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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inotecan을 포함한 선행치료를 받은 전이 및 재발 대장암에서 
Cetuximab과 FOLFIRI 병합치료 효과의 후향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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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Many reports about efficacy of cetuximab in 
the prolongation of survival have been published. 
Especially, the combination of cetuximab and FOLFIRI 
has a high activity even in prior irinotecan refractory 
metastatic colorectal cancer (mCRC). Beside small num-
ber of patients, we are trying to evaluate the efficacy and 
safety of cetuximab combined with FOLFIRI for patients 
who prior irinotecan chemotherapy had failed. Methods: 
A retrospective analysis of 26 patients treated with 
cetuximab with FOLFIRI from July 2006 to August 2007 
was done. All patients had already been treated with 
FOLFIRI chemotherapy in 1st line or 2nd line regimens for 
mCRC. The initial dose of cetuximab was 400 mg/m2 at 
the 1st week, after which the dose was 250 mg/m2 
weekly plus FOLFIRI biweekly. We defined 1 cycle as 8 
weeks, and the responses were evaluated at week 8. 
Results: The median follow-up period was 6.2 (1.1∼
13.9) months. After 8 weeks, 50% of the patients had 
a partial response, and the disease control rate was 
57.5%. The median time to progression was 3 months. 
EGFR expression and tumor response had no correlation 
(P=0.07). Skin reaction and tumor response (median 
time to progression) had a significant correlation (P= 
0.022). Cetuximab did not increase the toxicity asso-

ciated with FOLFIRI, except for an acneiform rash. 
Conclusions: Cetuximab combined with FOLFIRI chemo-
therapy was effective in treating mCRC patients after 
FOLFIRI regimen chemotherapy. J Korean Soc Colo-
proctol 2008;24:34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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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



서      론

  이성 장암의 약물 치료에 있어 환자의 생존율

을 증가시키기 해 많은 약제들의 병합요법이 시도

되고 있다. 이성 장암의 경우 일차 약제 는 이차 

약제로 oxaliplatin 는 irinotecan과 5-FU/leucovorin 병

합요법을 사용하여 생존율을 최  21개월까지 증가시

켰다.1-6 하지만 이들 약제를 사용한 후 진행되는 이

성 병변에 한 항암제 선택은 많지 않다. 최근 개발된 

표  치료제로 cetuximab과 bevacizumab의 항암제와의 

병합요법은 환자의 종양진행시간뿐만 아니라 체 생

존율까지 증가시킨다고 보고되고 있다.7-14 

  표피 성장인자 수용체(epidermal growth factor re-

ceptor, EGFR, HER-1)는 170-kd 다당백 타이로신키나

제 성장인자 수용체로서 세포의 성장과 분화 그리고 

세포 생존에 요 매개인자로 알려져 있다. 표피성장

인자 는 종양성장인자-알 (TGF-α)가 수용체에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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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atients characteristics

No. of patients
%

(n=26)

Gender M：F 17：9

Age, years Range (median) 40∼76 (57)

KPS＞80% All

Metastatic site Liver 20 74.0

Lung 15 55.0

LNs  3 11.1

Other site  4 14.8

Initial R status No operation  1  0.38

R0 13 50.0

R1∼2 12 46.2

Chemotherapy 2nd line  6 22.2

＞3rd line 20 76.9

KPS = Karnofsky performance status; LNs = lymph nodes; 

Other site = peritoneal seeding, adrenal gland, abdominal 

wall; R1∼2 = palliative resection.

합하게 되면 이합체가 되어(dimerization) 세포 내의 타

이로신 잔기의 자가인산화(autophosphorylation)를 야기

하게 되고 Ras, ERK 1/2, PI3K/Akt와 STAT 등의 신호

달체계를 통해 세포성장, 부착(adhesion), 분화, 

신생 그리고 자연사멸 등의 결과를 래하게 된다. 

Cetuximab (ErbituxⓇ, C225, IMC-225)은 단클론항체

(monoclonal antibody)로 세포벽의 표피성장인자 수용

체에 직 으로 작용하는 약물로 이 약물과 결합된 

수용체는 작용을 하지 못하게 하여 세포주기억제 요

소인 p27(kip1)을 증가시켜 세포주기 G1 단계에서 정지

시킨다고 알려져 있다.14,15 

  본 연구는 본원에서 FOLFIRI 치료 후 병이 진행된 

경우에서 FOLFIRI와 cetuximab 병합 투여 시 종양의 

반응과 종양진행기간  부작용 등의 임상 반응 양상

을 알아보고자 하 다. 

