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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circulating tumor DNA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GIST에서 가능한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CTC & ctDNA

CTC (circulating tumor cell)는 종양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혈관을 돌아다니는 세포를 말하는 것으로, 이것이 전이의 

원인이 됩니다. 이는 1869년 환자 사망 후 종양에서 관찰되었던 것과 유사한 세포들이 혈액에서도 관찰되어 처음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혈액에는 세포의 소멸 또는 괴사에 의해서 분리된 DNA, 즉 ctDNA (circulating tumor DNA)가 

존재합니다. 1980년도 후반부터 암 환자의 혈장에 존재하는 DNA가 종양에서 기원하는 것임을 입증한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면서 현재까지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CTC 또는 ctDNA는 예후, 재발 및 진행, 치료에 대한 

반응 등을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로 주목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적은 양의 세포나 DNA를 혈액에서 분리 및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GIST는 imatinib 치료 중에도 국소적 또는 다발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전이의 장소에 따라 mutation의 종류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림 1.  59세 여성 환자로 sunitinib과 imatinib 모두에 저항성을 나타냈으며, 처음에는 exon 11 deletion mutation

이 동반되었지만, 이후 exon 13, exon 17에 secondary mutation이 발견되었던 환자입니다. 암 조직은 

유전적으로 다양한 세포군에 의해서 형성되기 때문에 혈액 내에 순환하고 있는 세포 또는 DNA로부터 원발 

및 전이 종양 세포에 대한 다양한 유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또한 치료 중 반복적으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CTC vs ctDNA

(1) CTC

ctDNA와 비교하여 CTC는 핵산, 단백질 수준에서의 다양한 연구가 가능합니다. CTC의 경우 혈액 샘플 1 mL당 1~2

개 정도만 존재하기 때문에 농축 및 분리 방법을 필요로 합니다. 그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첫 번째로 미세 

필터를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큰 편인 CTC를 검출하는 것으로, 물리적인 기준으로 CTC를 완벽히 구분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FDA 승인을 받은 CellSearchⓇ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EpCAM (epithelial 

cell adhesion molecule)이 코팅된 미세 자성 입자와 면역형광염색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epithelial-mesenchymal 

transition 과정에서 EpCAM, cytokeratin의 발현이 줄어들게 되면 상당 수의 CTC를 놓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2) ctDNA

ctDNA는 그 양이 CTC보다 tumor burden에 비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앞과 같은 농축 및 분리의 과정이 없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할 수 있겠지만, 검체의 채취, 운반, 저장 조건 등을 포함한 검사 전 단계의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부 종양이나 초기 병변에서는 cfDNA (circulating free DNA)가 비교적 낮습니다. 

GIST 환자 혈장에서의 circulating mutant DNA 검출
Detection of Circulating Mutant DNA in the Plasma of GIST Patients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강구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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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taining DNA from Circulation

혈액으로부터 DNA를 검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QIAGENⓇ kit를 사용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Triton/Heat/Phenol protocol은 가격에 비해서 검출 효율이 높은 장점이 있으며, 세 번째 

방법인 blunt-end ligation-mediated whole genome amplification의 경우 body fluid나 잘못 보존된 검체에서도 

DNA를 검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인 NucleoSpinⓇ method가 가장 빠르고 손쉬운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Mutations Associated with Resistance in GIST

현재까지 여러 가지 종양에서 다양한 PCR 방법들로 유전자 변이를 분석한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imatinib 치료를 받을 경우 mutation이 이차 내성의 주요 기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차적 돌연변이는 ATP 

부착 부위에 해당하는 exon 13과 activation loop에 포함되는 exon 17에서 흔하게 나타납니다. Activation loop에 

나타나는 mutation의 경우 imatinib 뿐만 아니라 sunitinib에 대해서도 내성을 나타냅니다. 

그림 2.  Exon 14의 680번째 codon에서 asparagine이 lysine으로 치환이 되면 구조적 변화를 일으켜서 sunitinib에 

내성을 보이는 경우입니다. 

(1) Maier J 등의 연구

Maier 등이 발표한 논문에서는 (Clin Cancer Res. 2013;19:4854-67) allele-specific ligation PCR법으로 환자의 

plasma에서 resistant mutation을 분석하였습니다. 시간별로 살펴보면 한 환자의 경우 처음 exon 11 deletion 

mutation을 동반하였는데 치료 중 exon 17 mutation이 검출되었으며, 다른 환자에서도 치료 중에 exon 13 mutation

이 검출되었습니다. TKI에 반응을 보이는 환자에서는 mutant cfDNA가 검출되지 않았지만, 진행하는 종양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2) Demetri G 등의 연구

Demetri 등의 연구에서는 (Cancer Research. 2013;73(8 suppl 1):LB-295) 환자의 plasma에서 primary 및 

secondary KIT mutation을 측정하였고, 이는 조직 샘플과 상당히 일치하였습니다. BEAMing technology라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이 방법은 plasma에 존재하는 DNA와 magnetic bead, 그리고 기름이 포함된 PCR 혼합물을 

이용하여 고주파로 흔들어서 하나의 DNA 분자와 bead를 결합하는 것으로, 백 만 개 정도로 증폭하고 형광이 부착된 

probe와 혼합한 후 flow cytometry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2

그림. 1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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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린 기술들의 경우 미리 디자인된 호발 부위 mutation만 측정할 수 있는 반면, targeted deep sequencing

을 하게 되면 mutant allele fraction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 1.  치료 중에 mutant allele fraction이 증가한 유전자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러한 것들이 종양의 성장 및 drug 

resistance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Plan & Method

Imatinib 또는 sunitinib 치료에 실패한 GIST 환자를 대상으로 allele specific (AS)-PCR을 이용하여 resistant 

mutation을 확인해 보면, 약제의 선택, 용량, 치료 기간을 고려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DNA level

을 살펴보면 각 치료에 대한 반응, 진행, 조기 재발을 예측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표 1.    Noninvasive identification and monitoring of cancer mutations by targeted deep sequencing of plasma DNA

Patient Cancer type Gene Associated treatment 
Case 1 Breast PIK3 CA Paclitaxel
Case 1 Breast BMI1 Paclitaxel
Case 1 Breast SMC4 Paclitaxel
Case 1 Breast FANCD2 Epirubicin
Case 2 Breast MED1 Tamoxifen/trastuzumab
Case 2
Case 2

Breast
Breast

ATM
PDGFRA

Tamoxifen/trastuzumab
Tamoxifen/trastuzumab

Case 2 Breast GAS6 Lapatinib/capecitabine
Case 2 Breast TP63 Lapatinib/capecitabine
Case 4 Ovarian RB 1 Cisplatin
Case 4 Ovarian ZEB2 Cisplatin
Case 4 Ovarian MTOR Paclitaxel
Case 5 Ovarian CES4A Carboplatin.paclitaxel

Carboplatin/liposomal
doxorubicin

Case 5 Ovarian BUB1 Carboplatin.paclitaxel
Case 5 Ovarian PARP8 Liposomal doxorubicin
Case 6 Lung EGFR Gefitinib
Case 6 Lung TP53 Gefitinib
Case 6 Lung NFKB 1 Gefitin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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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detection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wide spread metastases와 mutation이 동반된 

경우에는 detection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처음 전이가 발견되어 detection되었을 때 ctDNA의 yield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yield로 approach 할 수 있는 정도가 될지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지요?

아직은 경험이 없습니다. 종양마다 yield가 다른데, 보통 mL당 30 ng은 존재해야 detection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melanoma의 경우 7 ng으로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Resistant mutation의 치료에 대한 방향 측면에서, 궁극적으로는 교수님께서 오늘 강의에서 제안해주신 

실험이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그 이전에 기본적인 프로세스를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Disease 

spectrum, 즉 수술 환자를 포함하여 GIST로 판단되는 환자를 host에 있는 volume에 따라 spectrum으로 

나누어서 어느 정도는 되어야 이러한 것이 적용되겠다 라는 physiology가 선행되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 

단계로, 이를 기반으로 한 약물 치료를 진행하여 환자의 생존율 측면에서 효율성이 나타난다는 등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Demetri 등이 발표한 논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GRID 연구에 참여하여 

plasma DNA에서 detection한 연구 결과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민감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GRID 연구에서는 BEAMing technology를 사용하였는데, 지금 제안하신 AS-PCR법을 사용하여 

BEAMing technology를 사용한 것만큼의 sensitivity를 나타낼 수 있을지요? 또한 무척 다양한 종류의 

mutation이 발생하는데,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mutation에 대한 모든 제작이 진행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BEAMing technology는 먼저 디자인된 mutation만 측정이 가능하고, 아직 이 기구의 경우 우리 나라에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S-PCR법의 경우에는 여러 연구를 통해서 잘 정립이 되어 있고요.

 PCR의 경우 target을 선정, 즉, 개수 및 frequency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base가 굉장히 

중요하면서 진행해야 할 부분이 단계적으로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술 후 재발한 환자의 경우 어떤 mutation이 동반되어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에 대한 PCR을 제작해서 

재발 전, 재발 후 혈액에서의 mutant DNA 검출을 확인해 재발을 예측하는 경우에는 mutation을 미리 알고 

진행하는 것이므로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mutation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Mutation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우선 TKI 내성과 관련된 돌연변이 호발부위부터 분석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석아

강구현

  

양한광

강윤구

  

강구현

양한광  

강윤구

  

강구현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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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oadjuvant treatment는 임상적인 evidence가 잘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표준치료인양 

인식되고 있어, 미국과 유럽의 가이드라인에는 이것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최신 업데이트된 가이드라인을 

살펴보고, 본 연구의 진행사항 및 케이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SMO Guidelines

2010년 ESMO (European Society for Medical Oncology) 가이드라인이 2012년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nnals of 

Oncology. 2012;23(suppl 7):vii49-vii55). Neoadjuvant treatment와 관련있는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2010

년에는 RO surgery가 불가능할 경우, ‘less mutilating surgery’ ‘might be achieved’라 기술되었으나, 2012년에는 

‘could be achieved’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less mutilating’ 뿐만 아니라, stomach을 보존하는 function sparing 

surgery가 가능하다는 것이 강조되었습니다. ESMO 가이드라인의 경우 indication에 대한 surgeon의 판단을 

중요시하여 surgeon이 적절하다고 믿는대로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이는 2012년 버전에서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전에는 mutation analysis가 nonsensitive mutation을 배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 기술하였는데, 

2012년에는 mutation analysis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non-responsive mutation만이 

아니라 KIT exon 9 mutation에 대한 적절한 용량을 투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010년에는 

빠르게 진행하는 종양 반응을 사정하기 위해 PET scan이 필요할 수 있다고 기술하였으나, 2012년에는 조기 종양 

반응을 사정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이것에 functional imaging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기술하였습니다. Imatinib은 

수술 2-3일 전까지 투여 후 중단하고, 수술 후에는 회복이 되는대로 투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NCCNⓇ Guidelines

