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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frequency of surgery for elderly Koreans 
with colorectal cancer has increased because of the 
current life expectancy rat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colorectal cancer in 
very elderly patients, to determine the optimal treatment 
decision, and to evaluate the patients prognosis. 
Methods: Between 1989∼2005, 181 patients (96 men 
and 85 women, median age 82) over the age of 80 with 
colorectal cancer underwent surgery at OO hospital, 
Korea. Medical records with these patients’ co-morbidities, 
symptoms, clinico-pathologic characteristics, complica-
tions, survival, and other relevant data were obtained and 
analyzed retrospectively. Results: The principal clinical 
symptoms were bleeding (45.3%) and bowel habit 
change (40.9%). Of these patients, 126 had at least one 
preoperative co-morbidity, and hypertension (29.3%), 
and cardiac disease (16.0%) were common. Curative 
surgery was performed in 82.9% (n=150). Emergency 
surgery was performed in 6.1% (n=11), and the prin-
cipal cause was obstruction. The most common location 
of the colorectal cancer was the rectum (39.8%). There 
were postoperative complications in 36.4% of the pa-
tients, including voiding difficulty (12.2%) and wound 
infection (9.9%). The thirty-day mortality rate was 0.6% 
(n=1). A preoperative, low PaO2 level significantly 
increased the incidence of postoperative complications 
(P=0.036). The five-year survival rate of the curative 
resection group was higher than that in the remaining 

patients (44.3% vs. 38.8%, P＜0.001). Conclusions: 
Although the preoperative morbidity was high in these 
very elderly patients, it could be lowered with strict 
patient management. In addition, these patients showed 
a relatively good survival rate. Therefore, we believe that 
major, curative, colorectal surgery should be performed 
in selected very elderly patients. J Korean Soc Colo-
proctol 2007;23:490-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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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인구 수의 증가  생존의향상으로 60세 이상의  

세계 인구 수는 향후 20년 동안 지 의 두 배에 달할 

망이다.1 노인 인구 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집

단은 80세 이상의 후기고령층 노인들로, 향후 50년간 

5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2 재 우리나

라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

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통계청은 한국 노인인구

의 비율이 2010년 10.9%, 2020년 15.7%, 2045년 34.7%

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3 

  한국인의 나이별 암 발생자 비율은 60∼64세 15.0%, 

65∼69세 13.8%, 70∼74세 10.3%로, 고령 인구에서의 

암 발생이 증하는 추세이다.4 재 한국에서 장암

은 남자에서는 4번째로 흔한 암이고, 여자에서는 3번

째로 흔한 암이다.5 특히 최근 4∼5년간 장암이 속

히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는 서구식 식생활 패턴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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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ge distributions of colorectal cancer patients older 

than 80 years.

령 인구의 증가가 원인으로 생각된다.6

  고령의 환자들은 은 환자들과는 달리 수술 시 동

반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술 후 합병증의 발

생빈도도 높은 편이다.7-9 높은 합병증과 기  여명에 

한 우려 때문에 고령 암환자의 치료 시 소극  치료

방침이 시행되기 쉽다. 그러나 고령층 장암 환자의 

경우도 타 연령층과 비슷한 생존율이 보고되고 있으

며, 따라서일반  치료원칙의 용이 권유된다.7-11 이

는 술  철 한 환자의 신 상태 평가, 수술 술기의 

발달, 술 후 환자 리법 발달, 그리고 술 후 보조  

인 치료법의 개발에 힘입은 바 크다.

  본 연구는 장암으로 수술 받은 80세 이상 고령의 

환자들의 술  특징, 장암의 해부병리학  특징  

수술 련 특징, 술 후 합병증, 생존율에 해 알아보고

자 하 다. 한 고령의 장암 환자에서 발생할 수 있

는 합병증이나 후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해 분

석함으로써 이들 환자의 치료방침을 결정하는데 도움

을 주고자 하 다.

방      법

  1989년부터 2005년까지 OO병원에서 장암으로 진

단되어 수술을 시행하 던 80세 이상 환자 178명을 

상으로, 입원  외래 기록지, 진단검사, 상검사, 병

리검사 결과 조회를 통해 후향 으로 분석하 다. 

