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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성 췌장암의 새로운 치료법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소화기내과 

방 승 민

Novel Therapeutic Modalities for Metastatic Pancreatic Cancer

Seungmin Bang

Division of Gastroenterology,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Pancreatic cancer is still one of the most devastating cancers with less than 5% of 
5-year survival even though the advances in modern medicine. Considering effective 
screening strategies and vaccinations has been improving clinical outcomes in other 
gastrointestinal malignancies, there is not yet effective tools for pancreatic cancer 
in earlier stage. Thus, about 80% of patients of pancreatic cancer are diagnosed as 
unsuitable for curative resection. Furthermore, recent experimental data suggest 
metastasis of pancreatic cancer can be developed in remarkably earlier stage 
during carcinogenesis. Based on these findings, systemic chemotherapy is the main 
therapeutic option for treating pancreatic cancer. However, the outcome of systemic 
chemotherapy is still disappointing even though recent data with FOLFIRINOX  and 
nab-paclitaxel showed relatively promising. With advances in molecular technologies 
including next generation sequencing, the therapeutic paradigm for handling 
malignancies has been rapidly changing. The new wave of tailored or precision 
medicine leads to develop several novel therapeutic options like immune check point 
inhibitor or novel adoptive cell therapy. Herein, we will discuss the current status and 
perspectives of targeted therapy for pancreatic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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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췌장암은 지난 반세기 동안 현대 의학의 발전에도 불구하

고 5년 생존율이 여전히 5% 미만인 인류 최악의 악성 종양이

다.1,2 특히 정기적 내시경검사, 복부초음파 및 종양표지자검

사로 조기 진단율의 향상과 종양 발생의 감염성 원인에 대한 

치료 및 백신 보급을 통해 위암, 대장암 및 간암의 생존율이 

눈부시게 향상되고 있음에 비해 췌장암은 여전히 조기 진단

을 위한 생물학적 표지자나 영상학적 검사가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임상적 한계는 췌장암의 80% 이상이 근치적 절제수

술이 어려운 진행성 상태로 진단되어 그 예후를 더욱 불량하

게 만들고 있다. 즉, 대부분의 췌장암 환자는 전신 항암 치료

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부터 표준적 전신 항암 치

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gemcitabine이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

전히 표준 치료제라는 사실은 췌장암의 치료가 얼마나 어려

운지를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과거에도 gemcitabine 단독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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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임상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무수히 많은 임상연구들이 

진행되었으나, 2000년대 초반 gemcitabine/erlotinib 병용요

법의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된 이후 최근 FOLFIRINOX 및 al-

bumin bound paclitaxel/gemcitabine 병용요법이 전신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진행성 췌장암 환자에서 괄목할 만한 효

과를 보이고 있어, 진행성 췌장암의 치료에 새로운 희망을 불

러오고 있다.3 이와 더불어 immune check point inhibitor, 

CAR-T cell 등을 기반으로 하는 면역 치료, 암세포 특이 표적

을 이용한 새로운 표적 치료제 및 췌장암 조직의 특징을 이용

한 새로운 치료법들이 시도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최근 

진행성 췌장암의 항암 치료의 연구 동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전이성 췌장암의 항암 치료 현황 

1997년 Burris 등4이 gemcitabine 단독요법이 기존의 5-FU 

기반의 전신 항암 치료보다 진행성 췌장암 환자의 생존율을 

증가시키고,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우월함을 보고한 

이래 지난 20여 년간 gemcitabine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약

물 병합요법이 시도되었으나 임상적 우월성을 입증하지 못하

였다.5-12 그러나 2010년 이후 5-FU를 기반으로 하는 4제 병용

요법(5-FU, leucovorin, irinotecan, oxaliplatin, FOLFIRI-

NOX)과 gemcitabine/nab-paclitaxel 병용요법이 gemcitabine 

단독 치료에 비해 뛰어난 치료 성적을 보임이 보고되었다.

먼저 2010년 Conroy 등13이 진행성 췌장암으로 진단받은 

환자들의 초치료로서 FOLFIRINOX 투약군의 생존 기간이 

11.1개월로 gemcitabine 단독군의 6.8개월에 비해 월등히 우

월함을 보고하였고, 31.6%의 객관적 종양 반응률을 보고하였

다. 이와 같이 고무적인 치료 효과를 바탕으로 하여 최근에는 

초치료뿐 아니라 다양한 임상 상황에서 FOLFIRINOX의 임

상적 유용성을 입증하려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두 번째로 2013년에 Von Hoff 등14이 총 861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albumin-bound paclitaxel (nab-paclitaxel, abrax-

ane)과 gemcitabine의 병용요법과 gemcitabine 단독 치료의 

임상 효과를 비교하기 위한 3상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들의 연구에 의하면 albumin-bound paclitaxel/gemcitabine 

병용투여군의 중앙 생존 기간이 gemcitabine 단독 투약군에 

비해 월등히 길었으며(8.5개월 vs. 3.7개월, harzard ratio 

[HR]  0.72, p = 0.000015), 종양 반응률 또한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었다. 이외에도 2013년 Ueno 등15은 S-1 단독요법이 

gemcitabine 단독 치료와 비교하여 열등하지 않음을 보고하

여, 현재 실제 임상에서 환자의 전신상태 등의 임상적 요소를 

기반으로 초치료법의 선택이 조금은 넓어졌다.

