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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봉      민

I. 서    론

결장직장암(CRC)가 미국을 포함하여 국내에서도 일반 인 악성 종양과 이에 련하여 사망이 흔하게 발

생한다. 하지만 선별검사와 치료 방법의 향상으로 이 질환을 한 사망률은 과거의 30년 동안 약간 감소하

다. 조기암에 한 치료는 수술이 주된 치료이며, 많은 환자들이 adujvant치료의 응이 된다. 2008년 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ASCO)는 크게 ① 이성 CRC, ② stage II/III 결장암에서 adjuvant chemotherapy 화
학 요법, ③ 간헐  oxaliplatin과 칼슘과 마그네슘 사용에 따른 신경독성과 효능의 세 카테고리로 분류된다.

Ⅱ. 본    론

1. 전이성 결장직장암

1) KRAS Mutation Predicts Lack of Response to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Antibody

Cetuximab와 panitumumab는 이성 CRC 환자에서 임상  사용이 승인된 표피 성장인자 수용체(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EGFR)에 한 항체이다. EGFR의 리간드 결합은 RAS/RAF/MAPK, STAT, PI3K/AKT 신
호 달체계를 활성화시키며, 세포의 증식, 형성과 생존을 조 한다.

몇 개의 항-EGFR 항체 치료를 받고 있는 CRC 환자의 종양 표본의 후향  검사에서 mutated KRAS를 가

진 환자가 항-EGFR에 치료에 효과가 없었다. 이성 CRC 환자에서 KRAS를 후향 으로 분석하고 있는 3개
의 임상 연구는 이 소견을 뒷받침 해 다. 

CRYSTAL 연구는 3상 연구로서 first-line으로 5-FU, Leucovorin (LV)와 irinotecan요법(FOLFIRI)에 cetuximab
을 추가한 연구이다. 2007 ASCO에 CRYSTAL 연구 첫 보고가 있었고, FOLFIRI에 cetuximab의 추가는 response  
rate (RR) 8%의 증가와 progression-free survival (PFS) 0.9개월의 증가가 있었다. 2008 ASCO에서, Eric van Cutsem
은 CRYSTAL 연구에서 등록된 1,198의 환자 의 540명에서 보 된 종양 조직의 KRAS의 후향  분석을 발

표하 는데, mutated KRAS는 192명 환자(36%)에서 발견되었고, cetuximab를 FOLFIRI에 추가하는 것은 RR 
는 PFS를 개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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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d-type KRAS를 표 하고 있는 종양에 가진 환자에 cetuximab를 FOLFIRI에 추가하는 것은 median PFS
(9.9 vs. 8.7개월, p=0.017)과 RR (59.3% vs. 43.2% p=0.0025)를 증가시켰다. 반면에 mutant KRAS를 가진 환자

에서는 단독 FOFIRI나 cetuximab과 병합요법에서 RR 는 PFS에 증가가  없었다.
OPUS trial은 337명의 환자가 등록되었고, 이성 CRC로 환자에서 first-line 치료로 FOLFOX (5-Fu, LV와 

oxaliplatin의 요법)을 FLOFOX와 cetuximab 병합요법과 비교하는 II상 연구이다. Cetuximab이 FOLFOX에 추가

되었을 때 2007 ASCO에서 보고된 기의 소견은 RR가 증가하 지만 PFS에는 향이 없었다. 2008 ASCO에

서, Carsten Bokemeyer는 이 연구에서 233명 환자에서 종양 조직의KRAS에 한 분석을 발표하 고, KRAS  
mutation이 42%에서 발견되었다. Wild-type KRAS 종양을 가진 환자는, RR은 cetuximab을 추가한 FOLFOX군

이 61%이고 단독 FOLFOX군이 37%이다(p=0.011). 그리고 이것은 median PFS (7.7개월  7.2개월, p=0.016)의 

증가를 가져왔다. Mutant KRAS를 가진 환자에서 RR은 FOLFOX와 cetuximab (33% vs. 49%, p=0.11)에서 나빴

고, median PFS (5.5개월 vs. 8.6개월, p=0.019)도 좋지 않았다.
피부 독성은 이 에 항-EGFR 항체를 받고 있는 진행성 CRC로 환자에서 RR, PFS와 overall survival과 같

