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3

KSGC

정     대     영

가톨릭 학교 의과 학 여의도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위장관간질종양(gastrointestinal stromal tumor, GIST)는 연부조직육종 중 두번째로 흔한 종양으로, 미국

의 통계에서는 매년 약 5,000명의 신환이 발행하고 있다.1 GIST의 병리학적 원인은 KIT (CD-117) 유전자의 

activating mutation에 의한 것이 9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2 KIT 유전자의 변이는 KIT exon 11에서 

주로 발생하며, 일부는 KIT exon 9 또는 다른 부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KIT유전자 변이 외에 PDGFRA 

(platelet drived growth factor receptor A) 유전자의 변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5-8% 정도이다. GIST의 병

인이 KIT 유전자의 activating mutation에 의한 것이 알려 짐에 따라, GIST의 치료는 KIT tyrosine kinase에 

작용하여 억제 작용을 할 수 있는 약물의 개발로 이어지게 되었다. Imatinib은 tyrosine kinase inhibitor로

서 2002년 GIST에서의 사용이 승인 되었고, 현재 GIST 치료의 표준 요법으로서 수술의 전후에 또는 절제 

불가능한 GIST에서 일차약제로 사용된다.3 Imatinib은 GIST의 치료 성적을 매우 향상시켰다. Imatinib에 대

한 반응은 종양의 유전학적 특성에 따라 달라서, exon 11의 mutation이 있는 경우는 반응률이 90%에 이르

지만, exon 9 mutation이 있는 경우에는 50%이다. PDGFRA mutation이 있는 경우에도 대부분의 환자는 

imatinib에 반응하지만, D842V variant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또한 유전 변이 없이 wild 

type의 KIT와 PDGFRA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imatinb에 대한 반응률은 0%에서 45%로 다양하다.1 최근

의 장기생존 분석에서 imatinib의 사용은 GIST 환자의 9년 생존률을 35%로 향상 시켰다. GIST의 절제 후 

adjuvant therapy로 사용한 경우에도 overall survival의 증가하였다.4 그러나 노인에서 발견되는 1차성 

imatinib 저항성, 그리고 imatinib에 장기간 노출 된 이후 발생하는 2차성 저항성은 imatinib외 다른 치료 

약물의 지속적인 연구 개발이 필요한 이유가 되었다. 이번 강의에서는 최근 경구 분자표적치료제로서 GIST

에 사용하고 있는 imatinib 외에 2차 약제와 새로운 연구 결과들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Sunitinib은 KIT 외에도 PDGFRA, PDGFRB,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VEGF) receptors 1, 2, 

and 3에 작용하는 다표적 TKI이다.5 GIST에 대해서는 imatinib 1차 치료 후 약물에 대한 저항성 또는 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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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생긴 경우 2차 치료 약제로 임상 허가를 받았다. 

Imatinib의 1차 치료에 저항성이 발생하거나 내성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sunitinib에 대한 3상 연구

에서 치료군은 위약대조군에 비하여 무진행기간을 1.5개월에서 5.7개월로 증가시켰고, 반응률은 0%에서 7%

로, 생존기간은 16.2개월에서 18.2개월로 증가시켰다.5 이 연구에서는 sunitinib의 우월한 효과가 중간 분석

에서 인정됨에 따라 위약군의 환자들이 치료군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Regorafenib (Bayer Healthcare Pharmacueticals, 스티바르가 Stivarga®)는 multi-targeted TKI로서 최근 

GIST에 대한 사용이 허가 되었다. Regorafenib은 imatinib과 sunitinib에 실패한 GIST환자에 대한 3차 약

물로 임상 허가 되었으며, 약물의 기전은 KIT와 PDGFR 외에도 VEGF 수용체에도 작용함으로서 전이성 대

장암에서 먼저 사용되어 왔다. Imatinib과 sunitib에 실패한 22명의 GIST 환자를 대상으로 한 2상 연구에서 

regorafenib은 18%에서 부분반응 또는 안정 병변을 유도하였다.6 GRID 시험을 알려진 regorafenib의 3상 

연구에서는 위약대조군에 비하여 치료군의 무진행생존이 0.9개월에서 4.8개월로 증가하였고, 6개월간 무진

행을 보인 환자가 약 38%에 이르렀으며, 반응률도 1.5%에서 4.5%로 향상되었다.7 반응군에 대한 분석에서 

regorafenib은 KIT의 변이 여부와 PDGFRA의 존재 여부에 관계없이 고른 반응을 유도하였다.8

Regorafenib 외에 GIST의 3차 치료에 사용하기 위하여 유사한 TKI 작용을 가지는 sorafenib, nilotinib, 

dasatinib이 연구 중이지만, 아직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임상 허가를 얻은 약물은 없다. Sorefenib를 

사용한 후향 연구는 반응률 10%, 안정 병변이 57%라고 보고한 바 있다.9 Nilotinib을 3차 치료로 선택한 3

상 연구는 반응률을 10%, 안정 변변을 37%로 보고하였지만, 무병생존기간의 연장은 증명하지 못하였다.3 

Imatinib에 저항성이 있는 PDGFRA D842V 변이를 가지는 GIST에 대하여 dasatinib, sorafenib, nilotinib

을 이용한 세포주 시험이 보고된 바 있으나, 아직 인체 투약의 결과가 알려진 바는 없다.10 

최근 중국에서 개발된 famitinib은 sunitinib의 구조적 유사체로서 KIT, VEGFR-2, -3, PDGFR, FLT3, 

RET 를 표적으로 하는 다표적 TKI이다. GIST를 포함한 고형암에 대한 famitinib의 1상 연구에서 일부 환자

의 부분 반응을 보고한 바 있어 향후 추가적인 임상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11 

현재까지 GIST의 항암화학요법은 TKI를 표적으로 하는 imatinib이 1차 치료로 널리 인정되고 있으며, 

imatinib에 실패한 경우 sunitinib과 regorafenib이 각각 2차와 3차 약제로 임상 허가되어 위약에 비해 생존

기간의 연장을 이끌어 내었다. 그러나 아직 다른 TKI 약물은 그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GIST에 대한 새

로운 표적으로서 heat shock protein 90, mTOR, PI3P 등이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향후 실제 임상에

서 적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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