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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o analyze and compare the results of robotic partial nephrectomy (RPN) at a single 
center with the previous large-scale studies in terms of perioperative and oncological out-
comes.
Materials and Methods: We retrospectively evaluated 1,013 cases of RPN in our center data-
base from December 2008 to August 2018. Total 11 cases were excluded in final analysis. We 
evaluated perioperative outcomes as the Trifecta achievement, which is defined as no positive 
surgical margin (PSM), no perioperative complications greater than Clavien-Dindo classification 
I and a warm ischemia time of <25 minutes. In addition, we analyzed pathological and onco-
logical outcomes; recurrence, metastasis, all-cause deaths, cancer-specific deaths, and 5-year 
survival rates.
Results: In 1,002 cases, the Trifecta achievement was 61.1% (n=612). The postoperative com-
plication was 18.4% (n=184) but most were grade 2 or less (14.9%, n=145). Ninety-three cases 
(9.28%) had benign and 907 cases (90.5%) had malignant pathologies. A local recurrence were 
14 cases (1.54%) and distant metastasis were 20 cases (2.2%) during follow-up periods. All-
cause death rate was 1.2% (n=11) and cancer-specific death rate was 0.2% (n=2). The median 
follow-up period was 39 months. A 5-year recurrence-free survival rate, cancer-specific survival 
rate, and overall survival rate were 95.2%, 99.7%, and 98.4%.
Conclusions: In summary, our data shows comparable perioperative outcomes to other large-
scale studies of RPN in terms of the Trifecta achievement with similar baseline characteristics. In 
terms of oncological outcomes, there was lower rate of PSM and similar recurrence free survival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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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국소신장암(localized renal cell carcinoma)은 초음

파, 전산화단층촬영, 자기공명영상 등의 영상진단 기술의 

발전에 따라 조기 진단이 늘어나면서 유병율이 매년 증가

하는 추세이다.1 국소신장암은 수술적 치료가 가장 최선

의 치료법이며, 특히 4 cm 이하의 작은 신장 종양(small 

renal masses)의 경우나 4 cm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기

술적으로 가능한 경우라면 근치적 신장절제술이 아닌 부

분신장절제술을 포함한 신보존수술(nephron-sparing 

surgery)을 시행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2 

신보존수술은 신기능을 보존해 만성신장병으로의 진행

을 줄이고 심혈관사건을 줄여 전체생존율을 올린다는 여

러 후향적 연구들이 있다. 2014년에 발표된 Capitanio 

등3의 연구에서 부분신장절제술군은 심혈관사건이 1, 5, 

10년에 각각 5.5%, 9.9%, 20.2%가 발생했음에 비해 근

치적 신장절제술군에서는 8.7%, 15.6%, 25.9%가 발

생하였다(p=0.001). 그러나 신보존수술과 근치적 신장

절제술을 비교한 유일한 무작위 비교분석인 European 

Organization for Research and Treatment of Cancer 

(EORTC) 30904 코호트 연구에서는 두 군 간에 전체생

존율의 차이가 없었다.4 다만 EORTC 30904 코호트 연

구는 poor accrual로 조기 종료된 연구이며, 치료군 간 

crossover로 인해 편향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있다.3 한편 

신보존수술은 근치적 신장절제술과 비교해 술 후 재발률

에 있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4 

신보존수술의 방법은 개복하 부분신장절제술(open 

partial nephrectomy), 복강경하 부분신장절제술(lapa-

roscopic partial nephrectomy), 로봇보조 부분신장

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다. 특히, 로봇보조 부분신장절제

술은 복강경하 부분신장절제술에 비해 확대된 시야와 인

체공학적 움직임을 제공하여 봉합술 등 여러 술기의 난

이도를 낮추어 복강경하 부분신장절제술을 대체하고 있

다.5 실제로 개복하 부분신장절제술과 복강경하 부분신장

절제술의 전체생존율(overall survival rate)과 무진행생

존율(progression-free survival rate)은 차이가 없었으

며, 복강경하 부분신장절제술에 비해 로봇보조 신장부분

절제술은 온허혈시간(warm ischemic time), 추정 실혈

량(estimated blood loss) 및 합병증 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2,6-9

