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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방침의 결정
-내과의사 입장에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김 용 태

췌장암이 의심되는 환자에 있어서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데 있어 내과의사와 외과의사의 기본

적 입장에 큰 차이는 없다. 즉 췌장암에 대한 근본적 치료는 외과적 절제술만이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느 특정한 췌장암 환자를 놓고 치료 방침을 결정할 때에 있어서

는 가장 좋은 치료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치료자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즉 내과의

와 외과의 사이에 약간의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나라마다 또는 문화권에 따라서 치료 경향

이 다르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차이는 기존의 치료 성적을 분석하는 시각에 있어서 차이

가 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췌장암 치료에 대해서 아직 밝혀지지 않아서 연구해야할 측면들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어떤 종류의 치료가 가장 좋은지에 대해 확실한 결

론을 내릴 수 없는 경우를 흔히 경험하게 된다.

이 글의 제목이 내과의사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췌장암의 치료 방침 결정이라고는 하지만

굳이 내과의사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췌장암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치료

방침을 내리게 되는지,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논하고

자 한다.

췌장암 의심 환자에서 분석해야 할 사항

일단 췌장에 종괴가 발견된 환자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알고 분석하여 결정해야 한다.

- 췌장암이 아닐 가능성은 없는가?

- 췌장암이라면 이 종양의 종양학적 특성은 어떠한가?

- 췌장암이라면 근치적 절제 가능성은 있는가?

- 근치적 절제 가능성이 있다면 수술에 따른 위험도와 수술 후 예후는 어떠할 것인가?

- 외과적 절제를 하지 않는다면 항암 약물치료나 방사선치료를 할 것인가?

- 조직 검사를 시행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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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식적 치료만을 하기로 한다면 각 증상들에 대하여 어떤 치료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환자 상태의 평가나 각종 검사 결과들의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에 대한 사항들은 다른 곳에서 자세히 언급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데 꼭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한다.

췌장암의 확진이나 조직 검사의 필요성

복부 CT 검사에서 췌장에 종괴가 관찰되는 경우 확률적으로 대부분 췌장암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췌장에 종괴가 발견된 후 수술적 절제가 일단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이 종괴가 암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술 전 경피적 천자 방법을 이용하여 종괴의 조

직 검사는 시행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또한 시행해서도 안 된다. 그 이유는 확실한 종괴

를 가진 환자에서 천자 세포진 검사를 시행하여 만약 여기에서 암세포가 관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종괴가 암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즉 위음성 일 확률이 매우 높다. 따라

서 조직 결과와 관계없이 이러한 종괴는 근치적 목적으로 결국 수술이 필요하다. 또한 천자

를 하는 과정에서 암세포가 복강에 파종되어 결국 수술 전 병기를 오히려 나쁘게 만들 가능

성이 있어서 수술전 조직 검사는 피해야 한다.

드물게 췌장 종괴가 의심되는데 악성이 아닌 경우도 있다. 만성췌장염 환자의 일부에서

드물게 종괴와 같은 형태로 보일 수도 있는데 다른 검사에서도 감별진단이 잘 되지 않는 경

우에는 혈청 CA19-9측정과 내시경적역행성췌관조영술 또는 초음파내시경 검사가 만성췌장

염과 췌장암을 감별 진단하는데 유용하다. 만약 임상상과 여러 검사 소견을 종합하여 만성

췌장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기는 하지만 췌장암 가능성을 아직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조직 검사를 하여 확실히 암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 조직 검사는 두 가지 경로를 이용할 수 있는데 한가지는 초음파내시경 유도하 췌장천

자 세포진검사이고 다른 하나는 체외초음파 유도하 흡인세포진 또는 조직검사이다. 만약 병

변이 췌두부에 있는 경우에는 초음파내시경 유도하 천자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좋다. 그 이

유는 만에 하나 종양인 경우라도 초음파 내시경을 이용한 천자 검사는 바늘이 복강을 통과

하지 않고 십이지장 벽을 이용하여 직접 조직을 채취할 수 있기 때문에 복강내 파종을 방지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병변이 췌두부나 미부에 있는 경우에는 초음파

내시경 유도하 천자 검사의 경우에도 바늘이 복강을 통과하기 때문에 체외초음파 유도하 흡

인검사에 비하여 특별히 잇점이 없다.

