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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세포암종(hepatocellular carcinoma, HCC)은 B

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2002

년 체 암사망자  17.7% (남자 20.9%, 여자 

11.9%)로 3번째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병률은 인구 

10만 명당 28.3명(남자 42.5명, 여자 14.0명)으로 선

진국에 비해 매우 높다.1

  조기 진단한 국소 간세포암종은 간이식, 외과 

제, 경피에탄올주입술(percutaneous ethanol injec-

tion, PEI), 고주 열치료술(radiofrequency abla-

tion, RFA), 경간동맥화학색 술(transhepatic art-

erial chemoembolization, TACE) 등에 의해 근치 

치료가 가능하며 생존 기간의 연장을 기 할 수 있

다.
2-7

 그러나 반수 이상의 환자는 간세포암종의 진

단 당시 진행암 상태이다. 특히 주간문맥 이 

동반된 경우는 국소 간세포암종의 치료와는 달리 

아직까지 생존율을 증가시키는 표  치료법이 없

는 실정이다. 재 신항암화학요법은 수술, 국소

요법, 경간동맥화학색 술 등 간세포암종의 표  

치료로 사용할 수 없을 때 시도되고 있다. 신항

암화학요법은 우리나라에서는 정확한 통계가 없으

나 일본과 미국에서는 단독 혹은 표  치료와 병합

하여 보편 으로 사용되고 있다.8,9 그러나 재로

서는 간세포암종에 효과가 뚜렷이 입증된 항암제

는 없으며 복합 화학요법도 효과가 만족스럽지 않

다. 여러 약제를 상으로 임상 2상 연구가 있었는

데 신항암화학요법에 사용되는 약제는 adria-

mycin, epirubicin, mitoxantrone, 5-fluorouracil, 

etoposide, cisplatin, 젬시타빈(gemcitabine) 등이 

있으나 반응률은 10% 내외로 극히 낮다.10-18 비록 

mitoxantrone과 interferon-α 등 몇몇 약제는 20% 

이상 반응을 보 으나 결과의 재 성이 부족하

다.19-21 여러 약제의 복합요법도 종종 화학요법의 

독성을 증가시킬 뿐 재로서는 임상 인 유용성

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간세포암종의 약제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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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성은 종양세포의 이질성, 다제 내성 유 자의 과

발  뿐만 아니라 항암제 용량의 부  등이 원인

으로 알려져 있다.22-24

  기존 항암제와 달리 표 항암제(targeted the-

rapy)는 종양 성장과 침윤에 련된 성장인자 는 

성장인자 수용체와 결합하는 단일클론항체 혹은 

신호 달억제제로 작용하는 작은 분자로서 종양의 

성장과 이를 방해한다. 팽창성 종양 증식에서 신

생종양 형성은 필수 이다.25 신생 치료는 

종양세포보다는 종양신생 형성을 해하는 것

이며, 이 치료의 이 은 약제내성을 이고 다른 

종류의 암종에도 범 한 용할 수 있다. 주로 

신생 형성을 해하는 40개 이상의 치료제가 

60개 이상의 임상연구소에서 재 임상연구 에 

있다. 재 개발되고 있는 분자치료법의 약 1/3이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VEGF)나 그

