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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 YOU CAN
DISSECT WITH 
PRECISION AND 
A COOL JAW.

Precise blunt dissection1  with
a cool thermal profile
 
The new LigaSure™ Exact Dissector



Pre-rolled TachoSil® is 
inserted straight into the 
trocar

INSERT

The patch is unrolled onto the 
wound site

UNROLL

TachoSil® is moistened and 
quickly adheres to the wound 
with manual compression

COMPRESS

Ready-to-use
Pre-rolled TachoSil® can 

be used immediately after 

removal from the pack

Ready-to-use 1,2 ,3

Easy-to-use 4,5,6,7 ,8

Absorbed within 24 weeks 9



Think Med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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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copenia is characterized a syndrome for progressive or generalized loss of skeletal muscle mass 

and strength with or without increased fat mass. It is one of well-known risk factors for adverse 

treatment outcomes in patients with various medical and surgical diseases. Sarcopenia itself, 

independent of body mass index, is a powerful prognostic factor for cancer cachexia, liver cirrhosis, 

and even all cause of mortality.

In terms of pancreatic surgery, sarcopenia was a significant prognostic factor in patients with 

periampullary cancers. Sarcopenia is related with postoperative complication, 30-days mortality, 

overall survival, and disease-free survival after pancreatic surgery. Similarly, preoperative sarcopenic 

obesity, which is sarcopenia combined with increased fat mass, was an independent risk factor for 

pancreatic fistula and pancreatic cancer recurrence after pancreatectomy. As a result, sarcopenia 

could be used to improve patient selection before pancreatectomy. 

The next step for solve the questions to manage sarcopenia to improve post-surgical outcomes 

would be to find out the role of nutrition including proper protein supplement and physical activity 

in prevention or treatment of sarcopenia, and to develop specific medications including Vit.D with 

evidence-based treatment of sarcopenia in patients after surgery.

Clinical Meaning and Treatment of 
Perioperative Sarcopenia in Patients with 

Pancreatic Resection

한인웅 (성균관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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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perioperative rehabilitation help 
the patients with pancreatect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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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creatic resection results in hormonal abnormalities that are dependent on the extent and 

location (proximal versus distal) of the resected portion of the gland. The form of glucose intolerance 

which results from pancreatic resection is termed pancreatogenic diabetes. This form of glucose 

intolerance is different from the other forms of diabetes mellitus in that affected individuals suffer 

frequent episodes of iatrogenic hypoglycemia. It is associated with features distinct from both type I 

(insulin-dependent) and type II (insulin-independent, or adult-onset) diabetes. Hepatic insulin 

resistance with persistent endogenous glucose production and enhanced peripheral insulin 

sensitivity result in a brittle form of diabetes which can be difficult to manage.

The incidence of new-onset diabetes mellitus (DM) after pancreatic resection increases as the 

follow-up period after surgery becomes longer and is related to the progression of underlying 

disease, the type of surgery, and the extent of resection. Pancreatic resections that spare the 

duodenum, such as distal pancreatectomy (DP), duodenum-preserving pancreatic head resection 

(Beger procedure), or extended lateral pancreaticojejunostomy with excavation of the pancreatic 

head (Frey procedure), are associated with a lower incidence of new or worsened diabetes than the 

standard or pylorus-preserving pancreaticoduodenectomy (PD) or total pancreatectomy. The 

pathophysiology of pancreatogenic diabetes is related to pancreatic hormone deficiency and the 

altered responses of the liver and peripheral organs to lower than normal hormone levels. 

Hyperglycemia occurs when the amount of insulin produced or administered is insufficient because 

of unsuppressed hepatic glucose production secondary to a deficiency in pancreatic polypeptide.

