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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     협

서울 학교 의과 학 내과학교실  간 연구소, 서울 학교병원 내과

췌장암은 진단 받고 나서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결국 사망하게 되어, 치사율이 모든 암 중에서 가장 높

다.1 2013년에 발표된 한국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의하면 2011년에 남녀를 합쳐서 5,080건 발생하였으며, 

전체 암 발생의 2.3%로 8위를 차지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증가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암과는 달리 5

년 생존율이 10% 미만으로 과거에 비해 치료의 발전이 없는 것이 현실이고, 전이성 췌장암은 5년 생존률이 

1.8%에 그치고 있다. 췌장암에 대한 항암 치료는 고식적인 치료에 비하여 효과가 있음이 여러 연구를 통하

여 밝혀져서,2-4 현재 췌장암에 대해 항암 치료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권고된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 

전이성 췌장암 치료에서 gemcitabine이 효과가 있음이 밝혀진 이후,5 여러 치료가 시도 되고 있지만 완전 

관해는 거의 이룰 수 없고 생존기간 연장 효과도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현실은 gem- 

citabine이 여전히 표준 치료제로 인정되고 있을 정도로 전이성 췌장암에서 항암 치료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최근 췌장암에 대한 분자 생물학적 이해와 다양한 조합의 항암 치료가 시도되어 gemcitabine 

단독 요법으로부터 발전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기에 본 원고에서는 gemcitabine 단독 요법 이외의 최근 

발전된 항암 치료의 현황과 전망을 위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Gemcitabine이 1996년 Burris 등의 연구5를 바탕으로 췌장암의 1차 항암요법으로 인정된 이후 수 십개의 

대규모 무작위 대조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gemcitabine 단독요법을 대조군으로 하

여 gemcitabine과 기존에 있거나 새로운 세포독성 항암제를 병용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러한 약물에는 5- 

FU6,7, cisplatin8,9, oxaliplatin10,11, capecitabine12,13, irrinotecan14,15, exatecan16, 그리고 premetrexel17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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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hase III trials of targeted agents plus gemcitabine in advanced pancreatic cancer

Target Treatment No 
Median 

survival (mo)
p Reference 

MMP
Gemcitabine + marimastat 

313 
5.4

0.99 Bramhall et al.38 
Gemcitabine 5.4

Farnesyl

transferase 

Gemcitabine + Tipifarnib 
688 

5.9
0.75 Van Cutsem et al.39 

Gemcitabine 6.3

EGFR
Gemcitabine + Erotinib 

569 
6.2

0.03 Moore et al.20 
Gemcitabine 5.9

EGFR, 

VEGF

Gemcitabine + Erlotinib + bevacizumab
607 

7.1
0.21 Van Cutsem et al.40 

Gemcitabine + Erlotinib 6.0

VEGF 
Gemcitabine + bevacizumab 

602 
5.8

0.95 Kindler et al.41 
Gemcitabine 5.9

EGFR
Gemcitabine + Cetuximb 

745 
6.3

0.23 Philip et al.42   
Gemcitabine 5.9

VEGF
Gemcitabine + Axitinib 

632 
8.5

0.54 Kindler et al.43 

Gemcitabine 8.3

VEGF
Gemcitabine + aflibercept

427
6.5

0.20 Rougier et al.44

Gemcitabine 7.8

있었다. 몇 개의 연구에서 반응률의 상승과 무 진행기간의 연장을 보고하였으나, 어떠한 연구들도 1차 목적

인 생존기간을 연장시키지 못 하였다. 하지만 Heinemann 등18이 15개의 무작위대조 연구를 분석한 메타분

석에 따르면 platinum 제제이나 fluoropyrimidine을 gemcitaine과 병합한 경우 특히 활동도가 좋은 환자군

에서 생존기간의 의미 있는 향상이 있었다(hazard ratio [HR]=0.91, 95% CI 0.85?0.97; p=0.004). Sultana 

등19의 메타분석에서도 gemcitabine과 platinum 제제 병합 요법군(HR=0.85, 95% CI 0.74-0.96)과 gemci- 

tabine과 capecitaine 병합 요법군(HR=0.83, 95% CI 0.72-0.96)에서만 gemcitabine 단독 투여군에 비해 생

존기간 연장을 보였으며, 5-FU나 irinotecan 병합요법은 생존기간을 향상시키지 못하였다. 

