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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 Updates of ASCO and ESMO in
Esophageal Cancer

고려 학교 의과 학 내과학교실

금      보      라

I. 서   론

우리나라에서 식도암은 주로 남자에서 호발하며, 그 발생률이 진 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구

에서는 선암이 증가하고 있으나, 동양에서는 편평상피암이 부분을 차지한다. 부분의 고형암과 마찬가지

로 식도암도 제 가능한 병변을 수술하는 것이 치료의 원칙이다. 그러나 진단 시 약 50%에서 이미 국소암

의 범 를 넘어서고, 국소암이라고 해도 수술  제가 가능한 경우는 60% 미만이다. 한 수술 제 병변의 

약 70%에서 림  이를 동반하게 되고, 결국 신 는 국소 재발로 5년 생존율 15-39%에 불과하다. 따라

서 이를 극복하기 한 수술 제 외에 항암화학요법, 방사선 요법을 병행하는 복합 치료(combined modality  
treatment)에 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일부에서는 표  치료로 인정받고 있다.

본 강좌에서는 새롭게 소개된 연구를 심으로 식도암 항암 치료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국소 식도암(Locoregional cancer)

국소 식도암은 TNM 병기와 수술 제가능 여부에 따라서 치료를 결정하게 된다. 림  이가 없이 

막 는 막하조직까지만 침범된 경우에는 막 제술이나 식도 제술을 우선 으로 시행할 수 있다. 최
근에는 수술 뿐 아니라,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를 병합하는 다양한 복합 치료가 도입되면서 제가 가능한 T
1b, N1 는 T2-T4, N0-1, Nx 는 IVA병기 식도암에서는 수술 치료에 앞서 항암-방사선 요법을 시행하고, 경
과에 따라 수술 치료를 고려하는 것이 권장된다. 병변이 경부 식도인 경우에는 수술  치료보다는 항암-방사

선 요법이 선호된다. 

1) 수술 전 항암-방사선 요법(Preoperative chemoradiation)

서구에서는 제 가능한 국소 식도암 경우, 수술  항암-방사선 요법이 가장 흔히 선택되고 있다.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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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수술  항암-방사선 요법이 수술 단독 치료에 비해 3년 사망률과 국소 재발률을 이고, 생존율

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몇몇 다른 연구에서는 생존율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기도 하

다. 재 확립된 치료는 cisplatin-5FU +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나, 다른 항암제를 이용한 Irinotecan/paclitaxel/ 
docetaxel + cisplatin + 방사선 치료나, oxaliplatin/docetaxel/paclitaxel + 5FU + 방사선 치료도 선택할 수 있다. ASCO에

서도 다음과 같은 여러 수술  항암-방사선 요법에 한 연구가 있었다.

(1) Docetaxel + Cisplatin + 5FU 

II-III기 식도암 환자를 상으로 2 주기의 docetaxel 35 mg/m2 + cisplatin 25 mg/m2 + 5FU 180 mg/m2 continuous i
nfusion + 50 Gy 방사선 치료 후 수술을 시행하 을 때 병리  해율 47%, 3년 생존율 81%로 우수한 성 을 보

으나, 3도 이상의 액학  독성 13%, 비 액학  독성 30%, 독성으로 인한 사망 4%로 보고하 다.

(2) Oxaliplatin +Capecitabine

II-IVA기 환자에서 oxaliplatin 85 mg/m2 + capecitabine 625 mg/m2 + 50.4 Gy 방사선 치료 후 수술을 시행한 연구에

서는 병리  해율 20%을 보 다. 한 II-III기 환자에서 2주기 oxaliplatin 85 mg/m2 + 5FU 180 mg/m2 infusion + 45
Gy 방사선 치료 후 수술을 시행한 연구에서는 병리  해율 33%의 효능과 치료 가능한 정도의 독성을 보 다.

(3) Irinotecan +Cisplatin

II-IVA기 환자에서 Irinotecan 65 mg/m2+ cisplatin 30 mg/m2+ 45-50.4 Gy 방사선 치료 후 수술 치료한 연구

에서는 병리  해율 25%, 무병 생존기간 24개월, 앙 생존기간 34개월, 3년 생존율 46%로 기존의 연구에 

비해 좋은 성 을 보고하 다.