은 임상  장 과 계가 있었다. EVERST 연구는 irinotecan기반의 치료에 실패하는 환자에서 irinotecan과 병

행하여 피부 독성에 따른 cetuximab의 용량 증 가 효능을 개선할 수 있는지 결정한다. irinotecan에 cetuximab
의 표  용량 사용한 22일 후, grade 0/1 피부 반응이 있는 환자는 무작 로 cetuximab (250 mg/m2, 매주)의 표

용량에 irinotecan의 병합요법을 받거나, cetuximab (50 mg/m2
을 2주마다 500 mg/m2

까지 증가시키거나, 는 피부

독성이 Grade 2 이상)을 증가시킨다. . 
2007 ASCO에서 Sabine Tejpar는 cetuximab 용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RR을 개선하는 것을 나타냈지만, grade 

3/4 설사와 grade 2 이상의 높은 피부 독성과 나타난다고 하 다. 2008 ASCO에서 Tejpar는 이 연구에서 148
명(무작 화된 89 의 77을 포함하는 것) 환자로 부터 보 된 종양 조직에서 KRAS 상태를 후향 으로 분석

하여 발표하 고, 돌연변이는 39%로 나타났다. wild-type KRAS를 가진 환자에서 RR은 표 용량 cetuximab에
서 21.1%와 증량된 cetuximab에서 46.4% 다. 그러나 변이된 KRAS를 가진 환자에서는 두 arm에 해 효과

가 없었다. 피부발진의 정도도 KRAS 상태와 연 이 없었다. 이 소견은  피부 독성과 KRAS 상태가 항-EGFR 
항체 치료를 한 결과의 독립 인 견 인자인 것을 나타낸다.

CRSTAL, OPUS와 EVEREST로 부터의 KRAS 자료의 후향  분석은 KRAS 변이체 CRC를 가진 환자는 

항-EGFR 항체 치료로 부터 이득이 없다는 것을 보여 다. FOLFIRI에 cetuximab 추가나 first-line 치료로 FOLFO
X는 단지 wild-type KRAS 종양을 가진 환자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 인구의 chemotherapy과 더불어 생물학 

요법의 최 의 결론은 남아 있다. 

2) Worse Outcome for Combined Anti-EGFR and Anti-VEGF Antibody Therapy in the First-Line 
Treatment

반맥  내피의 성장인자 단일세포군의(VEGF) 항체 bevacizumab를 더한 Fluoropyrimidine-based chemotherapy
은 진행성 CRC가 있는 환자를 한 표  최 선의 치료다. BOND 2 연구로 부터의 자료는 irinotecan 기반의 

chemotherapy과 공동하여 bevacizumab와 cetuximab의 용법이 irinotecan 기반의 치료가 치료 항성 이성 CRC
로 환자에서 타당하고 잠재 으로 더 많이 irinotecan과 cetuximab 보다 유효한 것을 증명했다. 진행성 CRC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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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서 이  항체 치료의 역할을 기의 치료로 panitumumab의 유무에 계없이 bevacizumab와 chemotherapy  
(FOLFOX 는 FOLFIRI)를 비교하여 조사하기 해 PACCE 시험은 실시되었다. PACCE 시험의 결과는 chem
otherapy과 이  항체를 받고 있는 환자에서 RR은 증가하지만 PFS는 조하다. FOLFIRI의 하  군의 KRAS 
상태 임시 분석은 단지 wild-type KRAS 환자에서 panitumumab와 련되어 RR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 다.

