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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질환의 역동 치료

순천향 학교 의과 학 내과학교실 소화기연구소

천      영      국

I. 서   론

역학 치료는 포피린 유도체인 과민제가 종양에 축 되는 특징을 이용하고, 종양을 괴하는데 빛 에

지를 사용한다. 종양세포에 축 된 과민제가 원으로부터 에 지를 흡수하면, 활성화 산소가 생성되어 

직 으로 종양세포의 괴사나 사멸을 래하여 종양을 제거한다. 소화기분야에서는 1980년  기에 식도

암에서 처음 시도된 이후로 , 췌담도 그리고 장암 등의 장  종양의 치료에 있어 사용이 증가되고 있

다.1,2 소화기 암에서의 역동 치료는 내시경을 통해 치료하고자 하는 병변에 정확하게 빛을 달시킬 수 있

어 선택 인 조직 괴가 가능하며, 주변 정상 조직이 손상되더라도 치유가 빠르고 콜라겐 등과 같은 결합조

직에는 거의 향이 없어 장 의 기계 인 장력은 유지되며,3 기 조직의 변형이 어 수술에 합지 않은 

작은 크기의 암 치료에 사실 가장 합하고, 이 의 방사선 혹은 항암치료에 의해 면역력이 약해진 환자에서 

반복 인 치료가 가능하다. 하지만 과민제의 값이 비싸며, 피부 과민성이나 종양 특이성이 높지 않고 약

물 혹은 원의 용량이나, 과민제가 종양 세포에 축 되는 시간(drug-to-light interval) 등의 인자를 결정하는 

최 의 치료  상태를 확립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종양학 분야에서 처음 시도된 이래 수 천명의 환자들이 

역학 치료를 받았지만, 부분의 연구가 소수의 환자들을 상으로 일회성의 결과만을 제공해 왔기 때문에 

역학 치료의 잇 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는데는 부족했고, 다른 치료법에 비해 역학 치료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임상  자료가 었기 때문에 리 쓰이진 못했다. 하지만 최근 지난 10년간 새로운 과민제의 개

발과 빛 달 시스템의 향상과 더불어 소화기 분야에서도 많은 임상 인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상학  진

단기술의 발 으로 보다 덜 침습 인 치료법이 요구되고 있는 지  역학 치료의 임상  유용성이 더 크다

고 할 수 있겠다.

1.광역학 치료의 원리

역학 치료의 세 가지 기본 요소는 산소, 감작제, 가시 선이다. 치료의 효과는 선택 으로 종양 세포

내에 응집되는 감작제의 특성, 가시 선의 조직 내 투과력, 감작제의 조사된 가시 선의 흡수력에 따라 

결정된다. 감작제는 주변의 정상 조직에 비해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로 구성된 악성 조직에 더 높은 농도로 

존재한다. 정확한 기 은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종양 세포의 비정상 인 생리 상 때문이라고 생각한

다.4,5 주변의 정상 조직에 비해 종양 세포에 최 로 축 되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빛을 종양에 조사한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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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선에 의해 활성화된 감작제는 조직내 산소와 상호작용하여 매우 짧은 반감기(<0.04㎲)와 작용 반경(< 
0.02㎛)을 가지는 활성화 산소(reactive singlet oxygen)를 생성한다. 활성화 산소는 다양한 사이토카인을 분비

시키고 미세 의 장애를 래하여 직 인 세포 독성 효과와 함께 종양 세포를 괴한다.4,6,7 정맥을 통해 

주입된 감작제가 미치는 효과의 깊이는 사용된 과민제와 가시 선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인체의 조직

은 색 가시 선을 가장 잘 투과하고, 이 장내에서 가장 강한 흡수력을 가지는 감작제는 10 mm의 깊이 

까지 활성화 될 수 있다. 한 병변의 치료를 해서는 감작제의 종류와 용량, 약물-빛 간 시간(drug-to- 
light interval), 방사 강도(mW), 빛의 양(J)  장(nm)을 잘 선택해야 한다. 역동 치료는 열을 생성하지 않고 

결합조직에 거의 향이 없는 화학  과정(cold photochemical process)이기 때문에 이  열치료(thermal laser 
techniques)나 외과  수술에 비해 기  조직의 변형이 다. 하지만 근층 손상에 의한 회복은 완 치 않아서 

