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 Article

pISSN 1976-3573 eISSN 2288-0941

The Korean Journal of Pancreas and Biliary Tract 2016;21:117-127
http://dx.doi.org/10.15279/kpba.2016.21.3.117

경계절제성 또는 국소진행성 췌장암에서 수술 전 보조치료의 역할
국립암센터 간암센터 췌담도암클리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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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 of Neoadjuvant Therapy for Borderline Resectable or Locally Advanced Pancreatic Cancer
Woo Jin Lee, Sang Myung Woo
Pancreaticobiliary Cancer Clinic, Center for Liver Cancer, National Cancer Center, Goyang, Korea

Surgical resection offers the only chance of cure for nonmetastatic exocrine
pancreatic cancer. However, only 15 to 20 percent of patients have potentially
resectable disease at diagnosis; approximately 40 percent have distant metastases,
and another 30 to 40 percent have locally advanced unresectable tumors. Typically,
patients with locally advanced unresectable pancreatic cancer have tumor invasion
into adjacent critical structures, particularly the celiac and superior mesenteric
arteries. The optimal management of these patients is controversial, and there
is no internationally embraced standard approach. Therapeutic options include
chemoradiotherapy or chemotherapy alone. While it is reasonable to restage and
reevaluate the potential for resectability after neoadjuvant therapy, the frequency
of a complete resection and long-term survival is low for patients who initially
have categorically unresectable tumors. Others have disease that is categorized
as “borderline resectable.” While these patients are potentially resectable, the
high likelihood of an incomplete resection has prompted interest in strategies
to “downstage” the tumor or to increase the likelihood of a margin-negative
resection prior to surgical exploration using neoadjuvant therapy. The rationale for
neoadjuvant therapy is as follows. First, it is to improve the selection of patients for
whom resection will not offer a survival benefit (i.e., those who rapidly progress to
metastatic disease during preoperative therapy). Second, it is to increase rates of
margin-negative resections, which is the major goal of surgery. Third, it is to start
an early treatment of micrometastatic disease. Initial attempt at downstaging with
chemotherapy, chemoradiotherapy, or a combination followed by restaging and
surgical exploration in responders rather than upfront surgery is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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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율 향상의 여지가 많아서, 보다 나은 치료 효과를 얻기 위해
가장 적극적이고 집중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태의 췌장암이

2016년에 발표된 한국 중암암등록본부 자료에 의하면

라 할 수 있다. 최근 CT의 발전으로 암의 국소 침범 정도를

2013년에 우리나라에서 췌장암은 연평균 5,511건 발생하여

더욱 세분화하여 경계성 절제가능성을 지닌 췌장암(border-

전체 암발생의 2.4%로 8위를 차지하였고, 인구 10만 명당

line 혹은 marginal resectable pancreatic cancer)을 구분하여

조발생률은 10.9건이었다. 최근 10년간 발생률 및 사망률은

근치적 절제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제시되었다.2-6 이들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까지 췌장암의 가장 효과적

주변 혈관 또는 장기를 합병 절제하는 확대 절제방법과 선

인 치료는 수술적 절제이나 10-20%에서만 가능하다. 그 이

행 항암방사선 치료 등으로 예후를 향상시키려는 시도가 보

유는 췌장은 복막 후강에 위치하고 있어 암이 발생하더라도

고되고 있다.

초기에 특이적인 증상이 없고, 암조직이 빠르게 성장하여
진단 당시 이미 진행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절제 후에도

본 론

재발이 흔하여 근치적 절제수술 후에도 5년 생존율이 20%
이하이다. 절제 이외의 치료 방법은 효과가 적어 전체 췌장

1. 배경

선암종 환자의 5년 생존율은 5% 이하로 매우 예후가 나쁜
종양이다.1

일부 국소 진행된 종양에서 절제 후 절제연(resection

절제가 불가능한 암은 원격전이는 없으나 주변 조직(특히

margin)에 종양세포 음성의 소견이 발견되어 좋은 예후를

복강동맥[celiac artery, CA]이나 상장간막동맥(superior

보이는 보고들도 있는 반면에 수술 전에는 절제가 가능할

mesenteric artery])으로의 침윤에 의해 절제가 불가능한 국

것으로 여겨졌으나 실제 절제연 음성의 소견을 얻기가 어려

소진행형과 이미 타 장기로 원격전이가 동반된 경우로 구분

운(R1 또는 R2 resection) 경우들도 있다. 절제연의 암세포

한다. 원격전이가 동반된 췌장암의 경우는 40-60%를 차지

존재 여부는 림프절전이와 함께 중요한 예후인자로서 R1,

하며 중앙생존기간은 5-7개월 정도이다. 절제가 불가능하

R2절제의 경우(수술적 절제를 시도하였으나 근치적 절제

나 원격전이가 없는 국소진행성 췌장암은 30-40%에서 관찰

[R0절제]를 못한 경우) 근치적 절제가 된 군보다 예후가 나

되며 중앙생존기간은 치료를 안 한 경우 6-8개월, 치료한

쁘고 국소진행형 환자와 예후가 비슷하다(Table 1).7-9 따라

경우 10-12개월 정도이다. 이들 국소진행성 췌장암은 생존

서 수술 전 근치 절제가능성 여부의 판정이 매우 중요하다.

