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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oradiotherapy for Esophageal Cancer
Moo In Park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Kosin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Busan, Korea

Esophageal cancer is a highly lethal malignancy. Squamous cell cancer (SCC) and adenocarcinoma are two major histologic types
of esophageal cancer. The therapeutic approaches for both histologic types tend to be similar. Endoscopic therapy is considered in
patients with Tis and T1a, and surgery alone is recommended in patients with T1N0 esophageal SCC or adenocarcinoma. Definitive
chemoradiotherapy is a reasonable option for patients unable to withstand surgery. Esophagectomy is considered as the initial treatment for patients with clinical T2N0 esophageal SCC and those with adenocarcinoma with low lymph node metastasis risk.
Combined modality therapy is recommended for patients with T3N0, T4aN0, and clinically node-positive thoracic esophageal cancer, regardless of histology. Definitive concurrent chemoradiotherapy is the most appropriate treatment approach for patients with
esophageal SCC who are not surgical candidates. Definitive concurrent chemoradiotherapy is also considered for esophageal SCC
patients who are potential surgical candidates with an endoscopically documented complete response after neoadjuvant
chemoradiotherapy. For chemoradiotherapy non-responders, surgery is recommended for those who remain operable after
chemoradiotherapy. Esophagectomy is also recommended for patients with esophageal adenocarcinoma after neoadjuvant
chemoradiotherapy. Definitive concurrent chemoradiotherapy is preferred over surgery in patients with cervical esophageal cancer
because its survival rate is similar to that of surgery and major morbidity can be avoided. Concurrent chemoradiotherapy rather than
radiation therapy alone is recommended for patients who can tolerate this approach for non-metastatic, inoperable, or unresectable
esophageal SCC or adenocarcinoma. (Korean J Helicobacter Up Gastrointest Res 2019;19:161-168)
Key Words: Chemoradiotherapy; Drug therapy; Esophageal neoplasms; Therapeutics

서

론

식도암은 대단히 예후가 불량한 암으로, 미국에서 매년
17,750명이 식도암으로 진단되고 16,080명이 사망한다.1 우리
나라에서는 2016년 한 해 동안 남자 2,245명, 여자 254명에서
식도암이 발생하였다.2 식도암은 편평세포암종(squamous cell
carcinoma)과 샘암종(adenocarcinoma)이 90% 이상을 차지하
며, 과거에는 세계적으로 편평세포암종이 가장 흔한 식도암의
조직형이었으나 미국을 비롯한 서구에서는 샘암종의 발병률 및
유병률의 증가, 편평세포암종 발병률의 경미한 감소로 인하여
샘암종의 비중이 더 높은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롯한 아시
아에서는 여전히 편평세포암종이 주된 병리 소견이다.3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임상 연구가 두 조직형의 구분 없이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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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져 왔으나 최근의 여러 연구의 결과들은 병태생리, 역학, 암의
생물학과 예후가 다르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를
근거로 하여 2017년도에 발표된 American Joint Committee on
Cancer (AJCC) Union for International Cancer Control
(UICC)의 cancer staging manual에 의하면 두 조직형의 TNM
분류법이 다르며, 편평세포암종에서는 종양의 위치도 병기 설정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지만 조직형의 차이에 따른 치료 접근을 다르
게 할지에 대한 근거는 거의 없는 실정이며, 병기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정하게 된다. 두 조직형에서 치료의 초기에 접근법은 비슷
하나 화학방사선요법(chemoradiotherapy) 후 완전 관해율은 편
평세포암종이 샘암종보다 더 높으며, 편평세포암종에서는 화학방
사선요법 후 내시경 소견으로 완전 관해가 되었다면 수술하지 않
고 경과를 관찰할 수도 있으나, 샘암종에서는 수술을 시행하여야
한다. 편평세포암종이 샘암종에 비하여 10년 정도 일찍 발생하는
경향이 있으나 동반 질환과 종양 위치 등의 이유로 수술 전후
사망률은 더 높다.4,5
식도암의 병기는 치료 방법의 측면에서는 크게 조기 병기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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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암, 절제 가능한 국소 진행 식도암,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
식도암과 전이성 식도암으로 나눌 수 있다. 본고에서는 각 병기
별로 화학방사선요법의 역할과 효과를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본

