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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

현미부수체 상태에 따른 결장암의 예후와
보조항암효법과의 상관관계
분자생물학이 발전하면서 현재까지 3 가지의 결장암의 발암 경로가 밝혀졌으며
이 중 MSI 는 일반적으로 좋은 예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나 3 기
대장암에서는 그 예후에 논란이 있다. 이는 보조화학요법 때문일 것이라는
견해가 있으며 이를 확인해보기 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2003 년부터 2008 년
까지 근치적 절제를 받은 172 명의 결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현미부수체 상태에
따른 결장암의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75 명의 3 기 결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FOLFOX 또는 capecitabine 을 투여한 결과를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MSI
결장암의 경우 5 년 생존율은 비슷하였으나 (92.3% vs 85.5% p=0.608) 원발종양이
근위부에 위치하고 (86.7% vs 42.3% p<0.001) 병리학적으로 점액성암의 빈도가
높고 암세포의 분화도가 좋게 나왔다. (p<0.001) 3 기 결장암에서 FOLFOX 치료를
받은 환자군은 capecitabine 투여를 받은 환자군보다 유의한 생존율 향상을
보이지 않았으며 (80.9% vs 74.0% p=0.514) 현미부수체 상태에 따른 5 년 생존율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MSI 80.0% vs MSS 81.5% p=0.516) MSI 환자군에서 FOLFOX
치료와 capecitabie 치료는 생존율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0.608) 따라서 현재
MSI 환자군에서도 표준치료를 진행하여야 한다.

핵심어 : 결장암, 현미부수체, 보조화학요법, FOLFOX, capecitab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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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결장암의 빈도가 급증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위암, 갑상선암에 이어 세번째로
흔한 암으로 자리잡고 있다(Jemal et al., 2007; Lee et al., 2007). 결장암은 발병
빈도도 중요하지만, 암 사망의 중요한 원인이고, 치료에 실패할 경우 원격
전이는 물론 장 폐쇄, 위장관 출혈, 천공등과 같은 심각한 임상적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결장암은, 근치적 절제만이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치료방법이다. 근치적 절제술
후, 체내에 잔존해 있는 미세 전이가 향 후 전신 전이나 국소재발의 중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어, 수술 후 이를 소멸 시키는 보조 화학요법의 중요성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 있다(Andre et al., 2004; Gill et al., 2004; Haller et
al., 2011). 보조 화학요법은 림프절 전이가 확인된 3 기 결장암에서 표준 치료로
인정되고 있으며, 림프절 전이가 없는 2 기 결장암이라도, 암에 의한 결장
천공이나

장

폐쇄가

초래되었던

환자,

암 조직에서

림프관이나

혈관

내

침윤소견이 보이는 경우, 그리고 획득된 림프절 개수가 12 개 미만인 경우에서는
3 기암에 준하여 보조 화학요법을 시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Klingbiel et al.,
2015).
근치적 수술 후 보조화학용법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랬동안 논란이
있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Gill 등이 2004 년 3,302 명의 2 기 및 3 기
대장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수술 이후 FL 또는 5-FU+levamisole 을
받은 그룹이 수술만 받은 그룹보다 17%정도 재발을 낮추고 13-15%의 생존율을
높이는

결과를

관찰한

이래로

고

위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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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장암

환자에

대한

수술

후

보조화학요법은 표준치료로 자리잡게 되었다(Gill et al., 2004).
사용되는 화학요법 제재도 지난 30 여년 동안 많이 발전하여 O’Connell 등이
1997 년 317 명의 수술받은 고위험군 2 기 및 3 기 대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5Fluoropyrimidine(5-FU)

/

leucovorin

보조

(FL)

화학요법을

시행하여

관찰한

그룹보다 재발 및 생존율이 높게 나옴을 보고 한 이래로(O'Connell et al., 1997), FL
요법이

주로

사용되었으나

이어서

경구

5-FU 제재인

capecitabine,

그리고

oxaliplatin 과 5-FU 를 이용한 복합화학요법에 이르기까지 많은 임상연구가
이루어져왔다(Scheithauer et al., 2003; Andre et al., 2004; Gill et al., 2004; Twelves et al.,
2005; Haller et al., 2011).
Capecitabine 은

위장관에서

흡수되어

간에서

처음에

5-deoxy-5-fluorocytidine

(5’DFCR)로 변환되며 이후 5’-deoxy-5-fluorouridine 으로 전환된다. 이는 정주 5FU 와 비슷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징적으로 암 조직
내에서의 capecitabine 의 농도가 다른 정상조직보다 높게 측정된다(Walko and
Lindley, 2005). 뿐만 아니라 치료주기 완료율 면에서, 정주 항암제보다도 환자의
순응도가 좋은 장점이 있다. 그 효과에 관한 연구로 2003 년 Scheithauer 등이 3 기
결장암에서 보조화학치료로 5-FU/leucovorin (FL) 와 비교한 무작위, 3 상 시험이
발표되었으며 비슷한 무병생존율을 보이는 결과를 얻었다(Scheithauer et al., 2003).
이후 2004 년 Mayo Clinic 에서 총 1987 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993 명의 capecitabine 을 투여한 그룹은 974 명의 FL 을 투여한
그룹과 비슷한 5 년 생존율을 보였다. (71.4% vs 68.4%) 부작용면에서도 설사,
구역, 구순염, 백혈구 감소증, 탈모 등의 부작용은 기존의 정주요법에 비해
유의하게

