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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 치료의 복합 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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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yps that contain carcinomatous changes that are confined to the mucosa (carcinoma-in-situ or severe dysplasia) 
do not have metastatic potential and are adequately treated with complete polypectomy or endoscopic mucosal 
resection. If deep invasion into the stalk has occurred or if adverse features (such as lymphatic invasion, or positive 
margins) are present, then en bloc colectomy is indicated. For lesions in the mid to upper rectum, a low anterior 
resection is the treatment of choice. To decrease the risk of local recurrence, patients should undergo optimal pelvic 
dissection with sharp mesorectal excision. Patients with pathologic lymph node-negative T3 or T4 lesions or any 
lymph node-positive cancer should receive preoperative or postoperative combined modality therapy. A major goal 
of preoperative therapy is to decrease the volume of the primary tumor and thus enhance sphincter preservation. 
For resectable colon cancer, the surgical procedure of choice is colectomy with en bloc removal of the regional 
lymph nodes. Laparoscopic colectomy has been advanced as an approach to the surgical management of colon cancer. 
Recently, the outcomes of cancer from a randomized trial comparing laparoscopically assisted and open surgery for 
curable colon cancer was reported. After a median of 4.4 years follow-up, similar cancer recurrence rates were 
observed in the two groups. The current management of disseminated metastatic colon cancer uses various active 
drugs, both in combination and as single agents: 5-FU/leucovorin, irinotecan, oxaliplatin, capecitabine, bevacizumab, 
and cetuximab. The choice of therapy is based on consideration of the type and timing of the prior therapy that 
has been administered and the differing toxicity profiles of the constituent drugs. As primary therapy for metastatic 
disease in a patient with good tolerance to intensive therapy, combination therapy consisting of fluoropyrimidines: 
FOLFOX (oxaliplatin, infusional fluorouracil, and leucovorin) or FOLFIRI (irinotecan, infusional fluorouracil, and 
leucovorin), with or without bevacizumab; bolus 5-FU/leucovorin/irinotecan with bevacizumab; 5-FU/leucovorin with 
bevacizumab were recommened. (Intest Res 2007;5:12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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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장암의 병기는 후의 측뿐만 아니라 수술 후 

신  항암화학요법의 상을 결정하는 데 요한 

지표가 된다. 1기의 경우에는 수술만으로도 완치가 가

능하나 2기의 경우 5년 생존율은 70% 정도이고 주  

림 에 이가 된 3기는 5년 생존율이 50% 미만으

로 치료성 이 속하게 감소되어 2-3기의 장암에

서는 수술 후 보조화학요법이 필요하다. 이성 병변

을 가지는 4기의 경우에는 간에 제한 으로 이가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완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증

상 완화  생존기간 연장을 해서 항암화학 요법을 

시행하게 된다. 다른 소화기암에서와 마찬가지로 

재 수술 수기에 따른 생존율의 향상은 한계 에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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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느낌이다. 한편 최근에는 내시경 수술이나 복강경 

수술 등으로 축소수술이 개발되었고 항암화학요법에 

있어서는 1996년 irinotecan이 개발된 이후 표 치료

제 등의 새로운 항암제가 개발되어 표 치료가 새로

이 정립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어왔다. 장암의 치료

가 최근 어떻게 변화하 는지에 해 내시경 치료, 복강

경 수술, 새로운 항암제를 포함하여 정리하여 보았다. 

본    론

1. 장암의 내시경 치료 - 내시경 막 제술 

1) 조기 장암의 정의  분류

  조기 장암은 조기 암과 같이 림  이와 

계없이 암의 침윤 정도가 막층이나 막하층에 국

한된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조기 장암  암

이 막층에만 국한된 경우에는 조기식도암이나 조기

암과는 달리 주  림  이가 거의 없어 내시경 

제술로 근치가 가능하므로
1,2 최근에는 막층에만 

국한된 암을 비침습암(noninvasive cancer), 막하층

까지 침습된 암을 침습암(invasive cancer)으로 나 어 

부르기도 한다. 

