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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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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장암 현황 

성별 10대암 조발생률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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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장암 현황 

암발생률 변화 (남자)  암발생률 변화 (여자)  

연령표준화발생률 추이 (남자)  연령표준화발생률 추이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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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 발암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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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의 예방 

일차적 예방 :  환경적 요인의 제거 

이차적 예방 :  폴립 절제 

삼차적 예방 :  조기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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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대장암 검진 사업 

 대상자: 만 50세 이상 남녀 

 검진주기: 1년 간격으로 실시 

 기본검사: 분변잠혈검사 (fecal occult blood test, FOBT)  

 추가검사: FOBT (+)인 경우, ‘대장내시경검사’ 또는 ‘대장이중조영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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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 선별검사 

선별 검사율 

1
0

만 

명 

당 

발
생
률 

대장암 발생률 (미국) 

대장암 발생률 (미국) 

Clin Gastroenterol Hepatol. 2014;1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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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uction of CRC incidence 

• Reduction of CRC mortality 

• Improvement of CRC early detection 

대장내시경 선별검사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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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C incidence 

 Data from two prospective cohort studies, US 

 Study population : 121,700 female nurses, 30~55 years old  

◦ (Nurses’ Health Study)  

◦ 51,529 male professionals, 40~75 years old  

◦ (Health prof. FU Study) 

◦ 88,902 individuals followed over 22 years 

 Nishihara, et al. N Eng J Med 2013;369:109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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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C mortality 

 Nishihara, et al. N Eng J Med 2013;369:1095-1105 

 Data from two prospective cohort studies, US 

 Study population : 121,700 female nurses, 30~55 years old  

◦ (Nurses’ Health Study)  

◦ 51,529 male professionals, 40~75 years old  

◦ (Health prof. FU Study) 

◦ All followed over 22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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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C early detection 

 Nested case-control study, 4 managed care organization 

HMO Cancer Research Network 

 Study population 

 471 cases : primary late-stage CRC, (≥ stage IIB at first diagnosis) 

 509 controls : matching according to year of birth, gender, health plan, 

and length of continuous health plan enrollment before the reference date 

 Whether colonoscopy was underwent or not. 

 Doubeni, et al. Ann Intern Med 2013;158:31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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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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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검사들  

문진 (가족력), 신체검사, 직장수지검사 (Digital Rectal Examination)  

혈액검사: CBC with platelet, Chemistry, CEA  

내시경검사: 대장내시경 (Colonoscopy)  

영상의학검사  

흉부 단순 촬영술(Chest Radiography)  

복부 단순촬영술(Abdomen Radiography)  

조영증강 흉부 전산화단층촬영 (IV contrast-enhanced Chest CT)  

      조영증강 복부 및 골반 전산화단층촬영 (IV contrast-Abdomen and Pelvis CT)  

간 자기공명영상검사 (Liver MRI), 직장 자기공명영상검사 (Rectal MRI)  

직장내 초음파 (Transrectal Sonography)  

CT 대장조영술 (CT Colonography)   

이중조영바륨관장술 (Double contrast Barium Enema)  

핵의학검사  

양전자방출단층촬영술 (PET-CT), 뼈 스캔 (Bone Scan)  

병리진단  

     육안검사, 통상적인 조직병리검사, 동결절편검사, 특수염색검사,    

     면역조직화학염색검사, 분자병리검사  

대장암진료권고안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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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 병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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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 병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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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 병기 (3)  
17 



대장암 병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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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 폴립 및 암의 치료법 

 내시경 절제술 

 

 수술적 절제 

 

 방사선치료 

 

 항암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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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세포의 분화도가 좋고, 혈관이나 림프관을 침범하지 않았으며,  

 점막 또는 점막하 조직 일부에만 국한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조기 대장암(pT1N0)의 경우는 내시경적 절제술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내시경절제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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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내시경적 절제술 후 조직을 면밀히 검토하여 암의 침윤 정도가 깊거나  

 세포의 분화도가 나쁜 경우, 혈관이나 림프관을 침범한 소견이 보일 때는  

 다시 개복수술 또는 복강경 수술을 통하여 대장의 광범위한 절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내시경 절제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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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적 절제 후 수술의 적응증 

 Cancer 이행 

Poorly diff. histology 

Penetration of muscularis mucosa  

   (SM invasion) 

