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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국문 초록)
배경 및 목적: T1b 담낭암에 대한 최적의 수술 범위는 논란의 여지가 남
아있다. 단순 담낭 절제술이 T1b 담낭암에 대해 충분한 치료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몇 가지 진료 지침에서는 T1b 담낭암에 대한 확대 담낭절제
술을 권장한다. 그러나 T1b 담낭암의 최적 수술 범위에 관한 증거는 부
족하다. 본 연구는 장기 생존과 관련하여 T1b 담낭암의 최적 수술 범위
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다빈도 발생국가 중심의 다국가 다기관 연
구를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메타분석을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
다.

대상 및 방법: 한국, 일본, 칠레 및 미국의 전문적 간담췌외과 및 병리학
자를 갖춘 14개 센터에서 외과적 절제술을 시행 받은 T1b 담낭암 환자
272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수술 종류에 따
른 질병 특이 생존율(disease specific survival, DSS)을 포함한 임상 결
과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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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메타분석을 위해 1990년부터 MEDLINE, EMBase에 영문으로
등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문헌 검색을 수행하여 선정기준에 따
라 조직학적으로 확진된 T1b 담낭암 환자를 대상으로 생존 데이터가 있
는 적합한 연구를 확인하였다. T1b 담낭암 환자 군을 단순 담낭절제술
군과 확대 담낭절제술 군으로 나누어 이에 따른 생존율에 관한 자료를
추출하여 위험 비율, 위험 차이 및 95 % 신뢰 구간을 확인하였다.

결과: 단순 담낭절제술 (simple cholecystectomy, SC)은 121 명
(51.1 %)에서 시행되었으며 확대 담낭절제술 (EC)을 116 명 (48.9 %)
에서 시행하였다. 전체 5년 DSS는 94.6 % 였고 SC와 EC 환자에서 유
사한 결과를 보였다 (93.7 % 대 95.5 %, P = 0.496).

5년 DSS는 아메

리카대륙 국가(82.3 % vs.100.0 %, P = 0.249)와 아시아대륙 국가(98.6 %
vs 95.2 %, P = 0.690)로 나누어 분석하여도 SC와 EC 환자 간에 유사
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5년 DSS는 림프절 전이 (P = 0.688) 또는 종양
위치 (P = 0.474)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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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분석 결과는 총 951 명의 환자를 포함한 18 개의 간행물이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다. T1b 담낭암 환자에서 단순 담낭절제술과 확대 담낭
절제술의 위험 차이(risk difference)는 0.04 (95 % 신뢰 구간, 0.12~0.03)였다. 위험 정도의 차이는 수술 방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 = 0.13). 또한 T1b 담낭암 환자에서 단
순 담낭절제술과 확대 담낭절제술의 두 가지 수술적 개입 사이의 위험
비(risk ratio)는 1.26 (95 % 신뢰 구간, 0.73~2.20)이었으며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P = 0.34)

결론: 단순 담낭절제술과 확대 담낭절제술은 T1b 담낭암 환자에서 비슷
한 생존 결과를 보였다.

주요어: 조기 담낭암, 담낭절제술, 수술, T 병기

학번: 201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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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목적

담낭암 (Gallbladder cancer)은 상대적으로 희귀한 암종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 발병률은 다양하며 아시아 및 라틴 아메리카의 일부
국가에서는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 중 조기 담낭암 (Early
gallbladder cancer)은 정의에 따라 다르겠으나 일반적으로는 담낭의
점막 (T1a)과 근육층 (T1b)에 국한된 암종으로 정의된다1,2. 담낭암은
담도계에서 발생하는 암종 중에서는 가장 흔한 악성 종양이지만, 대부분
진행된 단계에서 진단되기 때문에 조기 담낭암으로 진단되는 경우는
드물다3,4. 또한 담낭암은 일반적으로 증상이 없으며 많은 환자가 진행된
병기에서 치료를 받게 되어 담낭암의 예후는 좋지 않으며 생존 분석의
결과는 연구자 및 연구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5,6. 그러나 조기
담낭암은 진행성 담낭암과 비교하여 95-100%에 이르는 5년 생존율을
보여7,8, 훨씬 좋은 예후를 보인다. 최근 조기 담낭암의 발병률은 양성
담낭 질환에 대한 복강경 담낭 절제술 (Laparoscopic
cholecystectomy)의 광범위한 사용으로 인해 증가했으며, 이는
향후에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기 진단과 공격적인 수술적
치료는 담낭암의 유일한 완치 방법으로 남아 있으며 수술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T 병기에 따라 결정된다. 많은 연구에 의하면 단순 담낭
절제술 (Simple cholecystectomy)이 T1a 담낭암의 치료에 충분하며
1

복강경 담낭절제술로도 가능하다는데 다른 이견이 없으며9,10, 담낭의
근육주위 결합 조직을 침범하는 T2 이상의 담낭암의 치료를 위해서는,
간 쐐기 절제술 또는 간의 4b 및 5번 구역 절제를 포함한 확대 담낭
절제술 (Extended cholecystectomy)과 주위의 국소 림프절 절제가
표준적인 수술 방법이다. 그러나 T1b 담낭암의 표준적인 외과적 수술
범위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다.

T1b 담낭암의 최적의 수술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전향적 무작위 연구가 가장 이상적이겠으나, 조기
담낭암의 희소성으로 인하여 전향적 무작위 연구를 실시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수술 전에 담낭암의 정확한 병기를 진단하기는
어려운 문제이며, 그 진단 정확도는 40-60 %로 낮은 점도 임상 시험의
시행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이다11. 그리고 여러 체계적 리뷰 논문과 메타
분석 결과가 있지만 생존 분석 결과는 연구마다 크게 다양하다12,13. 또한
기존의 메타분석에 포함된 대부분의 연구 결과는 본질적으로 후향적
연구일 수밖에 없으며 증거 수준 또한 낮은 편으로 소수의 환자만을
포함하고 있는 연구이다. 담낭암 자체의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각 단계별 치료 지침을 제시하기에 충분한 사례를 수집하기가
어렵고 담낭암의 예후가 지역별 유병률의 차이로 인해 다양한 점에
기인한다. 따라서 지역에 따라 다양한 발병률을 고려하면 국제, 다기관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T1b 담낭암의 최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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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적 치료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다국가 다기관 공동 연구14를
진행하였으며, 이외의 여러 최신 연구들을 포함하여 T1b 환자에서
최적의 수술 범위를 평가하기위한 메타 분석 또한 실시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하고자 하였다.