론

1. 조기 병기 식도암
1) 조기 병기 식도암의 정의
조기 병기 식도암은 조기 식도암(early esophageal cancer)
과 표재성 식도암(superficial esophageal cancer)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다. 조기 식도암은 절제 후 조직병리 소
견에서 암세포가 점막 또는 점막하층에 국한되어 있으면서 림
프절 전이가 없는 경우로 정의하며, 림프절 전이에 관계 없이
조직병리 소견에서 점막 또는 점막하층에 국한된 경우를 표재
성 식도암으로 정의한다. AJCC UICC 8판 병기 분류기준에 따
르면 stage 0 (TisN0M0)와 stage 1 (T1N0M0)은 조기 식도암
에 해당된다.6 점막하층에 국한되어 있어도 림프절 전이가 있으
면 T1N1M0은 stage IIB, T1N2M0은 stage IIIA로 분류된다.
2) 화학방사선요법
식도의 조기 편평세포암종에서 방사선 단독 또는 화학방사선
요법의 역할은 내시경 절제술 시행 후 잔존 병소가 있거나 M3
이상 침범한 경우에 시행하는 보조 치료와 내시경 절제술 또는
수술 절제술이 불가능한 환자에서 시행되는 근치 치료로 나눌
수 있다.
(1) 보조치료
조기 편평세포암종 식도암으로 내시경 점막 절제술을 시행한
후 조직병리 소견에서 잔여 병변이 남은 30예를 대상으로 화학
방사선요법 혹은 방사선 치료 후 관찰한 후향적 연구에서 2년,
3년, 5년 생존율은 각각 91%, 82%, 51%였으며, 5년 내 국소
재발률은 점막암에서는 9%인 반면, 점막하층암에서는 53%로
점막하층암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조기 편평세
포암종 식도암 환자에서 내시경 점막 절제술 후 잔여 병변이
남아 있는 경우 보조적인 화학방사선요법이 국소 재발을 방지
하는 데 유용함을 시사한다.7
(2) 근치 치료
내시경 점막 절제술을 시행하기 어려운 표재성 식도암은 원
칙적으로 수술을 시행한다. 이러한 경우 5년 생존율은 40~80%
정도이다.8-12 이런 환자에서 방사선 치료의 효과도 수술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된 바 있다.13-16 표재성 편평세포암종 식도암
환자 21명에서 근치 치료로서 방사선 치료를 시행한 후향적 연
구에서 5년 생존율은 39%였는데, 환자 21명 중 8명은 수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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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하였고, 13명은 고령, 심한 폐기능 장애, 심근경색, 간경변
13
증 등의 동반 질환으로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였다. 일본에서
이루어진 다기관 연구에서 1981년부터 1990년 사이에 근치 목
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은 105명의 표재성 편평세포암종 식도
17
암 환자의 5년 생존율도 38.7%였다. 하지만 2007년에 발표
된 일본의 연구에서 근치 목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은 34명의
표재성 편평세포암종 식도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50.4%, 5년
질병 특이 생존율은 91.2%, 무국소 진행 생존율(local-pro18
gression-free survival rate)은 81.1%였다. 또 다른 일본의
후향적 다기관 연구에서도 근치적 목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시
행한 147명의 표재성 편평세포암종 식도암 환자의 2년, 3년, 5년
생존율은 91%, 82%, 51%였으며, 점막암과 점막하층암의 5년
질병 특이 생존율(cause-specific survival rate)은 각각 81%,
16
64%였다. 표재성 편평세포암종 식도암 환자에서 방사선 치료
와 5-fluorouracil (5-FU)과 cisplatin 항암 치료를 시행한 연구
14
에서는 1년, 3년 생존율이 각각 100%, 83%였다. 104명의 표
재성 편평세포암종 식도암 환자에서 방사선 치료 단독 요법 혹
은 화학방사선요법을 시행하여 추적 관찰한 결과 점막암의 경
우 1년, 2년, 3년 생존율은 각각 95%, 90%, 90%였고, 점막하
층암의 1년, 2년, 3년 생존율은 각각 90%, 81%, 70%였다. 화
학방사선요법을 받은 군의 생존율이 방사선 치료 단독 요법군
19
보다 더 높았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2005년에 발표된 전향적, 무작위 비교 연구에서는 80명의
표재성 편평세포암종 식도암 환자를 무작위로 식도 절제술군과
20
화학방사선요법군으로 나누어 관찰하였다. 중간 관찰 기간은
16.9개월이었으며, 44명은 표준 식도 절제술을, 36명은 화학방
사선요법을 받았다. 수술 사망률은 6.8%였고, 수술 후 합병증
은 38.6%에서 발생하였다. 양 군 간에 생존율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근치 목적으로 화학방사선요법을 받은 stage 1 편평세
포암종 식도암 환자 54명과 식도 절제술을 받은 116명의 치료
성적을 비교한 후향적 연구에서 1년, 3년 생존율은 화학방사선
요법군에서 98.1%, 88.7%, 식도 절제술군에서 97.4%, 85.5%
21
로 양 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따라서 환자의 전신 상
태 및 심폐 기능이 수술에 부적합하면서 내시경 절제술의 적응
이 되지 않는 조기 식도암인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 또는 화학
방사선요법을 1차 치료로 시도해볼 수 있겠다.
(3) 화학방사선요법의 역할
화학방사선요법 혹은 방사선 치료는 표재성 식도암의 치료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는 제한적이어서
화학방사선요법이 표준 치료로 완전히 확립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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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제 가능한 국소 진행 식도암
AJCC UICC 8판 병기 분류기준에 의하여 stage II와 III에
해당되면 국소 진행 식도암이라고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치료
는 지난 15년 동안 많이 발전해왔다. 국소 진행 식도암에서 국
소 치료 단독으로는 치료 반응률이 다소 낮아서 전신 요법과
국소 요법을 병합하여 원격 미세 전이의 치료와 국소 방사선
요법의 효과를 올리는 동시성 화학방사선요법을 주로 시행하고
있다. 주로 흉부 식도암을 위주로 정리하고 경부 식도암의 치료
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1) 흉부 식도암
(1) 임상병기 T3, T4 혹은 림프절 침범암
수술 단독 요법으로 치료한 4,627명의 식도암의 5년 생존율
은 상당히 낮아서 T1N0 병기를 제외하면 50% 미만이고, 림프
절에 전이된 암은 15%였다.22 2006년 중국에서 이루어진 연구
에 의하면 269명의 편평세포암종 식도암 환자에서 적은 양의
방사선을 병변에 선택적으로 투여하여 독성을 감소시키기 위하
여 개발된 3차원적 적합 방사선 치료(three-dimensional conformal radiation therapy)를 이용하여 69 Gy의 방사선으로
치료한 군과 수술한 군으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3년, 5년 생존
율은 각각 56%, 35%와 62%, 37%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23
수술 혹은 방사선 단독 치료에 비하여 수술, 방사선, 화학 요법
을 복합하는 치료법이 치료에 의한 독성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
지만 치료 효과는 더 우수하다고 최근의 메타분석에서 발표되
었다.24 술 전 화학방사선요법이 수술 단독 요법에 비하여 죽음
에 대한 위험비(hazard ratio for death)가 0.75 (95% CI
0.67~0.85)였다.24
복합 치료와 단독 치료를 비교한 연구들과 복합 치료의 방
법에 대한 연구들을 정리해보면 화학방사선요법이 방사선 치
료 단독 요법에 비하여 생존율을 유의하게 향상시켰다.24-27
1992년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동시성 화학방사선요법군(50 Gy,
5-FU+cisplatin)과 방사선 치료 단독 요법군(64 Gy)으로 나누
어 진행하던 중 생존율의 차이가 현저하여 연구가 조기 종료되
었는데, 양 군에서의 5년 생존율이 각각 27%와 0%였다.25
2018년 중국에서 이루어진 연구에서 451명의 절제 가능한
흉부 편평세포암종 식도암 환자를 술 전 화학방사선요법군(동
시성 혹은 순차성)과 수술 단독 요법군으로 무작위 배정하여 비
교하였는데, 완전 절제율(R0 resection rate), 총 중간 생존 기
간, 총 3년 생존율이 각각 98%와 91%, 100개월과 66.5개월,
69%와 59%로 술 전 화학방사선요법군이 유의하게 더 나은 성
적을 보였다.28 여러 메타분석에서도 술 전 화학방사선요법 후
수술 요법이 수술 단독 요법에 비하여 더 나은 치료 성적을 보
였다.24,29,30 반면, 화학 요법, 방사선 치료, 수술 등의 복합 치료

