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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분류하는 것이 중요하다. 폐암
은 크게 비소세포폐암(non-small cell lung cancer,

폐암은 국내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암으로 인한 사
1)-3)

망 원인 중 1위를 차지하는 심각한 질환이다.

NSCLC)과 소세포폐암(small cell lung cancer,

암관

SCLC)으로 나눌 수 있고 대부분(85%)이 비소세포폐암

련 역학연구에 의하면 폐암의 5년 상대생존율(five-

이다(Fig. 1).6) 소세포폐암은 비소세포폐암에 비해 흡연

year relative survival rates)은 20%를 넘지 못하는

자에게 더 많이 발생하고 진행도 빠르며 보통 수술로

데4),5) 이것은 초기 진단이 어려워 진단 당시 이미 국소

치료하기 어렵기 때문에 항암제±방사선으로 치료한

진행성 또는 전이성으로 발전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

다.7)

다.5)

비소세포폐암은 다시 편평세포암(squamous cell

폐암이 진단되면 조직학적 특성에 따라 예후와 치료

carcinoma)과 비편평세포암(non-squamous cell

Fig. 1 Classification of lung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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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cinoma)으로 나눌 수 있다. 비편평세포암에는 선암

약물치료를 통해 증상을 경감시키고 수명을 연장하며

(adenocarcinoma), 대세포암(large cell lung can-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고식적치료(palliative therapy)

6)

cer), 기타 드물게 발생하는 암종이 포함된다. 편평세

가 주된 치료방법이 된다.10)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폐

포암은 폐포 안쪽을 둘러싸고 있는 납작한 세포인 편평

암의 약물치료는 platinum을 기반으로한 화학항암요

8)

세포에서 유래한 암으로 폐암의 25~30%를 차지한다.

법, 표적치료, 면역치료가 가능하다.11)

편평세포암은 기관지와 가까운 폐의 중심부위에 잘 발

비소세포폐암은 예후가 좋지 않은 심각한 암종이지만

생한다. 선암은 분비를 담당하는 폐조직에서 발생하는

최근 몇 년간 폐암 발생의 분자생물학적 원인이 규명되

폐암으로 폐의 말초부위에 주로 발생하고 폐암 중 가장

면서 생체표지자(biomarker)에 따른 표적치료와 암세

많다(40%). 다른 폐암에 비해 비흡연자, 여성, 젊은 환

포가 면역을 회피하는 기전을 규명하면서 최근 치료법

자에게 많이 나타난다.8) 대세포암은 폐암의 5~10%를

으로 부상한 면역치료가 가장 활발하게 적용되어 치료

차지하는 암종으로 폐의 어느 부위에서도 나타날 수 있

의 패러다임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질환이기도 하

고 빨리 자라는 특성 때문에 소세포폐암과 유사한 특징

다.10) 본 학술강좌를 통해 현재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을 가지고 있으며 비소세포폐암 중에서 가장 예후가 좋

비소세포폐암의 약물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표적

지 않다.8) 지금보다 흡연자가 많았던 과거에는 비소세

치료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포폐암 중 편평세포암이 가장 많았으나 현재는 선암이
가장 많다.9)

II. 폐암의 생체표지자(biomarkers)

비소세포폐암의 치료에는 수술, 방사선치료, 약물치
발암(carcinogenesis)은 일개 세포의 유전자 변이로

료의 세가지 방법이 있고 암의 병기와 암세포의 조직학
10)

적 특성,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 근치

부터 시작되는 다단계과정이다. 이러한 유전자변이는

적 치료(curative therapy)를 위해서는 수술이 필요하

종종 세포의 성장과 분열에 관련된 세포신호전달을 활

지만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진단 당시 국소적으로 진

성화시켜 조절이 불가한 세포분열 및 증식을 유도한다

행되었거나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된 경우(진행성 폐암)

(Fig. 2).12) 이러한 세포신호전달 과정은 단백질 인산화

가 많아 수술이 불가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 경우에는

에 의해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데 여기에 관련된 tyro-

Fig. 2 Cell signaling path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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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e kinase를 억제하는 tyrosine kinase inhibitor