전산화단층촬영 결과 종괴의 수술적 절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향후 항암제

나 방사선 치료 또는 내시경적 치료와 같은 좀더 적극적인 치료 방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조직 검사가 필요하나 이러한 치료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였다면 꼭 조직 검사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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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Dissemination pattern of pancreatic cancer


Patients (n)
Frequency Cancer

Methods positive/ Study
(%) stage

total

LN metastases (mm)

T-20 HE/histology 10/16 64 Hermanek, 1991

T21-40 HE/histology 99/126 78 Hermanek, 1991

T41-60 HE/histology 43/53 81 Hermanek, 1991

Lymphangiosis HE/histology 44/65 67 I-IIa Takahashi et al., 1992

carcinomatosa

Intrapancreatic nerve HE/histology 116/129 90 I-IVb Nakao et al., 1996

infiltration

Extrapancreatic nerve Histology 27/39 69 II-IV
b

Kayahara et al., 1996

infiltration

Infiltration of HE/histology 38/44 88 II+IVb Kayahara et al., 1996

retroperitoneal tissue

Free, viable carcinoma Cytology 12/36 33 II+IIIa Heeckt et al., 1992

cells in peritoneal fluids

aInternational Union Against Cancer (UICC). bJapan Pancreatic Society (JPS). HE: hematoxylin and

eosin staining.

것은 아니다.

치료 방침을 결정하기 전에 염두에 두어야 할 췌장암의 종양학적 특성

수술 방식의 발전에 따라 수술 후 합병증 발생률이 많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췌장암의 완치율은 아직 3%를 상회하지 못하고 있다.1 그 이유는 췌장암은 주위에 주요 혈

관을 침범하는 경향이 있어서 근치적 절제율이 떨어지고, 다행히 조기에 발견된 경우라도

주위 림프절이나 원격 전이가 초기에 이미 이루어져서 수술 후에도 대부분 재발을 잘하는

까닭이다.

췌장암은 림프절 전이나 신경, 후복막으로의 침투 여부, 그리고 복강 내 파종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예후가 많이 다르다. 그러나 아직까지 수술 전 이러한 전이를 영상학적 방법으

로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다. 예를 들어 수술전 근치적 절제가 가능하다고 하여 수

술을 시행한 경우 위와 같은 여러 부위에 전이가 이미 이루어져 있을 확률은 다음 표 1과

같다.2 이들을 요약하면 수술 후 췌장 이외로의 암 전이가 일반적 현미경 조직 검사만으로

약 60～90%에서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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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Micrometastasis in HE-negative lymph nodes


Patients (n) Cancer Frequency MM Location of

Study Methods
positive/total stage positive (%) LN


Ando et al., 1997 8/15 53 RT-PCR/K-ras Paraaortic

Hosch et al., 1997 13/18 II (9pN0) 72 Immunohistology N1

Demuere et al., 1998 16/22 Ia 73 RT-PCR/K-ras N1/N2

Muhling et al., 2002 6/9 I-IIIa 66 RT-PCR/K-ras N2
a
UICC. MM: micrometastasis; RT-PCR: reverse transcriptase-polymerase chain reaction.

그러나 암의 미세 전이 여부는 현미경적 관찰로만으로는 정확하게 알아내기 어렵다. 예를

들어 reverse transcriptase 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 이나 immunostaining등을 시행하

면 일반 hematoxylin-eosin 염색으로 발견이 되지 않는 미세전이 여부를 더욱 정확하게 알아

낼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보통의 현미경적 관찰로는 전이가 없다고 판단되었던 림프절

에서도 위와 같은 특수한 방법을 동원하게 되면 대개 53～73%의 림프절에서 추가로 전이가

이미 되어있음이 확인되었다(표 2).
2

심지어는 CT나 수술장에서 육안적으로는 별문제가 없었다고 판단되는 골수나 간에도 이

러한 특수 방법으로 검사를 하게 되면 약 36～76%에서 전이된 세포가 발견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췌장암은 수술 전 영상학적 검사에서 별 문제가 없다고 판

단되거나 수술장에서 육안 소견으로 비교적 국소적으로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된 경우라도

대부분의 환자에서 여러 림프절이나 간, 골수 등과 같은 곳들에 이미 보이지 않게 전이가

많이 되어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따라서 췌장암의 이러한 종양학적 특성 때문에 근치적

절제이후에도 췌장암 환자들에서 암의 재발이 흔히 나타나게 된다.

