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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nefit of Adjuvant Treatment of Cholangiocarcin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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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담도계에 발생하는 악성종양은 담낭과 담관의 상피세포에서 발생하는 종양을 말하며, 발생 위치에 따라 

간내 담관, 간문부, 원위부 담관에서 기원하는 담관암종(cholangiocarcinoma)과 담낭암을 포함한다. 담관암

종과 담낭암은 대부분 선암이며,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 악성 종양 중 발생등록분율 2.3%, 9위,1 2012년 사

망분율 5.0%, 6위를 차지하며,2 사망률은 10만 명당 7.3명으로2 서양에 비해 담도계암의 빈도가 높다. 담도

계 악성 종양의 특징은 림프절 전이, 주요 혈관침윤, 원격전이가 흔해 조기에 진단되는 비율은 10% 이하로 

낮기 때문에 현재까지 5년 생존율은 20-30% 정도이며, 수술이 불가능한 담도계 악성 종양의 중앙 생존기간

은 1년 이하이다.

수술만이 유일한 완치법이므로 근치(R0) 절제를 하는 것이 예후에 가장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담도계의 

해부학적 특성상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암의 부위에 따라 다르다. 수술적 치료 후에도 재발이 매우 흔하다. 

그러므로 담도계 악성 종양의 예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조기에 발견하여 근치 절제를 하고 재발을 줄이

기 위한 보조 치료(adjuvant treatment)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잘 연구된 전향적 무작위 3상 연구가 부족하며, 현재까지 발표된 대부분의 

연구가 후향적이거나, 적은 수의 환자만을 포함하고 있는 2상 연구인 경우가 많다. 후향적 연구이므로 젊거

나 전신상태가 좋은 환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보조요법을 시행 받았을 가능성이 있겠다. 반면에 재발 위험인

자를 많이 가질수록 더 적극적으로 보조요법을 시행 받았을 가능성이 있겠다. 

치료에 있어서도 황달과 담관염의 치료나 복잡한 수술 방식, 수술 후 높은 이환율, 사망률 등이 예후에 미

치는 영향이 커서 항암제나 방사선의 순수한 치료 효과를 알기 어렵게 할 수 있다.

또한 생물학적 특성, 위험인자, 임상경과, 치료 반응 등이 서로 다른 간내담관암, 간외담관암, 담낭암, 팽

대부암 심지어는 간세포암 등을 포함하고 있는 연구가 많아 임상의로서 실제 환자에 적용하기 매우 어려운 

점이 있다. 절제율(팽대부암 70%, 담낭암 40-50%, 담관암 30% 내외)과 이에 따른 예후(팽대부암 50-70%, 

원위부담관암이나 담낭암 25-50%, 간내담관암 20-40%, 간문부담관암 15-35%)도 부위마다 매우 다르다. 본 

원고에서는 간내담관암과 간외담관암을 중심으로 기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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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본  론

1. 재발양상 및 예후인자

근치적 수술을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간내 담관암이나 담낭암은 주로 간이나 복막 등에 

원격전이로 재발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수술 후 보조치료로 방사선치료 보다는 전신 항암요법이 중요할 

것으로 여겨진다.3,4 이에 비해 간외담관암은 상대적으로 국소재발의 빈도가 더 높다. 재발에 이르는 시간도 

간내 담관암이나 담낭암이 간외담관암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다.

담도계 악성 종양의 수술 후 예후를 반영하는 인자로는 림프절 전이유무, 근치적 절제 유무(절제연의 암

세포 잔존유무), 종양병기, 조직학적 정도, 혈관 침범, 신경주위 침범, CA19-9 등이 있다.5,6 이 중 가장 중요한 

인자는 림프절 전이 유무와 근치적 절제유무이다. 그러므로 림프절전이가 있거나 근치절제가 안된 환자는 

적극적인 보조치료가 필요하다고 하겠다.7-10

2. 방사선치료
 
다른 많은 소화기암에서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동시화학방사선 치료(concurrent chemoradiotherapy, CCRT)

를 하고 있고, 담도계암에서도 전통적으로 국소 재발을 줄이기 위해 방사선치료를 시행하고 있다.11 미국 인구를 

대상으로 한 여러 역학 연구에서도 주로 방사선치료가 보조요법으로 사용되었다.12-15 그러나 역시 모두 후향적 

연구이고 전향적 무작위 연구가 거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수술 방법, 방사선기법, 또는 사용한 방사선 민

감제 등이 여러 연구들에서 각기 달라 결과가 다양하여 논란이 있어 확실한 증거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웠다. 