2008 ASCO에서 발표된 CAIRO-2는 phase III randomized study로 진행성 CRC로 환자에서 first-line의 치료

로 EGFR과 VEGF 항체를 chemotherapy과 병행하여 역할을 검사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cetuximab의 유무

에 따라 capecitabine, oxaliplatin, bevacizumab 요법이 비교되었다. 
Median PFS는 이 항체와 chemotherapy (9.6개월) 보다 bevacizumab와 chemotherapy (10.7개월)가 하게 

감소되었다(p=0.018). 그러나 RR과 overall survival (OS)의 어떤 차이도 이 두 그룹 사이에 없었다.
mutated KRAS가 있는 환자에서 chemotherapy에 bevacizumab에 cetuximab의 추가는 하게 감소된 PFS 

(8.6개월 vs. 12.5개월, p=0.043)를 래했다. KRAS wild-type 종양에서도 PFS의 차이는 없었다. 
PACCE와 CAIRO-2 연구로 부터의 자료는 진행성 CRC의 first-line의 치료에서 항-EGFR 항체를 bevacizumab와 

chemotherapy에 추가시에 잇 이 없었다. 그리고 변이체 KRAS 종양을 지닌 환자는 bevacizumab와 chemotherapy
에 비해 이  항체와 chemotherapy에서 나쁜 결과를 나타냈다.

3) Role of Pre-operative FDG-PET in Surgical Treatment of Colorectal Liver Metastases

2-[18F] fluoro-2-deoxy-D-glucose (FDG)와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PET)에 의한 병기 결정은 개선된 임

상 리와 결과의 증거가 부족하지만 CT 스캔보다 좋다. 
Wiering 등은 외과  제를 계획하고 있는 간 이를 보이는 150명 CRC 환자를 상으로 무작 화된 

조 연구를 보고했다. 환자는 CT 상만 는 CT와 FDG-PET을 무작 화하 다. Primary endpoint는 6개월보

다 긴 disease free survival period를 래하지 않거나 양성 질환으로 명되는 모든 개복술로 정의할 수 있는 

무익한 개복술이었다. CT 상에 PET의 추가는 20%의 환자를 수술 의 양성 는 추가 인 질환과 알아냈

고, 5명(두 명의 양성 질환과 3명의 간외 질환)의 환자에 해서는 수술을 시행하지 않아도 되었다. 무익한 

개복술의 수는 PET을 시행한 군에서 28%까지, PET을 시행하지 않는 군에서 45%로부터 감소되었다. 이 연구

는 직결장암의 간 이의 외과  제를 한 검사시안에 FDG-PET의 추가가 6명  1명의 환자에서 불필요

한 수술을 피할 수 있다, 라고 결론을 내렸다. FDG-PET는 CRC 이를 해 계획된 간 제 에 일상 으로 

사용되는 것을 추천된다.

4) FOLFIRI in Patients with Resected Liver Metastasis from CRC

Chemotherapy은 CRC로부터 간 이의 완 한 제 이후 자주 투여된다. 그러나 최 의 regimen은 아직 확

립되지 않다. Marc Ychou는 CPT-GMA-301 연구로부터 비보고를 하 는데 primary endpoint를 DFS로 하고 

5-FU/LV과 FOLFIRI로 6개월간의 adjuvant chemotherapy 화학 요법을 비교하기 해 실시되었다. 이 무작 화

된 연구는 이성 질환을 해 사  치료없이 오직 간 이의 완 한 제로 306명 환자를 등록했고 irinotecan
에 기반을 둔 요법 이외의 사  adjuvant chemotherapy 화학 요법은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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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e 3/4 독성은 FOLFIRI 군에서 특히 호 구 감소증이 찰되었다. 2년의 DFS의 통계학  차이는 없었

다(5-FU/LV 46% [95% 신뢰 구간(CI) 38-54%] FOLFIRI 51% [95% CI, 42-58%]). 3-OS도 두 arm에서 차이가 없

었다(5-FU/LV 72% [95% CI, 63-79%] vs FOLFIRI 73% [95% CI, 64-80%]). 
그러나 만일 환자가 수술 후 6주 내에 chemotherapy을 시작하면 FOLFIRI arm에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경

