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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진행성 담도암 치료에 있어서 

Gemcitabine 과 Cisplatin의 병합요법 

 

 

본 연구의 목적은 진행성 담도암에 있어서 gemcitabine과 

cisplatin의 효과와 독성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2002년 4월부터 2003

년 3월까지 연세의료원에 진행성 담도암으로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gemcitabine 1000mg/m2 을 매 4주마다 각각 제1일, 8일과 15일째 정주

하였고 cisplatin 80mg/m2 을 매 1일 마다 정주하였다. 치료 도중 질

병이 진행할 경우 치료를 중단하였고 관해의 증거가 있거나 질병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6회까지 투여하였다. 총 12명의 환자가 연구

에 포함 되었고 약물에 대한 반응의 평가가 가능한 환자는 10명이었

다. 완전 관해를 보인 환자는 없었고 5예에서 부분 관해를 보였으며 

1명에서 불변, 4예에서는 질병의 악화를 보여서 총 50%의 관해율을 

보였다. 관해를 보인 환자의 반응기간의 중간값은 28주였다. 

Gemcitabine 의 실제 용량 강도의 중앙치는 667.9 mg/m2/week 였으며, 

상대 용량 강도의 중앙치는 88.2% 였다. Cisplatin의 경우에는 실제 



 2

용량 강도의 중앙치는 17.5 mg/m2/week 였으며, 상대 용량 강도의 중

앙치는 87.5% 였다. 12명의 환자에게 총 36회의 항암 화학요법이 시

행 되었으며 WHO 기준으로 3/4도에 해당하는 부작용은 백혈구 감소가 

총 항암 요법 주기의 2.8% 빈혈이 2.8% 혈소판 감소가 5.6% 였다. 결

론적으로 gemcitabine과 cisplatin은 진행성 담도암의 항암요법 약제

로서 유용하며 적은 독성을 나타내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핵심되는 말 : 진행성 담도암, Gemcitabine, Cisplatin, 병합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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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성 담도암 치료에 있어서  

Gemcitabine 과 Cisplatin의 병합요법 

 

<지도교수 송시영>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김  윤  재 

 

 

Ⅰ. 서 론 

 

담도암으로 정의 할 수 있는 담낭 및 담도의 선암은 전체 소화기계 

종양의 4%를 차지 하고 있으며 초기증상이 없기 때문에 근치적 수술

이 가능한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는 15%에 불과하고 이미 림프절이나 

원격전이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수술이 불가능한 담도암의 경우 

아직까지 효과적인 치료방법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고 더욱이 담도

암 자체의 진행이 빨라서 현재까지 중앙 생존기간은 약 6개월 정도로 

알려져 있다1. 현재 진행성 담도암의 치료로 5-Fluorouracil(5-FU), 

mitomycin C, methotrexate, etoposide, doxorubicine, nitrosurea, 

cisplatin등을 포함한 많은 약제가 사용 되고 있다2.  

Gemcitabine은 deoxycytidine에 대한 nucleoside analogue로 DNA 

복제와 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담도암의 치

료 약제로 시도되고 있으며 단독 요법, 혹은 병합요법으로의 사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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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되고 있고 그 결과는 다양하다2,3. 하지만 췌장암에 대한 연구에

서 약물의 독성은 5-FU 제재 보다는 더 적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  

Cisplatin은 단독 요법으로 사용하였을 경우에 담도암에 대해서는 효

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5 따라서  5-FU + cisplatin 등을 

포함한 여러가지 병합요법의 시도가 있었으며6, 그 관해율은 24% 로 

보고된 바 있다. 

생체 외에서는 gemcitabine과 cisplatin의 병합요법이 상승작용이 

있어 현재 비소세포 폐암 및 방광암 등에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

으나7,8 담도암에 있어서 gemcitabine과 cisplatin의 병합요법에 관한 

시도는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인의 진행성 담도암

에 있어서 gemcitabine과 cisplatin의 병합투여시 약물에 대한 효과 

및 약물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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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 연구 대상 

2002년 4월부터 2003년 3월까지 진행성 담도암으로 진단 받은 환자

를 대상으로 전향적 연구를 시행 하였다. 환자들의 포함 기준은 다음 

과 같다. 

