시행하였다. 이후 2차/3차 FLOFIRINOX 치료하면서 feeding도 

가능해 졌고, gas out 및 배변도 가능해 져서 jejunostomy tube clamping 한 채로 11월 10일 퇴원하였다. 

퇴원 후 외래 F/U시 주관적인 증상은 없었으며, check 한 CT(3차 항암 치료 후 11월 19일)에서 PR status

였고, CEA/CA19-9-77/1350이어서 11월 20일 jejunostomy tube를 제거할 수 있었다. 현재 환자는 주관적 

증상을 호소하지 않고 있으며, FOLFIRINOX #8(3월 5-7일)한 상태이다. 마지막 검사한 CT에서는 간 전이는 

거의 관찰되지 않았으며 CEA/CA19-9는 5.9/6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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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M

C.C: Jaundice and weight loss (14 kg/2 month) (2010.12)

local clinic 방문 후 Sono 상 이상 소견으로 대학병원 의뢰

locally advanced pancreatic cancer 진단

: SEMS placement

CCRT followed by CTx (Gemcitabine #10)

(2011.2~2012.1) 

진단 후 6개월(항암 치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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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t for 2nd opinion, SNUBH (2012. 2. 23)

Panc head cancer with SMV/MPV 
encasement inv. CHA(+/-)

CEA/CA19-9: 29/252

Whipple’s O.P with PV R&A (PV stent) (2012.2.28)

수술 소견

- SMV/PV encasement

R&A -> end-to-end anastomosis -> PV stent insertion

- CHA involvement (-)

- R0 resection

병리 소견

- 2.5 cm, beyond the pancreas without CA/SMA

- Lymph node (0/15)

- RM(-)

yT3N0



Locally Advanced Pancreatic Cancer

4

KSGC

Abdominal pain/distension (POD #20)

A-loop synd d/t GJ stomy obstruction

PTBD and SEMS (POD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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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iver and peritoneal seeding Gj stomy
(E-loop) recur (POD 3 mo, 2012.9.8)

CEA/CA19-9: 29/252 (2012.2) 1841/5889(2012.9)

E-loop stenting by fluoroscopic guidance (201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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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miting/constipation, abdominal pain (2012.9.26)

interval progression. Multi-level obstruction d/t seeding

Palliative FOLFIRINOX(2012.9.28) (25% off)

Percutaneous jejunostomy for palliation 
(10.5/10.8/10.16)

Multi-level obstructions and distal SB obstruction (stenting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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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FIRINOX#2/3 (10.11 / 10.31)

10.17

Defecation/gas out (10.17)

2012.11.19

Feeding (10.30) Tube clamping (10.31) Discharge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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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junostomy removal (11.20, 40 days placement)

10.17

• FOLFIRINOX#8 (2013.3.4)
CEA/CA19-9: 1841/5889 (2012.9) 5.9/63 (2013.2)

201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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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증상

2011년 2월14일

진단

CCRT (tomotherapy)
Gem (10cycles)

2012년 1월30일

Tumor marker
상승

2012년 2월28일

수술 at SNUBH
(Whipple op
with PV stent)

2012년 3월20일

A-loop synd.
(stenting)

2012년 9월6일

Recurrence
(M/liver, peritoneum)

CEA/CA19-9:1841/5889)

2012년 9월20일

E-loop obstruction
-> E-loop stenting

2012년 10월5일

SB obstruction
-> jejunostomy

2012년
9월28

FOLFIRINOX(~#8)

Jejunostomy
removal

PR
CEA/CA19-9
:5.9/63

2013년 3월7일

2012년 11월2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