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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비소세포폐암 치료의 최신 지견
장태원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내과학교실

형태와 담배 구성물의 변화에 따라, 특히 필터 담배와

서문

저타르 담배로의 변화로 인하여 선암 발생이 증가한
폐암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암으로 모든 암의

것으로 추정된다. 폐암의 치료는 환자의 조직형태, 병

12.3%를 차지하며 2012년 1.8백만 명이 발생하였고

기, 분자 생물학적 특징, 전신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1.6백만 명이 사망하는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이다.1)

I, II기 비소세포폐암은 치료 목적의 수술을 중심으로

한국에서도 발생률은 4위를 기록하지만 사망률은 1위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병행한다. III기는 치료 목

이다. 연도별 폐암의 조발생률 변화를 보면, 2000년

적의 방사선 항암 병용치료, IV기는 완화 목적의 항암

표준 인구를 기점으로 2012년 전체 폐암이 56% 증가

요법으로 치료를 한다. 이 중에서 주로 논의하고자 하

하였으나 이는 고령화에 따른 증가이며 표준화 연령에

는 것은 절제 불가능한 진행성 IIIB, IV기 폐암의 치료

따른 발생률은 변화가 없다. 남자의 경우는 매년 0.8%

방법 중 최근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표적치료와

감소하는 반면, 여자는 1.5%씩 증가하고 있어 비흡연

면역치료를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부가적으로 노인

가 여성 폐암에 대한 경각심이 증가되고 있다. 2011~

환자의 증가에 따른 치료 방향도 알아보고자 한다.

2015년 한국인 폐암의 5년 생존율은 26.7%로 미국이
나 캐나다보다 나은 성적을 보이고 일본에 못지않은

본론

성적2)을 보고하고 있다. 폐암은 약 80~90%가 흡연으
로 인한 것으로 가장 강력한 원인이다. 서양은 남성의

폐암 의심 환자가 병원에 오면 조직 검사나 세포 검

폐암 사망률은 감소하나 여성 폐암 사망률은 증가하여

사를 실시하여 조직의 형태에 따른 분류를 한다. 먼저

남성과 거의 같은 사망률을 차지한다. 반면 아시아는

소세포폐암과 비소세포폐암으로 구분한다. 구분하는

여성의 흡연율이 낮아 여성 폐암 사망률이 전체 사망

이유는 소세포와 다른 조직형 폐암은 질병 진행이나

의 1/3 정도를 차지한다. 그러나 여성 비흡연자에서 폐

치료 약제가 많이 달라 구분하여 치료를 하기 때문이

암의 증가 속도가 빨라 그 원인의 연구가 진행 중이며

다. 소세포를 제외한 비소세포폐암의 경우는 편평세포

특히 미세먼지의 역할에 대하여 관심이 증가되고 있

와 비편평세포로 나누어 접근한다. 조직이 결정되면

다. 최근 연구에서 실외 미세먼지 특히 PM 2.5가 비흡

병기 판정하는 검사를 진행하여 병기를 결정하는데 이

연가 아시아 여성의 교차비(odds ratio)가 흡연가 여성

는 진행성 폐암 환자에서 필요 없는 수술을 배제하고

의 19.8로 폐암의 발생과 연관성이 높음이 보고되었

병기에 가장 적당한 치료를 결정하기 위하여 중요하

3)

다. 2009년 한국 폐암 보고서에서 선암이 가장 많은

다. 치료여부의 결정에 환자의 활동성이 중요하며 판

부분을 차지하며, 2005년을 기점으로 선암이 편평세

정은 주로 ECOG (Eastern Cooperative Oncology

포암보다 발생이 많아졌으며 남성의 경우는 2010년을

Group) 활동도를 이용한다.5) 선암을 포함한 비편평세

기점으로 선암이 더 많은 빈도가 되었다.4) 이는 흡연

포암의 경우 유발 돌연변이(driver mutation)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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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 median overall survival

Fig. 1 Treatment approach in advanced non-small cell lung cancer

경우가 많아, 유발 돌연변이 검사로 epidermal growth

동반하고 있는지 등을 참고하여 치료를 결정한다. 진행

factor receptor (EGFR), anaplastic lymphoma

성 폐암 환자의 항암치료 목적은 완화치료이므로 가능

kinase (ALK), ROS1, BRAF 돌연변이가 있는 지를

하면 삶의 질을 유지하고 치료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6) 특히 EGFR과 ALK는 반드

것에 초점을 맞추고 결정을 한다.

