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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 for Solving Practical Problems in Chemotherapy; Case Simulation
- Colorectal Cancer -

동아 학교 의과 학 내과학교실

이      종      훈

장암은 국내에서 3번째로 흔한 암으로 알려져 있다. 2007년 미국에서는 112,340명의 장암 신환자가 

발생했으며, 같은 해 52,180명의 환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특히 이성 장암 환자의 체 생존기간

이 과거에는 11～12개월 정도 으나, 새로운 약제가 개발되면서 앙 생존기간의 평균값도 두 배로 향상되

어 2년 이상 생존할 수 있게 되었다.
장암의 치료 약제로는 fluoropyrimidines, irinotecan, oxaliplatin 등이 사용되어 왔으나, 이들을 어떻게 조합

하고 언제 어떤 순서로 투여하는 것이 가장 한 지에 해서는 아직 정립된 바가 없다. 아마도 장암의 

유 학  다양성 때문에 개개인에 해서도 각기 다른 치료 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향후에는 생물학  

표지와 임상  특징에 의해 치료 방법의 선택이 좌우될 것이다. SEER에서 1991년부터 2000년까지 119,363명
의 장암 환자를 상으로 5년 생존율을 조사한 결과, stage I; 93.2%, stage IIA; 84.7%, stage IIB; 72.2%, stage 
IIIA; 83.4%, stage IIIB; 64.1%, stage IIIC; 44.3%, stage IV; 8.1%로 나타났다. 여기서 병기와 후 간의 불일치

를 보여주는데, stage IIIA 환자가 stage IIB 환자보다 생존율이 높은 것은 보조  화학치료를 실시하는 등의 

요소가 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Stage I 대장암의 치료

보조  화학치료를 해야 한다는 데이터가 부족하다.

　
Stage II 대장암의 치료

T3N0M0인 환자에서 고 험군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보조  치료를 해야한다는 데이터는 없다. T3-4N0M0
인 환자에서 T4 병변으로 stage IIB, poor histologic grade (grade 3-4), peritumoral lymphovascular involvement, 진
단 당시 obstruction, localized perforation, positive or indeterminate margins, 12개 미만으로 lymph nodes를 얻은 

경우를 고 험군에 포함시키며, 이는 후가 좋지 못할 것으로 보고 보조  화학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치료 

약제는 5-FU/LV/oxaliplatin, single agent capecitabine, 5-FU/LV를 권한다. 그러나 아직은 고 험 stage II 환자가 

화학치료에 더 잘 반응한다는 증거는 없다. 더욱이 체 생존기간에서 5% 이상 연장을 보이지 않았다.
SEER 연구를 보면 stage II 환자에서 보조  화학치료를 받은 군과 그 지 않은 군을 비교한 결과 5년 생존 

가능성(78% vs 75%), 생존에 한 hazard ratio가 0.91 (95% CI, 0.77-1.09)로 양군 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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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III 대장암의 치료

European MOSAIC 연구에서 stage II와 stage III 환자에서 FOLFOX4의 효과를 5-FU/LV와 비교하 다. Stage III 
환자에서 4년 disease-free survival (DFS)이 5-FU/LV가 61.0%, FOLFOX4가 69.7%로 나타났다. Stage II 환자에서 4
년 disease-free survival (DFS)이 5-FU/LV가 81.3%, FOLFOX4가 85.1%로 나타났다. Stage II, III 환자를 상으

로 FLOX (bolus 5-FU/LV/oxaliplatin)와 FULV (bolus 5-FU/LV)를 비교한 NSABP Protocol C-07에서 3년 DFS이 

76.5%와 71.6%로 나타나, FULV에 oxaliplatin을 병합하는 것이 stage II와 III 환자에서 3년 DFS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결론 지었다. FLOX는 감각신경계 부작용, 설사, 탈수 등이 FULV보다 더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다른 연구에서는 FOLFOX보다 grade 3-4 설사의 빈도가 훨씬 높았다.