가. 75세 이하 

나. 조직학적으로 확진된 수술이 불가능한 진행성 담도암 

다. 병소의 크기가 최소 1 X 1 cm으로 측정 가능한 병소 

라. 환자의 수행 능력 정도가 ECOG (Eastern Cooperative 

Oncology Group Performance Status) 2점 이하인 환자. 

마. 골수기능 : 혈액 검사상  

 - 백혈구 수 ≥4000 uL 

 - 혈소판 수 ≥ 100,000 /uL 

 간 기능 : 생화학 검사상 

 - 빌리루빈 치 ≤ 2 mg/dL  

 - 혈청 ALT 및 AST 값이 정상치의 5배 이하인 경우 

 신장기능 : 생화학 검사상  

 -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 ≤ 1.5 mg/dL 

바. 중한 다른 동반 질환이 없는 경우 

 

2. 치료 스케줄 

가. gemcitabine과 cisplatin 병합요법 스케줄은 4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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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하여 gemcitabine 1000 mg/m2을 1, 8, 15일 째 정주

하고 cisplatin은 제 1일에 80 mg/m2 정주하였다.(Figure 1.) 

나. cisplatin 투여를 위한 입원을 제외하고는 외래 항암

화학요법을 원칙으로 하였다. 

 

Figure 1. Treatment schedule 

 

다. Cisplatin 투약 전에는 충분한 수분 공급을 하여 신

독성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였으며 적절한 항 구토제를 사용하

여 항암 화학요법으로 인한 오심 구토 등의 부작용을 억제하

였다. 

라. 약물 투여 전 2도 이상의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감

소증이 있을경우 원래의 스케줄을 2주이상 연기 하였다. 담도 

병변으로 인한 폐쇄성 황달이 있을 경우는 역행성 담췌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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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술 및 스텐트 삽입술이나 경피적 담도 배액술을 통하여 총 

빌리루빈 수치가 2 mg/dL 이하로 떨어 지고 감염의 증거가 없

을 경우 항암제 투여를 시작 하였다. 병변으로 인한 통증에는 

적절한 진통제를 사용하여 조절 하였으며 필요시 신경차단을 

통한 방법까지 고려 하였다. 

 

3 치료전 평가 및 추적 관찰 

치료전 환자의 포함 기준에 따라 환자의 병력, 수행능력, 일반 혈

액 검사, 생화학 검사, 프로스롬빈 시간, 요화학 검사를 시행 하여 

골수, 간 및 신장에 대한 평가를 시행 하였다. 매 gemcitabine 투여

시기인 1주마다 혈액검사를 시행하였고, 매 3회의 주기마다 복부 전

산화 단층 촬영을 포함한 계측 가능한 병변의 평가를 시행하였다. 필

요시 PET(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및 자기 공명 영상 촬영을 시행 하

였다. 암표지자는 CA 19-9 를 사용하였으며 치료 전 및 3주기마다 평

가를 실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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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약물 치료에 대한 효과 판정  

약물요법의 효과는 3주기마다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술 또는 자기

공명 영상,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술을 시행하여 치료 전 평가와의 

비교를 통하여 병변의 진행여부를 판정 하였다. WHO 기준으로 완전관

해, 부분관해, 무변화, 진행으로 나누었으며 골전이나 악성 복수시에

도 질병의 진행으로 간주 하였다. 반응률은 완전관해와 부분관해를 

합하여 계산하였고, 반응기간은 완전관해나 부분관해가 있었던 시점

에서 병소가 다시 진행되기 시작하거나 새로운 원격전이가 나타나는 

시점까지의 기간으로 정의 하였다. 전체 생존기간은 약물 투여 시점

부터 최종 관찰일 (2003년 3월) 또는 사망일까지로 정의하였다 

약물의 실제 용량강도 (actual dose intensity) 는 치료기간 중 매

주 얼마만큼의 항암 약물이 투여되었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체표면

적당 항암 약물의 총 용량을 나눈 값 (mg/m2/week)으로 계산하였고 

상대 용량강도는 실제 투여 된 약물의 농도를 계획된 용량강도로 나

눈 값의 백분율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치료의 반응 (WHO 기준) 