현재까지 방사선 치료가 수술 후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한 전향적 연구 결과가 없으므로, 신뢰도 

높은 결론을 얻으려면 메타분석이 대안일 수 있다. 최근 간외담관암에서 수술 후 방사선치료의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이 발표되었다.16 10개의 후향적 코호트 연구들을 모아 분석한 이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

가 나왔고(HR 0.62; 95% CI 0.48 to 0.78, p<0.001), 특히 이들 치료를 받은 환자의 많은 부분(69%)이 절

제면 양성 또는 림프절 전이가 동반된 경우이었다.

3. 수술 후 보조 항암화학요법

비록 후향적 연구들에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제시되었지만, 효과적인 항암제의 부재로 인해 현재로서는 대

규모 전향적인 연구의 수행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술 후 보조항암화학요법에 대해 1개의 전향적 무작위 연구가 있는데, 5-FU와 mitomycin을 사용한 다

기관 연구로 담관암에서는 유의한 생존율 증가가 없는 반면 담낭암 환자에서는 5년 생존율이 26%와 14.4% 

(p=0.037)로 생존율 증가를 보고하였다.17 근치절제 여부로 구분하였을 때 근치절제군에서는 생존율의 차이

가 없는 반면에(46%와 31%, p=0.15), 비근치절제군에서는 생존율 증가를 보고하였다(9%와 0%, p=0.02). 

하지만 환자수가 많지 않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술 방법이나 병리조직학적 특성들에 관한 자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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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하여 명확한 결론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이후 보조항암요법에 관한 전향적 무작위대조 연구가 없었고, 환자수가 적은 몇 개의 후향적인 연구

만 있었는데 생존율의 증가를 명확히 증명하지는 못했다.18

1) Gemcitabine

최근 Gemcitabine이 췌장암 치료의 표준으로 확립되면서 1999년부터 담도계 악성 종양에서도 시도되기 

시작했다.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들에서 gemcitabine 단독치료의 반응률은 7-27%로 다양하여 평균 20% 정

도이며, 중앙생존기간은 대개 8개월 미만(5-14개월)으로 보고되어 비록 직접적 비교는 아니지만, 보존적 치

료만 한 환자들의 문헌보고 보다는 대개 높았다. 

최근 104개의 임상 연구와 2,810명의 수술이 불가능하여 고식적 항암치료를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메

타분석한 연구에서는 여러 약제들 중에서 gemcitabine과 cisplatin 병합요법이 반응률이 가장 높았고, irino- 

tecan이나 taxane제제는 낮았다.19

최근 96명의 원위부 담관암이 포함된 팽대부 주위암을 분석한 ESPAC-3 연구에서 비록 다른 암들이 포함

되었지만 gemcitabine 보조요법이 예후 인자이며 부작용도 적다고 보고되었다.20

췌장암 환자에서 gemcitabine 단독보조요법의 효과를 보고한 CONKO-001 연구를 반영하여21 담도계암에

서도 gemcitabine을 이용한 몇몇 전향적 임상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2) Gemcitabine과 platinum

최근 영국에서 수술이 불가능한 담도계 악성 종양 환자들을 대상으로 다기관, 전향적 3상 연구 결과가 발

표되었다(Advanced Biliary Cancer (ABC)-02 Trial).22 총 410명의 gemcitabine 단독군과(gemcitabine 1,000 

mg/m2 D1, 8, 15 매 4주마다) gemcitabine과 cisplatin (gemcitabine 1,000 mg/m2, cisplatin 25 mg/m2 

D1, 8 매 3주마다) 병합요법군으로 나누어 치료하였다. 중앙 생존기간이 gemcitabine 단독군은 8.1개월, 병

합요법군은 11.7개월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0.001), 무진행 생존기간도 5개월 대 8개월로 유의한 차이

가 있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 cisplatin을 저용량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비록 병합군에서 중성구 감소는 

더 많았지만, 3도나 4도의 독성은 차이가 없었으며, 종양 조절 효과가 더 좋아 간기능 이상은 더 적었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로서는 gemcitabine과 cisplatin이 표준 치료법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고식적 치료의 결과들을 상황이 다른 보조항암요법 환자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일부 전신상태가 좋은 환자에서는 적극적으로 시도되어지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 1상 임상 연구 결

과가 보고되었다.23 또한 gemcitabine과 cisplatin 보다 독성이 적은 platinum 제제인 oxaliplatin 병합요법

의 다기관 전향적 대조 연구가 프랑스에서 진행되고 있다.

3) Fluoropyrimidine 

5-FU는 1990년대부터 가장 많이 쓰이는 약제로 많은 보고가 있어 왔으나 명확한 결과는 얻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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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장암환자에서는 gemcitabine 보조요법과 비교한 ESPAC-3 연구에서 생존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부작용은 상대적으로 많았다.24 

최근 경구용제제인 capecitabine에 대해 영국에서 전향적 무작위대조 3상 임상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BILCAP 

trial). 