2) 조기 장암에서의 내시경 제술의 응증

  내시경 제술을 이용한 조기 장암의 근치술에는 

원격 이나 림  이가 없는 국소  암이어야 하

며 침윤의 깊이가 내시경 막 제술로 완  제가 

가능한 범  내에 국한되어야 한다.3 따라서 응증은 

조직학 으로 분화가 비교  좋은 선암 에 암의 침

윤 깊이가 막암이거나 혹은 막하층의 상층 1/3에
만 아주 경미하게 침윤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암들은 거의 모두 원격 이나 림  이

가 없는 국소암으로 내시경 특징은 부분 함몰형 경

우는 직경 0.5-1 cm 이하, 편평 혹은 표면 융기형인 경

우에는 2 cm 이하, 융기형이나 측방발육형인 경우에

는 3-4 cm 이하의 크기를 가지면서 non-lifting sign이
나 막 주름의 집   공기량에 따른 형태변화의 소

실, 생검 겸자로 러보았을 때 단단한 느낌, 깊은 함

몰이나 V형의 선구 형태 등이 없는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조기 장암의 소견을 보이는 경우에

는 내시경 제술의 응증이 되며 내시경 치료로 충

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막하층까지 침윤한 침

습암의 경우에는 3-16%에서 림  이가 동반되므

로 내시경 치료 후 림  이를 견하게 하는 인자

인 막하층의 침윤 정도와 세포분화도  맥  침습 

여부를 검토하여 추가  장 제술을 평가하게 된다.4 
따라서 조기 장암에서 내시경 치료를 계획하기에 

앞서 막하층의 침윤 정도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

다면 림  이의 험성이 낮은 환자를 선별하여 

근치 인 내시경 치료를 시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림

 이의 험성이 높은 환자에서는 바로 장 

제술을 시행함으로써 복 치료를 피할 수 있다. 하지

만 침윤의 깊이를 치료 에 정확하게 정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병변의 장벽 침윤 정도를 확인

하기 해서는 음  내시경을 시행하거나 확  

장내시경으로 pit pattern을 확인하는 방법, 막하 생

리식염수 등을 주사하여 막의 lifting 유무를 확인하

는 방법 등이 있다. 

2. 복강경 수술

  외과 역에서 복강경 수술이 술 후 빠른 회복, 동통

의 감소와 미용 효과 등 여러 장 을 가지면서 지 까

지 약 15년간 장수술에 용되어 왔지만 그 속도는 

복강경 담낭 제술과 같이 빠르지 못하 다.5 왜냐하

면 복강경 장수술이 기술면에서 어렵고 매우 가

른 학습곡선을 가지고 있어 손쉽게 근할 수 없고,6 

부분의 응증에 해당하는 악성 종양 수술에서 종

양학 인 안정성에 한 믿음이 불확실하 기 때문이

다.7 특히 기 연구에서 높은 투 침 부  재발은 복

강경 수술의 확산에 걸림돌이었다. 그러나 차츰 경험

이 쌓인 몇몇 술자들이 결장암 치료에 복강경 수술이 

개복수술과 동일하게 안 하며 술 후 환자 회복에 의

미 있는 장 을 보인다는 결과를 보고하 고, 이후 

규모 단일기  혹은 다기  향 비교연구가 이루어

졌다.8,9 이들의 결과에서 복강경 수술이 개복수술과 

비교하여 재발률  생존율에서 차이가 없으며(Fig. 
1), 수술 후 회복이 빠르고 입원기간이 짧고 진통제 요

구량이 다는 보고들에 따라 개복 수술을 체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으로 인정되었고, 재는 보다 진행

된 결장암 환자에게로 응증을 넓 가고 있다. 

3. 방사선 치료 

  장암에서의 방사선 치료는 개 직장암에서 이루

어진다. 직장은 골반 내에 치하고 주변 장기와 매우 

인 해 있어서 직장암의 외과 제 시 충분한 제연

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특히 하부 직장은 장막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아서 근층을 침범한 암세포의 

한 방어막이 없다. 따라서 결장암에 비해 근치 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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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comparison of laparoscopically assisted and open colectomy for colon cancer - overall survival and incidence

of recurrence among patients with colon cancer of all stages.

이후 국소 역 재발이 빈번한데 장벽의 침범 여부와 

림  이 유무에 따라 15-67%에서 국소재발이 발

생한다.10,11 근래 보다 근치수술 방법인 직장간막

제술이 보편화되면서 국소재발률을 낮출 수 있었

다.12,13 아울러 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등 보조치료

의 개발을 통해 생존율을 증가시키고 나아가 삶의 질

을 향상시키기 한 많은 노력을 해왔다. 수술  는 

수술 후 방사선 요법 는 항암요법과의 병용에 한 

연구 결과들을 검토한다.

