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6회 대한소화기항암학회 학술대회 2008

1

대한소화기항암학회

Esophageal Cancer

남 학교 의과 학 내과학교실

장      병      익

I. 서   론

식도암은 세계 으로 암으로 인한 사망률 6 를 차지하는 암으로 진행된 상태에서 진단받는 경우가 많

으며, 국소 진행암 일 경우 수술이 유일한 완치 방법이기는 하지만, 국소 재발 등으로 인해 그 후는 불량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좀 더 효과를 높이기 한 노력으로 항암화학치료  방사선 치료 는 항암화학요법

과 방사선 병용법 등의 다각  치료를 시행하고, 그 효과를 증 하기 한 임상 연구가 시도 되고 있다. 본 강

좌에서는 식도암 항암치료의  주소와 국내 상황  소화기 의사의 역할에 해 논의 하고자 한다.

II. 본   론

1. 식도암 치료의 현주소

국소  식도암의 경우 수술 단독 치료가 표 치료로 종양 완  제와 림  곽청술을 시행하게 되지만, 
신, 는 국소 재발이 문제가 되어 수술  보조요법, 수술 후 보조 요법 등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이에 

해 세계 으로 oncologist를 주축으로하여 재 많은 임상 연구들을 통해 진단법, 조기 반응 측인자, 새로운 

regimen의 시도, 효과 인 방사선 방법  치료 schedule, target therapy, 환자 맞춤형 치료 등이 시도 되고  

보고되고 있다. 수술  항암화학요법은 보고에 의하면 수술  항암화학요법으로 수술 사망률이 높아질 험

성이 있으나, 3년 사망률은 수술 단독 치료에 비해 유의하게 낮으며, 수술  치료에 한 반응률에 따라 

후가 달라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지 까지 식도암의 보조 항암 치료는 5-FU/cDDP가 치료의 근간이 되었

으며, 최근 그 반응률을 높이기 해 taxane 계열의 항암제를 근간으로 하는 항암요법이 시도 되고 있다. 2007
년 미국 임상종양학회(ASCO)에서도 각각 다른 regimen이지만, 이와 련된 록이 5개가 발표 되었으며, 4개
의 연구에서 정  결과를 보고 하 다. Irinotecan/cDDP를 이용한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의 병합치료에 

한 2상 연구도 시행 되었고, 치료 후 PET scan이 조기 치료 실패를 찾는데 도움이 된다는 보고도 있다. 뿐
만 아니라 수술  보조 항암화학방사선 요법은 독성이 커지므로 반응군을 치료 기에 알고 이들을 상으

로 치료하는 것이 요하다는데 착안을 두고 조기 반응 측인자에 해 많은 학자들이 심을 갖게 되면서 

p53, surviving protein, COX2-expression 등의 식도암 수술  치료 반응과의 계를 규명하게 되었다.
수술 후 보조요법은 수술 후 원격 이  재발의 감소를 해 시행하게 되었으며, 규모 global study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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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국소 림  양성인 환자에 있어 수술 단독군 보다는 5-FU/cDDP를 이용한 보조 항암화학요법을 시행

한 군에서 5년 무병 생존 기간이 유의하게 길어(45% vs 61%, p=0.13) 국소 림  양성 환자에서 보조항암화

학요법의 유용성을 확인하 고, 재 국소 림  양성 환자의 경우 수술 후 보조 항암화학요법을 부분 시

행하고 있지만,  다른 규모 연구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못해 결론을 내리기 해 좀더 연구가 필

요하다. 수술이 불가능한 식도암의 경우 재까지 표  치료로 받아 들여 지고 있는 것은 5-FU/cDDP와 방사

선 병용치료이며, 최근 까지도 국소  신 재발률을 낮추고, 생존률 향상을 해 새로운 항암제  방사선

치료요법에 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 지고 있다.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에서도 수술  보조 항암요법에서 

처럼 Taxane 계통의 약물을 이용한 여러가지 regimen들을 시도하고 있으며, 단일기  혹은 다기  연구를 통

해 기존의 치료보다 낮은 독성에 좀 더 효과 이거나 유사한 반응을 보고 하 다. 2008년 JCO에서는 pacli- 
taxel을 이용한 항암화학치료와 방사선치료에 앞서 paclitaxel/cDDP/5-FU와 paclitaxel/cDDP로 induction하는 비

교 연구를 시도를 하 지만, 두 군 모두 높은 morbidity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 다. irinotecan/cDDP를 이