In a study to analyze serial changes in pancreatic function over 5 years of follow-up after 

pancreatectomy (PD and DP), the incidence of DM or impaired fasting glucose (IFG) was highest in 

the early postoperative period and decreased similar to that before surgery at 3 months 

postoperatively. The incidence continued to increase over the course of the study from 3 months 

Short-term and long-term changes of 
glucose metabolism after pancreatectomy 

and its clinical impact

신용찬 (인제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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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operatively. In the univariate analysis of factors associated with DM or IFG serially, high BMI and 

DP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risk factors from 24 months postoperatively. The multivariate 

analysis revealed high BMI at 48 and 60 months postoperatively and DP at 24 and 48 months 

postoperatively as independent factors affecting the development of DM or IFG. In a study to 

investigate the postoperative β-cell function (BCF) and hormonal responses of glucagon-like 

peptide-1 (GLP-1) and glucose-dependent insulinotropic polypeptide after PD and DP, the authors 

showed an increased GLP-1 level after DP, which might reflect the relatively insufficient BCF. This 

may explain why DP was one of the independent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endocrine insufficiency 

of the pancreas in this study.

The glucose-induced suppression in glucagon levels is lost after a 50% partial pancreatectomy in 

humans. This suggests that impaired α-cell function in patients with type 2 diabetes may also be 

secondary to reduced β-cell mass. Alterations in glucagon regulation should be considered as a 

potential side effect of partial pancreatectomies.

Changes in glucose metabolism after PD depend on the etiology of pancreatic tumorous lesion 

with improvement in neoplasmatic patients and deterioration in chronic pancreatitis patients. beta-

Cell function is maintained after a PD, whereas the improvement of insulin resistance may cause a 

short-term transient improvement of the glucose metabolism after the operation. The significance 

of increased postoperative GLP-1 concentration remains an unsolved issue. In a study to assess the 

incidence of DM resolution after pancreatectomy and differences in metabolic parameters following 

PD and DP, more than 40% of patients with preoperative DM show resolution after PD. Authors said 

that decreased insulin resistance and suspected enhanced glucose stimulated insulin secretion 

decreasing PP2 seem to contribute improved glucose homeostasis after PD.

When patients present with pancreatic diseases requiring operative intervention, the procedure 

chosen must take into account both the indication for surgery and the resultant metabolic problems 

that may develop postoperatively. The most appropriate general approach is to use the most 

conservative resectional procedure that is suitable to preserve as much endocrine cell mass as 

possible. All major pancreatic resections result in relative or absolute insulin deficiency, with 

enhanced peripheral sensitivity to insulin. The prevention or reversal of abnormal glucose 

metabolism after major pancreatic resection awaits improved methods to restore physiologic levels 

of the critical glucoregulatory horm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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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당 조절의 중요한 호르몬은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다. 따라서 췌장 질환에 의한 인슐린 분비 감소는 

당뇨병 발생의 원인인자이며, 이를 제3c형 당뇨병(췌장성 당뇨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췌장성 당뇨병의 가장 흔

한 원인은 만성 췌장염이며 최근 췌장암, 양성 췌장종양 및 만성 췌장염에 대한 수술적 치료가 증가하면서 췌장 

수술 후 발생하는 당뇨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췌장성 당뇨병의 진단

췌장성 당뇨병의 진단을 위해서는 당뇨병의 진단 기준에 합당하면서 외분비 췌장질환에 의한 이차적 발생한 

경우로 정의하지만 그 기준은 명확히 확립되어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Ewald와 Bretzel이 제안한 진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주요 기준(모두 만족) 

• 외분비 췌장 기능의 이상(대변소화효소 검사[monoclonal fecal elastase-1 test] 또는 직접적 기능검사) 

• 췌장 영상의 이상(내시경 초음파, magnetic resonance imaging, computed tomography) 

• 자가면역 표지자와 연관된 제1형 당뇨병 배제

그 외 기준 

• 베타세포 기능 이상(예: homeostatic model assessment [HOMA]-B, C-peptide/glucose ratio)

• 과도한 인슐린 저항성 배제(예: HOMA-insulin resistance) 

• 인슐린 분비 저하(예: glucagon-like peptide [GLP-1], pancreatic polypeptide)

• 혈청 지용성 비타민 수치 저하(A, D, E, and K)

 Evidence-based recommendations and 
guidelines for blood sugar control after 

pancreatectomy

김희경 (전남의대 내분비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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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장 수술 후 당뇨병의 발생

췌장 수술 후 당뇨병의 발생 빈도는 기존 당뇨병 발생 위험도뿐 아니라 췌장 절제술의 종류 및 원인 질환에 따

른 차이가 있다. 췌장 전 절제술의 경우 모든 환자에서 당뇨가 발생하며, 1형 당뇨와 마찬가지로 인슐린 치료가 

필요하다. 췌장 부분 절제술의 경우 절제 위치나 절제 정도에 따라 당뇨 발생의 빈도의 차이가 있으며, 췌장의 α

및 β 세포가 췌장의 두부보다는 미부에 분포가 많아 미부절제술의 경우 당뇨발생빈도가 더 높다. 