1) 수술 후 보조요법

  (1) 수술 후 방사선치료: 수술 후 방사선치료의 장

은 제된 조직으로부터 정확한 병기를 알아내어 방

사선치료와 항암화학요법이 필요한 상 환자를 선별

할 수 있어 과잉치료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술 

후 방사선치료에 한 연구는 주로 미국을 심으로 

이루어졌으며 T3-4 는 림  양성인 환자를 상

으로 한 임상연구에서 조군에 비하여 국소재발을 

감소시킬 수 있음이 제시된 이후 여러 무작 연구가 

시도되었다. Medical Research Council (MRC), Natio-
nal Surgical Adjuvant Breast and Bowel Project 
(NSABP) R-01 연구에서는 방사선 치료가 국소 재발

률을 감소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경향을 보 지만
14,15 

생존율을 향상시키지는 못하 다. 그러나 연구 상 

환자 수가 불충분하거나 방사선 치료가 분리되어 시

행되었고 수술 후 정시기가 지나 방사선치료를 시

행하 거나 계획된 방사선량이 조사되지 못한 환자가 

많았던 경우 등이 단 으로 지 되고 있다. 

  (2) 수술 후 항암화학방사선 치료: 직장암의 수술 

제 후 보조 으로 방사선치료와 항암화학요법을 병합

하는 근거로, 방사선치료와 함께 5-Fluorouracil (5-FU)
을 투여하면 방사선 치료에 의한 세포 괴 능력을 항

진시켜 국소종양 치료가 보다 효과 이라는 것과 항

암화학요법으로 원격장기의 미세 이 병소를 치료하

고자 하는 것이다. 1969년 Mayo Clinic은 재발 혹은 

제가 불가능한 직장암에서 방사선치료와 5-FU의 

병합요법으로 약 조군에 비하여 증상 완화, 생존

율 향상을 보고하 다.16 이와 같은 결과를 토 로 수

술 후 항암화학방사선치료의 효과를 알아보기 한 

무작 연구가 미국을 심으로 시작되었다. 보조요법

의 효과를 증명한 표 인 연구로 Gastrointestinal 
Tumor Study Group (GITSG) 7175, Mayo/North Cen-
tral Cancer Treatment Group (NCCTG) 79-47-51 연구

가 있는데 항암화학방사선 치료가 국소재발과 원격 

이를 감소시키고 5년 무병생존율과 생존율도 향상

시켰다.17,18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1990년 미국

국립보건원은 병기 2-3기 직장암 환자에서 수술 후 항

암화학방사선치료를 표 요법으로 권고하 다. 그러

나 그 후 NSABP R-01 연구, NSABP R-02 연구, 
GITSG 7180 연구, Mayo/NCCTG 86-47-51 연구, 
Intergroup 0144 등에서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여 아직

까지 직장암 수술 후 방사선 치료에 최 의 항암화학

요법을 추천하는 것은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투

약의 편리성을 고려한다면 5-FU±leucovorin (LV)을 

임상에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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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술  보조요법

  (1) 수술  방사선치료: 수술  방사선치료의 장

은 수술 후 방사선치료에 비하여 액공 이 원활하

여 방사선 생물학 으로 종양세포의 방사선 감수성이 

높은 상태이므로 방사선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소

장의 유착이 없으므로 움직임이 자유로워 방사선치료

로 인한 소장합병증을 일 수 있으며 수술  발생할 

수 있는 종양세포 종의 가능성을 이고 신상태

가 양호하여 치료완료율이 높으며 약근 보존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이다. 그 외에도 복회음부 제

술 후 방사선치료를 시행했을 경우 조사야가 넓어지

는 단 을 수술  방사선치료는 피할 수 있다. 수술 

 방사선치료에 한 연구는 주로 유럽을 심으로 

이루어졌다. Stockholm I 연구, 첫 번째 연구에서 문제

으로 지 되었던 방사선조사 역과 조사방법을 개

선한 Stockholm II 연구, 국의 MRC 연구, European 
Organization for Research and Treatment of Cancer 
(EORTC) 연구에서 수술  방사선치료를 받은 환자

