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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2009년도 한국 암통계에 의하면 췌장암은 9번째 호발암으로, 암 연  사망의 5번째 원인(5.8%)을 차지한다. 
특히 2년 생존율이 10% 내외에 불과하고, 진단 당시 약 80-90%에서 국소 진행성 는 원격 이가 있는 상태로 

진단되고, 설혹 기에 발견되어 근치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도 약 70-80% 정도에서 암이 재발하기 때문에 

추가 인 치료가 필요하다. 췌장암은 일반 으로 제 가능(resectable), 경계성 제 가능(borderline resectable), 
국소 진행(locally advanced), 이형(meatastatic)으로 나  수 있으며, 각각의 병기에 따라 다양한 치료 방침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다양한 항암화학 요법, 분자 표  치료제, 방사선 치료의 다양한 병합 요법이 소개되면서, 
치료 효과의 개선과 생존 기간의 연장이 시도하고 있으나 재까지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하다.1

이성 췌장암은 1997년에 gemcitabine과 5-fluorouracil (5-FU) 비교 연구를 통해 일차 치료제로 gemcitabine이 

증상 개선과 생존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다고 공인된 이후,2 약 15년이 지난 재까지도 동일한 치료가 이어 

지고 있다. 치료 효과의 개선을 해 다양한 병용 약물 요법이 시도 되었으나, gemcitabine과 분자 표  치료제 

erlotinib 병합 요법에서 약간의 생존 기간의 연장이 보고된 이외에는 규모 3상 연구를 통한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다.3 최근 5-FU, OXaliplatin, Leucovorin, Irrinotecan 병합요법(FOLFIRINOX)을 1차 항암 요법으로 사용한 

PRODIGE 4/ACCORD-11 trial 연구에서 기존 gemcitabine 단독 사용과 비교해 약 5개월 정도 의미있는 생존 

기간의 연장이 확인되어 새로운 치료 방법으로 각 받고 있으나,4 다양한 합병증의 발생으로 사용에 제한이 

있으며, 특히 국내의 경우는 보험 용 문제로 실제 사용에 어려움이 많다. 이번 논고에서는 다양한 췌장암 

병기에 따른 치료 방법을 문헌 고찰과 외국 가이드라인을 심으로 기술 하고자 한다.

II. 본   론

췌장암은 다양한 상학  기법과 조직검사 방법을 통해서 진단되며, 이러한 검사 방법을 통해 향후 치료 

계획을 설정한다. 기본 으로 수술  제가 췌장암의 근치를 한 최우선 방법이며, 수술  제 가능성의 

단은 다학제  근을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NCCN (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guideline 2012에
서는 췌장암 수술  제 가능성을 제 가능, 경계성 제 가능, 제 불가능으로 분류하 으며, 아래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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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제 불가능에 해당하는 소견임을 제시하 다. 본 장에서는 췌장암의 분류에 따른 다양한 치료 방법에 

하여 기술 하고자 한다.

1. 췌장 두부

  ▹원격 이

  ▹상장간막 동맥(superior mesenteric artery)을 180도 이상 encasement/복강동맥(celiacaxis)과 abutment
  ▹수술  재건이 불가능한 상장간막 정맥(superior mesenteric vein)  문맥(portal vein)의 폐쇄

2. 췌장 체부

  ▹원격 이

  ▹상장간막 동맥과 복강 동맥의 180도 이상 encasement
  ▹수술  재건이 불가능한 상장간막 정맥  문맥의 폐쇄

  ▹ 동맥 invasion
3. 췌장 미부

  ▹원격 이

  ▹상장간막 동맥 는 복강 동맥을 180도 이상 encasement
4. 핌
  ▹수술 범 에 포함되지 않는 림 선 이

1. 절제 가능, 경계성 절제 가능 췌장암

췌장암은 진단 시 이미 진행된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지 15-20%의 환자에서만 근치  제술

을 시행할 수 있다. NCCN guideline 2012에서 제시하는 제 가능(resectable)성의 단 기 은 원격 이가 없으며, 
방사선학 으로 상장간막 정맥과 문맥의 침범이 없는 경우, 그리고 인  동맥(복강동맥, 간동맥, 상장간막 동맥) 
주 로 지방면(fat plane)이 명확하게 찰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 췌장 수술 합병증의 감소와,  

문합 수술 성 의 향상 등을 통해 간문맥  상장간막 정맥과 같은  구조를 침윤한 경우에도 수술  제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경계성 제 가능(borderline resectable) 췌장암이라는 정의한다.5 그러나 제 가능 

 경계성 제 가능 췌장암 모두 R0 완  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5년 생존율이 림  이가 없는 경우는 

25-30%, 있는 경우는 10% 내외로 조한 성 을 보이기 때문에 수술 후 보조 치료(adjuvant)의 필요성이 두되며, 
수술  선행 치료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한 치료 성 의 향상을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1) 수술 후 보조 요법

췌장암 제 후 보조(adjuvant treatment) 항암화학 요법(chemotherapy), 방사선 치료(radiotherapy)  화학방사

선 치료(chemoradiotherapy)에 해서 많은 임상 시험이 있어 왔다(Table 1). 기 GISTG (Gastrointestinal Tumor 
Study Group) 연구에서 화학방사선 치료가 21개월의 앙 생존값을 보여 효과 인 치료 방법으로 제시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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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of adjuvant treatment for pancreatic cancer (including chemotherapy and
chemoradiotherapy)