상군의 성비는 남 94명(52.8%), 여 84명(47.2%)이었으

며, 간연령은 82 (80∼91)세 다. 178명  3명은 이

후 재발로 인한 재수술을 시행하여 분석한 총 수술건

수는 181 다. 평균 추 찰 기간은 17개월이었다. 

생존율을 제외한 이후 분석은 181 를 상으로 하

다.

  고령의 장암 특징을 분석하기 하여 환자의 술 

 동반질환, 증상, 검사소견  임상병리  특징 등을 

조사하 다. 술  동반질환은 고 압, 고 압이 아닌 

심 계질환(부정맥, 심증, 심부  등), 당뇨, 결핵, 

결핵이 아닌 다른 폐질환(무기폐, 폐렴, 만성폐쇄성환

기질환 등), 립선비   배뇨장애, 간염 포함 간질

환, 망상질환으로 분류하 다. 술 후 합병증  배뇨 

장애는술 후 도뇨  제거 후 자가배뇨가 안 되어 도뇨

을 재삽입한 경우로 정의하 고, 창상 합병증은 근막

이 벌어져 재 합한 경우로 정의하여 장액종(seroma)과 

같은 경미한상처문제는 제외하 다. 술 후 합병증 발

생의 향 인자는 장암의 임상병리  양상  술  

시행한 액 검사  색소, 총단백, 알부민수치, 

청 크 아틴 수치, 동맥  산소분압(PaO2), 태아성암

항원(CEA), 심폐기능에 한 평가로 폐기능검사 상의 

1 당노력성호기량(FEV1), 노력성폐활량(FVC), 심

음  상의 분당 심박출량(EF=ejection fraction), 마취과

에서 술  환자 상태에 해 책정하는 ASA score (I=

건강한 정상환자, II=경미한 신질환이 있는 환자, 

III=심각한 신질환이 있는 환자, IV=생명을 할 

정도로 심각한 신질환이 있는 환자)와 연  분석하

다.

  술  환자요인과 술 후 합병증간의 상 계 등에 

해서는 선형회귀분석, 선형  선형결함, 변수가 작

은 경우 Fisher의 정확한 검정법을 이용하여 분석하

으며, 생존율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해서는 COX 

단변량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생존기간에 

한 분석은 Kaplan-Meier 모형을 이용하 다. P값이 

＜0.05인 경우에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하

다. 

결      과

1) 80세 이상 장암 환자의 빈도  비율

  수술 시 환자군의 연령분포는 80∼84세 139 (76.8%), 

85-89세 36 (19.9%), 90세 이상 6 (3.3%) 다(Fig. 1). 

수술시기 별 환자수의 변화를 보면 1989∼1995년 27

(14.9%), 1996∼2000년 50 (27.0%), 2001∼2005년 

103 (56.9%)로 증가하 다. 상군은 동기간  시행

된 체 장암 수술의 1.54% (181/11,765) 으며, 기

간별비율은 1989∼1995년 2.0%, 1996∼2000년 1.6%, 

2001∼2005년 1.3%로 기간별로 체 수술에서 차지하

는 비율은 증가하지 않았다.

2) 술  동반질환

  술  동반질환을 갖고 있는 군은 126 (69.6%)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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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linico-pathologic characteristics

No (%)

Location

Stage

Bormann type

Differentiation

Rt. colon*

Lt. colon
†

Rectum

Not determined

0, I, II

III, IV

Not determined

I

II

III

Not determined

WD
‡, MD§

PD∥, Mucinous

Neuroendocrine

Not determined

51

56

72

2

94

79

8

24

102

29

26

132

24

1

24

(28.2)

(30.9)

(39.8)

(1.1)

(51.9)

(43.7)

(4.4)

(13.3)

(56.4)

(16.0)

(14.3)

(72.9)

(13.3)

(0.5)

(13.3)

*Rt. colon = from cecum to transverse colon, including appen-

dix; 
†Lt. colon = from splenic flexure to sigmoid colon;  

‡
WD = well differentiated; 

§
MD = moderately differen-

tiated;  
∥PD: poorly differentiated.

Table 3. Categorization according to curability and emergent 
operation

Curative

op. 

Palliative

op.

Total

No. (%)

Emergency op.*

Elective op.

  2 (1.1%)

148 (81.8%)

 5 (2.8%)

26 (14.4%)

  7 (3.9%)

170 (94.0%)

Total 150 (82.9%) 31 (17.1%) 181 (100%)

*op. = operation.