전이성 췌장암 치료를 위한 새로운 약물

췌장암의 발생에 기여하는 다양한 분자 생물학적 기전들이 

밝혀짐에 따라 최근에는 새로운 약물들이 활발하게 검증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진행성 췌장암을 대상으로 하는 신약 

임상연구는 아직까지 의미 있는 결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유전체 분석이 보편화됨에 따라 대장암과 유방암을 포

함한 다른 암종에 효과적인 약물 치료법이 제시되고 있으나, 

췌장암은 유전체 분석을 통한 공통의 표적 변이 등이 매우 드

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연구들을 통해 의미 있는 약물

들이 검증과정에 있다. 이러한 약물들은 1) 세포독성 신약

(cytotoxic new drugs), 2) 종양 세포 관련 표적 치료제(cancer 

cell related target agents), 3) 종양 기질(cancer stroma) 표적 

약물 및 4) 면역 치료제 등이다.

1. 세포독성 신약 

FOLFIRINOX와 nab-paclitaxel의 의미 있는 연구 성과와 

더불어 현재 2상 또는 3상 임상연구를 통해 의미 있는 결과를 

보이는 약물들은 MM-398, TH-302, veliparib 등이다.16-20 먼

저 MM-398은 irinotecan의 nanoliposomal formulation 제제

로 혈액 내에 irinotecan의 활성 대사체인 SN-38의 유지 기간

을 증가시키고, 종양세포내 농도들 증가시키는 효과를 보인

다.16 최근 gemcitabine 초치료에 실패한 전이성 췌장암 환자

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3상 임상연구인 “NAPOLI-I” 연구에

서 대조군인 5-FU/folinic acid 투약군에 비해 5-FU/folinic 

acid/MM-398 투약군이 약 2개월의 생존 기간 연장 효과를 보

였다(6.1 months versus 4.2 months; HR 0.67; p = 0.012).17
  

Gemcitabine을 기반으로 하는 초치료에 실패한 진행성 췌장

암에 대한 표준적인 이차 항암 치료제가 확립되지 못한 현재

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는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이다. 두 번

째로 주목받는 세포독성 약물은 nitrogen mustard 전구체 약

물인 evofosfamide (TH-302)이다. 이는 특히 종양세포가 저

산소증(hypoxia) 상태일 때 활성 대사를 통해 dibromoiso-

phosphamide mustard (Br-IDM)가 생성되어 DNA의 알킬

화를 유도하여 세포독성을 나타낸다.18 진행성 췌장암 환자

의 초치료 2상 임상연구는 gemcitabine과 evofosfamide를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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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한 시험군의 progression free survival이 6개월로 gem-

citabine 단독 치료군의 3.6개월에 비해 우월한 효과를 보였

다.19 이를 기반으로 현재 3상 임상연구가 진행 중이다.

2. 종양세포 관련 표적 치료제

   (cancer cell related target agents)

차세대 시퀀싱 기법이 보편화됨에 따라 췌장암의 유전적 

변이에 대한 연구들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21 그러나 K-Ras, 

P53, P16, Smad4 등의 대표적인 췌장암 관련 유전적 이상 소

견 외에는 대부분의 돌연변이 또는 기타 유전적 이상은 환자

마다 매우 다양하여, 보편적인 표적 변이로 사용되기 어렵

다.22 그러나 현재 Table 1과 같이 다양한 종양세포 관련 표적 

치료제의 진행성 췌장암 치료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임상연

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이 중 현재 가장 활발하게 개발 

중인 K-Ras, Janus kinase 신호전달체계를 표적으로 하는 약

물들에 대해 소개하겠다.