Table 1. Survival data following curative and non-curative surgical resection for pancreatic cancer (adapted from reference 9)

Author/ year

No. of patients

RM status

R1 rate (%)

Median survival
R1/R2 (months)

Median survival
R0 (months)

Menon (2009)

27

R1

82

14

> 55

Westgaard (2008)

40

R1

45

11

16

360

R1

17

22

28

26

R1

85

11

37

541

R1

19

11

17

R1, R2

20

9

17

616

R1

30

12

19

84

R1

29

8

17

157

R1, R2

45

6

12

Sperti (1996)

113

R1, R2

17

7

14

Nitecki (1995)

174

R2

16

9

NA

Yeo (1995)

201

R1, R2

29

10

18

R1

51

12

20

Raut (2007)
Verbeke (2006)
Neoptolemos (2001)
Benassai (2000)
Sohn (2000)
Millikan (1999)
Nishimura (1997)

Willett (1993)

75

72

RM, resection margin; R0, clear margin; R1, microscopic margin involvement; R2, gross margin involvement; NA, not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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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부학적 구조에 따른 근치적 절제의 어려움과 최근의 다중

는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 경계성 절제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검출 CT (multi-detector CT)의 발전은 절제 가능한 종양과

판단한다. 경계성 절제가능 췌장암은 기술적으로 종양의 절

절제 불가능한 종양 이외에 양쪽에 정확히 맞지는 않은 이

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현미경적 절제연 양성(R1 절

두 군의 중간 정도에 속하는 군을 경계성 절제 가능한 종양

제)이 될 확률이 높아 종양학적 측면에서 근치적 절제 가능

으로 분류하게 되었다.

성이 낮은 경우를 뜻한다. 아직까지 경계성 절제가능 췌장

수술적으로는 절제가 가능하나 실제 절제연 음성의 소견

암에 대한 정확한 정의도 차이가 있고 치료의 결과에 대해

을 얻기가 어려운(R1 또는 R2 절제) 환자에서 단순한 수술

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어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며

적 치료의 한계를 인정하고 수술 이전에 다양한 치료 방법

여러 연구 결과마다 절제기준의 차이가 있어 결과해석에 주

을 이용하여 근치적 절제율(R0 절제)을 높이고자 시도되고

의를 요한다.

있다.

3. 경계성 절제가능성 췌장암의 정의
2. 수술 전 병기결정-절제가능성 평가

아직까지 경계성 절제가능성을 가진 췌장암의 기준에 대

CT, MRI, 내시경초음파검사, PET 검사, 혈청 종양표지자

한 명확한 정의는 확립되지 않았다. 경계성 절제가능성 췌

검사 등의 다양한 검사를 시행하여 수술 전 정확한 병기를 선

장암의 정의에 대해서는 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정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 중 절제가능성 평가

Network 기준과 10 활발히 연구하고 있는 MD Anderson

에는 다중검출 CT가 가장 정확하다.10 ERCP 후 췌장염이 발

Cancer Center 또는 최근 미국에서 진행 중인 전향적인 다

생하면 절제가능성 판단이 어려워지므로 반드시 담즙배액 시

기관 연구 등의 기준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Table 2).3,10,14-17

술 전에 CT를 시행하여야 한다. 수술 전 CT 검사를 주의 깊

AJCC 7판 병기 분류에서는 절제 가능군(1, 2 병기)과 절

게 판정하여 특히 R2 절제가 되지 않도록(수술하지 말고 피

제 불가능군(3, 4병기)으로 나뉘어져 있다. 췌장주변 장기인

하도록) 해야 한다. CT의 가장 큰 제한점은 복막 또는 간의

위, 비장, 대장, 주변 혈관 등의 침윤이 5판에서는 T4이었던

작은 전이는 예민도가 낮다는 것으로 약 20-30%에서 수술

것이 6판부터는 복강동맥, 상장간막동맥의 침윤으로 T4가

전 절제가능형으로 판단하였으나, 개복수술이나 복강경에서

제한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종양의 주변장기 침윤 자체보다

복막 또는 간에 매우 작은 전이성 결절이 관찰된다.

