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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췌장암은 예후가 매우 불량한 종양으로 진단 당시 절제가 가능한 경우가 10-20%에 불과하다. 췌장암은 근

치적 수술을 시행해야 완치에 도달이 가능하나 비록 완전절제가 시행되고, 림프절 전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3

년 생존율이 27% 정도이며 중앙생존기간은 15-19개월에 불과하다. 따라서 수술 후 시행하는 adjuvant treat-

ment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수술 후 adjuvant treatment가 적극적으로 시행되지 못하

고 있는데 미국에서 1985년부터 1995년까지 췌장암으로 진단된 100,313명 환자의 자료를 살펴보면 약 91%의 

환자가 수술을 시행받지 못했으며, 수술을 받은 9,044명의 환자들 중에서도 약 40%의 환자만이 adjuvant 

treatment를 시행받았다.1 췌장암의 adjuvant treatment의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히 확립되어 있지 않

다. 치료 접근법에 대해서는 유럽과 북미가 차이가 있는데 유럽은 항암화학요법 단독을 선호하며 북미는 항암

방사선 동시치료를 선호하고 있다. 

본론     

1. Adjuvant chemotherapy for resected pancreatic cancer

췌장암에서 수술 후 chemotherapy 및 chemoradiotherapy 역할에 규명한 연구는 the European Study 

Group for Pancreatic Cancer (ESPAC-1)가 있다.2 이 연구에는 총 289명의 환자가 참여하였으며 절제 경계면

이 양성인 환자도 포함되었다. ESPAC-1에서는 췌장암 절제 후 ① chemoradiotherapy, ② chemotherapy, ③ 
chemotherapy와 chemoradiotherapy 및 ④ observation의 네 군으로 나누어 각각을 비교하였다. 이 연구에서 

chemoradiotherapy의 경우 총 20 Gy의 방사선 치료가 시행되었으며, 방사선치료 시 사용된 항암화학요법은 

bolus 5-FU이다. Chemotherapy 단독 용법으로는 5-FU 및 leucovorin이 사용되었다. ESPAC-1 연구에서 che-

motherapy가 시행된 군에서는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생존기간의 향상을 보여주었다 

(20.1 months vs. 15.5 months, p=0.009). 이 연구에서 특징은 chemoradiotherapy의 경우 오히려 생존기간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15.9 months vs. 17.9 months, p=0.05). 이러한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투

여된 방사선양이 너무 적고, 무작위가 아닌 환자 및 담당의사가 치료 방법을 선택한 것에 따른 selection bias

의 영향 등의 이유로 비평하고 있다. 

CONKO-001 연구는 phase III, 다기관 연구로서 췌장암 수술 후 gemcitabine과 observation을 비교한 연

구이다.3 이 연구에는 총 368명의 환자가 참여하였으며, 절제 경계면 양성인 환자도 포함되었다. 이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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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mcitabine은 1000 mg/m2을 3주 투여 후 1주 휴약하는 일정으로 총 6회가 투여되었다. 이 연구에서 중앙 

무병생존기간은 gemcitabine군이 13.4개월, observation군이 6.9 개월로 gemcitabine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높게 나타났다 (p<0.001). 하지만 중앙생존기간에서는 경향성은 보여주었지만, 통계적인 유의성까지는 이르

지 못하였다 (22.1 months vs. 20.2 months, p=0.06). 

전술한 바와 같이 ESPAC-1에서는 adjuvant chemotherapy로서 5-FU/leucovorin의 효과가 증명되었으며, 

CONKO-001에서는 gemcitabine의 역할이 밝혀졌다. ESPAC-3는 췌장암 절제 후 보조적 항암화학요법으로 

5-FU/leucovorin과 gemcitabine을 비교한 제 3상 연구이다.4 연구에서 5-FU/leucovorin은 각 425 mg/m2과 

20mg/m2 day 1-5을 매 4주마다 시행하였으며, gemcitabine은 1,000 mg/m2을 3주 연속 투여 후 1주 휴약하

는 일정으로 시행하였으며, 모두 6개월 동안 시행하였다. 이 연구에는 1,088명의 환자가 참여하였다. 이 연구

에서 중앙생존기간은 5-FU/leucovorin군에서는 23.0개월, gemcitabine군에서는 23.6개월로 나타났으며, 양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ESPAC-3에서 5-FU/leucovorin에 대한 gemcitabine의 우월

성은 입증되지 않았지만, 독성의 측면에서는 gemcitabine이 유리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최근 2011년 ASCO에서는 gemcitabine에 cetuximab을 추가한 adjuvant chemotherapy의 결과가 발표되었

다.5 이 연구는 제2상 연구로 R0 또는 R1 절제가 된 췌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gemcitabine 6주기와 cetuximab 

weekly 용법(총 24주)이 시행되었다. 이 연구에서 중앙생존기간은 21.5 개월로 나타났다. 위의 ESPAC-3 연구

와 비교할 때 gemcitabine에 cetuximab을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뚜렷한 생존기간의 향상은 없는 것으로 생각

된다.