낮게

관찰되었으나

수족증후군(Hand-f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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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drome)은

capecitabine 그룹에서 높게 관찰되었다. (60% vs 9%, p<0.001) 이 연구로 인하여
capecitabine 은 FL 과 대등한 효과를 보이는 것이 확인되었다(Twelves et al., 2005).
Oxaliplatin

은

platinum

항암제

계열로서,

그

작용기전은

세포핵의

유전체 DNA(genomic DNA)와 결합하여 DNA 의 복제와 전사를 억제함으로써
세포를 사멸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isset et al., 2000). 또한 Oxaliplatin 은
같은

platinum

계열의

항암화학약물인

Cisplatin

보다

세포

사멸능력은

뛰어나면서도 부작용이 적다는 장점이 보고되고 있다(Woynarowski et al., 2000).
Andre 등은 근치적 절제가 이루어진 2246 명의 결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FL
제재만을 투여한 군과 FL 제재에 Oxaliplatin 을 추가(FOLFOX)한 군간의 치료
성적을 비교분석하여 보고하였는데, FOLFOX 치료군이, FL 치료군보다 3 년
무병생존율에서 유의한 생존율의 향상이 관찰되었다. (78.8% FOLFOX vs 72.9% FL,
p=0.002)(Andre et al., 2004). Andre 등의 보고 이후로, FOLFOX 요법은

결장암환자의

표준적 보조항암화학요법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capecitabine 이 FL 과 비슷한
효과를 얻는데 착안하여 경구 capecitabine 과 정주 oxaliplatin 를 사용한 그룹
(XELOX) 과 FL 그룹을 비교한 연구가 있다. 총 1,886 명 (XELOX : 944, FL :
942)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 7 년-무병생존율 63%(XELOX) vs 56%(FL) (HR
0.80; CI 0.69 ~ 0.93, p=0.004), 7 년 생존율 73%(XELOX) vs 67%(FL) (HR, 0.83; 95% CI
0.70 ~ 0.99, p=0.04) 등의 XELOX 치료군이 FL 치료군에 비애 유의하게 우수함이
관찰되어 oxaliplatin 이 결장암의 보조화학요법에 근간이 되는 약물로 자리잡게
되었다(Schmoll et al., 2015).
Oxaliplatin 과 비슷한시기에 출시된 약물로 Irinotecan 이 있다. Irinotecan 은
캄포테신 camptothecin 의 일종으로 Camptotheca acuminate 에서 추출되며 제 1 형
-3-

토포이소머라아제 (topoisomerase I)의 작용을 억제함으로써 세포사멸에 이르게
하는 약물이다(Carboni and Coderoni, 1994). Saltz 등이 683 명의 전이성 결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2 상 임상연구에서, FL 만을 투여한 군보다 FL +
irinotecan 을 시행한 군에서 유의하게 향상된 생존율 (중간값 14.8 개월 vs
12.6 개월 p=0.04)을 발표함으로써, 결장암의 치료에 irinotecan 의 유용성이
알려지게 되었고(Saltz et al., 2000), 이는 Douillard 등의 연국 결과로 다시 한번
입증되는데, Douillard 등은, 생존율 뿐 아니라 종양의 진행면에서도 irinotecan 을
추가한 군에서 현저히 느려짐을 발표하였다. (중간값 6.7 개월 vs 4.4 개월,
p<0.001)(Douillard et al., 2000). 이런 임상연구결과들을 근거로 Saltz 등은 3 기
결장암에서

새로운

보조화학요법으로서

유용성을

FL+irinotecan(FOLFIRI)의

증명하고자 임상연구를 진행하게 되는데, 연구 진행도중 FOLFIRI 투여군에서
치명적인 부작용이 관찰되고, 중간 결과 대조군에 비해 유의한 생존율 향상을
관찰하지

못하여(Saltz

et

al.,

2007),

현재

FOLFIRI

제제는

결장암에서

보조화학요법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
지난 30 여 년간, 대장암의 발암기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왔고, 특히
분자생물학 기법들이 이용되어, 최근까지 적어도 3 가지의 발암 경로가 확인 된
바 있다(Deschoolmeester et al., 2008). 각각의 경로에서 밝혀진 유전자들의 변이와
그로 인해 생산되는 변형된 단백질들이 개개의 결장암에서 어떻게 예후에
관여하는가에 대하여 현재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Bacolod and Barany, 2011).
첫 번째 경로는 염색체불안정성(Chromosomal instability : CIN) 에 의한 것으로
산발성 대장암의 85% 정도가 이경로를 통해 발암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종양억제

유전자인

APC/b-caten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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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가