방      법

1) 상 환자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 외과에서 2006년 7월

부터 2007년 8월까지 cetuximab를 투여 받은 이성 

장암  이 에 FOLFIRI를 3회(1회는 2주 간격) 이상 

투여 후 진행성 암으로 정된 26명을 상으로 하여 

후향 으로 분석하 다. 

2) Cetuximab과 FOLFIRI 투여 방법

  Cetuximab은 1주 간격으로 투여하 으며 처음 투여 

시 400 mg/m2으로 투여하 고 다음은 250 mg/m2로 투

여하 다. FOLFIRI 용법은 irinotecan 150 mg/m2을 2시

간 동안 정주하고 leucovorin 20 mg/m2 bolus 투여 후 

5-FU 2,400 mg/m2을 46시간 동안 연속 정주하는 용법

으로 2주 간격을 두고 투여하 다. 

3) 평가 방법  통계

  환자들의 정보는 환자의 의무기록과 이학  검사를 

통하여 얻었으며, 8주(1주기)마다 종양 반응평가를 하

고, 청 CEA, 흉부 컴퓨터 촬 , 복부 컴퓨터 촬 , 

복부 음  검사 등을 실시하여 측정 가능한 병변(간, 

폐, 림 , 복막 종 종괴 등)에 한 평가를 하 다. 

평가 기 은 RECIST를 사용하 고 cetuximab 투여 이

후 8주 이상 반응을 보인 경우를 종양 반응률(완

해, 부분 해, 안정질환)로 정의하 다. 종양 반응률

(response rate)은 완 해와 부분 해를 합한 값으로 

질병통제율(disease control rate)은 종양반응률과 안정

질환을 합친 비율로 정의하 다. 치료 부작용의 평가

는 NCCN CTC v3.0을 사용하 다. 종양진행시간(time 

to tumor progression, TTP)은 cetuximab 첫 투여일로부

터 방사선 검사상 병의 진행이 발견된 시 을 기 으

로 구하 다. 

  통계는 SPSS 11.0 통계 로그램을 사용하 으며, 생

존분석은 Kaplan-Meier법을 사용하 고 Log-rank test

를 이용하여 검증하여 P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정하 다. 

결      과

1) 환자들의 특성(Table 1)

  3주기 이상의 FOLFIRI 항암치료 후 병이 진행되어 

cetuximab과 병용 투여한 환자는 26 으며 남녀비는 

17：9를 보 다. 이들의 앙나이는 57세(40∼76)

다. 모든 환자는 Karnofsky performance status가 80 이

상으로 일상 생활에 문제가 없었다. 동반된 이는 간

이 20 (74.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폐(15 , 55%) 

림 (3 , 11.1%)이었으며 이외에 부신, 복막 종, 

복부벽 순서 다. 1 (0.38%)의 경우 다발성 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았고, 13 (50%)는 근치  수술을 

받았으며 12 (46.2%)는 고식  수술을 받은 경우

다. 20 (76.9%)의 경우, cetuximab 병합 투여하기  

FOLFIRI와 FOLFOX 등 두 가지 이상 항암제로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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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equencing tumor response after each cycle 

Treatment cycle (%)

Response

1 (n=26) 2 (n=9) 3 (n=4) 4 (n=2) 5 (n=1)

Complete response  0 (0)  0 (0)  0 (0)  0 (0)   0 (0)

Partial response 13 (50.0)  2 (22.0)  0 (0)  0 (0)   0 (0)

Stable disease  2 (7.7)  3 (33.0)  3 (75)  1 (50)   1 (100)

Progression of disease 11 (42.3)  4 (45.0)  1 (25)  1 (50)   0 (0)

Response rate 50.0% 22.0%  0%  0%   0%

Disease control rate 57.7% 55.0% 75.0% 50.0% 100%

Response rate = complete response+partial response; Disease control rate = complete response+partial response+stable disease.

Table 3. EGFR expression and tumor response

No. of Progression Tumor response
EGFR status

patients of disease (disease control)

Positive  8 (42.0%) 2 (10.5%) 6 (31.6%)

Negative 11 (58.0%) 8 (42.1%) 3 (15.8%)

Fig. 1. Time to tumor progression (survival curve).

Table 4. Skin reaction and tumor response

Skin No. of Disease control Median time

toxicity patients rate (%) to progression

Grade I 7 2 (28.5) 1.66 months

Grade II 7 4 (57.1) 2.46 months

Grade III 12 7 (58.3) 4.40 months

받았던 환자들이었다. 

