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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전이성 췌장 선암 환자에게서 완화적 치료 목적으로

58.5%로 다소 많았으며, 대부분이 Caucasian (97.2%)이었

사용되는 1차 약제 중 FOLFIRINOX (5-fluorouracil, ox-

다. 36명 중 1/3인 12명의 환자에게서 생식세포(germline) 및

aliplatin, leucovorin, irinotecan)는 뛰어난 치료 성적에도

체세포(somatic) DDR 유전자의 변이(mutation)가 관찰되었

불구하고 약제 부작용의 빈도가 높다. 이에 저자들은

으며, 변이된 유전자는 BRCA1 및 BRCA2 (7명 및 5명,

FOLFIRINOX 치료 효과의 예측 바이오마커로 DNA dam-

19.4% 및 13.9%), PALB2 (3명, 8.3%), MSH2 (1명, 2.8%)

age repair (DDR) 유전자를 평가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저

그리고 FANCF (1명, 2.8%)였다. 9명(25.0%)의 환자들은 하

자들은 DNA 염기서열 분석(sequencing)이 가능한 충분한

나 이상의 BRCA 유전자 변이를 가지고 있었으며, BRCA1과

조직이 있으면서, FOLFIRINOX 치료를 받았던 수술 후 재발

BRCA2 변이를 모두 가지고 있는 환자는 3명이었다. 진단 당

한 전이성 췌장 선암 환자들에게서 임상적인 정보와 함께

시에 유전자 변이가 있는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하여

DDR 유전자(BRCA1, BRCA2, PALB2, CHEK1, CHEK2,

상대적으로 나이가 젊다는 점(64.6세 vs. 66.0세, p=0.002)

RAD51, MLH1, MSH2, ERCC1, ERCC4, PARP1, FANCF,
ATR and MDC1)에 대한 표적 염기서열 분석(targeted se-

외에 양 군의 기본 임상적인 특징 차이는 없었다. 중간 생존
기간은 DDR 유전자 변이가 있는 군에서 통계적인 의미는 부

quencing)을 하여 환자의 전체 생존 기간과 연관 있는 인자

족하였으나 우월한 성적을 보였으며(14개월 vs. 5개월, haz-

를 분석하였다. 총 36명의 환자들은 이전에 완치 목적의 수술

ard ratio=0.58; 95% CI, 0.29-1.14; p=0,08), 다변량 로지스

을 받았던 환자들로 86.1%에서 수술 후 보조 치료로 gemci-

틱 분석(OR=1.47; 95% CI, 1.04-2.06; p=0.04) 및 Cox 회귀

tabine 치료를 받았으며, 중간 나이는 65.5세이고 남자가

분석(hazard ratio=0.37; 95% CI, 0.15-0.94; p=0.04)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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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R 유전자 변이가 있는 군이 유의하게 개선된 전체 생존

변이(somatic mutation)의 확인을 위해서는 종양 조직을 분석

기간과 연관이 있었다. 한편 이와 같은 차이는 생식세포

하였다. 염기서열 분석은 Ion Proton Sequencer (Thermo

BRCA1/2 유전자의 변이 유무에 따라 분석하였을 때도 비슷

Scientific, Waltham, MA, USA)를 이용하였으며 일반적인

한 결과가 관찰되었다. 결론적으로 비록 후향적이고, 적은 수

염기서열 분석에서보다 DDR 유전자들에 대하여 최소 평균

의 연구이긴 하나 생식세포 및 체세포 DDR 유전자 변이는

500배 이상의 염기서열 분석(deep sequencing)을 시행하여

FOLFIRINOX로 치료받는 췌장 선암 환자에게서 개선된 생

세포 충실도가 낮은 췌장 선암에서 유전자 변이를 찾기 위한

존 기간과 연관이 있었다.

예민도를 높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 연구는 생식세포 및 체세포 DDR 유전자 변이 및 생식세

해설: 췌장 선암은 5년 생존율이 5%에 불과하고 75-80%의

포 BRCA1/2 유전자 변이가 있는 환자에게서 FOLFIRINOX

1

치료 성적이 우수함을 보여주었다. 이 결과는 과거 생식세포

췌장 선암의 유전자 변이는 크게 필수적인 변이(예를 들면

BRCA1/2 변이와 백금계 항암 치료 사이의 연관성이 있다는

KRAS 또는 CDKN2A와 같이 거의 대부분에서 발견되는 변
이), 흔한 변이(예를 들면 SMAD4, TP53, NCOA3와 같이

3,4
연구 결과 를 생식세포 변이뿐 아니라 DDR 유전자의 체세

25% 이상에서 발견되는 변이) 그리고 드문 변이(예를 들면

를 유전자 변이군을 파악하여 FOLFIRINOX의 치료 반응이

RB1, BRAC2, ERBB2와 같이 25% 이하에서 발견되는)가 있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군으로 포함시켰다는 의미가 있다. 다

환자들이 진단 당시에 수술이 불가능한 치명적인 질환이다.

으며 DDR 유전자 변이는 드문 변이에 속한다.

2

포 변이도 의미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비교적 많은 수의 환자

만, 비교적 적은 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추후에 대규

DDR 유전자 변이는 백금(platinum) 기반 항암 치료 반응
3,4

모 전향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단점과 비교적 충분한 검체를

과 연관이 있다 고 알려져 있는데 FOLFIRINOX는 백금 기

얻을 수 있었던 수술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진

반의 복합 항암제로 수술이 불가능한 전이성 췌장 선암 환자

단 당시에 검체를 충분히 얻기 어려운 대부분의 췌장 선암

들에게서 기존 gemcitabine 단독 치료에 비하여 매우 우수한

환자들에게서의 바로 적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5

전체 생존 기간을 보여주었으나(6.8개월 vs. 11.1개월,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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