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문부 담도암에 대한

동시 화학 방사선 치료의 시도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 학 과

박  정  엽



간문부 담도암에 대한

동시 화학 방사선 치료의 시도

지도교수 송 시 영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1년 6월  일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 학 과

박  정  엽



박정엽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__________________인

심사위원__________________인

심사위원__________________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1년 6월  일



4

감사의 글

본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깊은 애정과 자상한

지도로 이끌어 주신 송시영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

리며, 본 연구를 위해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성진실

교수님, 이우정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까지 사랑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신 부모님과 두 동생,

그리고 내과 의국원 동료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 자 씀



5

차례

국문요약

I. 서론------------------------------10

II.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12

2. 진단 기준-----------------------12

3. 참가 기준-----------------------12

4. 동시 화학 방사선 치료 방법----------13

5. 치료 효과의 판정------------------13

6. 추가 치료-----------------------14

7. 방사선 치료군과 생존률 비교---------14

III. 결과

1. 대상 환자의 임상적 특징------------15

2. 대상 환자의 종양 병기--------------15

3. 동시 화학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16



6

4. 동시 화학 방사선 치료에 대한 종양의 반응-

-------------------------------16

5. 방사선 치료군과 생존률 비교---------18

IV. 고찰-----------------------------21

V. 결론-----------------------------24

참고 문헌----------------------------25

영문 요약----------------------------29



7

그림 차례

그림 1. 동시 화학 방사선 치료군의 치료 전과 치료

후의 alkaline phosphatase의 변화------------17

그림 2 동시 화학 방사선 치료군의 치료 전과 치료

후의 total bilirubin의 변화-----------------17

그림 3. 치료 전 내시경적 역행성 담도 조영술---18

그림 4. 치료 후 경피적 담도 조영술----------18

그림 5. 방사선 치료군과 동시 화학 방사선 치료군의

생존률의 비교---------------------------20

표 차례

표 1. 동시 화학 방사선 치료군과 방사선 치료군의

인구학적 특징---------------------------15

표 2. 동시 화학 방사선 치료군과 방사선 치료군의

종양 병기------------------------------16

  



8

국문요약

간문부 담도암에서 동시 화학 방사선 치료 효과

담도 종양은 예후가 불량하며 완치적 절제술이외에 다른 효과

적 치료가 알려진 바가 없으나 완치적 절제가 가능한 경우는 30%

정도뿐이다. 지금까지 화학 약물 치료나 방사선 치료의 효과는 입

증되지 않고 있다. 단일 치료적 접근의 실패로 복합 치료적 접근법

이 시도되고 있으며 그 중 하나로 동시 화학 방사선 치료가 소수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도되어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암시되고 있다.

연구자는 5-fluorouracil과 paclitaxel을 조합으로 하는 동시 화학

방사선 치료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1998년부터 2001년 3월 까지 간문부 담도암으로 진단받고 동시

화학 방사선 치료를 받은 13명의 환자와 1995년부터 방사선 치료를

받은 1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동시 화학 방사선 치료는 방

사선치료 기간 5 주동안 5-fluorouracil 500 mg/m2 매일 경구 투여

와 palclitaxel 50 mg/m2 매주 정맥 투여를 총 45 Gy 방사선 치료와

함께 시행하였다.

동시 화학 방사선 치료군이 방사선 치료군에 비해 나이가 많았

으나 성별, 치료 전 혈색소치, 백혈구 수치, alkaline phosphatase,

total bilirubin, albumin은 차이가 없었으며 종양 병기도 차이가

없었다.  13명 중 12명이 동시 화학 방사선 치료를 끝마쳤으며, 치

료에 대한 반응은 12명 중 7명에서 있었다. 12명 중 5명이 평균 1

년 후에 사망 하였으며, 23 개월 생존한 환자가 최장 생존자이며

현재 외래에서 추적 관찰 중이다. 방사선 치료군은 6개월 생존률은

50.0% 였고 두 군 사이에 의미있게 생존율의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는 간문부 담도암을 대상으로 단일 방법으로 시행한 첫