불활성화

되고,

거기에

종양유전자들의

활성화와

다른

종양억제

유전자의

불활성화가

축적되어

일어나며 특징적으로 APC, KRAS, BRAF, SMAD4, p53 등의 유전자의 변이가
관찰된다(Pino and Chung, 2010). 예후인자로서의 가치가 인정된 유전자 변이는
BRAF, DCC, p53 유전자이고 아직 결론이 도달하지 못하였거나 연구가 진행 중인
유전자는 KRAS, APC 유전자이다.
KRAS 는 원발암유전자(proto-oncogene)로서 RAS-RAF-MAPK 경로에 작용하는데
(Schubbert et al., 2007), RASCAL(Kirsten Ras in Colorectal Cancer Collaborative
group)에서 각각 2,721 명과 4,268 명을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조사한 결과 KRAS
는 위험인자로 분석되었으나(Andreyev et al., 1998; Andreyev et al., 2001), Samowitz
나(Samowitz et al., 2000),

Roth 등 (Roth et al., 2010)의 연구에서는 KRAS 가

위험인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 예후인자로서의 가치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종양억제 유전자 APC gene 의 경우, 대부분의 대장암에서
이상을 보이기 때문에 예후인자로서의 특성을 나타내기는 어렵다.
BRAF 는 RAF 그룹의 serine threonine kinase 를 발현하는 유전자로 KRAS 의
조절을 받는다. 가장 흔한 변화는 티민의 아데닌으로 변화하며 결국 RAS-RAFMRK ERK 카이나제 경로를 활성화 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Ikenoue et al.,
2003) BRAF 유전자의 변이는 KRAS 와 달리,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나뿐
예후인자임이 증명되었는데(Samowitz et al., 2005; Maestro et al., 2007; Roth et al.,
2010), 이는 후에 나올 현미부수체 상태와도 연관이 있어 Popovici 등은 697 의
2 기 및 3 기 왼쪽에 존재하는 MSS 대장암 환자에게서 BRAF 변이는 생존율의
위험도 (HR 6.4195% CI 3.57-11.51)를 크게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다(Popovici et al.,
2013). BRAF 와 함께 예후인자로 밝혀진 대표적 유전자변이로 18q 유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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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Deleted in Colon Cancer : DCC)이 있다. DCC 유전자에는 두 개의 종양억제
유전자인 SMAD2 와 SMAD4 가 분포하며 TGF-ß 수용체와 관련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earon and Vogelstein, 1990). Popat 등은 2189 명, 17 개의 기존
보고된 연구를 대상으로 시행한 다중회귀 분석에서 DCC 의 변이를 보인 경우
나쁜 예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생존율 HR = 2.00, 95% C.I:1.492.69)(Popat

and

Houlston,

2005).

그

외에

예후인자로서의

가치가

보고된

유전자로서 p53 유전자가 있는데, p53 단백질은 세포주기를 조절하며 혈관생성을
억제하는 물질로서(Vogelstein et al., 1988), Munro 등의 연구 결과 p53 변이에 따른
결장암 발암의 상대적 위험도(Reative Risk)를 1.32 (C.I. 1.23 - 1.42) 에서 1.31 (C.I.
1.19 – 1.45)로 보고하여 예후인자임을 증명하였다. 그러나 실험 조건에 따라서
상대적 위험도가 상이하게 보고되고 있어 p53 유전자의 변이가 독립적인
예후인자라고 하기 어렵다(Munro et al., 2005).
두 번째 경로는, 암 조직에서
현미부수체(Microsatellite

DNA 복제 과정 중의 실수로 인해 초래되는

instability)가

관찰되는,

소위

현미

부수체불안정

경로(Microsatellite instability, MSI)이다. 현미부수체는 짧은 DNA 염기 배열이
반복된 부위로서, DNA 복제실수교정유전자(Mismatch repair gene) 에 이상이
있으면 DNA 복제 중 잘못 들어온 염기가 교정되지 않아 현미부수체의 반복
횟수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늘어나거나 줄어든다.(Graziano and
Cascinu, 2003) 유전성비용종증 대장암(Hereditory Non-Polyposis Colon Cancer)에서
나타나는 결장암이 대표적인 경우로 hMLH1 이나 hMSH2 유전자의 선천적인
이상을 보인다. 그러나 산발성 대장암(sporadic colon cancer)에서도 현미부수체
불안정성이