식도에서 처럼 좁은 내강에서 원주형태로 치료가 시행되면 착이 생길 수 있다.8

II. 소화기암에서 광역학 치료의 실제

역학 치료는 시술 자체가 쉬우며, 출 , 장천공 등의 험이 고 치료를 해 주입하는 과민제는 종

양에만 선택 으로 작용함으로써 부작용이 고 환자에게 좀 더 편안한 시술이다. 항암치료와는 다르게 약

물 에 한 독성이 없고, 방사선 치료와는 다르게 치료 후 병의 주변 부 의 손상으로 인한 합병증이 거

의 없으며, 내성이 없어 같은 병변에 여러차례 반복 으로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색 가시 선의 투과깊

이의 제한 때문에 큰 종양의 종괴를 치료하는데 한계가 있다. 내시경을 통해서 빛을 효과 으로 병변에 달

할 수 있기 때문에 내시경이 가능한 거의 모든 병변이 치료 상이 될 수 있으며, 최근에는 과민제(photosen- 
sitisers)와 빛 달시스템의 발 으로 이형성을 동반한 바렛 상피 화생(Barrett's metaplasia)과 표재성 식도암에

서 역동 치료의 근치  치료 가능성에 한 평가를 시도할 수 있게 되었고, 경피  간질성 역학 치료가 

췌장암이나 간암 등의 병변에서 시도되고 있다.

1. 조기암에서의 광역학 치료의 역할

근치  치료 목 으로 시행되는 역학 치료는 반드시 치료하고자 하는 병변이 표재성이어야 하며, 이

 조사가 근막층을 투과할 수 없기 때문에 암세포의 침윤이 막하층을 넘어서는 안된다. 최근 많이 시행되

고 있는 내시경 막 제술과는 다르게 시술 후 동결 편을 통해서 조직형이나, 병기  잔존하는 암세포

의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일차 인 치료법으로는 문제 이 있고, 아직 향  무작  비교연구가 

없다. 하지만 제한 인 환자에서 완치를 기 할 수 있다. 
처음 역학 치료가 식도암 환자에서 고식 인 치료 목 으로 시행되어 추  찰  다른 내과  질환

으로 수술을 할 수 없거나, 수술을 거부했던 비교  조기 식도암 환자에서 완  해가 찰되었다.1,2 이후 

근치  목 으로 조기 식도암 환자에서 역동 치료가 연구되기 시작했다. 처음 일본에서 6명의 표재성 식

도암 환자를 상으로 41개월까지 찰하여 4명의 환자에서 완 해를 보고한 이후에 다른 일련의 연구에

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 다.9,10 하지만 보고된 환자 수가 고 동시에 역학 치료외 다른 치료가 병행되거

나 부정확한 병기의 진단, 다양한 과민제와 량, 짧은 추 기간 등으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했다. 이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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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Before photodynamic therapy. A slightly depressed lesion unstained with lugol

solution was seen on the mid esophagus. B. 7 days after photodynamic therapy. Endos-

copy shows coagulation necrosis with ulcer at the PDT treated lesion. C. 1 month after

photodynamic therapy. The previously PDT-induced ulcerative lesion became healed. D.

5 months after photodynamic therapy. The scar well stained with lugol solution is seen at 

the previously cancerous lesion, and also there was no tumor in biopsies.

단 상학 기술의 발 에 힘입어 음 내시경으로 병기가 확인된 환자들을 상으로 기의 이러한 한계

을 극복한 후향 인 연구가 시도되었다. 다른 내과 인 질환으로 수술을 할 수 없는 T1과 T2의 조기 식도암 

환자 123명을 상으로 헤마토포피린 유도체(2～3 mg/kg)를 주사한 후 다이오드 이 (630 nm)를 사용하여 

6개월째 87%에서 완  해를 보 고, 5년 생존률은 25%, 5년 질환 특이 생존률은 74% 다. 본 교실에서 조

기식도암 6 , 조기 암 8 를 상으로 헤마토포르피린 유도체인 포토젬(Photogem®), 포토 린(Photofrin®)을 

사용하여 시행한 역동 치료 결과를 보면 조기식도암에서 1회 이후 완 해는 3 에서(Fig. 1), 2회 이후 

완  해는 2 , 1 에서는 부분 해를 보여 수술을 권유하 다. 완 해를 이룬 에서, 1 에서 첫 

역동학 치료 후 3개월 뒤에 재발하여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 다. 조기 암 8   7 에서 완 해를 보