하지만, 로봇보조 부분신장절제술을 시행받은 대규모 

환자군에 대한 주술기 결과 및 종양학적 결과를 평가한 

보고들이 주로 서구권에서 보고된 것으로 동양권 환자에

서의 대규모 분석 자료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10-16 본 

연구진은 국소 신장암의 치료를 위해 국내 단일 기관에서 

시행한 로봇보조 부분신장절제술 1,002예의 주술기 결과 

및 종양학적 결과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인에서의 로봇보조 부분신장절제술의 유용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이 연구는 2008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삼성서

울병원에서 로봇보조 부분신장절제술을 시행받은 1,013

명의 환자 정보를 후향적으로 취합하여 시행한 환자군 연

구(case series)이다. 배제기준으로 (1) 암이 양측성으로 

있는 경우 (9건), (2) 2개 이상의 종괴가 있는 경우 (1건), 

(3) 자료가 부족한 경우 (1건)을 설정하여 분석에서 제외

하였다. 이에 총 11건을 제외하여 1,002건에 대한 기본 

임상 정보(baseline characteristics), 주술기 결과, 병리

학적 결과, 종양학적 결과를 분석하였다. 

수술 방식은 경복강경식(transperitoneal) 및 경후복

강경식(retroperitoneal) 총 2가지 방법으로 시행되었으

며, 수술 시 두 방식의 선택은 주로 종양의 위치 및 술자의 

선호도에 따라 결정되었다. 전산화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CT) 또는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

nance imaging, MRI)상 종양이 전방(anterior) 또는 외

측(lateral side)에 존재하면 주로 경복강경식으로, 후방

(posterior) 혹은 후외측(posterolateral side)에 존재하

면 주로 경후복강경식으로 시행하였으며, 이전 수술력, 종

양의 복잡도, 수술 전 영상에서 보이는 신장주위지방의 

양도 수술방식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로봇보조 부분신

장절제술은 기존에 보고된 통상적인 술식으로 진행되었

다.17,18 

취합된 환자의 기본 임상 정보는 나이, 성별, 체질량지수

(body mass index), 당뇨 및 고혈압 기왕력, American 

Society of Anesthesiologists physical status classi-

fication, 수술 전 혈색소 수치,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 

추정 사구체 여과율(estimated glomerular filtration 

rate), 만성콩팥병 여부, 종양의 방향, 종양의 크기, CT 혹

은 MRI로 추산한 R.E.N.A.L nephrometry score 및 종

양의 외향성/내향성(exophytic/endophytic)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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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술기 결과를 확인한 요소는 수술 방식, 수술 시간, 온

허혈 시간, 추정 실혈량, 수술 시 수혈 여부, 장손상, 간손

상, 근치적 신장전절제술 혹은 한손보조 복강경하 부분

신장절제술로의 전환 여부, 수술 후 30일 이내 합병증 정

도, 재원일수, Trifecta criteria 달성률이었다. 수술 시

간은 절개에서부터 피부봉합까지의 시간으로 정의하였

으며, 온허혈 시간은 bulldog clamp로 신동맥을 압박

한 때로부터 압박을 해제한 때까지의 시간으로 정의하였

다. 합병증은 Clavien-Dindo classification 체계를 이

용하였다.19 이 연구에서는 절제번연음성이면서 온허혈 

시간이 25분 이내이며 주술기 합병증이 Clavien-Dindo 

classification grade I 이하일 때 Trifecta criteria를 

달성하였다고 정의하였다. 

술 후 병리학적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2004 World 

Health Organization criteria에 따라 조직형을 판독

하고 Fuhrman grade에 따라 nuclear grade classifi-

cation을 하였다.20 병리검사는 삼성서울병원 비뇨 병리

(genitourinary pathology) 전문의들이 시행하였다. 병

기는 2010 American Joint Committee of Cancer 

staging Manual에 따라 분류하였다.21 

종양학적 결과는 국소 재발 여부, 원격전이 여부, 재

발 시까지의 시간, 5년 무재발 생존율(recurrence-free 

survival [RFS] rate), 5년 암특이 생존율(cancer-speci-

fic survival rate) 5년 전체생존율(overall survival 

rate)에 대해 조사하였다. 