방법

1. 다국가 다기관 공동연구

이 공동연구는 1992 년과 2016 년 사이에 한국 (6 개 센터), 일본
(5 개 센터), 칠레 (2 개 센터) 및 미국 (1 개 센터)의 숙련된 간담췌
외과의사 및 병리학자를 보유한 14 개의 전문 센터에서 외과적
절제술을 시행 받은, 병리학 적으로 확진 된 T1b 담낭암 환자 272
명을 포함한다. 그 중 35 명의 환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제외되었다:
동반된 악성 종양 (n = 15); 불완전한 수술적 절제술 (n = 9); 원격
전이 (n = 7); 최종 수술 중 담즙 유출 및 천공 (n = 3); 추적 관찰을
포함한 불충분한 정보 (n = 4). 최종적으로 제외 후 총 237 명의
환자가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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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병리학 및 방사선학적 데이터는 표준 임상 및 병리학 진단
보고서를 사용하여 수집되었다. 단순 담낭절제술은 주변 림프절 절제술
(regional lymph node dissection)이 있거나 없는 담낭 절제술로
정의되었다. 확대 담낭절제술은 담낭절제술과 간 쐐기 절제술, 또는
세그먼트 4b 및 5 세그먼트 절제술, 및 주변 림프절 절제술을
포함하였다. 처음에 단순 담낭절제술을 시행한 이후 연속적으로 간
절제술 및 주변 림프절 절제술을 받은 환자는 확대 담낭절제술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병리학적 T 및 N 데이터는 American Joint
Committee on Cancer’s (AJCC) Cancer Staging Manual 7th
edition1 이 사용되었다. 이 연구에 참여한 센터에서는 조기 담낭암의
경우 5 ~ 8 mm 간격으로 표본을 절단하거나 매핑(mapping)을
시행하는 방법을 통하여 병기를 낮추어 오진하는 경우를 낮추어 정확한
병리학적 진단을 하고자 하였다. 또한 육안 검사에서 정상으로 보이는
표본의 경우에도 최소 3 개의 무작위 영역과 담낭관 절제연이 현미경
검사를 위해 제출되는 프로토콜을 갖추고 있다. 무작위 표본 추출 검사
시 이형성증이나 신생물이 발견된다면 전체 담낭의 완전한 표본 추출을
시행하였다 15. 이 공동연구의 주결과변수(primary end point)는 5 년
질병특이생존률 (disease-speciﬁc survival, DSS)였다. DSS 는 질병
특이적인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종양 재발이나 질병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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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의 증거가 없는 암 수술 후 시간으로 정의한다. T1b 담낭암과 같은
초기 암에서는 예후를 비교하기 위해 전체 생존률보다는 재발 및
질병특이생존률을 평가하는 것이 임상 적으로 중요할 것이다. 연속
데이터는 평균 ± 표준 편차로 표시하였고 범주형 데이터는 Pearson 's
χ2 test 를 연속형 데이터는 Student 's t test 와 Mann-Whitney Utest 를 사용하여 비교하였다. 질병특이생존률을 Kaplan-Meier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고 log-rank test 로 비교하였다. 모든 통계 분석은
SPSS 버전 23.0 (IBM, Armonk, NY, USA)을 이용해 수행되었다. 이
후향적 연구는 헬싱키 선언 (Declaration of Helsinki)의 윤리적 가이드
라인을 준수하였으며 서울 대학교 병원 임상 시험위원회 (승인 번호:
1609-050-790)의 승인을 받았다.

2. 메타분석 연구

문헌 검색 전략

조기 담낭암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적 범위에 따라 환자의 생존 결과를
비교한 적절한 원저 연구를 확인하기 위해 MEDLINE및 EMBase를
철저하게 검색하였다. early gallbladder cancer 또는 carcinoma,
cholecystectomy, surgery, laparoscopy, 그리고 T stage와 같은
검색어 조합이 사용되었다.
5

포함 기준

1990 년 이후로 출간된 영어 논문 전체를 포함 대상으로 하였고,
다음의 모든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가 적합한 연구로 간주되어 분석에
포함되었다. (1) 환자군: 개복 또는 복강경 접근법을 통해 단순 또는
확대 담낭 절제술을 받은 T1b 담낭암 환자; (2) 참조 표준: 수술적
절제를 통하여 조직학적으로 T1b 담낭암으로 확진; (3) 연구 방법: 단순
또는 확대 담낭절제술을 받은 T1b 담낭암 환자의 전체 생존에 대한
관찰 또는 코호트 연구; (4) 결과: 암 관련 사망 및 생존율의 세부
사항이 있는 참조 표준을 충족시키는 충분한 데이터.

제외 기준

표본크기가 5개 미만인 증례보고나 증례 시리즈는 제외하였으며 리뷰
논문, 사설(editorial) 및 전문가 의견합의(consensus proceedings)는
부적격으로 간주되었다. 단순 또는 확대 담낭절제술로 수술의 범위를
밝히지 않는 연구도 제외되었으며 수술적으로 절제된 표본을 이용한
병리학적 진단이 없는 경우도 제외되었다. 또한 이 논문의 주제에서
벗어나 있는 연구나 메타분석을 위한 충분한 자료가 없는 연구는
제외되었다. 중복된 자료에 의한 편향(bias)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일한
데이터베이스 또는 레지스트리에서 중복되는 자료가 있는 경우 적절한
6

정보가 있는 연구가 선택되었고 불충분 한 자료가 있는 연구는
제외되었다. 동일한 기관에서 발표한 논문들 중 연구 시기가 중복되는
경우 가장 많은 환자군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만 포함하고 제외하였다.

자료 추출

자료는 미리 정의된 포함 기준에 따라 두 명의 리뷰어(JW Park, Y
Han)가 획득하였으며, 모든 자료는 표준화된 자료 수집 양식에 따라
추출되었다. 이 두 명의 리뷰어는 추출된 모든 데이터를 검사하여
불일치를 제거하였으며 3 번째 리뷰어(JY Jang)는 의견 불일치가 있을
때 합의를 도출했다.

연구의 질 평가

포함된 연구의 질은 Newcastle-Ottawa Scale16을 사용하여 두 명의
리뷰어가 (JW Park, Y Han) 평가했다.