그림 1.  NCCN (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가이드라인의 경우, soft tissue sarcoma에 GIST가 

포함되어 있고, 2013년 개정되었습니다. 예전에는 localized or potentially resectable disease와 definitely 

unresectable or metastatic disease로 나누어, 수술이 명확히 불가능할 경우에만 약물 치료를 실시하도록 

권고하였는데, ‘definitely unresectable or metastatic disease’가 ‘unresectable or metastatic disease’로 

변경되면서 imatinib을 이용한 약물치료에 호의적인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수술 전에 imatinib을 

투여하는 목적이 예전에는 종양의 크기를 줄이기 위한 것이었으나, 이젠 종양의 크기 뿐만 아니라 downstaging

을 위해서도 투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명백히 morbidity가 감소하지 않으면 수술 전에 

섣불리 imatinib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개정본에는 이 내용이 삭제되면서 imatinib을 

추천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가이드라인 중 GIST-3에는 최초 진단과 치료 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검 결과 병리학적 소견이 

GIST일 때 수술을 권고하는 기준이, 예전에는 ‘resectable without significant risk of morbidity’였는데 ‘resectable 

with negative margins but without significant risk of morbidity’로 변경되면서, negative margin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될 때 수술을 하는 것이 좋겠고, margin이 불확실하면 약물치료를 먼저 시작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국 및 일본에서 large gastric GIST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neoadjuvant imatinib 2상 임상시험 
A Phase II Trial of Neoadjuvant Imatinib for Large Gastric GIST in Korea and Japan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공성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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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T-4는 수술 전 imatinib 투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Resectable하며 margin도 negative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imatinib 투여 후 therapeutic effect를 사정하여, ‘no progression’이면 ‘continue dose of imatinib’이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이 ‘response or stable disease’이면 ‘continue the same dose of imatinib’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footnote를 살펴보면, PET scan이 CT를 대체할 수 없다는 내용은 유지되었지만, PET scan 사용 시에는 

베이스라인에 PET scan을 실시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ESMO 가이드라인과 같이, imatinib 2-4주 투여 후 빠른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PET scan을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 하지만 계속 PET scan을 반복해서 오랜 기간 실시할 

필요는 없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PDGFRA (platelet-derived growth factor-alpha) mutation 뿐만 아니라 

KIT exon 9 mutation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넓게 적용될 수 있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stomach

에서는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런 케이스가 실제로 발견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GIST-6는 수술 후 imatinib 투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Footnote에 최근 발표된 논문 2개가 인용되었는데, 하나는 

RTOG 0132 trial 2상 연구로, 수술 전에 imatinib을 투여하고 수술 후 2년간 imatinib을 투여하여 결과가 양호하였던 

것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SSGXVIII/AIO 무작위 배정 연구로, 연구 결과, 수술 전에 imatinib을 투여하지 

않았던 경우 수술 후 1년 투여 시보다 3년 투여 시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었습니다.

병리학적 사정 부분의 경우, 대부분 변경없습니다. 하지만 mitotic rate와 관련하여, 그 동안 나라마다, 그리고 

현미경마다 서로 다른 high power field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삭제되고 5 mm2를 기준으로 사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수술의 원칙 부분 역시 대부분 변동사항 없습니다. ESMO 가이드라인은 surgeon이 믿는 바(‘believe’)에 따라 수술 

전에 imatinib을 투여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본 가이드라인은 ‘feel’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metastatic GIST인 경우에만 imatinib을 투여하도록 권고하였으나, 개정 이후에는 unresectable GIST인 경우에도 

투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 imatinib 투여에 호의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ESMO 가이드라인과 마찬가지로, 수술 

직전에 imatinib을 중단하고, 가능하면 빨리 다시 투여를 시작할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RTOG 0132 Trial

그림 2.  RTOG 0132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Ann Surg Oncol. 2012;19:1074-1080). 연구에는 primary locally 

advanced GIST 환자와 operable recurrent/metastatic GIST 환자가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수술 전에 8-12

주간 imatinib 600 mg을 투여하고, SD나 PR인 경우 resection을 실시한 뒤, 다시 24개월 동안 imatinib 

600 mg을 투여하였습니다. 2009년 처음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양호한 결과를 나타내었습니다. 이후 

2012년 long term data가 발표되었습니다. 내약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약물을 투여한 24개월까지는 

progression free survival 및 overall survival 비율이 감소되지 않고 유지되었으나, 이 시점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논문에서는 투여 기간이 짧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2

년까지는 양호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므로, NCCN 가이드라인에 인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SSGXVIII/AIO Trial

그림 3.  2012년 발표된 연구로, adjuvant imatinib을 1년 또는 3년 투여하여 비교하였습니다 (JAMA. 

2012;307(12):1265–72). 연구 결과, 1년 투여 시보다 3년 투여 시 recurrence-free survival 및 overall 

survival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로 인해, 많은 나라에서 수술 후 imatinib 투여가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2013년 11월 1일자로 보험급여가 확대 승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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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hase II Trial of Neoadjuvant Imatinib for Large Gastric GIST in Korea and Japan: 
Present Status in Korea

보험 급여 대상인 c-kit (+) GIST, stomach이 origin이며, tumor diameter ≥10 cm인 primary GIST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Neoadjuvant imatinib 400 mg을 6개월 동안 투여하면서, 1개월, 3개월, 6개월에 efficacy 

evaluation을 실시하는데, 이 때 PD이면 환자는 임상시험에서 탈락하고 수술을 받게 됩니다. 6개월째에 PR인 

경우에는 3개월 더 투여합니다. 수술 후 12개월 간 imatinib을 다시 투여하고, 5년간 추적관찰합니다. Primary 

endpoint는 progression free survival이고,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최소 10명 이상 등록하여, 총 40명을 등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림 4.  그러나 최근, 1년 투여보다 3년 투여 시 progression free survival이 우수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primary endpoint를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환자 수 조정이 필요하였습니다. 환자 

수가 55명으로 증가되었고, 대만이 새롭게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imatinib은 수술 후 최소 1년~3년 투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Primary endpoint는 R0 resection rate, secondary endpoint는 progression-

free survival, 위 보존율, 치료 완료율, imatinib 혈장 농도 등입니다.

연구의 귀무가설은 ‘완전절제율(R0 resection rate)이 70%이다’, 대립가설은 ‘완전절제율이 70%를 넘는다’인데, 

선행 연구들에서의 완전절제율을 참고하여 결정되었습니다. Imatinib을 3년이 아닌 1년 투여받은 군도 치료완료로 

정의되므로, sub-analysis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55명 중 45명이 등록되었습니다 (한국: 18명, 일본: 27명, 대만: 0명). 한국에서는 20개 기관 중 17개 기관에서 

환자가 등록되었으며, 1명에서 PDGFR D842V mutation이 발현하여 임상시험에서 탈락하였습니다. Mutation 

검사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좋은 사례였습니다. Neoadjuvant imatinib 투여 후 수술한 사례가 9명, imatinib 1년 

투여 후 임상시험을 완료한 사례가 1명입니다.  

연구 절차 중 imatinib 투여 전에 혈액을 채취하여 imatinib의 blood level을 측정하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데, 

최근 그 수치가 많이 낮았던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이 환자의 복용 순응도가 떨어져서인지, 병용 약물 때문인지 

확인해야 의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는 의견이 있어, 환자의 복용 상태와 병용 약물 투여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피험자 일지를 잘 기재하도록 교육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혈장 농도가 낮게 보고될 때 순응도와 병용약물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Case Review

그림 5.  65세 남자 환자로, chronic hepatitis C 병력이 있습니다. 건강검진 중 초음파상 mass 발견되어 내시경 검사 

실시하였습니다. 처음 cancer로 진단되었으나, 재의뢰 시 c-kit positive로 GIST 진단받았습니다. 15.8 cm 

가량의 mass가 imatinib 1개월 투여 후 11.8 cm으로 눈에 띄게 감소하였고, 

그림 6. PET scan에서도 activity가 많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6개월 투여 후 mass 크기가 많이 감소하고, house field unit 역시 감소하여, 3개월 더 투여하였습니다. 3개월 후 

다른 부분은 호전되었으나, 새로운 nodule이 한 개 발견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PD라고 할 수 있으나, 연구 

결과 분석 시에는 6개월째 반응과 9개월째 반응을 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Nodule이 발견됨에 따라 수술을 

실시하였습니다. 병변이 liver에 유착되어 있었는데, 약물 치료로 tumor가 regression 되었어도 rupture는 막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liver tissue를 포함하여 절제하였습니다. Liver 쪽으로 진입하여 perforation을 방어하는 전략으로 

detachment 실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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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흥미로운 케이스입니다. 특히 focal progression하는 nodule이 생긴 것을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neoadjuvant 

imatinib 투여 기간에 논란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mass가 줄어들어 surgery의 범위가 감소할 장점의 

가능성과 내성을 가진 clone이 발현하여 progression 할 위험의 가능성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권고하는 원칙은 mass가 줄어들다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 시점에서 수술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 케이스의 경우 계속 줄어들었는지 6개월 정도에서 plateau를 이뤘는지 잘 모르겠습니만, 이러한 

focal progression인 경우, 병변을 절제하는 것도 하나의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이 케이스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위에 병변이 생긴다거나 전이가 되는 것이 염려스러운 점입니다. 이 

케이스에서 6개월과 9개월 시점의 mass 크기가 궁금합니다.

처음 15.8 cm 가량에서 1개월 후 11 cm으로 감소하였고, 6개월째에는 9 cm으로 더 감소하였습니다. 당시 

계속 반응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3개월 더 투여하였는데, 3개월 후 크기는 약간 감소하였으나, 새로운 

nodule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럼 이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케이스였네요. 6개월까지 mass가 계속 감소하였다면 3개월을 더 투여하고 그 때 

변화가 없으면 수술을 하는 것이 맞는데, progression하는 병변이 발견되었으니까요. 우리가 늘 주의하여야 

할 부분이겠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케이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Stomach GIST였습니다. 상당히 크기가 커서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imatinib을 투여하였습니다. 5개월 정도 투여하였는데 wall이 얇아지면서 perforation이 되었습니다. 