통계는 IBM SPSS Statistics ver. 25.0 (IBM Co.,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및 Kaplan-

Meier 방식에 따른 생존분석을 하였다. 

이  연 구 는  삼 성 서 울 병 원  임 상 시 험 심 사 위 원 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에서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IRB 승인번호: 2021-06-065-001, 승인일

자: 2021.06.14.).

결      과

1. 기본 임상 정보(Baseline Characteristics)

기본 임상 정보는 Table 1에 정리하였다. 본원에서 로

봇보조 부분신장절제술을 받은 환자의 median age는 

51세(43세–59세)였으며 남자는 67.7% (n=678), 여자는 

32.3% (n=324)였다. 수술 전 creatinine 중위값은 0.87 

mg/dL (interquartile range [IQR], 0.73–0.99 mg/dL)

였다. CT 또는 MRI상 종양의 장경 중위값은 2.70 cm 

(IQR, 1.90–3.60 cm)로 측정되었고, 종양의 위치는 우

측 51.7% (n=518), 좌측 48.3% (n=484)로 비슷하였다. 

R.E.N.A.L. nephrometry score 중위값은 7 (IQR, 6–8)

이었으며, 7–9점이 49.2% (n=493)로 가장 많았다. CT

상 종양 성장 패턴은 크기의 50% 이상이 외향성인 경우

가 31.8% (n=319), 50% 이하가 외향성인 경우가 43.7% 

(n=438)였으며, 종양 전부가 내향성인 경우가 24.2% 

(n=242)에 달했다.

Table 1. Demographic and preoperative data for patients under
going robotassisted laparoscopic partial nephrectomy

Variable Value

No. of patients 1,002 (100)
Age (yr) 51 (43–59)
Sex
   Male 678 (67.7)
   Female 324 (32.3)
Body mass index (kg/m2) 25.15 (23.97–27.27)
Diabetes 120 (12.0)
Hypertension 321 (32.0)
ASA PS classification
   I 368 (36.7)
   II 606 (60.5)
   III 28 (2.8)
Preoperative Hb (g/dL) 14.5 (13.4–15.5)
Preoperative creatinine (mg/dL) 0.87 (0.73–0.99)
Preoperative eGFR (mL/min) 87.8 (77.93–97.90) 
Preoperative CKD stage ≥III 43 (4.3)
Laterality
   Right 518 (51.7)
   Left 484 (48.3)
Tumor size (cm) 2.70 (1.90–3.60)
R.E.N.A.L score 7 (6–8)
R.E.N.A.L score category
   4–6 437 (43.6)
   7–9 493 (49.2)
   10–12 69 (6.9)
   Unknown 3 (0.3)
Tumor growth patter
   >50% exophytic 319 (31.8)
   <50% exophytic 438 (43.7)
   Entire endophytic 242 (24.2)
   Unknown 3 (0.3)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or median (interquartile range).
ASA PS: American Society of Anesthesiologists physical status, Hb: 
hemoglobin, eGFR: estimated glomerular filtration rate, CKD stage: 
chronic kidney disease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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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술기 결과(Perioperative Outcomes)

주술기 결과는 Table 2에 정리하였다. 수술 시 경복강

경식으로 진행한 경우 69.6% (n=688)로 가장 많았으며, 

수술 시간 중위값은 248.0분(IQR, 205.0–299.0분), 온

허혈 시간의 중위값은 20.0분(IQR, 16.0–26.0분)이었다. 