데이터 합성 및 통계 분석

T1b 담낭암에 대한 단순 담낭 절제술과 확대 담낭 절제술의 위험
비(risk ratio)와 위험 차이(risk difference)에 대한 해석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조기 담낭암 환자의 대부분의 생존 데이터는 중도절단,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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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불이행 또는 추적 관찰 종료로 인해 불충분했기 때문에 이벤트와
관련된 암 관련 사망의 이분법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벤트의 빈도가
낮았기 때문에 위험 차이 분석이 수행되었고, 위험 비율을 이차적으로
분석하였다. 고정 효과 모델은 이질성이 50 % 미만인 연구에서
사용되었으며, 랜덤 효과 모델은 50 % 이상의 이질성을 가진 연구에서
사용되었다. 통계 분석은 Review Manager (RevMan) (버전 5.3, The
Cochrane Collaboration, The Nordic Cochrane Centre, 코펜하겐,
덴마크)을 사용하여 시행하였으며 이 메타 분석의 모든 단계는
MOOSE(Meta-analysis Of Observational Studies in
Epidemiology)가이드 라인을 준수한다17.

결과

1. 다국가 다기관 공동연구

인구통계 및 지리적 특성

이 연구에 포함된 237 명의 환자의 인구통계 및 지리적 특성을 표
1에 나타내었다. 237 명의 환자는 90 명의 남성과 147 명의 여성으로
구성되었으며 189 명의 아시아인과 48 명의 미대륙인으로 구성되어
8

있으며 평균 나이는 64.0 ± 10.5 세입니다. 아시아 여성의 비율은
미대륙 (57.1 % vs 81.3 %, P = 0.002)보다 낮았으며 아시아의 환자는
미대륙의 환자보다 나이가 많았다. 담석이 동반된 경우는 97 명
(41.8 %)에서 발견되었으며, 담석 환자의 비율은 아시아에서 미대륙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27.2 % vs 97.9 %, P <0.001). 237 명에서 시행된
수술적 치료는 단순 담낭절제술이 116명 (48.9 %), 확대 담낭절제술이
121명 (51.1 %)이었다. 확대 담낭절제술을 받은 환자의 비율은
아시아에서 더 높았다. (56.1 % vs 31.3 %, P = 0.002). 단순
담낭절제술을 시행한 116명의 환자 중 52명 (44.8 %)에서 개복
담낭절제술 (open cholecystectomy, OC)을 시행되었고 64명
(55.2 %)에서 복강경 담낭절제술 (Laparoscopic cholecystectomy,
LC)을 받았다. 확대 담낭절제술을 시행한 121명의 환자들 중 16명
(13.2 %)이 단순 담낭절제술 후 연속적인 간 절제술 및 주위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 받았다. 평균 종양 크기는 4.5 ~ 6.7 cm였으며 종양
위치를 평가한 결과 간측에 위치한 종양 환자는 126명 (53.2 %),
장막측에 위치한 종양 환자는 81명 (34.2 %)이었다. 조직학적으로
분화도를 평가하였으며 좀 더 분화도가 좋은 담낭암을 가진 환자의
비율이 아시아에서 더 높았다 (69.7 % vs 53.5 %, P = 0.026). 또한,
주변 림프절 절제술 또는 생검을 시행한 환자는 170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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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 %)이었으며, 그 중 림프절 전이가 8 명 (3.4 %)에서 발견되었다.
수술 후 평균 입원 기간은 8.5 ~ 7.0 일이었고 평균 외래 추적 관찰
기간은 71.3 ~ 49.2 개월이었다.

수술 방법에 따른 분석

수술 방법에 따른 특성을 표 2에 나타내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국가 및 대륙에 따라 수술 방법의 차이가 있었다. 담석을 동반한 환자의
비율은 확대 담낭절제술 환자 (53.0 % vs 30.8 %, P = 0.001)에 비해
단순 담낭절제술 환자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 담도 절제술을 함께
시행한 환자의 비율은 단순 담낭절제술 환자에서 더 낮았다 (1.7 % vs
14.9 %, P <0.001). 단순 담낭절제술 환자군에서 수술 시간은 현저히
짧았고, 출혈량도 확대 담낭절제술 군에 비해 적었다 (107.8 ± 74.0 vs
221.2 ± 79.3 분, P <0.001, 78.1 ~ 185.9 vs 324.9 ~ 276.6 ml, P
<0.001, 각각). 두 군 모두 수술 중 담즙 유출이나 수술로 인한 담낭
천공이 있었던 환자는 없었다.

단순 담낭절제술과 확대 담낭절제술 환자에서 종양의 크기와 위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조직학적 분류도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 = 0.540). 림프절 상태가 평가되지 않은 단순 담낭절제술
환자의 비율은 확대 담낭절제술 환자의 비율보다 높았다 (51.7 % 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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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P <0.001). 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한 환자는 총 16 명
(6.8 %)이었고, 단순 담낭절제술과 확대 담낭절제술 환자 수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6.0 % vs. 7.4 %, P = 0.667). 237 명의 환자 중 총 14
명의 환자가 재발하여 간측 절제연(liver bed)에서 4 명 (28.5 %)의
재발이 있었고, 이를 제외한 간에서 1 명 (7.1 %), 총담관에서 2 명
(14.3 %), 간십이지장인대에 4 명 (28.5 %), N2 림프절이 3 명
(21.4 %), 복막 파종이 1 명 (7.1 %)이었다. 한 명의 환자가 간측
절제연과 N2 림프절 재발을 동시에 보였다. 주변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하지 않은 단순 담낭절제술 환자군에서는 8 명의 환자에서 재발이
발생하였다: 간측 절제연 (n = 1); 간십이지장인대 (n = 3); 총담관 (n
= 2); 복막 파종 (n = 1); 간측 절제연과 N2 림프절 모두 (n = 1).
확대 담낭절제술 군에서 재발이 발생한 6 명의 환자 중 1차 수술로 확대
담낭절제술을 시행한 환자군에서는 4 명의 환자가 있었다: 간측 절제연
(n = 1); 간십이지장인대 (n = 1); 간 (n = 1); 및 N2 림프절 (n = 1).
나머지 2 명은 단순 담낭절제술 수술 이후 순차적 치료군에서
재발하였고 간측 절제연 (n = 1), N2 림프절 (n = 1)에서 재발하였다.
단순 담낭절제술 군과 확대 담낭절제술 군에서 재발률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P = 0.527).