Stage II와 III 환자를 상으로 5-FU/LV 치료를 실시한 후 보조  치료의 잇 을 알아보는 연구들에서 stage 
III 환자들에게 보조  화학치료의 잇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 후 보조  화학치료로 5-FU/LV/oxaliplatin, 
single agent capecitabine, 5-FU/LV을 권고한다.

　
전이성 대장암의 치료

이성 장암의 항암치료는 임상 인 상황에 따라 그 목 이 달라질 수 있다. 개의 경우 완치에 목

을 두기 보다는 증상 완화에 치 하게 되며, 가능한 오랫동안 체 생존기간을 연장시키고 삶의 질을 유지하

는 데에 목 을 둔다.
기 치료로 단일요법은 권하지 않는다. FOLFOX, XELOX, FOLFIRI와 같은 2가지 약제의 병합요법을 추

천한다. 이 조합이 효능과 독성 측면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Infusional 5-FU를 신하기 해 경구 약제인 capecitabine에 한 연구가 있었다. Bolus 5-FU/LV과 capecitabine 

단일요법(capecitabine 1,250 mg/m2 twice daily for 14 days)을 비교한 2개의 3상 연구 결과, capecitabine에서 반

응률(response rate)이 더 높았고, 진행하기까지의 기간(time to progression; TTP)과 체 생존기간은 유사한 것

으로 나타났다. 부작용은 백 구 감소증, 막염, 오심, 탈모가 게 발생했으며, hand-foot syndrome, 고빌리

루빈 증이 더 높게 발 되었다.
경구 약제의 편리함과 유사한 효능이라는 장 을 내세워 XELOX와 FOLFOX를 비교하게 되었다. 5개의 3

상 연구가 수행되었고, 그 결과 반응률 진행하기까지 생존한 기간(progression-free survival; PFS), 체 생존 

기간에서 XELOX가 FOLFOX에 비해 뒤지지 않았다. 한 연구에서는 XELOX와 FOLFOX4 사이에서 PFS(8개
월과 8.5개월), 체 생존기간(17.7개월과 18.8개월)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장암 치료에 있어 infusional 
5-FU를 해 심정맥 카테터 삽입이라는 불편함을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겠지만, capecitabine의 사용으로 

그런 을 희석시킬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약제가 고가라는  때문에 환자 설정에 신 해야 할 것이다.
FOLFOX를 신해서 XELOX가 유용하다는 결론이 났는데, 그 다면 FOLFIRI 신한 XELIRI의 결과는 

어떨까? BICC-C 3상 연구(irinotecan과 fluoropyrimidine의 투여 방법을 달리 하여 병합한 군-infusional 5-FU[FOLFIRI], 
bolus 5-FU [modified IFL], capecitabine [XELIRI]-간의 비교)에 의하면 FOLFIRI가 효능과 독성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반면에 XELIRI는 modified IFL과 유사한 효능이 있었으나, grade 3/4의 부작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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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설사(48%), 오심(18%), 구토(16%), 탈수(19%)로 나타났다. 그래서 XELIRI는 기 치

료로 추천하지 않으며, FOLFIRI를 신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North Central Cancer Treatment Group (NCCTG)/US Intergroup trial N9741에서 IFL (weekly bolus 5-FU/LV 

plus irinotecan)와 FOLFOX4를 비교하 다. 그 결과 모든 효능과 독성 측면에서 FOLFOX4가 더 우수한 결과

를 보여주었다. 생존기간(19.5개월 vs 15개월), 반응률(45% vs 31%), TTP(8.7개월 vs 6.9개월)이 유의하게 차이 

있었다. 이 연구 결과를 배경으로 미국에서는 modified FOLFOX6가 리 사용되고 있다. Bolus IFL에서 infu- 
sional 5-FU로 바꾼 FOLFIRI와 FOLFOX6를 비교한 3상 연구에서는 두 그룹 모두 효과에 차이가 없었다. 
FOLFOX4와 FOLFIRI를 비교한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확인되었다. 이로서 진행성 장암의 1차 치료로

는 FOLFOX와 FOLFIRI가 추천된다.
　

