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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 for Solving Practical Problems in Chemotherapy; Case Simulation
- Esophageal Cancer -

가톨릭 학교 의과 학 내과학교실

정      대      영

59세 남자가 최근 6개월 간의 dysphagia와 unintended weight loss (5%)를 호소하며 내원하 다.
환자는 60년간 하루 한갑 반의 담배를 피웠으며, 평균 한주에 3회, 한번에 한병 반 정도의 소주를 마셨다. 

1년  마지막 내시경 검사를 인근 병원에서 하 으나, 특이 소견을 발견하지 못하 다. 내원하여 시행한 

내시경 결과 부 식도에 내강 원주의 반정도 차지하고, 길이가 4.5 cm에 걸치는 ulcerofungating 양상의 종양

이 발견되었고, 바리움 조  esophagography에서 등도의 바리룸 stasis가 찰되었다. 흉부와 복부 CT에서는 

식도벽의 비후가 찰되고, AP window에 림 의 종 가 있었으나, 종양의 주변장기의 직  침습이나 원거

리 림  침습의 소견은 없었다. 

[토의 1] 1년 전 내시경에서 식도내 조기 병변의 존재 가능성은 없는가?

조기 식도암의 incidence와 prevalence에 한 임상 연구는 아직 충분치 않다. 고 험 환자를 상으로 시행

된 국내의 단일기  연구에서는 60세 이상이며, 30 pack-year 이상의 흡연력, 과거 기타 암종의 과거력이 있는 

환자 95명을 상으로 하여 Lugol 액을 이용 식도의 색소내시경 검사를 시행한 결과 52.6%에서 unstained lesion
이 하나 이상 발견되었으며, 3.9%에서 조기 식도암, 5.8%에서 이형성이 발견되었다. 그 밖의 unstained lesion은 

정상조직, 식도염, 과각화증(hyperkeratosis), 증식성 상피(hyperplastic epithelium)으로 진단되었다.1 유사한 일본 

연구에서도 heavy alcohol consumer를 상으로 색소내시경 검사의 결과 25.8%에서 unstained lesion이 발견되

었고, 3.3%가 편평상피형식도암으로 진단되었다.2,3 식도암의 발생은 알코올 농도가 높은 술일수록, 총 알코올 

섭취량이 많을수록, 흡연량이 많을수록 높았다. 
따라서 식도암의 험도가 높은 군에서는 25～50%의 unstained lesion이 존재하고, 3～4%의 조기 암병변

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여 극 인 색소내시경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토의 2] 환자는 수술적 절제가 가능한 상태인가?

1) 수술이 가능한 Resectable Disease 인가?

수술  제의 가능성은 암종의 범 (extent)와 환자의 상태(host factors)에 의해 결정된다. 암종 범 가 T1- 
T3인 종양은 regional lymph node metastasis (N1)가 있는 경우에도 제 가능하다. 특히 막고유층 이내의 침

범으로 국한된 T1a의 식도암은 내시경을 이용한 막 제술 는 막하박리술의 상이 될 수 있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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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내시경  막 제 는 박리술은 분화형 편평세포암에 용되며, 이는 치료  의의와 함께 암종의 침범 

깊이를 정확하게 단하는 목 으로 사용될 수 있다. 진행 암으로서 인근장기의 침범이 있는 T4 종양의 경우 
심막(pericardium), 흉막(pleura), 횡경막(diaphragm)을 침범한 경우에는 제 가능하다. 식도하부암으로 복강 림

(celiac node)의 침범(M1a)이 있는 IV A의 병기에서도 복강동맥(celiac artery), 동맥, 다른 장기의 침범이 

없다면 수술  제가 가능하다. 
수술  제가 불가능한 경우는 T4암으로 심장, , 기 , 간-췌-비장의 침범이 있는 경우이다. 하부 식도

암에서 celiac node가 1.5 cm 이상이거나 celiac artery, 동맥을 침범한 경우도 수술의 응이 되지 않는다. 상부 식

도암의 경우 윤상인두근(cricopharyngeus)에서 5 cm 이내의 경우 기술  이유로 수술  치료는 권장되지 않는다.
이러한 병기의 결정은 수술 에 상 검사로 이루어진다. 실제 환자의 후는 수술 후 병리  병기에 더

욱 잘 연 되지만, 수술  병기에서는 흉부와 복부 CT, 내시경 음  검사가 사용된다. 특히 PET-CT는 원

거리 lymphatics 는 행성 이를 진단하는데 유용하다.