생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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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명의 전체 DSS는 5년 94.6 %, 10년 88.9 %였으며 5년
전체생존률은 89.0 %였다 (그림 1a). 5년 DSS는 아시아 환자에서
미대륙 환자보다 높았다 (96.7 % vs 85.6 %, P = 0.065) (그림 1b).
그러나 단순 담낭절제술과 확대 담낭절제술을 시행한 환자 (93.7 % vs
95.5 %, P = 0.496) (그림 1c)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주변
림프절절제를 시행하지 않은 단순 담낭절제술, 주변 림프절절제를 시행한
단순 담낭절제술, 그리고 확대 담낭절제술을 비교하였을 때도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91.6 % vs 100.0 %, 95.5 %, P = 0.161).
단순 담낭절제술을 받은 116 명의 환자에서 5 년 DSS는 주변
림프절절제술 시행 여부(100.0 % vs 91.6 %, P = 0.105) 및 개복
담낭절제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94.9 % vs 92.8 %, P = 0.267) (그림 2
a, b)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확대 담낭절제술을 시행 한 121명의 환자
중 5 년 DSS는 처음부터 계획된 확대 담낭절제술을 받은 환자군에서
단순 담낭절제술 이후 순차적으로 수술을 시행한 환자군에서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97.1 % vs 86.2 %, P = 0.020). 소그룹 분석에서 5년
DSS는 미대륙 (82.3 % vs 100.0 %, P = 0.249)과 아시아 (98.6 % vs
95.2 %, P = 0.690)로 나누어 분석하였을 때에도 단순 담낭절제술과
확대 담낭절제술 환자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단순 담낭절제술을
시행 한 환자 중 개복 담낭절제술과 복강경 담낭절제술 환자 사이의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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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S를 아시아 (100.0 % vs 97.8 %, P = 0.157)와 미대륙 (87.8 % vs
73.4 %, P = 0.359)으로 소그룹 분석하였을 때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림프절 전이에 따른 5년 DSS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N0 vs N1
vs Nx: 93.3 % 대 83.3 % 대 98.2 %, P = 0.688) (그림 2c); 그러나
종양의 분화도 (well differentiated (WD) vs. moderately
differentiated (MD) vs. poorly differentiated (PD) or
undifferentiated (UD): 98.3 % vs 93.3 % vs 83.3 %, P = 0.085)에
따라 분석하였을 때는 차이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5년 DSS는 종양의
위치에 따라 간측 및 장막측 종양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을 때에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93.7 % vs 97.0 %, P = 0.474).

예후 인자

5년 DSS에 대한 단변량 및 다변량 분석은 표 3에 나타내었다. 단
변량 분석에서 처음부터 확대 담낭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이 단순
담낭절제술 후 순차적으로 확대수술을 시행하는 것보다 좋은 결과를
보이는 가장 중요한 예후 인자였다 (97.1 % vs 86.1 %, P = 0.020).
조직학적 등급과 대륙의 차이도 5년 DSS와 관련하여 신뢰성은 높지
않으나 유의미한 예후인자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변량 Cox 비례
위험 모델 분석에서는 5년 DSS에 대한 독립적인 예후인자는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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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

2. 메타분석 연구

검색 결과

검색 프로세스는 그림 3에 설명되어 있다. MEDLINE 및 EMBase에
대한 철저한 문헌 검색으로 1138 개의 출판물을 확인했다. 선별 검사 후
총 987 건의 연구가 제외되었으며, 초록을 검토한 후 82 건의 연구를
더 제외하였다. 그런 다음 69 개의 적합한 출판물에 대한 전체 텍스트
평가를 수행하였다. 이 69 개의 간행물의 내용을 자세한 검토를 거친
후에 T1b 담낭암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거나, 수술 범위에 따라 별도의
자료가 없거나, 조직 학적 확인이 불충분하거나, 표본 크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51 개의 연구를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18 개의 연구가 이번
메타분석에 포함되었다14,18-34.

포함된 연구의 특징

포함된 연구의 특징은 표 4에 설명되어 있다. T1b 담낭암으로 진단된
951 명의 환자를 포함한 18 개의 간행물이 포함되었다. 이 18 건의
연구들은 단순 또는 확대 담낭절제술을 받은 T1b 담낭암으로 진단된
951 명의 환자의 생존에 대한 기술적 분석 연구들이었다. 생존 분석
14

결과들은 수술 후 60개월 내의 사망을 이벤트로 정의하여 분석하였으며
질병 관련 생존(disease specific survival)에 대한 자료는 확인할 수
없는 연구가 많아 시행하지 못하였다. 각 연구의 질 평가 결과는 표 5에
나타내었다.

수술의 방법

앞서 기술한 바대로 발생 이벤트가 상당히 적었기 때문에 위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위험 비율 분석도 부차적으로 시행하였다. T1b 담낭암
환자에서 단순 담낭절제술과 확대 담낭절제술의 위험 차이(risk
difference)는 0.04 (95 % 신뢰 구간, -0.12~0.03)였다. 위험 정도의
차이는 수술 방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
= 0.13). (그림 4a) 또한 T1b 담낭암 환자에서 단순 담낭절제술과 확대
담낭절제술의 두 가지 수술적 개입 사이의 위험 비(risk ratio)는 1.26
(95 % 신뢰 구간, 0.73~2.20)이었으며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P = 0.34) (그림 4b) 결론적으로 T1b 담낭암 환자에서 두
수술 방법의 시행은 환자의 생존에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이지 못하였다.
결과를 보수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랜덤 효과 모델을 적용하여
확인하였으며 고정 효과 모델로 분석을 시행하여도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연구들 간의 이질성 분석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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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정도의 이질성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깔때기 그래프(funnel
plot)에서 중요한 출판 편향(publication bias)은 관찰되지 않았다 (그림
5).