2) 주기에 따른 종양의 반응(Table 2)

  앙 찰 기간은 6.2개월(1.1∼13.9)이었으며 체 

43주기를 투여하 다. 환자들의 앙 종양진행시간은 

3개월이었다(Fig. 1). 종양 반응을 주기별로 구분하

을 때 5주기 이상의 종양반응을 보여 cetuximab을 투여 

받은 환자는 1 다. 1주기 이후 부분 해를 보인 경

우는 13 (50%), 안정질환을 보인 경우는 2 (7.7%)로, 

종양 반응률은 50%, 질병통제율은 57.7%를 보여 높은 

반응률을 보 다. 하지만 2주기 이후 반응률은 주기가 

진행될수록 떨어지는 양상을 보 다.

3) 표피성장인자 수용체와 종양 반응(Table 3)

  표피성장인자 수용체 상태가 확인 가능한 환자는 

체 26 에서 19 (73.1%) 으며 정은 PharmDx Kit 

(Dako Corporation, Carpinteria, CA, USA)를 사용하여 

‘양성’, ‘음성’으로 구분하 으며, 이  8 (42.0%)에

서 ‘양성’ 소견을 보 다. 표피성장인자 수용체 유무와 

종양반응의 계를 비교하 으나 통계  의미는 없었

다(P=0.07).

4) 피부반응과 종양 반응(Table 4)

  피부 반응의 등 은 NCCN CTC v3.0을 기 으로 하

고 grade III은 피부과 문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정의하 다. 피부반응(여드름 는 여드름양 발진)은 

grade I은 7 , grade II는 7 , grade III는 12 를 보

다. 피부반응 정도와 환자의 앙 종양진행시간을 비

교하 을 때 피부반응이 높을수록 앙 종양진행시간

이 길어짐을 보 다(P=0.022)(Fig. 2).

5) 이 부   수술 범 와 종양 반응도(Table 

5, 6)

  가장 많이 이된 곳은 간과 폐 으며 반응정도는 

균일하 다. 환자의 처음 치료 상태에 따라 환자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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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rrelation between skin reaction and time to tumor 

progression (P=0.022).

Table 5. Cetuximab and site-specific tumor response

Metastatic site No. of patients Disease control rate (%)

Liver 20 9 (45.0)

Lung 15 6 (40.0)

LNs  3 2 (66.6)

Others  4 2 (50)

LNs = lymph nodes; Others = peritoneal seeding, adrenal 

gland, abdominal wall.

Table 6. Initial R status and tumor response

Initial R status No. of patients Disease control rate (%)

No operation  1 0

R1-2 12 8 (66.6)

R0 13 5 (38.4)

Table 7. Toxicity profiles

Grade I∼II ＞Grade III

Toxicity

n (%) n (%)

Allergic reaction  0  0

Acneiform rash 14 (53.8) 12 (46.2)

Diarrhea  8 (29.6)

Febrile neutropenia  4 (14.8)

Nausea/vomiting 12 (44.5)  1 (3.7)

Neuropathy  0

Mucositis  7 (25.9)

술하지 않고 항암치료를 한 경우, 고식  수술을 한 경

우, 근치  수술을 한 경우로 나 어 반응도를 비교하

다. 근치  수술을 한 경우는 13 로 50%를 차지하

고 반응도는 수술 정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P=0.238) 

6) 치료의 부작용(Table 7) 

  부분의 환자들에서 FOLFIRI의 부작용  피부 부

작용 이외 3등  이상의 부작용은 보이지 않았으나 1

에서 오심과 구토 등의 심한 장  증상을 보여 

내시경을 실시하 으나 특별한 이상은 보이지 않아 

보존  증상 치료 후 1개월 이내 증상은 완화되었다. 

고      찰

  Cetuximab은 BOND 연구16에서 EGFR을 발 하면서 

irinotecan에 내성을 갖는 이성 장암 환자 339명  

cetuximab과 FOLFIRI 병합치료군 218명, cetuximab 단

독 투여군 111명을 상으로 하여 cetuximab 병합 치료

군에서 앙 종양진행시간이 4.1개월, cetuximab 단독 

투여군에서 1.5개월로 보고되었으며(P＜0.001), 질병

통제율은 cetuximab 병합 투여군에서 55.5%, cetuximab 

단독 투여군에서 32% (P=0.0001)를 보여 2004년 미국 

식품의약안정청(FDA)에서 이성 장암 환자의 2차 

요법으로 승인되었다.17 이후 수많은 좋은 결과들이 비

교 발표되고 있으며10 이성 장암 환자의 1차 항암

요법으로 타 약제와의 병합요법으로서 그 효과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8-21 본 연구에서도 앙 종

양진행시간이 3개월, 질병 통제율은 57.7%를 보여 높

은 반응도를 보 다. 