수술적 치료의 제한점

이전에 비하여 수술적 기법이 발전되어서 수술 후 조기 사망률이 3～5% 이하로 현격히

좋아졌고 합병증의 이환율도 30～40% 이하로 감소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약 10～15%의 췌장암 환자만이 근치적 절제술을 시행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다행

히 근치적 절제가 가능하였다고 하여도 수술 후에도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이는 앞서 논

의한 바와 같이 췌장암은 대개 조기에 전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치적 절제술이 시행된

이후에도 80～96%에서 재발을 보이고 있어서 5년 생존률은 겨우 3～16% 사이이다(표 3).
2

비록 수술적 절제만이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법이라고 하더라도 외과적 치료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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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Long-term survival after resection: observed 5-year survivors


Survivors Observed

Cancer
resected 5-year Cancer

Year dissemination
versus survivors stage

of survivor
total group (%)


Tsuchiya et al. 1988 34/? T2 43%, T3 17%, T4 I 14, 3%, II 48%,

11%, N+37%, S+27% III 23%,

IV 11% (JPS)

Trede et al. 1990 18/130 13.8

Nagakawa et al. 1991 7/49 14.3

Takahashi et al. 1995 10/61 16.4

Klempenauer et al. 1995 38/306 12.4

Yeo et al. 1995 11/201 5.5 R18%, T＞3 cm, 15%

Takahashi et al. 1995 10/149 67 N+30%, V+10% I6, II1, III3 (UICC)

Nitecki et al. 1995 12/174 6.9 N+15% I14%, III1% (UICC)

Hanyu et al. 1997 11/295 3.7 Rp+4, PV+3, N+6 I5, II3, III2, IV1

(JPS)


이렇게 수술적 치료를 할 수 있는 환자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주로 주요 정맥 일부에 국

한되어 침범이 되어있는 환자들에 대해서 침범된 점맥 부위를 종양과 같이 절제하고 정맥을

재건축해주는 좀더 근본적이고 침습적 수술 방법도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수술적 치료를

받은 환자의 일부에서 장기 생존자가 보고되고는 이러한 치료가 일반적으로 환자의 생존을

연장시킬 수 있다는 뚜렷한 증거는 아직은 없기 대문에 일부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림프절 전이가 환자의 80% 정도에서 이미 발견되기 때문에 이러한 림프절을 좀더 광범위

하게 절제하는 수술적 치료 방법도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술 방법은 오히려 수술

직후 합병증만 높이고 원래 기대하고 있던 생존율 증가 효과는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일부에서는 수술전 항암 약물요법이나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여 종양의 크기를 줄여 이

후 수술적 절제율을 높이고 재발을 줄여보려는 시도를 하기도 하는데 별다른 효과를 아직

보지는 못하고 있다.

종양 절제 후 항암 요법

위와 같은 수술적 치료의 한계점 때문에 수술 후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은 잔여 종양 세포

에 대한 항암 약물 요법이나 방사선 치료가 효율적일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한 실제 임상

시험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수술 후 항암 요법이 환자의 생존율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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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Kaplan-Meier estimates of survival according to whether or not patients received chemoradiotherapy

(Panel A) or chemotherapy (Panel B).

가 많다. 수술 후 방사선 치료에 대한 효과에 있어서는 그동안 여러 상반되는 결과들이 보

고되고 있는데 최근의 잘 기획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수술 후 방사선 치료는 오히려 환자

의 생존율을 감소시키는 좋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었다(그림 1).
3

절제 불가능한 췌장암의 치료

췌장암 환자의 약 90%는 치료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결국 항암약물 치료나 방사선 치료

를 받으면서 종양이 억제되기를 기대하던가 또는 이러한 항암 치료를 받지 않고 증상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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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Flow chart for the evaluation and management of patient with suspected pancreatic tumor.

른 고식적 치료를 받게된다. 아직 환자의 생존을 연장시킬 수있다고 뚜렷하게 확인된 치료

법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 최근의 경험에 의하면gemcitabine을 주축으로 하는 항암 약물 요법이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존도 어느 정도 연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요 약

앞서 기술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췌장암이 의심되는 경우 진단과 치료 과정을 간략히 도식

화 하여 요약하면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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