는 근치적 절제가 가능한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예후인자로

진단적 복강경 후 전이가 없음을 확인 후 개복하였으나

여겨지기 때문이다. 경계성 절제가능성 췌장암의 경우 stage

절제를 못한 경우는 주요 혈관침범이 원인인 경우가 가장

II의 일부군 중 간문맥-비정맥 합류부(confluence)를 침범한

많다. 수술 전 CT 검사에서 혈관 침범 정도에 따라 절제가

군, 총간동맥 또는 고유간동맥을 침범한 군 중 일부, 복강동

11-13

누구나가 주요 혈관

맥 및 상장간막동맥의 침범 여부가 불투명하고 접근되어 있

침윤이 분명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사선 소견

는 경우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stage III 중 복강동맥 및 상

을 보이는 경우에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어, 동맥 주변 중요

장간막동맥의 침범이 일부 있는 경우가 포함될 수 있다.

능성을 판단한 여러 보고가 있다.

혈관을 완전히 감싸는 침윤(encasement)은 종양의 근치적

주요 혈관 침습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상기 기준들은 주

절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180도 이상의

관적인 요소가 많고, 연구자마다 이를 적용, 해석하는 기준

상장간막동맥침윤, 대동맥침윤, 재건할 수 없을 정도의 상

이 상이하여 경계성 절제가능성을 가진 췌장암에 대한 지금

장간막정맥(superior mesenteric vein), 문맥(portal vein)의

까지의 연구 결과를 일관되게 비교 분석하는 것이 어려운

폐색은 절제가 불가능하다. 반면에 혈관의 일부와 인접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진행될 임상 시험 결과의 일관된 해

(abutment)해 있을 경우 실제 절제가 가능한 병변인지 여부

석을 위해 경계성 절제가능성 췌장암에 대한 객관적인 정의

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 절제수술 후

확립이 중요하다.

절제연(특히 후복막[retroperitoneal]) 상장간막동맥 주위)이
나 림프절에 종양세포가 남을 위험성이 더 높으며 이 경우

4. 수술 전 항암요법 또는 화학방사선요법

R0 절제에 비해 예후가 나쁘다. 종양의 주요 동/정맥 접촉

췌장암에서의 수술 후 보조요법이라는 표준적 치료에도

각도가 180도 미만이면서 혈관 내로의 직접 종양 침윤은 없

불구하고 그 생존 성적은 매우 비관적이며, R0 절제가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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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Variations in the definition of borderline resectable pancreatic cancer (adapted from reference 17)

MD Anderson Cancer
Center3

American
Hepatopancreatobiliary
Association, Society
National
for Surgery of the
Comprehensive Cancer
Alimentary Tract, the
Network16
Society of Surgical
Oncology10

Intergroup trial
(Alliance A021101)15

American Pancreatic
Association14

SMV/PV

Short-segment occlusion
of SMV, PV, or SMV-PV
confluence with suitable
option for vascular
reconstruction available
because of a normal
SMV below and normal
PV above area of tumor
involvement

Tumor abutment with or Abutment with
without impingement
impingement or
and narrowing of lumen narrowing
or encasement of SMV/PV,
or short segment venous
occlusion resulting from
either tumor thrombus
or encasement but with
suitable vessel proximal
and distal to vessel
involvement, allowing
for safe resection and
reconstruction

Interface between primary
tumor and ≥180° of the
circumference of SMVPV and/or short segment
occlusion of SMV-PV
with normal vein above
and below the level of
obstruction amenable
to resection and venous
reconstruction

Tumor contact of >180°
with SMV or PV tumor
contact of ≤180° with
contour irregularity of
the vein or thrombosis of
the vein but with suitable
vessel proximal and distal
to site of involvement
allowing for safe and
complete resection and
reconstruction

SMA

Tumor abutment with
≤180° of circumference

Tumor abutment not
to exceed >180° of
circumference

Interface between
tumor and <180° of the
circumference of artery
wall

Tumor contact of ≤180°

GDA

-

Encasement

Abutment

-

-

Contact with CHA
or HA bifurcation
allowing for safe and
complete resection and
reconstruction

CHA/HA

Short segment
Either short segment
encasement amenable encasement or direct
to resection and
abutment
reconstruction

Abutment or short
segment encasement

Short segment interface
(of any degree)
between tumor and
HA with normal artery
proximal and distal to
the interface amenable
to resection and arterial
reconstruction

Celiac trunk/axis

No extension

No extension

No abutment or
encasement

Interface between
No extension
tumor and <180° of the
circumference

IVC

-

-

-

-

Tumor contact

Vascular anomalies

-

-

-

-

Tumor contact with
variant arterial anatomy
(eg, accessory or
replaced RHA or
replaced CHA)

SMV, superior mesenteric vein; SMA, superior mesenteric artery; PV, portal vein; RHA, right hepatic artery; CHA, common hepatic artery; HA, hepatic
artery; GDA, gastroduodenal artery; IVC, inferior vena cava.

