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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간문부담관암은 전체 담관암의 50%이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수술적 절제가 장기간 생존을 제

공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이다.1 수술을 못하는 경우 95%에서는 1년에서 2년 이내에 사망하고, 불완전하게 

절제하면 2년 이내에 95%에서 사망하며 광범위한 절제에서도 5년 생존율이 20∼40% 정도로 간문부담관암의 

예후는 불량하다.2,3 수술이 불가능한 담관암종에서 치료적 전략은 대개 내시경 또는 경피적 담즙 배액 또는 

수술 우회술을 통한 황달 완화에 국한되어 있고, 이런 시술들이 환자의 생존 향상, 의미 있는 삶의 질 향상을 

시켰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 또한 성공적인 배액관 삽입 후에 효과적인 배액(빌리루빈이 시술 후 30∼50% 

감소된 경우)이 비스무스 3형과 4형에서는 항상 이루어지지는 않는다.4  

종양억제를 위해 방사선 치료 및 화학 요법이 시도되었지만 아직까지는 이 효과에 대한 무작위 전향적인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유일한 후향적 고식적 치료 목적의 방사선 치료에 대한 한 연구에서 내시경 담즙 배

액군과 방사선 치료를 추가 한 군간의 생존율의 차이가 없어5 현재까지는 수술이 불가능한 담관암종에서 방사

선치료 또는 화학요법의 추가에 대한 이득에 의문이 있는 실정이다. 

최근 일부 기관에서 광역학 치료(Photodynamic therapy, PDT)가 수술이 불가능한 간문부담관암 환자에서 

국소적 치료로 시행하여 종양의 감소와 환자의 삶의 질 및 생존율을 향상시켰다는 보고가 있다.6,7 광역학 치

료는 병변부위에 레이저 기구를 접근하여 직접 빛을 조사시켜야 하기 때문에 간내담관암에는 적합지 않고 간

외담관암은 비교적 수술적 절제율이 간문부담관암에 비해 높아 광역학치료의 기회가 적다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간문부 담관암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진단 당시 수술적 절제가 가능한 비율이 상당히 낮아 담관암 중에서 

광역학치료에 적절한 대상이다. 최근 광역학치료와 담도배액관을 병행한 경우와 담도배액관만 삽입한 경우의 

생존율을 비교한 전향적 연구에서 광역학치료를 병행한 경우가 유의하게 생존율의 향상을 보인 연구결과7는 

진행성간문부담관암 환자의 치료에 대한 고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담관암환자에서의 광역학치료 결과      

담도암 환자에서 승인된 광감작제는 아직 없지만 간독성이 없기 때문에 진행성 담도암에 의한 간기능부전 

환자에서도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고 담즙내 지질에 의해 빛의 확산을 통해서 직접 빛이 조사되지 않은 부위

에서도 이차적인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8 최근 몇몇 연구에서 담관암환자에서 광역학치료의 효과는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1998년 Ortner 등6은 담즙배액관 삽입이 실패하였던 Bismuth 3형과 4형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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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를 상대로 광감작제로는 헤마토포르피린 유도체인 Photofrin II (Axan, Mont-Saint- 

Hilaire, Canada)를, 레이저는 630 nm 파장을 갖고 있는 아르곤 염료 레이저를 사용하여 담도경을 통한 광역

학치료를 시행하였다. 환자의 삶의 질에 뚜렷한 향상이 있었고(Karnofsky index가 시술전 32.3%에서 68.9%로 

향상, p=0.0078), 1년 생존율이 77.7%, 중앙생존값이 438일이었다. 본 교실에서의 연구에서는 수술이 불가능

한 담관암 환자에서 광역학치료가 국소적으로 종양을 제거하고 황달 완화 및 종양의 진행을 억제하는데 효과

적이었다. 광역학치료 후 5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에서 원격성 전이가 없는 상태로 중앙 생존값이 18개월로서 

다른 연구에서 보고된 담즙배액관을 시행한 경우에서의 생존율 보다 긴 결과를 보였다.9 본 교실의 다른 연구10

에서도 수술이 불가능한 담관암 환자에서 담즙 배액관을 시행한 군의 중앙 생존값이 288일이었고, 경피적 담

즙 배액관과 광역학치료를 시행 군에서는 558일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생존율의 향상이 있었다.

비록 이 두 군의 비교가 전향적 무작위 비교연구가 아니었지만 담즙배액관만 시행한 군에서는 사망원인의 

56%가 담도성 패혈증이었고, 15%에서는 원발성 종양의 진행으로 인한 경우로서 광역학치료를 병행한 군에서

는 각각 4%, 4% 로서 광역학치료를 병행한 군에서 효과적인 담즙 배액 및 종양의 억제를 관찰 할 수 있었

다. 최근에 수술이 불가능한 담관암 환자에서 담즙배액만 한 군과 광역학치료를 병행한 군 간의 전향적 무작

위 비교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7 총 70명의 환자 중 3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중앙 생존일은 광역학치료를 