췌장성 당뇨병의 치료

췌장 수술 후 발생한 당뇨병의 치료에 관한 명확한 지침은 없는 실정이다. 췌장성 당뇨병으로 인한 미세혈관 

및 대혈관 합병증은 1형 또는 2형 당뇨와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적절한 조절이 필요하다.

췌장성 당뇨병은 인슐린 결핍뿐 아니라 글루카곤 결핍이 동반되므로 저혈당에 대한 글루카곤 반응 저하로 반

복적인 저혈당의 위험성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외분비 췌장 기능 이상으로 소화, 흡수의 이상이 동반되는 경우 

혈당 조절이 더욱 어렵기 때문에 외분비 췌장 효소 제제의 투약이 함께 필요하며, 동반되는 지용성 비타민 결핍

증을 교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췌장성 당뇨병환자에서는 인슐린에 대한 감수성이 증가되어 있어 인슐린 조절 중 심각한 저혈당과 고혈당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경구혈당 강하제 치료는 2형 당뇨병 환자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 신

기능 이상이 없다면 좋은 효과 및 낮은 부작용 측면에서 메트포민이 초치료제로 추천된다. 메트포민은 AMP-

activated protein kinase (LKB1-AMPK) 경로를 활성화시키고 mammalian target of rapamycin (mTOR)

을 억제함으로써 단백 생성과 복제, 종양 발생을 억제하는 기전으로 췌장암을 비롯한 여러종류의 암을 억제하

는 효과가 보고되고 있다. 인크레틴 기반 치료제는 췌장염 및 췌장암 발생 위험도 증가와의 연관성에 대한 문제

가 제기되고 있어 FDA warning이 있으며, 티아졸리딘다이온 (thiazolidinedione)은 골다공증의 발생위험도가 

있어 지용성 비타민 결핍이 동반되는 췌장성 당뇨병에서 역시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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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장 절제술 후 혈당 조절 문제는 매우 흔하게 마주치는 임상 문제이다. 수술 직후 금식기간 중에는 혈당 모니

터링과 함께 간헐적으로 속효성 인슐린 등으로 조절을 시도하고, 기존의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Alberti’s 

regimen을 사용하면서 혈당 조절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반적인 수술에 의한 스트레스, 염증성 단

백 등에 의한 반응성 고혈당과 함께 췌장을 상당 부분 절제하는 특성에 의해 수술 직후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고, 식이 진행시에도 상당기간 동안 경정맥영양공급을 함께 요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식사량의 편차 또한 심해 혈당 조절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혈당 조절은 당뇨에 의한 합병증 발생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수술 직후 많은 외과 의

사들에게 혈당 조절은 어느 정도까지 엄격히 해야 하는 가와 그 임상적 의의는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측면이 

많다고 여겨진다. 이에 본고에서는 일반 환자에서의 혈당 조절의 임상적 의의에 대해 살펴보고, 췌장절제술 후 

혈당 조절의 임상적 측면에서의 필요성과 조절 범위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2001년 G van den Berghe 등은 중환자실에서 기계호흡을 시행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전향적 

무작위 배정 연구를 통해 혈당치를 80 ~ 110 mg/dL 로 엄격히 조절한 군에서 180 ~ 200 mg/dL 일 때는 유지

하고 215 mg/dL 이상일 때만 인슐린을 투여한 군에 비해 사망률이 감소되고, 혈액감염 빈도와 신대체요법의 

시행과 수혈빈도, 기계호흡 시행기간, 중환자실 재원기간 등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후 다기

관 무작위배정 연구들 에서는 사망률 감소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고, 중환자실 재원 기간 및 재원기간, 기계호흡 