췌장암의 분자 생물학적 변화에 대한 지식이 축적됨에 따라 특정한 경로를 표적으로 하는 표적 치료제들

이 개발되어 임상에 도입되었다. EGFR 억제 물질인 erlotinib을 이용한 3상 연구20에서 gemcitabine과 erlo- 

tinib을 병용 투여한 환자군에서 gemcitabine 단독 투여군에 비해 23%의 무 진행기간 연장 증가와 18%의 

사망위험 감소를 보고하였다. 그러나 연장된 중앙생존기간이 0.3개월에 불과하여 이러한 생존기간의 연장이 

임상적으로 얼마나 의미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이외 최근까지 발표된 표적 치료제를 gemci- 

tabine과 병합한 3상 연구들의 결과를 Table 1에 정리하였다. 이 중 erlotinib 이 외에 생존 기간 향상을 증

명한 병합 요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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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장의 미세 환경내의 기질 섬유 아세포에서 SPARC(secreted protein acidic and rich in cysteine; an 

albumin-binding protein, also known as osteonectin and basement membrane 40)의 과발현은 췌장암

의 항암 치료에 대한 저항성과 연관되어 있음이 알려졌다.21,22 Nab-paclitaxel (albumin-bound paclitaxel)

은 알부민 수용체 결합 부위인 내피세표의 gp60에 결합해서 caveolin-1과 caveolae 형성을 활성화 하여 약물

이 SPARC에 결합할 수 있는 간질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한다.23 이 gp60/caveolin-l/caveolae/SPARC 경

로는 약물이 종양에 근접하여 고농도로 유지될 수 있게 하는 독특한 기전이다. 

2013년 총 861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MPACT (multinational phase III Metastatic Pancreatic Ade- 

nocarcinoma Clinical Trial)에서 nab-paclitaxel (albumin-bound paclitaxel, Abraxene; 125 mg/m2)과 gem- 

citabine (1,000 mg/m2)의 병용요법(days 1, 8, and 15 of every 28 day cycle)과 gemcitabine 단독치료의

(1,000 mg/m2 weekly for seven weeks, then on days 1, 8, and 15 every four weeks) 임상 효과를 비교

한 3상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24 이들 연구에 의하면 albumin-bound paclitaxel/gemcitabine의 병용 투

여군의 중앙생존기간이 8.5개월로 gemcitabine 단독 투여 군의 중앙생존기간인 6.7개월에 비해 유의하게 길

었으며, 종양 반응률 또한 23%로 단독요법(7%)에 비해 탁월하였다. 합병증의 발생이 3도 이상의 백혈구감

소증이 38%, febrile neutropenia는 3% 등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gemcitabine과 nab-paclitaxel의 상승 

효과는 직접적인 세포 독성을 유발하는 고용량의 paclitaxel의 전달과 기질 메트릭스를 고갈시켜 종양 내 

gemcitabine의 축적을 가능하게 하여 gemcitabine의 효과를 강화하는 약리학적 기전에 근거한다.25 1차 항

암 요법으로 전술한 주요 3가지 항암 요법의 성적과 독성에 대한 비교는 Table 2에 정리하였다. 

5-FU는 gemcitabine이 나오기 전까지 췌장암 치료에서 주된 약제로서 단독 혹은 다른 약제와의 병용요법

으로 많이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관해율이 약 10% 미만이고 생존기간의 연장이 뚜렷하지 않아 gemcitabine

이 췌장암에 도입된 이후로는 5-FU는 일차 치료제로 사용되지 않고, gemcitabine에 효과가 없는 환자에서 이

차 치료제의 주축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FOLFIRINOX 항암요법의 3상 연구(PRODIGE 4/ACCORD 

11 trial)는 전이성 췌장암에서 중앙생존기간을 11개월까지 늘이는 고무적인 성적을 보고하여 5-FU 기반으로

한 항암 치료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26,27 FOFIRINOX는 5-FU와 irrinotecan, leucovorin, oxaliplatin 항

암제로 구성되어 있다(oxaliplatin 85 mg/m2 and irinotecan 180 mg/m2 plus leucovorin 400 mg/m2 follo- 

wed by bolus fluorouracil (5-FU) 400 mg/m2 on day 1, then 5-FU 2,400 mg/m2 as a 46-hour contin- 

uous infusion). 88명의 전이성 췌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이 연구에서 중앙 무진행생존기간과 중앙생

존기간이 gemcitabine 단독 투여군에서 각각 3.3개월, 6.8개월이었으며, FOFIRINOX 병합요법군에서는 각

각 6.4개월과 11.1개월로 나타났고, 1년 생존율이 21%에서 48%까지 증가되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임상에 