향이 있었다(HR 0.75 p=0.18). 그러므로 최 의 요법을 정의하기 해 chemotherapy으로 생물학  약제를 통

합하고 있는 무작 화된 연구가 필요하다

2. Adjuvant chemotherapy in stage II and III colon cancer

1) The use of bevacizumab

Allegra는 수술 이후 stage II/III 결장암 환자에서 adujvant요법으로 NSABP C-08, phase III randomized study
로 2,710명 환자를 등록되었고, mFOLOX6 (12 cycle 동안 2 주마다)와 bevacizumab과 mFOLFOX6 (12 cycle 동
안 2주마다 그 후 단독 bevacizumab 14 cycle 동안 2 주마다)을 비교하여 기의 안  보고서를 보고했다. 

의미있게 높은 환자에서 chemotherapy의 10 이상의 주기를 완료하고, bevacizumab arm에서 높은  oxali
platin 용량을 받았다. bevacizumab 치료의 median 기간은 11.5개월이었다. 독성은 grade 4/5, 독성의 overall rate
는 1.0%와 1.3%의 사망을 포함하여 15.2%와 15.3%으로 두 군에서 비슷하 다. Treatment-associated mortality
(재발 후의 사망을 제외하고 는 second primary)도 무작 화 이후 6개월 는 18개월 이내로 어떤 차이도 

없었다.
독성은 bevacizumab arm에서 감각 신경병증(oxaliplatin의 높은 집  용량에 의해 기인), 고 압, 통증, 단백

뇨, hand-foot 증후군과 창상치유 합병증이 증가되었다. 이 두 arm 사이에 장의 천공, 출  는 동맥성의 

증의 차이는 없었다. 효능과 잠재  지연성 부작용을 한 Longterm 추  조사는 계속 이다.

2) Role of Oxaliplatin

Wolmark는 이 에 보고된 NSABP C-07 시험에서 최신 정보를 보고했다. 시험은 stage II와 III 결장암이 있

는 환자에서 bolus 5-FU/LV  5-FU/LV와 oxaliplatin (FLOX)로 adjuvant chemotherapy 화학 요법의 효능을 비

교하기 해 시행되었다 primary endpoint는 DFS이었다. 그리고 OS는 secondary endpoint이었다. 연구자는 200
5년 ASCO에서 5-FU/LV보다 FLOX가 의미 있게 좋은 3년의 DFS를 보고했다(76.5%, 71.6% P =0.004). 5년 OS
는 2008 ASCO에 보고하 고, 5-year OS의 개선이 FLOX (80.3%)  5-Fu/LV (78.3%)로 있었다. 그러나 통계학

으로 의미가 없었다(p = 0.061). 
NSABP C-07으로 부터의 이 소견은 2007 ASCO에서 보고된 결장암(MOSAIC)의 adujvant 치료에서 FOLFOX

에 한 다기 에 걸치는 국제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3) Microsatellite Instability

Adjuvant chemotherapy 혜택은 stage II 결장암에서는 아직도 논쟁의 여지가 있다. 
국의 QUASAR 연구는 stage II CRC가 있는 환자에서 5Fu와 LV chemotherapy는 찰에 비해 재발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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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에작은 개선(-4%)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MOSAIC의 연구에서 FOLFOX는 stage II 
결장암 환자에서 생존을 개선하지 않았다. 이것은 stage II 결장암에서 adjuvant chemotherapy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고 험군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5-FU-based adjuvant chemotherapy이 microsatellite 
불안정성(MSI)를 나타내는 stage II 는 III 결장암 환자에서 도움이 될 수 없다고 보고하 다.

2008 ASCO에서, Sargent는 5-Fu adjuvant chemotherapy 는 수술 후 치료가 없는 stage II, III 환자를 무작

화하고 있는 5개의 임상  시도로부터 491명  환자의 분석을 발표했다.. 
높은 MSI 보이는 환자는 낮은 dMMR (deficient mistmatch repair)를, MSI나 낮은 MSI 환자에서는 pMMR  

(proficient mismatch repair)의 층을 형성한다.
이 환자 에 stage II는 49%이었고 dMMR은 15% 다. pMMR이 있는 환자에서 5-Fu adjuvant therapy은 stage 

III에서 DFS와 OS의 증가가 있었다. 반 로, dMMR이 있는 환자는 stage II 는 III에서 adujvant 5-FU 치료는 

효과가 없었다.  