Table 1. Preoperative Co-morbidities

No. %

Hypertension

Cardiac Disease

Pulmonary tuberculosis

Diabetes mellitus 

BPH* & voiding problems 

Chronic renal failure

Pulmonary disease

Stroke

Liver disease

53

29

26

21

17

16

13

8

3

29.3

16.0

14.4

11.6

9.4

8.8

7.2

4.4

1.7

*BPH = benign prostatic hypertrophy.

다. 고 압이 53 (29.3%)로 가장 많았고, 심증, 부

정맥 등을 포함한 심질환이 29 (16.0%), 완치 폐결핵 

26 (14.4%), 당뇨 21 (11.6%) 순이었다(Table 1). 1개

만의 동반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는 71 (39.2%), 2개 

35 (19.3%), 3개 15 (8.3%), 4개 이상은 6 (3.3%)

으며, 동반질환이  없었던 환자는 55 (30.4%)

다.

3) 장암의 임상병리  특징

  상군의 술  주 증상은 출 이 45.3%로 가장 많

았으며, 배변 습 의 변화가 40.9%, 통증29.3%, 폐쇄 

12.7%이었다. 장암의 치는 우측결장 28.2%, 좌측

결장 30.9%, 직장 39.8%으로 직장이 가장 빈번했다

(Table 2). 

  수술은 정규수술이 174 (96.1%), 응 수술이 7

(3.9%)에서 시행되었고, 근치 제술은 150 (82.9%), 

고식  수술은31 (17.1%) 다(Table 3). 근치  수술 

  근치수술  응 으로 장루술을 시행한 환자가 

4명 있었기 때문에, 실제 응  수술이 시행된 경우는 

11 (6.1%) 는데, 응  수술의 원인은 장폐색 9 , 장

천공 2 다. 고식 수술의 주 원인은 이 는데, 

31   28 (90.3%)에서 타 장기 이 소견을 보 고, 

이  간 이가 11 (39.3%), 복막 이가 8 (28.6%), 

두 군데 이상 이 병소가 6 (21.4%) 다. 고식  수술

의 종류는 우회로술 10 (32.3%), 장루술 9 (29.0%), 

개복 후 폐복 1 (3.2%) 순이었고, 나머지는 원발병소

는 제거하 으나 국소침윤 병변 는 이 병변을 제

거하지 못한 경우가 11 (35.5%) 다. 

  육안  형태인 Borman type은 ( 상군 총 155 ), I이 

24 (13.3%), II가 102 (56.4%), III가 29 (16.6%)

고, 분류가 안 된 경우가 26 (14.3%) 다. 장암세포

형의 분석은 고분화 선암종33 (18.2%), 분화 선암

종 99 (54.7%), 분화 선암종 12 (6.6%), 액암종 

12 (6.6%) 다. 그리고 신경내분비암종이 1 (0.6%) 

있었다(Table 2). 고식  수술을 시행하여 종양의 체 

조직을 얻을 수 없었던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 다. 

병기를 분석하면, 0기 1.1%, I기 11.6%, II기 39.2%, III

기27.1%, IV기가 16.6% 다. 병기를 확정지을 수 없는 

경우가 4.4% 다(Table 2). T병기는 T3 66.3%, T2 

11.0% 순으로 많았고, N병기는 N0 55.8%, N1 19.9%, 

N2 12.2% 으며, M병기는 M0 79.6%, M1은 14.9%

다. M1의 경우 행성 이, 즉 간 이가 15 (55.6%), 

폐 이 1 (3.7%)로 가장 많았고, 복막 이 11

(40.7%) 다. 두 군데 이상 이병소가 있는 경우는 7

(25.9%) 다. M1군  12 (44.4%)에서 이 병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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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Factors associated with occurrence of postoperative 
complications (Linear regression analysis)

Variables β∥ P value

Preoperative laboratory data

  Hemoglobin

  Albumin

  Protein

  Creatine

Cardiopulmonary function

  PaO2*

  EF†

  FEV1‡

  FVC§

  CEA

  0.009

−0.140

−0.160

−0.084

−0.011

−0.020

  0.001

−0.004

  0.000

0.854

0.372

0.176

0.593

0.036

0.129

0.702

0.431

0.388

*PaO2 = partial pressure of oxygen in arterial blood; 
†EF 

= ejection fraction; ‡FEV1 = forced expiratory volume in 

1 sec; 
§
FVC = forced vital capacity; 

∥
β = unstandardized 

coefficients.