병행한 군은 493일, 담즙 배액만 시행한 군은 98일로서 전자 군에서 의미 있게 생존율이 길었고 삶의 질 또

한 의미 있는 향상이 있었다. 그래서 저자들은 연구 기간 동안 광역학치료를 추가 병행한 군에서 뚜렷한 효

과가 있어 연구를 조기에 중단하였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저자들은 모든 육안적 병변을 제거한 것을 근치적 절제술의 정의로 하고 있고 보고된 절제율은 

10%에서 50%로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11,12 수술 변연부의 조직학적 양성에 대한 중요성은 아직 논란이 있

으나 수술적 절제 후 수술 변연부의 종양의 조직학적 음성이 생존률에 있어 이득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Burker 등13의 연구에 의하면 절제술을 시행 받은 담관암 환자의 전체 중앙 생존률값은 40개월이었고 이중 수

술 절제 경계부가 양성인 경우는 22개월이었고, 음성인 경우는 60개월로서 완전절제가 된 경우가 의미 있게 

생존률이 길었다. 이와 같이 담관암 환자에 있어 완전 절제만이 의미 있는 생존률의 향상을 이룰 것이다. 그

러나 수술전 간문부 담관암 환자에 있어 영상학적 검사(CT, MRCP 등), 또는 ERCP 등의 검사로는 병변의 종

적 분포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들다. 이에 Wiedmann 등14은 7명의 진행성 담관암 환자에서 수술 전 광역학

치료 후 평균 6주후에 수술을 시행하였다. 모든 환자에서 근치적 절제술이 가능하였고 절제된 검체에서 내부 

4 mm 내부층에 살아 있는 종양 세포는 없었다. 2명의 환자에서 수술 후 6, 19개월에 재발하였다. 이와 같이 

수술 후 수술 경계부의 종양 양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환자에서 신보조 요법으로서 수술전 광역학치료를 

시행하여 종양의 범위를 감소시킨 후 근치적 수술적 절제를 시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규명하

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전향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담관암의 일부는 다른 소화기암과 다르게 종괴를 형성하는 형태가 아닌 담도를 따라 전이되는 양상을 보

이기도 해 실제로 광역학치료 후에 그 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 그래서 보고자마다 

각기 다른 치료효과 지표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폐쇄된 내강의 개통의 정도, 치료 전후의 삶의 질 향상

의 정도7, 빌리루빈의 감소6,7, 담도 조영술을 통한 종양의 길이 측정, IDUS를 통한 종양의 두께 감소8, 치료 

전후의 interleukinn-6의 감소16 등이다. 

담관암환자에서 광역학치료의 효과를 판정하는데 있어 몇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다른 고형암과 달리 간문

부담관암은 복부 초음파, 복부 컴퓨터 촬영 등의 영상학적 검사에서 종괴 자체가 잘 인지 되지 않거나 인지되

더라도 작게 나타나 치료의 효과를 판정하는데 있어 위의 영상학적 검사를 통해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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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다. 본 교실에서10는 경피적 광역학치료 전후로 관강내 초음파검사(intraductal US)를 이용하여 종양의 두께

를 측정하여 종양 두께 감소를 수치화 하여 객관적으로 판정하고자 하였다. Bismuth 3형 이상의 진행성 간문

부 담관암 환자 24명을 상대로 경피경간적 경로를 통해 광역학치료 전 종양의 두께를 측정 후 광역학 치료 

후 1달 간격으로 종양의 두께를 IDUS를 측정하였다. 치료 전 대상 환자의 종양 평균 두께는 8.7 mm이었고 

치료 후 3개월 째 가장 얇아져 5.8 mm (p=0.003)까지 감소하였고 그 이후 4개월 째 부터는 종양의 두께가 

다시 증가하여 저자들은 적합한 재치료 기간은 3개월 간격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종양 침

윤으로 인한 가장 두꺼운 담관 벽의 감소가 종양 전체의 감소를 대변하는 지는 아직 밝혀야 할 부분이 있다. 

최근 들어 많은 종양의 발생 및 진행에 cytokine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고 있는데17, cytokines 중

에서 IL-6는 Poupart 등18에 의해 처음 분리 보고 된 염증성 cytokine의 일종이나 다양한 생물학적 기능을 가

진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Goydos 등19은 담도암환자에서 복부전산화단층촬영으로 측정한 종양의 크기와 혈청 

IL-6의 농도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 하였다. 15명의 환자 중 종양제거 수술을 받은 3명에서 2주후 혈청 

IL-6를 측정하였는데 2명은 인지되지 않을 정도로 감소되었고 다른 한명은 수술 전의 수치의 10배정도로 감소

하였다. 본 교실에서의 연구6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간세포암이나 정상 건강인에 비해 혈청 IL-6 농도

가 의미있게 상승되어 있었고, 담관암 진단을 위한 IL-6의 cut-off 치를 25.8 pg/mL로 하였을 때 민감도 및 

특이도는 각각 73%, 92%로서 기존의 담관암에서 사용하고 있는 종양 표지자인 CA19-9에 비해 높은 결과를 

보였다.