10-15%

정도에서

발견되는데,

이는

hMLH1

유전자중

촉진자(Promoter) 부분의 메틸화에 의한 결과라고 알려져 있다(Cunningham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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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MSI 의 정도는, 일반적으로 진단 생물학적 표지자(Biomarker)에서 30%이상
발현되는 정도를 기준으로 MSI-High (MSI-H), MSI-Low(MSI-L), 나타나지 않는
경우 MSS (Microsatellite stable)로 구분한다(Lothe et al., 1993).
MSI 결장암은 현미부수체 안정성(MSS)을 보이는 결장암에 비해 몇 가지
특징적인 임상 소견을 보이는데, 암 병변이 상대적으로 근위부 결장에 위치하며,
평균 크기가 더 큰 경향이 있고, 병리학적으로 미분화한 양상 및 점액성 세포를
많이 지니며 암 주변으로 림프구 침윤이 현저하다는 특징이 있다(Thibodeau et al.,
1993). 뿐만 아니라, MSI 결장암과 MSS 결장암을 비교한 여러 연구에서 MSI
결장암이 전반적으로 더 좋은 예후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Lawes et al.,
2003; Benatti et al., 2005).
세번째 경로는, CpG 섬 메틸화(CpG Island Methylation Pathway : CIMP)가 있다.
DNA 의 5’ 촉진자 영역에 존재하는 CpG 염기 서열을 다수 포함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의 과메틸화가 결장암의 발암과 관련이 있으며, 5 가지의 기준
표지자들 중 몇 개에서 과메틸화 현상이 관찰되는가에 따라 CIMP-high, CIMPlow 로 구분한다(Rashid et al., 2001). CIMP-high 인 경우 BRAF 유전자 변이와
동반된 경우가 많으며 hMSH1 의 메틸화와 관련이 있어 MSI 를 보이는 결장암과
비슷한 특성을 갖는다(Sideris and Papagrigoriadis, 2014). CIMP-low 의 경우에는
KRAS 유전자 변이와 연관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MSS 소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hen et al., 2007). Ogino 등은 CIMP-high 환자군에서 높은 생존율 (HR
0.44 95%CI 0.22-0.88)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 하였으나(Ogino et al., 2009), Juo 등은
오히려 CIMP 환자군에서 더 낮은 생존율 (HR 1.43; 95% CI 1.18-1.73 MSI 그룹, HR
1.37 95% CI 1.12-1.68 MSS 그룹)을 보고하여(Juo et al., 2014), CIMP 변이의 결장암의
예후 인자로서의 의의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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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치를 기대하는 결장암환자에서는 무엇 보다도 근치적 절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절제 후, 추가적인 보조 요법을 적절히 시행하는 것이 치료의 궁극적인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 보조요법의 시행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적절한 적응증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기존의 예후인자로 알려진

병기, 혈중 암태아 항원

(CEA)치, 전이된 림프절 개수 등 육안적인 지표 외에도, 전술한 3 가지
발암경로에 서 밝혀진 분자생물학 적인 지표들을 이용함으로써 보다 선택적이고
특이적인 적응증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Dienstmann et al., 2015).
저자는, 현재까지 대두되는 여러 가지 분자 생물학적 지표들 중에서 전술한 두
번째 경로에서 관찰되는 MSI 상태에 주목하게 되었는데, Ribic 등은 고위험
결장암 환자군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MSI 결장암 군에서는 5-FU 제재의
보조화학요법을 추가할 경우 오히려 더 낮은 생존율을 보고하였으며(Ribic et al.,
2003), Sargent 등은 보조항암화학치료를 받은 MSI 3 기 결장암 환자들의 생존율이
MSS 군과 전반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여(Sargent et al., 2010), MSI 의 의의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좋은 예후를 지니고 있다고
여겨지는 MSI 결장암이지만 여러 문헌에서 3 기 결장암에서 근치적 수술 이후
FOLFOX 보조화학치료를 하였을 경우 MSS 결장암과 예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서(Des Guetz et al., 2010; Han et al., 2013; Kim et al., 2013; Oh et al.,
2013), 현재 표준화학요법인 FOLFOX 치료에 효과에 대하여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저자는 본 연구를 통해 MSI 여부에 따른 결장암의 특성을 분석하고,
3 기 결장암에서 MSI 가 FOLFOX 치료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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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대상 및 방법

A. 연구대상 및 항암요법

2003년 7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아주대학교 병원 대장항문외과에서 근치적
절제술을 시행 받은 결장암 환자를 중 최종 병기 3기와 고위험 2기 (대장폐쇄,
천공, 림프 및 혈관침윤 소견 등)로 확진 되었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후향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직장암, 재발성 병변, 그리고 현미부수체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들은 제외하였다. 172예의 환자가 선택되었으며 대상환자 모두에
대하여 근치적 절제술 후 6주 이내에, FOLFOX4제재 또는 경구 capecitabine으로
보조화학항암요법이 시행되었다. 항암제의 선택은 환자와의 상의 하에 이루어
졌다. FOLFOX4는 200mg/체표면적(BSA)m2의 leucovorin을 2시간 동안 투여한
이후

200mg/체표면적(BSA)m2 의 fluorouracil을

주입한

다음

22시간

동안

600mg/체표면적(BSA)m2 의 fluorouracil을 천천히 주입하는 것을 2일간, 매 14일
마다 반복하는 것이다. 이때 85mg/체표면적(BSA)m2의 oxaliplatin을 항암치료 첫
날에만 leucovorin 투여 시 같이 투여하며 총 12주기에 걸쳐서 투약한다. 경구
capecitabine은 xeloda® 를 이용하였다.
환자의 연령, 성별, 암의 위치, 병기, 현미부수체의 상태, 재발율 및 사망률
등을 측정하였으며 환자군을 MSS 군과 MSI 군으로 나누어, 두 군간의 생존율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수술 후 평균 추적 관찰 기간은 54개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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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통계적 분석방법
현미부수체 상태에 따른 임상병리적 특성은 범주형 자료에는 카이-스퀘어
테스트와

연속형

자료에는

독립표번

T

검정을

사용하였다

생존곡선

및

무병생존곡선은 카플란-메이어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로그-순위법을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모든 분석은 SPSS (version 18.0)을 이용 하였으며 P 값이 0.05 이하일
경우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여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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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A. 환자의 demography 및 병리학적 특성
172 명의 환자 중의 평균 연령은
남자가

92

진단되었다.