가. 완전관해 (CR :  complete remission) : 모든 측정가

능 하고 진단 가능했던 병소가 완전히 소실한 경우 

나. 부분관해 (PR : partial remission) : 모든 측정가능

한 병소의 가장 큰 직경 두 값을 곱하여 모두 합한 값이 50% 

이상 감소하고 새로운 병소의 출현이니 기존 병소의 진행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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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무변화 (SD : stabld disease) : 완전관해, 부분 관해, 

진행의 정의 모두에 속하지 않는 경우 

라. 진행 (PR : progressive disease) : 모든 측정가능한 

병소의 가장 큰 직경 두 값을 곱하여 모두 합한 값이 25% 이

상 증가하거나 새로운 병소의 출현, 기존 소실된 병소의 재발

이 있는 경우 

 

5. 통계학적 분석 

본 연구의 일차적 목표는 관해율이고 이차적 목표는 무병생존기간, 

전체 생존기간, 약물의 용량강도, 예후인자로 하였다. 생존기간의 산

출은 Kaplan-Meier method를 사용 하였고 예후 인자 비교분석은 

log-rank test를 이용한 단변량 분석을 시행하였다 

 

6. 독성에 대한 평가. 

환자의 혈액검사 및 증상조사를 통하여 혈액학적 및 비혈액학적 독

성을 조사하고 WHO의 정의에 따라 정도를 구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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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2002년 4월부터 2003년 3월까지 본원에서 진행성 담도암 및 담낭암

으로 본 연구에 포함된 환자는 총 12명이었다. 남자 연령분포는 

44-73세로 중앙치가 60세였으며, 남자가 8명(66.7%), 여자가 4명

(33.3%)이었다. 환자의 수행능력 정도는 ECOG 1이 11명(91.7%), 2가 1

명(8.3%)이었다. 원발성 암의 위치는 담낭암이 6명(50%), 간내 담도

암이 5명(41.7%), 간외 담도암이 1명(8.3%)이었다. 조직학적으로는 

모두 선암이었으며 분화도는 양호(well) 2명(16.7%), 중간(moderate) 

3명(25%), 불량(poor) 5명(41.7%) 이었고 환자의 분화도를 정의 할 

수 없는 경우가 2명(16.7%)이었다. 

다른 장기로의 전이는 림프절 전이가 5명으로 가장 많았고, 간전이

가 2명, 그외 폐, 뼈, 부신, 복막전이가 각각 1명씩 있었으며, 암종

증 소견을 보인 경우도 1예 있었다. 

이전에 항암 화학요법만을 받은 환자는 6명(50%)이었으며 근치적 

수술을 받은 뒤 재발을 하여 5-FU 를 기본으로 한 화학요법을 시행 

받은 경우가 1명(8.3%)이었고 처음으로 항암 화학요법을 받은 환자는 

5명 (41.7%)이었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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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patients. 

No. of patient 12 

Age (years) 
   Median 

   Range 

 

60 

44-73 

Sex 
   Male 

   Female 

 

 

8 (66.7%) 

4 (33.3%) 

Performance status  (ECOG) 
   1 

   2 

 

 

11 (91.7%) 

  1  (8.3%) 

Histological differentiations 
   Well 

Moderate 

   Poor 

   Not specified 

 

2 (16.7%) 

3 (25.0%) 

5 (41.7%) 

2 (16.7%) 

 Primary site 
    Gall bladder 

    Intrahepatic cholangiocarcinoma 

    Common bile duct 

 

6 (50.0%) 

