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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례: 53세 남자, 복통

현병력:

상기 53세 남자가 내원 전날 저녁부터 악화된 복통으로 내원하

였다. 2달 전 한차례의 심한 복통이 있었으며, 내원 2주전부터

몸 상태가 좋지 않고 소화 불량 등으로 식사를 잘 하지 못하였

다. 개인의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없이 지내던 중

복통과 오심 등이 악화되어 내원하였다.

과거력:

 정기적 건강검진 (+), 대장용종 절제술 (+)

개인력: 술 (-), 담배 30PY

가족력: 특이 소견 없음.



계통 문진

General

 weakness (-), weight loss (-), poor appetite (+), febrile sense (-), 
chilling sense (-), cold sweating (-)

H/N

 headache (-), dizziness (-), visual disturbance (-), otalgia (-), thirst 
(-), sore throat (-)

Cardiopulmonary

 dyspnea (+) 조금 답답한 정도, cough  (-), sputum  (-), chest pain (-)

G-I

 anorexia (+), nausea (+), vomiting (-), diarrhea (+): loose stool 2차례,

 abdominal pain (+): whole abdomen

Urinary

 dysuria (-)



신체검사

Vital signs: BP 110/70 mmHg, HR 78/min, RR 20/min, BT 36.8 oC

General appearance

 alert, acute-ill looking, skin eruption or rash (-)

HEENT

 isocoric pupil with PLR (+/+), anemic conjunctiva (-), icteric sclera  
(-), dry tongue (-), neck vein distension (-), palpable neck mass (-)

Chest

 chest expansion: normal/symmetric, clear breathing sound without 
rale or wheezing, regular heart rhythm

Abdomen

 Slightly distended, bowel sound: decreased, diffuse tenderness (+), 
rebound tenderness (+), palpable mass (-)

Back & extrimities



혈액검사

CBC: 12.60×10³/㎕ (seg. 70.0%) - 14.9 g/dL/42.7% - 265×10³/㎕

Chemistry

 Protein 7.3 g/dL, Albumin 4.6 g/dL, Cholesterol 154 mg/dL, Glucose 

169 mg/dL, Total bilirubin 0.6 mg/dL, AST 18 IU/L, ALT 17 IU/L, ALP 

168 IU/L, rGT 47 IU/L 

BUN 16.0 mg/dL, Creatinine 1.1 mg/dL, Ca 8.6 mg/dL

Amylase 289 U/L, Lipase 567 U/L

CRP 13.0 mg/dL

PT 1.21 INR, aPTT 51.5 sec

Viral marker – negative

Tumor marker: CA 19-9 23.83 U/mL, CEA < 1.5 ng/mL







Impression)

1. Acute pancreatitis with fluid collection & pseudocyst formation

2. Pancreatic body cancer with obstructive pancreatitis





Brush cytology, pancreatic duct
- atypical cells, favor of reactive atypia

(Clinical diagnosis)

1. Pancreatic body cancer

-Celiac axis invasion

-Splenoportal invasion

2. Associated with acute pancreatitis

(Treatment)

- chemotherapy



임상경과

5 6 7 8 9 10 11 12

2007년

2008년

Gemcitabine-Capecitabine

(D 1, 8, 15 – D1-21, every 4 weeks)

PET/CT: (after 7 cycle)

no abnomal uptake
Gemcitabine single (12-1)

2009년

CT (after 23 cycle): 종괴변화 없음. 

췌관 확장 진행 및 국소췌장염 발생.

아밀라제(151 U/L) CA19-9 (271 U/mL) 

증가. 임상증상(-)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임상증상(+)

경도의 복부

불편감 정도

CT: (after 26 cycle)

종괴 변화 없으나 췌장염이

진행됨. 증상이 미미.

28주기: 통증. 체중감소, 아밀라제

(117 U/L), CA19-9 (857.3 U/mL)  

증가 등으로 입원(2009-12-04)

29-1

1 2 3 4 5 6 7 8 9 10 11 12

복통으로 입원



Initial CT (2007-05) CT (2009-12, after 28 cycles)

3.4x2.7 cm  3.7x3.1 cm



ERCP: Pancreatic stent insertion  통증 호전. 췌장수치 및 CA19-9감소 양상

ERCP: 약 6주 후 pancreatic stent 제거함.



Brush cytology, pancreatic duct
- atypical cells, favor of reactive atypia

Initial brush cytology (2007-5) Cytology & Biopsy 
(2009-12, after 28 cycles)

A few atypical cells

A few atypical cells, 
suspicious of adenoCA.



2007년

2008년

Gemcitabine-Capecitabine

Gemcitabine single (12-1)

2009년

임상증상(+)

경도의 복부

불편감 정도

CT: (after 26 cycle)

종괴 변화 없으나 췌장염이

진행됨. 증상이 미미.

28주기: 통증, 체중감소, 

아밀라제(117 U/L), CA19-9 

(857.3 U/mL)
2010년

CT: (after 30 cycle)
Disease progression (3.4x2.7  5.3x3 cm)

Oxaliplatin+5FU+LV(OFF) 변경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1 2 3 4 5 6 7 8 9 10 11 12

복통으로 입원

29-1

임상경과

CT (after 23 cycle): 종괴변화 없음. 

췌관 확장 진행 및 국소췌장염 발생. 

아밀라제(151 U/L) CA19-9 (271 U/mL) 

증가. 임상증상(-)

30-3

췌관스텐트 삽입
췌관 Brush cytology: tissue confirm



?

초진단시 문제점: 세포진결과 vs 임상판단

비교적 긴 임상경과: 국소췌장염 vs 췌장암

항암치료 중: 병합요법  단일요법 변경

폐쇄성췌장염에서 스텐트가 도움이?

종양 크기 변화(-), 종양표지자 증가  진행의 조짐 vs 췌장염

Gemcitabine-refractory pancreatic cancer에서 second line 

chemotherapy 선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