총 5명의 환자가 무허혈방식(zero ischemia method)으

로 진행되었고 냉허혈방식(cold ischemia method)으

로 진행된 경우는 없었다. 수술 중 합병증은 1.0% (n=10

명)에서 발생하였으며, 수혈을 받은 경우가 4건, 장손상 2

건, 간손상 2건이었으며, 2건은 근치적 신장절제술로 전

환되었다. 장손상 2건은 모두 유착박리술 도중 작은 장막

(serosa) 손상으로 인해 3-0 Vicryl suture 시행하였고 

수술 후 장마비나 유출로 인한 추가 합병증은 없었다. 간

손상 2건 중 1건은 간 견인을 위한 겸자 삽입 중 간이 찔

려 Tachocomb 적용 후 지혈되었고, 나머지 1건은 간 견

인을 위한 포트와 로봇 카메라 팔 간의 충돌로 간 일부가 

찢어져 양극(bipolar) 지혈 후 Tisseel 적용 후 지혈되었

다. 간손상 2건 모두 수술 후 혈청간효소수치 상승 포함한 

추가 합병증은 없었다. 개복수술로의 전환은 없었다.

수술 후 30일 이내 합병증 발생율은 18.4% (n=184)였

으며, 대부분은 Clavien-Dindo classification grade 

II 이하(14.9%, n=149)였으나, grade III 이상이 3.5% 

(n=35)였다. Grade III 이상의 합병증 중 가장 흔한 합

병증은 색전술이 필요한 수술부위 출혈이었으며(1.7%, 

n=17), 그 중 1건은 색전술에도 출혈이 지속되어 복강경

하 지혈술을 시행하였다. 수술부위 요누출로 요관부목 삽

입술을 시행한 경우는 8건(1%)이었다. 

Trifecta criteria 달성률은 61.1% (n=612)였다. Tri-

fecta criteria 달성 실패 중 가장 흔한 이유는 온허혈 시

간 25분 이상(32%, n=321)이었다. 

3. 병리학적 결과 및 종양학적 결과

병리학적 결과 및 종양학적 결과는 Table 3에 정리하

였다. 최종 조직검사 시 종양의 장경 중위값은 2.5 cm 

(IQR, 1.70–3.30 cm)로 측정되었으며, 양성으로 확인

된 경우가 9.28% (n=93)였다. 양성종양 중에서는 혈

관근지방종(angiomyolipoma)이 43% (n=40)로 가

장 많았고, 호산성과립세포종(oncocytoma)이 25.8% 

(n=24), 혼합형 상피성 간질성 종양(mixed epithelial 

and stromal tumor)이 6.5% (n=6)로 뒤를 이었다. 악

성종양의 병리학적 병기를 확인하였을 때 T1a가 87.1% 

(n=790), T1b 11.5% (n=104), T2a 0.1% (n=1), T3a 

1.3% (n=12)이었다. 조직학적으로 투명신세포암(clear 

cell type)이 82.8% (n=751)로 가장 많았고 유두상신세

포암(papillary type)이 8.9% (n=81), 혐색소신세포암

(chromophobe type)이 6.4% (n=58)로 뒤를 이었다. 조

직검사 시 절제변연양성은 0.4% (n=4)로 확인되었다. 

수술 후 국소재발은 14명, 원격전이는 20명으로 각각 

1.5%, 2.2%였다. 원격전이의 55%는 폐전이(n=14)가 있

었으며, 반대쪽 신장 전이(25%, n=5), 후복막강 임파선 전

이(20%, n=4), 골전이(15%, n=3)가 그 뒤를 이었으며 대

장, 장간막, 부신, 임파선에 각각 1 건씩의 전이가 있었다. 

수술 후 국소 재발 및 원격전이를 보인 환자들의 주요 

임상적 특징을 Table 4에 정리하였다. 국소 재발이나 원

격전이가 확인된 환자들 중 수술 시 절제번연양성이 확인

된 경우는 없었으며, 수술로부터 국소 재발이나 원격전이

Table 2. Perioperative data of the patients undergoing robot
assisted laparoscopic partial nephrectomy