것의 주요한 수용체인 receptor tyrosine kinases 

(RTKs)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re-

ceptor (VEGFR-2)를 억제하는 것이다. 다른 신생

형성 련 표 으로 RTKs VEGFR-3와 fib-

roblast growth factor (FGF) receptor, Tie2, 

integrin αvβ3이 있다. VEGF는 신생 형성과 

다양한 악성종양의 임상 결과와 매우 하게 연

된 성장인자로서 알려져 있다.26 내피세포에

서 VEGFR-2의 작용을 억제하면 종양성장이 충분

히 억제된다.27 VEGFR-2의 발 이  내피세포

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선택 으로 VEGFR-2의 활

성을 억제하는 약제의 잠재 독성은 작을 것으로 기

한다.28

  간세포암종은 다른 암종에 비해 표 항암제가 

늦게 시도되었다. 여러 표 항암제  간세포암종

에 해 가장 많이 연구된 것이 소라페닙(sora-

fenib, BAY 43-9006, Nexava™; Bayer HealthCare 

Pharmaceuticals, West Haven, CT, USA)이다. 소

라페닙은 동시에 Raf kinase, VEGFR-2, platelet- 

derived growth factor receptor (PDGFR)-β, c-kit 

receptors 등과 같은 종양세포와 종양 의 serine/ 

threonine  수용체 tyrosine kinase를 표 으로 

하는 경구 표 항암제이다.29-31 VEGF는 간세포암

종의 생성에 결정 인 역할을 하며, 신생

형성은 간세포암의 성장과 진행에 요하다.32 소

라페닙은 다양한 고형종양에 해 임상연구가 진

행되고 있다.
33-38

 신세포암종에서 이미 표 항암제

로 사용 이며, 진행 간세포암종에 한 임상연구

가 진행되어38 최근 미국 식약청은 제수술이 불

가능한 간세포암종의 치료제로 승인하 다. 

  간세포암종의 치료법 선택과 후는 잔존 간기

능과 암종의 치 등 다양한 인자가 향을 미친

다.
39,40

 간세포암종의 원인, 임상상과 치료법은 국

가나 지역에 따라서 다르다.39-41 우리나라나 일본

의 간세포암종 환자는 부분 B형 혹은 C형간염바

이러스로 인한 간염이나 간경변증을 합병하여,
39,42

 

잠재 인 사효소 활성도 변화, 간 류량 감소와 

알부민 증으로 인한 단백질결합능 하 같은 

간 기능 장애를 동반한다. 간세포암종 환자에서 소

라페닙의 이러한 인자들에 한 향 정도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이번에 소개하는 논문은 간장애

가 있는 일본 간세포암종 환자에서 소라페닙의 약

동학(pharmacokinetics, PK), 안 성과 비효과를 

평가하기 한 1상연구로 주목할 만한 결과를 보

여 다.

  Child 등  A나 B이며 한 장기기능을 유지

하는 제 불가능한 간세포암종 환자를 상으로 

하 다. 총 27명의 환자에서 약동학, 안 성과 효

과를 평가하 다. 소라페닙을 1회 투여 후 7일간 

약제 제거기간 후 일일 2회 소라페닙 200 mg (코

호트 1; n=13) 혹은 400 mg (코호트 2; n=14)을 투

여하 다. 약동학은 1회 투여 후와 안정 상태 동안 

조사되었다. 부분의 상 환자는 기존 간질환을 

동반한 간염이나 간경변증이 있었고, 다양한 정도

의 간 류량 감소가 있었다. 간세포암종 환자에서 

간기능장애는 소라페닙의 PK에 향을 미칠 수 있

다. Child 등  B 환자(n=14)가 Child 등  A 환자

(n=13)보다 0-12시간 동안 농도-시간 곡선(area 

under the concentration-time curve for 0-12 

hour, AUC0-12)과 안정 상태 최고 농도(maximal 

concentration, Cmax)에서 약간 낮았지만 두 군간에 

임상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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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페닙을 수회 투여한 후의 평균 장 농도는 아주 

다양하 고 투여량에 비례하지 않았다.

  Child 등  A와 B사이에 유의한 부작용 빈도(모

두 20% 이상)의 차이는 없었다. 용량에 따른 코호

트 1과 2사이에 모든 부작용은 유의한 빈도 차이가 

없었다(92% vs 100%). 약물- 련 부작용은 고용

량군이 용량군보다 어도 20%높게 발생하 다

[발진 혹은 피부탈락(71.4% vs 38.5%), 수족 피부 

반응(57.1% vs 30.8%), 소양증(50.0% vs 7.7%), 

소  감소(35.7% vs 7.7%), 고 압(28.6% vs 7.7%), 

피부건조증(21.4% vs 0%)과 구내염 혹은 인두염

(21.4% vs 0%)]. 고용량군의 Child 등  B 환자 1

명에서 수족 피부 반응이 용량-제한 독성으로 

찰되었다. 가장 흔한 약물- 련 부작용은 리 제

(88.9%)와 아 라제(59.3%) 상승이었다. 88.9% (24/ 

27)에서 3등  이상의 높은 수치까지 상승하 다. 