Adjuvant treatment RCT (Randomized 
controlled trial) Number Regimen

Median 
Survival
(mo)

p-
value limitation

Systemic 
Chemotherapy

Bakkevold et al. (1993)

Takada et al. (2002)

Kosuge et al. (2006)

Neoptolemos et al.
(ESPAC-1) (2004)
Oettle et al.
(CONKO-001) (2007)
Ueno et al.
(JSAP-02) (2009)
Neoptolemos et al.
(ESPAC-3) (2010)

 61

 31
 81
 77
 45
 44
147
142
179
175
 58
 60
551
537

FAM(5-FU+Doxorubicin + 
Mitomycin C
control
5-FU/MMC(Mitomycin-C)
control
5-FU/Cisplatin
control
5-FU/FA (folinic acid)
observation
Gemcitabine (6 months)
control
Gemcitabine (3 months)
control
5FU/FA (d1-5, q 1 month)
Gemcitabine (6 months)

23

11

12.5
15.8
20.1
15.5
22.1
20.2
22.3
18.4
23.0
23.6

0.04

NS

NS

0.009

0.06

0.19

0.39

No difference of long term 
survival

DFS improvement (+)

5FU/FA group: more toxicity 
grade 3 to 4

Chemoradiotherapy Kalser et al.
(GITSG 9173) (1985)

Klinkenbijl et al.
(EORTC 40891) (1999)
Neoptolemos et al.
(ESPAC-1) (2004)

Regine et al.
(RTOG 9704) (2008)

 21

 22

110
108
145
144

subgroup
 73
 69
 72
 69
187
201

RT (40Gy) +bolus 5FU→ adjuvant 
5FU/FA
control

RT (40Gy) + infusion 5FU
control
RT (40Gy) +5FU
No chemoradiotherapy

RT (40Gy) +5FU
observation
RT (40Gy) +5FU→5FU/FA
observation
Gem→RT (50.4Gy) +5FU→Gem
5FU→RT (50.4Gy) +5FU→5FU

21
10.9

24.5
19
15.9
17.9

13.9
16.9
19.9
16.9
20.5
16.9

0.03

0.208

0.05

NS

NS

0.09

Poor patient accrual
Low RT dose 
Methodologic problem
Low RT dose/split RTx course.
Methodologic problem
Methodologic problem(2 x 2 
factorial design)
Clinician’s preference of 
treatment modality
Split RT dose

*Pancreatic head cancer
All pancreatic cancer (221 
vs. 230, p=0.34)

나,6 EORTC (European organization for the Research and Treatment of Cancer) 연구는 앙 생존값이 24.5개월로 

약간 증가를 하지만 조군의 19개월과 비교해 통계학 인 차이는 없다는 상반된 연구 결과를 발표하 다.7 
그러나 두 연구 모두 2000년 이  연구로 방사선 치료량이 상 으로 고, 치료 방법 설정이 재와 많은 

차이가 있고, 통계학 인 그룹 배정에 문제가 있다는 단 이 있다. 한 유럽에서 주도되어 2004년 발표된 

ESPAC-1 (European Study Group for Pancreatic Cancer) 연구는 화학방사선 치료의 앙 생존값이 15.9개월로 

조군의 17.9개월에 비하여 오히려 감소하여, 화학방사선 치료가 생존 기간의 연장에 기여하지 못하고 치료 

독성이 증가한다고 보고하 으나, 이 연구는 보조 항암용법이 포함된 2 × 2 구조의 요인 분석 연구이며, 환자 선택 

편견이 배제되지 않고, 분활 (splitting) 방사선 치료가 시행되었다는 문제 을 가진다.8 의 연구를 종합하여 

보면, 재까지 수술 후 보조 화학방사선 치료의 유용성에 해서는 미국과 유럽쪽의 견해가 충돌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수술 후 보조 화학방사선 치료의 유용성을 인정하며 RTOG97-04연구를 진행하 고, 기존의 5-FU 
화학방사선 치료 후로 5-FU  gemcitabine 항암화학 요법을 시행하여 두 군간에 앙 생존 기간의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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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을 보고하 다. 그러나 췌장 두부에서 발생한 췌장암의 선택 비교 분석 결과는 gemcitabine항암제를 5-FU화

학방사선 치료 후로 사용한 치료군의 앙 생존값이 20.5개월로 5-FU항암제를 5-FU화학방사선 치료 후로 

사용한 조군의 16.9개월과 비교하여 우월한 치료 효과 경향을 보임을 보고하 다(p=0.09).9 그 외 Stocken 
등은 ESPAC-plus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추가 인 메타 분석을 실시하여, GITSG 연구는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

지만, 항암화학 요법이 생존율을 유의하게 향상시키며, 제면 양성인 환자의 경우는 화학방사선 치료가 항암

화학 요법보다 효과 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 다.10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화학방사선 치료는 이론 으로 방사선 국소 조사를 통해 재발을 감소시키고, 신 