1) K-Ras signaling pathway 표적 약물들

K-Ras 유전자 돌연변이는 췌장암의 90%에 발견되는 가장 

흔한 췌장암 관련 유전자 이상으로 지난 30년간 이를 표적으

로 하는 약물개발이 활발하게 시도되었으나, 현재까지 그 성

과는 아직 뚜렷하지는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 

개발비가 현재도 투자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23 K-Ras 

유전자 관련 표적 치료제 개발은 1) K-Ras 유전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farnesylation 등을 포함한 posttranslational modifi-

cation, 2) 세포막으로의 Ras 단백의 이송, 3) oncogenic RAS 

활성의 직접 억제, 4) RAS 유전자 하위 신호 전달 체계 등을 

표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우선 tipifarnib (R115777)를 포함한 

다양한 farnesly transferase 억제제는 현재까지 췌장암에 대한 

임상 효과를 입증하는데 모두 실패하였다.24,25 두 번째로 del-

tarasin은 RAS 단백의 세포막으로 이동 과정에 중요한 PDEδ

에 대한 억제제이다. 현재까지는 in vitro 연구에서 K-Ras 단

백의 이동을 억제하여 하위 신호인 Erk 단백의 억제를 확인하

였고, xenograft 동물모델에서 이식된 췌장암의 증식이 억제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26 세 번째로 oncogenic RAS 활성화를 

직접 억제하기 위한 약물개발은 최근 췌장암에서 흔한 K-

RAS G12D 활성을 직접 억제하는 약물개발이 진행되고 있

으며, siRNA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약물이 개발되어 동물실

험에서 그 효과를 입증하였다.27 네 번째로 RAS의 하위 신호

전달체계를 차단하는 약물들도 췌장암에서 그 효과를 검증

하고 있다. 이 중 trametinib (GSK112012), pimasertib과 같은 

MEK 억제제가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었으나, 모두 2, 3상 임

상연구에서 그 효과를 입증하는데 실패하였다.28,29

2) Janus kinase 표적 약물

Janus kinase (JAK)는 JAK1, 2, 3 및 TYK2의 4가지 tyrosine 

kinase의 집합체로 특히 JAK2가 활성화되면 signal transducer 

and activator of transcription (STAT) factor 및 Src, PI3K 등의 

하위 신호체계가 활성화되어 세포 증식을 포함한 다양한 세포 

항상성 관련 기전의 활성화를 유발한다.30 최근 JAK2 V617F 돌

연변이가 myelofirbosis 환자의 50%에서 동반됨이 밝혀지고, 

이에 대한 억제제인 ruxolitinib (JAK1/2 억제제)의 임상적 효

과가 입증되었다.31,32 그러나 췌장암 유전체 연구에서는 해당 

유전자의 돌연변이는 매우 드문 것으로 보고되었고, 일부 실

험 연구는 JAK-STAT의 활성화가 췌장암의 면역체계 교란과 

관련 있음을 규명하였다.33,34 2014년 ASCO meeting에서 발표

된 RECAP연구는 전이성 췌장암에서 capecitabine/ruxolitinib 

병합 치료군이 capecitabine/placebo 치료군에 비해 우월한 생

존 연장 효과는 보이지 못했으나, 혈청 C-reactive protein이 증

가된 특정 치료군에서 의미 있는 6개월 생존율(42% versus 

11%; HR 0.47; p = 0.01)과 중앙 생존 기간 연장 효과를 보였다

Table 1. Various clinical trials with cancer cell related target agents for advanced pancreatic cancer

Drug Mode of action Treatment condition Phase

BYL719 PI3Kα inhibitor First line Phase I

Dovitinib (TKI258) FGFR/VEGFR TKI First line Phase Ib

Momelotinib (GS‑0387, CYT387) JAK inhibitor First line Phase II

Ensituximab (NPC‑1C, NEO‑101) Anti‑MUC5AC mAb
(targeting cancer‑specific variant)

Second‑line Phase II

LCL161 Pan‑IAP inhibitor Any Phase I

ADI‑PEG 20 PEGylated arginine deiminase; arginine degradation Any Phase Ib

Hydroxychloroquine Autophagy inhibitor Any Phase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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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months versus 1.9 months; p = 0.04).35 이를 바탕으로 2개의 