고, 1 에서 부분 해를 보여 근치  수술을 시행하 다.11

역학 치료 외 다른 치료를 병행했던 환자와 식도암의 조직형에 따라서 생존률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

만, 체 환자의 33%에서 식도 착이 찰되었다.12 
포토 린을 이용한 역동 치료는 근층까지 도달할 수 

있고, 원주형 발산기에 의해 식도 벽이 확장되어 2 mm 이하 까지도 얇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식도 착의 발생

이 빈번하고, 식도벽 층괴사에 따른 천공이나 기 지 공 형성 험성이 높다. 최근 이러한 합병증과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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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이기 해 포토 린에 비해 종양 세포에 특이성이 높고, 투과력이 낮은 장의 빛을 흡수할 수 있는 

meta-tetrahydroxyphenyl chlorin (mTHPC)를 이용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12명의 환자에서 34개월까지 찰하 을 

때 100%의 완 해를 보 으며, 역학 치료  반복 인 막 제술과 아르곤 라즈마 응고 소작법을 시

행했던 1명에서만 착이 보고되어 앞으로는 치료와 련된 합병증을 일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13

다른 내과  질환으로 수술을 할 수 없거나, 수술을 거부한 제한 인 조기 암 환자의 일차 인 치료법

으로서 효과가 보고되고 있지만, 그 수는 매우 제한 이다.14,15 내 병변은 식도와 다르게  막주름에 의

한 그림자 상도 잦고, 병변의 치나 크기에 따라서는 빛 달 시스템을 정확하게 치시키기 어렵고, 병
변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병변 부 에 빛을 균등하게 조사하기 어렵다. 따라서 효과 으

로 빛을 병변에 달할 수 있는 빛 달 시스템의 개발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최근 mTHPC을 사용하여 22명
의 장형(intestinal type)의 조기 암 환자에서 80%의 완 해를 보 다.16 mTHPC는 은 량(10～20 j/cm2)에
서 포르피머 소디움과 비슷한 생물학  효능을 보이고, 6～7배 가량 치료시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병변에서의 빛 달 시스템의 문제 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병변에 정확하게 빛을 조사할 

수 있는 새로운 기구도 소개되고 있다.17 내시경 막 제술 후 불완 한 제면이나 재발한 병변에서 동일

한 자리에 반복 으로 치료가 가능한 역학 치료의 효과가 추후 기 되고 있다.

2. 진행성 위장관 암에서의 광역학 치료의 역할

진행성 암에서는 완치는 기 할 수 없지만, 다른 내과  질환으로 수술을 할 수 없는 환자에서 지엽 인 암 

병변을 치료함으로써 증상을 완화하고, 이환율을 낮추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목 으로 다양한 질환에서 치

료가 시도되고 있다. 비침습 이고 동시에 배액 이나 속  삽입술과 같은 다른 치료도 병행할 수 있으며, 
반복 인 역동 치료가 가능하다. 하지만 생존기간이 짧은 진행성 암 환자에서 피부 과민성에 의한 삶의 질

의 하를 항상 염두해 두어야 한다.
역동 치료는 원칙 으로 다른 안이 없는 진행성 식도암 환자에서 고식 인 치료법으로 처음 승인되

었지만, 최근의 무작  연구에서 다른 통상의 이  소작법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 218명을 상

으로 2.0 mg/kg 포르피머 소디움과 300 J/cm의 량을 이용하여 역동 치료를 시행하여 Nd:YAG 이  치

료와 비교한 향  무작  연구에서 생존 기간(123 vs. 140 days)이나, 증상개선의 효과(34 vs. 42 days)에서 

비슷한 결과를 보 다. 다만 합병증(1% vs. 7%)이나 치료 횟수(1.5 vs. 2.4)에서 다소 우월성을 보 다.17 52명
의 폐쇄성 식도 환자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지속 인 증상 개선에서 역동 치료군이 약간의 우 를 보

다.18 하지만 최근 자가 확장형 속 이 폐쇄성 식도암 환자에서 증상 개선에 있어 탁월한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그 역할이 미미하다. 역동 치료의 역할은 아주 제한 인 환자에서, 특히 병변에 의한 착이 