Resection margin (+) 

Vascular or lymphatic inva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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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기에 따른 항암치료 

병 기 치 료 방 법 

대장암 1기 (T1-2N0M0) 근치적 수술 후 추가 치료없이 경과관찰 

대장암 2기 (T3-4N0M0)  

혹은 3기 (TanyN+M0) 
근치적 수술 후 6개월의 보조항암화학치료 

직장암 2기 (T3-4N0M0)  

혹은 3기 (TanyN+M0) 
근치적 수술 전/후의 항암화학방사선치료 

대장암 4기 (TanyNanyM1) 항암화학치료 혹은 다학제진료 후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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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에서 항암제 역사 (1) 

 5-fluorouracil (5-FU): 1950년대 

 

 Leucovorin (LV): 1980년대 

 

 Irrinotecan / oxaliplatin : 2000년대 

 

 Capecitabine, S-1 (경구용 5-FU 제제) 

 

 표적치료제 (bevacizumab, cetuximab): 2000년대 중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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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에서 항암제 역사 (2)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Best supportive care 

Median 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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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juvant 

chemo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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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otherapy reg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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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les of adjuvant chemotherapy 

 Stage III 

 FOLFOX or CAPEOX for 6 months are preferred 

 FOLFOX > 5-FU/LC 

 Capecitabine/oxaliplatin > bolus 5-FU/LV 

 Capecitabine = bolus 5-FU/LV 

 

 Stage II 

 No survival benefit of addition of oxaliplatin vs. 5-FU/LV 

 FOLFOX : for multiple high-risk factors  

 

 Others 

 Bevacizumab, cetuximab, panitumumab, irinotecan, ziv-aflibercept, 

ramucirumab, or regorafenib should not be used in the adjuvant 

setting for stage II or III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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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II colon cancer 

 Stage II (node negative, no high risk features) 

 Capecitabine (Xeloda) (급여인정기준 아님) 

 Capecitabine 1,250 mg/m2 twice daily day 1-14 every 3wks x 24 

 

 5-FU/leucovorin (급여인정) 

 Leucovorin 500mg/m2 given as 2-hr infusion and repeated weekly 

for 6 weeks 

 5-FU 500 mg/m2 given bolus 1 hr after leucovorin start repeated 

weekly for 6 weeks 

 Every 8 wks for 4 cycles 

대한소화기항암학회 핸드북 30 



Stage II colon cancer 

 Stage II (node negative, high risk features) 
 High risk: T4, grade 3 or 4 lesion (poorly-diff.), MSI-high인 암은 제외, LVI, perineural 

invasion, bowel obstruction, local perforation, close indeterminate or positive margin 
 

 FOLFOX or FLOX 

 Stage II(T3-T4,N0,M0) 이상에서 재발 위험 높은 경우 인정 

 

 FOLFOX 6 (급여인정가능) 

 Oxaliplatin 85 mg/m2 IV in 500 mL 5% D/W over 2 hours, day 1 

 Leucovorin 400 mg/m2 IV over 2 hours, day 1, followed by 5-FU 

 5-FU 400 mg/m2 IV bolus on day 1, then 1200 mg/m2/day x 2 days (total 2400 mg/m2 over 
46-48 hours) continuous infusion 

 Repeat every 2 weeks 

 

 FLOX (급여인정기준 아님) 

 5-FU 500 mg/m2 IV bolus weekly x 6, each 8 weeks cycle x 3 

 Leucovorin 500 mg/m2 IV weekly x 6, each 8 weeks cycle x 3 

 Oxaliplatin 85 mg/m2 IV administrated on weeks 1, 3, and 5 of each 8 weeks cycle x 3 

대한소화기항암학회 핸드북 31 



Stage III colon cancer (node positive) 

 FOLFOX (preferred) (급여인정) 

 FLOX (급여불인정) 

 Capecitabine + oxaliplatin (급여인정) 

 Capecitabine (급여인정) 

 5-FU/leukovorin (FL) (급여인정) 

 FOLFIRI repeats every 2 wks (급여인정기준 아님) 

대한소화기항암학회 핸드북 32 



Palliative 

chemo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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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or metastatic colon cancer 

 Resectable metastatic cancer therapeutic option 

 Resection (primary+liver, lung) → Adjuvant chemotherapy (B-3, 

node positive) 