5 (41.7%) 

1  (8.3%) 

 Metastasis site 
     Liver 

     Lymph node 

     Lung 

     Bone 

     Adrenal gland 

     Peritoneum 

     Carciniomatosis 

 

2 (16.7%) 

5 (41.7%) 

1  (8.3%) 

1  (8.3%)  

1  (8.3%)  

1  (8.3%) 

1  (8.3%) 

 Previous Treatment status 
     Naive 

     Previous Treatment 

       Recurrence 

       Relapse 

 

6 (50.0%) 

 

1  (8.3%) 

5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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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mcitabine 의 실제 용량 강도의 중앙치는 667.9 mg/m2/week (범

위; 216.9- 750.0)였으며, 상대 용량 강도의 중앙치는 88.2% (범위; 

28.9  - 100)였다. Cisplatin의 경우에는 실제 용량 강도의 중앙치는 

17.5 mg/m2/week (범위; 6.36- 19.8)였으며, 상대 용량 강도의 중앙치

는 87.5% (범위; 31.8- 98.8)였다.(Table 2.) 

Table 2. Dose intensity 

  Dose intensity (range) 

Median Actual dose intensity(mg/m2/week)
Gemcitabine 

Cisplatin 
Median Relative dose intensity (%) 
Gemcitabine 

Cisplatin 

 
667.9 (216.9 – 750.0) 

17.5 (6.36 -  19.8) 

    

88.2 (28.9 -  100) 

   87.5 (31.8 –  98.8) 

 

12명의 환자 중에서 10명의 환자가 약물에 대한 반응의 평가가 가능 

하였다. WHO 정의에 따라 10명의 환자를 평가 하였는데 완전 관해를 

보인 환자는 없었고 5예(50%)에서 부분 관해를 보였으며, 1명에서 불

변, 4예에서는 질병의 악화를 보여서 총 50%의 관해율을 보였다. 

(Table 3.)  

CA 19-9 의 경우에는 12명의 환자 중에서 10명의 환자가 평가 가능

하였는데 이중 5명이 치료 시작 시점 보다 50% 이상으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방사선학적으로 부분관해를 보인 5명의 환자 중에서는 2명만

이 50% 이상으로 감소한 소견을 보였다. 나머지 2명은 치료 시작 전

에 측정한 혈청 CA 19-9 의 값이 정상 범위였고, 나머지 1명은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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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측정한 혈청 CA 19-9의 값이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Figure 2.) 

Table 3. Response of treatment. 

Complete remission  

Partial remission 

Stable disease 

Progressive disease 

   0     ( 0 % ) 

   5     ( 5 0 % ) 

   1     ( 1 0 % ) 

   4     ( 4 0 % ) 

Not evaluable (due to short term follow up)    2     ( 2 0 % ) 

Response rate 

Disease stabilization rate 

Median response duration (weeks) 

   5/10   (50%) 

   6/10   (60%) 

   28     (4 -36) 

 

 

Figure 2. Trend of serum CA 19-9 level after gemcitabine and 

cisplatin chemo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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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3 는 항암제 투여 3 cycle 후에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술로 

추적 관찰한 예로 초기에 관찰되던 간내 병변이 부분관해를 보인 예

이다. 병변의 크기는 50 % 이상 감소하였다. 

            2002 – 9 – 18                 2002 - 12 - 12 

Figure 3. Abdominal computed tomography showing partial remission 

status of advanced gall bladder cancer after three cycle of 

chemotherapy. 

 

12명의 환자에서 총 36회의 항암 화학요법이 시행 되었으며 독성에 

대한 평가는 혈액학적 독성과 비 혈액학적 독성으로 나누어 평가 하

여 WHO 기준으로 3/4도에 해당하는 부작용은 백혈구 감소가 총 항암 

요법 주기의 2.8% 빈혈이 2.8% 혈소판 감소가 5.6% 였으며, 항암 화

학요법과 연관된 환자의 조기사망은 없었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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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oxicity of chemotherapy. 