심해서 열 응고요법 등을 시행하기 어렵거나, 속 을 삽입하기에 용이하지 않은 치에 있는 식도암 환자

에서 고식 인 치료 목 으로 효과 일 수 있고, 자가 확장형 속  삽입 후에 속  내외로 암종이 재증

식하는 경우 역동 치료를 고려할 수 있겠다.19 하지만 포르피머 소디움 사용이 피부 과민성을 길게하여 

삶의 질을 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여명이 짧은 진행성 식도암 환자에서 역학 치료의 역할에 한 

논란의 여지는 있다.
수술  제 는 결장조루술은 여 히 폐쇄성 장암에서 표  치료법이며,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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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인 감압 치료로서 내시경  속  삽입술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장의 굴곡이 심한 경우 삽 이 용이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환자에서 Nd:YAG 이 에 비해 간단하고 신속한 역학 치료를 고려할 수 

있겠다. 이론 으로 역동 치료는 수술 후 잔존하는 암세포 괴를 해서 보조 인 치료법으로서 매우 유

용할 것 같지만, 불행히도 장암 수술 후 포르피머 소디움을 사용하여 역동 치료를 시행한 무작  비교 

연구에서 국소 재발률이나 생존률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20 장암에서 경험은 제한 이다. 작은 일

련의 연구에서 폐쇄성 증상의 향상과 지 에 한 보고가 있지만, 지속 인 역학 치료 효과를 기 하기 힘

든 이 있다.21,22 
정상 인 췌장조직은 활성화 산소에 의한 손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췌장암은 과민제의 종류와 무 하

게 역학 치료시 선택성이 높다.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에 효과가 없었던 진행성 췌장암 환자를 상으로 

템포포린(tempoforin)을 사용한 간질성 역동 치료에 한 임상 연구가 재 진행 이다.23

재 간암에 한 역학 치료는 췌장암의 경우에서처럼 달 섬유를 종양내 직  삽입하여 치료하

는 간질성 역학 치료로서 재 동물실험에만 국한되어 있고, 향후 임상 용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24,25

3. 진행성 간문부담관암에서의 광역학 치료 효과

담도암 환자에서 승인된 감작제는 아직 없지만, 간독성이 없기 때문에 진행성 담도암에 의한 간기능부

 환자에서도 안 하게 시행될 수 있고, 담즙내 지질에 의해 빛의 확산을 통해서 직  빛이 조사되지 않은 

부 에서도 이차 인 효과를 기 할 수 있다.26 최근 몇몇 연구에서 담 암환자에서 역학 치료의 효과는 

상당히 고무 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1998년 Ortner 등27
은 담즙배액  삽입이 실패하 던 Bismuth 3형과 

4형 환자의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를 상 로 감작제로는 헤마토포르피린 유도체인 Photofrin II (Axan, Mont- 
Saint-Hilaire, Canada)를, 이 는 630 nm 장을 갖고 있는 아르곤 염료 이 를 사용하여 담도경을 통한 

역학 치료를 시행하 다. 환자의 삶의 질에 뚜렷한 향상이 있었고(Karnofsky index가 시술  32.3%에서 68.9%
로 향상, p=0.0078), 1년 생존률이 77.7%, 앙생존값이 438이었다. 본 교실에서의 연구에서는 수술이 불가능한 

담 암 환자에서 역학치료가 국소 으로 종양을 제거하고 황달 완화  종양의 진행을 억제하는데 효과 이

었다(Fig. 2). 역학 치료 후 5년간 추  찰한 결과에서 원격성 이가 없는 상태로 앙 생존값이 18개월로

서 다른 연구에서 보고된 담즙배액 을 시행한 경우에서의 생존률보다 긴 결과를 보 다.28 본 교실의 다른 연

구
29
에서도 수술이 불가능한 담 암 환자에서 담즙 배액 을 시행한 군의 앙 생존값이 288일이었고, 경피  담

즙 배액 과 역학 치료를 시행 군에서는 558일로서 통계 으로 유의하게 생존률의 향상이 있었다(Fig. 3).
최근에 수술이 불가능한 담 암 환자에서 담즙배액만 한 군과 역학 치료를 병행한 군 간의 향  무

작  비교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30 총 70명의 환자  39명을 상으로 하 다. 앙 생존일은 역학 치

료를 병행한 군은 493일, 담즙 배액만 시행한 군은 98일로서 자 군에서 의미 있게 생존률이 길었고, 삶의 

질 한 의미 있는 향상이 있었다. 그래서 자들은 연구기간 동안 역학 치료를 추가 병행한 군에서 뚜렷

한 효과가 있어 연구를 조기에 단하 다고 하 다.
담 암의 일부는 다른 소화기암과 다르게 종괴를 형성하는 형태가 아닌 담도를 따라 이되는 양상을 보