않는 무리한 수술은 좋지 않은 예후와 관련됨이 보고되고

비해 이론적으로 수술에 따른 혈관손상이 없는 상태에서 방

있다. 다른 고형 암에서처럼 국소적인 췌장암에서도 수술

사선치료가 진행되어 산소공급이 원활하므로, 암세포의 방

전 화학요법 또는 화학방사선요법의 가능성을 통해 절제 후

사선감수성(radiosensitivity)이 더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성적을 좋게 하려는 시도가 이루어 지고 있다.

한 미세 원격전이가 있어 나중에 진행하여 명백한 원격전이

수술 전 화학요법 또는 화학방사선 치료는 수술 후 치료에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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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술 후 보조요법을 못하는 환자가 1/3에 달하므로 전

대개 2상 임상연구이거나 후향적 연구들로 아직은 결론을

신상태가 비교적 좋을 때 여러 다양한 치료를 시도할 수 있

내리기 어렵다. 최근 무작위 대조 연구에서는 gemcitabine을

다. 특히 R0 절제를 하기 어려운 경계 절제성 췌장암에서는

이용한 유도항암요법 연구에서 화학방사선 병행요법만 환

혈관-종양의 경계면의 암세포를 박멸하여 R1 또는 R2 절제

자군과 생존기간의 차이가 없었다.25

율을 감소시키고 R0 절제율을 높이고자 함이다. 최근 췌장암

췌장암에서의 수술 전 화학방사선요법의 반응률은 3.4-

에 효과적인 몇몇 약제들이 소개되면서 이들 약제의 방사선

44%, 절제율은 8.3-64.2%로 다양하게 보고되나 실제로 분

치료와의 병합치료에 대한 기대 역시 증가하고 있다.

18,19

하

명한 국소진행형 환자에서는 병기감소(down-staging) 또는

지만 식도암이나 직장암의 경우는 선행치료의 효과가 수술

크기감소(down-sizing)로 절제불가능에서 절제가 가능해지

효과에 근접하는 수준을 보여 표준 치료로 인정되고 있는 것

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26-29 각 연구들에서 환자선택기준, 영

과는 달리 아직까지 췌장암에서는 낮은 반응률로 인하여 논

상의학적 병기판정, 수술 전 조직획득, 수술 전 담도 및 십

란이 있다. 또한 국소질환 진행 또는 독성으로 인한 절제 연

이지장폐쇄의 치료, 절제기준, 수술기법, 병리학적 평가, 항

기나 불가능의 우려가 있다. 췌장암에서의 수술 전 화학방사

암약제 그리고 방사선기법 등이 다양하여 결과의 해석에 주

선요법을 위해서는 수술 전 정확한 병기평가와 병리학적 진

의를 요한다. 화학방사선요법에 관한 연구는 대개 절제가능

단(주로 초음파내시경 세침 흡인술이나 초음파내시경 유도

성이 있는 환자와 경계성 절제가능성을 지닌 환자, 그리고

하 세침 흡인술) 및 담즙 배액술(선행치료 시에는 플라스틱

국소진행형 환자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선행보조요

배액관보다는 주로 금속 배액관)이 필수적이다.

법 또는 신보강요법(neoadjuvant)이라는 용어는 영상검사에

아직까지 표준 치료법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5-FU,
gemcitabine이나 capecitabine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우리

서 절제가 가능한 환자에 국한되어 사용하여야 결과의 혼동
을 피할 수 있겠다.

나라에서는 방사선민감제로서는 비급여인 실정이다. 현재

최근 경계성 절제가능성 췌장암에서도 수술 전 화학방사

로는 방사선 총량은 관련 항암제에 따라 좌우되는 실정이며

선요법 이후 수술하는 것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이

아직 국소조절이나 생존기간과 관련된 용량-효과 상관관계,

다. 특히 이들은 절제가능군보다 미세전이로 인한 수술 후

방사선 총량 등에 대한 논란이 있다. 연구마다 방사선량, 방

조기 전이 가능성이 더 높고 혈관 등의 절제수술로 수술 후

사선치료 범위, 항암화학제제의 용량 및 방사선치료와의 병

합병증 가능성도 더 높다. 이들에서 수술 전 화학방사선요

용 시기 등에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해 치료 독성 및 성적도

법을 시행 후 15-50%에서 절제수술을 시행하여 중앙생존기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어, 향후 추가 연구가

