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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보  라, 남  승  주

고려 학교 의과 학 내과학교실 안암병원 소화기내과

점차 대장암이 증가하면서 내시경이나 수술 치료 뿐 아니라, 항암치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기존

의 항암제와 함께 대장암의 분자생물학적 특성을 기반으로 개발된 생물학 제재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특히 

전이성 대장암에서 그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대장암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표적치료제는 크게 다음과 같

다. Anti-EGFR agents로 Cetuximab, Panitumumab, 그리고 Anti-VEGF agents로 Bevacizumab, Ziv-afli- 

bercept이다. 표적치료제의 역할은 Stage IV에 국한되어 있으며 전이가 없는 stage II, III 대장암에서 adju- 

vant therapy로써 표적치료제의 역할은 미미한 상태이다. 

종양조직의 혈관생성을 촉진하는 VEGF의 활성도를 막는 단일클론 항체이다. 

현재까지 다소 상반된 결과들이 보고되고는 있지만, 전이성 대장직장암에서 1st line 항암치료에 추가로 

Bevacizumab을 사용하였을 때 약간의 임상적인 이득(PFS, OS)을 얻을 수 있다고 여겨지고 있으며, 특히 

oxaliplatin-based 보다는 irinotecan-based 항암제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아직까지 절제 가

능한 전이성 대장암에서 perioperative treatment로써 bevacizumab을 항암치료와 함께 사용하는 것의 유용

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1차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에서 2차 치료로도 효과가 있으며, 이러

한 효과는 1차 치료에 bevacizumab의 사용 유무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3

치료와 관련된 부작용으로는 bevacizumab을 항암치료에 추가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출혈, 호중

구감소증, 위장관 천공 등에 의한 치료-관련 사망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4 65세 이상의 환자에서 뇌졸

증등의 혈관성 질환들이 흔하게 나타나며, 위장관 천공은 흔하지는 않지만 extensive prior intra-abdominal 

sugery를 받은 사람에게서 잘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wound healing을 방해하기도 하므로 수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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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6주간은 쓰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5 향후 적절한 biomarker들이 개발된다면 anti-VEGF 치료에 이득

을 볼 수 있는 환자군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6

EGFR은 colorectal cancer의 49-82%에서 과발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7-10 Cetuximab과 Panitu- 

mumab 둘 다 EGFR에 대한 단일클론 항체로 EGFR 신호 전달 체계를 억제하는 효과를 보이는 약제이다. 

Cetuximab은 생쥐 항체의 불변부를 인간의 불변부로 바꾼 키메릭 항체(chimeric antibody)이며, Panitu- 

mumab은 100% 인간의 항체 서열을 가진 인간 단클론 항체이다. 

상기 약제들에 대한 치료 반응을 예측하기 위해서 종양조직에서 EGFR의 과발현을 측정하는 것은 임상적

인 유용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11 EGFR 검사 결과가 상기 약제들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며, 일반적으로 전이성 대장암 환자에서 EGFR 검사는 권고되고 있지 않다. 하지만, EGFR 하부 신호전달 

체계에서(RAS/RAF/MAPK pathway) 중요한 신호전달 물질인 Ras protein 돌연변이의 확인은 약제 선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KRAS gene의 exon 2에 존재하는 codon 12 또는 codon 13의 돌연변이가 잘 

알려져 있으며, 돌연변이가 있을 시에는 cetuximab이나 panitumumab에 대한 반응이 없다. 최근에는 exon 

2 이 외에도 exon 3과 exon 4, 또는 KRAS 외에 NRAS의 exon 2, exon 3, exon 4에서의 돌연변이가 약

제 저항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으며, KRAS 또는 NRAS 돌연변이가 있을 시에 panutumumab, 

cetuxumab의 사용이 오히려 유해한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도 생각되고 있다.12 NCCN guideline에서는 모

든 전이성 대장암 환자에서 원발암 또는 전이암의 조직으로부터 KRAS/NRAS 유전형 검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으며, 야생형 유전자를 갖는 환자에서만 상기 약제를 사용하도록 추천한다. 이러한 KRAS 

gene의 돌연변이 검사는 약제 반응을 예측하는 데에는 유용한 검사이지만, 질병의 예후를 예측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KRAS/NRAS gene 야생형 환자에서도 anti-EGFR agent에 대한 내성을 보

이는 경우가 많은데, RAS 하부 신호전달 물질인 Raf 단백질을 만드는 gene 인 BRAF의 V600E 돌연변이가 

약제 저항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데이터가 충분하지 못하여 약제 반응

을 예측하기 위한 BRAF mutation 검사의 임상적 유용성은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며, KRAS/NRAS 돌연변이

가 없는 환자에서 추가적 시행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anti-EGFR agent 사용을 결정하는데에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생각되고 있지는 않다. BRAF mutation의 약제반응 예측 능력은 불확실한 상태이지

만, 예후 측정 인자로써의 유용성은 잘 알려져 있어서 BRAF 돌연변이가 있는 전이성 대장암 환자의 예후가 

나쁘고 전체 생존(overall survival) 또한 짧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Cetuximab과 Panitumumab은 stage I, 

II, III 대장암에서의 역할은 미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환자에서는 KRAS/NRAS genotyping 검사를 시행할 

필요가 없다.