명 ( 53.5%)였다.

60.8 세( 최소 26 – 최고 87 )

97 명은 AJCC 병기 2 기,

였으며,

75 명은 3 기 로

총 30 명(17.4%)의 환자에게서 MSI 소견이 관찰되었다. 추적관찰

기간 동안 15 명의 환자가 사망하였고 31 명의 환 자에게서 재발하였다.
비장만곡부를 경계로 대장을 근위부와 원위부로 나누었을 때, MSI-high 소견을
보인 환자군(MSI 군) 에서 MSS 소견을 보인 환자군 (MSS 군)에 비해, 원발종양은
상대적으로 근위부 결장에 더 많이 위치해 있었다 (근위부 결장암빈도,
MSI vs 42.3% MSS, p <0.001).

병리학적으로는 MSI 군에서

86.7 %

점액성암의 빈도가

더 높고 (30.0% vs 5.6% p<0.001), 암 세포의 분화도 역시 유의하게 좋았다
(p<0.001).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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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환자군의 임상 병리학적 특성

나이

전체

MSI (n=30)

60.82±12.29

55.00 ± 14.24

MSS (n=142)
62.05 ± 11.53

성별

p
0.004
0.035

M

92 (53.5%)

21 (70.0%)

71 (50.0%)

F

80 (46.5%)

9 (30.0%)

71 (50.0%)

종양위치

<0.001
Proximal

86 (50.0%)

26 (86.7%)

60 (42.3%)

Distal

86 (50.0%)

4 (13.3%)

82 (57.7%)

분화도

*

<0.001
Well

13 (7.6%)

7 (23.3%)

6 (4.2%)

Moderate

130 (75.6%)

15 (50.0%)

115 (81.0%)

Poorly

20 (11.6%)

4 (13.3%)

16 (11.3%)

unknown

9 (5.2%)

4 (13.3%)

5 (3.5%)

점액성

*

<0.001
Yes

17 (9.9%)

9 (30.0%)

8 (5.6%)

No

155 (90.1%)

21 (70.0%)

134 (94.4%)

병기

*

0.148
2

97 (56.4%)

20 (20.6%)

77 (79.42%)

3

75 (43.6%)

10 (13.3%)

65 (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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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생존율 및 무병생존율
전반적인 5 년 생존율은 86.8% 였고, 병기 2 기 환자군의 생존율은 93.0%, 3 기
환자군의 생존율은 77.4%였다 (P=0.031).

MSI 환자군의 5 년 생존율은 92.3%,

MSS 환자군의 생존율은 85.5% 로 두 군간의 통계학적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P=0.608) (Fig.1).

Fig. 1 2 기 및 3 기 대장암의 현미부수체에 따른 생존곡선 (p=0.608)

병기별로 분석하였을 때, 2 기 결장암의 경우, 20 명(20.6%)의 환자에게서
MSI 가 발견되었으며 이들에게서는 재발 및 사망의 경우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MSS 2

기

결장암의

경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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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6.2%) 의

환자가

사망하였으며

7 명(7.2%)의 환자에게서 재발이 나타났다.
3

기

결장암

환자

중

38

명(50.7%)이

capecitabine

치료를

받았으며

37 명(49.3%)에서 FOLFOX 치료를 받았다. 총 10 명(13.3%)의 3 기 MSI 결장암
환자중에서 6 명은 FOLFOX 치료를, 4 명은 capecitabin 치료를 받았다.
FOLFOX 치료를 받은 환자군에서 4 명(10.8%), capecitabine 치료를 받은
환자군에서 6 명(15.8%)의 환자가 사망하였으며 재발의 경우에는 FOLFOX
15 명(40.5%), capecitabine 은 9 명(23.7%)이 나타났다. FOLFOX 치료를 받은
환자군이 capecitabine 치료를 받은 환자군보다 더 높은 5 년 생존율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FOLFOX 80.9% vs capecitabine
74.0% P=0.514). FOLFOX 치료를 받은 환자군에서 현미부수체 상태에 따른 5 년
생존율 및 무병생존율은 통계학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5 년 생존율 MSS
81.5% vs MSI 80.0% P=0.516, 5 년 무병생존율 MSS 50.7% vs 40.0% P=0.544)(Fig.2),
capecitabine 환자군에서도 현미부수체 상태에 따라 5 년 생존율 및 무병생존율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5 년 생존율 MSS 74.3% vs MSI
66.7% P=0.438, 5 년 무병생존율 MSS 72.8% vs MSI 75.0% P=0.687). MSI 환자군을
대상으로

FOLFOX

치료와

capecitabine

치료는

통계학적으로

생존율(P=0.608)과 무병생존율(P=0.628)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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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A)

(B)

