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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목적

  식도절제술 및 식도-위 문합술 시행 이후 

문합 부위와 잔존 식도는 역류되는 산 또는 

담즙에 의해서 지속적인 점막 손상을 받게 되

며, 이는 환자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식도절제술 후 역류성 식도염은 

44%에서 71.9%까지 보고되었다. 본 연구는 

식도암에서 식도절제술 및 식도-위 문합술 시

행 1년 후 잔존 식도와 흉강내 위장을 식도-
위내시경으로 역류성 식도염의 빈도와 잔존 

식도 및 흉강내 위장의 변화를 조사하고자 하

였다.

대상 및 방법

  2001년 3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국립암

센터에서, 식도절제술 및 식도-위 문합술을 

시행한 397례의 식도암 환자 중 술후 1년째 

식도-위 내시경을 시행한 215명의 환자를 대

상으로 하였다. 모두 후종경동 통로를 이용

하여 위장을 사용하였고, 경부, 흉부 문합술

은 모두 포함되었으나 인후두절제술을 동시

에 시행받은 환자는 제외하였다. 흉부에서 

식도-위 문합술의 경우, 흉곽 입구(thoracic 
inlet)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역류성 식도염

은 Los Angeles Classification을 사용하여 평

가하였다. 

결과

  모두 편평세포상피암으로, 215명 환자 중 

경부 문합술은 24명(11.2%), 흉부 문합술은 

191명(88.8%)에서 시행하였다. 이들 중 108명
(50.2%)의 환자에서 잔존식도 및 흉강내 위장

에 이상 소견을 보였으며, 19명(8.8%)의 환자

에서 잔존 식도에 역류성 식도염 소견을 보였

다. LA classification에 따라 분류시 LA class 
A는 11명(5.1%), class B는 4명(1.9%), class C
는 4명(1.9%)이었다. 
  42명(19.5%)에서 문합부 협착을 보였고 이

들 중 20명의 환자에서 풍선확장술을 시행받

았다. 3명(1.4%)에서 문합부위에 식도암이 재

발하였으며, 6명(2.8%)에서 후두 및 잔존식도

에 새로운 암병변이 발견되었다.
  흉강내 위장에서는, 미란성 또는 표재성위

염이 19명(8.8%), 위궤양이 11명(5.1%), 담즙

역류에 의한 위염이 2명(0.9%)에서 관찰되었

다. 또한 2명(0.9%)에서 흉강내 위장 주위림

프절의 암재발에 의한 위장내 침범소견을 보

였다.

결론

  식도절제술 후 1년 후에 시행한 내시경에

서, 서양에서 보고된 역류성 식도염의 빈도에 

비해 편평세포상피암이 대부분인 동양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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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훨씬 낮은 역류성 식도염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1년째에도 약 20%에서 문합부위 협

착이 있어 그 중 절반에서 중재술을 시행하였

다. 식도절제술후 잔존 식도 및 흉강내 위장

에 50%이상의 환자에서 다양한 변화가 관찰

되며 삶의 질과 생존율에 영향을 줄 수있는 

시술이 필요하므로, 내시경을 통한 정기적 추

적관찰이 필요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