1. KRAS (Kirsten rat sarcoma viral oncogene

(TKI)가 항암제로 작용하게 된다. 암종과 환자에 따라

homolog) 돌연변이

발암과 관련된 유전자변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유
전자변이를 나타내는 생체표지자의 존재 유무가 치료
12)

RAS 돌연변이에 의해 RAS/RAF/MEK/ERK와 PI3K
/AKT/mTOR 신호전달경로가 활성화된다.17) RAS 돌

제 사용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비소세포폐암은 조직학적으로 편평세포암과 비편평

연변이는 KRAS, HRAS, 그리고 NRAS 돌연변이가 있

세포암으로 나누고 각각은 생체표지자에 따라 다시 분

는데 이중 폐암과 관련된 것은 KRAS 돌연변이다.

자생물학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Fig. 3).13) 생체표지자

KRAS 돌연변이는 선암 환자의 약 25%에서 나타난다.

는 예측 생체표지자(predictive biomarker)와 예후 생

이러한 KRAS를 표적으로 약물을 개발하려는 많은 연

체표지자(prognostic biomarker)로 나눌 수 있다.14),15)

구들이 있었으나, 아직 적절한 치료제는 개발되지 않았

예측 생체표지자는 이것을 표적(target)으로 한 치료제

다.13)

가 개발된 생체표지자인 반면, 예후 생체표지자는 이와
달리 치료목적으로 사용되지는 않고 질환의 예후를 평

2. EGFR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돌연

가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생체표지자다.15) 편평세포암

변이

은 선암과 달리 현재까지 발견된 생체표지자 중에는 예
측 생체표지자가 없어 생체표지자 검사가 추천되지 않

EGFR은 세포막수용체(transmembrane receptor)

으나 드물게 선암과 편평세포암이 공존하고 있는 선편

로 ErbB 또는 HER-1이라고 부르기도 한다.17) 세포 외

평세포암(adenosquamous carcinoma)이 있으므로

ligand 결합영역과 세포 내 tyrosine kinase 영역

편평세포암으로 진단되었으나 평생 흡연을 하지 않은 환

(tyrosine kinase domain)으로 구성된다. 수용체에

자의 경우 검사를 추천하기도 한다.14) 미국 NCCN 가이

ligand가 결합하면 세포 내의 tyrosine kinase가 활성

드라인에서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경우 EGFR

화되고 이렇게 EGFR에 의해 자극된 신호는 PI3K/

돌연변이, ALK 재배열, ROS1 재배열, BRAF 돌연변

AKT/mTOR, RAS/RAF/MEK/ERK, JAK/STAT 신

10)

이 PD-L1 expression level 검사를 권장한다. 앞으

호전달경로를 활성화한다.17) 여러가지 돌연변이가 가능

로 예측 생체표지자가 추가됨에 따라 권장되는 검사도

하나 가장 흔한 돌연변이는 exon 19 deletion (45%)과

확대될 전망이다.

exon 21에 L858R로 point mutation이 일어난 경우

Fig. 3 Mutations in non-small cell lung cancer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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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다. 돌연변이가 발생하는 경우 조절되지 않는 과

용을 저해한다. PD-1/PD-L1의 상호작용을 저해하는

도한 신호전달이 발생하게 된다.14)

단클론항체가 면역억제제로 사용될 수 있다.

3. ALK (anaplastic lymphoma kinase) 재배열

III. 예측 생체표지자에 따른 약물치료

2번 염색체의 역전(inversion)에 의한 echinoderm

예측 생체표지자가 있는 경우 예측 생체표지자에 따

microtubule-associated proteinlike 4 (EML4) -

른 표적치료를 시행하고 예측 생체표지자가 없는 경우

ALK 융합으로 생긴 유전자는 RAS, PI3K, JAK -

엔 화학항암요법±면역치료로 치료한다.

