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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otherapy in Hilar Cholangiocarcinoma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학교실

이명아

Introduction

  Hilar cholangiocarcinoma를 포함하는 담도계 종양에서의 항암화학요법의 역할은 그다지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담도계종양 자체가 발병 빈도가 높지 않아서 어떠한 약제의 효과를 증명하기 위한 임상 시

험을 계획할 때 단일 질환을 대상으로 하기 어려우서 주로 췌장암이나 담낭암을 포함하여 임상시험을 

진행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호발 연령이 60대 이후가 많아서 진단 당시 고령이거나 전신상태가 좋지 

않아서 항암제 치료의 대상이 되기 힘든 경우도 대부분이다. 따라서 현재까지 보고된 항암제 대상 임

상시험의 형태도 대규모의 3상 무작위 비교임상시험보다는 항암제의 효과를 증명하기 위한 2상 임상시

험이거나 후향적 분석이 대부분이다. 특히 Hilar cholangiocarcinoma의 경우 임상시험에서 필요로 하는 

조건인 1) 조직검사를 통한 확진 2) 계측 가능한 병변 3) 일상생활수행능력 양호 4) 정상 bilirubin 등

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고된 임상시험에서도 많은 증례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여기에서는 제한된 연구이기는 하나 hilar cholangiocarcinoma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던 임상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수술 후 보조요법, 수술전 요법, 고식적 요법에서의 항암화학요법의 역할에 대해 

언급하기로 하겠다. 

Adjuvant Treatment

  수술 후 보조요법의 경우 항암제의 효과는 수술 후 재발률, 무병생존상태를 기본으로 평가하게 된다. 

보조요법의 방법으로는 복합항암화학요법 단독으로 하는 경우와 radiosensitizer로 방사선요법과 같이 

치료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1. Adjuvant Chemotherapy

  진행성 담도계 종양에서 시행되었던 과거의 임상시험에서의 항암제는 5-FU가 가장 많이 이용되었다. 

그러나 Mitomycin (MMC), CCNU, cisplatin, leucovorin, streptozotocin 등의 다양한 약제와의 병합요법

이 10% 미만의 반응률과 함께 생존기간의 향상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1 항암제 병합요법을 이용한 수

술 후 보조요법의 임상시험은 그다지 많지 않다. 2002년도 일본의 췌담도외과 그룹에서 보고한 결과에

서는 116명의 담도암 환자에 대해 수술 후 5-FU/MMC 복합요법으로 치료한 군과 보조요법을 받지 않

는 군으로 나누었을 때 5년 생존율과 무병생존율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2 그러나 이 연구 결과는 

담도암의 3가지 형태를 모두 포함하였으며 46%의 환자가 curative surgery를 받지 않았으며 사용된 

regimen 또한 최근 사용되지 않고 있는 약제이므로 adjuvant chemotherapy의 효과를 적절하게 판단할 

수는 없다. 최근 담도계 종양에서 표준 요법으로 인정되고 있는 약제는 gemcitabine으로 이를 기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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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adjuvant treatment의 결과가 최근 보고된 바 있다. 42명의 Hilar cholangiocarcinoma를 대상으

로 한 소규모의 후향적 분석이긴 하지만 gemcitabine을 기본으로 한 보조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받은 

군이 치료를 받지 않은 군에 비해 의미있게 5년 생존률이 높다고 하여 수술 후 보조요법의 효과에 대

해 재조명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3 

2. Adjuvant Chemoradiation 

  Radiosensitizer로 5-FU와 같은 항암제를 radiation 과 같이 치료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 또한 매우 제

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 복합항암화학요법에 비해 5-FU radiation은 전신적인 부작용이 적고 

비교적 tolerable하기 때문에 많은 기관에서 수술 후 요법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실제 이에 관한 연구 

또한 후향적, 소규모 임상시험이 대부분이다. 많은 기관에서 충분한 임상시험이 시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후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Figueras 등은 Hilar cholangiocarcinoma에 대해 수

술 후 보조적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 요법을 시행했을 때 치료받지 않은 군에 비해 survival benefit이 

없다고 한 바 있다.4 Pitt 등이 조사한 adjuvant therapy의 경향은 Table 1과 같다.5

  보고된 대부분의 수술 후 보조적 치료방법에 관한 연구가 전향적 연구가 아니며 다수의 수술 불가능

한 환자를 포함하고 있고 또한 대조군이 없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결과의 차이가 매우 다양하므로 실제

적인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전향적인 임상시험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

다. 