시 모든 경우에 검사를 한다. 돌연변이가 발견되지 않
1. 표적치료제

는 경우 Programmed death-ligand 1 (PD-L1) 면역
화학 검사를 실시한다. 편평세포암의 경우는 PD-L1
검사를 모두에게 실시하고 돌연변이 검사는 조직이 충

유발 돌연변이가 존재하는 경우 표적에 적당한 약제

분하면 실시해 볼 수 있다. 전체 진행성 비소세포암 환

가 있음을 의미하고 이 발현에 관여하는 과정을 억제하

자의 20~30%에서 유발 돌연변이가 발견되고, 이런 경

여 치료효과가 나타난다.

우는 각기 맞춤 표적치료를 실시한다. 유발 돌연변이를
1) EGFR 돌연변이 양성

발견할 수 없는 70% 정도의 환자는 항암이나 면역치료
를 실시한다. 이때 PD-L1 검사로 결정을 하거나, 혈액에
서 Tumor mutational burden (TMB) 검사를 할 수

EGFR 변이는 폐암에서 가장 흔하게 발현되는 돌연

있다면 2개를 조합하여 면역 항암치료 여부와 방법을

변이로 Exon 18, 19, 20, 21에 가장 흔하게 나타난다.

결정한다. 돌연변이 유전자가 있는 경우는 생존율이 돌

이곳 EGFR을 억제(Tyrosine Kinase Inhibitor:

연변이 유전자가 없는 경우보다 높으며, 길게는 평균

TKI)하는 약제(EGFR-TKI)의 효과가 아시아인, 여

생존기간이 5년을 넘기도 한다. 치료가능한 유전자를

성, 비흡연가, 선암에 주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찾지 못한 경우는 예후가 불량하여 1~2년의 평균 생존

되었고, 그 이유로 EGFR 돌연변이 유무가 효과에 가

기간밖에 되지 않는다(Fig. 1). 그러나 면역 항암치료의

장 중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19번과 21에 대부

경우 효과가 있는 10~20% 환자에서 장기간 생존이 가

분이 발생하고 19번에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 가장 효

능하다. 그 외 질병의 진행 정도, 전이된 장기와 증상을

과가 뛰어나다. 동양과 서양의 발현빈도가 달라 동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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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irst Line treatment trials in EGFR mutation positive non-small cell lung cancer
Trial

N (TKI)

Drug

PFS (mo)

HR (P-value)

WJTOG 3405

51

Gefitinib vs CTX

8.4

0.33 (P 0.0001)

IPASS

130

Gefitinib vs CTX

9.8

0.48 (P 0.001)

EURTAC

86

Erlotinib vs CTX

9.7

0.37 (P 0.0001)

OPTIMAL

82

Erlotinib vs CTX

13.1

0.16 (P 0.0001)

ENSURE

110

Erlotinib vs CTX

11.0

0.34 (P 0.0001)

LUX-Lung 3

204

Afatinib vs CTX

13.6

0.47 (P=0.001)

LUX-Lung 6

216

Afatinib vs CTX

13.7

0.25 (P 0.0001)

LUX-Lung 7

319

Afatinib vs gef.

11.0

0.73 (p=0.017)

ARCHER

450

Dacomitinib vs gef.

14.7

0.59 (p 0.0001)

FLAURA

566

Osimertinib vs SoC

18.9

0.46 (p 0.001)

N: number, TKI: tyrosine kinase inhibitor, PFS: progression free survival, mo: month, HR; hazard ratio, CTX: chemotherapy, gef: gefitinib,
SoC: standard of care.

은 폐선암의 40~55%에서 EGFR 돌연변이가 발현되

그렇지 못한 경우는 일반적인 항암치료를 실시한다.