 Neoadjuvant chemotherapy (intensive treatment) → Resection 

(primary+liver, lung) 

 Resectcion (primary) → intensive chemotherapy (2 or 3 months) 

→ staged resection of metastatic disease (liver, lung) 

 

 Unresectable metastatic cancer therapeutic option 

 Active chemotherapy → staging work-up for resectability per 2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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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ectal cancer 
:Mutations in KRAS, NRAS, and BRAF Distribution and Prognosis 

Maughan TS, et al. ASCO 2010. Abstract 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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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AS WT 729 (55) 367 362 

KRAS/NRAS/BRAF WT 

“All WT” 

581 (44) 289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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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VEGF Ab 

 Bevacizumab (Avastin) 
 유전자 재조합 인형 단클론항체 

 VEGF와 결합하여 VEGF 수용체인 Fit-1과 kinase insert domain receptor 
(KDR)에 결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신생혈관 형성을 억제하여 항암효과를 
나타냄. 

 부작용: 무기력증, 설사, 고혈압, 두통, 구내염, 백혈구 저하증 

 심각한 합병증: 위장관 천공, 상처치유지연, 출혈, 신증후군 

 

 Ziv-Aflibercept 
 VEGF 수용체 1과 2의 일부를 IgG1 항체의 Fc 부위에 결합시켜서 만든 재조

합 단백질 

 VEGF가 VEGF 수용체와 결합하는 것을 막아서 혈관생성을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냄. 

 1차 치료로 irinotecan을 포함하지 않은 항암제에 실패한 환자에서 2차 치료
로제로써 FOLFIRI 또는 irinotecan과 병합하여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보도록 
권고 

 부작용: 무기력증, 감염, 설사, 고혈압, 정맥 혈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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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EGFR Ab 

 Cetuximab (Erbitux) 

 마우스 단클론항체와 인체 IgG1을 재조합한 키메라 단클론항체
(chimeric monoclonal antibody) 

 EGFR의 세포막 부위에 선택적으로 결합 

 epidermal growth factor (EGF)와 다른 리간드의 결합을 경쟁적으로 
억제하여, 수용체 인산화와 그로 인한 활성화를 막아 세포질 내로 유
입되면서 세포 내 신호전달체계를 억제하게 되며, 결국 세포 성장을 
억제하고 자멸을 유도 

 부작용: 피부발진, 저마그네슘혈증, 피로, 구역, 설사 등 

 

 Panitumumab 

 비교적 긴 반감기를 가진 완전한 인체 IgG2 항-표피 성장인자수용체 
단클론항체 

 기전은 cetuximab과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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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orafenib 

 경구로 투여하는 multi-kinase inhibitor 

 VEGF 수용체, FGF 수용체, PDGF 수용체, BRAF, KIT, RET등 다양한 
angiogenic, oncogenic, stromal kinase에 대한 억제작용 

 기존 약제에 모두 반응을 보이지 않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지
요법만 하는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overall survival과 progression 
free survival을 향상 

 부작용: hand-foot skin reaction, 무기력증, 고혈압, 설사, 피부발
진, 간독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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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liative chemotherapy 

• First-Line 

 1) FOLFOX or FOLFIRI 

  - RAS-WT: Cetuximab or Bevacizumab  

  + Peri-operative CTx: Cetux > Bev  

  - RAS-MT: Bevacizumab 

 

• Second-Line  

 1) FOLFIRI or FOLFOX with Bevacizumab 

                (Cetuximab or Panitumumab or ziv-aflibercept) 

 

• Third-line 

 1) Regorafenib 

 2) (Cetuximab or Panitumumab) +/- irinotecan (RAS-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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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국내 대장암 남녀 모두 발생률이 증가 

  대장내시경을 포함한 대장암 screening은 발생률, 이와 관련된 
사망률, 진단시 진행된 병기를 낮출 수 있음. 

 현재까지 완전한 절제만이 대장암의 근치전략임. 

 많은 표적치료제의 개발로 암세포의 분자 생물학적 특성을 인지
하여 선택적 항암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새로운 항암치료 전략으
로 각광. 

 개인별 맞춤치료를 위해 새로운 분자적 표적과 이를 표적으로 하
는 치료제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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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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