(4) Paclitaxel poliglumex +Cisplatin

Paclitaxel poliglumex는 paclitaxel에 poly-L-glutamic acid를 결합하여 방사선 효과를 증강시킨 새로운 약물이

다. 이를 이용한 2상 비 연구에서 paclitaxel poliglumex 50 mg/m2 + cisplatin 25 mg/m2 + 50.4 Gy 방사선 치료 

후 수술 시행하 을 때 45%의 병리  해율을 보여 기존의 paclitaxel 보다 방사선 감작 효과가 더 높은 것으

로 제시되었다. 
한편,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EGFR), cyclooxygenase-2 (COX-2)가 식도암에서 과다하게 발 할 수 

있고 불량한 후를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EGFR에 한 단클론 항체인 cetuximab나 C
OX-2 억제제, 한 bevacizumab 등의 생물학 제제를 기존의 항암제에 복합한 요법이 연구되고 있다.

(5) FOLFOX-4 + cetuximab

FOLFOX-4 항암요법에, 첫 cetuximab 400 mg/m2 이후 매주 cetuximab 250 mg/m2 투여와 함께 50.4 Gy 방사

선 치료 후 수술을 시행한 연구에서 R0 제율 77%, 병리  해율 27% 고 가장 흔한 3, 4도 독성은 피부

병변(32%), 성구 감소(29%), 식도염(9%)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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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Docetaxel + Cisplatin + cetuximab

2주기의 docetaxel 75 mg/m2 + cisplatin 75 mg/m2
와 매주 cetuximab 250 mg/m2 선행유도 항암 치료 후, 45 Gy 

방사선 치료와 함께 docetaxel 20 mg/m2 + cisplatin 25 mg/m2
와 매주 cetuximab 250 mg/m2

을 투여하고 수술을 

시행하 을 때 병리  해율 65%을 보 고, 3도 이상의 독성은 식욕부진, 식도염 등이었다. 

(7) Oxaliplatin + infusional 5FU+ cetuximab

항암-방사선 요법 시작 2주  먼  1주일 간격으로 cetuximab 400/250 mg/m2 
투여하 다. 이후 환자를 3개

군으로 나 어 oxaliplatin 45-50 mg/m2 + 5FU 180-220-225 mg/m2
로 용량을 달리하여 cetuximab 250 mg/m2 + 45 

Gy 방사선 치료와 병행하 다. 용량 증가에 따른 독성은 없었고 모두 경증내지 등도의 독성이었다. R0 
제 67%, 병리  해율 33%로 안 하면서도 유용하 다.

(8) Irinotecan +Cisplatin +Bevacizumab

식도암 환자에서 Bevacizumab을 irinotecan + cisplatin에 병합하여 독성 증가없이 반응율을 향상시켰던 연구

가 보고되었다. 이에 기 하여 irinotecan 65 mg/m2 + cisplatin 30 mg/m2 + bevacizumab 7.5 mg/kg + 50.4 Gy 방사선 

치료 후 수술을 시행하 을 때 안정성을 평가하고자 하 다. 3, 4도의 성구 감소 29%, 비 액학  독성 3
6% 고, 3도 이상의 고 압도 찰되지 않아 기존의 연구에 비해 독성의 증가는 없었다.

(9) Cisplatin + 5FU+Celecoxib

II-IVA병기 식도암 환자에서 2주기 cisplatin 100 mg/m2 + 5FU 500 mg/m2 + 40 Gy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 다. 
COX-2 억제제인 celecoxib는 항암-방사선 치료 2주 부터 400 mg bid를 투여를 시작하여 항암-방사선 치료

하는 동안 그리고 치료 종료 후 4주간 투여하 고, 이후 수술을 시행하 다. Celecoxib 투여로 인한 독성은 없

었고, 치료 후 79%에서 병기가 감소하 고 병리  해율 51%, 3년 생존율 79%을 보고하 다.

2) 수술 후 항암-방사선 요법(Postoperative chemoradiation) 

수술 후 보조요법은 수술 제면, 림  이, 병리 소견 등에 의해 결정하게 된다. R0 제가 되었다면 

편평세포암의 경우에는 추가 인 수술 후 보조요법을 시행하지 않고 경과 찰할 수 있다. 그러나 선암의 경우

에는 림  이가 없고 병리 소견상 T1이나 T2종양병기까지는 경과 찰이 가능한 반면, 림  이가 있

거나 T3 이상에서는 5FU 제제를 기본으로 한 수술 후 항암-방사선 요법이 추천된다. ASCO에서는 5FU 이외에 

다른 제제를 이용한 수술 후 항암-방사선 요법에 한 연구가 소개되었다. 