STAT3 등의 신호전달체계를 활성화시킨다. 이로 인해
세포증식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세포자멸사(apoptosis)

1. EGFR 돌연변이 양성 진행성 폐암의 치료

는 억제된다.17) ALK 재배열은 비소세포폐암의 2~7%
에서 발현되며, 이 돌연변이는 선암에게서 많이 나타나

EGFR 활성 돌연변이가 있는 선암 환자에게 EGFR

고 비흡연자이거나 경도흡연자(light smoker)이면서

TKI를 투여하면 전달경로 활성화를 억제할 수 있다.22)

남자 그리고 젊은 연령대에게 잘 발생한다.13),18)

최초의 EGFR-TKI는 gefitinib이다.
EGFR-TKI로는 1세대 약물인 gefitinib23), erlotinib24),

4. ROS1 (c-ros oncogene 1) 재배열

2세대 약물로 afatinib25), dacomitinib (국내 미승인)26)
3세대 약물로 osimertinib이 있다. 1세대 EGFR TKI

ROS1 재배열은 과활성화된 ROS1 수용체를 만들고

인 gefitinib, erlotinib이 EGFR의 kinase domain에

ROS1이 활성화되면 PI3K/AKT/mTOR, STAT3와

대해 ATP와 가역적으로 경쟁하는 반면, 2세대 EGFR

RAS/RAF/MEK/ERK 경로가 활성화된다. 선암에서

TKI는 바가역적으로 결합한다.27) Gefitinib, erlotinib,

ROS1 재배열은 약 2%의 환자에서 나타난다. ROS1 재

afatinib은 모두 1차 약물로 사용할 수 있다. 치료초기

배열은 젊고 비흡연자, 동양인에서 더 많이 나타나서

에는 환자들이 이들 약물에 잘 반응하나 1년 내외의 시

ALK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17)

간이 경과하면 60%의 환자에게서 질병이 더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tyrosine kinase에 T790M 전

5. BRAF (V-raf murine sarcoma viral oncogene

이가 발생한 경우인데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이

homolog B) 돌연변이

osimertinib이다.28) Osimertinib은 초기에는 2차 약물
로 사용되었으나 2018년 New England Journal of

RAS/RAF/MEK/ERK 신호전달 과정의 일부로 비소

Medicine 실린 FLAURA 연구 결과에29) 따라 식품의약

세포폐암 선암 환자의 1~2%의 발생빈도로 나타난

품안전처로부터 1차 치료에 대한 적응증을 추가로 승인

다.19),20) 가장 흔한 돌연변이는 BRAF V600E다. EGFR

받았다.30) FLAURA 연구는 EGFR TKI 치료 경험이 없

돌연변이와 ALK 재배열이 비흡연자에게 주로 나타나

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EGFR 변이 양성 비소세포

는 것과 달리 현재 또는 과거 흡연자에게 주로 나타난

폐암 환자 대상으로 1차 치료 시 기존 표준요법(gefi-

다.21)

tinib 또는 erlotinib)과 osimertinib을 비교한 3상 임
상연구다. FLAURA 연구 결과에 의하면 osimertinib

6. PD-L1 (programmed death ligand 1) expres-

복용군의 무진행 생존기간 중앙값(median progres-

sion

sion-free survival mPFS)은 18.9개월로 기존 표준요
법복용군의 10.2개월보다 8.7개월 길었으며, 질환 진행

암세포의 표면에 발현되는 ligand로 효과 림프구

또는 사망 위험을 54%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무진행

(effector lymphocytes) 표면에 있는 programmed

생존기간 개선은 사전에 정의된 모든 subgroup에서

cell death protein (PD-1)에 결합하여 T-림프구의 작

일관되게 나타났다.29)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NC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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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argeted therapy drugs for non-small cell lung cancer
Generic
Name

Brand
Name

Biomarker

Gefitinib

이레사정

EGFR

EGFR TK 활성변이가 있는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

Erlotinib

타쎄바정

EGFR

EGFR TK 활성변이가 있는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

Afatinib

지오트립정

EGFR

EGFR TK 활성변이가 있는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

Osimertinib

타그리소정

EGFR

이전에 EGFR-TKI로 치료 받은 적이 있는 T790M 변이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

Dacomitinib 국내 미승인

EGFR

Labeled Indication by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Crizotinib

잴코리캡슐

ALK, ROS1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의 치료

Ceritinib

자이카디아정

ALK, ROS1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의 치료

Alectinib

알레센자캡슐

ALK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

Brigatinib

알룬브릭정

ALK

이전에 크리조티닙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ALK 양성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성 폐암 환자의 치료

Lorlatinib

국내 미승인

ALK, ROS1

Dabrafenib

라핀나캡슐

BRAF V600E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 BRAF V600E 변이가 확인된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에서
트라메티닙과 병용투여

Trametinib

매큐셀정

BRAF V600E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 BRAF V600E 변이가 확인된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에서
다브라페닙과 병용투여

가이드라인에서는 osimertinib을 선호약물(preferred

하였다.10) 또한 NCCN 가이드라인에서는 ALEX trial32)

agent)로 지정하였다(Table 1).