여러 연구에서 Cetuximab과 Panitumumab은 전이성 대장암 환자에서 FOLFIRI 또는 FOLFOX와 함께 1st 

line 치료제로 사용하였을 때 추가적인 이득을 보이는 것으로 그 효과가 입증되었다.13-16 단지, cetuximab과 

FOLFOX의 병합요법은 현재까지의 데이터로는 효과가 명확하지 않으면서 부작용을 높일 우려가 있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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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의 조합은 권고되고 있지 않다. 또한 1차 치료에서 실패한 경우에도 2차 치료제로써 anti-EGFR agent를 

추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다. 다만 1차 치료에서 anti-EGFR agents를 병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치료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두 약제 모두 2차 치료에 단독 요법으로 고려될 수 

있으며, 두 약제간 head-to-head 비교 연구는 없지만 효과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두 가지 물질 모두 anaphylaxis와 같은 심각한 주입관련 반응(infusion reaction)이 각각 3%, 1%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 Cetuximab에 주입관련 반응을 보이는 경우는 Panitumumab 사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17-19

두 약제 모두 피부 독성이 있어서 피부 발진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피부 발진은 양호한 예후와 관

련되어 있다고 한다. 두 가지 약제 모두 정맥 혈전증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etuximab과 panitumumab은 모두 EGFR에 대한 항체이지만, head-to-head로 비교 연구된 적이 없고, 

항체의 isotype이 서로 다르며 다른 chemotherapy regimen과 상호작용이 서로 다를 가능성이 있어서 서로 

대체가 가능한 약제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현재의 consensus 이기도 하다. 또한 2개의 rando- 

mized phase III trial에서 biologic agent를 2개 이상 조합해서 쓰는 것은 특별히 효과는 없으면서 독성만 

증가시키는 것으로 발표되었다.20,21 따라서 현재 가이드라인에서는 anti-EGFR agent (cetuximab or panitu- 

mumab)과 anti-VEGF agent (bevacizumab)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권고하고 있지 않다.

VEGF 수용체 1과 2의 일부를 IgG1 항체의 Fc 부위에 결합시켜서 만든 재조합 단백질로써 VEGF가 VEGF 

수용체와 결합하는 것을 막아서 혈관생성을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로는 1차 치료

로 irinotecan을 포함하지 않은 항암제에 실패한 환자에서 2차 치료로제로써 FOLFIRI 또는 irinotecan과 병

합하여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보도록 권고되고 있다.22 

부작용으로는 무기력증, 감염, 설사, 고혈압, 정맥 혈전증 등이 있다.

경구로 투여하는 multi-kinase inhibitor로써 VEGF 수용체, FGF 수용체, PDGF 수용체, BRAF, KIT, RET 

등 다양한 angiogenic, oncogenic, stromal kinase에 대한 억제작용을 가지는 약제이다. 최근 발표된 연구

에서 기존 약제에 모두 반응을 보이지 않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지요법만 하는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overall survival과 progression free survival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현재까지는 모든 표준 치료

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환자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약제이다.23

부작용으로는 hand-foot skin reaction, 무기력증, 고혈압, 설사, 피부발진, 간독성 등이 있다. 

경구로 투여하는 VEGFR과 FGFR tyrosin kinase inhibitor이다. 최근 기존 항암제에 반응이 없는 KRAS 



51

KSGC

야생형 환자를 대상으로 cetuximab과 병합 투여 한 연구가 있었으며, cetuximab 단독 투여군과 비교하여 

PFS를 늘리고 약제 반응을 늘리는 효과를 보였으나 OS를 늘리지는 못하였고, 독성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보

여 적절한 치료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24

현재까지는 표적치료제의 사용에 있어서 KRAS/NRAS mutation 이외에는 뚜렷한 치료반응 예측 표지자가 

없는 상태이다. 향후 치료반응 또는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다양한 생체 표지자(Biomarker)가 개발된다면 

전이성 대장암 환자에서 표적치료제의 사용이 더욱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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