동시 화학 방사선 치료에 대한 연구로 방사선 치료와 비교하여 생

존률 증가 효과를 보여 주었다. 앞으로 장기간 추적 관찰과 더 많

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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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되는 말: 간문부 담도암, 동시 화학 방사선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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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문부 담도암에서 동시 화학 방사선 치료 효과

<지도 교수 송 시 영>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박 정 엽

I. 서 론

담도암은 예후가 불량한 비교적 흔하지 않은 암이다. 발생 위치

에 따라 간내담도암과 간외담도암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간외담도

암에는 담낭암과 담도암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간외담도암 중 간내

담관으로 이행되는 간담관(hepatic duct)에서 발생하는 암을 간문부

담도암 또는 Klasktin 종양이라고 부른다. 간문부 담도암의 경우도

다른 모든 암과 마찬가지로 근치적 절제가 가장 좋은 치료법이나,

근치적 절제가 가능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30% 미만으로 알려져 있

다. 수술적 치료를 시행할 수 없는 대부분의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

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으나 아직 뚜렷이 효과적인 방

법은 정립되어 있지 않다.1,2,3,4,5 몇 가지 약제에 대하여 2상 연구가

시도되었으나, 아직까지 단일 약제나 복수 약제를 사용하는 화학 치

료는 별 다른 이득을 얻지 못하고 있다.3,5,6,7,8 약물치료 보다는 방사

선을 이용한 국소 치료 효과에 더 많은 효과가 기대되고 있으나 주

위 장기의 방사선에 대한 예민도로 인한 제한점도 지적되고 있고,

담관암이 비교적 드문 암이기 때문에 대부분 소수의 환자를 대상으

로 할 수 밖에 없고, 간내, 간외, 또는 간문부 담도암 등 발생 부위

에 따라 다양한 군으로 세분화되기 때문에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특정 부위에서 뚜렷한 통계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연구

결과가 부족하다는 문제점도 갖고 있다.3,5,9

화학 단독 치료 또는 방사선 치료 단독 치료 등의 단일 치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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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의 실패로 인해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같이 사용하는 복합 치

료적 접근법도 시도되고 있다. 그 중 하나로 동시 화학 방사선치료

의 유용성이 간외담도암 대상으로 하는 연구와 담도암의 간이식의

연구에서 간접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현재 5-fluorouracil (5-FU)

과 방사선 치료를 혼합하는 2상 연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담도암에

서 간이식 전 동시 화학방사선치료를 하는 경우 재발률을 낮출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10,11,12,13,14

본 연구는 수술을 시행할 수 없는 간문부 담도암에서 보다 효

과적인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해 5-FU 및 paclitaxel 을 방사선 치

료와 함께 동시 투여하여 방사선 단독으로 치료를 시행하였던 군과

비교하여 그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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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1999년부터 2001년 3월까지 간문부 담도암으로 진단 받고 동

시 화학 방사선 치료를 받은 1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

조군으로는 1995년부터 방사선 치료를 받은 14명을 대상으로 하였

다.

2. 진단 기준

모든 환자에서 진단을 위하여 복부 전산화 촬영, 자기 공명 촬

영과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을 시행하였다. 담도 폐쇄에 대

한 보전적 치료로 경피적 담도 배액술 이나 담도 스텐트 삽입을 필

요에 따라 시행하였다. 3예에서 담도 종양의 진단은 조직 검사를 통

하여 하였으나, 조직을 얻을 수 없었던 나머지 10예서는 방사선학

적 검사와 종양 표지자를 이용하여 임상적으로 진단하였다. 방사선

검사상 주위 장기나 혈관을 침범한 소견을 보이면 진행 병기로 진

단하였으며 담도에 국한 된 것으로 판단되면 국소 병기로 진단 하

였다.

3. 참가 기준

수술적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예상되는 환자나 수술을 거부하는

환자 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술적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예상되는

경우는 Bismuth type IV, T3인 type III, 주위 림프절로 광범위한 전

이가 예상되어 완전 절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동맥이나 문

맥의 침윤이 의심되거나 확실한 경우, 65세 이상의 고령, ECOG

scale 3인 경우, 심장 질환이나 다른 동반된 질환에 의해 수술 위험

이 높은 경우로 하였다. 동시 화학 방사선치료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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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 또는 간기능이 안 좋은 경우 (creatinine > 3 mg/dl,

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 of prothrombine time > INR 2.2),

백혈구 결핍증 (WBC < 2000/ìL ), 혈소판 결핍증 ( Platelet <

50,000/ìL ), 담도 종양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은 과거력이 있는 경

우, 최근 4주간 화학약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로 하였다.