Fig. 2. Survival curves of colorectal cancer patients older 

than 80 years. Survivals in the patients undergone curative 

resection were longer than palliative resection (P＜0.001). 

Table 4. Factors associated with occurrence of postoperative 
complications (Linear by linear analysis)

Variables Value df
† P value

ASA score*

No. of preoperative

  co-morbidity

1.207

0.211

1

1

0.272

0.646

*ASA score = The American Society of Anesthesiologists 

score; 
†df = indicates degree of freedom.

한 제술이 시행되었다. 

4) 술 후 합병증

  술 후 합병증은 총 66 (36.4%)에서 발생하 다. 빈

도는 배뇨장애 22 (12.2%), 창상 합병증 18 (9.9%), 

장마비 15 (8.3%), 술 후 망상증상 10 (5.5%), 폐렴 

동반 패 증 7 (3.9%), 출  5 (2.8%), 요로계 감염 

3 (1.7%), 문합부 출 2 (1.1%) 다. 배뇨 장애를 

보인 체 환자(n=22) , 남자가 14 (63.6%), 여자가 

8 (36.4%)로 남자에서 더 많이 발생하 고, 모두 퇴

원 시에는 문제가 없었다. 직장암을 근치 으로 제

한 환자(n=74)  15 (20.3%)에서 배뇨장애가 발생하

는데, 이는 체 배뇨 장애 환자  68.1%를 차지하

다. 술 후 1개월 이내 사망한 환자는1명(0.6%)으로 

술 후 10일째 독성 간부 , 췌장염, 성신부 으로 사

망하 다.

  환자들의 술 후 합병증 발생에 미칠 수 있는 인자를 

분석하 는데, 술  동반질환의 수와 합병증과는 상

계가 없었다(P=0.646) (Table 4). 술  환자의 

액 검사 소견 , 동맥  산소분압이 술 후 합병증의 

발생과 연 이 있었다(P=0.036). 심장, 폐 련 술  

검사, 술  태아성암항원(CEA) 수치는 합병증과 연

이 없었다(Table 5). 응  수술 여부, 근치  수술 여부 

역시 술 후 합병증의 증가와 연 이 없었다(각각 

P=0.741, P=0.700).

5) 보조치료와 생존율

  술 후 항암치료를 받은 환자는 56 (30.9%)로, 이  

경구 항암치료를 받은 환자는 40 (22.1%) 다. 방사

선치료를 받은 환자는 5 (2.8%) 다. 항암치료를 시

행한 환자의 병기는 IIIB 10 (17.9%), IIIC 6 (10.7%), 

IV 7 (12.5%) 고, 이  고식  수술이 시행된 환자

가 7 (12.5%) 다.

  상군의 체 생존율은 3년 생존율 60.4%, 5년 생존

율 38.8% 다. 이  근치  제술을 시행한 환자군

(n=150, 82.9%)의 3년 생존율은 69.0%, 5년 생존율은 

44.3% 다(Fig. 2). 항암치료를 시행한 군(n=50, 27.6%)

에서의 3년 생존율은 38.5%, 5년 생존율은 25.7% 고, 

항암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군(n=131, 72.4%)의 3년 생

존율은 72.6%, 5년 생존율은 42.4% 다. 근치  제

술을 시행한 환자군  항암치료를 시행한 군(n=42)에

서의 3년 생존율은 35.0% 고, 항암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군(n=108)의 3년 생존율은 80.9% 다.

  근치  수술을 시행한 것이 생존율의 증가와 유의

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P＜0.001).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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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Factors associated with survival rate (COX univariate regression analysis)