나, 서양은 5~15%의 빈도로 나타난다.7) EGFR-

약제 내성의 형태인 T790M 변이는 약 60% 정도에

TKIs 약제로 1세대 erlotinib, gefitinib, 2세대 afa-

서 발현이 되고 그 외 HER2 변이, MET 변이, 소세

tinib, 3세대 osimertinib 등의 단독 경구 치료제가

포암 변화 등10)이 나타나서 그 변이에 맞는 맞춤치료

있다(Table 1). 1차 치료제로 EGFR-TKI들이 표준

를 한다. 지금은 3세대 약제까지 나온 상태라 1~2세

백금 제제에 기초한 항암치료보다 우월성이 증명8)된

대를 먼저 사용하고 내성이 생기는 경우 3세대로 넘

후 거의 모든 EGFR 돌연변이 양성 환자에서 사용된

어 가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처음부터 3세대를 사용

다. 1세대의 EGFR-TKI의 무진행 생존기간이 10개

하고 병이 진행하면 항암치료나 면역요법을 복합하

월, 2세대는 14개월, 3세대는 19개월로 3세대인

여 치료하는 것이 좋을지는 아직 논란이 있다. EGFR

osimertinib이 erlotinib이나 gefitinib 보다 우월성

돌연변이 양성 환자의 경우 여러 약제들의 개발과 치

9)

이 증명되어 1차약으로 선호되나, 한국은 아직 1차

료 방법의 발달로 평균 생존기간은 3년을 상회한다.

약으로 보험 사용이 허락되지 않았고 T790M 내성이
생긴 경우 2차약으로 사용할 수 있다. 큰 부작용이 없

2) ALK 돌연변이 양성

는 경우라면 EGFR-TKI의 치료는 진행할 때까지 사
용한다. 질병의 특성상 내성의 발현은 대부분에서 나

ALK 돌연변이의 경우 EGFR과는 다르게 아시아인

타나기에 질병이 진행하면 가능하다면 2차 조직검사

에서 더 발현되는 것은 아니고 동서양이 비슷한 빈도

를 실시한다. 그러나 조직 검사를 실시할 장소가 마땅

로 5% 전후에서 나타난다. 발생 나이가 젊고 남녀의

하지 않는 경우 혈장으로 T790M 검사를 실시한다.

발현빈도가 비슷하며 흡연자에서도 발생된다. PRO-

유럽의 경우는 혈장으로 먼저 검사를 실시하고 내성

FILE 1014 연구11)는 ALK 양성 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이 발견이 되지 않는 경우 조직 검사를 실시한다. 조

치료제 crizotinib이 표준 항암치료와 비교하여 무진

직이든 혈장이든 돌연변이 검사를 실시하여 T790M

행 생존기간의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고, 최근 평균

돌연변이가 발견되는 경우 oximetinib을 사용하고

생존기간이 crizotinib을 투여한 군에서 5년이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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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목할 만한 생존율 증가를 보여주었다. 1차 치료제

각 제제 단독치료나 두 종류 복합치료 혹은 항암치료제

로 crizotinib이 주로 선택되었으나, 최근 약제가 많

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한국은 PD-L1 약제가 진행성

이 개발되어 지금은 3배 이상 긴 무진행 생존기간과

폐암의 2차 약으로 단독 사용하는 것은 보험 승인이 되

특히 뇌 침투가 좋은 2세대 약제인 alectinib이 1차

었다.

6)

선택약으로 권장되고 있다. Ceritinib 역시 강력한 2
세대 약제이고 1차 약으로 alectinib의 대체약으로 사

1) 면역 항암 단독 치료

용된다. Brigatinib는 차세대 ALK 억제제로 crizotinib을 사용 중 진행하거나, 이 약에 부작용이 많은

CheckMate 01713)이 중요한 3상 연구로, 편평세포

경우 권장된다. 이 약제 역시 1차 선택약으로 crizo-

폐암 환자에서 nivolumab 사용군이 docetaxel군에

tinib과 비교하여 우월한 무진행 생존기간과 뇌전이

비하여 사망률을 41% 낮추어 효과를 증명하였다.