시행기간이나 신대체요법 시행기간에서도 두 군 간의 차이를 관찰할 수 없었으며, 혈당치를 엄격히 조절한 군

에서 유의하게 심각한 저혈당의 발생율이 높음이 보고되기도 했다. 이런 중환자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

은 혈당 모니터링 시점과 빈도가 일치되어 있지는 않아 고혈당 또는 저혈당이 발생되어도 이를 놓쳤을 수 있고, 

목표 혈당치로 유지되는 시간이 매우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다양한 환자군이 혼재된 상태

로 시행된 연구들이어서, 수술에 의한 스트레스에 의해 유발되는 고혈당과 일정 부분 유사한 기전을 공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들 연구에서 얻어진 특정 수치를 췌장 절제술 후 환자들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최근의 한 후향적 연구에서 당뇨가 없는 위장관 악성종양 환자들의 수술 후 1일째 공복 혈당수치가 164.34 

Practical issues of postpancreatectomy 
blood sugar control: Surgeon’s 

perspectives

임창섭 (서울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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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dL 이상인 경우 수술 후 합병증 발생율과, 재원기간, 입원 비용이 유의하게 증가됨이 보고되었다.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서는 수술부위 감염 (Surgical site infection)을 방지하기 위해 당뇨 

여부에 관계없이 수술 전후 혈당 수치를 200 mg/dL 이하를 목표로 혈당 조절을 하는 것을 권장했다. 

(Category IA – strong recommendation: high to moderate-quality evidence) 그러나, 이 권고안의 근거로 

제시된 연구들은 모두 심장수술을 시행 받은 환자들 만을 대상으로 했고, 수술부위 감염을 막기 위해 혈당 수치

도 200 mg/dL 이하 정도만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더 낮은 범위를 목표치로 해야 하는지, 적절한 혈당 측정 시

기나 유지 기간, 수술 전후 혈당 조절을 위한 최적의 투약 방법에 대한 권고안이나 근거는 제시되지 못했다. 

췌장 절제술 직후 혈당 조절의 임상적 의의에 대한 연구들은 아직까지 많지 않은 실정이나, 최근 인공췌장기

기를 이용한 혈당 조절과 관련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Okabayahi T 등은 3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전향

적 연구에서 인공췌장기기를 이용한 지속적 혈당 감시 및 자동 인슐린 투여군에서 전통적인 인슐린 sliding 방

식 투여군에 비해 수술 후 더 빠른 시간(6시간)에 목표 혈당치(80 ~ 110 mg/dL)에 도달할 수 있음을 보고했고, 

Yoshimato T 등은 췌장절제술을 받은 5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후향적 연구에서 수술 시작 직후부터 수술 

후 1일째 아침까지 인공췌장기기를 이용해 혈당 조절을 엄격히 한 군(목표 혈당치: 120 ~ 180 mg/dL)에서 

Clavien-Dindo grade IIIa 이상의 합병증이 유의하게 적었음(p=0.035)을 보고했으나, 수술 부위 감염 발생율, 

재원 기간에서는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최근 Akabori H 등은 인공췌장기기를 이용해 80 ~ 110 mg/dL으로 

혈당을 조절한 경우 수술 후 감염성 합병증 발생율이 낮음을 보고했고, 이는 IL-6, adiponectin 등의 염증 반응 

매개 물질을 조절하는 기전으로 인한 것으로 주장했다. 

이전 연구 들을 살펴보았을 때, 공통적으로 감염성 합병증의 발생을 낮추기 위해 수술 후 혈당 조절이 필요하

다는 것에는 동의가 가능하나, 췌장 절제술 후 금식 및 식이 진행 시 최적의 목표 혈당치, 혈당 수치 모니터링의 

방법, 적절한 투약 방법과 이들이 기존의 당뇨병 여부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 지는 관련 연구들이 아직 매우 부족

한 상태이고, 특히 췌장 절제술 후 POPF를 포함한 중요한 합병증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기

는 시기상조로 생각되며 추후 대규모의 전향적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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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presentation 

한성식(국립암센터), 박준성(연세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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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presentation 

Conversion surgery after peptide receptor 
radionuclide therapy (PRRT) in pancreatic 

neuroendocrine tumor

이미랑 (서울의대)