항암화학 요법을 추가하여 원격 이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그러나 유럽의 규모 임상 연구에서 

유용성이 확인되지 못했기 때문에, 항암화학 요법 단독 치료를 통한 수술 후 보조 요법의 유용성에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CONCO-001 연구에서는 gemcitabine 단독 보조 화학요법군의 무종양 생존 기간(DFS: disease free 
survival)이 13.4개월로 조군의 6.9개월에 비해 우월하고(p<0.001) 앙 생존 기간도 22.1, 20.2개월로 차이가 

나는 경향을 보여(p=0.06), 수술 후 gemcitabine 보조요법이 효과 인 치료 방법임을 발표하 다.11 이 연구에서

는 흥미롭게도 R1 제의 경우도 무종양 생존 기간의 향상이 찰되었고(15.8개월 vs. 5.5개월), 국소  원격 

재발의 감소 모두에 해서도 효과 인 것으로 발표되었으나, 수술 후 CA 19-9가 2.5배 이하인 후가 좋을 

것으로 기 되는 환자가 선별되었다는 문제 을 가진다. 한 일본에서 시행한 췌장암 수술 후 gemcitabine보조 

항암화학 요법을 3개월간 사용한 3상 연구는 gemcitabine 사용이 생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하 고,12 최근 발표된 다기  3상 연구(ESPAC-3)는 수술 후 gemcitabine과 leucovorin modulated 5-FU요법(leu- 
covorin 20 mg/m2 → 5FU 425 mg/m2 IV bolus D1-5, q 4 weeks)의 비교를 통해 두 약제간 앙 생존 기간이 23.6개월

과 23개월로 차이가 없음을 발표하 다. 다만 상 으로 5FU/LV 사용의 경우 grade 3, 4 stomatitis, diarrhea가 

10-13%와 0-2%에서 발생하여. Gemcitabine 단독 사용에 비해 합병증의 발병 가능성이 높았다.13

이상의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NCCN 2012 guideline은 췌장암 수술 후 다음과 같은 치료를 권유한다. 재 

많은 상반된 연구 결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임상시험 참여  수술 후 항암화학 요법, 화학방사선 치료 모두 

선택이 가능하며, 항암제는 Gemcitabine (category: 1), 5FU/LV (category 1), Capecitabine (category 2B) 사용을 추천

하고, 화학방사선 치료는 5-FU 는Gemcitabine 병합 화학방사선 치료와 방사선 치료 후로 신 인 Gemcitabine
과 5FU/LV 항암화학 요법을 시행하도록 권유한다. 한 ESMO (Europenan Society of Medical Oncology)의 치료 

지침은 수술 후 Gemcitabine 는 FU 항암화학 보조 요법의 사용을 추천하며, RTOG 97-04의 결과를 인용해, 
3 cm 이상의 종양과 췌장 두부 종양  R1 제 이후에는 5FU 기반 화학방사선 요법을 선택사항으로 제시한다.

2) 수술 전 보조 요법

수술  치료는 다음과 같은 이 을 기 할 수 있다. 첫째, 췌장암의 병기 감소 혹은 크기 감소를 유발하여 

완  제율을 상승시킨다. 둘째, 수술 후 추가 보조 치료 요법이 지연되는 것을 방할 수 있으며, 미세 이에 

한 치료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셋째 췌장암의 수술  치료 이후 재검사를 시행하여, 원격 이 유무를 

단하고 불필요한 수술을 막을 수 있다. 수술  보조 요법의 경우 규모 3상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Table 
2에서는 제 가능과 경계성 제 가능 췌장암에서 수술  보조 요법에 한 의미 있는 연구를 정리하 다. 

제 가능 췌장암의 경우 수술  화학방사선 치료를 시행한 연구에서 약 53-90%의 췌장암에서 수술을 시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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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luts of neoadjuvant therapy for resectable/borderline resectable pancreatic cancer

Neoadjuvant Series Regimen Patients Surgical 
candidate

R0 
resection

Median Survival 
(mo)-all 

enrolled group

Median Survival 
(mo)-curative 
resection group

Resectable Hoffman et al. (ECOG) RT(50.4Gy)+5FU(infusional) +MMC  53 41(77%) 24(59%) 10 16

Mornex et al. (French 
SFRO-FFCD 97-04, 
2006)

RT(50Gy) +5FU+Cisplatin  41 36(88%) 26(72%) 26.6

Evans et al. 2008 RT(30Gy) +Gem  86 77(90%) 64(83%) 22.7 34

Varadhachary et al. 
(2008)

Gem + DDP 2 months→RT(30Gy)+ 
Gem

 90 79(88%) 52(66%) 17.4 31

Talamonti et al. (2006) RT(36Gy) +Gem(1,000mg/m2)  20 19(95%) 17(89%) 26

Borderline
resectable

Katz et al.(2008) induction CTx
RT(50.4Gy or 30Gy+CTx→CTx

160 82(51%) 62(39%) 40

Wilkowski et al. (2004) RT(45-50) +Gem+Cisplatin→Gem  27 25(93%) 13(48%) 10.7 24.2