Table 1. 담도계 종양에서의 수술 후 보조요법의 경향.5

Treatment America Asai/Pacific Europe Total

Radiation 79% 40% 29% 59%
Chemotherapy 66% 79% 68% 68%
Chemoradiation 71% 55% 29% 63%

Neoadjuvant Chemoradiation Treatment

  소규모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긴 하지만 담도계 종양에서 수술 전 치료를 먼저 한 후 수술을 

한 임상시험이 보고된 바 있다. 특히 간 이식을 고려하였을 때 이러한 수술 전 치료가 수술을 좀더 용

이하게 했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절제가 불가능했던 Hilar cholangiocarcinoma 환자를 대상으로 항암방

사선 요법을 시행하여 간 이식이 가능하게 되었던 경우가 있었으며 고식적인 절제술과 비교하였을 때 수

술 전 항암방사선 요법을 시행한 후 간 이식을 시행하였을 때 더 좋은 생존률을 보였다고 하였다.6,7

Palliative Chemotherapy

  최근까지 진행성, 전이성 담도계 종양에서는 표준요법이라고 할 수 있는 항암화학요법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전술한 바와 같이 담도계 종양은 종양자체의 특성으로 인해 전향적 3상 비교 임상시

험이 없었으며 2상 임상시험의 경우에도 담낭암이나 췌장암, Ampulla of Vater와 같은 종양이 모두 포

함된 상태에서 진행된 소규모 임상시험이었기 때문에 연구자마다 각 항암화학요법의 성적에 차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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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절제 불가능한 Hilar Cholangiocarinoma에서의 
전신적 항암화학요법9

었으며 표준요법으로 인정될 만큼 생존률의 향상을 증명한 결과가 없었다. 주로 5-FU, cisplatin, 

doxorubicin이 포함된 regimen이 많이 이용되었는데 반응률은 10∼40%까지 다양하게 보고되었다.8 특

히 Hilar cholangiocarinoma만을 대상으로 한 임상연구는 매우 적었으며 대상 환자수도 매우 적었기 

때문에 항암화학요법의 효과를 반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Table 2).

  2000년대 gemcitabine 이 췌장암에서 best supportive care와 비교하여 증상 개선과 삶의 질 개선효

과를 증명한 이후 담도암에서도 gemcitabine을 기본으로 한 2상 임상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

들 연구 역시 다양한 담도계 종양을 포함한 소규모의 2상 연구이지만 oral 5-FU, oxaliplatin, cisplatin

과 같은 기존의 항암화학요법과의 병행요법을 통하여 좀 더 나은 반응률과 생존기간 연장 효과를 보이

고 있어 2009년 ASCO meeting의 guideline과 NCCN guideline에서는 현재 담도암의 표준 요법으로 

gemcitabine을 기본으로 하는 복합 항암화학요법을 제시하고 있다. 수술 불가능한 담도암에서의 

gemcitabine을 포함한 2상 임상연구의 결과는 Table 3과 같다.8

Conclusion

  Hilar cholangiocarcinoma에서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은 수술적 절제술이다. 그러나 수술적 절

제술 후의 재발률이 50∼75%까지 이르기 때문에10 장기간 생존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술 

후 보조요법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현재까지 소개된 수술후 치료방법에 관해서는 보고된 임상 연구

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효과를 입증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최근 새로운 항암제가 소개되면서 방사

선 치료 기법 또한 발달하면서 전이성 진행성 담도암에서의 성적도 과거 보고된 연구와 달리 향상되었

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였을 때 치료성적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약제나 기법을 이용한 수술 

후 보조요법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대단위 무작위 전향적 비교 임상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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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ystemic Chemotherapy Based on Gemcitabine in Hilar Cholangiocarcin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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