Fig 2. FOLFOX 치료를 받은 3 기 결장암 환자의 생존율(A) 및 무병생존율(B)
(p=0.608,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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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병기는 예후를 알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인자이며 림프절의 전이는 가장
중요한 예후인자로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2 기와 3 기 결장암의 경우 같은
병기라도 다양한 생존율이 보고되고 있다(O'Connell et al., 2004). 예를 들어 같은
2 기 결장암이라도 58.4%에서 87.5%까지 넓은 범위의 생존율을 지니고 있어, 그
범위를 좀더 좁히고 개개인의 예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되었다.
유전자 기술이 발달하면서 암에 대하여 분자생물학적인 접근방법이 널리
이용되었고 같은 결장암이라도 다른 유전 변이를 지녔다면 암의 행태와 예후는
차이가 날 것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Fearon and Vogelstein, 1990). 그런
의미에서 약 10-15%의 특발성 대장암 환자에게 발견되는 MSI 결장암은 MSS
결장암보다 종양의 위치가 더 근위부에 위치해 있으며, 크기가 더 큰 경향이
있고,

조직학적으로

점액성

및

암 주변

조직으로

림프구의

침윤이 자주

발견되고, 미분화된 경우가 많다고 보고 되었다(Thibodeau et al., 1993; Cunningham
et al., 1998; Wright et al., 2000). 앞의 두 특성은 우리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나
우리의 연구에서는 조직학적으로 분화가 잘 된 경우가 더 많았다. 아마도 환자의
숫자가 적어서 생긴 결과로 더 많은 환자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초기에 Ribic 등은 MSI 종양이 더 좋은 예후를 지닌 것을 보고하였으며
이어진

체계적인

리뷰를

통해서도

MSI

가

좋은

예후와

연관이

있음이

밝혀졌다(Popat et al., 2005). Sinicrope 등이 시행한 2141 명의 결장암 (MSI 344 명)
환자에 관한 연구에서도 MSI 환자군의 5 년 무병생존율(33% vs 22% p<0.001) 및
원격 전이 재발율(22% vs 12% p<0.001)이 좋게 나왔다(Sinicrope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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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이처럼 확실한 예후인자로 인식되는 현미부수체 상태는 주로 2 기
결장암에서는 공통된 결과가 나오지만 3 기 대장암에서는 예후인자로 인식되지
않는

결과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는

보조항암화학치료

때문이

아닐까

여겨지기도 한다. 일례로 Sargent 등이 시행한 연구에서 MSI 를 가진 70 명의
결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FU 보조화학요법을

받은

그룹과 수술만

시행한

그룹에서 무병생존율에 차이가 없다고 보고되었다(HR 1.10; 95%CI 0.42-2.91,
p=0.85)(Sargent et al., 2010). 이는 다시 말해서 3 기 결장암에서는 일반적으로
보조항암화학치료를 진행하는데 MSI 의 좋은 예후가 보조항암화학치료로 인하여
없어지게 된다는 점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2 기 및 3 기 결장암에서 현미부수체
상태에 따른 통계학적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렇지만 2 기 결장암에서 재발
또는 사망에 이르는 환자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으며 이는 MSI 가 좋은 예후를
지닐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겠다.
3 기 결장암에서 수술 이후 항암보조화학요법이 추천되고 있으며 2004 년
이전에는 주로 5-FU/leucovorin 요법이 사용되었으나, 2004 년 MOSAIC 연구가
나온 이후에 FOLFOX 가 표준 치료로 자리 잡았다(Andre et al., 2004). 2005 년
Twelve 등이 capecitabine 을 이용한 치료를 도입하며 FL 과 유사한 생존율과 낮은
부작용을 나타내었으나 FOLFOX 에 미치지는 못하였다(Twelves et al., 2005).
비슷한 시기에 전이성 결장암에 효과가 있는 irinotecan 제제가 등장하였으나
효과가 미미하고 심각한 부작용이 많아 항암보조화학요법에는 쓰이고 있지
않다(Saltz et al., 2007). 대신 capecitabine 에 oxaliplatin 을 더한 치료(XELOX)가
FL 보다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있어(Schmoll et al., 2015), 보조 화학요법에서
oxaliplatin 의 효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현재 FOLFOX 를 표준 치료로
사용하고 XELOX 또는 FL 을 경우에 따라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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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5-FU 기초의 항암요법의 효과는 현미부수체 상태에 따라 논란거리가
있는데 2 기 결장암에서 MSI 환자군이 좋은 예후를 보이는 것처럼 3 기 대장암도
비슷한 결과를 얻어야 하지만 비슷한 예후를 보이는 점이 문제이며 초반에는
오히려 부작용이 심하다는 보고가 있었다(Ribic et al., 2003). 이번 연구에서도 3 기
결장암에서

현미부수체

상태에

따른

생존률이나

무병생존률에

통계학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MSI 를 지닌 환자에 대하여 5-FU 를
기본으로 하는 항암화학치료를 시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Ribic 등은 MSI 그룹에서 FL 항암요법이 해로운 결과를 일으킨다고 하였으나
(Ribic et al., 2003), 이어진 연구에서는 MSI 그룹에서 항암치료를 받지 않는 그룹과
비슷한 생존율을 보이거나(Sargent et al., 2010; Sinicrope et al., 2011), 효과를
보이지만 MSS 그룹과의 차이가 없다는 연구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Des Guetz et
al., 2010; Han et al., 2013; Kim et al., 2013; Oh et al., 2013; Sinicrope et al., 2013; Klingbiel
et al., 2015). 따라서 MSI 그룹에서 항암화학치료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근거도
부족하고

윤리적으로도

어려운

일이다.