12)

환자에서 효과가 뛰어남을 보여주었다. ALK 환자

CheckMate 05714)은 비편평세포폐암 환자을 대상으

역시 약제 내성은 피할 수 없어 1세대 약제의 경우는

로 효과를 증명하였다. 이어서 Keynote 010, OAK

진행하면 2세대 약제를 선택하면 된다. 2차약 사용

연구가 성공을 하면서 비소세포폐암에서는 2차 치료

후 진행하거나 처음부터 2세대 약제를 사용한 경우

약제로 면역치료제가 docetaxel을 대체하여 권장이

진행하면 2차 조직 검사를 권장하고, 그 조직을 이용

된다. Keynote 01015)은 pembrolizumab의 효과를

한 차세대 시퀀싱(Next generation sequencing)을

연구한 것으로 PD-L1 발현이 ≥ 50%인 환자의 평균

실시하여 내성 발현에 따른 맞춤 치료를 고려할 수

생존기간의 의미 있는 연장을 보였고, OAK 연구16)는

있다.

PD-L1 억제제인 atezolizumab 연구로 Ventana
SP142 방법을 사용하여 종양세포(Tumor Cell: TC)
나 주위 면역 세포(Immune Cell: IC)의 PD-L1 발현

3) 기타 돌연변이들

≥ 1%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가 증명되었다. 특히 환
흔하지 않은 돌연변이로 ROS1, BRAF, RET, TRK,

자가 TC ≥ 50% 혹은 IC ≥ 10%의 PD-L1 발현을

MET, KRAS 등이 연구되고 있다. ROS1의 경우

보인 경우 생존기간이 20.5개월로 docetaxel 8.9개

crizotinib이 사용 승인을 받았고 그 외 entrectinib,

월에 비하여 우월한 생존기간을 보여주었다. 또 생존

repotrectinib, lorlatinib이 연구되고 있다. BRAF

기간은 조직형에 관계없이 편평세포암, 비편평세포

의 경우 dabrafenib+trametinib의 사용이 권장되고

암 모두에서 효과가 있었다.

있고 MET의 경우 tepotinub, HER2에 posiotinib

PD1이나 PD-L1 면역억제제는 연구 결과는 대부분

이 가능성 높은 약물로 임상시험 중이다. 드문 돌연변

연구에서 PD-L1의 발현에 큰 차이없이 대부분 환자

이도 찾고자 하는 노력을 하여 적절한 약제의 임상연

에서 효과가 증명이 되었지만, 한국은 모든 환자에게

구가 가능하다면 시도하여 환자들에게 치료 기회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PD-L1의 발현정도에 따

주는 것이 필요하다.

라 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약 30% 환자가 해당
된다(Table 2). 가장 큰 문제점은 PD-L1 발현 검사

2. 면역 항암치료

의 종류가 너무 많고 시약과 방법에 따라 서로 호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해당 약제를 사용하고자 하면

유발 돌연변이가 없거나 편평세포폐암의 경우 면역

반드시 그에 맞는 PD-L1 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나온

치료제가 추천된다. 면역 항암치료로 PD1 억제제인

결과가 있어야 약제를 사용할 수 있다. 한 종류의 결

nivolumab과 pembrizumab, PD-L1 억제제인

과로 다른 결과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종류

atezolizumab과 durvalumab, Cytotoxic T-lym-

의 면역 화학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phocyte-associated protein (CTLA) 4를 억제하는
ipilimumab과 tremelimumab 약제가 있다. 이들 각

2) 면역항암제 항암치료제 복합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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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ultiple immunohistochemistry (PD1/PD-L1) kits and criteria of Korea insurance
PD1
Drug Name

Pembrolizumab

PD-L1
Nivolumab

Atezolizumab

Durvalumab

Clone

22C3

28-8

SP263

SP142

SP263

Company

Dako

Dako

Ventana

Ventana

Ventana

TC ≥1, ≥50

TC ≥1, ≥5,
≥10

TC ≥1, ≥5,
≥10

TC: ≥1, ≥10, ≥50
IC: ≥ 1, ≥ 5, ≥10

TC ≥25

TC ≥50

TC ≥10

TC ≥10

TC ≥5 or IC ≥5

Cut-offs (%)
Criteria of insurance (%)
TC: tumor cell, IC: immune cell

면역 치료와 항암치료의 복합치료 연구는 Check-

의 크기가 너무 크거나 빨리 진행하는 경우는 2차로

Mate 01217)가 선도적인 연구이다. 1상 연구로 ni-

항암치료의 기회가 없을 가능성이 많아 복합항암치

volumab 단독 혹은 항암제, 표적치료제, CTLA-4

료와 같이 면역 항암치료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한다.