Table 1. Irinotecan and oxaliplatin-based regimens for metastatic colorectal cancer

Regimen Irinotecan Oxaliplatin Leucovorin 5-FU/Capecitabine

FOLFIRI[1] 180 mg/m2 d1 400 mg/m2 over

2 hr d1
FU 400 mg/m2 bolus d1, followed by 
2,400～3,000 mg/m2 over 46 hours, 
continuous infusion

Douillard 
regimen[2]

180 mg/m2 d1 100 mg/m2* over

2 hr d1, 2 before 5-FU
FU 400 mg/m2 bolus then 600 mg/m2 
over 22 hours d1, 2

FOLFOX4[3]  85 mg/m2 d1 200 mg/m2# over 2 hr 
d1, 2 before 5-FU

FU 400 mg/m2 bolus then 600 mg/m2 
over 22 hours d1, 2

FOLFOX6[1] 100 mg/m2 d1 400 mg/m2 over

2 hr d1
FU 400 mg/m2 bolus d1, followed by 
2,400～3,000 mg/m2 over 46 hours, 
continuous infusion

Modified 
FOLFOX6[4]

 85 mg/m2 d1 400 mg/m2 over

2 hr d1
FU 400 mg/m2 bolus d1, followed by  
2,400 mg/m2 over 46 hours

XELOX[5] 130 mg/m2 d1 Capecitabine 2,000 mg/m2 daily d1 to 
14

XELOX[6]  85 mg/m2 d1 Capecitabine 2,000 mg/m2 daily d1 to 
14

*The l-isomer: When using the d, l racemic mixture available in Korea, the dose is 200 mg/m2

#The l-isomer: When using the d, l racemic mixture available in Korea, the dose is 400 mg/m2

1. Tournigand, C, et al. J Clin Oncol 2004;22:229.

2. Douillard, JY, et al. Lancet 2000;355:1041.

3. Goldberg, R, et al. J Clin Oncol 2004;22:23.

4. Modified FOLFOX6 widely used but not published. (Saltz, L; Systemic therapy for metastatic colorectal cancer. 
PPO Updates 2006;Vol 20, number 1.)

5. Hochster, HS, et al. J Clin Oncol 2005;23:254a.

6. Comella, P, et al. Cancer 2005;104: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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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vacizumab

Bevacizumab(Avastin)은 VEFG-A(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A)를 억제하는 monoclonal antibody로서, 
장암의 1차 치료로 bolus IFL에 bevacizumab을 추가한 군과 IFL군 간의 연구 결과, 반응률(45% vs 35%), 

TTP(11개월 vs 6개월), 체 생존기간(20.3개월 vs 15.6개월)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 으며, 그 이후 재발성 

장암 치료의 1차  2차 약제로 사용하게 되었다. Bevacizumab은 5-FU based regimen에 병합하여 1차 약제로 

리 사용하게 되었고, US Intergroup N9741 trial에서 bolus IFL보다 FOLFOX와 병합하는 것이 낫다고 보고한 

이후 제 로 설계된 연구없이 주로 FOLFOX에 병합하여 사용하 다.
2006년 TREE 연구에서 FOLFOX, XELOX, bolus 5-FU/LV와 bevacizumab 병합한 군과 그 지 않은 군 간

의 비교가 있었다. 5-FU backbone의 종류에 계없이 bevacizumab을 병합한 모든 환자에서 10% 정도 반응률

이 증가했고, TTP가 2개월 향상되었고, 앙 생존기간이 24.4개월(vs 18.2개월)로 나타났다. 그리고 각각의 5-FU 
backbone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체 생존기간의 차이가 FOLFOX에서 26개월과 19.2개월, XELOX에