4. 동시 화학 방사선 치료 방법

모든 환자에서 승낙서를 받은 후 5-FU (Furtulon)를 600

mg/m2를 매일 경구 투여하였으며 paclitaxel (Taxol) 50 mg/m2를

매주 방사선 치료 전 정맥 투여하였다. 방사선 치료는 주 병변과 주

변 임파절을 포함하는 영역에 대하여 시행하였다. 6-10 MV 선형가

속기를 이용하여 일일 180 cGY씩 주 5회 조사하여 총 45 Gy까지

조사하였다.

  

5. 치료 효과의 판정

  

약 5주간의 치료를 끝내고 1달 후 컴퓨터 단층 촬영과  혈액

화학 검사 (alkaline phosphatase, total bilirubin, alanine

aminotransferase, aspartate aminotransferase) 종양 표지자 (CEA,

CA 19-9) 검사로 치료에 대한 반응을 평가 하였으며, 반응의 평가

가 불확실 한 경우에는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을 시행하였

다. 방사선학적 검사와 혈액 화학 검사상 종양이 보이지 않고 담도

폐쇄의 징후가 없으면서 종양 표지자가 정상으로 된 경우 완전 관

해로 판정하였다. 종양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으나, 종양의 크기가

50% 이상 줄었거나, 종양은 완전히 없어졌지만 담도 폐쇄가 25%에

서 50% 남아있는 경우, 또는 종양은 보이지 않고 담도 폐쇄의 징후

도 없으나 종양 표지자가 정상의 2배 이상인 경우는 부분 관해라고

정의 하였다. 완전 관해와 부분 관해가 있는 경우 치료에 대하여 반

응이 있다고 정의하였다. 담도 폐쇄가 진행되거나 종양의 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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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이상 증가하는 경우는 진행으로 판정하였으며, 그 외의 경우들

은 불변으로 하였다. 치료 기간 중 발생한 합병증에 대해서는 WHO

기준에 의해서 평가하였다. 치료 전과 후의 alkaline phosphatase,

total bilirubin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6. 추가 치료

동시 화학 방사선 치료나 방사선 치료 후 반응에 따라서 oral

5-FU 매일 투여를 유지하거나 다른 화학 치료를 추가하였다.

7. 방사선 치료군과 생존률 비교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들을 대조군으로 두 군 사이의 나이,

혈색소치, 백혈구 수치, alkaline phosphatase, total bilirubin,

albumin을 T-test로 비교하였고, 성별의 비율, 종양 병기, 림프절

침범 여부를 chi-square test로 비교하였다. 6개월 생존률을 구하고

동시 화학 방사선 치료군의 6개월 생존률을 구한 후 생존률을

generalized Wilcoxon test로 비교하였다. 생존률의 비교는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을 하였으며 p값이 0.05미만인 경우

통계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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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 과

1. 대상 환자의 임상적 특징

총 13명의 동시 화학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평균 연령은

65.4±5.9 세 이었으며 남녀 비는 6:7이었다. 평균 혈색소치는

12.2±1.4 g/dL였으며 백혈구 수치는 7500±2800/mm3, alkaline

phosphatase는 459.5±249.5 IU/L로 증가 되어있었고 total

bilirubin은 8.1±8.3 mg/dL로 역시 증가되어 있었다 (표 1). CA 19-

9은 13명 모두에서 증가되어 있었다. 8명의 환자가 stent나 PTBD

등의 보조적 치료를 동시 화학 방사선 치료 전 시행 받았다. 방사선

치료군은 총 14명이었으며 나이는 의미 있게 동시 화학 방사선 치

료군이 많았으나, 성별, 치료 전 혈색소치, 백혈구 수치, alkaline

phosphatase, total bilirubin, albumin은  두 군 사이에 차이가 없었

다.