Variable Hazard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P value

Preoperative laboratory data

  Hemoglobin

  Albumin

  Protein

  Creatine

Cardiopulmonary function

  PaO2*

  EF†

  FEV1‡

  FVC§

  ASA score∥

CEA

No. of preoperative co-morbidity

Curative operation

Clinico-pathologic characteristics of cancer

  Location

  Bormann type

  Differentiation

Postoperative complication

Postoperative chemotherapy

0.859

0.781

0.659

1.498

1.011

0.971

0.999

0.998

1.544

1.001

0.956

3.017

0.908

1.299

1.220

1.143

1.800

0.748, 0.987

0.276, 0.781

0.451, 0.961

1.026, 2.188

0.996, 1.026

0.938, 1.006

0.985, 1.013

0.981, 1.015

0.783, 3.042

1.000, 1.002

0.687, 1.329

2.040, 4.462

0.822, 1.003

1.155, 1.461

1.078, 1.380

0.779, 1.679

1.708, 1.978

  0.032

  0.004

  0.030

  0.037

  1.151

  0.102

  0.847

  0.815

  0.210

  0.061

  0.789

＜0.001

  0.057

＜0.001

  0.002

  0.494

  0.201

*PaO2 = partial pressure of oxygen in arterial blood; 
†EF = ejection fraction; ‡FEV1 = forced expiratory volume in 1 sec, 

§FVC = forced vital capacity; ∥ASA score = The American Society of Anesthesiologists score.

후 항암치료와 생존율의 증가는 상 계가 없었고

(P=0.201), 근치 수술 후 시행한 항암치료와 생존율 

역시 상 계가 없었다(P=0.328).

  술  동반질환의 개수와 생존율은 유의한 상

계가 없었다(P=0.789). 술  액검사소견 , 색소

수치(P=0.032), 총단백(P=0.030), 알부민(P=0.004) 수치

는 높을수록 생존율이 증가하 고, 크 아틴 수치는 

낮을수록 생존율이 증가되었다(P=0.037). 심장, 폐 

련 술  검사 소견은 모두 술 후 생존율에 향을 미

치지 않았다. 술  태아성암항원(CEA) 수치 역시 생

존율과 유의한 상 계가 없었다. 장암의 임상병리 

소견 , Bormann type이 I, II에 가까울수록 생존율이 

증가되었고(P＜0.001), 분화도가 좋을수록 생존율이 증

가되었다(P=0.002). 술 후 발생한 합병증 여부는 생존율

의 증가에 향을 미치지 않았다(P=0.494)(Table 6).

고      찰

  최근 생존기간의 증가로 고령층 인구의 비율이 증

가하고 있으며, 고령의 환자 역시 증가하고 있다.1 특

히 장암의 경우는 나이가 들수록 발생률이 높아진

다고 알려져 있는 만큼3 장암으로 진단을 받고 수술

 치료를 요하는 고령의 환자 수도 차 증가하고 있

는 추세이다. 본원의 경우 80세 이상 장암 환자의 수

술빈도가 차 증가되었다. 그러나 동 시기에 시행된 

체 장암 환자 에서 차지하는 80세 이상 고령 환

자의 비율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 다. 이는 본

원 장항문분과의 특성 상 1995년 이후에 분과의 규

모가 차 커지면서 체 수술건수의 증가가 더 

하 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한 고령 환자의 

수는 증가하 으나 체 장암 환자 수의 증가로, 상

으로 고령 환자의 비율이 어들었을 가능성도 

있다.

  고령의 환자는 술  이미 진단받은 질환을 갖고 있

는 경우가 많으며,7,9,12 그  고 압과 심장질환이 많

았다. Kirchgatterer 등12은 뇌출   뇌졸 이 1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하기도 하 다. 이 의 많은 연

구에서 술  동반질환의 수가 많을수록 술 후 합병증

의 발생빈도  단기사망률이 증가한다고 보고하

다.9,13-15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술  동반질환의 수가 

합병증 발생과 생존율에 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술  기능 평가의발달로 수술에 문제가 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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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에 한 험도를 평가하고 교정하는 것과 술 후 

리법의 발달 때문으로 생각된다.

  고령 환자에서는 정기검진 상에서 장암이 진단되

는 경우 보다는 술  증상으로 출 이나 통증, 폐쇄와 

같이 뚜렷한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을 방문한 후 진단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증상을 평소 자각하지 