이번

연구에서

통계학적인

차이를

보이지는 못하였으나 MSI 를 지닌 환자군에서 capecitabine 을 복용한 환자군보다
FOLFOX 를 투여한 환자군에서 조금 더 나은 생존율을 보였으며 환자의 수가
많을 경우 이 차이는 더 확실히 보일 수도 있겠다. 2015 년에 Webber 가 발표한
논문에서도 5-FU 를 기본으로 한 항암치료를 받은 MSI 및 MSS 환자군 모두
비슷한 생존율 및 무병생존율을 보였다. 그렇지만 그들 모두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군보다

더

나은

예후(MSI

그룹에서

생존율

HR0.66

95%CI

0.43-1.03,

무병생존율 0.84; 95%CI, 0.54-0.71)를 보였으므로 현미부수체의 상태에 관계없이
5-FU 를 기본으로 하는 항암화학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제안하였다(Webber et al.,
2015). 그렇다면 문제는 MSI 를 지닌 환자군에서 특히 잘 작용하는 약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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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냐는 것이다. 대부분의 연구는 FOLFOX 요법은 현미부수체 상태와 관계없이
3 기 결장암 환자에게 비슷한 예후를 보였다고 발표하였다(Des Guetz et al., 2010;
Han et al., 2013; Kim et al., 2013; Oh et al., 2013; Sinicrope et al., 2013). 또한
다중변수분석에서도
조직학적으로

항암제의

점액성을

보이는

종류
것이

및
3

현미부수체의
기

결장암의

상태가

유일한

아니라

좋지

않은

예후인자라고 발표되기도 하였다(Kim et al., 2013). Bertagolli 등이 2009 년에
irinotecan

을

이용한

항암화학치료가

MSI

를

지닌

환자군에서

더

좋은

무병생존율를 지닌다고 보고하였으나(Bertagnolli et al., 2009), 2015 년에 Klingbiel
등이 1254 명(MSI 190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FOLFIRI 와 FL 보조화학 요법을
연구하였으나 무병생존율 및 생존율은 동일하였다(무병생존율 p=0.31, 생존율
p=0.18)(Klingbiel et al., 2015). 그렇지만 Zaanan 은 3 기 MSI 결장암 환자군에서
FOLFOX 치료를 받은 환자군이 FL 치료를 받은 환자군보다 낮은 재발율(HR 0.17;
95%CL 0.04-0.68; p=0.01)을 보임을 보고하였으며(Zaanan et al., 2010), 따라서
현재까지는 3 기 MSI 결장암 환자에 대하여 표준약재인 FOLFOX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MSI 의 좋은 예후 영향이 왜 3 기 결장암 환자에게서
발현이 되지 않는지, 약제 외 다른 영향 때문인지에 관하여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
이런 분자생물학적 요소와 항암치료의 관계는 최근 특정 유전자 변이 내지
물질에 대하여 표적 치료로 발전되고 있다. 예를 들어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EGFR) 은 티로신 카이나제 수용체로 세포 성장과 관련이 있으며
수용체 과다 발현 및 변이는 암을 유발한다(Mendelsohn and Baselga, 2003). 이런
특이 수용체의 발현은 표적 치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Cunningham 등은
329 명의 irinotecan 치료에 효과 없는 진행성 결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EG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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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제인

cetuximab

을

추가하거나

cetuximab

단독치료로

전환을

하였는데

cetuximab 을 추가한 그룹에서 더 높은 치료 반응을 얻었으며 (22.9% vs 10.8%
p=0.007) 암의 진행 속도도 더 늦게 나타났다(중간값 4.1 개월 vs 1.5 개월,
p<0.001)(Cunningham et al., 2004). 또한 Jonker 등도 기존 항암치료가 실패하거나
적용할 수 없는 572 명의 EGFR 수용체를 가진 결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cetuximab 치료를 (287 명) 시행하였는데 보존적 치료를 받은 그룹보다 높은
생존율 (HR 0.77, 95%CI; 0.64-0.92 P=0.005) 및 무진행 생존율을 보였다 (HR 0.68
95%CI;0.22-0.50 P<0.001).(Jonker et al., 2007) Van cutsem 등도 또 다른 EGFR
억제제인 panitumumab 을 기존 항암치료가 듣지 않는 EFGR 을 발현하는 463 명의
전이성 결장암 환자(231 명)에게 사용하였으며 보존적 치료만 받은 그룹보다
높은 무진행 생존율 (HR 0.54, 95%CI;0.44-0.66, P<0.0001)을 나타내었다(Van Cutsem
et al., 2007). 그렇지만 Amado 등이 KRAS 변이가 있는 전이성 대장암 환자에게서
panitumumab 단독 치료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음을 발표하였으며 (17%
KRAS 야생형 vs 0% KRAS 변이) (Amado et al., 2008), cetuximab 에서도
KRAS 야생형이 KRAS 변이형 보다 cetuximab 치료에 높은 생존율 (40.3 주 vs
27.3

주, P=0.02)을

고려요소임을

보임으로

나타내었다(De

KRAS
Roock

변이가 EGFR
et

al.,

2008).