Ammori et al. (2003) RT+Gem+Various CTx  18 17(94%)  6 (33%) 11.9 17.6

Stokes et al. (2011) RT(50Gy) +capecitabine (X)  41
(X=40)

16(46%) 12(29%)

McClaine et al. (2010) CTx or CCRTx  29 12(41%)  8 (28%) 23.3

Landry et al. (2010) RT(50.4Gy)+Gem
Gem+Cisplatin+5FU

 10
 11

 3 (30%)
 2 (18%)

14.2
13.4

CTx: chemotherapy, CCRTx: concurrent chemoradiotherapy. RT: radiotherapy

수 있었으며, 직 인 비교는 어렵지만, 수술 후 앙 생존값이 최장 34개월로 보고되었다. 종합하여 보면 

수술  보조 요법은 완  제율의 상승을 기 할 수 있으나, 재까지 수술 단독과 비교해 제율의 상승과 

생존 기간의 명확한 증거를 확인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재 수술 후 보조 요법 단독과 수술 후로 보조 

요법을 함께 시행한 3상 비교 연구(NCT01389440)가 진행되고 있어 추후 결과가 주목된다.
경계성 제 가능 췌장암의 경우도 화학방사선 치료 이후 병기 감소를 유도해 수술  완  제를 시도할 

수 있다. 비록 재까지 규모 환자를 상으로 한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 지만, 일부 수술  화학방사선 

치료를 시행한 연구 결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Table 2). MD Anderson의 자료에서는 160명의 환자를 상으

로 한 수술  보조요법 연구에서 약 51%의 환자에서 수술을 시행할 수 있었고, 완  제를 시행 받은 환자는 

40개월의 수술 후 앙 생존값을 보고하 다.14 한 19개의 코호트를 분석한 메타 연구에서는 수술  화학방

사선 치료를 시행한 제 불가능 췌장암 환자의 1년 생존율이 제 가능 췌장암의 1년 생존율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약 40%의 환자에서 수술이 가능하 음을 보고하 다.15 경계성 제 가능  수술 불가능 국소 진행 

췌장암의 수술  보조요법의 정 인 효과가 기 되나, 이에 한 연구는 많이 부족하며, 재 수술  보조요

법의 R0 제율을 비교하기 한 2상 임상 연구(NCT01268384, NCT00557492, NCT01359007)가 진행되고 있어 

이에 한 결과 확인  규모 3상 연구가 필요하다.

2. 국소 진행(locally advanced) 과 전이성(metastatic) 췌장암

체 췌장암의 약 30% 가량은 진단 당시 국소 진행 췌장암으로 진단되며, 이는 간문맥, 복강동맥(Celiac axis), 
상행장간막 동맥, 상행장간막 정맥과 같은 주요 을 침범하여, 완  제가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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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장암은 이러한 국소 진행 는 이성 췌장암을 포함하며, 항암 치료를 통해 암의 진행을 억제하여 환자의 

증상을 호 시키고,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궁극 으로 환자의 생존 기간을 연장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재까지 진행성 췌장암의 치료를 해서는 고식 인 gemcitabine 항암화학 요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여러 분자 

표  치료제의 개발과 더불어 다양한 약제의 병용을 통한 치료 효과의 개선이 시도되고 있다. 한 국소 진행성 

췌장암에 신 인 항암화학 요법에 추가하여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는 보다 극 인 치료 방법이 시도되고 

있으며, 아직 방사선 치료에 한 정립된 치료 기 은 부족하지만, 신상태가 좋은 환자의 치료 방법으로 

선택하여 치료 효과 증 를 기 할 수 있다.

1) 항암화학 요법

췌장암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항암화학 요법 연구 결과는 Table 3에 기술하 다. 5-FU (Fluorouracil)는 

췌장암 치료에서 가장 오래 부터 사용하던 약제로 효과는 매우 제한 이지만 Folinic acid와 병용하거나 방사선 

치료와 병용하는 제재로 사용되고 있으며, bolus 는 infusion 형식으로 사용한다. Gemcitabine은 피리미딘 항 사 

물질, deoxycytidine 유사 물질로 1997년 5-FU와 비교 연구를 통해 앙 생존값의 연장과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이 

보고 된 이후로 췌장암의 기본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으나,2 완  해는 거의 이룰 수 없고, 생존 기간 연장 효과도 

만족할 만한 수 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항암제 는 분자 표  치료제와 병용 요법이 연구되고 있다. 재까지 

gemcitabine 기반의 병용 요법의 다양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으나, 일 된 치료 효과가 검증되지는 못하 고, 2개
의 메타 분석에서만 정 인 효과가 확인되었다. Heminemann 등은 gemcitabine 기반의 platinum 는 fluoropyri- 
midine 병용 요법이 양호한 신 상태를 보이는 환자의 경우 단독 치료에 비해 생존율의 증가를 보인다고 보고하

으며(Hazard ratio for death = 0.91, 95% CI 0.85-0.97), Sultana 등은 gemcitabine과 platinum 제제 병합요법군(HR =
0.85, 95% CI 0.74-0.96), capecitabine 병합요법군(HR = 0.83, 95% CI 0.72-0.96)에서는 의미있는 치료 효과의 상승이 