2) 이 환자에서 수술의 결정을 위한 위험도 평가는 어떠한가?

수술에 따른 mortality와 morbidity를 이기 한 prognostic stratification과 환자 선별은 최근 수술  상 

진단  평가 기술의 발 으로 인해 많은 향상이 있었다. 특히 수술  TNM 병기(TNM III IV stage)와 함께 

체 감소의 정도, 수행능력 평가(Karnofsky index 80% 미만), 폐기능(FEV1, Vital capacity 90% 미만, PaO2 level 
70% 미만), serum albumin과 protein,  C-reactive protein의 농도

4
는 측의 요한 인자이며, 그외 나이, 간

기능, 흡연의 과거력, 동반된 심질환, 당뇨, 신질환 등도 수술 후 morbidity와 mortality의 증가를 측할 수 있

는 의미 있는 인자이다.5,6 특히 외  요인으로 치료기 의 경험도 요한 험요인이며,7 한 선행된 방사선

요법이나 chemoradiation도 험도를 높인다.

[토의 3] 적절한 1차 치료 선택은?

수술은 부분의 종양치료에서 완치를 기 할 수 있는 표 치료법이다. 식도암의 경우에도 조기에 발견

된 T1 암의 수술을 1차 선택하는 것이 권장된다. 그러나 진행된 식도암에서는 제 가능한 경우에도 한 

1차 치료의 선택이 수술 인가에 한 의견은 아직 일치되지 않고 있다. 이는 식도암 수술이 기술  발 과 

경험의 축 으로 수술 후 사망률이 히 감소하 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후에 합부의 leakage, 착 등의 

수술 후 합병증이 20% 이상에서 발생하고, 수술에 따른 사망률이 3～10%에 이르며, 수술 후에도 높은 재발

율로 인해 수술 후 5년 생존율은 5～20%에 불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식도암의 수술은 제 가능한 암종

의 제거와 병리학  병기의 결정을 해 R0 resection을 목 으로 하여 선별된 경우에 시행되며, 질환의 완화

를 목 으로 시행되지는 않는다.
식도암의 치료를 한 수술 외 근 방법으로 화학요법과 방사선요법을 용할 수 있으나, 각각의 단독 치료에

서 효과는 명확하지 않다. 항암화학요법은 제 가능한 식도암에서 수술 에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neoadju- 
vant therapy) 생존율의 약 4% 정도 향상되나 통계 으로 명확치 않다. 따라서 수술  는 후의 화학요법 단독

은 표 치료(standard of care)로 추천되지 않는다. 방사선 요법은 체외조사와 근 방사선 치료(brachytherapy)의 형

태로 시행될 수 있다. 체외 조사 방사선 치료는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 3년 생존율을 기 하기 어려워 완화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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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의 단독 사용은 추천되지 않으며, 수술  는 수술 후 방사선의 단독 병합 치료도 생존율을 향상시킬 

수 없었다. 수술  방사선요법에 한 메타 분석에서 약 3～4%의 marginal benefit이 있었으나, 통계 으로 충분

치 않았으며, 이는 수술  화학요법에 의한 향을 완 히 배제할 수 없는 결과 다.8

근 방사선 치료는 완화 목 으로 단독 사용시 25～35%에서 local control의 효과가 있으나, 앙 생존값

은 약 5개월로 생존기간의 증가는 없었다. 근 방사선 치료를 concurrent chemoradiotherapy에 booster로 병합 

한 경우에는 생존율의 향상없이 acute toxicity와 공의 발생으로 인해 사망이 증가하여 권장 되지 않는다.9

병합요법은 단독요법과 달리 생존기간을 증가시키고, 수술 시 종양의 병기를 낮출 수 있어 제 가능한 진

행성 식도암의 표  치료로 받아들여지고 있다.10 화학요법과 방사선 요법의 병합 치료인 concurrent chemora- 
diotherapy는 radiotherapy 단독 치료와의 비교에서 생존기간을 연장시키고 5년 생존율을 향상시켰다. 4 cycle의 

cisplatin + 5FU 화학요법과 50 Gy의 방사선 병합은 64 Gy 방사선 단독에 비해 심 생존기간이 9개월에서 14
개월로 향상되고, 5년 생존율도 0에서 27%로 증가하 다.11