간이 20-40개월이라고 보고하고 있다(Table 3).14,30-41 대개의

필요하며 아직까지는 이에 대한 명확한 결론은 내려지지는

연구가 2상 연구이거나 후향적 연구들로 아직은 결론을 내

않은 상태이다. 방사선의 조사량, 방사선과 약물 치료의 시

리기 어려우나 최근에는 많은 임상의들에게 보편적으로 받

점, 약제의 종류 및 투여방법 등 많은 문제점들이 해결되어

아들여지고 있다.42,43 최근 진행성 환자에서 반응률이 좋은

야 한다. 아직 무작위 대조 연구가 부족하고, 대상 환자의

FOLFIRINOX 제제나 Gemcitabine+nab-paclitaxel를 이용

수가 제한적이며, 결과가 일관되지 않고, 추적관찰기간이

하여44,45 선행요법을 시도하는 연구도 활발하다.46-48

비교적 짧으며, 정확한 병기 판단을 위한 검사법에 차이가

항암치료나 방사선치료와의 병용 여부나 치료순서, 시기
등에 따라서도 차이나 장단점이 있다(Table 4).4 향후 절제수

있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다.
방사선과 항암약물치료의 시점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술 후 보조요법과의 무작위 대조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국소질환으로 생각되었던 췌장암 환자의 약 20-30%에서 항

종양의 진행범위 이외에도 수행능력, 체중감소, 식욕부

암제치료 후 전이가 발견되므로 최근 연구에서는 먼저 항암

진, 혈청 CA19-9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예후 차이가 날 수

화학요법 수개월 시행(유도항암요법) 후에 화학방사선 병행

있다. 최근에는 해부학적인 경계성 절제가능성 췌장암 환자

요법을 시도하고 있다. 미세원격전이가 있어 나중에 명백한

이외에 전이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담관염, 황달 등의 내과

원격전이로 진행하는 환자들은 방사선치료를 안하고 항암

적 동반질환으로 인해 영양이나 전신상태가 좋지 않은 환자

치료를 지속하며, 질병이 진행하지 않고 방사선치료에 이득

들도 같이 포함하여 수술 전 화학방사선요법으로 선행치료

을 볼 수 있는 환자만 선택하고자 함이다.

20-24

이들 연구들은

후의 CA19-9와 영상소견으로 판단하여 전이가 발생하지 않
Korean J Pancreas Biliary Tract 2016;21(3):11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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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oadjuvant Therapy for Borderline Resectable or Locally Advanced Pancreatic Cancer

Table 3. Studies of neoadjuvant therapy for borderline resectable pancreatic cancer

Surgical
candidates,
n (%)

R0
resection,
n (%)

MS of
MS of
OS of
unresected
resected
all patients
patients (mo) patients (mo)
(mo)

Study (year)

Pts.
(n)

Type of
neoadjuvant therapy

Katz (2008)

160

Chemotherapy, chemoradiation

66 (41)

62 (38)

13

40

18

Chun (2010)

74

Chemoradiation
(5-FU or gemcitabine)

74 (PV/SMV)

44 (59)

15

23

NA

Stokes (2011)

41

Chemoradiation
(capecitabine or gemcitabine)

16 (46)

12 (29)

12

23

NA

Patel (2011)

17

Chemotherapy,
chemoradiation

9 (64)

8 (47)

NA

NA

15.6

Kang (2012)

67

Chemoradiation
(gemcitabine or cisplatin)

32 (48)

28 (41)

NA

26.3

NA

Lee (2012)

18

Chemotherapy
(capecitabine or gemcitabine)

15 (83)

13 (72)

13.2

23.1

16.6

Katz (2012)

122

Chemotherapy,
chemoradiation

85 (66)

81 (66)

NA

33

22

Takahashi (2013)

80

gemcitabine + RT

43 (54)

54

NA

25

NA

Chuong (2013)

57

gemcitabine followed by SBRT

32 (56)

31 (54)

NA

19.3

16.4

Kim (2013)

39

Gemcitabine and oxaliplatin
(2 cycles) + RT

24 (62)

84

NA

25

18

Rose (2014)

64

Chemotherapy

31 (48)

87

15.4

NA

23.6

R0, clear resection margin; MS, median survival; OS, overall survival; PV, portal vein; SMV, superior mesenteric vein; NA, Not available; RT, radiation
therapy; SBRT, stereotactic body radiation therapy.

고 전신상태가 호전된 경우 수술하여 비교적 좋은 예후를

6. 췌십이지장절제술과 절제연

보고한 바 있다.15 수술 전 화학방사선요법으로 이익을 받을

일반적으로 췌장은 해부학적으로 문맥, 상장간막정맥, 상

수 있는 환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시도로 결과해석

장간막동맥, 복강동맥, 또는 간동맥(hepatic artery) 등 매우

에 주의를 요한다.