억제제 사용에 주요한
이런

효과를

바탕으로

보조화학요법으로 사용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연구하였는데 Taieb 등이 3 기
KRAS 야생형 결장암에서 절제 이후 FOLFOX 치료를 받는 그룹(811 명)과
FOLFOX 에 cetuximab 을 더한 그룹(791 명)과의 차이를 연구해 보았지만
보조요법에서는 무병생존율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HR 1.05, 95%CI;0.851.29, p=0.66)(Taieb et al., 2014). 다른 표적 치료로는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VFGR)가 있으며 이를 억제하는 약이 bevacizumab 이다. 이는 종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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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에 있어 많은 혈류공급이 필요하다는 데에 착안하여 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Kim et al., 1993). Hurwitz 등은 813 명의 전이성 결장암 환자에게
irinotecan, fluorouracil, leucovorin 을 투약하며 402 명의 환자에게만 bevacizumab 을
추가로 투약하였으며 좋은 생존율 (20.3 개월 vs 15.6 개월, p<0.001) 및 무진행
생존율 (10.6 개월 vs 7.1 개월, p<0.001), 좋은 반응율 (44.8% vs 34.8%, p=0.004)을
얻었다(Hurwitz et al., 2004). Price 등이 bevacizumab 효과에 관하여 연구하였는데
KRAS, BRAF 변이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rice et al., 2011).
이처럼 앞으로 항암화학치료는 병기뿐만이 아니라 개개인의 유전자 변이에 대한
맞춤 치료로 나아갈 것으로 생각되며 MSI 와 같은 다양한 분자생물학적 요소와
항암치료에 관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번 연구에서는 몇 가지 한계가 있는데, 첫 번째로 MSI 환자군이 적다는
점이다. 172 명의 환자 중 30 명 (17.4%) 이 MSI 를 나타냈으며 이는 문헌(10-15%)
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치이다. 게다가 2 기 결장암 환자에서 대다수의 MSI
환자(20 명, 66.6%)가 나왔기 때문에 3 기 결장암에서 항암화학치료의 역할을
분석하기에는 더욱 적은 숫자이다. 낮은 확률로 발현되므로 모집단이 충분히
커야 하나 추적 관찰 기간을 고려하여 2008 년 환자까지만을 대상으로 하였었다.
둘째로 추적관찰 기간이 문제인데 많은 환자들이 수술 이후 병원에 몇 번 오고
더 이상 오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수술 및 초기 항암치료만 아주대병원에서
시행하고 이후 치료는 다른 병원에서 시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재발 및
질병으로 사망을 하더라도 아주대병원에서 판정을 받지 않는 경우도 통계적으로
누락이

있을

수

있다.

이는

무병생존율에서

통계학적인

의미는

없으나

경구항암제를 투여 받은 환자군이 좀 더 높은 무병생존율을 보이는 것을 설명할
수도 있는데 약을 먹다가 재발의 진단을 다른 곳에서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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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후향적 연구임이 약점이지만 표준항암화학요법이 있는 이상 이
치료를 시행하지 않고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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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결론적으로 MSI 는 2 기 결장암에서는 좋은 예후인자로 작용하나 3 기
결장암에서는 그 효과가 미미하다. 이는 항암화학치료의 작용 또는 다른 원인일
수 있으나 현재까지 연구로는 MSI 군에서도 표준화학요법인 FOLFOX 제재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어떠한 종류의 보조항암화학요법이
현미부수체의 상태에 따라 영향을 끼치는지에 관하여는 더 연구가 필요하다.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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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colon cancer showing microsatellite instability (MSI) proved to be different from
microsatellite stable (MSS) cancer biologically and MSI usually had better prognosis.
However in stage III colon cancer, benefit of MSI has not been exerted by adjuvant
chemotherap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relationship between MSI status
and chemotherapeutic regimens. From 2003 to 2008, MSI status was determined in 172
patients with stage II and III colon cancer whose primary cancers were curatively resected.
Mean age was 61 and male was 92. Survival was similar between MSI-high and MSS. Stage
III colon cancer was 75 patients and MSI-H was identified in 10 patients (13.3%). All the
patients were treated with FOLFOX or capecitabine. The overall survival was not
- 37 -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MSS and MSI patients in stage II and III colon cancer. (P=
0.608). But no recurrence was reported in stage II MSS colon cancer. In stage III colon
cancer, MSI status was not affect to overall survival in both FOLFOX(p=0.516) and
capecitabine(p=0.438) group. In MSI group, kind of chemotherapy was not affect to
OS(p=0.608) and DFS(p=0.628) From this small sized, retrospective study, we found MSI
status might not be considered to decide kinds of adjuvant chemotherapy in stage III colon
cance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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