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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 update of ASCO and ESMO in 
Pancreatobiliary Cancer

인하 학교 의학 문 학원 내과학교실

정           석

췌장암과 담 암은 진단 당시에 유일한 근치 목 의 치료인 외과  제가 불가능한 경우가 부분이며, 
과거 신항암화학요법이나 방사선치료와 같은 고식  치료에 한 반응이 고 후가 불량한 표 인 소

화기암종으로 알려져 왔다.
최근 수 년간 새로운 세포독성제와 분자표 치료제가 개발되어, 췌장  담 암에서의 항암화학요법에 

한 임상시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췌장암의 경우 진행성 췌장암에서 기존의 표 치료제인 gemci-
tabine에 여러 세포독성제를 병합하여 치료하 을 때, 한 survival benefit의 증가를 보여주지 못하 으나, 
gemcitabine과 epidermal growth factor (EGFR) 해제인 erlotinib의 병용요법을 포함한 분자표 치료와 neoadju- 
vant therapy에서 보다 향상된 결과들이 제시된 바 있다.

본 발표자는 2008년에 개최된 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 (ASCO)와 European Society for Medical 
Oncology (ESMO)의 연례미 에서 발표되었던 췌장  담 암 분야의 연제들을 정리하여 최신 연구 황을 

살펴보았다.
ASCO에서 발표된 췌장암 련 연제는 총 101개로 이  향  임상시험은 51개 으며, 최근 다른 암종

의 3상 비교 연구에서 기존 항암제와의 병용요법에서 그 생존 이득이 증명된 EGFR 해제나 VEGF 해제, 
는 다른 세포독성항암제를 병용 투여하거나 방사선요법을 병행하여 독성이나 부작용, 종양반응, 생존기간 

등을 조사한 2상 단일군 연구가 부분이었다. 6개의 비 연구가 발표되었고, 다기 으로 시행된 비교 3상 

연구는 모두 6개로 국소진행성 혹은 이성 췌장암에서 기존의 gemcitabine 단독요법과 체외방사선치료와 

gemcitabine의 동시 화학방사선요법의 생존기간, 종양반응, 부작용 등을 비교하거나, 기존의 gemcitabine에 

EGFR 해제인 erlotinib, VEGF 해제인 bevacizumab의 3제요법을 비교하거나, 세포독성항암제인 5-FU, fo-
linic acid와 5-FU, folinic acid에 새로운 platinum compound인 oxaliplatin을 추가한 병용요법을 비교하는 연구

다. 3상 연구  수술 후 보조 항암화학요법 련 연제는 2개가 있었는데, 외과 으로 제가 가능한 병기의 

췌장암 환자에서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gemcitabine 단독투여군과 항암치료 없이 단순경과 찰만 시행하

던 규모 연구에서 수술 후 gemcitabine 6개월간 투여했을 때 Disease free survival과 overall survival에 있어 

유의한 이득을 보 음을 증명하 다. 향 인 임상시험 이 외에 부분의 연구들은 후향  연구나 obser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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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nal study들이었는데, CA19-9를 포함한 여러 biomarker들의 후 측가능성에 한 연제가 다수 있었다. 
한 일부 소수의 meta 분석연구, 그리고 animal study나 in vitro cell culture study의 data가 발표되었다.

ASCO에서 발표되었던 담 암 련 연제는 총 15개로 이  진행성 담 암에서 소규모로 시행된 향  

단일군 임상 연구가 7개 고 모두 제2상 연구 다. 이  에 띄는 것은 19명의 진행성 담 세포암과 이

성 담 세포 환자를 상으로 시행된 gemcitabine과 oxaliplatin의 세포독성제에 EGFR 해제인 cetuximab을 

추가한 병용요법에서 종양반응률이 58%이며, stable disease를 포함한 disease control rate는 89.5%에 달했다. 
한 CR이나 PR 반응을 보인 환자  6명에서 근치  외과  제술이 가능하 으며, median progression-free 

survival이 9개월이었다. 그러나 소규모로 진행되었기에 규모의 향 인 무작 비교 연구를 통해 검증이 

필요하다. 그 밖에 다른 2상 연구들은 gemcitabine에 다른 세포독성제인 capecitabine이나 oxaliplatin을 병용 투

여하거나, S-1경구 + oxaliplatin 병용요법, bevacizumab과 erlotinib의 병용요법, sorafenib 단독요법, oxaliplatin과 

5-FU의 간동맥주입요법 등이 있었으나, objective response rate는 15% 이하 다.
ESMO에서는 췌담 암 분야에서 총 17개의 연제가 발표되었고, 이  췌장암 련 연제가 11개, 담 암 

련 연제가 5개 고, 두 종류의 암을 포함한 연제가 1개 다. 후향  연구나 observation cohort study가 부

분이었고, 향  임상시험은 4개에 불과했는데 모두 단일기 에서 진행된 2상 시험이었으며, 이  부분

은 gemcitabine과 cytotoxic drug인 S-1이나, platinum compound의 병용요법의 효과와 독성에 한 연구들이었

고 response rate는 25% 이하 으며, 진행성 췌장암의 경우 10개월, 진행성 담 암의 경우 9.5개월의 median 
overall survival을 보 다. 한 일부 연제는 ASCO에서 발표되었던 동일 연구에 데이터를 추가하여 발표된 것

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