중요한 혈관들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많은 림프절 및 신경절
이 교차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수술시 기술적인 어려움으

5. 선행치료 후의 반응평가

로 근치적 절제라는 종양학적 원칙에 충실하기가 어렵다.53

선행치료 후 미만성 췌장의 염증, 섬유화, 부종 등의 2차

그러나 이 중 간문맥이나 상장간막정맥의 합병 절제는 상

성 변화로 인해 영상학적 검사로는 종양의 범위를 과장되게

장간막동맥, 복강동맥, 또는 간동맥의 합병 절제와 다른 양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절제가능성을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

상을 보인다. 문맥이나 상장간막정맥을 침범하는 경우에는

렵다.

49,50

실제로 영상학적으로 병기나 크기가 감소하는 경

각 병원 외과의사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혈관 절제 및 인조

우는 드물지만 절제수술을 시행하면 R0 절제를 얻는 경우

혈관(graft)수술을 하기도 한다. 병변의 침범이 국소적으로

가 많다.

51,52

따라서 수행상태가 좋은 환자에서 원격전이 같

재건술이 가능한 경우에는 근치적 절제를 방해하지는 않는

은 질환의 악화가 없으면서 CA19-9 수치가 감소하는 경우

다. 이들 정맥의 절제는 상기 동맥의 절제보다 기술적으로

등에서는 적극적으로 절제수술을 시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용이하며 술 후 합병증의 발생률도 적은 편이고 덜 치명적

추후 PET-CT나 다른 기능성 영상 검사로 절제가능성을 예

이다.54 종양이 혈관의 내강까지 침윤했는지 여부와 정맥침

측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범 정도에 따라 실제 절제 후에 예후에 차이가 있다.31,55-57
많은 보고에서 상장간막동맥이나 복강동맥의 침범 없이 간
문맥이나 상장간막정맥을 국소적으로 침범한 예에서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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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oretic background of the protocol for neoadjuvant
treatment in pancreatic cancer (adapted from reference 4)

동맥(gastroduodenal artery)을 침범하고 고유간동맥도 침범

1. Systemic chemotherapy followed by concurrent chemoradiation
therapy
- Pancreatic cancer is thought to be systemic disease; therefore,
systemic chemotherapy should be applied first
- Use of radiosenstizing drug in phase of radiotherapy therapy for
enhancing local control
- Avoid toxicity potentially derived from full-dose concurrent
chemoradiation therapy
2. Concurrent chemoradiation therapy
- Pancreatic cancer is thought to be systemic disease; therefore,
systemic chemotherapy should be applied first
- Control both systemic and local disease
- Shorten the duration of preoperative therapy
- Concurrent neoadjuvant chemoradiation does not appear to
increase the risk of pancreatectomy
- Tolerable cytotoxicity
3. Chemotherapy only
- Pancreatic cancer is thought to be systemic disease; therefore,
systemic chemotherapy should be applied first
- Controversy about the role of radiotherapy in managing pancreatic
cancer
- Can freely combine with potential chemotherapeutic agent

이가 있어서 절제하더라도 간혈류에 큰 문제가 없거나, 연

성적을 보고하였고 실제 AJCC 7판 병기분류에서도 이러한

한 경우는 근치적 절제가 어렵다. 환자에 따라 해부학적 변
결이 가능한 경우 등에서는 R0 절제가 가능하다면 동맥 합
병 절제를 고려할 수 있다. 해부학적 변이로 우간동맥이 상
장간동맥에서 기시하는 경우 종양에 의해 침범되는 경우도
있어 절제 후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 재건이 필요하다.
복강동맥침범 역시 상장간막동맥 침범과 같은 양상으로
취급되어 종양이 감싸고 있을 때 근치적 절제는 어렵다고
여겨진다. 또한 절제시 간괴사, 위장 허혈 등의 심각한 합병
증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때로 복강동맥의 총간동맥 부
분으로만 침범했을 경우 복강동맥을 절제해 내는 적극적 수
술을 시도하기도 한다.
췌장암의 근치적 절제가능성은 외과의의 경험과 철학에
따라 차이가 있다. 아직까지 동맥 절제를 같이 시행하는 것
이 생존율 향상을 가져오는가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부족한
실정이다.