Toxicity 1 (%) 2 (%) 3 (%) 4 (%) 

Leukopenia 3(8.3%) 3(8.3%) 0(0%) 1(2.8%) 

Anemia 5(13.9%) 7(20%) 1(2.8%) 0(0%) 

Thrombocytopenia 2(5.6%) 2(5.6%) 2(5.6%) 0(0%) 

Nausea/Vomiting 8(22.2%) 4(11.1%) 1(2.8%) 0(0%) 

Diarrhea 5(13.9%) 0(0%) 0(0%) 0(0%) 

Hepatotoxicity 0(0%) 0(0%) 0(0%) 0(0%) 

Nephrotoxicity 0(0%) 0(0%) 0(0%) 0(0%) 

Bleeding 1(2.8%) 0(0%) 0(0%) 0(0%) 

                                   Total 36 cycle of Chemotherapy 

비 혈액학적 부작용으로는 낮은 등급의 오심, 설사 등이 있었으나 

항암 약물치료기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환자의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성별, ECOG, 나이, 조직학적 유형, 상대용량강도 등으

로 나누어 살펴 보았지만 본 연구에서 약물치료와 연관하여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없었다. 

Kaplan-Maier method 를 사용하여 생존 분석을 한 결과 관해를 

보인 환자의 반응 기간의 중간값은 28주였고(Figure 3.), 생존기간의 

평균 값은 31주였다.(Figure 4.) 생존 기간의 경우 추적관찰 기간이 

짧아 중간값을 산출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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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Progress free survival of the 10 patients with median 

survival of 28 weeks ( 95% CI 2.7 – 53.4 Weeks). 

Overall surv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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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Overall survival of 12 patients with mean survival of 31.2 

wee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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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담낭 및 담도의 악성 종양은 초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진단시에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이 되어 15%만이 수술이 

가능하다9. 나머지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에서 항암 약물치료, 방사선 

요법 등이 시행 되고 있으나, 치료 방법의 명확한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수술이 불가능한 진행성 전이성 담도암에서 항암 약

물 치료의 역할이 절대적이긴 하지만 담도의 악성종양은 전체 소화기 

종양의 약 4%로 치료 대상 환자의 수가 많지 않고, 항암 약물 치료에 

대한 보고 역시 많지 않기에 항암 약제의 선택 원칙도 아직은 없는 

실정이다. 수술이 불가능하여 항암 화학 요법이 사용될 환자에 있어

서 유용한 약제로서 현재 전통적으로 사용되던 5-FU 이외에 최근에는 

mitomycin C, methotrexate, etoposide, doxorubicine, nitrosurea, 

cisplatin, gemcitabine 등이 사용되고 있다2.  

5-FU 는 지금까지 단독 혹은 병합요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약제

이다. 5-FU 단독으로 사용되었을 때 0-24%의 관해율로 보고 되었으며

10-13, 가장 최근의 보고는 1994년 Takada등13이 보고한 것으로 18명의 

환자에서 전원이 약물치료에 반응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관

해율은 비교적 실망스러운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5-FU는 streptozocin, doxorubicin, cisplatin 등과의 병합요

법으로 시도되기도 하였다. 이중 1986년에 Moertel등14이 40예에서 보

고한  5-FU, doxorubicin, BCNU 조합이 40%의 비교적 높은 관해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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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었으며, 최근에는 Patt등15이 5FU 와 interferon-alpha-2b와의 

병합요법으로 32명의 환자에서 11명(34%)의 관해율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gemcitabine 은 deoxycytidine의 analogue로 DNA 

합성을 억제하고, apoptosis를 유발하는 약제이다. 1996년 이후에 담

도암 및 담낭암에서 gemcitabine을 사용한 보고가 많아지고 있으며, 

관해율은 비교적 좋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gemcitabine은 비

교적 독성이 적고 정주 시간이 짧아 외래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약물

로 1회 주입용량으로는 4560 mg/m2 까지도 안전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16,17.  