그런 경우 어디까지 수술을 하는 것인지 궁금하고, 수술을 했을 때 peritoneal spread가 보이지 않고 complete 

resection이 되었다 가정하면, 수술 후 adjuvant treatment를 실시해야 하는지, palliative treatment를 

실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 일단 최소한의 perforation이라도 되면 stage IV와 같은 나쁜 예후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imatinib 투여 시 tumor cell이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만, perforation

이 되면 stage IV의 seeding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외국의 전문가에 따르면 ulcer가 

있는 경우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Ulcer가 있는 부분에 necrosis가 생기고, stomach의 gas가 들어가 

압력을 높이면서 performation 된다는 것이지요. 주의깊게 관찰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Stomach 내로도 perforation 될 수 있고, peritoneal cavity로도 perforation 될 수 있습니다. Mass가 

줄어들지 않은 채 겉은 팽팽하고, 안쪽에는 necrosis가 있는 상태에서는 쉽게 터질 수 있기 때문에, 환자에게 

심한 운동을 자제하고 mass 부위를 압박하지 않도록 당부합니다. 공성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ulcer가 

있는 경우에는 1주일 정도 안정되는 것을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헌 검색을 해 보면, metastatic setting에서 palliative treatment를 실시했더니 1년 이상 경과 후에는 

반응률이 떨어지고 resistant clone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약 9개월 정도까지만 

투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Resistant clone이 발현하여 환자가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더 

자주 CT scan을 실시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고, 현재로서는 3개월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윤구  

공성호  

  

강윤구

김시형

  

공성호  

양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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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시형 교수님 말씀에 한 가지 추가하고자 합니다. 약물 치료를 하지 않고 수술을 먼저 한 경우, 수술 전이나 

수술 동안 rupture가 발생하면 peritoneum 내에 micrometases가 있을 가능성이 90%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최근 개정된 NIH classification에 따르면 adjuvant therapy 시 high risk 정의에도 

rupture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neoadjuvant imatinib 후 rupture 된 경우에는 어떨까요? 수술 

전에 약물 치료를 실시하지 않았던 경우와 비교하면 micrometases가 훨씬 적을 것이라 생각되기는 하는데, 

실제 케이스에서도 그렇고, imatinib 투여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rupture가 발생하면 micrometases의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 현재의 보험 기준을 적용한 adjuvant imatinib 3

년이 표준 치료이겠습니다.

환자의 수술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septic perforation이냐 그렇지 않으냐에 따라 방법이 달라집니다. 균이 

있을 때 수술을 너무 aggressive하게 실시하면 합병증이 많이 생기므로 가능한 한 수술의 범위를 작게 

하여야겠고, septic perforation이 아닌 경우에는 조금 더 aggressive하게 수술하여도 무리없을 것 같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 neoadjuvant therapy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total gastrectomy 하여야 하는 케이스입니까?

 Total gastrectomy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Imatinib 투여의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프로토콜에 따르면 resistant clone이 생겼을 때 adjuvant therapy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adjuvant therapy의 기간이 달라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neoadjuvant therapy를 실시했을 때 

adjuvant therapy는 어떻게 달라지는지요? Imatinib에 대한 resistant clone이 생겨도 adjuvant imatinib

을 투여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resistant clone이 생긴 부분을 절제하였기 때문에 절제 후에는 프로토콜에 따라 adjuvant 

therapy를 3년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Imatinib 400 mg 용량에 반응하지 않은 clone이 

존재하였던 것이므로, adjuvant therapy 시 용량을 증량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국소적으로 resistant clone이 발현하였고 이 부분은 resection 되었기 때문에 프로토콜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윤구  

양한광  

  

강윤구

양한광

김시형

  

강윤구    

양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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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ctable gastric GIST의 경우 수술이 일차적 치료입니다. 수술 전에는 submucosal tumor로 의뢰되는데, 

submucosal tumor 가운데 50%가 gastric GIST로 최종 확진됩니다. 따라서, 큰 병원을 제외한 다른 병원에서는 

gastric GIST 케이스를 많이 볼 수 없는데, 이번 연구를 통해 대규모 데이터를 수집해 보았습니다. 본 연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진행 사항

2012년 4월 GIST 연구회에서 연구가 승인되었고, 같은 해 10월 연구 개시 모임이 있었습니다. 서울대병원, 

서울삼성병원, 서울아산병원을 포함한 12개 병원, 14명의 연구자 분들이 프로토콜 개발 및 자료 수집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데이터 수집 기간은 2013년 1월~8월이었고, 6월부터는 일본과 대만이 포함된 아시아 다기관 연구로 

확장하기 위해 연구계획서와 증례기록서 등을 준비하였는데, 현재 마무리 중입니다. 3개국의 데이터가 모아지면, 좀 

더 영향력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연구 방법 및 목적

다기관 후향적 연구이고, 2000년 1월~2007년 12월 GIST가 조직학적으로 확진되어 수술을 시행받은 환자가 

포함되었습니다. 수술을 시행하지 않고 종양내과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는 연구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연구 목적은 (1) 한국에서 gastric GIST의 치료와 예후에 대해 살펴보는 것, (2) TNM staging system, 7th edition에 

새롭게 도입된 GIST TNM stage의 validation, (3) laparoscopic surgery가 어느 정도에서까지 가능할지 알아보는 

것 등이었습니다.

Article Review: Gastrointestinal Stromal Tumors of the Stomach

2012년 발표된 gastric GIST에 대한 review article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Surg Oncol Clin N Am. 2012;21:21-

33). 미국에서 gastric GIST의 연간 발병률은 0.68/100,000 인데, 남자에서 1.5배 높고, 흑인에서 좀 더 높습니다 

(1.16/100,000). 진단 당시 평균 연령은 62.9세, 가장 흔한 발병 부위는 stomach (50%), 다음으로 small intestine 

(36%), colon (7%), rectum (5%), esophagus (1%) 순이었습니다. 또한 70%의 환자에서 증상이 있었고, 가장 흔한 

증상은 bleeding이었습니다. 환자의 50%가 진단 당시 distant metastases 상태였고, 2/3이 hepatic metastases

였습니다. 연구는 7th AJCC의 stage를 도입하였는데, Stage I: <10 cm with low mitotic rate (<5 mitoses/50 

hpf), Stage II: <5 cm with high mitotic rate or >10 cm with low mitotic rate, Stage III: >5 cm with high 

mitotic rate, Stage IV: with lymphatic or distant metastases 입니다. 불량한 예후와 관련된 인자는 남성, 

stomach이 아닌 다른 부위에 발병한 경우, R0 resection 되지 않았던 경우, cell subtype이 epitheliod 또는 mixed 

이었던 경우 등이었습니다. 

Gastric GIST의 수술 결과: 한국 다기관 연구 
Surgical Outcome of Gastric GIST: Korean Multicenter Study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김민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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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연구 시작 전 환자 수를 700~800명으로 예상하였는데, 총 924명의 환자가 등록되었습니다. 서울아산병원이 2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연세대가 각각 128명, 119명, 114명, 나머지 병원이 17명~58명이었습니다. 

환자 수는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복강경 수술이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복강경 수술은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적으로, 2000년~2001년 초기에는 진단적 부분이 아직 

확립되지 않아 GIST로 진단되지 않았던 환자가 존재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GIST 환자 수가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것은, 건강검진의 내시경 검사 중 발견되는 2 cm 내외의 submucosal tumor가 많아지고, 

복강경 수술을 통해 이런 small size의 submucosal tumor를 수술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자료 분석 결과 평균 나이는 58.4±11.7세였고,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동일하였습니다. 조기에 진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상했던 대로 미국에서의 연구와는 다르게 54.3%의 환자에서만 증상이 있었습니다. Abdominal pain이 

38%로 가장 많았고, dyspepsia 33%, melena 19%, palpable mass 3%, weight loss 2% 순이었습니다. 병변 위치는 

상부가 제일 많았고 (40.0%), lower (27.8%), cardia (14.7%), midbody (13.5%) 순서였으며, posterior wall이 가장 

많았고 (26.0%), greater curvature가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25.1%). Tumor size는 20 mm≦ - ≦50 mm가 절반을 

넘게 차지하였으며 (54%), 50 mm< - ≦100 mm 24%, 100 mm< 12%, <20 mm 10%였습니다. 수술 전에 전이가 

있었던 환자는 전체의 3%였는데, 종양내과에서 수술을 위해 의뢰하지 않은 환자가 누락되었음을 감안하더라도, 미국의 

50%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숫자입니다. NIH classification을 사용해 분류했을 때, tumor size가 20 mm~50 mm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지, Low가 36%였고, High 27%, Intermediate 22%였습니다. 이 가운데 High에 포함되었던 

환자를 tumor size별로 분류해 보았는데, 20 mm 미만이 2명 있었습니다 (20 mm<: 2명, 20 mm≦ - ≦50 mm: 

57명, 50 mm< - ≦100 mm: 80명, 100 mm<: 111명). 

수술 방법에서는 복강경 수술이 34.2%를 차지하였습니다. R0 resection이 97.1%, R1 또는 R2 resection이 2.8%, 

resection이 되지 않는 케이스가 1명 있었습니다. Wedge resection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75.3%), 부위에 

따라, 혹은 tumor size에 따라 위절제술, 부분절제술, 전절제술이 필요했던 환자가 23% 있었습니다. GIST 수술 중 

우연히 다른 기관 병변을 발견하여 수술했던 경우도 3.4% 있었습니다. 평균 수술시간은 약 2시간, 재원 기간은 약 9

일이었습니다.

Complication의 경우, 조기 위암 수술에서의 complication 빈도보다 더 낮았는데, 전체 환자의 7.6%에서 

나타났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would infection이었고 (18명 (2%)), 복부 수술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합병증이 

동등하게 발생하였습니다. Postoperative mortality rate는 0.2% (2명)이었습니다.

표 1.  복강경 수술과 개복 수술로 나누어 데이터를 살펴보았습니다. 복강경 수술은 최근 들어 많이 실시되었고, 

tumor size가 작으며 NIH classification 기준으로 stage가 낮은 환자들에서 더 많이 실시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겠습니다. 복강경 수술군에서 평균 연령이 좀 더 낮았고, 증상이 없는 경우가 더 흔했으며, tumor 

location의 경우 두 군간에 유사하였으나 복강경 수술군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lower 쪽으로 치우쳐 있었습니다. 

Tumor size가 크고 복잡한 수술일 때 개복 수술을 실시하기 때문에, total gastrectomy나 subtotal gastrectomy

가 개복 수술에서 더 많았고, R0 resection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술시간도 개복 수술일 때 더 길었습니다. 

Complication은 복강경에서 5% (16명), 개복 수술에서 8.9% (54명)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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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recurrence rate와 survival rate를 살펴보았습니다. NIH classification에 따른 분류가 되지 않았던 52

명과 follow-up loss되었던 10명을 제외한 862명이 분석에 포함되었습니다. Median follow-up duration은 97.5

개월이었고, recurrence rate는 9.5% (82명)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재발된 환자를 NIH classification에 따라 

분류했더니, Very low에 1명, Low에 3명이 있었습니다 (Intermediate, High 각각 7명, 71명). 이렇게 재발되었으나, 

imatinib 치료 덕분에 44명, 즉 50%가 넘는 환자가 현재 생존해 있습니다. 환자 대부분에서 항암제 투여, 2차 수술 

등의 치료가 실시되었습니다. 재발 부위를 살펴보면 liver가 41.7% (40명)로 가장 많았고, peritoneum 32.3% (31

명), remnant stomach 19.8% (19명), bone 2.0% (2명)이었습니다. 개복 수술군에서 피부에 전이가 된 경우가 1명 

있었고, 복강경 수술군에서 trocar site recurrence는 없었습니다. 그 외에 esophagojejunal junction 1명, distal 

esophagus 1명, axilla 1명 있었습니다. 