용한 항암화학요법에 방사선 치료를 병합하여 좀더 낮은 독성으로 정 인 결과를 기 하고 있으며, 
irinotecan/5-FU(IF)와 5-FU/cDDP를 비교한 연구에서 IF가 기존의 치료보다 더 우수하지는 않으나, 유사하여 

platinum free first line treatment로 시도 해 볼수 있음을 보고 하 고, 장  암에 주로 쓰이던 FOLFOX도 

식도암의 치료에 시도되어 정  결과를 보이고 있다. Cuningham 등은 진행성 식도암에서 규모 연구를 통

하여 capecitabine/oxaliplatin이 5-FU/cddp 만큼이나 효과  임을 보고하기도 하 다. 
최근 각 받고 있는 monoclonal antibody나 tyrosine kinase inhibitor를 식도암 치료에서도 많은 심을 보이고 

있으며, 2008년 ASCO에서는 식도암에서 EGFR가 30～90%에서 과발 되는데서 착안하여 cetuximab과 irinotecan/ 
cDDP를 기존 치료에 반응이 없는 환자 8명을 상으로한 연구에서 1명에서 부분 반응을 2명에서 안정 상태를 

보인 보고도 있다.

2. 국내 식도암 치료의 현황

재 국내에서도 빠른 세계의 변화에 못지않은 활발한 연구들이 시도 되고 있는 상황이며, update된 여러 

치료를 각 기 에서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의 연구는 oncologist를 심으로 이 지고 있으며, 과거에

는 단일 기  연구가 많았으나, 국내에서도 주로 형 병원으로 심으로 한 다기  연구가 많이 보고 되고 

있으며, 국내 학회 뿐만 아니라, 국제학회에서 많은 연구 성과들을 보고하고 있다.
소화기 의사와, 방사선 종양학과  방사선학, 병리학 의사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김 등은 62명의 환자를 

상으로 수술  항암화학요법의 병리학  반응과 생존 측에 있어 PET scan의 역할에 해 연구하여 PET 
scan이 병리학  완  반응과 유의한 계가 있으며,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치료를 받은 환자에서 장기 경과

를 측할 수 있음을 보고 하 으며,  이들은 수술 가능한 식도암에서 수술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한 환자

에서 병리학  완  반응을 보인 환자의 5년 생존률이 57.1%로 양호하며, 수술  보조 항암화학요법에 완  

반응을 보이는 여자 환자가 가장 후가 좋으며, 식도 제술을 시행한 환자들 에서는 performance status가 
좋고, 2기 병기의 경우 가장 후가 좋은것으로 보고하 다. 송 등도 비슷한 연구를 통해 PET sca이 항암치

료에 한 반응에 부가 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보고하 다.
김 등은 2001년 수술  항암화학요법과 hyperfractionation radiotherapy이 historical result와 비교하여 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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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리학  반응  생존률을 유의하게 증가시킨다고 보고하 고, 그 후 이 등은 같은 주제로 2004년 향  무

작  맹검 연구를 시행하여 100명의 식도암 환자를 상으로한 3상 연구에서 수술  보조 치료가 임상 (86%) 
병리학  반응률(43%)을 높여 주지만, 생존률에 있어서는 유의한 이 이 없음을 보고하기도 하 다.

수술 후 보조 항암화학요법에 해서도 이 등은 제 가능한 림  양성 식도암 환자에서 향  연구

를 통해 historical group과 비교 하 는데, 근치  제술 후 5-FU/cDDP를 이용한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 을 

때 3년 무병 생존률이 47.6%로 historical group의 35.6% 보다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림  갯수가 

술후 재발을 측할 수 있는 유의한 인자임을 보고하 다. 
국내에서도 수술이 불가능한 식도암에서 5-FU/cDDP를 이용한 동시 항암화학방사선 요법의 안 성과 효과

를 평가한 논문에서는 완 해 54%, 부분반응 36%, 1년 생존률 66%, 3년 생존률 30%로 앙 생존기간 13.1개월

을 보여 원격 이가 없는 식도암에서 그 유효성을 확인하 으며, 항암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해 새로운 regimen 
에 한 연구가 국내에서도 많이 시도되었다. 이 등은 capecitabine/cDDP(XP)를 진행성 식도암의 1차 치료로 시