3상 임상연구가 진행 중이다(NCT02117479, NCT02119663).36,37

3) 종양 기질(cancer stroma) 표적 약물

췌장암은 종양조직내 myelofibroblast, cancer associated fi-

broblast 및 심한 섬유화를 동반한 기질 조직의 증식이 매우 

심한 대표적인 종양이다. 이러한 종양 주변 기질 조직의 발달

은 단순한 물리적 장벽 역할뿐 아니라 기질세포들과 종양세

포 간의 활발한 상호 교류를 통해 종양세포의 증식과 전이 및 

치료에 대한 저항성 획득에 기여한다. 특히 췌장암 세포에서 

분비하는 sonic hedgehog (SHH) 등은 종양 기질세포의 증식

에 역할을 하는 것이 실험적으로 증명되었다.38,39 이러한 실험

적 증거를 기반으로 SHH 억제제, matrix metalloproteinase 

억제제, hyaluronidase 등이 개발되었다. 우선 SHH 신호체계

는 췌장암 조직내 기질세포에서 활성화되어 있음이 확인되었

고, 이를 토대로 유전자 조작 백서 모델에서 SHH 억제가 종

양의 증식과 전이를 억제하는데 효과적임을 보고하였다.38 그

러나 실제 임상연구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SHH 억제제의 항

종양 효과를 입증하는데 실패하였다.40 또한 marimastat을 포

함한 matrix metalloproteinase 억제제들도 췌장암에 대한 효

과를 입증하는데 실패하였다.41,42 현재 임상연구를 통해 효과

를 검증받고 있는 약물은 recombinant hyaluronidase의 pegu-

lation 제제인 PEGPH20으로, 이는 췌장암 종양 기질내 풍부

한 hyaluronic acid를 분해시켜 췌장암세포내로 약물 전달을 

개선할 수 있다.43 현재 2상 임상연구가 진행 중이다.44,45

4) 면역 치료제

최근 T세포의 면역 기능을 억제하는 보조 수용체인 PD-1

과 리간드인 PD-L1, 2 및 CTLA-4 등 소위 “immune check 

point pathway”를 방해할 수 있는 anti-PD1, anti-PD-L1/2 및 

anti-CTLA-4 단일클론 항체 약물들의 임상 효과가 비소세포

성 폐암 등에서 입증되면서 암 치료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

되고 있다.46,47 그러나 초기 단계 임상연구들은 이러한 im-

mune check point 억제제들의 췌장암에 대한 효과를 입증하

는데  실패하였다 . 48 이는  췌장암의  경우  췌장암  조직내 

CXCR4를 발현하는 cancer associated fibroblast (CAF)의 약

물 간섭이 가능한 기전임이 동물 실험을 통해 입증되었다.49 

최근  동물실험에서는  C X C R 4  억제제인  p l e r i x a f o r 

(AMD3100)와 anti-PD-L1 단일 클론 항체제의 병용 투여를 

통해 T cell의 종양조직내 침윤 증가와 항종양 효과를 유도하

였다.50 이를 바탕으로 현재 1상 임상연구가 진행 중이므로 그 

결과를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50

결  론

진행성 췌장암은 여전히 그 예후가 매우 불량한 악성 종양

으로 치료를 받는 환자와 치료를 하는 의료진 모두 힘든 질환

이다. 그러나 최근 소개된 FOLFIRINOX, albumin-bound 

paclitaxel 및 S-1의 연구 결과를 보면 이전과는 달리 진행성 

췌장암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의 개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다수의 분자 생물학적 표적을 대

상으로 표적 치료제들이 개발되고 있고, 또 이를 이용한 다수

의 임상연구들이 진행성 췌장암에서도 진행 중이다. 따라서 

불량한 예후로 인해 절망만 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항암 치료

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환자군의 선별하기 위한 표지자 발굴

과 개발 및 췌장암 발생의 분자생물학적 연구를 통해 진단과 

치료의 새로운 표적들을 발굴하는 것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

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 하겠다.

요  약

췌장암은 비약적인 현대 의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5년 생

존율이 여전히 5% 미만인 인류 최악의 악성 종양이다. 특히 

효과적인 조기 진단검사와 백신을 이용한 일차 예방을 통해 

위암, 대장암 및 간암의 생존율이 눈부시게 향상되고 있음에 

비해 췌장암은 여전히 조기 진단을 위한 생물학적 표지자나 

영상학적 검사가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임상적 한계는 췌장

암의 80% 이상이 근치적 절제수술이 어려운 진행성 상태로 

진단되어 그 예후를 더욱 불량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췌장암

은 발생 초기부터 전신 질환으로의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간

주되고 있다. 이는 근치적 수술이 가능한 췌장암의 경우 수술 

후 간을 포함한 전이가 매우 빈번하다는 점과 췌장암 발생 초

기에 이미 전신 전이가 진행된다는 실험적 연구 결과들을 통

해 추정 가능하다. 즉, 대부분의 췌장암 환자는 전신 항암 치

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부터 표준적 전신 항암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gemcitabine이 여전히 표준 치료제

라는 사실은 췌장암의 치료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최근 FOLFIRINOX 및 albumin bounded 

paclitaxel/gemcitabine 병용요법이 전신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진행성 췌장암 환자에서 괄목할 만한 효과를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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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진행성 췌장암의 치료에 새로운 희망을 불러오고 있다. 

이와 더불어 immune check point inhibitor, CAR-T cell 등을 

기반으로 하는 면역 치료, 암세포 특이 표적을 이용한 새로운 

표적 치료제 및 췌장암 조직의 특징을 이용한 새로운 치료법

들이 시도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최근 진행성 췌장암의 

항암 치료의 연구 동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국문 색인: 췌장암, 표적 치료, 항암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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