복통을 호소하여 복부 음  검사에서 췌장염으

로 진단된 한 명을 제외하고 증상은 없었다. 췌장

염은 복용 단 후 단기간에 호 되었고. 회복 후 

감량하여 계속 소라페닙을 투여하 다.

  간세포암종을 제외한 고형종양에 한 다른 1상 

임상연구에서 흔한 부작용은 피부반응, 췌장효소 

상승과 설사 같은 장  독성이었다.43 이 연구논

문도 유사한 부작용을 보 다. 장 과 피부 부작

용은 종양의 종류나 간기능에 계없이 흔히 나타

나는 소라페닙의 부작용이다. 간세포암종 환자는 

다른 암종 환자에 비해 리 제(23% vs 63.0%)와 

아 라제(10% vs 14.8%)의 상승빈도(3/4등 )가 

높다.43 용량에 따라 부작용의 빈도가 다르게 찰

되나, Child 등  A, B나 종양 종류에 계없이 

PK, 안 성과 내약성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

  종양에 한 효과는 고형종양의 치료반응 평가기

(the Response Evaluation Criteria in Solid 

Tumors)에 따라 평가되었다. 종양반응이 평가된 

24명의 환자에서 부분 반응군은 4%, 안정성 병변

은 83%, 진행성 병변은 13% 다. 진행까지 기간의 

앙값은 4.9개월, 생존기간 앙값은 15.6개월이

었다. 진행까지 기간을 기 으로 6개월간 진행이 

없는 비율은 46.2% 고, 1년과 2년 생존율은 각각 

59.3%와 30.9% 다. 일본인이 아닌 간세포암종 환

자를 상으로 한 소라페닙의 2상 연구에서는 부

분반응군이 2%, 진행까지 기간의 앙값이 4.2개

월, 생존기간 앙값이 9.2개월로 일본인 간세포암

종 환자에 비해 조한 결과를 보이는데.38 이는 간

기능이나 진행 후 치료방법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

으로 추정한다.

  간세포암종은 과  종양으로 항 형성약물

에 민하다.32 VEGF는 간세포암종의 진행과 이

를 강화한다. 베바시주맙(bevacizumab, Avastin
™

; 

Roche in Oncology, Basel, Switzerland)은 VEGF

에 한 단일클론항체로 간세포암종에 해 2상 

연구가 있었다.
44

 베바시주맙 단독투여 시 반응률

은 10%, 질환 조 률은 80% 다. 베바시주맙, 젬

시타빈과 옥살리 라틴(oxaliplatin) 병합요법은 더 

나은 20%의 반응률을 보 다.
45

  소라페닙이나 베바시주맙 같은 VEGF 경로의 

표 항암제는 간세포암종에 한 항종양효과로 생

존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다. 소라페닙은 종양 안정

화 효과와 내약성으로 진행된 간세포암종의 치료

뿐만 아니라 수술 제나 RFA 같은 근치 치료 후 

보조요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요약하면 이 연구 논문은 간장애가 있는 진행 간

세포암종 환자에서 소라페닙의 효과에 한 1상 

임상연구로 소라페닙은 양호한 내약성과 안정성을 

보 고, Child 등  A와 B환자에서 유의한 약동학 

차이가 없었다. 비연구에서 항종양효과가 기

되나, 1상 연구를 한 소규모 환자를 상으로 하

으므로 이를 확인하기 한 규모 임상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색인단어: 간세포암종, 타이로신 키나제 해제, 

소라페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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