표1. 동시 화학 방사선 치료군과 방사선 치료군의 인구학적 특징

임상적 변수
동시 화학 방

사선 치료군

방사선 치료

군
p-value

Age (yr) 65.4±5.9 57.4±10.3 0.022*

Sex (M:F) 6:7 5:9 0.704

Hgb (g/dL) 12.2±1.4 11.1±2.2 0.115

WBC (/mm3) 7500±2800 9700±6700 0.282

Alkalaine

phosphatase (IU/L)

459.5±249.5 314.6±190.6
0.101

Total bilirubin

(mg/dL)

8.1±8.3 12.8±12.8
0.272

Albumin (g/dL) 3.6±0.4 3.2±0.7 0.144
*p<0.05

2. 대상 환자의 종양 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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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화학 방사선 치료군은 국소 병기가 8명 진행 병기가 5명

있었으며 방사선 치료군과 비교하여 차이가 없었다 (p=0.449). 림프

절을 침범한 경우는 2예가 있었으며 방사선 치료군과 차이가 없었

다 (p=1.000).

표2. 동시 화학 방사선 치료군과 방사선 치료군의 종양 병기

임상적 변수
동시 화학 방

사선 치료군

방사선 치료

군
p-value

Tumor stage

    국소 8 6

    진행 5 8

0.449

Node involvement

    N(-) 11 12

    N(+) 2 2

1.000

3. 동시 화학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

1명의 환자가 전신무력감을 이유로 치료를 중간에 포기하였다.

나머지 12명의 환자 중 grade I의 오심은 절반 이상의 환자에서 관

찰되었으며, grade II 구토가 1명의 환자에서 발생하였으며, grade II

의 fever가 1명에서 위장관 출혈이 1명에서 각각 발생하였다.

Grade III의 백혈구 감소증이 1명에서 발생하였다. 이 환자는 추적

관찰 중 낙상 후 대퇴골의 골절이 발생하여 방사선 치료를 잠시 중

단하였다. 치료와 연관되어 특이할 만한 간기능이나 신장 기능의 저

하는 관찰되지 않았다.

4. 동시 화학 방사선 치료에 대한 종양의 반응

치료를 끝마친 12명 중 2예의 완전 관해와 6예의 부분 관해가

관찰되었으며 변동이 없는 경우가 3예 있었다. 12명 중 8명이 치료

에 반응을 보였으며 (66.7%) 진행된 경우는 없었다. 치료 전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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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동시 화학 방사선 치료군의 치료 전과 치료 후의

alkaline phosphatase의 변화. 치료 전과 비교하여 치료 후에 의미

있는 감소를 보임.(p=0.026)

그림 2. 동시 화학 방사선 치료군의 치료 전과 치료 후의 total

bilirubin의 변화. 치료 전과 비교하여 치료 후에 의미 있는 감소를 보

임.(p=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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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치료 전 내시경적 역행성 담도 조영술. 내시경적 역행성 담

도 조영술 상 좌 간내 담도의 폐쇄가 관찰됨.

그림 4. 치료 후 경피적 담도 조영술. 경피적 담도 조영술 상 완전

폐쇄 되었던 좌 간내 담도가 동시 화학 방사선 치료 후 열린 것이

관찰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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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해 모든 환자에서 의미 있게 alkaline phosphatase, total bilirubin,

의 감소가 관찰 되었으며, total bilirubin은 모든 환자에서 3.5

mg/dL 이하로 감소되었다.(그림 1, 2)

5. 방사선 치료군과 생존률 비교

동시 화학 방사선 치료군 13명 중 치료를 끝마친 12명의 환자

를 평균 10.8±5.4개월 (3-23개월)간 추적 관찰 하였으며  이중 5명

이 사망하였다. 최장 생존자는 23개월째 외래에서 추적 관찰 중이

며 전신 상태는 양호하였다. 사망한 5명의 환자들은 평균 12.8개월

생존하였다. 2명의 환자는 간부전으로 사망하였고 2명의 환자는 패

혈증으로 사망하였으며, 대부분의 환자가 생존해 있는 관계로 중간

생존기간은 구하지 못하였다. 대조군인 방사선 치료군의 중간 생존

기간은 5.00±1.87 개월이었으며, 6개월 생존률은 50.0%였다. 생존

률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동시 화학 방사선 치료군이 높았다

(p=0.011, 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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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담도 종양에 대한 복합 치료적 접근법의 필요성은 이미 여러