Table 1. Adjuvant chemotherapy for resected pancreatic cancer

Trials Patients No. Treatment Results

ESPAC-1 NA  289 Chemotherapy vs. CCRT ∙ CTx vs. no CTx
→ mOS 20.1 vs. 15.5 ms (p=0.009)

∙ CCRT vs. no CCRT
→ mOS 15.9 vs. 17.9 ms (p=0.05)

CONKO-001 T1-4N0-1M0  368 Gemcitabine vs. observation ∙ DFS 13.4 vs. 6.9 ms (p<0.001)
ESPAC-3 NA 1,088 Gemcitabine vs. 5-FU/LV ∙ Gemcitabine vs. 5-FU/LV

→ mOS 23.6 vs. 23.0 ms 

NA, not available; CTx; chemotherapy CCRT, concurrent chemoradiotherapy; LV, leucovorin.

2. Adjuvant chemoradiotherapy for resected pancreatic cancer

절제된 췌장암에서 adjuvant chemoradiotherapy의 역할에 대한 pivotal study로는 GITSG 연구가 있다.6 

이 연구는 43명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연구로 췌장암 절제술 후 chemoradiotherapy와 observation을 비교한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 5-FU는 intermittent bolus의 형태로 투여되었으며, 방사선치료는 표준적인 40 Gy가 시

행되었다. 이 연구는 양 군간 생존기간의 차이가 너무 벌어져 조기 종료되었다. 연구에서 중앙생존기간은 

chemoradiotherapy군 20 개월, observation군 11개월로 보고되었으며, 2년 생존율은 chemoradiotherapy 42%, 

observation 15%로 나타났다. 

EORTC 연구는 췌장암과 periampullary cancer 환자를 대상으로 절제 후 보조요법으로 chemoradiotherapy

와 observation을 비교한 연구이다.7 이 연구에서 chemotherapy는 bolus가 아닌 24시간 연속정주를 하였으며, 

방사선 투여 기간 내내 시행되었다. 방사선 치료는 총 40Gy가 split 용법으로 투여되었다. 이 연구에는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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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djuvant concurrent chemoradiotherapy for  resected pancreatic cancer

Trials Patients No. Treatment Results

GITSG NA  43 CCRT vs. observation ∙ CCRT vs. observation
→ mOS 20 vs. 11 ms

EORTC T1-2N0-1aM0 218
5-FU 25 mg/kg per 24 hr 
during radiotherapy 40 Gy 
spilt

∙ CCRT vs. observation
→ mOS 25.4 vs. 19.0 ms (p=0.208) for 
overall patients
→ mOS 17.1 vs. 12.6 ms (p=0.099) among 
pancreatic cancer pts

RTOG-9704 T1-4N0-1M0 451 5-FUCCRT5-FU vs. 
gemCCRTgem

∙ 5-FU vs. gem
→ mOS 20.5 vs. 17.1 ms (p=0.12)

NA, not available; CCRT, concurrent chemoradiotherapy.

218명의 환자가 참여하였으며, T3 이상의 pancreatic cancer는 제외된 점이 특징이다. 전체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 중앙생존기간은 chemoradiotherapy 24.5개월 대 observation 19개월로 경향성은 보였으나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p=0.208).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EORTC 연구는 췌장암 및 periampul-

lary cancer가 모두 포함된 연구로 췌장암만 따로 분석을 시행하였을 때는 chemoradiotherapy 17.1개월 대 

observation 12.6개월로 그 차이는 더욱 심화되었다 (p=0.099).

췌장암의 재발 형태는 보고마다 다양하지만 국소재발만 있는 경우는 20% 내외로 보고되고 있으며, 원격전

이로 재발하는 경우는 70-80%로 알려져 있다.8,9 즉, 췌장암은 재발 시 주로 전신적인 질환으로 재발하므로 이

러한 재발 양상에 근거하여 concurrent chemoradiotherapy에 chemotherapy를 추가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RTOG-9704는 미국에서 시행된 연구로 451명의 절제 후 췌장암 환자가 참여한 대규모 3상 연구이다.10 이 연

구는 chemoradiotherapy에 있어 5-FU와 gemcitabine의 효과를 비교평가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이 연구에서 

5-FU군은 chemoradiotherapy 전 chemotherapy로 5-FU를 3주 시행 후 concurrent chemoradiotherapy를 시행