들의 국소재발률과 체 생존율이 통계 으로 유의하

게 향상되었다.14,19,20 Swedish rectal cancer 연구는 환

자들을 수술 선 방사선치료군(25 Gy/5회) 는 수술 

단독군에 무작 로 배정하 는데 수술  방사선 치

료를 추가한 경우 국소재발률을 낮추고 5년 생존율도 

증가하 으며 최근 13년 장기추  결과에서도 수술 

 방사선 치료에 의한 생존율 증가는 유지되었다. 수
술 단독군과 수술  방사선치료를 비교한 연구들을 

모아 6,350명의 치료성 을 분석한 메타분석에서도 

수술  방사선 치료로 국소재발률과 생존율이 의미 

있게 증가하 다. 방사선 치료 후 수술 시기에 한 

Lyon R90-01의 연구에서 방사선치료(39 Gy/13회) 종
료 2주 내 는 6-8주에 수술이 시행되었다.21 조기수

술군보다 나 에 수술을 받은 군에서 국소재발률과 

생존율 차이 없이 높은 임상 종양반응과 병리학 병기 

감소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irinotecan과 5-FU을 지

속 정주한 항암화학방사선치료를 받은 환자를 치료 

종료 4-8주와 10-14주에 수술 한 두 군으로 나  연구

에서는 양 군에서 종양반응률 차이가 없었으므로 항

문 약근 보존술을 고려하는 경우 오랜 기간에 걸친 

고선량 방사선치료를 하되 8주 이상 수술을 연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22 
  (2) 수술  항암화학방사선 치료: 직장암에서 수술 

 방사선 치료와 수술의 병용요법에서 병리학 완  

해율이 장기 치료 결과와 연 된다는 보고들이 잇

따르면서 반응률 향상을 해 항암화학요법 병행이 

시도되고 있다. 수술  방사선치료 단독에 비해 항암

화학 방사선치료가 보다 효과 인지에 한 3상 무작

연구로 재까지 EORTC 22921과 Federation Fran-
cophone de Cancerologie Digestive (FFCD) 92-03 등 두 

연구의 결과가 발표되었다.23 수술  방사선치료 단

독군에 비하여 수술  항암화학방사선 치료군에서 

낮은 국소재발률을 보고하 지만 두 연구에서 생존율

의 차이는 없었다. 
  (3) 수술 과 수술 후의 병용 항암화학방사선 치료의 

비교: 수술  동시 병용 항암화학방사선 치료가 수술 

후 동시 병용 항암화학방사선 치료에 비해 항문 약

근 보존과 부작용의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을 증명

한 몇가지 연구가 있다. NSABP R-03과 Intergroup 
0147 연구, 독일의 다기  연구에서는 심한 부작용이 

수술  치료군에서 었으며, 국소재발률 한 수술  

 치료군의 성 이 우수하 다. 아울러 항문 약근 

가까이 치한 의 직장암 환자만을 상으로 한 

세부 분석에서 수술  항암화학방사선 치료군이 항

문 약근 보존율도 우수하 다. 하지만 체 생존율

과 무병생존율의 차이는 없었다. 수술  항암화학방

사선 치료는 종양이 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치료에 

한 반응을 빠른 시간 내 육안 으로 단할 수 있는 

장 이 있어 수술 후에 연이어 시행하는 항암제의 효

과 인 선택을 가능하게 해 다. 
  (4) 최 의 항암화학제: 재 다수의 임상연구에서 

5-FU와 leucovorin을 동시 병용하는 요법이 안 하다

고 입증된 바 있지만 최 의 항암화학제가 아직 정해

지지 않은 가운데 capecitabine, oxaliplatin, irinotecan과 

같은 통  항암제와 celocoxib, bevacizumab, cetu-
ximab 등의 약제를 수술  항암화학방사선 치료 시 

단독 는 병용하여 그 효과나 편리성을 증가시키려

는 1상 는 2상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4. 장암의 항암 치료

1) Adjuvant therapy

  수술 후 보조화학요법은 수술 시 잔존하는 미세 

이를 항암 화학요법으로 제거하여 재발을 이기 

함이다. 1988년 장암 보조 항암 요법에 한 27개의 

3상 임상시험에 한 meta-analysis에 한 결과 보조

요법에 의한 치료의 향상을 증명하지 못하 다. 그 후 

NSABP, Intergroup trial, NIH consensus conference 등
에서 보조요법이 3기의 환자에서 생존율의 향상을 보

고하 다. 1995년 International Multicentre Pooled 
Analysis of Colon Cancer Trials (IMPACT)24에서 2, 3
병기에서 5-FU+LV 병용요법이 생존율 향상을 가져온



126

Intest Res : Vol. 5, No. 2, 2007

Table 1. Three-year Disease-free Survival among Patients with Stage III Colon Cancer Treated with Adjuvant 
Chemotherapy

Fluorouracil
schedule

Three-year 
disease-free
survival (%)

Hazard ratio
(95% CI)

Absolute difference in
three-year disease-free

survival (%)