논문에서 보고되었다. 현재까지 제시된 방법은 brachytherapy와 체

외 방사선 치료의 혼합,12 방사선 치료와 5-FU, paclitaxel 등을 조

합한 화학 방사선 치료,10,11,14 수술 후 adjuvant radiotherapy를 하

는 방법,15 그리고 화학 방사선 치료 후 수술을 하는 방법16 등이 있

다. 그러나, 아직까지 어떤 방법에 대해서도 효과에 대한 정확한 평

가가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방법들을 제시하였던 연구의 대부분이

소수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그 방법들이 일관성 있게 진행되

지 않았거나 다양한 담도암을 대상으로 하여 그 효과를 평가하기가

용이하지 않았다.  본 연구 역시 비교적 드문 암임을 감안할 때 많

은 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었으나 단일 방법으로 절제가

불가능한 간문부 담도암 만을 대상으로 실행한 동시 화학 방사선

치료 연구 중 가장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5-FU와 paclitaxel의 조합을 radiosensitizer로

이용하였다. 5-FU는 동시 화학 방사선 치료에서 가장 흔히

radiosensitizer로 사용되었던 항암화학약물이다. 5-FU를 투여하는

방법에는 연구 마다 차이가 있어 방사선 치료 중 계속해서 정맥 투

여하는 방법과 방사선 치료 시작과 끝에서 투여하는 방법 등이 있

었다. 10,11,14,15 이번 연구에서는 5-FU가 직접 종양세포에 작용하기

를 기대하기 보다 종양 세포의 방사선에 대한 radiosensitivity를 높

이는 효과를 기대하므로 방사선 치료 중 지속적으로 혈중 5-FU를

일정 농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정을 하였다. 하지만, 5-

FU를 5주간 매일 정맥 투여하는 방법은 환자에게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경구로 5-FU를 투여하는 방법을 선택하였고 환자의

순응도는 좋았다. 어느 정도의 용량으로 투여해야 가장 효율적인

radiosensitizing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지를 알기 위해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각 세포 주기마다 방사선에 대한 예민도가 다른데 paclitaxel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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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osis를 억제함으로 G2M 주기에 세포들을 synchronize하여

radiosensitizing 효과를 나타낸다.17,18 Paclitaxel의 추가로 환자가

치료를 견딜 수 있는 지의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었으나 1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환자가 치료를 끝마칠 수 있었다. 중도 포기한 환

자는 70세 노인으로 치료 전부터 전신 상태가 상당히 쇠약했으며

치료 중 쇠약감으로 인해 매일 내원하여 치료를 받기에 어려움을

느껴 자의로 포기하였다. 같은 조합으로 식도암에 대하여 시행한 동

시 화학 방사선 치료도 역시 grade III나 IV 부작용 없이 모든 환자

가 끝마칠 수 있었다고 보고되어19 이 항암 약물의 조합을 대부분의

환자들이 견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확한 생존률의 평가를 위해서 추적 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

료된다. 방사선 치료군을 대조군으로 한 생존률의 분석은 일단 동시

화학 방사선 치료군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방사선 치료군이

동시 화학 방사선 치료군보다 더 과거에 치료 받은 점을 고려하면

시간적 편견(chronological bias)이 있을 수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

었다. 그러나, 문헌상 절제가 불가능한 간문부 담도암의 중앙 생존

기간이 3개월이고 담즙 배출을 하더라도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중앙 생존기간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모든 환자가 6개월 이상