이기도 해 실제로 역학 치료 후에 그 효과를 객 으로 단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 그래서 보고자마다 

각기 다른 치료 효과 지표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폐쇄된 내강의 개통의 정도, 치료 후의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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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ercutaneous cholangiographic (A and B), cholangioscopic (C and D) images  of an advan-

ced bile duct adenocarcinoma before (A, C) and at 4 months after (B, D) the initial PDT treatment. 

Cheon YK, et al. Korean J Gastroentrol, 2004. A. Percutaneous cholangioscopy showing complete

luminal obstruction of the common hepatic duct before treatment. B. Four months after PDT, 

complete recanalization of the common hepatic duct was seen on percutaneous cholangioscopy. 

C. Complete luminal obstruction of the bifurcation on cholangioscopy before PDT. D. Four months

after PDT, the recannalized bile duct could be seen on cholangioscopy.

의 정도,30 빌리루빈의 감소,27 담도 조 술을 통한 종양의 길이 측정, IDUS를 통한 종양의 두께 감소,28 치료 

후의 interleukinn-6의 감소
29 등이다. 

담 암 환자에서 역학 치료의 효과를 정하는데 있어 몇 가지 문제 들이 있다. 다른 고형암과 달리 

간문부담 암은 복부 음 , 복부컴퓨터촬  등의 상학  검사에서 종괴 자체가 잘 인지 되지 않거나 인

지되더라도 작게 나타나 치료의 효과를 정하는데 있어 의 상학  검사를 통해 객 인 단을 내리

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인해 본 자는 청 빌리루빈 농도의 감소는 역학 치료 효과를 정하는 객

인 지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다른 연구
12
에서는 폐쇄되어 있었던 담도의 개통의 정도로 역학 치료 

효과를 정하 는데, 이 연구에서도 치료 후 담즙배액 을 삽입하 기 때문에 객 성이 떨어진다. 본 교실

에서
28
는 경피  역학 치료 , 후로 강내 음  검사(intraductal US)를 이용하여 종양의 두께를 측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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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umulative survival curve of patients with stenting alone (group A) and of patients 

treated PDT plus external biliary drainage (group B). Kaplan-Meier estimate of survival function

showed that median survival was 288.0±71.15 days in group A, 558.0±178.79 days in group 

B. Survival with PDT plus biliary drainage was superior than that in patients with endoscopic 

biliary drainage alone (p=0.0143). Cheon YK, et al. Korean J Gastroentrol, 2004.

여 종양 두께 감소를 수치화하여 객 으로 정하고자 하 다. Bismuth 3형 이상의 진행성 간문부 담 암 

환자 24명을 상 로 경피경간  경로를 통해 역학 치료  종양의 두께를 측정 후 역학 치료 후 1달 간격

으로 종양의 두께를 IDUS를 측정하 다. 치료  상 환자의 종양 평균 두께는 8.7 mm이었고, 치료 후 3개월 

째 가장 얇아져 5.8 mm (p=0.003)까지 감소하 고, 그 이후 4개월 째 부터는 종양의 두께가 다시 증가하여 자

들은 합한 재치료 기간은 3개월 간격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하 다. 그러나 종양 침윤으로 인한 가장 두

꺼운 담  벽의 감소가 종양 체의 감소를 변하는 지는 아직 밝 야 할 부분이 있다.
최근 들어 많은 종양의 발생  진행에 cytokine이 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고 있는데,31,32 IL-6는 신

장암, 방 암, 암, 흑색종, 형질세포종(plasmacytoma) 등 많은 종양의 성장 조  인자로서 알려지게 되었다. 
최근에 담 염 환자에서 담즙내 IL-6치가 상승되어 있으며, 담 암 환자에서도 상승되어 있는 것이 보고되고 

있다.32,33 쥐 암세포 모델에서 일부 연구자들은 청 IL-6의 농도와 종양의 크기와 상 계가 있음을 발견하

다. 본 교실에서의 연구
34
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 다. 간세포암이나 정상 건강인에 비해 청 IL-6 농도가 