X-ACT
  Fluorouracil plus leucovorin 
  Capecitabine
MOSAIC
  Fluorouracil plus leucovorin
  Fluorouracil, leucovorin, and oxaliplatin
NSABP C-07
  Fluorouracil plus leucovorin
  Fluorouracil, leucovorin, and oxaliplatin

Bolus
Oral

Infusion
Infusion

Bolus 
Bolus

60.6
64.2

65.3
72.2

65.5
72.2

0.87 (0.75-.1.00)

0.76 (0.62-.0.92)

0.77 (0.65-.0.92)

3.6

6.9

6.7

X-ACT, Xeloda in Adjuvant Colon Cancer Therapy; MOSAIC, Multicenter International Study of Oxalipltin/5-Fluorouracil/ 
Leucovorin in the Adjuvant Treatment of Colon Cancer; NSABP, National Surgical Adjuvant Breast and Bowel Project; CI, 
confidence interval.

Table 2. Glossary of Treatments for Colorectal Cancer

FDA-approved drugs
  Fluorouracil
  Capecitabine (Xeloda)
  Irinotecan (Camptosar)
  Oxaliplatin (Eloxatin)
  Cetuximab (Erbitux)
  Bevacizumab (Avastin)
FDA-approved combination regimens
  IFL: Irinotecan, bolus fluorouracil, and leucovorin 
      : first-line therapy
  FOLFIRI: Irinotecan, infusional fluorouracil, and leucovorin 
      : first-line therapy
  FOLFOX: Oxaliplatin, infusional fluorouracil, and leucovorin 
      : first- and second-line therapy
  Intravenous fluorouracil and bevacizumab 
      : first-line therapy
  Cetuximab and irinotecan 
      : therapy for EGFR-positive, irinotecan-refractory 

disease

EGFR,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다고 보고한 이후 NSABP에서는 5-FU+levamisol, 5- 
FU+LV, 5-FU+levamisol+LV 요법을 비교한 결과 5- 
FU+LV군이 재발률  사망률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다. 치료기간에 해서는 

NCCTG와 Intergroup 연구에서 6개월 요법과 12개월 

요법을 비교한 결과 생존율에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

었다. 이런 여러 비교 임상 연구를 종합하여 장암 

3기의 환자에서 6개월간의 5-FU+LV 요법이 가장 타

당한 표 요법으로 인정받고 있었다.25 최근 장암 

수술 후 3기의 환자에서 5-FU+LV군과 capecitaine을 

비교한 Xeloda in Adjuvant Colon Cancer Therapy 
(X-ACT) 연구에서는 기존의 5-FU+LV군보다 capeci-
tabine군에서 5년 무병생존율이 좋았다. 한 5-FU+ 
LV군과 5-FU+LV+oxaliplatin군을 비교한 Multicenter 
International Study of Oxalipltin/5-Fluorouracil/Leucovorin 
in the Adjuvant Treatment of Colon Cancer (MOSAIC) 
연구, NSABP C-07 연구에서는 기존의 5-FU+LV군보

다 5-FU+LV+oxaliplatin군의 3년 무병생존율이 좋았

다는 결과가 보고되어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들 약제

를 결장암 3기에서 사용하고 있다(Table 1).26 최근 

MOSAIC 연구에서는 FOLFOX regimen에 한 6년 

추  결과로 3기 장암에서는 체 생존율이 향상되

었고, 2기 장암에서는 효과는 없고 만성 신경독성으

로 고생하는 환자가 5-20% 다. 2기에서는 oxaliplatin
을 뺀 5-FU 단독이 추천된다. 

2) 이성 장암에서 항암 치료

  1990년 이후 새로운 강력한 약제들이 상용화되어 

5-FU에 항성이거나 재발 환자에서 주로 투여되었

는데 최근 사용되고 있는 FDA 공인된 새로운 항암제

는 oxaliplatin, irinotechan, capecitabine, cetuximab, be-
vacizumab 등이다(Table 2). 
  (1) 통 인 치료: 5-FU는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장암의 표  치료제이다. 단독요법으로 이성 

장암에서 20%의 반응률을 보인다. 5-FU를 투여하

는 방법은 연속주입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단일 

주입법에 비해 약간 높은 효과를 보인다.  다른 방법

으로 5-FU의 효과를 높이기 해서 leucovorin을 병용

할 수 있다. 3상 임상시험 9개의 meta-analysis에 의하

면 5-FU와 leucovorin 병용요법이 5-FU 단일요법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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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ative Trials of Irinotecan and Oxaliplatin as First-line Therapy for Metastatic Colorectal Cancer