서 27개월과 17.2개월, bolus 5-FU/LV에서 20.7개월과 17.9개월로 나타나 bolus 5-FU/LV에서 가장 효과가 

을 것으로 추정한다.
BICC-C 3상 연구에서는 1차 치료로 irinotecan-containing regimens과 bevacizumab 병합 유무에 따른 차이를 

연구하 다. 그 결과 FOLFIRI가 modified IFL 는 XELIRI에 비해 효능과 안 성 측면에서 우수했다. PFS에
서 FOLFIRI가 7.6개월로서 modified IFL 5.8개월, XELIRI 5.7개월에 비해 월등히 앞섰으며, bevacizumab을 병

합한 경우에는 9개월까지 증가하 다. 1차 치료에 있어 재까지 FOLFOX와 FOLFIRI 간의 차이는 없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bevacizumab을 병합한 경우에 해서는 아직 데이터가 없는 실정이다.
Eastern Cooperative Oncology Group (ECOG)에서는 bevacizumab 없이 1차 치료한 이후 재발한 환자를 상

으로 FOLFOX4 단독치료와 FOLFOX와 bevacizumab 병합치료를 비교한 결과, 앙 생존기간에서 10.7개월과 

12.5개월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Bevacizumab 단일요법은 FOLFOX 단독이나 FOLFOX와 bevacizumab 병합요법

에 비해 효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서 bevaciumab 단일요법은 추천하지 않는다.

Cetuximab

Cetuximab (Erbitux)은 EGFR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에 작용하는 monoclonal antibody로 단일제제

와 irinotecan에 병합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연구되었다. Irinotecan에 치료 실패한 57명의 환자를 상으로 open- 
label 2상 연구를 실시하여 cetuximab 단독 사용군에서 9%의 부분 해율을 보 다. Irinotecan 치료에 실패한 

환자를 상으로 한 2차 치료제로서 cetuximab의 병합효과를 알아보는 연구가 있었다. 그 결과 irinotecan과 

cetuximab 병합치료군이 22.9%의 반응률을 보 고, cetuximab 단일치료군은 10.8%의 반응률을 보 다. 그러므

로 1차 치료가 실패한 환자에서 2차 치료로서 cetuximab과 irinotecan 병합치료를 추천한다.
표  치료제는 고가이기 때문에 환자 선택이 요하다. 어떤 환자에게 좀 더 나은 치료 효과를 보일 수 

있을지 측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immunohistochemistry에 의해 EGFR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는 것

이 약제의 반응을 측할 수 있으리라 보이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EGFR positive 환자의 소수에서만 반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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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EGFR negative 환자에서도 객 인 반응을 보인 몇몇의 보고가 있기 때문이다. EGFR 신호체계에서 

과발 되는 유 자  K-ras가 cetuximab에 한 반응을 측할 수 있는 인자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치료 약제의 부작용

Capecitabine을 사용한 환자에서 creatinine clearance가 감소할 경우 hand-foot syndrome의 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특히 북미 환자들에서 더 많은 빈도로 보고하며, 이는 용량을 조 해야 할 독성으로 

본다. Irinotecan의 부작용으로는 설사, 탈수, 심각한 백 구 감소증을 보고한다. 그리고 UGT1A1 (uridine diphosphate- 
glucuronyl transferase1A1)에 의해 사되므로 UGT1A1의 결핍이 있는 경우 unconjugated hyperbilirubinemia가  

생길 수 있으므로 Gilbert’s disease나 빌리루빈이 상승되어 있는 환자에서는 주의를 요하며, 감량하여 사용할 

것을 권한다. Oxaliplatin은 말  감각신경병증의 빈도를 증가시킨다. 이런 부작용을 경감시키는 방법으로 투

여 시기를 조 하는 방법을 권한다. 감각신경병증이 심각한 경우에는 치료 시작한지 3개월 이후에는 oxaliplatin
을 제외시켜 질병이 진행할 때까지 남은 5-FU/LV만으로 치료를 유지할 것을 권한다. 신경병증을 심하게 경