적용할 때 몇 가지를 고려 해야 한다. 즉, 혈청 빌리루빈 level이 거의 정상이고 활동도가 좋은 환자만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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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ion of survival and toxicities across the three major positive clinical trials in ad- 

vanced pancreatic cancer

Gemcitabine vs Gemcitabine/ 

Eriotinib Phase III trial20 ACCORD11 trial26 MPACT24

Gemcitabine
Gemcitabine/ 

Eriotinib 

Gemcita-

bine 

FOLFIR-

NOX 

Gemci-

tabine 

Gemcitabine/

Nab‐Paclitaxel 
1‐Year survival 17% 23% 20.6% 48.4% 22% 35% 
Median overall survival 5.91 mo 6.24 mo 6.8 mo 11.1 mo 6.7 mo 8.5 mo 
Median progression‐
free survival

3.55 mo 3.75 mo 3.3 mo 6.4 mo 3.7 mo 5.5 mo

Overall response rate  8% 8.6%  9.4% 31.6%  7% 23% 
Toxicity 
Neutropenia  ‐  ‐ 21% 45.7% 27% 38% 
Febrile neutropenia  ‐  ‐  1.2%  5.4%  1%  3% 
Thrombocytopenia  ‐  ‐  3.6%  9.1%  9% 13%
Diarrhea  2%  6%  1.8% 12.7%  1%  6% 
Sensory neuropathy  ‐  ‐  0%  9%  1%  17% 
Fatigue 15% 15% 17.8% 23.6%  7%  17% 
Rash  6%  1%  ‐ ‐ ‐ ‐
Stomatitis <1%  0%  ‐ ‐ ‐ ‐
Infection 17% 16%  ‐ ‐ ‐

상으로 시행하였으며, FOLFIRINOX 투여군에서 gemcitabine 단독 투여군에 비해 매우 높은 부작용이 나타

났고, 특히 FOLFIRINOX 투여군의 42%의 환자에 granulocyte-colony stimulating factor를 투여했으며, 3

도 이상의 백혈구감소증이 46%, febrile neutropenia가 5.4%의 환자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을 고려해서 임상

에 적용해야 한다.

최근까지 2차 항암치료의 효과에 대하여는 확실히 정립된 바가 없었다. 이유는 gemcitabine을 바탕으로 

하는 1차 치료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환자들의 상태가 2차 치료를 받지 못할 정도로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 2

차 치료의 유용성을 평가하기 위한 대규모 연구가 힘들기 때문이다.

Oxaliplatin과 5-FU의 조합이 보존적 치료에 비하여 생존기간을 증가시킨다는 연구(CONKO 003)는 그 

동안 가능성만 보였던 2차 항암치료의 효과에 대한 유일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였다. 이 연구는 gemci- 

tabine 단독 요법에 실패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oxaliplatin과 5-FU 조합의 2차 항암치료를 받은 환자군의 

중앙생존기간이 4.8개월로 나타나 보존적 치료만 한 환자군의 2.3개월 보다 의미 있게 증가되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28 이 연구를 통해서 2차 항암 치료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음이 증명되어 그 후 다른 약

제들을 이용한 3상 연구 결과들이 따라서 수행되었거나 수행되고 있으며, 미국종합암네트워크(National Com- 

prehensive Cancer Network, NCCN)에서는 췌장암 치료 가이드라인에 2차 항암치료에 대한 내용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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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cent phase Ⅱ trials studying new agents in the metastatic pancreatic cancer

Reference New agents Agents target Phase of the study and 

targeted population 

Arms of the 

study 

Conclusion of

the study

Kindler

et al6
Ganitumab 

(AMG479)

mAb antagonist of 

insulin‐like growth 

factor 1 receptor 

Phase Ⅱ; untreated 

MPC patients

Gem/ganitumab

vs gem

Improved 6‐mo 

survival rate and 

OS

Bodoky

et al32

Selumetinib 

(AZD6244)

 

Selective MEK 

inhibitor
Phase Ⅱ; second line 

treat‐ ment after 

gemcitabine

Selutimumab vs

capecitabine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OS

Wolpin

et al45
Everolimus 

(RAD001)

m‐TOR inhibitor Phase Ⅱ; second line 

treat‐ment after 

gemcitabine 

Everolimus (single 

arm study)

Minimal clinical 

activity

Royal

et al10 
Ipilimumab 

(MDX010) 

Anti‐CTLA4 Phase Ⅱ; untreated 

MPC patients 

Ipilimumab (single

arm study) 