이미랑 (서울의대): Conversion surgery after peptide receptor radionuclide therapy (PRRT) in pancreatic neuroendocrine tum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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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랑 (서울의대): Conversion surgery after peptide receptor radionuclide therapy (PRRT) in pancreatic neuroendocrine tum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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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랑 (서울의대): Conversion surgery after peptide receptor radionuclide therapy (PRRT) in pancreatic neuroendocrine tum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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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랑 (서울의대): Conversion surgery after peptide receptor radionuclide therapy (PRRT) in pancreatic neuroendocrine tum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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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랑 (서울의대): Conversion surgery after peptide receptor radionuclide therapy (PRRT) in pancreatic neuroendocrine tum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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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랑 (서울의대): Conversion surgery after peptide receptor radionuclide therapy (PRRT) in pancreatic neuroendocrine tum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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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presentation 

Extended surgery  
for locally advanced duodenal cancer

정지혜 (성균관의대)



정지혜 (성균관의대): Extended surgery  for locally advanced duodenal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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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혜 (성균관의대): Extended surgery  for locally advanced duodenal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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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혜 (성균관의대): Extended surgery  for locally advanced duodenal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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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혜 (성균관의대): Extended surgery  for locally advanced duodenal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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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혜 (성균관의대): Extended surgery  for locally advanced duodenal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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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혜 (성균관의대): Extended surgery  for locally advanced duodenal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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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presentation 

Surgical resection for PDAC on patients 
with Severe chronic pancreatitis

윤소정 (성균관의대)



윤소정 (성균관의대): Surgical resection for PDAC on patients with Severe chronic pancreat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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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정 (성균관의대): Surgical resection for PDAC on patients with Severe chronic pancreat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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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정 (성균관의대): Surgical resection for PDAC on patients with Severe chronic pancreat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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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정 (성균관의대): Surgical resection for PDAC on patients with Severe chronic pancreat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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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정 (성균관의대): Surgical resection for PDAC on patients with Severe chronic pancreat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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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presentation 

Revision pancreaticojejunostomy for 
p-duct obstruction after PD

황경연 (강동성심병원)



황경연 (강동성심병원): Revision pancreaticojejunostomy for p-duct obstruction after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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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연 (강동성심병원): Revision pancreaticojejunostomy for p-duct obstruction after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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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연 (강동성심병원): Revision pancreaticojejunostomy for p-duct obstruction after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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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연 (강동성심병원): Revision pancreaticojejunostomy for p-duct obstruction after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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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연 (강동성심병원): Revision pancreaticojejunostomy for p-duct obstruction after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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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연 (강동성심병원): Revision pancreaticojejunostomy for p-duct obstruction after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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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연 (강동성심병원): Revision pancreaticojejunostomy for p-duct obstruction after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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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연 (강동성심병원): Revision pancreaticojejunostomy for p-duct obstruction after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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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연 (강동성심병원): Revision pancreaticojejunostomy for p-duct obstruction after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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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presentation 

37세 여자 환자가 명치 및 등 통증을 주소로 시행한 w/u 상 Pancreas head 및 tail에 pancreatic mass가 발

견되었다. 조직 검사 상 Solitary fibrous tumor 소견이 의심 되어 수술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환자 11년 전 뇌

종양 진단되어 수술 및 방사선 치료 받은 과거력이 있었으며, 당시 조직 검사 상 hemangiopericytoma가 진단 

되었다. 환자 췌장 두부 병변에 대해서는 PPPD 시행하였고, 미부 병변에 대해서는 enucliation 시행하였다. 환

자 수술 후 합병증 없이 잘 회복하였고, 조직검사 상 두 병변 모두 Primitive neuroectodermal tumor, 

Ewing’s sarcoma로 진단이 되었다. 퇴원 후 종양내과에서 항암치료를 계획하면서 11년전 뇌수술 시행한 조직 

검체와 이번 췌장 수술 검체 조직을 비교해본 결과 둘은 같은 병리학적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추가 

면역 화학 염색을 시행해본 결과 췌장에 대한 최종 진단은 Metastatic undifferentiated small round cell 

sarcoma로 변경되었다.

Unusual undifferentiated sarcoma 
metastasis to the pancreas

신다겸 (서울아산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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