억제제인 ipilimumab을 복합하는 연구이다. 백금 복

그리고 PD-L1 발현률이 50% 이하인 경우는 면역 항

합항암제에 nivolimab을 복합한 경우 종양 반응률이

암치료 단독보다는 복합항암치료와 함께 사용을 고

47%로 표준항암제 33%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

려한다.22) 비편평세포폐암뿐만 아니라 편평세포폐암

것을 기반으로 면역치료제 2개를 조합하는 치료로

에서도 PD-L1이 50% 이하인 경우 면역치료제와 복

CTLA-4 억제제 ipilimumab을 복합하는 연구인

합항암요법의 복합치료가 항암치료에 비하여 생존율

18)

CheckMate 227연구 가 발표되었다. Keynote 021

향상을 보여주고 있다(Table 3).

연구19)는 pembrolizumab+백금 항암 복합제, 혹은
표적치료제, 혹은 ipilimumab을 복합치료 연구한

4) 면역 항암 약제의 선택방법

I/II상 연구로 종양 반응률이 항암 복합군에서 항암
단독군보다 55% 대 29%로 우월함을 보였다. 다른 연

약제 효과를 잘 반영하여 주는 표지자는 아직은 없

구는 durvalumab과 CTLA-4 억제제인 tremeli-

는 상태이다. 그래도 먼저 PD-L1의 발현을 보는 것

mumab의 복합연구가 진행되고 있다.20)

이 중요하다. PD-L1의 발현 정도에 따라 면역 항암
치료 방향을 설정한다. TMB를 검사할 수 있는 경우

3) 일차치료제로 면역 항암요법

는 이 것을 조합하여 약제를 선정할 수 있다. PD-L1
과 TMB는 서로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상호 보완

Pembrolizumab 단독 치료는 아직 한국에서 보험

적인 역할을 한다. PD-L1이 50% 이상인 경우는

은 되지 않지만 1차약으로 승인은 받은 상태이다. 이

pembrolizumab 단독 치료가 표준치료이다. 그러나

21)

는 Keynote 024 의 연구 성공으로 승인이 되었으

빠른 반응을 원하는 경우는 표준 항암요법과 면역치

며, PD-L1 발현이 TC ≥ 50%인 환자를 대상으로 평

료제의 복합요법이 권장된다. TMB가 높은 경우는

균 무진행 생존기간이 10.3개월로 일반 항암치료 6.0

nivolumab+ipilimumab 복합치료를 권장할 수 있

개월에 비하여 의미있게 길었다. Checkmate 227 연

다. PD-L1이 1~49%인 경우는 표준 항암요법과 면

19)

구 는 TMB가 높은 경우 nivolumab+ipilimumab

역치료제의 복합요법이 권장된다. 아니면 항암치료

이 PD-L1의 발현율에 상관없이 효과가 있음을 증명

+bevacizumab+atezolizumab이 권장될 수 있고,

한 연구이다. 일반적으로 PD-L1의 발현률이 50%를

항암치료가 적당하지 못한 환자에게 TMB가 높은 경

넘으면 pembrolizumab 단독 치료를 고려하나, 종양

우는 nivolumab+ipilimumab 복합치료를 권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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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ummary of first line immunotherapy in advanced non-small cell lung cancer
Study (marker)

Selection

Design

KN024

PD-L1 50%

Pembro vs chemo

KN042

PD-L1 1%

Pembro vs chemo

KN189

IMpower150

KN407

IMpower131
CM227 (TMB)

CM227 (PD-L1)