못 하다가 장폐색 등이 심해져 응  수술을 요하는 상

태로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가 6%에서 많게는 29%에 

이르고 있다.7,8 고령 환자에서 시행된 고식 인 수술

의 비율은 10∼21%로, AJCC 병기 IV인 환자의 비율이 

14∼20%인 것에 비해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9 

  고령 환자에서 술 후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32~37%

로 보고되고 있으며,7,9,12 본 연구에서도 36.4% 는데, 

이는 본원에서 분석된 체 연령의 장암 술 후 합병

증 빈도인 18.2%에 비해 높았다.15 배뇨 장애는 직장암 

수술 후의 주 합병증으로 알려져 있으며,15,16 Park 등15

이보고한 본원 연구에서도 배뇨 장애를 보인 환자의 

90.0%가 직장암 수술환자 는데, 본 연구에서는 배뇨

장애 환자  직장암 수술이 차지하는 빈도가 68.1%로 

이보다 낮았다. 상 으로 직장이 아닌 치의 장

암 수술 후 배뇨장애의 빈도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술 

후 1일째 배뇨 을 제거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따라

서 만약 술 후 배뇨  재삽입의 빈도를 이고자 한다

면, 직장 수술이 아닌 경우에도, 술  립선 비 증

을 진단받은 환자나, 술 후 자발배뇨가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상되는 고령 환자에서의 배뇨  제거 시기

를 늦추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고령 환자에서는 

상처감염의 발생빈도가 높고, 패 증, 섬망과같은 

신 상태 하와 연 된 합병증의 발생이 빈번하

다.7,9,10 따라서 고령 환자의 약한 조직 상태를 고려한 

수술 술기  상처 합, 술 후 환자 리에세심한 

심이 필요하다. 술  폐기능의 감소가 술 후 합병증과 

1개월 이내 사망률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으며,9,17 

본 연구에서도 술  평가항목 , 동맥  산소분압만

이 술 후 합병증의 발생과 연 이 있었다. 따라서 술 

 호흡운동기(incentive Inspirometer) 사용, 술 후 폐 재

활치료  산소보충 등을 극 으로 시행해야 한다. 

고령 환자의 장암에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5년 생존율은 0∼20%정도이지만,8,12 수술 후 5년 생존

율은 30% 이상으로 보고되고 있다.8,9 특히 근치  수

술을 시행하 을 때는 생존율이 47∼66%로 증가되며, 

이는 일반환자나 은 환자의 생존율과 비슷한 수

이다.18 본 연구에서도 근치  제술 시 생존율이 의

미 있게 증가되었다. 따라서 고령의 환자에서도 극

인 근치  제술이 고려되어야 한다.

  술 후 항암치료는 Duke’s C 병기 장암 환자에서 

생존율 향상에 도움을 주는 정립된 치료 방침이 되었

지만,19 많은 보고들에서 고령의 환자들은 은 연령의 

환자에 비해 술 후 항암치료를 받는 빈도가 다고 하

다.20-22 이는 집도의사가 술 후 보조 인 치료를 하

지 않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가족이나 환

자의 보조치료 거부 때문일 수도 있다. Köhne 등23은 

고령의 환자에서 생존율에 향을 미치는 것은 국소

 는 원발병소 제거와 이 재발을 막는 것이며, 따

라서 항암치료가 근치요법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

다. 그런데본 연구에서는 근치  제술 우뮤와 상

없이 항암치료를 시행한 군의 생존율이 항암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군의 생존율에 비해 낮았다. 이는 항암

치료를 시행한 군 의 반 인 병기가 높고, 수술방법

으로도 근치  수술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항암치료를 

의뢰하 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80세 이상 고령 환자의 장암 수술 후 병원 내 사망

률은 2∼16%로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지만,7,13 본 연구

에서는 병원 내 1개월째 사망률은 0.6% 다. 생존율에 

향을 미치는 인자로 분석된 술  색소, 총단백, 

알부민, 크 아틴 등 술  기본검사들은 평소 환자의 

건강상태를 반 하는 것이지만, 수술 에 확인 후 보

충하거나 교정을 시도할 수 있는 것들이므로, 술 에 

이들 검사를 꼼꼼히 살펴보고 교정을 하는 것이 필요

하다. 아울러 술 후 리를 극 으로 시행하면, 고령 

장암 환자의 사망률을 하게 이며 생존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생각된다.

결      론

  80세 이상의 장암 환자의 경우 술 후 합병증의 발생

이 빈번하나, 부분철 한 술  리  동반질환에 

한 엄격한 조 로 극복할 수 있었으며, 술 후 비교  

양호한 생존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80세 이상

의 고령의 장암 환자의 경우 철 한 술 후 리를 

포함한 극 인 수술  치료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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