표 1. 

Laparoscopy (n=317) Open (n=607) p-value
Age (years) 56.9±11.0 59.2±12.0 0.004
Gender

Male
Female

145
172

315 
292 0.076

BMI (kg/m2) 24.5±3.0 24.1±3.1 0.052
Symptom

No 
Yes

187 
130

235 
372 < 0.001

Tumor location 1
Cardia 
Upper 
Middle 
Lower 
Mixed 
Unlocated

50 
124 
46 
96 
0
1

86 
245 
79 

161 
16 
20

0.003

Tumor size (mm)
< 20mm
20mm ≦ -≦ 50mm 
50mm < - ≦ 100mm 
100mm <

41 
226 
48 
2

51 
276 
170 
110

< 0.001

NIH classification
Very low 
Low 
Intermediate 
High 
Unclassified

39 
149 
86 
31 
12

42
186
120
219
40

< 0.001

Operation
Wedge resection 
Partial gastrectomy 
Total gastrectomy
Enucleation 
Others

303 
10 
2 
2
 0

393 
108 
92 
8 
6

< 0.001

Radicality 
R0
R1
R2
No resection

314 
3 
0 
0

583 
6 

17 
1

0.022

Operation time (min) 112.2 ± 60.5 135.4 ± 86.0 < 0.001
Hospital stay (days)   6.0 ± 4.8 10.3 ± 7.7 < 0.001
Complication

No
Yes

301 
16 (5%) 

553
54 (8.9%)

0.036

Postoperative mortality 0 2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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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Survival rate의 경우 overall survival rate보다 disease-free survival이 GIST에서는 더 유용할 것 

같습니다. NIH classification 기준으로 살펴보면 5년 disease-free survival이 High에서 73.6% (250명), 

Intermediate에서 97.5% (203명)였는데, 다른 문헌들과 비교하여 높은 수치입니다.

Risk에 따라 복강경 수술과 개복 수술을 비교해 보았는데, 모두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림 2.  AJCC 7th TNM staging system에 따른 survival rate를 살펴보았습니다. 5년 disease-free survival rate

가 Stage IIIA 73.5% (69명), Stage IIIB 51.8% (53명)이었습니다. 

 

표 2.  Miettnen 등의 연구(J Arch Pathol Lab Med. 2006;130:1466-1478)에서 NIH classification 및 AJCC 7th 

staging에 따라 progression rate를 살펴본 것과 본 연구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복강경 수술의 경우 tumor size <2 cm 혹은 <5 cm, >2 cm에서 실시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어, size에 따른 survival 

rate를 살펴보았습니다. <2 cm (74명), 2 cm≦ - ≦5 cm (468명)군에서는 차이가 없었고, 5 cm< - ≦10 cm (209

명)군에서는 복강경 수술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Lapa: 95.8% (48명), Open: 84.3% (161명), p=0.031), 

표 2. Progression rate

Mietten et al (%) * This study (%)
Very low 0 1.2 (n=78)
Low 0-3.6    1.0 (n=331)
Intermediate 12-16   3.4 (n=203)
High 55-86 28.4 (n=250)

AJCC 7th (%) This study (%)
Stage IA 0-2 0.7

IB 3-4 5.2
II 12-15 6.2
IIIA 49 26.5
IIIB 86 48.2

* Miettinen M et al. J Arch Pathol Lab Med 2006;130:1466-1478

그림. 1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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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복 수술군에 high risk가 더 많이 포함되어 있어, 두 군간에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Recurrence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남성, 위치가 cardia쪽인 경우, high risk인 경우, 수술 후 complication이 

있었던 경우 등이었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우리나라 gastric GIST의 임상병리적 특징은, 적어도 수술을 시행받았던 환자에서는 외국과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며, 미국과 다르게 조기에 진단, 수술받습니다. 뚜렷한 이유를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staging을 

match up 시켜보아도 한국, 일본 내 stomach cancer의 survival rate가 더 우수한 것처럼 gastric GIST 수술 후 

예후도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tumor size가 5 cm가 넘는다 해도, 복강경 수술은 좋은 선택사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수술 중 skilful handling하여 tumor가 rupture 될 위험 등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GIST Session I 19

Q&A

 한국에서 외과적으로 치료받은 GIST 환자들의 예후를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연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시경 검진이 증가하고 있는데, 년도별로 tumor size 분포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연구와 기존 

연구와의 핵심적인 차이점은 tumor size가 5 cm 이상인데 복강경으로 수술한 환자가 50명이 포함되어 

있어, 그 환자들에서 recurrence rate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10 cm이 넘는데 복강경으로 수술한 

환자도 2명 있습니다. 이렇게 큰 tumor를 복강경으로 수술할 경우 rupture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10 cm이 넘는 tumor를 꺼내는 과정도 문제인데, 누군가의 제안대로 

주머니에 tumor를 넣고 깨뜨려 뽑아내면 split 될 수 있습니다. 병리학적 검사도 문제이고요. 이런 부분을 

김민찬 교수님께서 면밀히 보아 주시길 바랍니다. 

Enucleation을 실시한 환자도 연구에 10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 high risk 환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recurrence와 연관이 없는지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또 remnant stomach에 재발된 환자가 있는데, 

resection margin이 충분치 않았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관심있게 보아야 하겠습니다.   

Rupture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사항목에는 있었습니다. 매우 드물었습니다.

그 부분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Rupture가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을 수 있고, 실제로 있었어도 수술기록에 

남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Mitotic count도 중앙에서 검토가 된 것은 아니지요? 

네, 아닙니다.

2000년~2007년의 pathology report로 mitotic count를 계산했다면 부정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다 

신뢰성 있는 결과를 위해서는 central review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이가 있는 환자는 

연구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27명이 있었는데, stage IV로 분류하여 분석에 포함시켰습니다.

전이가 있고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환자, 수술은 했지만 연구에 포함되지 않은 환자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의 균일성을 위해, R2 resection, distant metastases가 있는 상태에서 resection한 것은 분석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복강경 수술이 더 우수하다는 선입견 없이, 복강경 수술군과 개복 수술군 간에 peritoneal recurrence 등을 

주의깊게 비교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더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한광  

  

강윤구

김민찬

강윤구

  

김민찬

강윤구  

  

김민찬

강윤구  

김민찬

양한광

김민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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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기관에서 5년 전에 분석한 데이터도 비슷한 패턴이었던 것 같습니다. Intermediate 그룹에서 adjuvant 

therapy를 실시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medical oncology에 던질 수 있는 연구입니다.

일본 가이드라인의 경우 tumor size <5 cm, >2 cm이면 복강경 수술을 권고하고 있는데, 복강경 수술 가능 

여부는 size 뿐만 아니라 위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몇몇 가이드라인은 size를 정확히 명시하지 않은 채, 

tumor가 favorable한 위치에 있고 surgeon이 안전하게 수술의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것이 확인되면 실시할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복강경 수술 시 tumor size 뿐만 아니라 tumor 위치도 고려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size 뿐만 아니라, 특히 stomach의 경우 기능을 가진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입장에서도 주의하고 있습니다. Tumor 위치에 따른 다양한 수술 방법을 소개한 논문이 매우 많지만, 모든 

surgeon에게 가능한 방법은 아니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tumor size 뿐만 아니라 위치도 고려되어야 

하겠습니다.

발표에서 laparoscopic approach를 extra-gastric, trans-gastric, intra-gastric으로 분류하셨던데, 

trans-gastric과 intra-gastric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Trans-gastric과 intra-

gastric을 구분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다양한 테크닉이 있어 그 정의가 뚜렷하진 않습니다만, 복강 안에서 위 전벽을 열고 

resection을 하면 trans-gastric, 특수 trocar를 사용해 복벽으로 끌어올려 위 안에서 수술하면 intra-

gastric으로 구분하였습니다. 하지만 좋은 기구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어 경계가 애매해지는 것 같습니다.

강윤구 교수님께서 huge GIST를 절제하는 방법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2-3년 

사이 adjuvant therapy를 실시해 tumor size를 줄인 후 수술하는 것에 익숙해졌지만, 대만 학회에서 

보니 대만에서는 size가 큰 tumor를 절제하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organ 

뿐만 아니라 주변 장기까지 combined resection 하더라도, 5-6개월 후에 결국 국소 재발하니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양한광  

공성호  

김민찬  

공성호

김민찬    

양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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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I Discussion 
Speakers:
Detection of Circulating Mutant DNA in the Plasma of GIST Patients    강구현 교수

Korea-Japan Neoadjuvant Imatinib Study                                           공성호 교수

Surgical Outcome of Gastric GIST: Korean Multicenter Study                 김민찬 교수

강구현 교수님께서 circulating tumor DNA를 detection하는 방법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하나는 quantitation이 가능하다면 이것이 tumor burden과 correlation이 있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sensitivity가 어느 정도인지 하는 것입니다. CR이 왔을 때 residual tumor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정도까지 

detection 가능하다면, CML처럼 molecular CR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alliative 

setting에서 imatinib을 투여하다 보면 clinical CR이 옵니다. 하지만 환자는 약물 부작용을 경험하고요. 

Circulating tumor DNA detection법이 충분히 민감하다면, 이런 경우 imatinib을 계속하여 투여할지에 

대한 marker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sensitivity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Demetri 등이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primary GIST의 경우 

tissue에서는 65%가 KIT mutation이 있었고, 혈액에서는 60%에서 primary mutation이 detection 되어, 

sensitivity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Demetri 연구에 참여하였는데, primary mutation을 detection하는 비율은 낮습니다. 특히 kit exon 11

의 경우 primary mutation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kit exon 11 mutation이 있었던 환자의 혈장에서 

primary mutation을 detection하는 비율은 매우 떨어집니다. 하지만 exon 9은 mutation 종류가 몇 개 

없기 때문에, 대부분 detection됩니다.  

Resistant mutation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이미 알고 있는 mutation이 이후 재발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이것에 의의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sensitivity 부분은 의문입니다. 혈장에 

정상적인 DNA도 많이 존재할테니까요.

BEAMing technology는 point mutation만 체크하고, exon 11 mutation은 deletion 등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GIST의 경우 매우 dynamic한 tumor이기 때문에, 화학요법 지속 여부를 결정할 것인지, 재발 여부를 

확인할 것인지 등의 목적에 따라 디자인이 달라져야 하겠습니다. Primary tumor의 mutation을 안다 해도, 

adjuvant therapy를 3년 정도 실시한 후에 재발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때, primary tumor가 그 mutation

을 가지고 재발할지, 아니면 다른 clone이 생겨 재발할지 알 수 없는 것이기도 하고요.  