Variable Value

Robotic approach
   Transperitoneal 688 (68.7)
   Retroperitoneal 277 (27.6)
   Unknown 37 (3.7)
Intraoperative outcomes 
   Operative time (min) 248 (205–299)
   Warm ischemic time (min) 20 (16–26)
   Estimated blood loss (mL) 100 (100–200)
Intraoperative complications 10 (1.0)
   Blood transfusion 4 (0.4)
   Colon injury 2 (0.2)
   Liver injury 2 (0.2)
  Conversion to radical nephrectomy 2 (0.2)
Postoperative complication 184 (18.4)
   Grade 1 104 (10.4)
   Grade 2 45 (4.5)
   Grade 3 30 (3.0)
   Grade 4 5 (0.5)
Hospital stay (day) 6 (5–7)
Trifecta achievement
   Yes 612 (61.1)
   No 364 (36.3)
   Unknown 26 (2.6)
Cause of Trifecta failure
   Positive surgical margin 4 (0.4)
   Warm ischemic time >25 min 321 (32.0)
   Complications ≥grade 2 80 (8.0)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or median (interquartile range).

186 https://doi.org/10.22465/kjuo.2021.19.3.183

KJUO



가 확인되는 시점의 중위값은 24개월(IQR, 12–56.25개

월)이었다. 

국소 재발이 확인된 환자 중 64.2% (n=9)는 경피적 고

주파소작술(radiofrequency ablation)를 받았고, 21.4% 

(n=3)는 근치적신장절제술, 7.1% (n=1)는 경피적 냉동소

작술을 시행받았다. 원격전이가 확인된 환자 중 항암치

료제를 시작한 환자는 55% (n=11)였고, 첫 약물로 표적

치료제(tyrosine kinase inhibitor) 사용한 환자는 40% 

(n=8), 면역항암제(immuno-oncology agents)를 사

용한 환자는 10% (n=2), 인터류킨을 사용한 환자는 5% 

(n=1)였다. 원격전이가 확인된 환자 중 전이병소에 대한 

절제술을 시행한 경우는 45% (n=9)였다. 

Kaplan-Meier 방식으로 5년 무재발 생존율을 확인하

였을 때 95.2%였고, 5년 암특이 생존율은 99.7%, 5년 전

체생존율은 98.4%였다(Fig. 1). 전체 환자의 추적 기간의 

중위값은 39개월(IQR, 25.25–59개월)이었다. 

Table 3. Pathological and oncological outcomes of the patients 
undergoing robotassisted laparoscopic partial nephrectomy

Variable Value

Tumor size at final pathology (cm) 2.50 (1.70–3.30)
Histology 
   Benign 93 (9.28)
   Malignant 907 (90.5)
   Others⁎ 2 (0.20)
Pathologic T stage
   T1a 790 (87.1)
   T1b 104 (11.5)
   T2a 1 (0.11)
   T3a 12 (1.32)
Histology type
   Clear cell RCC 751 (82.8)
   Papillary RCC 81 (8.93)
   Chromophobe RCC 58 (6.40)
   Others† 17 (1.87)
Fuhrman nuclear grade
   1 27 (3.00)
   2 466 (51.4)
   3 398 (43.9)
   4 5 (0.55)
   Unknown 11 (1.21)
Margin status
   Negative 993 (99.1)
   Positive 4 (0.40)
   Unknown 5 (0.50)
Recurrence
   Local recurrence 14 (1.54)
   Distant metastasis 20 (2.20)
      Lung 11 (55)
      Contralateral kidney 5 (25)
      Retroperitoneal lymph node 4 (20)
      Bone 3 (15)
      Others‡ 4 (20)
Deaths
   All causes 11 (1.21)
   Cancerspecific 2 (0.22)
Followup periods (mo) 39.00 (25.25–59.00)

Values are presented as median (interquartile range) or number (%).
RCC: renal cell carcinoma.
⁎Two cases of failure of detecting tumor. †Five cases of multilocular 
cystic RCC, 4 cases of Xp11 translocationassociated RCC, 2 cases of 
unclassified cancer, and 1 case of (1) MiT family translocationassociated 
RCC, (2) primitive neuroectodermal tumor/Ewing sarcoma, and (3) 
mucinous tubular and spindle type RCC. ‡One case of metastasis to (1) 
colon, (2) mesentery, (3) adrenal gland, and (4) other lymph node.

