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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mal Therapeutic Modality in Metastatic 
Colorectal Cancer
동아 학교 의과 학 내과학교실

이      종      훈

I. 서   론

최근 우리나라의 장암 발생 비율이 증하여, 2005년 국가암등록 연례보고서에 의하면, 장암의 발생

빈도가 암에 이어 2 를 차지하 고(남자 4 , 여자 4 ), 한해 동안 약 18,000명의 환자가 새롭게 발생하

다. 장암의 완치를 한 유일한 치료는 근치  제이나, 결국에는 체 환자의 50-60% 정도는 이성 

장암으로 발 하게 된다. 실제 장암의 첫 진단시에도 15-25%의 환자는 동시성으로 간 이가 동반된다는 

보고가 있으며, 이되는 주요 호발 부 는 간, 폐, 복막 순이다.
재 진행성 장암의 치료는 이가 있더라도 완 제가 가능하다면 수술  근이 이상 이라 하겠으

나, 완 제가 가능한 경우가 많지 않아 실제로는 고식  항암화학요법이 가장 보편 으로 이용되어지고 

있다. 이성  재발성 장암의 경우 표 요법은 지속정주 5-FU/LV에 oxaliplatin 혹은 irinotecan 등의 새로

운 약제를 병용하는 것이 반응률은 좋고, 부작용은 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가장 리 사용되어지고 있

다. 특히, 2000년  분자 생물학의 발달로 표 치료제인 bevacizumab  cetuximab의 도입으로 치료 성 이 

하게 발 하여 재는 앙생존기간이 약 2년에 이르게 되었다. 본 강좌에서는 재까지 이성 장암 

치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항암화학요법의 주요 약제들과 최근에 발 하고 있는 표 치료제, 그리고 수술

 치료에 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II. 고식적 항암치료

1. 5-FU & Capecitabine

5-FU는 장암 치료의 근간을 이루는 약제로서, 재까지 어떠한 단일약제도 5-FU 효능을 능가하지 못하

고 있다. 5-FU는 단독보다는 leucovorin(folinic acid, FA)과 함께 사용하거나, 혹은 지속 정주(continuous 
infusion)하는 방법으로 투여하면서 장암 환자의 삶의 질과 생존 기간이 하게 향상되었다. 그 지만 지

속 정주하는 경우 심정맥  삽입과 련된 합병증  환자의 불편함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해 

경구약제의 편리함과 유사한 효능이라는 장 을 내세워 경구용제재인 capecitabine을 이용한 복합요법도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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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 Oxaliplatin & Irinotecan-based Regimens for Metastatic Colorectal Cancer

Regimen Oxaliplatin Irinotecan Leucovorin* 5-FU, Capecitabine

FOLFOX4 85 mg/m2, D1 200 mg/m2 over 2hr

D1,2 before 5-FU 

FU 400m g/m2 bolus, then 

600 mg/m2 over 22hr D1, 2

FOLFOX6 100 mg/m2, D1 400*mg/m2 over 

2hr, D1,

FU 400 mg/m2 bolus D1, then 

2,400-3,000 mg/m2 over 46hr

mFOLFOX6  85 mg/m2, D1 400*mg/m2 over 

2hr, D1,

FU 400 mg/m2 bolus D1, then 

2,400 mg/m2 over 46hr

FOLFIRI 180 mg/m2, D1 400*mg/m2 over 

2hr, D1

FU 400 mg/m2 bolus D1, then 

2,400-3,000 mg/m2 over 46hr

Douillard# 

regimen

180 mg/m2, D1 100 mg/m2 over 2hr

D1, 2 before 5-FU

FU 400 mg/m2 bolus, then 

600 mg/m2 over 22 hr D1, 2

XELOX† 130 mg/m2, D1 capecitabine 2,000 mg/m2 

daily PO, D1-14

*levoleucovorin dose is 200 mg/m2, equivalent dose of leucovorin is 400 mg/m2

#Lancet2000;355:1041
†repeat every 3 weeks

되었으며, 2008년도에 발표된 NO16966 임상 연구는 capecitabine이 효과면에서 지속정주 5-FU를 체할 수 있는

지 검증하고자 하 다. XELOX(capecitabine + oxalipatin)와 FOLFOX-4(지속정주 5-FU/LV + oxalipatin)를 비교한 연

구에서 양군 간에 앙 질병 진행기간  생존기간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로 인해 XELOX 역시 진행성 

장암의 표 요법 의 하나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으나, capecitabine이라는 약제가 고가라는  때문에 환자설

정에는 신 해야 할 것이다.