김민찬 교수님께 질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 연구와 비교하여 stage가 높을 때 예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와 외국의 재발 패턴이 다르다면, 이것이 수술과 관계된 것인지, 아니면 tumor 

biology 등에 의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재발 패턴은 비슷한 것으로 보이는데, 말씀하신 내용 고려하여 데이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영  

강구현

  

강윤구  

강구현

양한광    

질문    

김민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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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포함된 환자들 중에 adjuvant therapy를 받은 경우는 없습니까? 

Neoadjuvant therapy를 받은 환자가 4명, high risk 그룹이어서 수술 후 adjuvant therapy를 받은 환자가 

15명 정도였습니다.

그 부분도 bias를 초래할 것입니다. 제외하고 분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07년까지의 데이터이므로 그런 환자가 많이 포함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환자 분포를 보면, 외국의 

경우 증상이 나타나 진단을 받았던 케이스이므로 size가 큰 GIST 환자들이고, 우리나라는 5 cm 미만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survival rate나 재발률을 비교하면 우리나라에서 예후가 좋은 것이지요.

발표에서 우리나라 데이터와 비교한 연구가 Miettnen 등에 의한 연구인데, 그 연구에서는 원발부위와 관계 

없이 risk를 분류했고, 우리나라 연구는 NIH classification에 따라 risk를 분류하였으니, 이것 때문에 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gastric primary만 포함된 것이니 전반적으로 예후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7판 AJCC TNM stage에 따른 progression rate와 비교 시에는 gastric GIST의 progression rate와 비교한 

것이고요, Miettnen 등에 의한 연구와 비교한 것에는 포함된 것이 맞습니다.

건강검진 시 내시경 검사를 많이 실시하므로 GIST가 early stage에 발견되는 비율이 증가할 것이라 

예상하는데, 년도별로 stage 분포를 살펴보면 보다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강윤구  

김민찬

강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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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on 9 mutation 동반 환자에서 고용량 imatinib 치료에 대한 임상연구의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본 

연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아직까지 환자 등록을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결과를 제시할만한 정도는 아니라서, 

본 발표에서는 프로토콜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는 imatinib dose escalation에 대한 2상 연구로, exon 9 

mutation을 동반한 metastatic 또는 unresectable GIST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GIST는 위장관에 가장 흔한 sarcoma이고, KIT 또는 PDGFRA mutation이 전체 GIST의 약 90%에서 driver genetic 

change로써 tumorigenesis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Imatinib mesylate는 KIT, PDGFRA, ABL을 

억제하는 specific tyrosine kinase로, CML과 GIST에서 표준 치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Imatinib을 사용하였을 때, 

metastatic 또는 unresectable GIST에서 PR 또는 SD rate이 80%를 넘는 등 치료 효과가 매우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서양에서 진행된 두 개의 대규모 무작위배정 3상 임상연구에서 imatinib의 표준 용량이 결정되었습니다.

EORTC 62005 연구 & US Intergroup S0033 연구

서양에서 진행된 두 개의 임상연구는 EORTC 62005 연구와 US Intergroup S0033 연구인데, 전체 환자군에서 

imatinib 800 mg/day와 400 mg/day가 PFS 및 overall survival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400 mg/day

가 표준 치료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imatinib 400 mg/day로 치료 시 genotype에 따른 response rate가 상당히 

차이를 보였는데, exon 11 mutation에서는 response rate이 상당히 높은 반면, exon 9 mutation에서는 response 

rate이 낮았습니다. 또한 imatinib 400 mg/day 치료 시 overall survival도 genotype에 따라 차이를 보였습니다. 

Exon 11 mutation의 경우 imatinib 치료에 대한 overall survival이 exon 9 mutation 또는 wild type에 비해 

우수하였습니다.

EORTC 62005 연구의 경우 전체 환자군에서 imatinib 800 mg/day가 400 mg/day보다 우수하지는 않았지만, 

subgroup analysis에서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즉, KIT exon 9 mutation이 동반된 경우에서 PFS를 살펴보면 imatinib 

800 mg/day로 치료 시 400 mg/day보다 PFS가 훨씬 우수하였습니다. 따라서 연구가 진행되었던 국가에서는 exon 9 

mutation이 동반되었을 경우 imatinib 800 mg/day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표준 치료가 되었습니다.

Korea 연구 & Taiwan 연구

반면, imatinib 800 mg/day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아시아 국가에도 적용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림 1.  2009년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연구로, 약 1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소규모 후향적 임상연구(Oncologist. 

2009;14:540)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imatinib 800 mg/day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first-line treatment로 imatinib을 400 mg/day 용량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어, 후향적 

연구에 포함된 모든 환자에서 genotype에 관계없이 400 mg/day로 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genotype에 따른 치료 성적에 큰 차이가 없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genotype에 따라 치료 성적에 차이가 없는 

KIT exon 9 mutation을 내재한 전이성 또는 절제불가능 GIST 
아시아 환자에서 imatinib 용량을 800 mg/day로 증량하는 2상 연구
A Phase II Study of Imatinib Dose Escalation to 800 mg/day in Asia Patients with Metastatic or 
Unresectable GIST Harboring KIT Exon 9 Mutation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류민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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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닌가, 즉 imatinib 400 mg/day를 exon 9 또는 exon 11 mutation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되었습니다. 대만에서 발표된 논문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기 때문에 아시아 국가에서는 서양 

국가와 달리 KIT exon 9 mutation에서도 imatinib 400 mg/day의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소규모 연구였기 때문에,결론을 확정지을 수 없어, genotype에 따른 치료 성적의 차이를 좀더 

대규모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Korea GIST study group에서 후향적 연구이기는 

하나, 다기관 대규모 연구로 genotype에 따른 치료 성적을 300명의 환자에서 관찰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양에서 

시행되었던 연구와 같이 KIT exon 11 mutation에 비해 KIT exon 9 mutation 동반 시 치료 성적이 좋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대규모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도 KIT exon 9 mutation 동반 시 서양 국가와 같이 

imatinib 800 mg/day로 치료를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연구 목적

현재까지 우리나라와 서양 국가에서 보고된 imatinib 치료 독성에 대한 보고 자료를 살펴보면, imatinib 400 mg/

day를 동일하게 사용하였을 때 우리나라의 경우 서양에 비해 치료 독성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imatinib 800 mg/day가 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험근거 마련 등의 여러 이유에서 KIT 

exon 9 mutation을 동반하는 GIST 환자에서 800 mg/day로 용량을 증량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KIT exon 9 mutation을 동반한 metastatic 또는 unresectable GIST 

환자에서 first-line treatment로써 imatinib 용량을 증량하는 것이 실현 가능한가를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escalated dose에서 imatinib의 activity와 safety를 확인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입니다.

연구 방법

Primary endpoint는 투여 2년 시점에서 PFS를 확인하는 것이었으며, secondary endpoint는 safety, 24주째 disease 

control rate, response rate, overall survival, imatinib PK, drug compliance, successful dose escalation의 

비율이었습니다.

연구 디자인의 경우 개방형, 단일군, 2상 임상연구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첫 4주 동안 imatinib 400 mg을 투여하고, 

tolerable한 경우 600 mg/day로 증량하여 4주간 투여, tolerable한 경우, 다시 800 mg/day로 증량하여 투여합니다. 

Definition of Tolerability for Dose Escalation

Dose escalation을 위한 tolerability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다음 항목 중 해당하는 항목이 없는 경우 imatinib

에 tolerable하다고 판단하여 다음 용량으로 증량하였습니다. 항목은 1) grade 3 또는 4 non-hematologic toxicity, 2) 

grade 2 non-hematologic toxicity이면서 compliance가 80% 이하로 떨어진 경우입니다. Compliance가 낮은 경우 

용량을 증량한다 하여도 실질적으로 투여된 총량은 증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항목 중 하나로 포함하였습니다. 이어서, 3) 

febrile neutropenia, 4) grade 3 또는 그 이상의 neutropenia가 7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5) grade 4 thrombocytopenia, 

6) grade 3 thrombocytopenia이면서 임상적으로 유의한 출혈이 있거나 7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선정 기준 및 제외 기준

선정 기준은 18세 이상으로, 동의를 제공한 환자, GIST로 확진된 환자, ECOG performance status 0~2이며, KIT 

exon 9에서 primary mutation이 발견된 환자 등입니다. 또한 imatinib 치료를 시작한 지 3개월 이내인 환자만 

등록될 수 있습니다. TKI 치료력이 있는 환자는 연구에서 제외되었는데, 예외 사항으로 adjuvant imatinib이 등록 6

개월 이전에 종료된 경우에는 허용되었습니다. RECIST v1.0으로 적어도 1개의 measurable disease가 있어야 하고, 

이전 치료의 모든 독성 반응이 resolution되어야 합니다. 적절한 bone marrow, renal, hepatic function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다른 malignancy는 제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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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기준은 중증의 동반질환(severe co-morbidity), 감염, 임신 중 또는 수유 중인 여성, 중추신경계 전이, 

임상적으로 유의한 위장관계 출혈, 위장관계 폐쇄 또는 malabsorption, imatinib에 과민반응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경우 등이었습니다.

Enrollment Flow

먼저 동의서를 취득하고, screening을 거쳐 등록을 하면, 이후 약물이 공급됩니다. 등록의 경우 저에게 e-mail을 

주시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 1에 이 연구에서 검사 일정을 기술하였습니다.

 

Visit Schedule and Evaluation

용량 증량을 실시한 첫 4주 동안은 2주마다 방문하여 toxicity를 평가하고, 이때 특별한 이상반응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후 3개월마다 방문합니다. PK의 경우 400 mg/day로 치료한 경우에는 400 mg/day 치료를 시작한 3~4주째에 

시행하고, 600~800 mg/day으로 증량한 경우에는 2주 후에 확인합니다. Toxicity evaluation에는 NCI CTCAE 

v4.0을 사용합니다. Response evaluation은 첫 4주째, 12주째에 시행하며, 이후에는 3개월마다 시행합니다. 종양 

평가에는 기본적으로 RECIST v1.0을 기준으로 하였지만, GIST에서는 종양 평가에서 크기뿐만 아니라 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종양의 농도 변화를 포함하여 몇 가지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예외 사항으로,첫 번째, 첫 6개월 간에 발생한 새로운 cystic lesion의 경우 imatinib 치료에 의해 괴사되면서 밀도가 

낮아진 것이기 때문에, 이는 true PD가 아닌 no PD로 판단합니다. 두 번째, cystic mass 내에 solid nodule이 생긴 

경우 새로운 tumor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PD로 간주합니다. 세 번째, 크기가 증가하더라도 definite cystic change

를 보이는 경우 necrosis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no PD로 판단합니다.

Treatment Flow

그림 2.  Imatinib 400 mg/day로 치료를 시작하여 tolerable한 경우 600 mg/day로 증량하고, tolerable하지 않은 

경우 400 mg/day로 지속하면서 주기적으로 follow up합니다. 