를 순서대로 진행하는 화학방사선요법(sequential chemoradiotherapy)은 수술 단독 요법에 비하여 생존율의 향상이 없
31-33
었다.
술 전 동시성 화학방사선요법 후 치료 반응 정도에 따라서
수술은 하나의 선택 사항이 될 수 있다. 식도 샘암종은 치료 반
응 여부에 상관 없이 수술을 시행하며, 편평세포암종은 내시경
적으로 완전 관해가 오지 않은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한다. 편평
세포암종 식도암에서 술 전 동시성 화학방사선요법 후 완전 관
해를 보이는 경우 수술을 반드시 시행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는 아직도 논란이 있다. 172명의 식도 편평세포암종 환자에서
유도항암요법(5-FU+leucovorin+etoposide+cisplatin)과 동시
성 화학방사선요법(cisplatin+etoposide, 40 Gy) 후 수술을 시
행한 군과 유도항암요법과 동시성 화학방사선요법 후 추가 방
사선요법(20 Gy)을 시행한 군으로 무작위 배정하여 비교하여
본 결과 치료와 관련된 사망률이 각각 12.8%와 3.5%로, 수술
34
을 시행한 군에서 유의하게 더 높았다. 2년 국소 무진행 생존
율은 64%와 41%로서 수술군에서 유의하게 더 높았으나 3년,
5년, 10년 총 생존율은 각각 31%와 24%, 28%와 17%, 19%와
35
12%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최근의 Cochrane 분석에서도
추가로 식도 절제술을 시행하더라도 생존율의 유의한 향상을
기대할 수 없으며, 국소 재발은 줄일 수 있으나 오히려 치료와
36
연관된 사망률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다. 술 전 화학방사선
요법이 술 전 화학 치료에 비하여 총 생존율을 유의하게 향상
시킨다는 세 가지의 무작위 비교 연구들이 있었는데, 세 연구
37-39
모두 식도 샘암종을 대상으로 하였다.
치료 결과는 술 전
화학방사선요법 후 5주에서 7주 이내에 수술할 때 예후가 가장
좋을 것으로 예상되며, 4주 이내에 수술하면 술 후 합병증이 발
생할 위험이 있으며, 7주 이후에 수술하면 암의 원격 전이가 발
40
생할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2) 임상병기 T2N0 식도암
T2N0 식도암의 표준 치료 방법은 여전히 확립되지 않고 있
다. 2019년에 개정된 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Guideline (NCCN)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식도 편평
세포암종과 샘암종 모두 분화형이면서 크기가 2 cm 미만이면
41
우선 절제를 권고하고 있다.
(3) 술 후 보조 요법
술 전 보조 요법을 받지 않은 상태로 수술을 시행한 식도암
환자에서 술 후 보조 요법은 환자의 예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술 후 보조 요법으로 화학방사선요법이 화학 요법보다 더 효과
적일지에 대한 무작위 비교 연구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또한
술 전 화학방사선요법 후 식도암이 남아 있거나 광범위한 림프
절 전이가 남아 있는 경우의 치료 방향에 대한 표준 지침은 아
직 없다. 최근의 후향적 연구들에 의하면 술 전 화학방사선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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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잔여 병변의 유무와 상관 없이 술 후 화학 요법을 시행하면
42,43
생존율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아직은 근거가 미약
하여 환자별로 임상적 상황에 따라서 술 후 화학 요법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여야겠다.
2) 경부 식도암
경부 식도 편평세포암종의 치료는 수술적 치료와 완결 동시성
화학방사선요법(definitive concurrent chemoradiotherapy)이
있다. 만약 수술하게 되면 인두, 후두, 갑상선, 상부식도까지 광범
위하게 절제술을 하게 되어 술 후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수술과 완결 동시성 화학방사선요법을 비교한 연구들에서 생존율
은 양 군에서 비슷하며 완결 동시성 화학방사선요법군에서 치료와
44-46
관련된 합병증의 발생률이 더 낮았다.
2019년 NCCN 가이드
41
라인에서도 완결 동시성 화학방사선요법을 권고하고 있다.