2. Oxaliplatin & Irinotecan

재 지속정주 5-FU와 가장 많이 병용되어 사용되는 약제들의 조합으로는 FOLFOX(oxliplatin/5-FU/LV)와 

FOLFIRI (irinotecan/5-FU/LV)가 있는데, 두 가지 복합항암요법 모두 진행성 장암의 1차 인 표 요법으로 

인정되고 있다(Table 1). 2004년 발표된 FOLFOX와 FOLFIRI를 직  비교한 GERCOR 연구에서 두 가지 요법

을 1차 으로 비교하고, 질병의 진행시 서로 교차하여 2차요법으로써의 효과도 비교하 는데, 양군간의 성

의 차이는 없었다. 다만 FOLFOX 요법을 1차로 받은 환자의 22%에서 간 이의 제가 가능하 던 것에 비하

여 FOLFIRI 요법을 받은 환자는 9%에 불과하 으며, FOLFOX 요법을 1차로 받은 환자군들에 있어서는 부작

용이 심하여 2차로 FOLFIRI 요법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아 어느 약제가 1차 요법으로 더 합한가에 해서

는 아직까지는 명확한 답이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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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분자표적 치료제

1. Bevacizumab 

Bevacizumab은 암조직의 신생  생성에 필요한 여러 가지 growth factors 의 하나인 VEFG(vascular endo- 
thelial growth factor)를 억제하는 인간화된 monoclonal antibody이다. 2008년도에 발표된 NO16966 연구에서는 

이성 장암환자들을 상으로 1차 약제로 기존 약제인 XELOX 혹은 FOLFOX4에 bevacizumab을 추가하는 

것이 우월한 효과를 보 고, 한 이 에 치료를 받은 환자들을 상으로 2차 요법으로 FOLFOX4와 병용한 

요법에서도 그 효과가 증명되어 새로운 표 요법으로 제시되었다. 5-FU를 포함한 병용항암요법에 bevacizumab
을 추가할 경우 5 mg/kg을 매 2주마다 주사하며, XELOX 병용요법에 추가할 경우에는 7.5 mg/kg를 3주 간격으

로 주사하는 것이 추천되는 용량이다. FOLFOX군과 FOLFIRI군에 bevacizumab을 추가한 경우 각각의 효과에 

한 비교데이터는 아직 없는 실정이며, bevacizumab 단독요법은 FOLFOX 단독이나 FOLFOX와 bevacizumab 병합

요법에 비해 효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추천되지 않는다.

2. Cetuximab 

세포막에 존재하는 단백질인 EGFR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은 암세포에서는 세포의 증식, 이, 신
생 의 생성에 여하게 되는데, cetuximab은 EGFR에 경쟁 으로 작용하여 항암 효과를 나타내는 monoclonal 
antibody이다. 임상 연구에서는 cytotoxic effect 보다는 cytostatic effect를 보 고, irinitecan과 병용하여 상승

효과를 보 다. 최근에 발표된 CRYSTAL 연구에서 이성 장암 환자들을 상으로 FOLFIRI에 cetuximab
을 추가하는 경우 질병 진행기간, 생존기간  반응률이 의미있게 향상되었으며, 이는 KRAS 유 자의 돌연

변이가 없는 경우에서만 뚜렷하 다고 보고하고 있다. KRAS 유 자의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생

존기간이 단축된다는 연구도 있어 추천되지 않는다. 용량은 처음에 400 mg/m2
을 주입하고, 이후 매주 250 mg/ 

m2
을 주입하는 방법과, 500 mg/m2

를 2주 간격으로 주입하는 방법이 권고되고 있다.