과 J-ALEX trial33) 결과를 바탕으로 alectinib을 1차
치료제 중에서도 선호하는 약물로 지정하였다.10) 국내
허가사항에는 이러한 내용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1

2. ALK 재배열 양성 진행성 폐암의 치료

차 약물로 crizotinib을 사용하다가 그 이후 병이 진행
현재 ALK 재배열 양성인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

하면 ceritinib, alectinib, 또는 brigatinib으로의 변경

소세포폐암 치료를 위해 crizotinib18), ceritinib31)

을 고려할 수 있다.3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8년 말

32),33)

alectinib,

34)

brigatinib 의 4가지 약물이 개발되었

brigatinib을 crizotinib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ALK

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차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는

양성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성 폐암 환자 치료

약물이 crizotinib, ceritinib, alectinib이고 briga-

적응증으로 허가했다(Table 1).

tinib은 이전에 crizotinib을 사용하였으나 병이 더 진
행한 경우 또는 crizotinib에 대해 불내성인 경우 사용

3. ROS1 양성 진행성 비소세포폐암의 치료

하는 2차 치료제였다.34) 그런데 최근 개정된 NCCN 가
이드라인에서는 ALTA-1L 연구 결과를35) 바탕으로

ROS1 양성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에 사용할 수

brigatinib도 1차 약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개정

있는 1차 약물로 crizotinib,37),38) ceritinib39)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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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Immunotherapy for non-small cell lung cancer
Generic
Name
Nivolumab

Brand
Name

Biomarker

Labeled Indication by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옵디보주

CD274(PD-L1)

이전 백금기반 화학요법에 실패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의 치료

Pembrolizumab

키트루다

CD274(PD-L1)

비소세포폐암
1. PD-L1 발현 양성(발현 비율≥50%)으로서,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진
행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의 1차 치료
2. 전이성 비편평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의 1차 치료로서 카보플라틴-페메트렉
시드 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
3. PD-L1 발현 양성(발현 비율≥1%)으로서, 백금 기반 화학요법제 치료 도중 또
는 이후에 진행이 확인된 진행성 비소세포폐암의 치료. 다만 EGFR 또는 ALK
변이가 확인된 환자는 이 약을 투여하기 전에 이러한 변이에 대한 승인된 치료
제를 투여한 후에도 질병의 진행이 확인된 경우여야 한다.

Durvalumab

임핀지주

CD274(PD-L1)

백금 기반 동시적 항암화학방사선요법 이후 질병이 진행되지 않은 절제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

CD274(PD-L1)

비소세포폐암
백금 기반 화학요법제 치료 중 또는 치료 이후에 질병이 진행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 다만 EGFR 또는 ALK 변이가 확인된 환자는
이 약을 투여하기 전에 이러한 변이에 대한 승인된 치료제를 투여한 후에도 질병
의 진행이 확인된 경우여야 한다.

Atezolizumab

티쎈트릭주

NCCN 가이드라인에서는 두 약물 중 crizotinib을 선

5. 예측 생체표지자가 없는 진행성 비소세포폐암의 치료

호약물로 지정하고 있다. Ceritinib의 국내 허가사항에
는 ALK 양성에 대한 사항은 있으나 ROS1 양성에 대한

예측 생체표지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엔 programm-

사항은 아직 반영되어 있지 않다. 2차 약물로 lorla-

ed cell death-ligand 1 (PD-L1) 발현(expression)과

tinib40)이 있다. Lorlatinib은 현재 국내 미승인 약물이

조직학적 특성에 따라 화학항암요법, 또는 면역요법,

다.

또는 이 둘의 병합요법으로 치료를 진행한다(Table 2).