있었고, 5FU나 irrinotecan 병합요법은 생존 기간을 향상시키지 못한다고 보고하 다.16,17

Gemcitabine 기반 항암화학 병용요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Gemcitabine +Cisplatin

Cisplatin 병합 요법은 재까지 3상 비교 연구에서 의미있는 생존 기간의 연장이 확인되지 않았다.18-20 그러나 

메타 연구에서 platinum 계열의 병합 요법이 약간의 생존 기간 연장 효과를 보이며, BRCA mutation과 연 된 

췌장암의 경우 platinum 제제가 효과 이기 때문에 유 성 췌장암이 의심되는 경우 보다 효과 인 병용 요법으

로 사용될 수 있다.21

(2) Gemcitabine + Fluoropyrimidine (5-FU or Capecitabine)

ECOG E2297 연구에서 gemcitabine 단독 사용 군과 비교하여 bolus 5-FU/LV (leucovorin) 병용 화학요법의 경우 

생존율의 의미있는 연장은 찰되지 않았다.22 한 경구 fluoropyrimidine 제제인 capecitabine과 gemcitabine 병용 

요법에 한 규모 비교 3상 연구는 무진행 기간  방사선학  반응율은 향상시켰으나, 생존 기간의 의미 

있는 연장은 확인되지 못하 다. 그러나 이러한 3상 연구를 메타 분석한 발표에서 gemcitabine과 capecitab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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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ults of chemotherapy for advanced pancreatic cancer

Series Number Regimen Median
Survival (mo) p-value

Single agent Rijswijk et al. (2004)
Crown et al. (1991)
Decaprio et al. (1991)
Cartwright et al. (2002)
Burris et al. (1997)

 37
 22
 42
 42
126

5FU/FA
5FU/FA
5FU/FA
Capecitabine
Gemcitabine
5FU

 4.2
 2.5
 6.2
 6.5
 5.65
 4.41

0.025

5-FU combination Cullinan et al. (1985)

Cullinan et al. (1990)

 68
 59
 64
 64
 61

 59

5FU
5FU+Doxorubicin
5FU+Doxorubicin +MMC
5FU
5FU+Cyclophosphamide+MTX+
vincristine+MMC
5FU+Doxorubicin +Cisplatin

5.5(all patient)

 4.5
 4.5

 3.5

NS

Gemcitabine combination Berlin et al. (ECOG E2297, 
2002)
Di Costanzo et al. (2005)

Riess et al. (2005)

Heinemann et al. (2004)

Cunningham et al. (2010)

Louvet et al. (2005)

Popin et al. (2009)

Stathopoulos et al. (2006)

Rocha Rima et al. (2004)

Oettle et al. (2005)

Anou-Alfa et al. (2006)

Reni et al. (2005)

Hermann et al. (2005)

Cunningham et al. (2005)

Moore et al. (2005)

Ioka et al. (GEST -ASCO)

 162
160
 49
 45

 98
 97
199
201
156
157
552
272
 74
 71
169
173
282
283
174
175
 46
 51
159
160
266
267
284
285
277
280
275

Gem
5FU+Gem
Gem
5FU+Gem
Gem
5FU+Gem
Gem
Cisplatin +Gem
Gem
Cisplatin +Gem
Gem
Oxaliplatin +Gem
Gem
Oxaliplatin +Gem
Gem
Irrinotecan+Gem
Gem
Irrinotecan+Gem
Gem
Premetrexed+Gem
Gem
Exatecan+Gem
Gem
Gem+Cisplatin/Epirubicin/5FU
Gem
Capecitabine +Gem
Gem
Capecitabine +Gem
Gem
Erlotinib+Gem
Gem
S-1
Gem+S-1

 5.4
 6.7
 6.75
 6.5
 6.2
 5.85
 6
 7.6
 8.3
 7.2
 7.1
 9
 4.9
 5.7
 6.5
 6.4
 6.6
 6.3
 6.3
 6.2
 6.2
 6.7
 ND

 7.3
 8.4
 6.2
 7.1
 5.9
 6.37
 8.8
 9.7
10.1

0.09

NS

0.68

0.12

0.38

0.13

0.22

NS

0.79

0.85

0.52

0.047

NS

0.08

0.025

-
<0.001(noninferiority)
0.15 (superiority)

FOLFIRINOX Conroy et.al (2011) 171
171

Gem
FOLFIRINOX

 6.8
11.1

<0.001

Gem: gemcitabine,  MMC: mitomycin-C, FA: Folinic acid

병용 요법이 HR 0.86, 95% CI 0.75-03.98로 생존 기간의 연장을 보이고, 특히 신 상태가 양호한 환자에서 

효과 인 병용 요법으로 기 되고 있다.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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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emcitabine + nab-Paclitaxel

Nab-paclitaxel은 paclitaxel의 albumin 결합 nanoparticle 제형으로, 67명의 진행성 췌장암 환자를 상으로 gemcitabine
과 nab-paclitaxel을 병용하여 사용한 1/2상 연구에서 maxiumum-tolerated dose (MTD) 125 mg/m2

를 사용한 경우 

48%의 반응률과 12.2개월의 앙 생존 기간을 보 다.26

(4) Gemcitabine +Docetaxel + Capecitabine (GTX)