Table 4. Clinical features of patients with local recurrence and 
distant metastasis

Variable Value

No. of patients 34
Tumor size at final pathology (cm) 3 (2.2–3.5)
R.E.N.A.L score 8 (6–9)
Tumor growth pattern
   >50% exophytic 13 (38.2)
   <50% exophytic 13 (38.2)
   Entire endophytic 8 (23.5)
Ischemic time (min) 21.5 (18.0–25.8)
Histology type
   Clear cell RCC 29 (85.3)
   Papillary RCC 2 (5.9)
   Chromophobe RCC 2 (5.9)
   Others⁎ 1 (2.9)
Margin status
   Negative 34 (100)
   Positive 0 (0)
Pathologic T stage
   T1a 28 (82.3)
   T1b 4 (11.8)
   T3a 2 (5.9)
Fuhrman nuclear grade
   1 1 (2.9)
   2 12 (35.3)
   3 21 (61.8)
   4 0 (0)
Hilar tumor 
   Yes 12 (35.3)
   No 22 (64.7)
Period of recurrence (mo) 24 (12.0–56.3)

Values are presented as median (interquartile range) or number (%).
RCC: renal cell carcinoma.
⁎MiT family translocation R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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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이 연구는 로봇보조 부분신장절제술에 대한 주수술 결

과 및 종양학적 결과에 대해 보고한 국내 단일기관 최대 

규모의 연구 결과이다. 총 1,002 명의 환자에서 로봇보조 

부분신장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온허혈 시간의 중위값은 

20.0분, 수술 중 합병증은 1.1%, 수술 후 30일 이내 합병

증은 18.4%, 절제번연양성은 0.4%, Trifecta criteria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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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KaplanMeier curves for 
recurrencefree survival (A), can
cerspecific survival (B), and 
overall survival (C). CI: confidence 
interval, RPN: robotic partial 
nephrect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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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률은 61.1%였다. 

총 1,185명의 다기관 연구인 Zargar 등10의 2015년 보

고와 총 960명의 다기관 연구인 Paulucci 등16의 2017

년 보고에서 술 후 합병증이 각각 14.8%, 12.0%임을 고

려하면 이 연구의 합병증 비율 (18.4%)은 다소 높은 편

이나, 주로 Clavien-Dindo classification grade I–II

의 경미한 합병증이 대부분이었으며, grade III 이상의 중

한 합병증 빈도는 비슷하거나 낮았다. 한국에서 122명의 

단일기관 연구인 Chang 등13의 2018년 보고에 의하면 

Clavien-Dindo classification grade III 이상의 합병증

이 5.7% 확인되었고, 이에 비해서 이 연구의 grade III 이

상의 합병증 비율(3.5%)은 낮았다. 

한편 Zargar 등10의 보고, Chang 등13의 보고, 

Paulucci 등16의 보고에 따르면 절제번연양성비율은 각

각 3.2%, 4.0%, 2.5%로 이 연구의 결과보다 높았다. 다만 

91명의 결과를 보고한 Wu 등14의 2015년 보고, 122명의 

결과를 보고한 Tachibana 등15의 2018년 보고에서 절

제번연양성 비율은 0%로, 이 연구에 비해 낮았다. 따라서 

이 연구의 절제번연양성비율은 타 연구들의 결과 범위와 

비교해서도 낮은 편에 속하였다.

술 후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고안된 Trifecta criteria

는 개별 연구마다 상이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2013년 

Hung 등11이 제시한 기준은 (1) 절제번연음성, (2) 무비뇨

기계합병증, (3) 신기능감소 10% 이내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였다. 그러나 다른 연구들에서는 합병증의 기준으로 

Clavien-Dindo classification을 도입하고 신기능감소보

다 수술 시 간단히 측정할 수 있는 온허혈 시간을 새로운 

기준으로 삼은 연구들이 많았다. Zargar 등10과 Paulucci 

등16은 (1) 절제번연음성, (2) 온허혈 시간 25분 이내, (3) 