Trial and
regimens 

No. of patients
Rate of 
response % 

p value
Median time to 
progression, mo 

p value
Median overall 
survival, mo 

p value

Goldberg et al.
  IFL
  FOLFOX
  IROX
Tournigand et al.
  FOLFIRI
  FOLFOX
Grothey et al.
  Irinotecan plus  
  capecitabine
Oxaliplatin plus  
 capecitabine

264 
267
264

109
111

 79

 82

31
45
35

56
54

43

51

＜0.001
0.3 

NS

0.3

7.0
9.3
6.5

8.5
8.0

7.9 

7.9

0.002
0.5

0.3

0.3

15.0
19.5
17.4

21.5
20.6

＞16

＞16

＜0.001
 0.04

 0.99

NS

IFL, irinotecan, bolus fluorouracil, and leucovorin; IROX, irinotecan, oxaliplatin; FOLFIRI, irinotecan, infusional fluorouracil, and 

leucovorin; FOLFOX, oxaliplatin, infusional fluorouracil, and leucovorin.

해 이성 장암에서 통계학 으로 의미 있는 좋은 

반응을 보인다. 
  (2) 최근 장암에 사용되는 새로운 항암제

  가. Oxaliplatin

  Oxaliplatin은 제3세  백 제재로 5-FU와 함께 병

용할 경우 장암세포주에서 상승효과를 보이고 

cisplatin과는 다른 항암효과 역을 나타낸다. 단일 요

법으로 이 에 항암 치료를 받았던 환자에서 약 

10-11%의 반응률을 보인다. De Gramont 등에 의하여 

시행된 이성 장암 환자를 상으로 한 oxaliplatin/ 
FU/LV (FOLFOX4)과 FU/LV 지속주입(LV5FU2) 비
교 3상 임상시험에서 반응률(50.7% vs. 22.3%：p= 
0.0001)과 무질병 진행기간(9.0 vs. 6.2 month; p＜ 

0.0001)이 oxaliplatin군에서 더 좋은 효과를 보 다. 
액 독성, 설사, 오심, 구토, 막염은 oxaliplatin군에서 

심했다(Table 3).27

  나. Irinotecan

  Irinotecan은 camtothecin 유도체로 topoisomerase I
을 억제한다. 에 항암치료를 받았던 환자에서 단일 

요법으로 약 15%의 반응률을 보이고 주된 독성은 설

사이다. Saltz 등은 이성 장암 환자를 상으로 

irinotecan/FU/LV (IFL)군, FU/LV군, irinotecan 단독요

법군의 비교 임상 시험을 시행하 다.28 IFL군에서 높

은 반응률, 긴 질병 진행기간, 긴 생존율을 보 다. 설
사와 액학  독성이 주된 부작용이었다. Douillard 
등은 irinotecan/FU/LV (FOLFIRI)을 FU/LV (지속주

입)와 비교하여 역시 FOLFIRI군에서 좋은 효과를 얻

었다(Table 3).29

  다. 경구용 fluoropyrimidine

  Capecitabine (XelodaⓇ)은 장암에 응증을 가지

는 경구용 fluoropyrimidine 제제이다. Capecitabine은 

fluoropyrimidine carbonate로서 장 막에서 원상태로 

흡수되므로 기존의 경구용 제제에 비해 장  부작

용이 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약제는 thymindine 
phosphorylase에 의해서 활동성 5-FU로 변환되는데 이 

효소는 정상 조직보다 종양 조직에 더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종양 특이성을 기 할 수 있다. 
진행성 장암에서 capecitabine을 Mayo clinic FU/LV 
방법과 비교한 2개의 규모 3상 임상 연구에서 

capecitabine 투여군에서 생존기간은 차이가 없지만 반

응률이 높았다.30 부작용은 주사제에 비해서 capeci-
tabine군에서 었으나 수족증후군이 더 많이 찰되

었다. 경구용 capecitiabine은 기존의 5-FU/FA 주사 요

법을 체할 수 있는 안 하고 효과 인 치료법이다.
  TS-1은 5-FU 구체인 tegafur에 CDHP를 배합하여 

효능을 향상시키고, Oxo를 배합하여 소화기  장해를 

감소시킨 복용 항암제이다. TS-1은 여러 암을 표 으

로 한 2상 임상시험을 통해 암, 장암, 구강암에서 

효능과 효과가 보고되어 재 일본에서는 암, 장

암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약제이다. 유럽에서 장암

을 상으로 한 2상 임상시험에서는 TS-1 80 mg/ 
BSA/day 용량으로 시작하 으나 상보다 많은 설사 

등의 부작용으로 후반기에는 용량을 70 mg/ BSA/day
으로 감량하 다(Table 3). 
  라. 분자표 치료제

  장암에서 세포독성 항암제로 인한 수명 연장 효

과는 어느 정도 한계 에 도달하여, 치료 성 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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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rials of Targeted Therapies in Metastatic Colorectal Cancer