이성 췌장암 35명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GTX 병합 요법은 11.2개월의 앙 생존 기간을 보 으며, 약 

14-40%에서 항암화학 요법과 련하여 Grade 3/4의 액학  치료 독성이 찰되었다.27,28

(5) Gemcitabine + S-1

Ioka 등은 GEST trial 결과를 2011년 ASCO meeting에서 발표하 다. 277명 gemcitabine 단독 치료(G), 280명 

S-1 단독 치료(S), 그리고 275명 gemcitabine과 S-1 병용 치료군(GS)의 비교 연구에서 S-1은 gemcitabine과 유사한 

앙 생존 기간을 보 으며, gemcitabine과 S-1 병합요법의 앙 생존 기간은 10.1개월로 gemcitabine의 8.8개월과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삶의 질은 gemcitabine과 S-1을 병용한 군이 gemcitabine 군보다 높았다.

(6) Gemcitabine +분자 표적 치료제

다양한 2상 연구에서 bevacizumab, cetuximab 등의 다양한 분자 표  치료제를 gemcitabine가 병용하여 생존 

기간의 연장을 기 하 으나, 재까지 EGFR tyrosine kinase 억제 물질인 erlotinib 만이 병용 요법을 통해 효과

인 결과를 도출하 다. Erlotinib을 gemcitabine과 병용해서 사용한 경우 gemcitabine 단독 사용과 비교하여 

23%의 무진행 생존 기간 연장 증가와 18%의 사망 험 감소가 있었다.3 그러나 단지 0.3개월의 생존 기간 연장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비용 효과 인 측면에서 추가 인 연구 검증이 필요하다.
이상의 gemcitabine 기반의 항암학학요법에 추가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약제를 이용한 치료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Capecitabine (1250 mg/m2 twice daily for 14 of every 21 days)은 췌장암에서 일부 효과를 보일 수 있으며, 
단독 투여의 경우 부분 해가 7.3%, 임상 인 호  반응이 24%에서 나타난다. Capecitabine을 이용한 두 치료군  

(erlotinib + gemcitabibe → capceitabine vs. erlotinib + capecitabine → gemcitabine)의 무작  3상 연구에서 양 군의 

치료 효과가 유사하게 보고되어 gemcitabine의 경구 체제로 capecitabine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NCCN category 
2B).29,30 그 외 장암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oxaliplatin의 경우 기존의 췌장암 연구 결과는 단독 투여  gemcitabine 
병용 투여 모두 일차 약제로 효과 이지 못했지만, 이차 약제로 fluoropyrimidine과 oxaliplatin 병용 치료를 하는 

경우 일부 효과가 확인되었다.31-33 이를 토 로 NCCN 2012 가이드라인에서는 fluoropyrimidine (5FU or Capecitabine) 
기반의 oxaliplatin 병용 요법을 진행성 췌장암의 일차 치료 약제로 고려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category 2B). 
그러나, 배경 연구가 일차 gemcitabine 항암제 사용 후 진행된 환자의 fluoropyrimidine과 oxaliplatin 이차 병용 투여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보다 구체 인 일차 치료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FOLFIRINOX는 5-FU와 irrinotecan, leucovorin, oxaliplatin (oxaliplatin 85 mg/m2 and irinotecan 180 mg/m2 plus 

leucovorin 400 mg/m2 followed by bolus fluorouracil (5-FU) 400 mg/m2 on day 1, then 5-FU 2,400 mg/m2 as a 46-h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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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ous infusion) 항암제로 구성되어 있는 항암화학 병용 요법으로, 최근 고무 인 3상 연구(PRODIGE 4/ 
ACCORD 11 trial) 결과를 토 로 15년간 정체되어 있던 췌장암 항암화학 요법의 큰 발  기를 마련하 다. 
88명의 이성 췌장암 환자를 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 앙 무진행 생존 기간과 앙 생존 기간이 gemcitabine 
단독 투여군에서 각각 3.3, 6.8개월, FOFIRINOX 병합 요법군에서는 각각 6.4개월과 11.1개월로 나타났고, 1년 

생존율이 21%에서 48%까지 증가되었다. 그러나 상 환자의 선정에서 췌장 두부에서 발생한 췌장암의 상

인 빈도수가 낮으며, 청 빌리루빈 level이 거의 정상이고 활동도가 좋은 환자만을 상으로 시행한 연구 디자

인에 문제 이 있다. 한 FOLFIRINOX는 투여군의 42%의 환자에 granulocyte-colony stimulating factor를 투여했

으며, 3도 이상의 백 구 감소증이 46%, febrile neutropenia가 5.4%의 환자에서 발생하여, 약물 독성에 한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2) 국소 진행 췌장암의 화학방사선 치료

기 GITSG 연구는 40, 60 Gy의 splitting 방사선 치료에 5-FU (bolus 500 mg/m2, d1-3)를 병용한 두 군과 60 Gy 
단독 치료와 비교하는 3상연구가 진행되었으며, 화학방사선 치료의 앙 생존 기간이 방사선 단독 치료와 비교

해 약 4개월 증가됨을 보고하 다. 이후 ECOG (Eastern Cooperative Oncology Group)는 59.4 Gy의 방사선 치료에 