화학요법과 방사선치료 후 수술을 하는 neoadjuvant concurrent chemoradiotherapy with surgery는 수술 단독 

치료에 비하여 postoperative mortality rate를 1.7～2.1 OR 증가 시킴에도 불구하고, 3년 mortality는 오히려 0.53 
～0.66 OR로 감소시킨다. 특히 종양의 local recurrence도 감소하 다.10,12 조직형이 편평상피형인 식도암의 6
년 찰 연구에서는 preoperative chemoradiotherapy (2 cycles of cisplatin + 5 FU & concurrent RT 50.4 Gy)의 병합

이 생존기간은 1.8년에서 4.5년으로 향상시키고, 5년 생존율도 16%에서 39%로 증가하 다.13 그러나 일부 연

구에서는 양군간 생존율의 차이가 명확치 않다는 연구도 있어 아직 수술  neoadjuvant chemoradiotherapy는 

좀더 면 한 연구가 필요하다.14

Perioperative chemotherapy는 식도 하부와 식도 합부에서 발생하는 선암형 식도암에 용되며, 수술 

 후에 각각 3 cycle의 ECF 화학요법을 하는 경우 체 생존률을 향상시키고(hazard ratio 0.75, CI 0.60～0.93) 5
년 생존율이 23% 에서 36%로 증가하 다.15

수술 후 화학-방사선 병합 요법은 high risk의 식도 선암에서 추천된다. 즉 adjuvant chemoradiotherapy는 5 
FU-leucovorin을 regimen으로 하여 선암성 식도암에 투여시 앙 생존 값이 27개월에서 36개월로 증가하고, 3
년 생존율은 41%에서 50%로 향상되었다.16 

수술이 불가능한 진행성 식도암의 경우에도 chemoradiotherapy는 한 치료 수단이 될 수 있으며, 간혹 수

술  제가 가능하도록 병기 하강의 경우도 기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편평상피형 식도암은 비교  화학요법, 
화학-방사선 병합요법, 방사선 요법에 반응한다고 하나 생존율 등 장기 결과에서는 선암과 차이를 나타내지 않

는다. 화학요법 제제로서 cisplatin과 5 FU의 병합 외에 다른 약제에 한 연구는 2상으로 paclitaxel, decetaxel, 
oxaliplatin, irinotecan 등을 이용한 화학요법이 지속 으로 연구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우월성은 명확치 않다. 
약제로서 cisplatin 제제는 단독 사용시 반응률이 약 20%이며, 최근 paclitaxel, docetaxel, vinorelbine, oxlaipatin, 
irinotecan, erlotinib, gefitinib 등이 연구되고 있다. Cisplatin과 5 FU의 병합은 가장 많이 연구되고 사용되는 

regimen으로 반응률은 20～50%에 이른다. Paclitaxel과 cisplatin-5 FU의 병합요법은 제 불가능한 식도암 환자

를 상으로 최근 2상에서 48%의 반응률과 10.8개월의 앙 생존값을 나타내었다.17 Irinotecan과 cisplatin의 

병합요법은 반응률이 57% 으며, 앙 생존값은 14.6개월이었다.18 그외 carboplatin-paclitaxel의 병합요법, 
gemcitabine-cisplatin 병합요법, docetaxel-cisplatin, irinotecan 병합요법의 결과를 보고하 으나, 반응률이 높을수

록 치료에 따른 독성이 함께 증가하여 좀더 연구가 필요하다. 5FU-leukovorin-irinotecan의 병합은 platinum r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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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t 식도암에서 체 반응률이 29%이고, 앙 생존값이 6.4개월로 2차 치료제로 선택될 수 있을 것이다.19

결론 으로 제 가능한 식도암 환자의 치료는 3가지, (가) esophagectomy + adjuvant chemoradiotherapy, (나) 
neoadjuvant concurrent chemoradiotherapy + esophagectomy, (다) definite chemoradiotherapy로 나  수 있다. 경부 식

도암(cricopharymgeus 근에서 5 cm 이내)은 chemoradiotherapy가 권장되며, cricopharyngeus 근으로부터 5 cm 이상 

떨어져 발생한 T1 식도암은 esophagectomy가 한 치료로 권장된다.
[국내의 국민건강보험 요양 여의 기 에 한 규칙]에 따른 식도암에 한 항암제의 투여 권고안은 아

래와 같다. 