3.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 식도암과 전이성 식도암
AJCC UICC 8판 병기 분류기준 stage IV에 해당되는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 식도암과 전이성 식도암에 대한 치료는 만
족스럽지 못하나 일부 환자에서는 여러 가지 치료에 의하여 생
존율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치료의 목표는 삶의 질 향상에
있으며 삼킴 곤란의 해소, 통증 완화, 출혈의 예방 등을 위하여
여러 가지 고식적인 치료법을 행하게 된다. 고식적인 치료법 중
방사선 치료 혹은 화학방사선요법의 역할에 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1)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 식도암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 식도암에서 전신 상태가 화학방사
선요법을 견딜 수 있으면 동시성 화학방사선요법이 표준 요법
이다. 최적의 약제나 용량, 투여 일정 등은 정해진 바가 없으나
샘암종과 편평세포암종 식도암에서 투여하는 항암제는 거의 동
일하다.
(1) 화학방사선요법
211명의 절제 불가능한 식도 편평세포암종 환자에서 동시성
화학방사선요법과 방사선 치료 단독을 비교한 연구에서 중간
생존 기간이 각각 9.6개월(95% CI 8~13.5), 7.9개월(95% CI
7.3~9.4)로서 차이가 크지는 않았지만 동시성 화학방사선요법
군이 유의하게 생존율이 증가되었다.47 아쉽게도 다른 연구에서
는 이러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지만48 화학 요법, 방사선 용량
등의 제한점을 고려해볼 때 전신 상태가 치료를 견딜 정도이면
동시성 화학방사선요법을 시도해볼 수 있겠다.41
증상 완화 측면에서 화학방사선요법은 절제 불가능한 식도암
환자의 삼킴 곤란을 개선시킬 수 있다.49-51 120명의 절제 불가
능한 식도 편평세포암종 환자에서 동시성 화학방사선요법을 시
행한 후 88%에서 삼킴 곤란이 호전되었고, 그 효과는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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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환자에서 사망 시점까지 지속되었다.
방사선 치료의 합병증으로는 기관식도 누공(tracheoesophageal fistula)과 식도 협착이 발생할 수 있다. 방사선 치료 혹은
화학방사선요법 중 기관식도 누공은 드물게 발생하는데, 일본 연
구에 의하면 6%에서 발생하였고 화학방사선요법 종료 후 누공이
52
발생되었던 환자의 70%에서 자발적으로 누공이 폐쇄되었다. 또
한 식도 스텐트 삽입이 누공의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 국내
연구에 의하면 식도 스텐트를 삽입한 208명의 환자 중 18명에서
기관식도 누공이 발생하였는데, 이 중 17명이 이전에 방사선 치료
53
를 받았다. 기관식도 누공이 발생할 위험성은 스텐트 삽입 후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군에서 방사선 치료 후 스텐트를 삽입한
군에 비하여 더 높았다. 방사선 치료 후 식도 협착은 양성 혹은
악성 협착으로 나타나는데 한 연구에 의하면 방사선 치료 후 약
60%에서 식도 협착이 발생하였고 양성과 악성 협착의 빈도는 비
54
슷하였다. 양성 협착을 보였던 환자의 대부분에서 확장술에 반응
을 보였고, 1년 생존율이 88%였던 것에 반하여 악성 협착 환자군
의 1년 생존율은 19%에 불과하였다.
국소 진행 식도암으로 인한 기관식도 누공에 대하여 방사선
치료 혹은 화학방사선요법은 천공의 위험도가 높아서 일반적
55
으로 금기이다. 그렇지만 방사선 치료력이 없는 누공을 동반
한 T4 병변은 비교적 안전하게 화학방사선요법을 시행할 수
있고 일부에서는 누공이 막히며 생존 기간 연장도 기대할 수
56,57
있다.
(2) 화학방사선요법 후 수술
고식적인 화학방사선요법 후 수술은 일반적으로 시행되지 않
는다. 진단 당시에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 식도암 환자의 일
부에서 화학방사선요법 후 절제 가능한 상태로 호전되기도 하
58
여 이런 환자에서 수술을 시도해볼 수 있다. 하지만 호전을
보이는 경우라도 신중하게 임상적으로 여러 가지 인자들을 고
려하여 수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전이성 식도암
2019년에 개정된 NCCN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절제 불가능
한 stage IV 진행성 식도 편평세포암종 환자 중 일상 생활 능력
(Eastern Cooperative Oncology Group)이 2 이하인 경우 화
학 요법 또는 대증적 요법(best supportive care)을, 3 이상인 경
41
우는 대증적 요법을 추천하고 있다. 이전의 한 연구에 의하면
화학 요법과 방사선 치료가 대증적 요법에 비하여 생존의 이득
59
이 없었다. 본 저자의 후향적 연구에 의하면 67명의 전이성
식도암 환자에서 고식적인 치료를 한 군(n=30)과 대증적 요법
군(n=37)에서 중앙 생존 기간은 각각 9.8개월, 4.5개월로 고식
60
적 치료군에서 유의하게 더 길었다. 고식적 치료군 중 방사선
치료군, 화학 요법군, 순차적 화학방사선요법군, 동시성 화학방
사선요법군에서 생존율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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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개정된 NCCN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권고안 중
비경부 식도 편평세포암종의 치료법을 AJCC UICC 8판 병기
분류기준에 따라 정리하여 제시한다(Table 1). 조기 병기 식도
암의 치료 방법에는 내시경 절제술, 식도 절제술, 근치 또는 보
조 화학방사선요법 있으며, 이 중 식도 절제술이 표준 치료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식도 절제술의 경우 수술과 관련한 사망
및 합병증의 위험이 여전히 높다는 단점이 있다. 화학방사선요
법은 조기 병기 식도암에서 내시경 치료 후 잔여 병변에 대한
보조 치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수술을 거부하거나, 전신 상태가
안 좋거나, 심폐 기능의 저하, 간경변증, 식도 정맥류, 심한 경
추 질환을 앓는 환자 등에서 근치 치료로서 식도 절제술의 대
안이 될 수 있다.
절제 가능한 국소 진행 식도암에 대한 최적의 치료 방법은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다. 임상병기가 T3N0, T4aN0이거나 림
프절 침범이 의심되는 흉부 식도암에서 조직형과 상관 없이 수
술 단독 치료보다는 술 전 동시성 화학방사선요법 후 수술이
권장된다. 항암제의 종류와 투여 일정 등은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으나 5-FU, cisplatin, carboplatin, paclitaxel 등을 조합하