5-FU와 mitomycin C를 병용한 화학방사선 치료 비교 연구를 진행하 으나, 두 군간의 앙 생존 기간의 차이가 

없었으며, 오히려 화학방사선 치료가 독성이 증가함을 보고하 다.34 이러한 치료 독성의 증가는 방사선치료에 

병용하여 사용된 항암제의 조합과 연 이 있기 때문에. GITSG는 5FU와 Doxorubicin을 방사선 치료와 병용하는 

추가 비교 연구를 진행하 으며, Doxorubicin 병용 방법은 치료 독성이 더 많았고 생존율이 차이 없었음을 보고

하 다.35 한 Li 등은 5-FU 는 gemcitabine과 방사선 요법을 병용하는 연구를 진행하 으며, gemcitabine을 

방사선 치료와 병용하고, 이후 유지요법을 시행한 국소진행 췌장암의 경우, 앙 생존값은 14.5개월로 5-FU 
화학방사선 치료의 6.7개월에 비하여 의미있는 연장이 찰되었다(p=0.027).36 이후 gemcitabine을 병용한 화학 

방사선 치료는 여러 기 에서 시도되고 있고, 재까지 결과는 약 7.9-14.5개월 정도의 앙 생존 기간을 보고하

고 있다. 그 외 gemcitabine에 추가하여 5-FU, cisplatin 등의 약제를 병용한 추가 연구 결과들도 발표되고 있으나, 
각 연구의 치료 방법과 효과 정에 일 된 기 이 없어 결과 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향후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다.
화학방사선 치료의 독성과 치료 효과를 고려하여, 항암화학 요법 단독과 화학방사선 치료의 효과를 비교하는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연구 기 에 따라 상충되는 결과가 발표되었다(Table 4). GITSG는 streptozocin, mitomycin-C, 
5-FU 병용 요법과 40 Gy의 방사선 치료를 병용하 을 때, 약 1.5개월의 의미있는 생존 기간의 연장을 보고하

다.37 그러나 ECOG 연구는 5FU 병용 화학방사선 치료와 5FU 항암화학 요법간 앙 생존값의 차이는 없고, 
화학방사선 치료가 치료 독성이 높았다고 보고하 다.38 한 랑스의 다기  연구는 Gemcitanine 단독 치료의 

앙 생존 기간이 5FU와 cisplatin을 병용한 화학방사선 치료 요법에 비해 유의한 연장을 보고하 다.39 이와 

같이 술한 3가지 3상 연구에서 모두 상반된 결과를 보이며, 한 화학요법 단독과 화학방사선 치료를 비교한 

메타연구에서는 화학방사선 치료가 높은 치료 독성의 발생률을 보이고, 단독 항암화학 요법과 유사한 생존 

기간을 보여서 효과 이지 않다는 내용이 발표되어, 과연 화학방사선 치료의 유용성에 해서는 이견이 존재한

다.40,41 그러나 메타 분석의 경우 상 연구의 방사선 치료 선량 방법  항암화학 요법 간의 세부 인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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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ummary of randomized trials evaluating different chemotherapeutic regimens combined with radiotherapy

Randomized controlled tirals Number Regimen
Median 
Survival
(mo)

p-value

RTx vs. CCRTx Moertel et al. (GITSG 1981)

Cohen et al. (ECOG E8282,

2005)

25

83

86

49

59

RT (60Gy)

RT (40Gy) +5-FU(bolus)

RT (60Gy) +5-FU(bolus)

RT (59.4)

RT (59.4) +5-FU(infusion) +MMC

 5.3

 9.7

 9.3

 7.1

 8.4

<0.01(A vs. B)

<0.01(A vs. C)

0.19(B vs. C)

0.16

CCRTx vs. CCRTx GITSG(1985)

Li et al. (2003)

73

70

16

18

RT (60Gy) +5-FU

RT (40Gy) +Doxorubicin

RT (50.4 vs, 61.2) +5-FU→Gem

RT(50.4 vs, 61.2) +Gem→Gem

 8.5

 7.6

 6.7

14.5

0.8

0.027

CTx vs. CCRTx Klaassen et al. (ECOG 1985)

GITSG(1988)

Chauffert (2008)

Loehrer et al. (ECOG 2011)

44

47

21

22

60

59

37

34

5-FU(weekly bolus)

RT(40Gy)+5-FU(600mg d1-3)→ 5FU weekly bolus

5-FU+streptozocin+MMC

RT(54Gy)+5-FU(infusion)→5FU+Streptozocin+ MMC

Gem

RT(60Gy) +5FU(infusion) +Cisplatin→Gem

Gem

RT(54Gy) +Gem→Gem

 8.2

 8.3

 8

10.5

13

 8.6

 9.2

11.1

NS

0.02

0.03

0.017

Induction CTx→

CCRTx

Huguet et al. (GECOR 2007) 56

72

Gem(3mo) →Gem

Gem(3mo) →CCRTx (RT 55Gy+5FU)