IV. 수술 전 항암치료

이성 장암에서 수술  항암치료를 하는 목 은 첫 진단시 완 제가 불가능했던 이성 병소를 크

기를 임으로서 제 가능한 상태로 바꾸는 환항암요법(conversion chemotherapy)의 개념과 진단시 제 

가능하더라도 미세 이의 조기치료를 해,  병의 기진행에 의한 국소치료를 피하고, 항암치료 반응 정

도를 미리 평가함으로서 환자의 후와 수술 후 치료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선행 보조항암요법(neoadjuvant 
chemotheraphy)의 개념으로 시행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항암치료에 의한 간손상, 항암치료에 반응이 없어 오

히려 병이 더 진행하거나, 는 미경 으로는 암세포가 남아있지만, 상학 으로는 완 해에 도달함으

로서 수술할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놓칠 수 있다는 단 도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수술  항암치료가 계

획되면 연 된 분과들의 긴 한 조를 통한 최 의 수술  시기를 선택하는 것이 요하며, 여러 연구에서 

수술  항암치료를 시작하고 나서 8-10주 이내에 수술  치료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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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전이성 병변의 외과적 절제
 

기본 으로 장의 원발성 변병과 이된 병변의 완  제가 가능해야 응증이 된다. 장암의 첫 진

단시 간 이가 같이 발견되는 경우, 80-90%에서는 완  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수술이 불가능

한 간 이가 있는 경우 5년 생존율은 0%이지만 수술  완  제가 가능한 상태라면 최근의 보고에서는 5년 

생존율이 50% 에 이르고 있어, 수술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주 요한 포인트라 할 수 있다. 이 에는 간

내 종양의 개수와 크기에 의해 불가능했던 수술도, 수술  항암요법의 효과가 좋아지고 수술기법의 발달로 

차 수술이 가능한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수술의 응증이 되는 경우 수술 후 간기능을 유지하면서 충분한 암

세포 음성인 제연을 확보하는 것이 요하며, 단지 종양의 크기를 이는 부분  간 제나, debulking 개념은 

권고되지 않는다. 다만 간의 양엽을 침범하여 수술만으로는 완 제가 힘들지만, 수술  제와 ablation 치
료(고주  열치료 등)를 병합하여 완 제거가 가능한 이성 병변은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하지만, 재발률이 수술

 제거보다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폐 이가 있는 경우도 앞에서 언 한 내용과 같은 원칙이 용된다.

Case 1 

55세 남자 환자가 최근 체 감소와 변을 주소로 본원에서 시행한 장내시경 소견상 하행결장에 종괴가 

발견되어 조직 검사상 adenocarcinoma, moderate differentiation 소견을 보 고, 복부 CT  PET 촬 에서 간의 

S3에 약 3 cm 크기의 이성 결 이 찰되었다.

1-1. 향후 치료계획은?

원발성 종양의 제거와 함께 liver metastatectomy를 시행하고, 이후 6개월간 이성 장암에 한 병합요법

으로 보조 항암요법을 시행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 선행보조항암요법(neoadjuvant chemotheraphy)
을 2-3개월간 시행 후 완  제를 한 수술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방법의 경우 수술시 완 제가 되었다

면 단기간의 보조항암요법이나 경과 찰을 고려할 수 있다. 수술  완  제 후의 보조항암요법의 효과에 

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부분 미경 으로 잔존하는 암세포의 제거를 해 보조항암요

법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1-2. 환자는 수술적 절제와 보조항암요법(FOLFOX6)을 시행 후 NED 상태를 유지하였다. 향후 추적 검사 계획은? 

CEA 수치는 첫 2년간은 3개월마다 검사하고, 이후 3-5년간은 6개월마다 검사한다. CT 검사는 첫 2년간은 

3-6개월마다 chest/abdominal/pelvic CT를 시행하고, 이후 총 5년간은 6-12개월마다 CT 검사를 시행한다. 수술

 폐쇄병변으로 인해 장 체에 한 full colonoscopy를 시행하지 못하 다면 수술 3-6개월 이내에 full 
colonoscopy를 시행하고, 수술 에 체 장에 한 내시경 검사가 이루어 졌다면 1년 후 검사하여 이상소

견이 발견되면 1년 후 재검사, 그 지 않으면 3년 후 검사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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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환자는 재발의 증거없이 외래에서 추적 관찰 중 10개월 후 chest CT상 폐 좌하엽에 전이성 병변으로 의심되
는 소견이 새롭게 관찰되었다. 치료 계획은?