고찰

담낭암은 대부분 자각 증상 없이 진행된 상태에서 진단되며 암의
특성상 공격적이고 예후가 좋지 않아 조기 진단과 치료의 중요성이 크다.
또한 담낭암은 화학항암요법에 반응이 없으며 조기의 근치적 수술적
절제가 주요한 치료 방법으로 남아 있다. 담낭암은 근본적으로 조기에
절제되었을 때 전반적인 생존율이 향상되는데 최근 건강 검진 캠페인의
시행과 영상 검사의 발전으로 인해 조기 담낭암의 발견 건수가 증가하여
조기 치료가 가능 해졌다35,36. 또한, 복강경 담낭 절제술의 광범위한
시행으로 인해 우연히 발견되는 조기 담낭암의 빈도가 증가했다. 그러나,
조기 담낭암의 최적의 수술적 범위는 이 질병의 발병률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었다. 조기 담낭암 환자에서 수술 후 장기
생존율에 대한 여러 연구가 있었지만 그 증거는 아직도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T1b 담낭암에서 단순 담낭 절제술이나 확대 담낭절제술의
역할은 논쟁의 여지가 많으며 두 가지 수술적 치료의 종양학적 안전성을
16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없어, T1b 담낭암의 치료는 주로 외과 의사의
선호도와 경험에 달려있다. 단순 담낭 절제술을 시행하는 것 만으로도
T1b 담낭암에 대한 충분하고 적절한 치료인지의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단순 담낭 절제술이 종양학적으로 안전한지, 아니면 림프절 절제술과 간
절제술을 포함한 확대 담낭 절제술이 수행되어야 하는지는 오랫동안
논의되어온 주제이다. 그러나 현재 조기 담낭암의 치료에 대한 각 나라의
진료지침에는 실제적인 강력한 증거 자료가 부족하며 제도 또는 국가
정책에 따라 크게 다르게 작성되어 있다. 가장 중요한 진료지침 중
하나인 미국의 NCCN (The 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지침에서는 확대 절제술을 권장한다37. 하지만 NCCN 진료지침에 인용된
관련 문헌은 암 관련 사망 및 생존에 관한 자료가 부족한 10 명 이하의
환자 또는 국가 데이터베이스가 포함된 연구로 구성되어 있어 이러한
작은 표본 크기의 분석은 현재의 치료 지침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지침 또한 낮은 수준의 증거에 기반하고 있으며, 실제 조기
담낭암에 대한 미국의 진료 현황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지침 권고를
따르지 않는 비율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38. 반면, 한국에서 발행된
진료지침에 따르면, 조기 담낭암에서 확대절제술이 생존율을
증가시킨다는 증거는 없으므로 확대절제술의 적용 여부는 외과 의사의
선호도에 달려있다39. 독일에서는 T1b 병기 이상의 담낭암에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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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낭 절제술을 시행하고, 초기 담낭절제 수술 후 진단 시 추가 간
절제술과 국소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하도록 되어있다. 독일 레지스트리의
보고서에 따르면 5 년 전체 생존율은 T1 GBC 환자에서 확대
담낭절제술 후 70%, 단순 담낭절제술 후 40% 이다40,41.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보고된 T1 담낭암 환자의 5년 전체 생존율이 90-100 %에
가까우므로, 독일 레지스트리의 생존 결과는 극히 낮으며 전반적인
생존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이 있지 않았는지 재고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 레지스트리 데이터의 주요 한계는 보고되지 않은
증례와 불분명한 사망 원인으로 담낭암 관련 사망뿐만 아니라 이외의 암,
심폐 기능이나 신경 질환과 같은 다른 사망 원인도 생존율을 낮추게 될
수 있다. 게다가 일본의 진료지침은 조기 담낭암에 대하여 단순
담낭절제술은 가능하지만 개복 담낭절제술 (Open Cholecystectomy) 만
권장하고 있다. 복강경 담낭 절제술은 투관침 부위 재발이나 복막 파종의
위험을 우려하여 권장되지 않고 있으나, 이는 현재의 최소 침습 수술의
추세와 반대된다42. 이러한 수술적 진료지침의 차이는 담낭암 자체의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각 단계별 치료 지침을 제시하기에
충분한 사례를 수집하기가 어렵고 담낭암의 예후가 지역별 유병률의
차이로 인해 다양한 점에 기인한다. 따라서 지역에 따라 다양한 발병률을
고려하면 국제, 다기관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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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낭암의 발병률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보고되고 있는데 주로
남아메리카와 아시아의 여러 지역에서 높은 발병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조기 담낭암 환자의 전반적인 생존율은 각 기관과 국가마다 크게 다르게
보고되고 있는데 조기 담낭암 환자의 수술 후 실제 장기적인 생존
결과는 몇 가지 이유로 인해 명확하지 않다. 조기 담낭암을 수술 전에
진단하는 일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며, 가장 진단률이 높은 검사 방법은
고해상도 초음파 (High Resolution Sonography)또는 내시경
초음파(Endoscopic UltraSound)를 이용한 방법이지만 이런 검사
장비는 많은 병원에서 이용 가능하지 않다. 해부학 적으로 얇은 담낭벽과
로키탄스키-아쉬오프(Rokitansky-Aschoff) 동이 있는 점 또한 종양의
깊이를 예측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더욱이 많은 경우 조기 담낭암이
병리학적으로 철저히 평가되지 않아 실제보다 낮은 병기로 진단할
확률을 높이게 된다. 또한, 많은 병원에서 아직 표준화된 병리학적보고
시스템과 담도계 전문 병리학자가 없기 때문에, 조기 담낭암 사례의
70%가 오진 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15. 표준화된 진단 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에 진행성 담낭암이 조기 담낭암으로 오진 되어 전체 조기
담낭암의 장기 성적을 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 담낭암의 발병률이 낮은
유럽 국가들에서는 조기 담낭암 환자의 전반적인 생존율은 극히 나쁜
반면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들에서는 생존율이 100%에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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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로 극명하게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불균형은 담낭암이 훨씬 드물게
진단되는 국가에서 통계학적으로 충분한 대상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으며, 따라서 더 많은 진행성 담낭암을 초기
병변으로 잘못 분류하게 되어 조기 담낭암의 생존율을 실제보다 낮은
것으로 오인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물론 이런 지역적 차이에는 다양한
유전적, 환경적 요인이 관여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요원한 상태이다. 담낭암 호발 지역에서 모든 담낭절제 조직을 병리학적
샘플링 프로토콜에 따라 진단하는 것처럼 이외 국가에서도 조기
담낭암의 정확한 진단 및 병기 결정을 위해 이런 프로토콜을 채택하여야
한다15,43. 표준화된 보고 시스템은 조기 담낭암의 최적의 치료 방법을
제공하고자 하는 진료 지침을 보다 잘 수립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이 주제에 대한 기존의 메타분석의 한계점이라면 포함된 대부분의
연구 결과는 본질적으로 후향적 연구일 수밖에 없으며 증거 수준 또한
낮은 편으로 소수의 환자만을 포함하고 있는 연구인 것이다. SEER (The
National Cancer Institute’s Surveillance, Epidemiology, and End
Results)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연구는 그 중 가장 많은 환자수를
가지고 있어 여러 진료지침과 메타분석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추적 관찰에 대한 자료 및 무병 생존 (DFS)에 대한 자료가 없는 점이
문제이다. SEER 데이터베이스의 분석결과가 한국과 일본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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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권에서의 조기 담낭암의 치료 결과와 상이하게 나쁜 예후를
보고하고 있어 일률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도 문제이다. 저자들은
이와 같은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이미 T1b 담낭암의 최적의
수술적 치료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메타분석 및 비교적 큰 환자수의
다국가 다기관 공동 연구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SEER 데이터베이스 기반 연구의 너무 절대적인 영향력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줄이고자 다시 최근 연구들과 다국가 다기관 공동
연구의 결과를 포괄하는 메타 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
담낭절제술과 확대 담낭절제술의 두 방법 모두 T1b 담낭암 환자에서
생존율의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T1b 담낭암 환자에게 근치적
확대 담낭절제술을 시행하도록 강제하는 현재의 NCCN 지침과 모순된다.
T1b 담낭암에 대한 단순 담낭절제술을 시행 한 667 명의 환자 중 51
명 (7.6 %)의 환자가 재수술을 받았으나 이 분석에 포함된 각 연구의
정보 부족 및 이질성으로 인해 단순 담낭절제술 이후 재수술의 확률은
정확하게 추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T1b 담낭암 환자에서 장기 생존에
대한 재수술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아직 명확한 해답이 없는 T1b 담낭암의 최적 수술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가장 중요한 방법인 메타
분석이며 이전의 축적된 연구 결과들을 포함하므로 인하여 더욱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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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이 크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현재의 메타 분석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첫째, 많은 연구 논문들에서 수술 범위 또는 암 관련
생존 데이터가 불충분하여 메타분석에도 그 통계학적 검증력을 낮게
만들었다. 둘째, 분석에 포함된 모든 연구에서 수술적 방법론 및
병리학적 보고서가 표준화되지 않았으므로 결과를 오인할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단순 담낭절제술은 T1b 담낭암의 치료에서 확대 담낭
절제술과 비슷한 전체 생존율을 보인다. 이 발견은 단순 담낭절제술이
T1b 담낭암의 수술적 치료 방법으로 배제될 수 없는 적절한 수술임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향후 표준화된 수술적
방법론과 병리학적 보고 시스템이 정착이 된 환경에서 보다 큰 규모의
잘 계획된 연구가 실시되고 그 결과가 누적되게 된다면, T1b 담낭암
환자에서 최적의 수술 방법에 대한 더욱 명확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담낭암 치료를 위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증거 기반
가이드 라인을 수립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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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인구통계 및 지리적 특성