(1) Tetrathiomolybdate (TM)

TM은 경구용 구리 킬 이트이다. 구리는  형성에 필요한 요소로서 TM은 신생 억제 작용을 한다. 
Paclitaxel 60 mg/m2 + cisplatin 60 mg/m2 + 45 Gy 방사선 치료 후 수술 치료를 시행하 고, 그 이후 4주째부터 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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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mg/day를 경구로 2년간 투여하 다. 3도 독성으로 설사(3%), 구토(2%)가 있었고 3년 생존율 47%, 3년 무

재발율 51%로 기 할 만한 성 을 보고하 다. 

(2) Sunitinib

Irinotecan 65 mg/m2 + cisplatin 30 mg/m2 + 50 Gy 방사선 치료 후 수술을 시행하 다. 수술 후 4-12주부터 tyr
osin kinase 수용체 억제제인 sumatinib을 37.5-50mg/day를 시작하여 1년간 투여하 다. 수술시 병리  해율 

22% 고, 17%에서 병기를 낮추는 효과를 보 다. Sumatinib 투여로 인한 3도 독성으로 성구 감소가 있었

으나, 치료에 지장을 래할 정도는 아니었으며, 치료 성 은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3) Paclitaxel + Cisplatin

제 가능한 II-III기 식도암 환자에서 수술 치료 후 2주기의 paclitaxel 135 mg/m2 + cisplatin 20 mg/m2
과 함

께 50 Gy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 다. 치료 결과 앙생존기간 37.2개월, 재발률은 53.8% 다. 1년 생존율 8
2%, 3년 생존율 47%로 우수한 성 을 보 다. 

3) 근치적 항암-방사선 요법(Definitive chemoradiation)
 
근치  항암-방사선 요법은 의학 으로 수술을 견디기 어려운 환자, 종양 제가 불가능한 국소암, 경부 

식도암, 비수술  치료를 선호하는 환자 등에서 주로 사용하 으나, 재는 수술 제가 가능한 T1b, N1 
는 T2-T4, N0-1, Nx 는 IVA병기 식도암 환자에서도 일차 인 치료로 선택할 수 있다. 재 표  치료는 cis
platin + 5FU + 50-50.4 Gy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나, irinotecan/paclitaxel/docetaxel + cisplatin + 방사선 치료

나 oxaliplatin/docetaxel/paclitaxel + 5FU + 방사선 치료 등이 보고되어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수술 불가능 

식도암에서 cisplatin + 5FU와 FOLFOX4를 이용한 근치  항암-방사선 요법을 비교한 2상 연구에서 FOLFOX4
가 cisplatic + 5FU에 비해 무병생존기간, 앙생존기간 모두에서 우월한 결과를 보고하 고, 3상 연구가 진행 

이다.
ASCO에서는 수술 제가 불가능한 식도암 환자를 상으로 irinotecan 65mg/m2 + cisplatin 30mg/m2 + 50.4

Gy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 을 때 반응률 85%, 생존기간 9.2개월, 1년 생존율 34.6%의 성 을 보 으나, 20%
에서 치료 련 사망을 보여 사용에 신 해야 함을 보고하 다. 

Ⅲ. 맺 음 말

여러 소화기암의 진단과 치료에 있어 지속 인 진보가 있었지만, 여 히 식도암의 조기 진단은 어렵고 

부분 진행암 단계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부분의 식도암 환자에서 근치  치료가 어렵고 

후도 불량하다. 이를 극복하기 해 항암-방사선-수술 분야가 력하는 복합 치료와 완화치료가 각 받고 있

고, 특히 국소 식도암의 치료 역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한 항암 약제에 있어서도 기존의 5F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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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platin 외에 docetaxel, oxaliplatin, irinotecan 등의 항암 약물을 용한 여러 가지 형태의 복합 치료나 cetuxim
ab, bevacizumab 등 생물학 제제 등을 이용한 요법이 소개되었다. 물론 식도암에 다양한 치료를 고려할 수 있

게 된다는 것은 고무 이나 이러한 치료를 아직 확립된 치료로 인정하기엔 많은 추가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

다. 한 비교  선암의 비율이 높은 서구 연구의 특성을 고려할 때 편평상피암이 부분인 국내의 치료 지

침을 확립하기 한 식도암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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