의미있게 상승되어 있었고, 담 암 진단을 한 IL-6의 cut-off 치를 25.8 pg/mL로 하 을 때 민감도  특이도

는 각각 73%, 92%로서 기존의 담 암에사 사용하고 있는 종양 표지자인 CA19-9에 비해 높은 결과를 보 다.
역동 치료한달 후 청 IL-6의 평균 농도는 치료  282.1 pg/mL에서 38.2 pg/mL로 히 감소한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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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hotosensitizers in Photodynamic Therapy

Photosensitizer
λ Nm 
(peak)

Typical absorption
coefficient*

Skin 
Phototoxicity

Comments

Porfimer sodium 
(Photofrin)

630  10,000 4-6 weeks Good tissue penetration, but prolonged 
skin photosensitivity

5-aminolevulinic acid 
(5-ALA)

632  <5,000 1-2 days Specific mucosal photosensitization, very 
limited penetration (2 ㎜)  when used orally

Meta-tetrahydroxypheny
lchlorin (mTHPC)

652  10,000 1- 2 weeks Biological effect similar to PDT with por- 
fimer sodium, smaller required light dose 

Lutetium texaphyrin 732  42,000 <3 days Very good tissue penetration, rapid uptake
and clearance, narrow treatment window 
4-6 h after injection 

Benzoporphyrin 
derivative

690  35,000 Transient skin phototoxicity, approved for 
macular degeneration treatment

Zinc II Phthalocyanine 675-700 100,000 1-2 days Excellent tissue penetration and light 
absorption,

Aluminium sulfonated 
Phthalocyanine

675 100,000 1-2 days Hydrophobic formulation with excellent 
tumor selectivity and cytotoxicity

Tin etiopurpurin (SnET2) 660  28,000 Transient skin phototoxicity, deeper 
penetration than HpD

*Absortion of light cm-1 mol-1 L-1

단순히 담즙배액 만 시술한 군에서는 시술 , 후로 큰 차이가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 로 하여 담

암의 특성상 종양의 크기  범 를 정확히 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치료  청 IL-6치가 상승되어 있고, 
치료 후 그 수치가 의미 있게 떨어지므로 담 암에서 치료의 효과의 정  추  검사의 표지자로서 청 

IL-6를 측정하는 것이 의미 있으리라 생각한다. 
역학 치료와 련하여 의미 있는 부작용으로는 감작제와 연 된 독성이다. 재까지 주로 사용하

고 있는 헤마토포르피린 유도체는 활성도는 4에서 6주까지 지속되어 환자가 그 기간 동안 햇빛에 노출되는 

것을 피해야 하는 문제 이 있다. 그러나 최근 이런 반감기가 짧은 차세  감작제가 개발되었고, 상용화됨

으로써 독성의 문제 은 해결 될 것이다(Table 1).
담 암 환자에서의 역학치료는 아직까지는 근치  목 이 아닌 고식  목 에 있다. 생존률의 향상은 

있었지만 완치를 시켰다는 보고는 아직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러 연구에서 보면 역학 치료 단독을 시행

한 군은 없고, 치료 후 담즙 배액 을 동시에 삽입하 다. 실제 역동 치료를 시행하고 있는 본 자의 경

험을 보면 담 암 환자에서 역학 치료 후 2일에서 7일 뒤 담도경으로 찰 하 을 때 종양 부분의 응 성 

괴사가 일어나면서 부종이 동반되어 담 이 일시 으로 폐쇄가 일어나기 때문에 효과 인 담즙 배액 을 삽

입하는 것을 추천하고자 한다. 그러나 한달 후 담즙 배액 을 제거하 을 때 종양의 괴사로 인해 담즙 배액

이 삽입된 부분  폐쇄되었던 2차 담  분지의 개통을 찰할 수 있어 역학 치료의 국소  종양 제거

의 효과는 확실하다. 그러나 역학 치료 3개월에서 4개월이 경과된 후 담도경으로 이 에 역학 치료를 시

행 한 부분을 찰하면 종양이 다시 커지고 재차 담  폐쇄를 보여 원격성 이가 없는 한 반복  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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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pted from Shim CS, et al. Endoscopy 2005

치료를 시행하여야 한다. 담 암의 특성상 종양에 의한 염증성 반응으로 착이 동반되기 때문에 종양의 상

당한 감소가 있어도 염증성 착으로 인한 담  폐쇄가 유발되기 때문에서 아직까지는 역학 치료 단독 보

다는 담즙배액 을 역학 치료 후 병행 삽입하는 것을 권유하고 싶다. 

