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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ase Presentation

70세 여자가 심장초음파에서 우연히 발견된 췌장의 종괴를 주소로 내원하였다. 환자는 당뇨, 고혈압이 있었

지만 만성간염의 병력은 없었다. 내원 후 시행한 혈액검사에서는 Total bilirubin 0.9 mg/dL, ALP 84 IU/L, 

AST 13 IU/L, ALT 9 IU/L였으며, CA19-9는 2,680 U/mL로 상승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복부 전산화단층

촬영에서는 췌장 두부에 약 2.3 cm 크기의 종괴가 발견되었으며, 췌두부 주췌관에 협착이 있었고, 그 상류쪽 

주췌관의 확장 소견이 관찰되었다.

2. Diagnosis

췌장암

3. Therapy and Clinical Course

환자는 췌장의 종괴에 대하여 유문보존 췌십이지장 절제술을 시행 받았다. 병리 소견에서 중등도 분화를 보

이는 stage IIA의 선암으로 진단되어 보조 동시 항암화학 방사선요법을 시행하였다. 이후 추적 영상 검사에서 

간 좌엽에 약 1 cm 크기의 병변이 발견되어 약 9개월 동안 총 12주기의 Gemcitabine 항암치료를 시행하였다. 

이후 추적 영상 검사에서 간 좌엽의 전이성 병변의 크기가 약 2 cm으로 증가하여 고주파열치료를 계획하였

으나, 이전 수술로 인하여 유착이 심하고 병변이 위와 매우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 위 손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서 시행하지 않았다. 간 병변은 조직검사 결과 선암으로 보고되었다. 이후 환자는 Capecitabine + 

Oxaliplatin (XELOX) 항암치료를 약 6개월 동안 총 9주기에 걸쳐 시행받았다. 이후 추적 영상 검사에서 간 

좌엽 병변의 크기가 약 2.7 cm 크기로 증가하여 다학제간접근을 위한 집담회에서 논의 결과 수술적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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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기로 하여 종양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이후 환자는 유문보존 췌십이지장 절제술 후 40개월, 간 종양절

제술 후 8개월째 재발 없이 경과 관찰 중이다

4. Conclusion

본 증례는 간에 재발한 췌장암에 대하여 항암치료와 종양절제술을 통해 완전관해가 확인된 매우 드문 증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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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presentation 

• F/70

• CC: Incidentally found pancreatic mass

• Present illness:

During echocardiography the pancreatic mass was incidentally found 

and the patient was referred to the gastroenterology department.

About 2.3 cm sized pancreatic head mass was revealed on imaging 

studies. The patient was admitted for surgical resection.

• Past medical history
– Hypertension (30Y)
– DM (10Y)
– 2VD s/p PCI(2YA)
– h/o meningioma s/p GKS(1YA)
– h/p spinal stenosis s/p surgical decompression(4YA)
– Chronic hepatitis(-)

• Social history
– Smoking(-)
– Alcohol(-)

Case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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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itial laboratory results

• CBC

– WBC 5,710/uL, Hb 10.7 g/dL, platelet 294,000/uL

• Chemistry

– Chol 159 mg/dL, Tprot 7.2 g/dL, Alb 4.2 g/dL, Tbil 0.9 mg/dL, 

ALP 84 IU/L, AST 13 IU/L, ALT 9 IU/L

– HBsAg (-), Anti-HCV Ab (-)

• Tumor marker

– CEA 2.2 U/mL, CA19-9 2,680 U/mL

Abd CT (2012-02-23, ini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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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itial Assessment and Plan

• Initial assessment

Pancreatic head cancer, resectable

• Initial plan

Surgical resection

PPPD (201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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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ology report

• Pancreas, pylorus preserving pancreatico-duodenectomy:

ADENOCARCINOMA, moderately differentiated

– Location of tumor: head

– Size of tumor: 3.52.72.1 cm

– Pathologic staging (AJCC 7th ed): pT3N0

 Pancreas: invasion of peripancreatic soft tissue (pT3)

 Lymph node: No metastasis in nine lymph nodes (pN0)

Hospital course

• Adjuvant CCRT with 5-FU (2012.04.09-201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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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d CT (2013-03-28) 

PET-CT (2013-04-05)

• 2013-04-11

started Gemcitabine #1 chemotherapy

Gemcitabine 1,000 mg/m2 D1, 8, 15 with one week rest q4wk 

Chemotherapy



A Case of Pancreatic Cancer Recurred in Liver after Surgical Resection, in Complete Response 

46

KSGC

Abd CT (2014-04-07) 

after Gemcitabine#12 (2013.04.11-2014.03.13)

2013-03-28 2014-04-07

Hospital course

• Plan for Liver metastasis

– RFA ?

– Liver, segment 3, needle biopsy (2014.04.16)

ADENOCARCINOMA in liver

• Chemotherapy

– XELOX#9 (2014.04.24-2014.10.16)

Capecitabine 2,000 mg/m2 D1-14

Oxaliplatin 130 mg/m2 D1

q3w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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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d CT (2014-11-03) 

after XELOX#9 (2014.04.24-2014.10.16)

2014-06-28 2014-11-03

Plan ?

Surgery 

vs.

3rd line chemo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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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

• Discussed in the conference for multidisciplinary approach

▶ S3 tumorectomy

S3 tumorectomy (2014.11.18)

• Pathology
– METASTATIC ADENOCARCINOMA, clinically from pancreas with 

1) size: 2.72.52.5 cm 
2) involved Glisson's capsule and adhesed fatty tissue 
3) clear resection mar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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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mor marker

PPPD 

Gemcitabine#1 

XELOX#1

S3 tumorectomy

CA19-9

• No evidence of recurrence

• After PPPD: NED for 40 months

• After S3 tumorectomy: NED for 8 months

F/U Abd CT (2015-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