PD-L1 0-100%

PFS (mo)
10.3 vs 6.0
HR: 0.50
5.4 vs 6.5
HR: 1.07
8.8 vs 4.9

Chemo/Pembro vs chemo

PD-L1 0-100%

HR: 0.52

Chemo/Bev/Atezo vs Chemo/Bev

SCC PD-L1 0-100%

HR: 0.56
6.3 vs 5.6

Chemo/Atezo vs Atezo

TMB 10mut/MB

HR: 0.71
7.2 vs 5.3

Nivo/Ipi vs chemo

PD-L1 1%

HR: 0.62
6.4 vs 4.8

Chemo/Pembro vs chemo

SCC PD-L1 0-100%

8.3 vs 6.8

HR: 0.58
5.6 vs 4.7

Chemo/Nivo vs chemo

HR: 0.74

PFS: progression free survival, mo: month, KN: Keynote, HR: hazard ratio, pembro: pembrolizumab, chemo: chemotherapy, Bev: bevacizumab,
Atezo: atezolizumab, SCC: squamous cell carcinoma, CM: Checkmate, TMB: tumor mutational burden, Nivo: nivolumab, Ipi: ipilimumab

Table 4 Treatment recommendation according to PDL1 and TBM
High TMB

Low TMB

High PD-L1 (patient %)

IO mono or IO + doublet (20%)

IO mono or IO + doublet ± Bev (40%)

Low PD-L1 (patient %)

IO + IO (14%)

Doublet (16%)

TMB: tumor mutational burden, IO: immunotherapy, mono: monotherapy, Doublet: platinum doublet chemotherapy, Bec: bevacizumab

수 있다. PD-L1 0%인 경우는 항암치료가 표준이고

합요법이 비혈액학적 독성은 증가할 수 있다. IV기

TMB 검사를 하여 높은 경우 nivolumab+ipili-

폐암 환자에서 항암치료는 완화개념이기 때문에 서

mumab이나 항암요법+nivolumab 복합치료를 생각

구는 투여가 쉬운 carboplatin 요법을 더 선호한다.

하여 볼 수 있다(Table 4).

Pemetrexed 요법은 비편평세포암에 사용된다. 복합
항암요법은 4~6 사이클로 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일반 항암치료
4. 노인의 경우
항암치료를 선택할 때 하나의 적절한 항암치료는 존
재하지 않는다. 효과의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cis-

폐암의 증가가 고령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고 한국도

platin 복합요법이 carboplatin 복합요법이나 백금제

최근 급격히 고령화되면서 노인 환자의 수가 많아졌다.

제 없는 요법보다 효과가 더 좋다. 그러나 cisplatin 복

원칙적으로 노인이라고 다르게 치료하는 것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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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활동력과 노화 정도를 잘 파악하여 치료에 참고

치료제의 경우 일반적으로 진행할 때까지 사용한다. 경

하면 된다.

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면역치료제의 경우는 최장 2
년 정도 유지하고 그 후 진행이 없으면 중단하고 지켜

1) 유발 돌연변이가 없는 경우

본다. gemcitabine이나 docetaxel은 증거는 부족하나
선택된 환자에서 독성이 나타나지 않으면 유지요법을

연구가 많지 않지만 환자의 동반질환, 치료의 선호

고려할 수 있다.

도를 고려한다. 활동력 ECOG 2까지는 나이만으로
항암치료를 배제하지는 않는다.23) 활동도 ECOG 2

6. 수술이 가능하거나 국소진행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는 환자는 단독 제제 항암치료가 보존요법보다
생존율의 향상과 더불어 삶의 질에 영향을 주지 않으

1) 병기 IIIa/IIIb

며, 약제는 vinorelbine, docetaxel, gemcitabine,
pemetrexed 같은 약을 사용한다. 활동도가 3이나 4

면역치료제의 국소 진행성 IIIA, IIIB 병기 환자를

로 나쁜 환자는 일반적으로 항암치료의 적응이 되지

대상으로 한 PACIFIC 연구26)는 약물 방사선 동시 치

않는다. 면역치료제도 사용이 가능하면 65세 전후로

료한 환자를 대상으로 durvalumab을 1년간 투여하

비교하여도 효과나 부작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나이

여 치료 향상을 보고한 연구이다. 이 연구가 나오기

만으로 이런 약제의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복합항

전까지는 항암 방사선 치료가 표준이었고, 여러 임상

암요법 적용은 논란이 되고 있다. 한 연구로 프랑스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5년 생존율은 15%에 불과