하고 이후 post-CCRT로 5-FU chemotherapy를 3개월 시행하였으며, gemcitabine군은 CCRT 전 gemcitabine을 

3주 투여한 후 CCRT를 시행하고 다시 gemcitabine을 3개월 시행하는 일정으로 시행되었다. 양군 모두 con-

current chemoradiotherapy로는 5-FU가 사용되었으며 radiotherapy 용량은 50.4 Gy가 사용되었다. 이 연구에

서 중앙생존기간은 gemcitabine군 20.5개월 및 5-FU 16.9개월로 양 군간의 유의성은 관찰되지 않았다 

(p=0.09). 최근 이 연구의 5년 생존율이 보고가 되었는데 두부 췌장암의 중앙생존기간 및 5년 생존율은 gem-

citabine군이 20.5개월과 22%, 그리고 5-FU군은 17.1개월과 18%로 양 군간에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HR=0.84, p=0.12).11 RTOG-9704 연구는 chemoradiotherapy를 사용한 연구 중 radiotherapy가 가장 적절히 

들어간 연구로 그 의의를 가진다. 

최근 gemcitabine을 이용한 concurrent chemoradiotherapy에 대한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12 이 연구는 무

작위 2상 연구로 R0 resection한 췌장암에서 gemcitabine 단독요법과 gemcitabine-based chemoradiotherapy를 

비교한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 gemcitabine 단독군은 gemcitabine 1,000 mg/m2을 3주 연속 투여 후 1주 휴약

하는 일정으로 4주기를 투여하였으며, gemcitabine-based chemoradiotherapy군은 먼저 gemcitabine 1,000 

mg/m2 3주 연속 투여 후 1주 휴약하는 항암요법을 2회 시행 후 gemcitabine 300 mg/m2을 매주 투여하면서 

동시에 radiotherapy를 시행하는 concurrent chemoradiotherapy를 시행하였다. 총 90명의 환자가 참여하였으

며, 무병생존기간은 gemcitabine alone군 11개월, gemcitabine-based chemoradiotherapy군 12개월이었으며, 

중앙생존기간은 각각 24.4개월 대 24.3개월이었다. 국소재발율은 gemcitabine alone군에서 24%로 gemc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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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ne-based chemoradiotherapy군 11%보다 높게 보고되었다. 

국내에서는 gemcitabine과 cisplatin을 사용한 concurrent chemoradiotherapy의 결과가 최근 발표되었다.13 

이 연구는 제2상 연구로 먼저 gemcitabine/cisplatin chemotherapy 후 gemcitabine을 기반으로 하는 con-

current chemoradiotherapy를 시행하고 이후 4주기의 gemcitabine maintenance를 시행한 연구이다. 총 74명

의 환자가 참여하였으며, 1년 무병생존율이 62.1%, 중앙 무병생존기간은 17.4개월, 그리고 중앙생존기간은 

33.6개월로 매우 기대되는 효과를 제시하였다.

3. Which of chemotherapy alone and chemoradiotherapy is better?

췌장암의 보조적 치료에서 고민되는 점은 chemotherapy에 radiotherapy를 추가할 것인가에 대한 점이다. 

먼저 ESPAC-1의 결과만 보면 chemotherapy alone이 concurrent chemoradiotherapy보다는 우월한 것처럼 여

겨질 수 있다. 하지만, ESPAC-1 연구의 경우 concurrent chemoradiotherapy군에서 시행된 RT의 양과 질에 

대한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ESPAC-1의 결과만 놓고 concurrent chemoradiotherapy의 역할에 대

해 평가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췌장암의 adjuvant treatment에 대한 몇몇 meta-analysis 결과가 발표되었다. 먼저, Stocken 등이 시

행한 meta-analysis는 총 5개의 대규모 3상 연구를 분석한 것으로 총 875명의 환자가 포함되었다.14 이 연구에

서는 chemoradiotherapy의 경우 HR 1.02, p=0.81로 췌장암의 adjuvant treatment에서 방사선의 역할은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하여 chemotherapy는 HR 0.75, p=0.001로 25%의 사망위험율 감소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chemoradiotherapy 환자들을 subgroup analysis를 시행했을 때 절제 경계

면 양성인 경우 chemoradiotherapy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Boeck 등은 일본의 연구결과와 

ESPAC-1 및 CONKO-001 연구를 모아 췌장암 절제 후 adjuvant chemotherapy의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15 

이 meta-analysis에는 총 5개의 임상연구가 포함되었으며 chemotherapy를 시행하였을 경우 observation 하였

을 때보다 중앙생존기간을 3개월 향상시키며 (p=0.003) 5년 생존율을 약 3.1%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하였