Gemcitabine 단독으로 사용하였을때 관해율은 8%에서 60%까지 보고

가 되었다18-22. 이중 2가지는 gemcitabine의 용량을 본 연구와 같이 4

주를 한 주기로 하여 1000 mg/m2의 용량을 1일, 8일, 15일째 사용한 것

으로 각각의 관해율은 22%, 36%로 보고되었다. Kubicka등20 은 7주간 

지속하여 1000 mg/m2/week로 정주하였고 그 다음부터 동일용량을 4주

간격으로 1,8,15일째 투여하여 30%의 관해율을 보고 하였다. 한편 

Dobrila - Dintinjara등21은 gemcitabine을 7주간 지속하여 1000 mg/m2

으로 사용 하였고, Penz등22은 2000 mg/m2로 2주 간격으로 사용 하였는

데 관해율은 각각 18, 32% 였다. 특히 2000 mg/m2을 2주 간격으로 사

용한 경우에도 독성에 큰 차이가 없어, grade 4 의 혈액학적 독성 및 

비 혈액학적 독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외래에서의 순

응도 및 효과의 안정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4주를 한 주기로 하여 

1000 mg/m2의 용량으로 1일, 8일 15일째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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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mcitabine은 진행성 담낭암 및 담도암에서 단독요법뿐 아니라 병

합요법으로도 시도되었으며, 현재 gemcitabine과 leukovorin, 5FU 의 

병합요법 및, gemcitabine과 Mitomycin-C 의 병합요법이 보고 되었고

19,23,각각의 관해율은 36% 및 28%로 단독으로 사용한 경우와 큰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Cisplatin의 단독 사용으로 Ravry등24은 9명에서 한명도 약물 요법

에 대한 반응이 없음을 보고하였고, Okeda5등도 반응을 보인 경우가 

13명중 1명(8%)으로 보고하여, cisplatin의 단독 요법은 매우 실망스

러운 결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최근에는 병합요법이 시도되고 있으

며 가장 많은 보고가 있는 cisplatin, 5FU, epirubicin 의 병합요법은

25-27, 관해율은 각각 0, 29, 33% 이었다. 그러나 이중에서 관해를 보인 

경우가 없었던 Keto 등25은 대상 환자의 수가 4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외시킨다면 cisplatin, 5FU, epirubicin의 병합요법은 담

도암의 치료약제로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에도 

Ducreux 등이 cisplatin과 5FU의 병합요법을 사용하여28 24%의 관해율

을 보고하였고, Yahuda등15은 cisplatin, 5FU, Interferon alpha-2b, 

doxorubicine 의 병합요법으로 21.1%의 관해율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cisplatin을 담도암에 사용할 경우 단독요법 보다는 병합요법을 사용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수술이 불가능한 진행성 담도암의 치료약제로 

gemcitabine 과 cisplatin 의 병합요법을 시도하였다.  

Peters 등29은 난소암세포를 이용한 in vitro 실험 및, 두경부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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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와, 대장암 세포주를 이식한 mouse를 이용하여 gemcitabine과 

cisplatin의 병합요법을 연구하였는데, in vitro 연구에서는 두 약물

의 상승효과가 있음을 증명 하였고, in vivo 연구에서는 적어도 

additive effect 가 있음을 증명하였다. 

진행성 담도암에서 gemcitabine과 cisplatin 병합요법에 대한 보고

는 3가지가 있었는데30,31,32, 이때의 관해율은 각각 9%-53%로 진행성 

담도암에서의 사용될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관

해율이 50%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2차 약제로서 사용된 환자가 포

함된 점과 아직 6 cycle을 다 마치지 못한 환자들이 포함된 점 등을 

고려 한다면 지금까지의 어떤 항암 화학 요법보다 좋은 효과를 나타

낸 것으로 사료된다. 