1. PET scan/PET-CT의 실시 여부

PET는 이성 병변과 림 선 침범의 진단율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화학요법  종양의 반응을 평가하고 

치료 종료 후 잔류 병소의 양과 존재를 가늠하고 추  찰 시 재발을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하고 있다. 
특히 combined PET-CT의 경우 진단  정확도가 더욱 높아 neoadjuvant therapy 후 림 선의 상태와 치료 반응의 

결과를 측하는데, EUS나 CT 검사에 비해 우월하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 neoadjuvant chemotherapy 후 eso- 
phageal cancer free state의 평가를 한 PET 검사는 수술 후 병리 진단과 비교하여 음성 측도와 일치도가 35%
와 56%로 아직 충분치 않고,20 다른 연구에서도 false negative와 false-positive가 지 않아 다른 검사와의 병용이 

요하다.21,22

2. Docetaxel과 Cisplatin 투여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

1) Docetaxel에 의한 Hypersensitivity Reaction의 원인과 예방

임상에서 나타나는 성 과민 반응은 측이 불가능하지만, 그 결과는 치명 일 수 있어 가능한 약제를 

측하고 비하는 것이 요하다. 항암화학제재 에서는 taxanes, platinum compounds, asparaginases와 epipodo- 
phyllotoxins 등이 흔히 과민반응과 련되어 있다. 항암화학제재에 의한 과민반응은 부분 약제에 한 특

이 IgE에 의한 type I hypersensitivity, IgE mediated reaction이다. 따라서 과민반응의 방은 H1과 H2-receptor 
antagonists와 corticosteroid의 처치-투여로 이루어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과민 반응은 정맥주사의 

단과 epinephrine을 피하투여 한다.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bronchospasm은 β-agonist (metaproterenol)의 nebulizer 
흡입하나 필요한 경우 기도삽 을 고려하여야 한다. 

Docetaxel에 의한 과민 반응은 25～50%에서 일어나며, 개 투여 시작 후 10분 이내에 증상이 발생한다. 
증상은 호흡곤란이 가장 흔하며 두드러기, 압, 부종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일단 과민반응이 일어난 후

에는 hydrocortisone과 diphenhydramine을 투여하고 30분 경과 후 다시 docetaxel의 infusion을 시작할 수 있다.23 

2) Docetaxel에 의한 기타 부작용의 증상과 Management

Paclitaxel과 docetaxel은 taxane 계열의 항암화학제제로서 세포의 tubulin에 결합하여 microtubule을 안정화 

시키고, mitotic arrest를 유발하여 세포사에 이르게 한다. 따라서 암세포 뿐만 아니라, 빠르게 분열하는 정상

세포에도 향을 미쳐 골수억제, alopecia, 장  독성 등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neutropenia는 cisplain과 병

용하는 경우 docetaxel 보다 cisplatin을 선행 투여하는 경우 taxane clearance를 약 25% 감소시키게 되므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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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시 taxane 투여 후 cisplatin을 투여하도록 한다.24 서맥 등의 부정맥과 신경독성은 paclitaxel에서 발생하나 

doce- taxel은 경미한 신경독성 외 보고된 바가 없다. 반면 docetaxel에서는 피부가 건조해 지고 손톱이 두꺼워

지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으며, 체 투여 용량이 300 mg에 이르면 체 이 증가하고, 말  부종, pleural 
effusion, 복수 등의 증상이 50～60%에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fluid retention syndrome은 단기간의 

glucocorticoid의 투여로 방 될 수 있으며, 3일간의 dexamethasone 8mg twice daily 투여가 권장된다.25 

3. R0-Esophagectomy 후 Local Recurrence의 Management

Recurrent cancer 환자가 수술 이 에 neoadjuvant chemoradiotherapy를 받지 않는 경우 concurrent chemora- 
diotherapy를 고려해 볼 수 있다. Re-resection은 일부의 제한된 경우에만 용가능하며, 수술  chemoradio- 
therapy를 받은 경우 환자의 general condition이 양호하여 ECOG 2 이하이고, Karnofsky index 60 이상이라면 2nd 
line chemotherapy를 고려 할 수 있다. 

완화 요법으로는 stent placement, laser therapy, photodynamic therapy 등이 하게 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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