Age, year

Total
(N = 237)

Asia
(N = 189)

America
(N = 48)

64.0 ± 10.5

65.2 ± 9.4

59.2 ± 12.9

Gender
90 (38.0%)

81 (42.9%)

9 (18.8%)

Female

147 (62.0%)

108 (57.1%)

39 (81.3%)

ASA classification

0.267

1

99 (41.8%)

84 (45.7%)

15 (33.3%)

2

108 (45.6%)

82 (44.6%)

26 (57.8%)

3

22 (9.3%)

18 (9.8%)

4 (8.9%)

97 (41.8%)

50 (27.2%)

47 (97.9%)

Operation type
Simple cholecystectomy

0.004
0.002

Male

Combined stone

p value

<0.001
0.002

116 (48.9%)

83 (43.9%)

33 (68.8%)

Open

52 (44.8%)

34 (41.0%)

18 (54.5%)

Laparoscopic

64 (55.2%)

49 (59.0%)

15 (45.5%)

Extended cholecystectomy

121 (51.1%)

106 (56.1%)

15 (31.3%)

Liver wedge resection

92 (76.0%)

78 (73.6%)

14 (93.3%)

S4b+S5 segmentectomy

27 (11.4%)

26 (24.5%)

1 (6.7%)

Hepatectomy

2 (0.8%)

2 (1.9%)

0 (0.0%)

Sequential EC after SC

16 (13.2%)

16 (15.1%)

0 (0.0%)

0.215

Combined bile duct resection

20 (8.4%)

19 (10.1%)

1 (2.1%)

0.086

Operation time, min

171.4 ± 95.1

165.8 ± 99.4

206.8 ± 52.7

0.002

EBL, mL

215.5 ± 269.6

206.8 ± 267.2

283.3 ± 286.5

0.258

Tumor size, cm

4.5 ± 6.7

4.5 ± 6.8

3.5 ± 3.5

0.555

Tumor location, n

0.184

0.242

0.189

Liver side

126 (53.2%)

116 (62.4%)

10 (47.6%)

Serosa side

81 (34.2%)

70 (37.6%)

11 (52.4%)

Differentiation

0.026

WD

138 (58.2%)

115 (69.7%)

23 (53.5%)

MD

64 (27.0%)

44 (26.7%)

20 (46.5%)

31

PD or UD

6 (2.5%)

6 (3.6%)

0 (0.0%)

N stage

0.191

N0

162 (68.4%)

125 (66.1%)

37 (77.1%)

N1

8 (3.4%)

8 (4.2%)

0 (0.0%)

Nx

67 (28.3%)

56 (29.6%)

11 (22.9%)

Postoperative stay, day

8.5 ± 7.0

8.9 ± 7.2

6.1 ± 4.7

0.007

Follow up, month

71.3 ± 49.2

74.1 ± 47.9

60.5 ± 53.5

0.087

EBL indicates estimated blood loss; EC, extended cholecystectomy; MD, moderately differentiated; Nx,
lymph node not evaluated; PD, poorly differentiated; SC, simple cholecystectomy; UD, undifferentiated;
WD, well differenti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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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수술 방법에 따른 특성

SC (n = 116)

EC (n = 121)

Country

0.005

Korea

73 (62.9%)

99 (81.8%)

Japan

10 (8.6%)

7 (5.8%)

Chile

33 (28.4%)

14 (11.6%)

United States

0 (0.0%)

1 (0.8%)

Continent

0.002

Asia

83 (71.6%)

106 (87.6%)

America

33 (28.4%)

15 (12.4%)