7. 병리학적 평가

결과가 반영되어 국소적 간문맥이나 상장간막정맥 침범의

췌십이지장절제술 도중에는 촉진만으로는 종양과 상장간

절제를 표준적 수술로 포함시켰다. 수술 후 이환율이나 사

막정맥-문맥 합류부, 상장간막동맥의 외측이나 뒤쪽과의 관

망률이 적으면서 R0 절제를 얻고 절제된 정맥의 혈관벽에

계를 미리 알 수 없으며, 췌장과 십이지장을 절제 후에야 절

직접 침범이 없다면 이상적이다. 하지만 전술한 바대로 직

제연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일단 췌장과 십이지

접적인 혈관 침범 여부는 선행치료 후의 영상 검사로 정확

장을 절제하면 R0 절제가 안되더라도 췌십이지장절제술을

히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끝까지 진행할 수밖에 없다. 절제연 특히 주로 상장간막동

대개의 경우 상장간막정맥의 침범 없이 상장간막동맥을

맥 우편, 기시부에서 3-4 cm에 걸친 구상돌기(uncinate

침범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론적으로 상장간막동맥을 국소

process)와의 사이의 신경 및 연부조직 절제연이 후복막 절

적으로 침범하는 경우 절제 및 재건하는 수술은 가능하다.

제연으로 외과의사가 잉크로 칠해서 병리과에 보내게 된다.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상장간막동맥이나 복강동맥의 위

실제 육안적으로 근치적 절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 부위에

치는 많은 림프선 및 신경절이 둘러싸고 있어 실제 근치적

현미경적 종양 침범이 있는 R1 절제가 발생한다. 상장간막

절제가 간문맥이나 상장간막정맥보다 어렵고 실제 육안적

동맥은 주위에 상장간막동맥의 양측으로 감싸는 자율신경

으로 근치적 절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현미경적 종양 침범

과 림프선 등이 있고 연하여 주요 신경절(ganglion)과 연관

이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상장간막동맥 절제를 포함한 광

되어 있어 상장간막동맥을 전체적으로 감싸는 종양의 경우

범위 절제시 신경 손상 등으로 수반되는 조절되지 않는 설

대부분 이러한 신경 및 림프선에 전이가 되어 있어 주변 암

사나 단장(short bowel) 증후군 등의 합병증은 환자의 삶의

세포까지 근치적 절제가 되기는 매우 어렵다. R1이나 R2 절

질을 심하게 저하시킬 수 있으며 추후의 항암치료에 어려

제 여부는 림프절전이와 함께 매우 중요한 예후 인자이나

움이 따른다. 일반적으로 대동맥 근처의 신경총과 떨어져

여러 연구들에서 절제연의 상태에 대해 기준이 다양하고 모

있는 총간동맥(common hepatic artery)이나 고유간동맥

호하여 결과가 16-85%로 매우 다양하다. R1 절제의 일부에

(proper hepatic artery)의 국소적 침범은 기술적으로 재건

서는 실제로 R2 절제였을 가능성이 있다. 병리의사로서는

이 가능한 경우 절제의 금기는 아니다. 그러나 위십이지장

R1 절제와 R2 절제를 구분할 수 없어 외과의가 수술기록지
Korean J Pancreas Biliary Tract 2016;21(3):11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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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Neoadjuvant treatment of pancreatic cancer: differences in
study design and procedures that limit comparability of data. (adapted
from reference 61)

1. Study design
- Pro-/retrospective study
- Study type: randomized controlled trial, case control study, case
series
- Composition of comparative patient group
2. Patient selection
- Patient selection criteria
- Definition of borderline resectable pancreatic cancer
- Definition of locally advanced pancreatic cancer
- Criteria for local unresectability
3. Neoadjuvant treatment
- Chemotherapeutic treatment regimen: agent(s), mono-/
combination therapy, dosage, timing
- Radiotherapeutic treatment regimen: dosage, fractionation
- Inclusion of targeted therapy or other therapeutic agents (e.g.
interferon)
- Timing of treatment modalities: sequential, concurrent
4. Restaging
- Procedures: imaging, surgical exploration
- Imaging modalities
- Imaging evaluation criteria (e.g. RECIST)
- Procedure of surgical exploration
5. Surgery
- Selection criteria: stable disease versus tumor regression to
resectable disease
- Planning of surgical resection: based on pre- or posttreatment
imaging
- Surgical procedure (extent, vascular resection, technique)
6. Adjuvant treatment
- Indications
- Regimen
7. Analysis
- Pathology examination
- Outcome measures