광역학 치료 한달 후 혈청 IL-6의 평균 농도는 치료 전 282.1 pg/mL에서 38.2 pg/mL로 현저히 감소한 

반면, 단순히 담즙배액관만 시술한 군에서는 시술 전후로 큰 차이가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하여 

담관암의 특성상 종양의 크기 및 범위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치료 전 혈청 IL-6치가 상승되어 있

고 치료 후 그 수치가 의미 있게 떨어지므로 담관암에서 치료의 효과의 판정 및 추적 검사의 표지자로서 혈

청 IL-6를 측정하는 것이 의미 있으리라 생각한다. 

광역학 치료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부작용으로는 광감작제와 연관된 광독성이다. 현재까지 주로 사용하고 

있는 헤마토포르피린 유도체는 활성도는 4에서 6주까지 지속되어 환자가 그 기간 동안 햇빛에 노출되는 것을 

피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최근 이런 반감기가 짧은 차세대 광감작제가 개발되었고 상용화됨으로써 

광독성의 문제점은 해결 될 것이다. 

담관암 환자에서의 광역학 치료는 아직까지는 근치적 목적이 아닌 고식적 목적에 있다. 생존율의 향상은 

있었지만 완치를 시켰다는 보고는 아직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러 연구에서 보면 광역학치료 단독을 시행한 

군은 없고 치료 후 담즙 배액관을 동시에 삽입하였다. 실제 광역동 치료를 시행하고 있는 본 저자의 경험을 

보면 담관암 환자에서 광역학치료 후 2일에서 7일 뒤 담도경으로 관찰 하였을 때 종양 부분의 응혈성 괴사가 

일어나면서 부종이 동반되어 담관이 일시적으로 폐쇄가 일어나기 때문에 효과적인 담즙 배액관을 삽입하는 것

을 추천하고자 한다. 그러나 한달 후 담즙 배액관을 제거하였을 때 종양의 괴사로 인해 담즙 배액관이 삽입

된 부분 및 폐쇄되었던 2차 담관 분지의 개통을 관찰 할 수 있어 광역학치료의 국소적 종양 제거의 효과는 

확실 하다. 그러나 광역학치료 3개월에서 4개월이 경과된 후 담도경으로 이전에 광역학치료를 시행 한 부분을 

관찰하면 종양이 다시 커지고 재차 담관 폐쇄를 보여 원격성 전이가 없는 한 반복적 광역학치료를 시행하여

야 한다. 담관암의 특성상 종양에 의한 염증성 반응으로 협착이 동반되기 때문에 종양의 상당한 감소가 있어

도 염증성 협착으로 인한 담관 폐쇄가 유발되기 때문에서 아직 까지는 광역학 치료 단독 보다는 담즙배액관

을 광역동치료 후 병행 삽입하는 것을 권유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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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olangioscopic finding of Biliary papillomatosis before and after photodynamic therapy (PDT). 
(A) Papillary projections with mucus in the entire bile duct. (B) Two days after PDT, coagulation necrosis 
is seen on PDT site. (C) Papillary projections is seen some part of intrahepatic duct 3 months after PDT. 

Biliary IPMN에서의 광역학치료 효과      

Biliary IPMN 자체가 매우 드물고 또한 수술적 치료가 표준 치료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광역학 치료에 대

한 증례보고조차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담관 유두종증(biliary papillomatosis)는 biliary IPMN과 유사한 특성

을 갖고 있고 특히 점액을 풍부히 분비하는 특성이 유사하다. 그러나 진단 당시 담관 유두종증에서 더 흔하

게 담관을 따라 전체적으로 분포하는 양상을 보여 수술적 처치로 완전히 제거하기 어려운 특성을 갖는다. 그

래서 심한 부위를 간엽절제술을 시행하고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광역학 치료를 본 교실에서 몇예에서 시

행하여 좋은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종양내 풍부한 점액으로 인해 광역학 치료시 빛의 반사가 심하기 때문에 

한차례 광역학 치료를 시행한 후 1주일에서 2주일 이내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반수에서 3달 이내

에 소실되었던 일부에서 종양이 다시 자라는 것이 관찰되어 담관 유두종증에 대한 광역학 치료 효과는 더 두

고 봐야 할 것 같다(Fig. 1).

요약      

비록 광역동 치료가 고식적이고 담즙 배액관 삽입과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시술과 관련된 뚜렷한 합

병증이 없고 반복적 시술이 가능하며 여러 연구에서 삶의 질 및 생존률의 향상이 있어 수술이 불가능한 담관

암환자에서 광역학치료는 뚜렷한 이득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담관암의 특징이 담도를 따라 종양이 확산되는 

특징이 있어 원격성 전이가 없고 Bismuth 3형, 4형, 신체적 또는 고령으로 인해 수술을 시행할 수 없는 

Bismuth 1, 2형, 근치적 목적으로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수술 후 조직학적으로 수술 변연부에 암조직이 남아 

있는 경우, 그리고 기존의 간문부에 금속관을 삽입한 경우에 있어 금속관의 내부로의 종양의 성장을 억제함으

로써 금속관의 개방성 증가 등에 광역학 치료가 유용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좀 더 많은 증례 수에서 전

향적 비교 연구 및 장기간 추적 관찰이 광역학 치료의 역할을 규명하는데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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