63.3 ± 11.3

64.6 ± 9.5

Age

p value

Sex

0.357
0.105

Male

38 (32.8%)

52 (43.0%)

Female

78 (67.2%)

69 (57.0%)

ASA classification

0.139

1

54 (48.2%)

45 (38.5%)

2

51 (45.5%)

57 (48.7%)

3

7 (6.3%)

15 (12.8%)

Combined stone

61 (53.0%)

36 (30.8%)

0.001

Combined BDR

2 (1.7%)

18 (14.9%)

<0.001

Operation time

107.8 ± 74.0

221.2 ± 79.3

<0.001

EBL

78.1 ± 185.9

324.9 ± 276.6

<0.001

Size

5.0 ± 8.4

4.0 ± 4.7

Tumor location

0.313
0.059

Liver

47 (53.4%)

79 (66.4%)

Serosal

41 (46.6%)

40 (33.6%)

Differentiation

0.540

WD

75 (68.8%)

63 (63.6%)

MD

32 (29.4%)

32 (32.3%)

PD or UD

2 (1.8%)

4 (4.0%)

N stage

<0.001
33

N0

55 (47.4%)

107 (88.4%)

N1

1 (0.9%)

7 (5.8%)

Nx

60 (51.7%)

7 (5.8%)

Complication

7 (6.0%)

9 (7.4%)

0.667

Recurrence

8 (6.9%)

6 (5.0%)

0.527

BDR indicates bile duct resection; EBL, estimated blood loss; EC, extended cholecystectomy; MD,
moderately differentiated; Nx, lymph node not evaluated; PD, poorly differentiated; SC, simple
cholecystectomy; UD, undifferentiated; WD, well differenti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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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질병특이생존률에 대한 단변량 및 다변량 분석

Variables (n)

Univariate
5YDSS (%)

Multivariate

p value

Continent

HR

95% CI

0.065

Asia (189)

96.7

America (48)

85.6

0.242
2.366

Operation type

p value

0.558-10.028

0.496

SC (116)

93.7

EC (121)

95.5

Simple cholecystectomy

0.267

Open (52)

94.9

Laparoscopic (64)

92.8

Lymphadenectomy

0.105

SC w/o LND (85)

91.6

SC w LND (31)

100.0

Extended cholecystectomy

0.020

Primary (105)

97.1

Sequential after SC (16)

86.2

0.734
1.448

N stage

0.171-12.249

0.688

N0 (162)

93.9

N1 (8)

83.3

Nx (67)

98.2

Histologic grade

0.085

0.124

WD (138)

98.1

MD (64)

93.3

2.615

0.646-10.589

0.178

PD or UD (6)

83.3

8.591

0.880-83.906

0.064

Tumor location

0.474

Liver side (126)

93.7

Serosal side (81)

97.0

EC indicates extended cholecystectomy; LND, lymph node dissection; MD, moderately differentiated;
Nx, lymph node not evaluated; PD, poorly differentiated; SC, simple cholecystectomy; UD,
undifferentiated; WD, well differentiated; 5YDSS, 5-year disease-specific survival

35

표 4. 메타 분석에 포함된 연구들의 특성

First author

Afﬁliation

Study period
(publication year)

Total
number(n)

Mean
age(years)

M:F
(n)

T stage

SC/EC
(N/n)

5YSR (%)

Death (n)

Cangemi et al18

University La Sapienza,
Italy

1980–2001(2006)

15

65.8

5:10

T1a, T1b

T1a:4/0
T1b:8/3

University of Catania
Medical School, Italy

1995-2011 (2014)

12

N/A

13:5

T1a, T1b

T1a:6/0
T1b:1/5

T1a:100
T1bSC:37.5
T1bEC:100
N/A

T1a:0
T1b:5
(SC:5,EC:0)
T1a: 0
T1b: 0

Cavallaro et al19
Hari et al20

John Wayne Cancer
Institute,USA

1988–2008(2013)

1,115

N/A

N/A

T1a, T1b

T1a:236/64
T1b:427/109

N/A

Kwon et al21

Kansai Medical
University, Japan

1992–2004(2008)

19

T1a:65.6
T1b:45

8:11

T1a, T1b

T1a: 17/0
T1b: 2/0

T1a: 100
T1b: 100

SC668
EC:166
T1b:397
(SC:319,EC:78)
T1a: 0
T1b: 0

L.Zhang et al 22

Peking University,
China.

2006-2015(2018)

11

N/A

N/A

T1a, T1b

T1a:2/0
T1b:2/7

N/A

Otero et al23

Universidad Nacionalde
Rosario,Argentia

1982–2000(2006)

51

T1a:74.2
T1b:71.8

46:5

T1a, T1b

T1a:25/0
T1b:26/0

N/A

Park et al14

Seoul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1992-2006(2018)

237

64.0

90:147

T1b

116:121

94.6

N/A

Puhalla et al24

University of Vienna,
Austria

1984–1999 (2002)

9

N/A

N/A

T1a, T1b

T1a: 3/0
T1b: 5/1

N/A

T1a:0
T1b:0

Sun et al25

Yonsei University,
South Korea

1995–2003(2005)

15

N/A

N/A

T1a, T1b

T1a:10/0
T1b:5/0

100

T1a:0
T1b:0

36

T1a: 0
T1b:1
(SC:0,EC:1)
T1a:0
T1b:9

Suzuki et al26

Fujimnomiya City
General Hospital,Japan

1992–1998 (2000)

25

N/A

N/A

T1a, T1b

T1a: 19/0
T1b: 6/0

92

T1a: 0
T1b: 0

T.sirobe et al27

Chiba Tokushukai
Hospital,Japan

2001-2013(2015)

3

61.6

1:2

T1b

T1b: 0/3

100

T1b: 0

Tantia et al28

ILS multispecialty
clinic,India

2004–2007(2009)

8

T1a:54.8
T1b:53.8

4:4

T1a, T1b

T1a:3/1
T1b:1/0

N/A

Toyoki et al29

Aomori City
Hospital,Japan

2006-2015(2017)

3

N/A

N/A

T1b

N/A

100

T1a:0
T1b:1
(SC:0,EC:1)
T1b: 0

Nanjing Medical
University, China

1999-2007(2015)

9

T1a:64.6
T1b:66.3

0:9

T1a, T1b

T1a:3/0
T1b:6/0

100

T1a: 0
T1b: 0

Wakai et al31

Niigata
University,Japan

1981–1999(2001)