4. 합병증

과민제에 의한 신 부작용으로 피부 과민성이 생길 수 있다. 과민제 투여 후 환자는 거의 모든 빛

에 피부 과민반응을 보인다. 증상으로서는 가벼운 홍반에서부터 수포를 나타내며, 통증을 야기시키거나 부어

오르는 경우까지 다양하다. 사실 빛 노출에 한 단순한 지침만을 숙지하면 험성은 낮다. 과민제를 투여 

받은 모든 환자들은 이나 피부가 일 이나 밝은 실내등에 직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찰하여야 한

다. 실외에서는 어두운 선 라스를 착용하도록 한다. 하지만 실내에서 완 한 암실에 있지 말고, 성 인 

실내등에 가  피부의 많은 부분이 노출되어야 탈색 반응을 통하여 남아있는 약이 진 으로 안 하게 

비활성화 된다. 과민되는 기간은 투여되는 과민제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포르피머 소디움을 사용한 환

자는 6～8주간 일  노출을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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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형의 식도 내강 체를 포함한 병변에서 포르피머 소디움(Porfimer sodium) 역학 치료 후에 섬유성 

착이 보고되고 있고, 5-aminolevulinic acid는 일시 인 오심과 경미한 간효소치의 상승이 보고되고 있으나, 
일시 이며 장기간 추 찰 시에도 다시 상승하지 않는다.

III. 결   론

역학 치료가 종양학 분야에서 처음 소개된 이후 지난 25년간 많은 환자들이 역동 치료를 받아왔다. 
처음 피부암 치료에 주로 사용되던 역동 치료는 진단기술의 발달과 새로운 과민제의 개발과 함께 소화

기 분야에서 암 혹은 구성 암 병변에도 그 치료 역을 넓 가고 있다. 암 환자에서 고식 인 치료 목 으

로 사용되고 있고, 특정 병변에서는 완치를 기 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외과  수술이나 항암치료같은 이

의 표  치료 방법을 체할 수는 없다. 폐쇄성 장암이나 폐쇄성 식도암 등의 진행성암의 경우 역동 

치료의 효과가 내강을 열어주는 효과가 있어도 다시 재 착이 오기 때문에 속  삽입술에 비해 큰 장 이 

없어 보인다. 한 역동 치료는 미소암에 분명히 효과 이지만, 시 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내시경

 막 제술에 비해 더 효과 인지는 분명치 않고 병변조직을 회수할 수 없고, 완  해여부를 조기에 

단할 수 없는 단  때문에 역동의 치료 응 범 가 극히 제한 이다. 내시경 막 제술 후 불완 한 

제면이나, 재발한 병변에서 동일한 자리에 반복 으로 치료가 가능한 역동 치료의 효과가 추후 기 되고 

있지만 재시술이나 수술과 비교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재까지는 역학 치료의 역할은 제한 이다. 환자가 쉽게 치료 받을 수 있고, 시술 자체가 간편하기 때문

에 다른 치료법과 병행할 수 있는 보조 인 치료법이지만, 치료범 가 극히 한정된 상황에서 한 환자선택이 

무엇보다 요하며 많은 임상 연구를 통해 역학 치료에 가장 합한 치료 상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역학 치료가 새로운 치료법으로 더욱 확고한 입지를 해서는 피부 과민성이 으면서 병변에 보다 

선택성을 갖고 균등하게 분포되며 빠르게 활성화되어 피부 과민성을 일 수 있는 약제의 개발이 시 하

다. 보다 선택 이고 강력한 과민제는 정확한 치료가 가능하고 부작용 등 환자의 불편 없이 삶의 질을 높

일 수 있을 것이다. 빛의 분포와 약제의 활성도, 조직내 산소 소모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정확한 량 측정 

방법의 개발과 함께 병변부 에만 정확하게 빛을 조사할 수 있는 새로운 기구의 개발도 필요하다. 한 내시

경 상  진단기술의 발달은 역학 치료의 응 상을 차 확  시켜 나갈 것이다. 특정 질환이나 환자 

상태에 따라서 다른 과민제나 원을 용하는 날도 멀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역동 치료는 완성된 

치료법이 아니라, 재도 발 하는 단계로 소화기 분야에서도 새로운 치료법으로 인식하고 심을 갖는 자

세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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