연구24)에서 80~89세 환자를 대상으로 비교한 결과

하였다. Durvalumab 치료군의 중앙 무진행 생존기

생존기간이 복합항암군에서 10.3개월로 단독 항암 군

간이 16.8개월로 대조군의 5.6개월에 비해 의미 있는

의 6.2개월에 유의한 연장을 보였으나, 3~4도 호중

연장을 보였고, 생존율의 비교 위험도 0.68, 2년 생

구 감소증이 48% 대 12%로 3배 차이를 보였다. 반면

존율 66.3%을 보고하여 새로운 치료법으로 각광받고

MILES-3, MILES-4 연구에서는 복합항암요법이

있다.

생존율의 향상을 가져오지 못하고 부작용의 증가만
높아졌다.25) 결론적으로 고령에서 항암 단독치료는

2) 병기 Ib-IIIa

고려할 만하나 복합항암치료를 결정할 때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수술이 가능한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전 면역 항암
제를 사용하여 종양의 크기를 줄이거나 수술 후 항암

2) 유발 돌연변이가 존재하는 경우

면역 치료를 하여 생존울을 증가시키는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은 수술이 가능한 I, II, IIIA

경구약을 주로 사용함으로 부작용 측면에서 장점이

환자를 대상으로 Nivolumab (3 mg/kg)을 2주 간격

많다. 나이가 많고 활동력이 떨어져도 초치료로 충분

으로 투여 후 수술을 실시한 연구가 있으며, 방사선

히 가능하다. EGFR, BRAF, ALK ROS1 각각 돌연

학적 부분 관해 10%, 불변 86%이고 진행은 5%만 발

변이 모두에 장점이 있다.

생하였으며 병리학적 병기 감소가 40%에서 발생한
효과가 증명되어27) 후속 연구가 진행중이다. 수술 전

5. 유지요법

면역치료를 하여도 부작용은 심하지 않고 병리학적
병기 감소는 가져오나, 수술 시기를 놓치는 경우는 거

4~6회 치료를 하고 질병의 진행이 없으면 유지요법

의 없어 후속 연구가 진행 중이다.

을 하는 것이 생존율의 향상을 가져온다. 백금 포함 복
결론

합요법은 6회 이상 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며 pemetrexed나 면역치료제의 경우는 유지요법을 한다. 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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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폐암의 치료는 환자의 각자 특성에 맞추어 맞춤

pulmonary adenocarcinoma. N Engl J Med.

치료가 필요하다. 비편평세포폐암의 경우는 유발 돌연

2009;361(10):947-57.

변이가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고 특이 EGFR,

9) Soria JC, Ohe Y, Vansteenkiste J et al.

ALK, ROS1의 변이가 있는지 검사가 필요하다. 이런

Osimertinib in untreated EGFR-mutated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는 각각에 맞는 약제의 선택이 중

advanced non-small-cell cung cancer. N

요하다. 그렇지 못한 경우는 PD-L1 검사를 실시하여

Engl J Med. 2018;378(2):113-25.

발현 정도에 따라 면역치료제 단독이나 면역치료제와

10) Yu HA, Arcila ME, Natasha R et al. Ana-

항암치료 병용요법 또는 면역치료제 복합요법을 할 지

lysis of tumor specimens at the time of

결정하여 접근하는 것이 권장된다. 노인의 경우 나이

acquired resistance to EGFR-TKI therapy in

자체가 항암치료의 배제요건은 아니고 환자의 활동도,

155 patients with EGFR-Mutant lung can-

표적 유전자의 존재 유무, PD-L1 발현 정도에 따라 약

cers. Clin Cancer Res. 2013;19(8):2240-7.

제를 적절히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11) Solomon BJ, Kim DW, Wu YL et al. Final
overall survival analysis from a study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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