주기적인 follow up의 경우 첫 4주 동안에는 2주마다, 그 이후에는 4주 간격으로 진행하는 것을 1년까지 허용합니다. Imatinib 

600 mg/day에서 800 mg/day로 증량할 때에도 역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첫 4주 동안 tolerable한 경우 800 mg/day

로 증량하고, tolerable하지 않은 경우 2주 간격으로 2회, 이후에는 4주마다 follow up을 하여 tolerable한 시점에 800 mg/

표 1. Examination Schedule

Assessment/ Procedure Screening/enrolment 
(within 4 weeks from the first dose of imatinib at 400 mg per day)

During study medication

Consent X
Medical History X
Pregnancy Test X If needed

Identification of KIT exon 9 mutation X

Physical Exam X At each visit
Hematology X At each visit
Biochemistry X At each visit
CT Scan X X
Toxicity Assessment X X
Imatinib trough plasma level (Cmin) correspo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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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로 증량합니다. 전체 용량을 800 mg/day까지 증량하는 시점을 imatinib 400 mg/day 시작 후 1년까지 허용하여, 1년 

시점에 800 mg/day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상태이면 용량 증량 성공, 그렇지 않은 경우 실패한 것으로 정의합니다.

Sample Size

기존의 다기관, 후향적 연구에 따르면, KIT exon 9 mutation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 imatinib 400 mg/day를 

사용하였을 때 2년 PFS가 60%였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용량 증량 시 2년 PFS를 75%까지 향상시킬 수 있으리라 

가정하였습니다. Alpha (one-sided) 0.1, Beta 0.2, accrual time 2년, follow up time 2년으로 결정하였고, follow 

up loss는 5%로 가정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하였을 때 전체 환자 수는 44명이었습니다. 

Timeline

연구는 2012년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모집 기간이 거의 종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등록 인원은 4명인데, 

저희가 진행하고자 하였던 임상연구 중 이렇게 등록이 되지 않았던 경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Exon 9 mutation에 

대한 우리나라 데이터를 살펴보면 빈도가 3~5%로, 서양에 비하여 비율이 낮은 편이기는 합니다. 또한 GIST가 굉장히 

드물고, 많은 지역 병원에서 치료를 할 수 있다 보니, 이러한 임상연구가 진행되는 것을 잘 알지 못한 채 practice 

차원에서 치료가 시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현재 참석하고 계신 

여러 선생님들께서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환자 등록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불어, 다른 나라들과 함께 

본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확인 중입니다.

Investigational Product & Drug Supply

Investigational product는 imatinib이고, 등록이 되면 약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Conventional dose imatinib 

400 mg/day는 보험적용을 받아 처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용량까지는 보험으로 처방하고, 600 mg/day, 

800 mg/day를 사용할 경우 초과 용량인 200 mg, 400 mg은 무상으로 공급합니다.

Procedure for Reporting SAE & Monitoring

중대한 이상반응 발생 시 인지한 시점에서 working day 24시간 내에 Novartis와 주관 기관인 서울아산병원으로 

보고합니다. Monitoring의 경우 첫 피험자 등록 후 1개월 이내에 시작하고, 이후 매 분기마다 CRF를 e-mail로 

수령하여 실시하며, 데이터 확인 후 각 기관으로 query를 발송합니다.

연구 등록, 중대한 이상반응 보고, monitoring에 대해서는 서울아산병원 연구간호사에게, study drug supply와 

관련하여서는 Novartis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Conclusion

지금까지 본 연구의 진행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 KIT exon 9 mutation 동반 환자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 임상연구가 속히 활성화되어 잘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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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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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등록된 4명의 환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탈락된 환자는 없으며, 현재 약물 복용 중입니다. 용량 증량 중인 환자도 있고, 증량 후 stable하게 유지 

중인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 중 한 명에서는 imatinib 600 mg/day까지 증량하였는데, 800 mg/day에서는 

tolerable하지 않아, 다시 600 mg/day으로 감량하여 투여하고 있습니다.

 Imatinib 용량 증량과 관련하여, 400 mg/day로 치료하다 종양이 진행하여 imatinib을 증량한 경험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의 경험을 말씀 드리면, 처음부터 800 mg/day를 투여할 때엔 환자가 잘 

견디지 못하지만, 400 mg/day로 상당히 오랜 기간 치료한 후 800 mg/day로 증량하면 환자들이 대부분 

잘 견딥니다. 아마 다른 기관에서는 종양이 진행하는 경우 400 mg/day에서 600 mg/day로 증량한 후 

순차적으로 800 mg/day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저희 병원에서는 400 mg/day에 진행하는 경우 

800 mg/day로 바로 증량합니다. Exon 9 mutation의 경우, 단계적으로 용량을 증량하는 것과 비교하여 

적응 속도 등에서는 개인 차이가 있겠지만, 400 mg/day로 사용하다가 진행하는 경우 바로 800 mg/day로 

증량하여도 대부분의 환자가 잘 견딜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서 진행된 공성호 선생님의 강의에서 다른 나라의 가이드라인을 보여주셨는데, 타 국가의 경우 KIT exon 9 

mutation 존재 시 800 mg/day를 투여하라고 권고하고 있고, adjuvant의 경우에도 800 mg/day을 고려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exon 9 mutation 존재 시 800 mg/day가 더 benefit

을 보일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없어 적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 연구가 잘 진행되어 근거를 마련해야,우리나라에서도 exon 9 mutation 

환자에서 800 mg/day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GIST 환자가 있고, imatinib 치료 환자가 

있다면, 분명히 적어도 5% 이상은 exon 9 mutation 환자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환자들의 예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재발될 가능성, 전이가 발현될 가능성이 있으나 잘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 한 명의 환자라도 

있을 경우 놓치지 말고 이 연구에 등록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남아시아도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동남아시아의 다른 국가와도 협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료 시 교수님들께서 우리나라의 가이드라인을 사용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 가이드라인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수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야 합니다. NCCN 가이드라인 또는 ESMO 

가이드라인만 참고하고 언급할 경우, 그러한 가이드라인에 종속되는 것입니다. 현재, 사실 저널에 종속되어 

있는 상황인데, 가이드라인까지 종속될 경우 실제 임상도 종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한국, 일본, 중국, 

대만이 중심이 되어 아시아 GIST 가이드라인을 제정해보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행될 

경우 우리가 진행한 연구를 근거로 하여 외국과는 달리 이러 이러한 부분을 표준 치료로 권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로 인한 혜택을 우리 환자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이의를 제기할 때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겠지만, 모든 경우에 가이드라인을 언급하면서 

주장한다면 생각이 바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 분명 받아들여질 것이라 믿습니다.

 PK 농도와 관련하여, imatinib 400 mg/day를 사용하였을 때 PK에 따라 예후에 차이가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KIT exon 9 mutation에서도 예후를 구분할 수 있는 특정 PK 수치가 존재합니까? 800 mg/

 강윤구  

류민희

강윤구

  

공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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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를 복용한 경우에도 PK 농도의 유용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KIT exon 9 mutation만 따로 분류하여 분석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800 mg/day로 용량 증량한 환자 중 PK를 측정했던 환자를 대상으로 예후 관련 인자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분석에서 예후와 관련이 있는 농도를 찾기는 힘들었습니다. 

Demetri 연구에서, 치료 28일에 측정했을 때 1,100 ng/mL 기준으로 예후를 구분할 수 있다는 관찰이 

언급된 바 있지만, 그 이후 분석에서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한 혈장 농도를 측정하는 시점 자체가 언제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아직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또 다른 연구에서도 28일 후 plateau에 도달한다고 

하여, plateau를 28일로 예상하여 진행하였지만, 최근에는 적어도 3개월은 투여해야 plateau에 도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Demetri 등이 28일에 측정하여 1,100 ng/mL이 예후와 관련있다고 발표한 것은 

사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KIT exon 9 mutation 환자에서 후향적으로 분석해보았을 때 800 mg/day로 용량 

증량한 환자에서 PK 농도와 예후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혈장 PK 농도 측정에 대하여 코멘트하자면, 전 세계적으로 imatinib 혈장 농도를 무료로 측정해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Novartis에서 많이 도와주시는 것이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첫 번째 경우는 400 mg/day 표준 용량으로 치료하는데, toxicity가 너무 심하게 발현되는 

경우입니다. 그러한 환자에서 혈장 농도 측정 시 PK가 높게 나온다면 안심하고 용량을 낮출 수 있겠습니다. 

만약 농도 측정을 해보지 않았다면 용량 감량 시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게 되지만, 혈장 

농도를 측정한다면, 그런 우려 없이 용량을 감량할 수 있습니다. 용량 감량 이후 한번 더 혈장 농도를 측정해서 

여전히 높은 농도가 유지된다면, 안심하고 환자에게도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작용이 발생하여 

용량 감량을 고려해야 할 경우, 혈장 농도를 우선 측정하여, 농도가 높지 않고, 주관적인 부작용이 대부분이며, 

호중구 감소증 등의 객관적인 부작용이 동반되지 않은 경우라면, 용량 감량 대신 환자를 잘 설득하여 400 mg/

day 치료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혈장 농도가 높은 경우에는 안심하고 용량을 낮출 수 있고요.

두 번째는 imatinib 400 mg/day 투여 중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800 mg/day로 용량을 증량할지, 

sunitinib으로 전환할지 결정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서양에서는 imatinib 400 mg/day를 사용하다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혈장 농도를 측정해서 농도가 낮은 경우 용량 증량을 먼저 시도해보고, 혈장 농도가 이미 

높은 경우 용량을 높여도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sunitinib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 

근거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800 mg/day로 용량을 

증량하거나 sunitinib으로 전환하는 두 가지 방법 모두 가능하고, 한 가지에서 실패했을 때 나머지 한 가지를 

시도해보기 때문에 결국은 순서의 차이일 것입니다. 

  

류민희

유창호  

강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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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GIST 연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찬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연구는 외과적 치료를 받았던 GIST 환자를 

포함하였다면, 본 연구에는 비교적 최근인 2010년 이후 진단된 환자가 주로 포함되었습니다. 

2010년 4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19개 병원에서 총 671명의 환자를 등록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경우 국가적인 전향적 

웹 기반 등록 연구여서, 데이터가 완전하지 못한 환자를 제외한 633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Patients Characteristics

Localized GIST는 445명으로 약 70%를 차지하였으며, metastatic GIST는 188명이었습니다. Median age는 

localized, metastatic 모두에서 56세였습니다. 진단 시기의 경우, 2010년 1월 이후 진단받은 환자가 localized에서는 

388명 (96.0%), metastatic에서는 136명 (79.1%)으로 전체적으로 91.0%를 차지하였습니다.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이 localized에서는 54%, metastatic에서는 65%를 차지하여 전체적으로 58%가 남성이었습니다. 