생존하였다는 것은 의미 있는 생존기간의 연장이라고 생각된다.20

이번 연구에서 또 다른 문제점은 종양의 치료에 대한 반응의

평가였다. 이번 연구에 포함되지 않았던 간외 담도 종양에서 완전

관해를 평가 받아서 수술을 받았던 경우도 주 병변의 종양 세포가

거의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담도의 협착은 완전히 호전되지 않았

음을 볼 수 있었다. 종양이 있었던 위치에 염증세포가 침윤되고 섬

유화가 일어난 것이 원인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이번 연구 방법

에서 제시하였던 치료결과의 판정은 비판의 여지가 있으며 해결되

어야 할 문제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제 2상 연구에서 사용된 치료

효과에 대한 판정은 측정이 가능한 종양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측정

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병의 진행과 생존기간 만으로 효과를 판정하

였다.14, 21  그러나, 담도 종양의 초기 사망 원인이 간문부의 폐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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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을 고려하면20 단지, 종양의 크기 만으로 치료 효과를 판정하

는 것은 불충분하다고 생각되며, 담도 배출의 기능적인 면이 치료로

인해 얼마나 호전되었는지가 치료 효과의 판정에 고려되어야 한다

고 생각된다.

절제가 불가능한 경우 완치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동시 화학 방

사선 치료와 함께 수술 전 보조치료로 유용성에 대한 연구도 기대

된다. 과거 여러 연구에서 담도 종양의 수술적 치료의 문제로 낮은

절제가능률과, 낮은 완치적 절제율, 수술 후 국소 재발률이 제시되

었다.1,22,23,24 Bismuth 등이 1992년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136명의

간문부 종양 환자 중 수술 전 평가에서 절제가 가능할 것으로 평가

된 환자는 23명 (19%) 이었다. 그리고, 23명 중 수술 후 완치적 절

제를 평가 받은 환자는 9명 (7.4%) 뿐이었다.24 국소 재발을 줄이기

위해 수술 후 보조치료로 방사선치료를 시행한 경우도 있었으나 별

다른 이득을 얻지 못했다.5,25 완치적 목적 뿐만이 아니라 수술 전

보조 치료로 시행되는 동시 화학 방사선 치료가 종양의 크기를 줄

여 절제율과 수술 후 완전 절제율을 높이면서 수술 후 국소 재발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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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본 연구는 간문부 담도암 만을 대상으로 단일 방법으로 시행한

첫 동시 화학 방사선 치료에 대한 연구로 방사선 단독 치료와 비교

하여 현저한 생존률 증가 효과 관찰되어 그 임상적 효용성이 크게

기대된다. 그러나, 향후 장기간 추적 관찰과 더 많은 환자를 대상

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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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rial of Concurrent Chemoradiotherapy

 for Hilar Cholangiocarcinoma

Jeong Youp Park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i Young Song)

Biliary tract cancer has poor prognosis. Other than curative

resection, there is no other effective treatment, but curative

resection is feasible in only 30% of cases. Until now, the

efficacies of chemotherapy and radiotherapy have not been

proven. Due to failure of single modality approach,

multimodality approaches are on trial. Among them, the

potential of concurrent chmoradiotherapy has been suggested in

studies with small cases. We carried out study to prov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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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icacy of concurrent chemoradiotherapy using combination of

5-fluorouracil and paclitaxel.

From January 1995 to March 2001, 13 patients with hilar

cholangiocarcinoma who underwent concurrent chemoradiotherapy

and historical records of 14 patients who received

radiotherapy were included in the study. For concurrent

chemoradiotherapy, oral 5-fluorouracil 500 mg/m2 daily and

paclitaxel 50 mg/m2 weekly was given concurrently with

radiation of total 45 Gy.

Concurrent chemoradiotherapy group was older than radiotherapy

group, but sex ratio, hemoglobin, white blood cell count,

alkaline phosphatase, total bilirubin, albumin at the time of

diagnosis were not different between them. Tumor stage was

also not different. 12 out of 13 patients finished concurrent

chemoradiotherapy, and significant response was observed in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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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5 out of 12 patients expired average 1 year after

treatment. The patient with longest survival time of 23 months

was still followed at out patient department. 6 months

survival rate in radiotherapy group was 50.0% and the

difference of survival rate was significant between

radiotherapy group and concurrent chemoradiotherapy group.

This is the first study to use concurrent chemoradiotherapy as

a single arm for hilar cholangiocarcinoma, and it showed

improvement of survival rate, compared to radiotherapy.

Studies with longer follow-up time and more patients are

recommended.

 Key words: hilar cholangiocarcinoma, concurrent

chemoradio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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