무주술기합병증(Clavien-Dindo classification)으로 기

준을 제시하였다. Chang 등13은 (1) 절제번연음성, (2) 

온허혈 시간 25분 미만, (3) 무주술기합병증(Clavien-

Dindo classification)을 기준으로 제시하였고, 모든 종

양이 아닌 clinical T1에만 적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1) 절제번연음성, (2) 온허혈 시간 25분 미만, (3) 주술기

합병증 grade I 이하를 기준으로 삼았다. Grade I 합병

증은 일반적인 술 후 경과에서 특정 약물이나 시술 등이 

필요치 않고 정상적인 경과로 돌아오는 정도를 의미하며, 

진통제, 진토제, 이뇨제 등을 사용하는 정도도 grade I 합

병증에 포함된다. 본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진통제, 진토제 

등을 pro re nata 처방으로 사용하기에 grade II 합병증 

이상을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합병증으로 판단하였고, 이 

연구에서는 grade I 합병증 이하를 Trifecta 충족 기준으

로 삼았다. Trifecta criteria 달성율은 Zargar 등10의 보

고에서 70%, Paulucci 등16의 보고에서 72.2% 로 본 연

구에 비해 높았고 Chang 등13의 보고에서는 61.5%로 본 

연구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주술기 결과를 종합하면, 다른 연구들에 비해 합병증의 

비율은 다소 높은 편이지만, 대부분 grade I–II의 minor 

complication이었으며, Trifecta criteria 달성율은 비

슷하였고 절제번연양성의 비율은 낮았다. 본원의 주술기 

결과가 국내외 기관에서 도출한 결과와 비슷한 범위 내에 

속하고 우수한 면도 있음을 밝힌 것이 이 연구의 의의 중 

하나이다.

부분신절제술 시 절제번연양성이 확인된 환자는 총 4

명이었고, 이 환자군에서 재발이나 전이가 확인된 사례는 

없었다. 1명의 환자는 수술 두달 후 수술부위에 경피적 냉

동치료(percutaneous cryoablation)를 시행하였다. 

부분신장절제술이 국소신장암의 치료로 각광받으면서, 

절제번연양성과 관련한 신장암의 재발 및 예후에 대해서

는 많은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2008년에 Yossepowitch 

등22은 1,390예의 부분신장절제술의 결과에서 절제번

연양성은 절제번연음성과 비교해 신장암의 국소재발

(p=0.97)과 원격전이(p=0.18)에서 차이가 없음을 발표

하였다. 2012년의 Marszalek 등23은 review article에

서 절제번연양성이 있다면 이에 대해 수술보다는 추적 관

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2017년에 Mouracade 등24

은 단일기관 830예의 부분신장절제술 결과, high T stage 

(2–3) 가 국소 재발 및 전이의 위험도를 올리고, 7점 초과

의 R.E.N.A.L. score가 국소 재발의 위험도를 올리지만, 

절제번연양성은 음성과 비교해 국소 재발(p=0.2) 및 전이

(p=0.4)의 위험도를 상승시키지 않음을 발표하였다. 

다만 부분신장절제술의 적응증이 넓어지면서 절제번연

양성과 재발률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표하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2010년 Bensalah 등25은 절

제번연양성과 음성군의 1:1 matched study에서 절제번연

양성이 재발률은 올리지만(11% vs. 3%, p=0.03) 5년 무재

발생존율(79% vs. 92%, p=0.113), 5년 암특이생존율(88% 

vs. 91%, p=0.40), 5년 전체생존율(81% vs. 88%, p=0.70)

에는 차이가 없음을 발표하였다. 2020년 Carvalho 등26

의 연구에서 절제번연양성은 high-risk pathological 

tumor 및 low-volume surgeon experience와 관계 있

Taejin Kim, et al: Experiences of 1,002 Cases of Robotic Partial Nephrectomy

189www.kjuo.or.kr

KJUO



고 재발률(18.8% vs. 4.2%, p=0.007)은 높았으나 전체생

존율에는 차이가 없음(p=0.3)이 발표되었다. 