Primary site의 경우, 전체적으로 gastric이 49%로 가장 많았고, small bowel이 35%였는데, metastatic에서는 

small bowel이 4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림 1.  다음으로, histopathology와 tumor size, mitosis를 보겠습니다. 

Histopathology의 경우 spindle 49.6% (localized 50.8%, metastatic 46.8%), epithelioid 3.9%, mixed 8.6%, 

unclassified 37.9%였는데, unclassified의 경우 각 기관으로 query를 보내 다시 한번 확인할 계획입니다. Tumor 

size의 경우 5 cm 미만이 localized에서는 41%, metastatic에서는 14.2%, 5 cm 이상이 localized에서는 45.4%, 

metastatic에서는 51.3%였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5 cm 미만이 33.2%, 5-10 cm이 26.5%, 10 cm 초과가 20.7%

로 거의 1/3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Undescribed가 metastatic에서 34.5%를 차지하는데, metastatic에서는 실제로 

mass 크기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가능한 수치인 것 같습니다. Mitosis의 경우 localized

에서는 ≤5/50 HPF가 44.3%로 가장 많았고, metastatic에서는 모두 생검 조직이기 때문에 undescribed가 33.0%

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0/50 HPF가 29.8%를 차지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5/50 HPF가 37.4%, >10/50 HPF

가 24.5%였습니다.

IHC Result

그림 2. Immunochemical result를 보겠습니다.

KIT (CD117)에 98.4%의 환자가 양성을 보였는데, 음성을 보인 환자 9명 중 4명은 PKCθ나 DOG1 histochemical 

stain에 양성을 보이거나, EGFR mutation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증례기록서에서 결과가 확인되지 않은 환자도 

4명이 있어, 추가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S100은 94.5%에서, Desmin은 92.3%에서 음성 소견을 보였습니다.

한국 GIST 환자 데이터를 수집하는 관찰 등록 연구
Korean Observational Registry collecting data on GIST patients (KORGIST)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구동회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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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34는 localized의 경우 79.3%, metastatic의 경우 71.7%에서 양성을 나타냈고, SMA (smooth muscle antigen)

은 전체의 68.4%에서 음성 소견을 보였습니다. PKCθ는 localized에서 70.7%, metastatic에서 100.0%, 전체적으로 

77.4%가 양성 반응을 보였고, DOG1도 localized에서 81.1%, metastatic에서 90.0%, 전체적으로 83.6%가 양성 반응을 

보였지만, 환자 수가 각각 53명, 73명인 것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실시되는 검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각 

병원에서 validation, 연구, 데이터 수집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Initial Treatment

Initial treatment를 보면, localized에서 primary tumor resection을 실시한 환자는 68.3%, 합병증 치료를 먼저 

실시한 환자는 5.4%였습니다. 2010년 이후 진단된 환자가 대다수여서인지 수술 방법의 경우 개복 수술이 44.5%, 

복강경 수술이 45.4%를 차지하였습니다. Metastatic에서는 1차 요법으로 imatinib을 투여받은 경우가 86.2%, 임상시험 

때문인지 nilotinib을 투여받은 경우가 1.6% (3명)였습니다. 증례기록서에 기록이 누락된 경우가 23명 (12.2%)있었는데, 

대부분 imatinib이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증례기록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Genotyping

그림 3.  Genotyping은 전체 환자의 60% (357명)에서 실시되었습니다.(localized 228명, metastatic 129명)

KIT mutation의 경우 localized 85.1% (194명), metastatic 91.5% (118명), 전체 87.4% (312명)에서 나타났고, 

PDGFRA mutation의 경우 localized 3.5% (8명), metastatic 3.1% (4명), 전체 3.3% (12명)에서 확인되었습니다. 

No mutation이 9.5% (34명)있었으나, 모든 검사가 실시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wild type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겠습니다.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KIT mutation 가운데 Exon 11 mutation이 77.3%로 가장 많았고, Exon 9은 

8.7%이었으나 metastatic에서는 Exon 9이 13.2%로 좀더 많았습니다. PDGFRA mutation에서는 Exon 18 mutation

이 3.1% (11명)에서 확인되었습니다.

KIT vs PDGFRA

그림 4.  KIT과 PDGFRA, Exon 11과 Exon 9 간에 clinical character가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PDGFRA와 

Exon 9의 환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비교는 아닐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KIT과 PDGFRA을 보겠습니다. 성별, 연령 중앙값의 경우 두 군간에 차이가 없고, primary site의 경우 KIT에서는 

small bowel이 45%, gastric이 37%를 차지한 반면, PDGFRA에서는 small bowel이 17%, gastric이 42%, 그리고 

기타가 많은 부분(42%)을 차지하였습니다. 하지만 PDGFRA의 환자 수가 적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Status

를 보면, metastatic이 KIT에서는 38%, PDGFRA에서는 33%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Histology에서는 KIT의 경우 

spindle이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81%), PDGFRA에서는 epithelioid와 mixed가 각각 33%를 차지하였습니다. Size와 

mitosis에서는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NIH의 high risk군 비율이 KIT에서는 68%, PDGFRA에서는 91%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연구 시작 당시인 2010년에 adjuvant imatinib therapy가 대상인 high risk 환자가 

주로 등록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Exon 11 vs Exon 9

Exon 11과 Exon 9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별과 연령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Primary site를 보면 Exon 11의 경우 

gastric과 small bowel이 각각 41%를 차지한 반면, Exon 9에서는 small bowel이 71%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흔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stomach origin도 1명 (5%) 있었습니다. Metastatic 환자가 Exon 11에서는 36%, Exon 9에서는 

55%이었습니다. Histology의 경우 두 군 모두에서 spindle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각각 64%, 65%), size, mitosis, 

NIH risk 분류에서 모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Exon 11과 Exon 9의 예후가 다르다고 알려져 있지만, 

NIH risk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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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rofibromatosis-1

그림 5.  Neurofibromatosis 환자가 본 연구에 총 9명 포함되어 있었는데, histopathology가 확인된 5명 모두 spindle 

cell type이었습니다. 

전체 환자군과 neurofibromatosis 환자군을 비교해 보면, 성별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고, 전체 환자군의 경우 연령

(median age)이 50대 중반(56세)이었던 것에 비해, neurofibromatosis 환자군에서는 50대 초반(51세)으로 조금 

젊었습니다. Metastatic은 neurofibromatosis 환자군에서 1명이었습니다. Primary site도 neurofibromatosis 

환자군의 경우 gastric origin 없이 small bowel이 78%로 대부분이었고, size는 조금 더 큰 경향을 보였습니다. Mitosis

에서는 ≤5/50 HPF가 8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문헌에 따르면 neurofibromatosis의 경우 genotyping 시 

wild type이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1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이 wild type이었습니다. 

Imatinib Trough Level

그림 6.  Imatinib plasma concentration level을 측정한 370명 중에서, 전체 blood level이 확인된 경우는 총 500

개였습니다. Imatinib 400 mg/d에서 전체 mean±SD는 1504±795 ng/mL이었고, 남성 1442±828 ng/

mL, 여성 1631±709 ng/mL로, 남녀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Imatinib을 800 

mg/d로 증량했을 경우엔, 전체 3271±1727 ng/mL, 남성 2992±1178 ng/mL, 여성 3639±2201 ng/mL

이었습니다. 이전 연구에 따르면 body surface가 클수록 imatinib의 plasma 농도가 낮고, 여자나 키가 작아 

body surface가 작을수록 plasma 농도가 높습니다.

Plasma imatinib level 측정은 환자가 disease progression을 보일 때 이것이 poor compliance 때문은 아닌지, 

용량을 증량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밖에도 drug-drug interaction, serious adverse 

event가 나타났을 때 plasma imatinib level 측정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KORGIST 연구 소개

KORGIST 연구를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는 한국인 위장관 기질종양 환자에 대한 국가적, 전향적 웹 기반 

등록사업(The Korean Observational Registry collecting data on GIST patients, KORGIST)입니다. 1차 목적은 

한국형 GIST의 역학적 특성, 발병률, 치료 현황 및 효과에 대한 국가적 기본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 2차 목적은 GIST 

환자에게 질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술 및 연구 데이터로 활용하여 가이드라인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선정기준은 등록 전 3년 이내에 GIST로 진단받은 환자 혹은 예전에 진단받았더라도 최근 3년 이내 재발이 확인되어서 

imatinib과 같은 tyrosine kinase inhibitor를 투여받는 환자입니다. Basic character를 확보하기 위해 3년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제외기준은 사망, 연구기관에 의한 추적관찰 실패 등 장기 추적조사 정보를 수집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환자 및 동의를 철회한 경우 등입니다.

유전형 분석의 경우, KIT 및 PDGFRA 유전자에 대한 돌연변이 분석이 추가비용 없이 수행됩니다. Gastric origin

의 GIST에서는 KIT exon 11이 가장 먼저 검사되고, 없는 경우 PDGFRA exon 18, 여전히 음성인 경우 KIT exon 

9, 13, 17, PDGFRA exon 12, 14에 대해 수행됩니다. Gastric origin이 아닌 GIST에서는 KIT exon 11이 가장 먼저 

검사되고, 없는 경우 KIT exon 9 분석, 여전히 음성인 경우 KIT exon 13, 17, PDGFRA exon 12, 14, 18에 대해 

수행됩니다. 

약동학(PK, blood trough level) 검체의 경우, imatinib 투여 1개월째에 아침 용량 복용 전 채혈하여 얻게 되며, 

imatinib 투여 중 disease progression, serious adverse event가 나타나거나, poor compliance, drug-drug 

interaction이 의심되면 혈액 검체가 다시 수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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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9개 기관이 연구에 참여 중입니다. 

그림. 1 그림. 2 

Patients Characteristics Patients Characteristics

그림. 3 그림. 4

 Comparison between KIT and PDGFRA; 
Exon 11 and Exon 9

그림. 5

Neurofibromatosis-1 vs. Total GIST

그림. 6

 Imatinib trough level

Genotyping (N=357)



35GIST Session II

Q&A

Genotyping 데이터에 bias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Imatinib 투여 대상인 환자에서만 genotyping

이 실시되고, mass 크기가 작아 low risk인 환자 등에서는 검사를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2013년에 연구자 주도 연구(investigator initiated trial, IIT)로 변경되면서, genotyping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genotyping이 imatinib 투여 대상인 환자로 제한되었다는 것이네요. 그렇다면 genotyping

이 실시된 환자는 주로 metastases가 있거나 high risk인 환자이니, 그런 부분을 고려하여 데이터를 

분석하여야겠습니다.