또 다른 경구용제제인 S-1은 최근 췌장암환자의 수술 후 보조요법에 대한 3상 연구에서 gemcitabine에 

못지 않은 효과가 보고되었다(JASPAC-01 study).25 일본에서는 경구용 제제인 S-1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수술이 불가능한 진행성 환자에서 gemcitabine과 S-1병합 2상 연구에서 무진행 생존기간은 5.9개월, 중앙 

생존기간은 11.6-12.7개월이었다. 

담도계 암환자의 수술 후 보조요법에 대해서도 S-1 단독 또는 gemcitabine과의 병합요법에 대한 후향적 

연구결과가 보고되었으며(5년 생존율 57% 대 24%, p<0.001),26-28 최근 일본에서 S-1과 gemcitabine 병합요

법 1상 임상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29 

4. 메타분석 

2012년에 발표된 메타분석은 총 6,712명 중 1,797명이 보조요법을 시행 받았다.30 담낭암환자 연구 6개, 담

관암환자 연구 16개 등 총 20개(중복 2개)를 포함하였고, 이 중 3개는 항암단독, 8개는 동시항암방사선, 8개

는 방사선 단독요법을 시행 받았다. 이 연구에서 생존기간의 향상은 유의하게 관찰되지 않았으나[pooled odds 

ratio (OR)=0.74, 95%CI: 0.55-1.01], 어느 정도 경향은 관찰되었다(p=0.06). 담관암과 담낭암 각 군에서 생존

기간의 향상은 유의하게 관찰되지 않았으나, 림프절전이가 있는 경우 생존기간의 향상이 유의하게 관찰되었

다(OR=0.49, 95%CI:0.30-0.80). 절제연 양성인 경우에도 생존기간의 향상이 유의하게 관찰되었다(OR=0.36, 

95%CI: 0.19-0.68).

5. NCCN (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가이드라인

2012년 발표된 미국 NCCN 가이드라인에 의하면31 간내담관암의 경우 R0 절제이면 특별한 보조 치료를 

권하지 않고 있으며(또는 임상실험), 절제면 양성일 경우에는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만 3상 연구 결과가 

없으므로 재수술, 국소치료, 5-FU 동시화학방사선 치료, 또는 항암화학요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고 제시

하였다. 담낭암의 경우에는 3상 연구가 없지만 T1N0를 제외하고 모든 환자에서 보조치료를 권하고 있는데, 

5-FU 동시화학방사선 치료, 또는 5-FU나 gemcitabine을 이용한 항암화학요법을 추천하고 있다. 간외담관암

의 경우 절제면 음성이고 림프절 음성이면 추가적인 치료가 도움이 된다는 증거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단

순 추적 관찰, 5-FU 동시화학방사선 치료, 5-FU 또는 gemcitabine을 이용한 항암화학요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절제면 양성이거나 림프절 양성일 때는 보조치료를 권하고 있다. 그러나 3상 연구 결과가 

없어 5-FU를 근간으로 하는 동시화학방사선 치료를 먼저하고, 이어서 5-FU 또는 gemcitabine을 이용한 항

암화학요법을 하는 방법을 시행할 수 있으며, 또는 동시화학방사선 치료 대신 5-FU 또는 gemcitabine을 이

용한 항암화학요법을 시도할 수도 있다. 유럽의 가이드라인(ESMO clinical practice guidelines)에서는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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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연하게 기술되어 있다.32 

III. 결  론

담도계 악성 종양은 근치적 절제수술만이 유일한 치료법으로 절제면의 암세포 양성유무와 림프절 전이여

부가 예후에 가장 중요하다. 현재까지의 데이터로는 보조요법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또한 어떤 치료 전략

이 명확히 이득이 있는지 정답을 모르는 실정이다. 사실 보조 동시항암방사선요법이나 보조항암요법이 생존

기간을 늘린다는 3상 임상 연구 결과가 없어 표준 치료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 최근의 메타분석에서 절제면 

암세포양성이거나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 보조요법의 효과가 보고된 바 있으나 증거 수준이 높지는 않다.  

몇몇 후향적 연구와 메타분석에서 국소 조절의 향상으로 특히 절제면 양성인 경우 동시화학방사선 치료가 

추천되고 있으나 역시 증거 수준이 높지는 않은 실정이다. 최근 gemcitabine과 cisplatin의 병합요법이 수술

이 불가능한 담도계 악성 종양의 표준치료로 자리잡음에 따라, 향후 수술 후 보조치료로서 표준치료 확립을 

위해서는 gemcitabine을 이용한 항암화학요법과 동시방사선화학 치료를 비교하는 3상 연구가 필요하다. 향

후 표적치료제 등의 새로운 약물이나 새로운 방사선 기법의 발달로 생존기간을 늘릴 것으로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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