지금까지 gemcitabine과 cisplatin에 의한 독성은 단독으로 사용한 

보고에서는 전반적으로 부작용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cisplatin의 경우는 병합요법으로 사용할 경우 혈액학적 독성이 심하

여 3/4도의 백혈구 감소를 41%까지 보고한 연구가 있었다15. 본 연구

에서 3/4도의 혈액학적 독성은 백혈구 감소가 2.8% 혈소판 감소가 

5.6%, 빈혈이 2.8%로 기존의 병합요법으로 사용된 보고보다는 훨씬 

독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 혈액학적 부작용도 경도의 오심 

및 구토, 설사 등이 있었고, 이런 비 혈액학적 부작용이 항암제 치료 

스케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gemcitabine 의 상대 용량 강도의 중앙치는 88.2%, 

cisplatin의 상대 용량 강도의 중앙치는 87.5% 로 약물의 치료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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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역시 비교적 높게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 대상 환자의 

치료기간이 짧아 6회의 치료를 마치지 못한 환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치료기간 및 추적 관찰기간이 늘어난다면 현재보다는 좀 더 

높은 혈액학적 부작용 및 비 혈액학적 부작용을 나타낼 것으로 생각

이 된다. 

그 외 담도암의 치료 효과의 판정 기준으로써의 혈청 CA 19-9의 사

용은 부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방사선학적으로는 부분관해를 보인 

5명 중 2명만이 혈청 CA 19-9 가 유의하게 감소 되어 이 결과를 따른

다면 혈청 CA 19-9을 치료판정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

다. 하지만 치료 당시에 혈청 CA 19-9 가 정상범위보다 증가된 경우

에는 치료의 효과 판정에 일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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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는 진행성 담낭암 및 담도암에 있어서 수술이 불가능한 환

자에서 gemcitabine과 cisplatin의 효과와 독성을 알아보기 위함으로 

2002년 3월부터 2003년 4월까지 세브란스 병원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

으로 gemcitabine 과 cisplatin의 병합요법을 시행한 결과 총 50%의 

관해율을 보였다. 관해를 보인 환자의 관해 유지 기간의 중간값은 28

주였다. WHO 기준으로 3/4도에 해당하는 부작용은 백혈구 감소가 총 

항암 요법 주기의 2.8% 빈혈이 2.8% 혈소판 감소가 5.6% 였다. 결론

적으로 Gemcitabine과 cisplatin은 진행성 담낭암의 치료를 위해 비

교적 경도의 독성을 보이는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생각되며 향후 보다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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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mcitabine and cisplatin in the treatment of advanced biliary 

tract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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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icacy and survival were evaluated in advanced biliary tract 

carcinoma patients treated with gemcitabine plus cisplatin 

chemotherapy.  

Twelve patients with locally unresectable or metastatic biliary 

tract cancer were enrolled. Gemcitabine was intravenously infused 

on days 1, 8 and 15 with a dose of 1000 mg/m2, and cisplatin on day 

1 with a dose of 80 mg/m2 every four weeks. A total of six cycles of 

chemotherapy was performed, but in case of disease progression, 

chemotherapy was terminated.  

Ten patients were available for response evaluation. Five patients 

experienced partial response, 1 had stable disease, and disease 

progression was noted in 4, showing an overall response of 50%. 

Median progress-free survival was 28 weeks. (2-54 weeks,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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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 The median delivered dose was 667.9 mg/m2/week for 

gemcitabine and 17.5 mg/m2/week for cisplatin, corresponding to a 

relative dose intensity of 88.2% and 87.5% respectively. 

Hematologic toxicities were grade 4 neutropenia in 1 patient (2.8%), 

grade 3 anemia in 1 patient (2.8%), and grade 3 thrombocytopenia in 

2 patient (5.6%) during a total of 35 cycles of chemotherapy. These 

results suggest that gemcitabine and cisplatin combination 

chemotherapy is a potentially effective, safe, and well tolerated 

regimen for treating patients with advanced biliary tract cancer and 

gall bladder cance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s : Biliary tract cancer, Gemcitabine, Cisplatin, 

Combination chemo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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