Trial and regimens 
Type of
study

No. of
patients

Rate of 
response % 

Median time to 
progression, mo 

Median overall 
survival, mo 

Cetuximab
  Saltz et al. cetuximab and irinotecan
  Saltz et al. cetuximab only
  Cunningham et al.

    Cetuximab only
    Cetuximab and irinotecan
Bevacizumab
  Kabbinavar et al.

    Fluorouracil and leucovorin
    Fluorouracil, leucovorin, and bevacizumab
  Kabbinavar et al.
    Fluorouracil and leucovorin
    Fluorouracil, leucovorin, and bevacizumab
  Hurwitz et al.
    Fluorouracil and leucovorin
    Fluorouracil, leucovorin, and evacizumab

Phase 2
Phase 2
Randomized, 
 phase 2

Randomized, 
 phase 2

Phase 3

Phase 3

121
 57

111
218

 36
 68

105
104

412
403

19
11

11
23

17
32

15
26 (p=0.06)

35
45 (p=0.004)

 NR
 1.4

 1.5
 4.1

 5.2
 7.4

 5.5
 9.2 (p＜0.001)

 6.2
10.6 (p＜0.001)

NR
6.4

6.9
8.6

13.8
16.1 & 21.5

12.9
16.6 (p=0.16)

15.6
20.3 (p＜0.001)

Fig. 2. Trends in the median survival of patients with 

advanced colorectal cancer (Adapted from Grothey et 

al). 5-FU/LV, 5-fluorouracil/leucovorin; IFL, irinotecan, 

bolus fluorouracil and leucovorin; FOLFIRI, irinotecan, 

infusional fluorouracil, and leucovorin; FOLFOX, oxali-

platin, infusional fluorouracil, and leucovorin; CTX, che-

motherapy.

시키기 한 새로운 략이 필요하게 되었다. 성장인

자와 그 수용체는 세포의 성장, 분화, 이동과 신

생, 세포고사를 조 하는 역할을 담당하므로 정상

인 세포 동력에 매우 요하다. 특히 장암 치료에서 

가장 속한 진 이 있는 분야는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EGFR)과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VEGF)를 표 으로 하는 치료이다. 이들 분자 

구조를 표 으로 하는 치료방법은 장암 치료에 새

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Table 4).
  가) Bevacizumab (AvastinⓇ)

  신생은 종양의 성장, 침투와 이에 필수 과정

으로 항암치료의 좋은 표 이 된다. VEGF는 45-kD의 

당단백질로 병 인  생성에서 가장 심 역할을 

하는데 장암의 약 50%에서 발 하며, 과발 은 

장암의 재발  불량한 후와 련이 있다. Beva-
cizumab은 149-kD 재조합 단클론 항체로서 선택 으

로 VEGF와 결합하여 억제시킴으로써 VEGFR1과 

VEGFR2 수용체를 통한 활성화를 차단한다. 이 에 

항암치료를 받지 않은 이 장암 환자를 상으로 

5-FU/LV와의 병용요법으로 시행된 비교 2상 임상시

험에서 5-FU/LV군에 비해 bevacizumab을 병용한 군

에서 반응률, 무진행 생존기간과 생존기간이 유의하

게 높았다. 1차 약제 조합으로 bevacizumab의 효능을 

단하기 한 병용 bolus IFL 항암화학요법과 IFL+ 
bevacizumab 병용요법을 비교한 규모 3상 연구에서 

bevacizumab을 병용한 군이 더 높은 반응률, 무진행 

생존기간, 생존기간을 보여 기존의 항암제에 beva-
cizumab을 추가하는 경우 장암 환자의 생존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음을 처음으로 확인하 다.31 특히 

bevacizumab/IFL 요법 이후에 oxaliplatin을 2차 치료

제로 사용한 환자들의 생존기간은 25.1개월로, 이는 

재까지 3상 임상시험에서 보고한 생존기간  가장 

연장된 기간으로 생물학 표 약제의 도입이 기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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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독성 약제만의 병용보다 보다 효과 일 수 있음을 