11.7

15 <0.01

CTx: chemotherapy, CCRTx: concurrent chemoradiotherapy. RT: radiotherapy

고려 하지 못한 문제 이 있다. 최근 ECOG는 gemcitabine (1,000 mg/m2) 단독 항암화학 요법군과 gemcitabine 
(600 mg/m2) 병용 화학방사선 치료(50.4 Gy) 후 Gemcitabine (1,000 mg/m2)을 유지하는 치료군의 비교 3상 연구를 

시행하 으며, gemcitabine 화학방사선 치료가 삶의 질의 하 없이, 앙 생존 기간의 연장(9.2개월 vs. 11.1개월, 
p=0.017)을 보이는 것을 증명하여 국소 진행성 췌장암에서 Gemcitabine 화학방사선 치료의 치료 가능성을 

제시하 다.42 그러나 약 2개월 정도의 생존 기간의 연장을 보이는 상기 결과는 gemcitabine 기반의 다양한 항암

제 병합 요법 는 FOLFIRINOX 사용과 비교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다.
국소 진행 췌장암에서 방사선 치료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는 방사선 치료 시행 당시 존재하는 잠재

(occult) 원격 이가 이유가 된다. 만약에 방사선 는 화학방사선 치료 이 에 항암화학 요법을 통해 미세 이

를 조 하고, 항암 화학 요법 이후 이가 발생하지 않는 상 환자를 국소 인 치료 방법으로 근하면 방사선 

치료에 보다 잘 반응하는 치료 상군을 선별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  근을 통해 국소 진행 췌장암에서 

유도(induction) 항암화학 요법 이후 화학방사선 치료 는 수술을 시행하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gemcitabine 기반의 복합 항암화학 요법의 효과를 평가하는 4개의 2상  3상연구를 진행하면서 3개월의 항암화

학 요법으로 질병이 진행하지 않을 경우 5-FU 화학방사선 치료(55 Gy)를 추가하는 GECOR 연구를 진행하

다.40 치료 방법의 설정이 치료진의 선호도에 따라 결정되는 후향  결과이기는 하나, 유도(induction) 항암화학 

요법을 시행한 경우 약 70%에서 화학방사선 치료를 시행할 수 있었고, gemcitabine 기반 항암화학 요법군의 

앙 생존값 11.7개월에 비해 5-FU 화학방사선 치료는 15개월로 의미있는 생존 기간의 연장이 확인되어, 유도 

항암화학 요법 치료 후 선별 인 추가 화학방사선 치료가 항암화학 요법 단독 보다는 효과 인 치료 방법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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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 다. 한 이성 췌장암에 정 인 효과를 보인 FOLFIRINOX를 유도 항암화학 요법으로 먼  시행 

후, 효과  제가능성을 확인하는 NCT01359007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유도 항암화학 요법의 효과에 한 

추가 인 연구 결과가 기 된다.
NCCN 2012 가이드라인에서는 진행성 췌장암의 경우 다음과 같이 치료를 제안한다. 환자의 신 상태가 나쁜 

경우 gemcitabine (category 1) 단독 사용 는 보존  치료를 권유하고, 신 상태가 양호한 경우는 상기 술한 

바와 같이 경우 임상 연구 참여, FOLFIRINOX (category 1), gemcitabine 단독(category 1), gemcitabine과 erlotinib 
병합요법(category 1), gemcitabine 병합 다제 항암화학 요법(category 2B)을 사용하며, 이후 신 인 이 병볍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국소 인 화학방사선 치료(5-FU 는 gemcitabine, category 2A)을 고려하도록 권유한다. 
ESMO의 경우는 국소 진행성 췌장암의 경우 5-FU 화학방사선 치료를 고려할 수 있고, GECOR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신 상태가 양호한 경우 기 gemcitabine 항암제로 3개월 치료를 시행하고, 이후에 병변이 진행하지 

않는 경우 선별 으로 추가 화학방사선 치료를 시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ESMO guideline은 2010년 제작되

었기 때문에 FOLFIRINOX의 일차 사용에 한 권고안은 미수록되어 있으나, 다른 항암제의 사용은 NCCN 
가이드라인과 동일하게 gemcitabine 기반의 항암화학 요법 사용을 권유한다.

III. 결   론

이상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췌장암의 치료는 재까지도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 을 가지고 있다. 기 를 

모았던 다양한 항암화학 요법  화학방사선 치료의 효과는 일 된 결과를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으며, 다양한 

표 치료제들의 개발  상용화도 췌장암의 치료 성  향상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췌장암을 

극복하기 해서는 환자 맞춤 치료와 더불어 다양한 치료 략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한 말기 췌장암의 경우는 

극심한 통증  악액질(cachexia)을 호소하기 때문에, 항암치료에 추가하여 이를 경감시킬 수 있는 포  치료 

근이 필수 이다.
국내의 경우 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항암 치료 약제 사용을 제한하기 때문에, NCCN이나 ESMO의 췌장암 치료 

가이드라인을 그 로 용하기 어려우며, 새로운 신약 개발이 주로 다국  제약회사 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다양한 임상 연구 참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증가하고 있는 췌장암에 한 치료 략의 재정립과 치료 성 의 

극 화를 해 한소화기암학회 심의 다양한 임상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한 규격화된 국내 췌장암 치료 

지침의 제정을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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