Ineffective in the 

treatment of MPC

Wolpin

et al41 

AGS‐1C4D4

 

mAb to prostate 

stem cell Antigen

Phase Ⅱ; untreated 

MPC patients

Gemcitabine/A

GS‐1C4D4 vs 

gemcitabine 

Improved 6‐mo 

survival rate

시키고 있다. Capecitabine과 oxaliplatin 조합의 치료 결과도 보고된 바 있다.29 Xiong 등이 시행한 XELOX(oxali- 

platin 130 mg/m2, capecitabine 1,000 mg/m2 po bid 1-14일, 매 3주 투여)를 이용한 2상 연구에서 gem- 

citabine 치료에 실패한 41명의 환자 중 1명의 환자가 부분 관해를 보였고, 질병 진행까지 걸린 시간은 10주 

그리고 중앙생존 기간은 23주였다. 비록 2상 연구였지만 그 후에도 몇 개의 2상 연구에서 XELOX 조합은 

비슷한 결과를 보여 5-FU와 oxaliplatin의 조합과 마찬가지로 2차 항암치료제로 좋은 치료 효과가 기대되고, 

XELOX 조합은 경구 투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2상 연구지만 정맥 투여되는 약제와 비슷한 치료 

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가능성을 바탕으로 미국종합암네트워크는 capecitabine과 oxaliplatin 조합 또한 정

맥 투여제제로 이루어진 5-FU와 oxaliplatin 조합을 gemcitabine 치료에 실패한 췌장암의 2차 항암치료로 

추천하고 있다

Gemcitabine의 1차 치료에 실패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FOLFIRINOX 항암 요법이 2차 치료로 시도되었

다. 2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후향 연구에서 종양 반응률은 19%, 중앙 질병 진행기간은 5.4개월로 보고 하

였다.30 국내에서 수행된 FOLFIRINOX 2차 항암 요법은31 종양 반응률은 28%, 중앙 질병 진행기간은 2.8개월, 

중앙 생존 기간은 8.4개월로 보고하여 전신 상태가 양호한 환자에서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EGFR)과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VEGF)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표적 치료가 gemcitabine과의 병합 요법으로 시도 되었지만, erlotinib 만이 유의한 생존 기간의 연

장을 증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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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IFG1R (insulin like growth factor 1 receptor), MEK, PI3K, AKT와 mTOR 등이 전이성 췌장암에

서 자주 평가되는 표적 치료의 대상이 되고 있다. IFG1R의 차단제인 ganitumab (AMG 479)과 gemcita- 

bine 병합 요법에 대한 2상 연구는 병합 요법이 단독 요법에 비해 생존율 향상의 경향성이 있음을 보고하였

다.6 Gemcitabine 치료에 실패한 환자를 대상으로 2차 치료로 선택적 MEK 억제제인 selumetinib (AZD6244)

과 capecitabine의 비교 연구가 시도되었지만, 유의한 생존 기간 향상을 보여주지 못했다.32 경구 m-TOR 

억제제인 everolimus (RAD001)은 gemcitabine에 저항성을 보이는 전이성 췌장암에서 약간의 임상적 이득

만을 보고하였다. 전이성 피부암에서 면역 치료의 효과가 증명된 Ipilimumab (anti-CTLA-4)은 전이성 췌장암

서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다른 항암제와의 병합요법의 효과가 고무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10 

전이성 췌장암을 대상으로 한 전립선 줄기세포에 대한 인간 단일 클론 항체인 AGS-1C4D4과 gemcitabine 병

합 요법에 대한 2상 연구는 6개월 생존율 향상을 보고하고 있다. 이들 연구에 대해서는 Table 3에 요약하였

다. 아울러, 최근 전이성 췌장암의 치료를 위한 또 다른 표적으로 Notch 경로,33 Hedgehog 신호,34 Mucin

(Muc),35 transketolase,36 CDC2037 등도 주목받고 있다.

췌장암의 세포독성 항암제 항암제와 표적 치료에 저항성은 다양한 시도와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이성 췌장암이 여전히 예후가 불량한 질환으로 남아 있다. 최근 시도된 항암 치료에 의한 생존 기간의 향

상에도 불구하고, 생존 기간이 아직 1년 미만에 지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췌장암의 분자 생물학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깊어짐에 따라 이들 분자 생물학적 표적을 대상으로 한 치료제들이 개발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다. 또한, 환자 개인별로 다른 종양의 분자 생물학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치료를 위한 표지자 발굴

을 대한 연구도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노력들이 쌓인다면 전이성 췌장암의 항암 치료에 고무적인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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