여 투여한다. 수술을 시행하기 힘든 조건의 환자에서는 완결 동
시성 화학방사선요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수술이 가능한 환자
라도 술 전 동시성 화학방사선요법에서 내시경 소견으로 완전
관해를 보이는 식도 편평세포암종은 완결 동시성 화학방사선요
법으로서 치료를 종결할 수 있다. 식도 샘암종은 비수술적 치료
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고 화학방사선요법 후 완전 관해를 보이
는 경우가 드물어서 수술을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임상병
기 T2N0에서 술 전 동시성 화학방사선요법의 효용성은 명확하
지 않으며 샘암종과 편평세포암종 모두 우선 수술이 선호된다.
경부 식도암에서는 수술과 관련되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고려하여 완결 동시성 화학방사선요법을 고려한다.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 식도암에서는 전신 상태가 화학방
사선요법을 견딜 수 있으면 동시성 화학방사선요법을 권장한다.
최적의 약제나 용량, 투여 일정 등은 정해진 바가 없으나 식도
샘암종과 편평세포암종에서 투여하는 항암제는 거의 동일하다.
전이성 식도암에서는 환자의 전신 상태에 따라서 대증 요법이
나 화학 요법을 선택한다.
지금까지 식도암의 치료에 있어서 병기별로 화학방사선요법
의 역할에 관하여 정리하였다. 항암제의 종류와 투여 일정, 방
사선의 조사량과 조사 간격, 일정 등은 아직 명확히 확립되어