강력히 제시하 다(Fig. 2). 이 에 irinotecan과 5- FU
에 모두 실패한 환자군을 상으로 2차 약제조합으로 

bevacizumab의 효용성을 평가하기 해 시행된 

ECOG의 3상 연구에서도 bevacizumab/FOLFOX군이 

FOLFOX군에 비해 생존기간이 유의하게 연장되었다. 
이상의 규모 3상 연구들에서 bevacizumab의 효과는 

이미 확인되었으나 일부 부작용은 주의를 요한다. 출
과 고 압의 빈도가 bevacizumab 사용군에서 높았

으며, 장 천공은 1% 이하의 빈도로 찰되었으나 be-
vacizumab 병용군에서만 찰되었다. 
  나) Cetuximab (ErbituxⓇ)

  EGFR은 tyrosine kinase 활성을 가지는 170-kD의 세

포막 당단백질로 장암을 비롯한 다양한 악성 종양

에서 발 된다. 장암에서 EGFR의 발 은 빠른 진

행, 이, 항암제에 한 내성 등 불량한 후와 련

이 있다. Cetuximab은 EGFR과 결합하는 chimeric 
IgG1 단클론 항체로 epidermal growth factor와 trans-
forming growth factor-α와 경쟁 인 길항작용을 통하

여 체내  체외에서 장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다. 이 에 irinotecan 치료를 받았던 EGFR 양성 

장암 환자에서 cetuximab과 irinotecan 병용요법의 효

능을 평가하기 한 임상시험이 시행되었다. 총 329명
의 환자를 상으로 cetuximab 단독요법과 irinotecan
과의 병용요법을 비교한 2상 임상시험(Bond trial)에서 

반응률(23% vs. 11%)과 무진행 생존기간(4.1개월 vs. 
1.5개월)이 병용요법군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

다.32 그러나 양 군 간에 생존기간의 유의한 차이는 

찰되지 않았는데 이는 표본수가 작았던 것과 교차 허

용을 했기 때문이다. 한 반응률은 EGFR의 발  빈

도나 정도와는 연 성이 없었고, 피부 독성 빈도와 정

도는 높은 상 계를 보 다. 진행 장암에서 1차 

치료로서 cetuximab의 사용은 아직 근거가 부족한 상

태이나, 보고된 2상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반응률이 

43-81%로 정 이며, 1차 치료에서 cetuximab의 추

가 효능을 검증하고자 재 여러 가지 3상 임상시험이 

진행 이다.
  마. 이 장암의 복합 항암화학요법  치료 순서

  이성 장암에서 first line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최근까지도 FOLFOX인데 oral capecitabine을 사

용한 XELOX regimen이 이성 장암의 1, 2차 치료

에 FOLFOX와 동일한 효과를 가지며 FOLFOX에 비

해 neurotoxicity는 고, hand and foot syndrome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여 다. 여러 가지 치료 regimen 
에서 가장 효과 인 순서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요한 개념인데 7개의 3상 임상시험을 분석한 연구

에서 장암에 효과 인 fluoropyrimidine, oxaliplatin
과 irinotecan 3제 약제를 순서에 계없이 질병 경과 

 모두 사용할 수 있었던 환자가 많을수록 생존율이 

증가하며, 일차 치료 시 복합요법이 더 효과 이었다. 
일부 환자는 2차 치료의 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1차 치료제 선택 시 3가지 약제를 모두 병용하는 조합

이 기존 순차 치료에 견  만한 생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한 임상시험이 재 진행 에 있다. 
65-75% 반응률을 보이나 독성은 증가된 비 결과가 

보고되었다. 하지만 최근 1차 치료에 생물학 약제가 

포함됨으로써 세포 독성 3제 약제 조합에 한 심은 

많이 퇴색하 다. 

결    론

  장암 치료에서 최근에 이루어진 획기 인 변화는 

내시경 수술  복강경 수술과 함께 이성 장암에

서의 새로운 항암제의 출 이다. 이들은 수술 후의 삶

의 질의 문제에서 큰 공헌을 하고 있다. 이성 장암

에서는 5-FU를 근간으로 하는 화학요법을 시행하되 

최근 개발된 oxaliplatin, irinotecan을 병용하면 반응률 

 생존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 분자 표 치료제로서 

bevacizumab, cetuximab은 기존 항암치료와 병용하

을 때 반응률의 향상을 보이고 있다. 향후 더 많은 새

로운 약제들이 개발될 것이며 이들 약제들 간의 복합

요법에 한 효과 인 치료가 기 되며 각각 환자에

게 알맞은 맞춤치료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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