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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 간 전이에 대한 선행화학요법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김 태 유

대장암의 간 전이는 약 50%의 환자에서 관찰되며 장기생존을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효과

적인 치료는 간전이 절제술이다. 간 전이의 수가 3개 이하이고, 간이외의 전이가 없는 경우,

전이병소의 크기가 작은 경우(＜5cm), 한 lobe에 국한된 경우, 1cm 이상의 절제연을 갖는 경

우 성공적인 간전이 절제술의 가능성이 높으며, 5년 생존율이 30-50%까지 향상될 수 있다.

따라서 대장암의 간전이가 발견된 경우 완전한 간 절제술의 시도는 장기생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치료전략의 하나이다. 그러나 실제 대장암 간 전이환자의 약 10-20%만이 성공적인

절제가 가능하며 그 외의 대다수 환자는 근치적 절제가 불가능하며 5년 생존율은 5% 미만

으로 예후가 매우 불량하다.

전이성대장암에 대한 표준치료는 고식적(palliative) 항암화학요법이며, 최근 oxaliplatin과

irinotecan의 도입으로 대장암 항암화학요법의 성적은 상당한 진전을 보여서 반응률 30-50%,

평균생존기간 20개월을 상회하고 있다. 근치적 절제가 불가능 간전이의 경우 항암화학요법

역시 고식적 목적으로 이루어 졌으나, 항암화학요법의 발전으로 일부에서 절제가 가능하게

되어 선행화학요법(primary/induction/neoadjuvant chemotherapy)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

다. 선행화학요법은 병기하강(down-staging)효과에 의한 간 절제율 증가 이외에 이미 존재하

고 있는 미세전이(micrometastasis)를 치료하고, 화학요법에 대한 in vivo chemosensitivity의 평

가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초기의 연구결과, 근치적 절제가 불가능한 간 전이 대장암에서

oxalipaltin/5-FU 선행화학요법에 의해 15%의 환자에서 간 절제술이 시행되었고, 5년 생존율

이 35%로 고무적인 결과가 보고되었다. 이후 oxaliplatin 혹은 irinotecan을 이용한 일련의 연

구결과, oxaliplatin/5-FU의 경우 간 절제율이 13-51%, irinotecan/5-FU의 경우 간 절제율 9-33%

를 보였고 oxaliplatin/irinotecan을 동시에 사용한 경우 40-58%의 절제율을 보였다. 간 절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된 경우 5년 생존율은 33-50%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후향적 연

구의 한계점, 선행화학요법의 종류, 대상 환자의 선별기준, 수술시기 및 수술관련 합병증 등

다양한 변수가 있어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oxaliplatin 혹은 irinotecan을 포함하는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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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요법을 통하여 절제가 불가능하였던 환자의 일부에서 절제가 가능하며 이 경우 장기생

존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적극적인 치료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oxalipla-

tin/irinotecan이후의 새로운 항암제로서 cetuximab 혹은 bevacizumab과 같은 표적 치료제가 개

발되어 근치적 절제가 불가능한 간전이 대장암의 치료에 적용되어 45-81%의 높은 반응률과

24%에서 성공적인 간 절제가 가능함을 보고하였다.

결론적으로, 근치적 절제가 불가능한 간전이 대장암은 과거 고식적인 항암치료가 주된 치

료전략이었던 반면, 현재는 적극적인 항암치료와 외과적 절제를 통하여 장기생존과 완치를

목적으로 함으로써 치료의 목적이 바뀌어 왔다. 위에서 언급된 항암화학요법이외에 외과적

절제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로서 cryotherapy, radiofrequency ablation, staged hepatic

resection 등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보다 성공적인 치료접근을 위하여 근치

적 절제가 불가능한 간전이 대장암의 치료는 oncology-surgery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분야라고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