도하 는데, 반응률은 57.8% 으며 반응군에서 앙 반응기간은 4.6개월 이었다. 찰기간동안 진생까지 앙 

기간은 4.7개월로 보고되었고, 앙 생존기간은 11.2개월로 이성 식도암에서 항 종양효과가 정 으로 나와 

기존의 5-FU/cDDP를 신할 만한 치료 방법으로 고려 할 수가 있음을 보고하 다. Irinotecan/cDDP에 한 연구

도 시행되었는데, 항암치료를 시행한 이 없는 이성, 재발성 식도암 환자에서 그 효과를 향상시키지는 못했

지만, 치료 방법이 쉬우며 비 액학  독성이 으며, 등도의 항종양 효과가 있었다. 2주 간격의 paclitaxel/ 
cDDP 치료도 3%의 완  반응과 38%의 부분 반응과 7개월의 앙 생존 기간을 나타내 효과 인 치료임을 보

고하 다. 동시 항암화학방사선요법 에 induction chemotherpay를 시도한 연구에서는 71%의 반응과 (34%: CR, 
37 %: PR) 2년  5년 생존률이 각 각 39%,19%로 나타나고, 완  반응이 온 환자의 앙 생존 기간은 69개월

로 보고되고, 독성도 심하지 않아 시도해 볼 만한 치료로 소개되기도 하 다.
2차 치료에 있어서도 2008년 ASCO에서는 심 등이 이  5-FU/cDDP 치료력이 있는 불응성 식도암에서 

docetaxel/cDDP의 2상 연구 결과를 보고하 는데, 부분 반응이 20%, 안정상태가 40% 고 앙 생존 기간은 

7.1±2.5개월로 나와 5-FU 치료 후 2nd line 치료로 유용하며 안 한 것을 확인하 고, 박 등은 이성 혹은 

재발성 식도암에서 mitomycin C, ifosfamide, cisplatin (MIC)으로 치료하여 12.5%의 부분 반응과 37.5%의 질병 

조  능력을 보여 구제 요법으로서 등도의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 다.
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국내에서도 세계 인 심사에 맞춰 다양한 치료들이 식도암 환자에서 시도되

고,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으나, 부분은 oncologist가 심이 되어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다. 지 까

지 gastroenterologist 들에게 식도암에 있어 주된 심사는 항암치료 보다는 내시경을 이용한 진단, 고식 인

치료 특히 식도 폐쇄에 따른 환자의 고통에 한 스텐트 삽입 혹은 식도 확장술, 조기 식도암의 내시경  

제 등에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 재  내시경 종양학(interventional endoscopic oncology)이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내시경 분야의 발 이 이루어 졌다. 이러한 치료 내시경은 표 인 최소 침습치료의 한 역을 차지 

하고 있다. 2006년 한소화기항암학회가 만들어지면서 2007년 여러 병기의 식도암 환자를 상으로한 항암

치료에 한 다기  연구를 계획하여 시행 이나, 상 으로 항암치료에 한 연구는 시작 단계라 할 수 

있으며, 지 까지는 oncologist가 주축이 되는 연구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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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   론

식도암은 부분 진단 당시 국소 는 원격 이가 있는 상태에서 발견 되는 경우가 많아 후가 불량한 

암으로 알려져 있으며, 아직까지는 수술 단독 는 완치 목 의 방사선화학요법이 식도암의 표  치료로 인

정되고 있으며, 그 효과  생존률을 향상시키기 해 수술   후 보조 치료가 시도되고 있다. 재까지도 

많은 연구를 통해 좀더 효과 인 regimen에 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반응 측 인자를 통해 

환자 맞춤형 치료를 시도하기도 하며, 항암제의 빠른 발 에 따라 더 많은 약재들을 시도해 볼 수 있게 되었

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추세에 맞춰 다양한 치료가 시도되고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식도암 환자들에게 기

회들이 주어지게 되기도 하 다.
소화기암의 항암제 분야가 하루가 다르게 발 하고 있는 시 에서 최첨단 항암치료는 내시경 치료에 활

발히 용될 것으로 기 되므로 소화기내과 의사들도 식도암 환자에 진단에 서부터 보존  치료까지 모든 

단계에 있어 환자를 책임질 수 있도록 진단  치료  내시경 뿐만 아니라, 항암화학 치료에 해서도 최신 

지식을 가지고 좀더 극 인 치료를 시도할 수 있도록하여야 겠으며, 이를 한 다기  연구들이 좀더 활발

하게 시도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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