이시성(metachronous) 이성 병변도 환자의 신상태를 체크하고, PET scan을 촬 하여 수술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에 항암치료를 받았던 환자에서 경과 찰  새로운 이성 병변이 찰되는 경우, 수
술  제가 가능하면 수술 후 보조 항암요법을 시행하고, 수술  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고식  항암요법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때 보조 항암요법을 마치고, 12개월 이내에 새로운 병변이 발견

되는 경우 약제의 변경을 권고하고 있다.(FOLFOX <-> FOLFIRI/±bevacizumab)

Case 2

48세 남자로 2개월간 지속된 복부 불편감으로 내원하 다. 본원에서 시행한 장내시경 검사상 구불결장

에 내강으로 돌출하는 양상의 용종성 종괴가 찰되어 시행한 조직 검사상 adenocarcinoma, moderrate differen- 
tiation 소견을 보 고, 복부CT  PET 촬 에서 간의 양엽에 다양한 크기의 다발성 이 소견과 폐 하엽에도 

이성 결 이 찰되었다.

2-1. 이 환자는 수술적 절제가 불가능하여 고식적 항암치료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적절한 약제의 조합은?

재 수술이 불가능한 이성 장직장암의 표 치료는 복합 항암요법으로 FOLFOX, FOLFIRI, CapeOX
이 이용되어져 왔으며, 최근에 분자표  치료제인 bevacizumab, cetuximab이 추가됨으로써 의미있는 생존율의 

향상을 가져왔다. 2008년에 발표된 총 1,401명의 XELOX, FOLFOX4 복합요법을 받는 이성 장직장암 환

자들에서, bevacizumab을 추가한 군과 placebo를 추가한 군을 상으로 한 무작  연구에서 bevacizumab을 추

가한 군에서 placebo 군보다 progression free survival이 의미있게 증가하 으며(9.4개월 vs 8.0개월, p=0.023), 
통계  유의성은 없었지만 median overall survival 역시 증가하는 소견을 보 고(21.3개월 vs 19.9개월, p= 
0.077), response rate는 양군간에 유사하 다. Cetuximab의 경우에서도 기존의 irinotecan을 포함한 치료에 실패

한 환자에서 cetuximab/irinotecan 병합치료군과 cetuximab 단독 치료군을 비교한 BODD 임상시험에서 반응률

(22.9% vs 10.8% p=0.007)과 진행까지의 기간(4.1개월 vs 1.5개월, p<0.001)에서 우월함을 보인다고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 cetuximab이 효과를 보기 해서는 KRAS gene의 mutation이 없어야 한다는 보고가 있다.

2-2. 이 환자는 bevacizumab과 FOLFOX6 병용요법을 2주 간격으로 시행하였으며, 9차까지는 stable 
disease를 유지하였으나, 12차 치료 후 시행한 복부CT 소견에서 progression disease로 진단되어 
FOLFIRI로 약물을 교체하였다. 약물교체 후에도 계속 bevacizumab을 병합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이슈 의 하나가 bevacizumab이 포함된 1차 요법에 실패한 경우에도 계속해서 beva- 
cizumab을 사용할 것인가에 한 것이다. 2004년부터 시작된 후향  연구 BRiTE에서 bevacizumab이 포함된 1
차 요법에 실패한(progression disease) 총 1,445명의 환자를 상으로 시행한 2차 요법에서도 계속해서 beva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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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mab을 사용한 군이 그 지 않은 군보다 생존기간이 향상됨을 보 고(31.8개월 vs 19.9개월), multivariate 
analyses 상에서도 bevacizumab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이 생존기간을 증가시키는 강력한 독립인자가 됨을 보

고하 다.

VI.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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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보다는 증상 완화 는 병의 진행 방지에 치 하게 되며, 가능한 오랫동안 체 생존기간을 연장시키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데 목 을 두게 된다. 최근 oxaliplatin  irinotecan, 분자표  치료제인 bevacizumab, cetu- 
ximab의 도입과 수술기법의 발달로 치료성 이 하게 발 하고 있다. 향후 새로운 기 의 항암제  분

자표 치료제의 개발, 환자의 유  변이에 따른 맞춤 치료법의 도입 등으로 치료 성 이 더욱 향상될 것으

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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