험한 환자에게는 더 이상 oxaliplatin을 투여하지 않지만, 신경 손상의 진행이 없다면 재투여를 고려할 수 있다.
Bevacizumab은 심각한 합병증을 래할 수 있다. Bevacizumab이 병합된 군에서 창상 치유기간이 길어지

는 빈도가 증가하 다. 이 약의 반감기가 20일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bevacizumab 투여한 후 어도 6～8주 

이후에 major surgery를 실시할 것을 권한다. 이 밖에도 노인 환자에서 뇌 질환  상동맥질환의 빈도가 

높았다. 출 의 부작용이 있어 최근에 객 의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을 권고하며, 장 의 

천공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Cetuximab은 정맥 주입 시에 아나필락시스(3%) 같은 심각한 부작

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특별한 상황에서의 치료

1. 만성 B형 간염의 치료

화학요법를 시작하기 에 HBsAg을 확인한다. HBsAg 양성이면 화학요법을 시작하기  혹은 그 이 부

터 항바이러스제 투여를 고려할 수 있다.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할 때 AST/ALT가 정상인 경우, 즉 방 목

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화학요법 종료 후 3～6개월 동안 항바이러스제를 지속 으로 투여한 후 단한다.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할 때 만성 B형 간염으로 AST/ALT가 비정상인 경우에는 만성 B형 간염의 치료 지침에 

따른다.

2. 치료 후 추적 관찰

장암의 제술 등의 근치  치료 후 추  찰은 치료의 합병증을 검사하고, 제 가능한 재발 병소를 

발견하고, 더 진행하기 에 새로운 이 병소를 확인함으로써 환자를 안심시키는 데에 목 이 있다. 18개의 

규모 연구 결과 재발 환자의 80%가 수술 후 3년 이내에 발생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재발 부 를 

극 으로 치료한 환자에서 수술한 와 생존 가능성이 높게 보고되었다.



이종훈: Colorectal Cancer

88

대한소화기항암학회

NCCN guideline에 따르면, 잔재 병소가 없는 Stage I-III 환자의 경우에는 병력 청취, 신체 검사  CEA 검
사를 최  2년 동안 3～6개월마다 검사하고 남은 5년 동안 6개월마다 검사할 것을 권고한다. 장내시경은 수

술 후 1년 이내(장폐쇄 병변으로 인해 수술 에 검사를 못 한 경우에는 3～6개월 이내)에 실시하고 용종이 

없다면 3년 이내에 재검한 후 5년마다 추  검사를 한다. 만일 첫 내시경 검사에서 비정상이었다면 1년 후에 

재검하고, 그 후에 용종이 없다면 3년 이내에 검사하고 그 후에는 5년마다 추 할 것을 권고한다. 고 험군

(perineural or venous invasion of tumor or poorly differentiated tumors)의 stage III 환자에서는 3년 동안 매년 chest, 
abdominal, pelvis CT scan을 할 것을 권고한다. PET scan은 정례 으로 할 필요는 없다. 근치  제술이나 보조

 화학요법을 받은 stage IV NED (No evidence of disease) 환자의 경우에는 상기 기술한 내용과 유사하지만 보

다 더 자주 검사해야 한다는 만 다르다. 보조  화학요법 이후에 chest, abdominal, pelvis CT scan은 첫 2년 동

안 3-6개월마다 실시하고 이후에는 5년 동안 6～12개월마다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수술하기 에 CEA가 높았

던 환자에서는 첫 2년 동안 3개월마다 검사하고, 이후에는 3～5년 동안 6개월마다 검사할 것을 권고한다.
수술 이후에도 CEA가 상승한 경우에는 장내시경을 비롯해 chest, abdominal, pelvis CT scan을 실시한다. 

검사가 정상이라면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3개월마다 검사를 반복한다. CT가 음성일 때 PET scan은 isolated 
metastases를 결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blind” laparotomy or laparoscopy는 추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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