4. BRAF V600E 돌연변이 양성 진행성 비소세포폐의

IV. 편평세포암과 소세포폐암의 표적치료

치료
소세포폐암의 경우 여러 가지 표적을 타겟으로 한 표
BRAF은 MAP/ERK signaling pathway의 일부인

적치료가 시도되었지만 현재까지 어떤 치료도 생존을

serine/threonine kinase다.20) 가장 흔한 BRAF 돌연

향상시켰다는 보고는 없다. 편평세포암의 경우 현재까

변이는 V600E 돌연변이로 선암 환자의 2% 정도에서

지 많은 driver mutation이 발견되었으나 이들을 타겟

나타난다. EFGR과 ALK 돌연변이가 비흡연자에게 흔

으로 한 효과적인 표적치료약물이 아직 없다. 현재 사

히 나타나는 것과 달리 BRAF V600E 돌연변이는 흡연

용되고 있는 유일한 표적치료약물은 EGFR을 타겟으로

자에게 잘 나타나는 돌연변이다. BRAF V600E 변이

하는 necitumumab으로 전이성 편평세포암에 화학항

가 있으면 1차 약물로 dabrafenib과 trametinib의 병

암요법과 병용하여 사용한다. Nicitumumab은 국내

11)

19)

용요법을 시행하거나 백금화합물 기반 항암화학 이제

미승인 약물이다.

10)

요법±면역요법제를 사용하여 치료한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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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맺음말

NCCN Small Cell Lung Cancer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in Oncology, Version 1.

국소진행성 및 전이성 비소세포암의 약물치료는 표적

2019.

치료제와 면역치료제를 중심으로 지난 몇 년간 급격한

8) Zappa C, Mousa SA. Non-small cell lung can-

발전을 이루었다. 표적치료제는 암세포에 특이적으로

cer: current treatment and future advances.

활성화되어 있는 예측 생체표지자를 표적으로 하기 때

Translational lung cancer research. 2016;5

문에 항암화학요법제보다 정상세포에 대한 부작용이

(3):288-300.

적다. 앞으로 비소세포폐암과 관련된 예측 생체표지자

9) Travis WD, Brambilla E, Nicholson AG et al.

가 추가적으로 계속 발견되고 해당 생체표지자에 대한

The 2015 World Health Organization classi-

적절한 치료제가 개발되면서 국소진행성 및 전이성 비

fication of lung tumors: impact of genetic,

소세포폐암 치료는 계속 발전할 전망이다. 하지만 표적

clinical and radiologic advances since the

치료제는 예측 생체표지자가 없는 폐암에는 적용할 수

2004 classification. 2015;10(9):1243-60.

없고 약물을 복용하다 보면 내성이 발생한다는 것과 높
은 약가는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다.

10) 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NCCN Non-Small Cell Lung Cancer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in Oncology, Versi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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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다음 중 비소세포폐암의 예측 생체표지자(predictive biomarker)가 아닌 것은?
A) ALK

B) BRAF

C) EFGR

D) KRAS

E) ROS1

2. 김○○는 65세 남자 환자로 최근 ALK 재배열 양성 비소세포폐암 4기 진단을 받았다. 다음 중 선호되는 약물은?
A) Alectinib

B) Brigatinib

C) Ceritinib

D) Crizotinib

E) Erlotinib

3. 강○○은 45세 여자 환자로 10개월 전 EGFR Exon 19 deletion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진단을 받고 이레사정을 복용 중
에 피로와 복통으로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간으로 추가 전이된 것을 발견하였다. 조직검사결과 EGFR T790M 돌연변이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다면 가장 적절한 치료는?
A) 이레사정을 계속 복용한다.
B) 이레사정을 중단하고 타그리소정을 시작한다.
C) 이레사정을 중단하고 타쎄바정을 시작한다.
D) 이레사정 복용을 중단하고 항암화학요법을 시작한다.
E) 면역요법을 시작한다.

4. 이○○은 55세 BRAF V600E 변이가 확인된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다. 이 환자의 치료를 위해 dabrafenib 과 병용
투여해야 하는 약물은?
A) Bevacizumab

B) Cisplatin

C) Pembrolizumab

D) Pemetrexed

E) Trametinib

5. 박○○는 77세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로 ROS1 재배열 양성이 확인되었다. 이 환자가 시작할 약물은?
A) Alectinib

B) Brigatinib

C) Crizotinib

D) Gefitinib

E) Nivolumab

【제 35권 4호 정답】
1. C)

2. D)

3. A)

4. D)

5.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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