따른 병기별 치료는 필수적이다. 췌장암의 절제술에 있어서
경계성 절제가능성 췌장암의 개념의 등장의 배경은 낮은 R0
절제율과 힘든 절제 후의 나쁜 예후에 있다. 최근 다중검출
CT의 발전으로 새로이 분류된 경계성 절제가능성 췌장암군
은 절제연 양성의 위험성이 높아 다학적 치료법의 좋은 적
용군이라 할 수 있다. 최근 R1이나 R2 절제의 가능성이 높
은 경우 무리한 수술보다는 수술 전 항암요법이나 방사선요
법 후 영상학적으로 진행하지 않거나 개선되어 혈관침습이
국소적인 경우 혈관 절제나 재건을 포함한 근치적 수술을
시도하여 비교적 좋은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아
직 그 정의에서 각 병원마다 차이가 많고 치료 및 효과의 판
정에서도 확립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잘 짜여진 기준을 가
진 전향적 무작위 대조 연구가 필요하다(Table 5).61 또한 수
술 전 항암 또는 방사선치료효과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영상검사나 병리학적 기준이 필요하며 향후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치료의 개발 및 효과를 볼 수 있는 환자군을 선택하
는 것이 필요하겠다. 따라서 경험 많은 소화기내시경의사,
외과, 방사선종양학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의사들의 최적
화된 다학적 팀으로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요 약
췌장암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는 수술적 절제이나 10-20%
에서만 가능하다. 그 이유는 췌장은 복막 후강에 위치하고
있어 암이 발생하더라도 초기에 특이적인 증상이 없고, 암
조직이 빠르게 성장하여 진단 당시 이미 진행된 경우가 많
기 때문이다. 절제 후에도 재발이 흔하여 근치적 절제수술

에 R2 절제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선행치료 후 췌장의 염증, 섬유화, 부종 등의 2차성 변화
로 인해 병리학적으로도 다른 암종에 비해 선행치료의 평가

후에도 5년 생존율이 20% 이하이다. 절제 이외의 치료 방법
은 효과가 적어 전체 췌장선암종 환자의 5년 생존율은 5%
이하로 매우 예후가 나쁜 종양이다.

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종양괴사와 섬유화가 중첩되어 있

정확하고 엄격한 수술 전 병기 판정과 절제가능성 평가에

고 종괴 중에 암세포는 군데군데 산재하며 종괴 대부분은

따른 병기별 치료는 필수적이다. 절제가 불가능하나 원격전

섬유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종양감소를 평가하는 체계

이가 없는 국소진행성 췌장암은 30-40%에서 관찰되며 중앙

58

도 다양하다. 실제로 병기나 크기가 감소하는 경우는 드물

생존기간은 치료를 안 한 경우 6-8개월, 치료한 경우 10-12

다. 최근 병리학적으로 치료반응이 좋은 경우 예후가 좋다

개월 정도이다. 이들 국소진행성 췌장암은 생존율 향상의

고 보고하고 있다.

59,60

여지가 많아서, 보다 나은 치료 효과를 얻기 위해 가장 적극
적이고 집중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태의 췌장암이라 할 수

결 론

있다. 췌장암의 절제술에 있어서 경계성 절제가능성 췌장암
의 개념의 등장의 배경은 낮은 R0 절제율과 힘든 절제 후의

정확하고 엄격한 수술 전 병기 판정과 절제가능성 평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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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된 경계성 절제가능성 췌장암군은 절제연 양성의 위험성
이 높아 다학적 치료법의 좋은 적용군이라 할 수 있다. 최근
R1이나 R2 절제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 무리한 수술보다는
수술 전 항암요법과 방사선요법 후 영상학적으로 진행하지

sectable pancreatic adenocarcinoma. Hematol Oncol Clin North Am
2015;29:727-740.
6. Heestand GM, Murphy JD, Lowy AM. Approach to patients with
pancreatic cancer without detectable metastases. J Clin Oncol
2015;33:1770-1778.

않거나 개선되어 혈관침습이 국소적인 경우 혈관 절제나 재

7. Butturini G, Stocken DD, Wente MN, et al. Influence of resection

건을 포함한 근치적 수술을 시도하여 비교적 좋은 결과들이

margins and treatment on survival in patients with pancreatic cancer:

보고되고 있다.
수술 전 화학요법 또는 화학방사선치료는 수술 후 치료에
비해 미세원격전이가 있어 나중에 진행하여 명백한 원격전
이가 보이는 환자들에게는 불필요한 절제수술을 막을 수 있
다. 또한 수술 후 보조요법을 못하는 환자가 1/3에 달하는
상황에서 전신상태가 비교적 좋을 때 여러 다양한 치료를
시도할 수 있다. 최근 췌장암에 효과적인 몇몇 약제들이 소
개되면서 이들 약제의 방사선치료와의 병합치료에 대한 기
대 역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그 정의에서 각 병원마
다 차이가 많고 치료 및 효과의 판정에서도 확립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잘 짜여진 기준을 가진 전향적 무작위 대조 연
구가 필요하다.
또한 수술 전 항암 또는 방사선치료 효과를 정확히 평가
할 수 있는 영상 검사나 병리학적 기준이 필요하며 향후 개
개인에 맞는 맞춤형 치료의 개발 및 효과를 볼 수 있는 환자
군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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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Verbeke CS, Menon KV. Redefining resection margin status in pancreatic cancer. HPB (Oxford) 2009;11:282-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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