다. 마지막으로 이번 2011년 ASCO에서 발표된 meta-analysis는 12개의 무작위 연구들에서 총 2,410명의 환자

를 분석하였다.16 이 분석에서 1,337명은 adjuvant treatment가 시행되었으며 (1008명은 chemotherapy, 329명

은 chemoradiotherapy), 1,073명은 경과 관찰만 하였다. 이 연구에서 adjuvant chemotherapy의 경우 5년 생

존율의 향상을 나타내었으나 (HR 0.63, p=0.001) chemoradiotherapy는 5년 생존율의 향상을 나타내는데 실패

하였다 (HR 0.92, p=0.71). 비록 몇몇 meta-analysis에서 chemoradiotherapy는 큰 효과가 없고 chemotherapy

가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지만, chemoradiotherapy와 chemotherapy를 직접 비교한 연구가 매우 적

으며, ESPAC-1의 경우 radiotherapy가 부족하게 시행되었다는 점, 상기 meta-analysis가 모두 유럽에서 시행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미국의 NCCN guideline에서는 gemcitabine 또는 5-FU 기반 concurrent chemoradiotherapy에 추가적

인 chemotherapy를 시행하는 용법, 그리고 gemcitabine 또는 5-FU/LV의 chemotherapy 단독 용법 모두 cat-

egory 1로서 권고하고 있다. 

4. Who does obtain benefit from adjuvant treatment in pancreatic cancer?

일반적으로 수술 후 보조적 항암요법의 효능이 입증된 종양은 유방암, 대장암 및 비소세포폐암이 있다. 이

들 질환은 그 효능 뿐 아니라 병기에 따른 보조적 항암요법의 시행 여부도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 예를 들

어 대장암의 경우 5-FU/leucovorin/oxaliplatin (FOLFOX) 항암치료의 경우 stage III이거나 high risk stage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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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시행하는 권고되고 있다. 하지만 췌장암의 경우 아직까지 다른 암처럼 어느 환자군을 대상으로 시행

해야 좋을지 확립되어 있지 않다. Table 1과 2의 대규모 3상 연구를 살펴보더라도 CONKO-001, EORTC, 

RTOG 9704 모두 T1N0부터 포함되어 있으며, 특별히 조기 췌장암에 대한 독립적인 분석은 시행되지 않았다. 

다만, meta-analysis의 분석결과를 보면 chemotherapy의 경우 원발암의 크기, 림프절 전이의 여부와 상관 없

이 일관성 있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4 그리고 절제 경계면 양성인 경우 concurrent chemo-

radiotherapy의 역할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미국의 NCCN guideline에서도 adjuvant treatment의 대상

이 되는 환자에 대해 명확한 언급은 없어 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5. Relationship between time to adjuvant chemotherapy and survival

일반적으로 adjuvant chemotherapy의 경우 수술 후 6-8주 이내에 투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Pisa 등

은 29명의 절제된 췌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후부터 gemcitabine chemotherapy를 시작하기까지의 시간을 

가지고 이 기간이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17 수술 후 adjuvant chemotherapy 시작까지의 중앙기간

은 47일 (range 22-183)로 나타났으며 adjuvant chemotherapy의 시작 지연의 가장 흔한 이유는 수술 후 발생

한 여러 합병증이었다. 위의 환자들을 8주를 기준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수술 후 8주 이내 adjuvant chemo-

therapy가 시행된 경우 중앙생존기간은 26.4개월이었으나 수술 후 8주 이후에 adjuvant chemotherapy가 시작

된 경우에는 14.8개월로 나타났다 (p=0.015). 본 연구는 소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지만, 이 연구 결

과에 근거해 볼 때 수술 후 6-8주 이내 adjuvant chemotherapy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     

여러 연구 및 meta-analysis의 결과에 근거해 볼 때 절제된 췌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chemotherapy 또는 

chemoradiotherapy를 시행하는 것은 필요하다. 비록 몇몇 연구에서 chemotherapy 단독이 chemoradiotherapy

에 비해 더 우수한 것처럼 보고가 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이 두 가지 용법을 head to head로 비교한 제3상 

연구가 충분치 않으므로 두 가지 용법은 사례에 맞추어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절제 경계면 양성인 경

우에는 chemoradiotherapy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Adjuvant chemotherapy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 gem-

citabine 또는 5-FU/leucovorin이 둘 다 사용 가능하며, 독성적인 측면에서 gemcitabine이 조금 더 선호된다. 

Chemoradiotherapy를 시행할 경우 함께 사용하는 chemotherapy로는 gemcitabine 또는 5-FU/leucovorin 모두 

사용 가능하며, 이 경우 전신적으로 재발을 많이 하는 췌장암의 recurrence pattern을 고려하여 chemotherapy 

→ concurrent chemoradiotherapy → chemotherapy의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권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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