3. Neurotoxicity and efficacy with intermittent oxaliplatin and use of calcium and magnesium

Sensory neuropathy는 CRC에 있어 oxaliplatin-based 요법의 투여 단은  oxaliplatin 련이 있다. 2008 
ASCO에서 2개의 연구가 발표되었는데 칼슘과 마그네슘을 사용하는 략을 검사한 연구와 oxaliplatin으로부

터 신경독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oxaliplatin의 간헐 투여에 한 연구이다.
CONcePT 연구는 이성 CRC에서 first-line therapy로 지속성 는 간헐 인 FOLFOX와 bevacizumab를 받

고 있는 환자를 무작 화했다. 간헐 인 arm은 최소한 stable disease에 있는 환자의 8 cycle 후에 oxaliplatin이 

단되었고, 그 후 8cycle의 bevacizumab와 infusional 5-FU/LV 유지 요법이 재시도되거나 유지요법 동안 종양 

진행이 지속성 arm과 다른 이다. oxaliplatin 치료의 후에 정맥내의 Calcium gluconate와 황산 마그네슘(CaMg)
의 투여도 양쪽 arm의 무작 화 되었다. 

이 연구는 CaMg를 받고 있는 환자에서 임시 분석 시 하게 낮은 RR을 보여 단되었다. 그러나 이후

의 독립 인 방사선학 리뷰에서 FOLFOX와 bevacizumab의 활동에 해 CaMg로부터 유해하다는 증거는 발

견되지 않았다. 연구계획서에 따라 치료를 받았던 139명 환자의 분석은 이루어졌고 2008 ASCO에서 발표되

었다. Time to treatment failure (TTF), 시험의 primary endpoint가 간헐 인 oxaliplatin 스 이 지속성 치료를 

받는 것보다 5.6개월  4.2개월로 하게 증가되었다(HR 0.58 p=0.0025). 증 신경독성은 지속성 oxaliplatin 
arm보다 간헐 인 oxaliplatin arm (10%)에서 하게 감소되었다(24%, p=0.048). 지속성 oxaliplatin arm에서 

신경독성을 한 치료 연기 는 용량 감소는 두 번 이상이었다. CaMg 는 약은 TTF 는 PFS에 향이 

없었다. 연구자는 간헐 인 oxaliplatin 투여가 PFS의 개선없이 지속성 oxaliplatin에 비해 TTF의 개선과 연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CaMg는 FOLFOX와 bevacizumab의 효과에 향을 주지 않고 신경병증의 정도를 감소

시킨다. CONcePT 연구는 간헐 인 oxaliplatin-based 치료가 이성 CRC의 first-line의 치료로 고려할 수 있다

는 그 이상의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N04C7은 placebo-controlled 3상 연구로 디자인되어 향 으로  oxaliplatin-related 말  감각 신경독성

에 한 neuroprotectant로 CaMg의 역할을 평가하기 한 것이다. adujvant FOLFOX chemotherapy을 받고 있는 

환자는 CaMg 는 약을 받기 해 무작 화되었다. 이 연구는 CONcePT 조기 단으로 300명의 계획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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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에 단지 104명이 등록되었다. 조기 단에도 불구하고, grade 2 는 높은 신경독성은 CaMg를 받고 

있는 환자에서 한 발생의 감소가 찰되었다(22% vs. 41%, p=0.038). grade 2 는 높은 신경독성의 발  

시간 한 CaMg 군에서 지연되었다. 부가 으로 CaMg와 약군 사이에 부작용의 차이는 없었다. 
이 연구로 CRC의 adujvant요법으로 oxaliplatin-based chemotherapy과 련하여 사용될 때 CaMg는 정해진  

neuroprotective 치료로 고려되어야 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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