한편 2013년 Khalifeh 등27은 5 major center에서 시

행한 943예의 부분신장절제술의 결과를 보고하면서, 절

제번연양성은 재발률(9.5% vs. 0.7%, p<0.01)과 전이

(9.5% vs. 0.2%, p<0.01)를 높이고 무재발생존율을 낮

춤(log rank test <0.001)을 발표하였다. 또한 2016년 

Shah 등28은 multicenter 1,240예의 부분신장절제술의 

결과를 보고하며 절제번연양성은 high-risk tumor에서 

재발률을 높이는 것을 발표하였다.

이 연구 결과에서는 절제번연양성이 4건에서 확인되었

으나 재발이나 전이가 확인된 경우는 없었다. 절제번연양

성인 경우가 적어서 다른 연구와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

고, 절제번연양성과 재발률 및 무재발생존율 간의 상관관

계를 규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이 연구에서 절제번연양성

이 작았던 이유는 종괴 절제 전 초음파를 이용한 절제번

연 확인을 매번 시행한 점, 다른 연구에 비해 pathologic 

T2 이상의 비율이 적었던 점(1.43%, n=13)이 있다. 

한편 이 연구에서 국소 재발(14명)이나 원격전이(20명)

를 보인 환자 수는 34명이었으며, 특히 이 환자들은 모

두 절제번연음성이 확인되었으나, pathologic T1 환자

가 4% (32/804), pathologic T2 or T3가 15% (2/13)

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절제번영음성 외에, pathologic 

T stage가 재발에 중요한 요소일 수 있으며, 이외에도 

nuclear grade, ECOG performance status, tumor 

size 및 tumor necrosis 존재 여부 등 다양한 인자들이 

술 후 재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추적 기간의 중위값은 39개월로 Zargar 등10의 2015년 

보고와 Veeratterapillay 등12의 2017년 보고의 추적 기

간 중위값인 13.7개월, 12.0개월과 비교하면 기간이 길었

고 Chang 등13의 2018년 보고의 60개월에 비교하면 낮은 

편이었다. 추적 기간 동안 5년 RFS rate는 95.2%로 2016

년 Andrade 등29의 결과(5년 RFS rate 97.8%, 115명, 추

적 기간 중위값 61.9개월), 2019년 Vartolomei 등30의 결

과(5년 RFS rate 90.9%, 90명, 추적 기간 중위값 59개월)

와 비교하여 비슷하였다.

이 연구는 후향적 연구로서 선택비뚤림, 분류비뚤림, 회

상비뚤림의 위험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연구 기간 동

안 본원에서 로봇보조 부분신장절제술을 시행한 술자는 

9명이었고, 1명의 술자가 총 수술의 71.6% (n=718)를 시

행하였고, 다른 술자 1명에 의해 11% (n=114)의 수술이 

시행되었다. 다른 7명의 술자는 100예 이하를 시행하였

고 그 중 10예 이하를 시행한 술자는 4명이다. 한 기관에

서 발표된 연구이지만 9명이라는 다양한 술자가 포함되

어 개개인의 학습곡선(learning curve)이 수술 결과에 영

향을 줄 수 있는 이질성(heterogeneity)의 위험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전체 대상군의 80% 이상

이 학습곡선을 이미 극복한 두 술자에 의해 수행된 결과

이므로, 이러한 이질성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결      론

본원에서 시행한 1,002예의 로봇보조 부분신장절제술

을 받은 환자군의 주술기 결과, 병리학적 및 종양학적 결

과를 후향적 환자군 연구로 분석하였으며 기존 발표된 대

규모 연구와 비교하여 수술 후 30일 이내 합병증 비율은 

높았으나 대부분 경증이었고 Trifecta 달성율은 비슷하였

으며 절제번연양성 및 수술 중 합병증 발생율은 낮았다. 

이 연구 결과는 국내에서 로봇보조 부분신장절제술에 대

해 시행된 최대 규모의 단일기관 환자군에 대한 연구로, 

국소신장암 치료에 있어 로봇보조 신장부분절제술의 유

용성을 대규모의 코호트에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

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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