25

N/A

N/A

T1b

13/12

N/A

SC:0
EC:2

Yagi et al32

Keio University,Japan

1990–2004(2006)

13

66

N/A

T1a, T1b

T1a:12/0
T1b:1/0

100

T1a:0
T1b:0

Yi et al33

Xiangya Hospital,China

1992–2009(2013)

14

54.5

5:9

T1a, T1b

T1a:1/2
T1b:8/3

57.1

Yoon et al34

Ulsan University
Hospital,South Korea

1997–2010(2014)

54

59.9

27:27

T1b

36/18

SC:88.8
EC:93.3

T1a:0
T1b:8
(EC:1,SC:7)
SC:2
EC:0

W zhang et al

30

EC extended cholecystectomy, F female, M male, SC simple cholecystectomy, 5YSR 5-year survival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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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메타 분석에 포함된 연구들의 질 평가 (Newcastle-Ottawa Scale)

Selection
Representative
ness of the
exposed cohort
in the
community

Comparability

Non-exposed
cohort drawn
from the same
community

Ascertain
ment of
exposure

*

Demonstration
that outcome of
interest was not
present at start
of study.
N/A

Cangemi et al17

*

Cavallaro et al18

*

*

*

Kwon et al20

Outcome

Total

Assessment of
outcome

Follow –up was
long enough for
outcomes to occur

*

*

*

5

N/A

*

*

*

5

*

N/A

*

*

*

*

N/A

*

*

*

5

L.Zhang et al 21

*

*

N/A

*

*

*

5

Otero et al22

*

*

N/A

*

*

*

N/A

*

*

Hari et al19

Park et al23

*

*

Puhalla et al24

*

*

N/A

*

*

Sun et al25

*

*

N/A

*

*

38

Adequac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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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T1b 담낭암 환자 237명의 a, 질병특이생존 (Disease specific
survival, DSS) 그래프. b, 지역에 따른 DSS 그래프, 아시아 vs 미대륙.
c, 수술 유형에 따른 DSS 그래프, 단순 담낭절제술 (SC) vs 확대
담낭절제술 (EC).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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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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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GBC indicates gallbladder cancer; 5YDSS, 5-year disease-free surv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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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a, 수술 방법에 따라 단순 담낭절제술을 시행한 환자의 DSS
그래프. 개복 담낭절제술 (OC) vs 복강경 담낭절제술 (LC). b, 주변
림프절 절제술 (LND) 여부에 따라 단순 담낭절제술을 시행한 환자에서
DSS 곡선, c, 림프절 전이에 따른 DSS 곡선, N0 vs N1 vs Nx.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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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44

c.

LND indicates lymph node dissection; Nx, lymph node not evaluated; 5YDSS, 5-year disease-specific
surv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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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fication

그림 3. 논문 검색 흐름도

Records identified through
database (MEDLINE, EMBase)
searching

Records excluded (n = 987) Review

(n = 1138)

articles, case reports, case series,
letters, editorials, not in the field of

Screening

interest, non-English publications,
sample size less than 5

Records screened
(n = 151)

Records excluded (n = 82) after

Eligibility

reviewing the abstract
Full-text articles
assessed for eligibility
(n = 69)

Full-text articles excluded, with
reasons (n = 51) Insufficient for
statistical analysis, no separate data
for T1b GBC, no separate data

Included

according to surgical extent, no
histologic confirmation, not in the
field of interest, patient overlap

Studies included in
meta-analysis (n = 18)

Studies included in qualitative
synthesis (n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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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T1b 담낭암 환자에서의 a, 위험 차이와 b, 위험 비의 숲 그래프
(Forest plot).

a.

EC: extended cholecystectomy, SC: simple cholecystect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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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C: extended cholecystectomy, SC: simple cholecystect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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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T1b 담낭암 환자에서의 출판 편향을 확인하기위한 깔때기그래프
(Funnel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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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ptimal Surgical Treatment Strategy for T1b
Gallbladder Carcinoma: Multinational
multicenter study and meta-analysis

Jae Woo Park
Department of surgery, College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Background: The optimal surgical extent for T1b gallbladder cancer (GBC)
remains controversial. Although some studied showed simple
cholecystectomy is a sufficient treatment for T1b gallbladder cancer, but
several guidelines recommend extended cholecystectomy for T1b GBC.
However, evidence regarding the optimal surgical extent for T1b GBC is still
lacking. This study aims to systematically evaluate the optimal surgical
extent for T1b GBC with regard to long-term survival.
Methods: 1. A total of 272 patients with T1b GBC who underwent surgical
resection at 14 centers with specialized hepatobiliary-pancreatic surgeons
50

and pathologists in Korea, Japan, Chile, and the United States were studied.
Clinical outcomes including disease speciﬁc survival (DSS) rates according
to the types of surgery were analyzed.
2. A comprehensive literature search in MEDLINE and EMBase was
performed to identify studies with histologically proven GBC and survival
data. A total of 18 articles with a total of 951patients were included in the
final analysis. Dichotomous data regarding survival in T1b GBC cases were
extracted. Risk ratios, risk differences, and 95% confidence intervals (CIs)
were pooled.
Results: 1. After excluding patients, the 237 qualifying patients consisted of
90 men and 147 women. Simple cholecystectomy (SC) was performed in
116 patients (48.9%) and extended cholecystectomy (EC) in 121 patients
(51.1%). The overall 5-year DSS was 94.6%, and it was similar between SC
and EC patients (93.7% vs. 95.5%, P = 0.496). The 5-year DSS was similar
between SC and EC patients in America (82.3% vs. 100.0%, P = 0.249) as
well as in Asia (98.6% vs. 95.2%, P = 0.690). The 5-year DSS also did not
differ according to lymph node metastasis (P = 0.688) or tumor location (P =
0.474).
2. The pooled risk difference between simple cholecystectomy and extended
cholecystectomy was 0.04 (95% confidence interval (CI), -0.12 ~ 0.03) in
51

patients with T1b GBC.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degree of risk according to the surgical method (P = 0.13). And the
pooled risk ratio between the two surgical interventions of T1b GBC was
1.26 (95% CI, 0.73 ~ 2.20), which was also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P =
0.34).
Conclusion: Simple and extended cholecystectomy showed comparable
survival outcomes in T1b GBC patients

Keywords: Early gallbladder carcinoma, cholecystectomy, surgery, T stage
Student Number: 201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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