Table 1. Treatment of Non-cervical Esophageal Squamous Cell Carcinoma According to TNM Staging
Stage

Clinical stage I~III Medically fit for surgery

Non-surgical candidates

Unresectable
locally advanced,
locally recurrent,
or metastatic
disease

Primary tumor
classification

General conditions

Karnofsky performance scale
≥60% or ECOG ≤2
Karnofsky performance scale
<60% or ECOG ≥3

Primary treatment options

pTis

ET or esophagectomy

pT1a

ET or esophagectomy

pT1b, N0

Esophagectomy

cT1b-cT2, N0

Esophagectomy

cT1b-cT2, N+
cT3-cT4a, any N

Preoperative chemoradiation or definitive chemoradiation

cT4b

Definitive chemoradiation
Consider chemotherapy alone in the setting of invasion of
trachea, great vessels, or heart

pTis

ER or ablation or ER+ablation

pT1a

ER or ER+ablation

pT1b, N0

ER or ER+ablation

cT1b-T4a, N0-N+
cT4b (unresectable)

Definitive chemoradiation or
palliative radiotherapy or
palliative/best supportive care

Perform PD-L1 testing

Systemic therapy or palliative/best supportive care
Palliative/best supportive care

ET, endoscopic therapies; ER, endoscopic resection; ECOG, Eastern Cooperative Oncology Group; PD-L1, programmed death-ligand 1.
41
Modified from the NCCN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in onc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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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다. 환자의 예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향후 식도암의 치
료에 있어서 화학방사선요법의 방법과 용량, 간격 등에 대한 대
규모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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