  Cetuximab과 FOLFIRI의 병합 투여 기 은 FOLFIRI 

투여에 반응하지 않는 표피성장인자 수용체 양성인 

경우로 고시되어 있다.22 표피성자인자 수용체의 과발

은 장암 환자에서 독립 인 후 불량인자로 알

려 있으며 Galizia 등23의 연구에 따르면, 정상 장

막에서의 표피성장인자 수용체는 염색되지 않았다고 

하며 이 수용체의 과발 은 p27의 하향조 (down reg-

ulation), p53의 과발 , VEGF의 양성 그리고 종양의 

진행과 연 있다고 하 다. 병기에 상 없이 표피성장

인자 수용체 양성이고 낮은 p27를 보 을 경우, 근치

 수술 후 2년 내 100%의 재발을 보 다고 보고하여, 

표피성장인자 수용체 상태를 확인하는 이유를 환자의 

후 측과 표 치료 여부를 확인하기 해서라고 

발표하 다. 하지만 cetuximab의 치료 응 상에서 

표피성장인자 수용체의 양성에 한 의견은 분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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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4-26 Chung 등27과 Saltz28에 의하면 표피성장인자 수

용체 음성 환자 16명을 상으로 한 후향  분석에서 

14 는 cetuximab과 FOLFIRI의 병합요법, 2 는 cetux-

imab 단독 투여하여 객  반응률이 25%를 보 다고 

발표하여 cetuximab 치료에서 표피성장인자 수용체 유

무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 다. Labianca 등29 

한 표피성장인자 수용체 자체 유무는 cetuximab 치료

의  응이 아니며 종양반응의 정도를 측할 

수 있는 인자는 아닌 것 같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에

서도 표피성장인자 수용체를 양성과 음성으로 구분하

여 종양반응과 비교 분석하 을 때 통계  의미를 보이

지 않았다(P=0.07). 표피성장인자 수용체 유무  이 수

용체의 성질이 계속 연구되고 있으며30 향후 결과에 따

라서 치료의 응증을 바꿔야 할 것이다.

  피부반응은 cetuximab 치료 시 형 으로 나타나는 

부작용  하나로 여드름 는 여드름양 피부발 으

로 나타난다.31-33 피부반응과 종양의 반응 간의 정확한 

기 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피부발 이 심한 경우 치

료의 반응률이 증가한다는 많은 보고가 있다.12,16 본 연

구에서도 피부반응 정도가 심할수록 앙 종양진행기

간이 길어짐을 보 다.

  이된 장소  수술 범 에 따른 cetuximab의 효과 

분석은 통계  의미는 없었다. 이 장소에 따른 반응

률은 간, 폐 등 비슷하게 보 다. 최근 간 이의 경우 

cetuximab을 이용한 병용 투여 후 간 이 수술을 한 결

과들이 보고되고 있어34 이된 장소에 한 cetuximab

의 치료 반응 여부는 좀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Cetuximab의 부작용은 피부발 , 설사, 발열, 두통, 

오심 그리고 마그네슘증과 약제에 한 과민반응이 

보고되고 있으며 FOLFRI와 cetuximab의 병용 투여에 

의한 부작용은 피부 반응을 제외한 FOLFIRI의 알려진 

부작용 이외에는 추가 인 부작용은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되고 있다.32,35,36 본 연구에서 과민반응이나 다른 

심한 부작용은 보이지 않았고, 피부 부작용 이외에 크

게 다른 부작용은 보이지 않았다. 

  Cetuximab의 치료는 단독 는 타 항암제와의 병용 

투여에서 높은 반응도와 안정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방침의 결정에서 가장 큰 문제 은 환자의 경제

 부담이 된다고 하겠다. Koo 등37의 31명의 환자를 

상으로 한 향  연구에 치료 실패(treatment fail-

ure)의 이유가 질병의 진행(87%), 경제  이유(6.5%) 

그리고 치료부작용(6.5%)이라고 하 다. 본 연구에서 

1주기 치료 후 종양의 반응을 보인 환자(부분반응  

안정질환) 에서 6 의 경우 1주기 이후 경제  이유

로 치료를 포기하 고 11 에서 질병의 진행으로 타 

약제로 변경하 다. 

결      론

  FOLFIRI 치료 실패 이후 cetuximab과 FOLFIRI 병합 

치료는 부작용을 증가시키지 않고 안 하게 투여 가

능한 항암요법이며, 반응률 한 높아 치료의 선택폭

을 넓혔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경제 인 문제로 치

료를 단하는 경우가 많아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필

요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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