KOGIST 연구 데이터베이스는 모든 회원에게 열려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연구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proposal을 제출해 주십시오. GIST 연구회의 운영위원회 심의와 연구자 분들의 동의를 거쳐,

데이터베이스를 오픈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강윤구  

구동회

 강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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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juvant imatinib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Adjuvant imatinib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명백합니다. GIST

의 경우 localized disease여도 수술 후 재발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high risk 환자에서 재발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데, imatinib의 경우 metastatic GIST 환자에서 뛰어난 효능을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항암제 치료 시 tumor burden이 적을수록 response rate, duration of response 등의 치료 성적이 

우수한데, metastatic setting에서 tumor burden이 클 때 효과가 뛰어나다면, 수술 후 adjuvant setting, 즉, tumor 

volume이 아주 적은 microscopic disease에서는 효과가 더욱 뛰어나 재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더구나 imatinib의 경우 부작용이 매우 적기 때문에 adjuvant setting에서 장기간 치료하는 데 적합한 약제입니다.

ACOSOG Z9001: Phase III Trial of Adjuvant Imatinib

Adjuvant imatinib에 대한 첫 번째 연구로, 미국에서 실시되었습니다 (Lancet. 2009;373(9669):1097-1104). 연구 

시작 당시 NIH risk classification이 존재하기는 하였으나, mitotic count에 대한 표준화가 정립되지 않아 제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따라서 tumor size 3 cm 이상인 환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1년간 imatinib (400 mg/day) 또는 placebo를 투여한 후 비교하였습니다. Primary endpoint는 recurrence free 

survival이었습니다. Placebo 투여군의 경우 재발하면 imatinib을 투여하였고, imatinib 투여군에서 투여 중 재발하면 

용량을 800 mg/day로 증량하였습니다. 

그림 1.  Median follow up 기간은 19.7개월이었습니다. 연구 결과 recurrence free survival이 placebo 투여군과 

비교하여 imatinib 투여군에서 유의하게 우수하였습니다 (imatinib: 98% (95% CI 96–100), placebo: 83% 

(95% CI 78–88), p<0.0001). 

이를 근거로 하여, curative resection 된 localized GIST 환자의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해 수술 후 1년간 adjuvant 

imatinib을 투여하는 것이 허가되었습니다.

Tumor size를 3-6 cm, 6-10 cm, ≥10 cm으로 분류하여 recurrence free survival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모든 군에서 imatinib 투여 시 recurrence free survival이 유의하게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3-6 cm군과 6-10 

cm군에서는 imatinib 투여군과 placebo 투여군 간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high risk에 상응하는 ≥10 cm군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두 군 간 overall survival을 비교하였습니다. Follow up 기간이 짧았고, 관찰 기간 동안 사망례가 13례로 많지 

않아, survival benefit은 입증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1년 간의 adjuvant imatinib이 localized GIST에서 수술 후 표준 치료로 자리잡았으나, 여전히 논란 중인 

이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럼 어떤 환자를 대상으로 adjuvant imatinib 치료를 실시할 것인가, 두 번째는 

고위험 GIST에 대한 adjuvant treatment의 최적 기간
Optimal Duration of Adjuvant Treatment for High Risk GIST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강윤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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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오랫동안 imatinib을 투여할 것인가 입니다.

Optimal Duration of Adjuvant Imatinib

먼저 기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COSOG Z9001 연구에서는 recurrence free survival의 significant benefit에 

근거하여 1년이 추천되었습니다. 당시 이것이 overall survival의 surrogate가 될 것이며, 장기 추적조사에서 mature 

data가 입수 가능해지면 overall survival으로 이어질 것이란 가설에 근거하여, 미국 FDA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장기 추적조사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 1년이 충분한 기간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Tumor size≥10 cm 군에서, imatinib 투여군과 placebo 

투여군 간 recurrence free survival 그래프의 기울기를 살펴보면, imatinib 투여 기간 동안에는 imatinib 투여군의 

기울기가 placebo 투여군에 비해 매우 완만하지만, 투여 기간 이후에는 거의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GIST 연구회에서 KIT exon 11 mutation을 가진 high risk GIST 환자를 대상으로 2년 adjuvant 

imatinib 투여의 유효성을 조사하였습니다 (Cancer Chemother Pharmacol. 2013;71:43-51, Clin Cancer Res. 

2004;10:3076-3081). KIT exon 11 mutation을 가진 high risk GIST 환자의 경우 5년 이내에 대부분 GIST가 

재발한다는 Korean historic data와, KIT exon 11 mutation을 가진 환자에서는 다른 mutation에 비해 imatinib의 

효과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 등에 기반하여 환자군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림 2.  연구 결과, 2년 간 adjuvant imatinib을 투여하는 것은 high risk 환자군에서 유의하게 recurrence free 

survival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흥미롭게도 Z9001 연구의 데이터와 본 연구의 데이터를 

overlap 시켜보았더니, Z9001 연구의 placebo 투여군과 Korean historic data가 거의 일치합니다. 또한 

Z9001 연구의 1년 투여군에 비해 본 연구의 2년 투여군에서 recurrence free survival이 더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EORTC-62024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J Clin Oncol. 2013;31(suppl; abstr 10500)). Intermediate 

및 high risk 환자를 대상으로 2년간 adjuvant imatinib을 투여한 군과 placebo를 투여한 군을 비교한 연구입니다. 

원래 primary endpoint는 overall survival이었는데 event 수가 충분치 않아, imatinib failure free survival

로 변경되었습니다. Imatinib failure free survival이란 imatinib 투여군 placebo 투여군 모두에서, GIST가 

재발하여 metastatic setting에서 imatinib 치료를 다시 시작하였을 때 resistance가 생기는 시점까지를 의미합니다. 

Recurrence free survival보다 overall survival의 surrogate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를 보면, ITT population (intermediate risk population+high risk population)의 경우 recurrence free 

survival은 hazard ratio 0.58로, imatinib 투여 시 42% risk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고, high risk population

에서는 훨씬 더 많이 risk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high risk population에서 imatinib failure 

free survival은 두 군 간에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의 primary endpoint는 여전히 만족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primary endpoint 변경 이후에도 event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연구의 경우, primary endpoint인 overall survival 혹은 imatinib failure free survival에 대해 연구 디자인 

당시 예상했던 관찰 기간 동안의 event 수가 실제로는 전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 역시 2년간 adjuvant imatinib을 투여하는 것이 recurrence free survival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SSGXVIII/AIO Study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Scandinavian Sarcoma Group (SSG)과 German Working Group on Medical Oncology 

(AIO)가 실시한 3상 연구입니다 (JAMA.2012;307(12):1265-72). High risk 환자를 대상으로 adjuvant imatin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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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1년 투여한 군과 3년 투여한 군을 비교하였습니다. Primary endpoint는 recurrence free survival이었습니다. 

연구의 선정기준은 KIT(+) GIST, modified Consensus Criteria (Hum Pathol.2002;33:459-65)에 따른 high risk 

환자였는데, high risk는 (1) Tumor size >10 cm, (2) Tumor mitosis count >10/50 HPF, (3) Size >5 cm and 

mitosis count >5/50 HPFs, (4) Tumor rupture spontaneously or at surgery로 정의되었습니다.

그림 3.  연구 결과, 3년 adjuvant imatinib 투여군의 recurrence free survival이 1년 투여군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hazard ratio 0.46으로 risk를 54% 감소시켰습니다. 

그림 4.  Overall survival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의 event 수가 overall survival의 benefit을 통계적으로 증명하기엔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으나, 

recurrence free survival에 있어 유의한 benefit이 입증되었으므로, 이로써 overall survival의 연장이라는 

adjuvant imatinib을 지지하는 명백한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imatinib을 3년 투여하는 것이 충분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다시 제기되었습니다. 3년 투여 이후 6개월이 

지나자, recurrence free survival 그래프의 기울기가 1년 투여군과 거의 유사해졌기 때문입니다. 

본 연구의 결과가 발표될 즈음, 미국에서 adjuvant imatinib을 5년간 투여하는 PERSIST-5 연구 (Post-resection 

Evaluation of Recurrence-free Survival for GastroIntestinal Stromal Tumors with Adjuvant Imatinib)가 

시작되었습니다 (CSTI571BUS282. www.ClinicalTrials.gov. identifier: NCT00867113). 133명이 등록되었는데, 

현재 등록 완료 후 follow up 중입니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adjuvant imatinib 3년 투여를 6년 투여와 비교하는 IMADGIST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Trial 

ANSM: 130872A-12). 우선 adjuvant imatinib을 3년 투여하고 재발이 되지 않았으면, 이어 3년간 추가 투여하는 

군과 투여를 중단하는 군에 환자를 무작위 배정합니다. Primary endpoint는 recurrence free survival입니다.

정리하자면, adjuvant imatinib의 경우, 투여하지 않는 것보다 1년 투여 시 결과가 우수하고, 1년 투여 시보다 2년 

투여 시, 2년 투여 시보다 3년 투여 시 결과가 우수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언제까지 투여를 계속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데, 아직 결론이 내려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Optimal Target Patients for AdjuvantImatinib

Adjuvant imatinib의 optimal target patient는 어떤 환자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발의 위험이 높은 

환자이고, 두 번째는 imatinib의 효과가 뛰어난 환자입니다. 

Risk classsification tool에는, 현재 NIH consensus criteria, revised NIH criteria, AFIP criteria, contour 

maps, nomogram 등 다섯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림 5.  NIH consensus criteria는 2002년 발표되었습니다. 첫 번째 consensus criteria인데 tumor size와 mitotic 

count를 이용하여 malignant potential을 very low, low, intermediate, high로 분류하였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우리나라 심사평가원에서 사용했던 분류입니다.  

그림 6.  AFIP criteria에는 tumor size와 mitotic count 외에 또 하나의 중요 예후 인자인 primary tumor site

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criteria의 장점은 risk를 숫자로 표현했기 때문에, 환자에게 설명하기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criteria의 데이터를 많이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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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Revised NIH criteria는 AFIP criteria를 근거로 하여, rupture를 추가한 것입니다. Non gastric origin이면 

tumor size가 작아도 high risk로 분류합니다. 또한 rupture 시에는, tumor size, mitotic count, primary 

tumor size에 관계없이 high risk에 포함됩니다.   

그림 8.  Nomogram은 tumor size, mitotic count, tumor site 별로 점수를 부여하고, total point를 계산하여, 2

년 및 5년 recurrence free survival의 확률을 제시합니다. 이 nomogram의 경우 mitotic index가 ≤5/50 

HPF, ≥5/50 HPF로만 이분화되어 있어, 경계에 가까이 위치할 경우의 risk를 세분화하여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림 9.  Contour map의 장점은 재발의 위험을 %로 제시한다는 점입니다. Tumor rupture의 개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tumor rupture 유무, tumor size, mitotic count, tumor site에 따른 재발의 위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호도가 높은 criteria입니다. Risk stratification tool 5개를 비교해 보았을 때, contour map

의 prognostic accuracy rate가 가장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적으로, tumor size, mitotic count, 

tumor site, rupture를 고려하기만 하면, risk classsification tool 간 예측 정도는 유사한 것 같습니다.  

Z9001 연구 데이터를 risk category, 즉, Miettinen risk score에 따라 분류하여 2년 recurrence free surival을 

살펴보면, low risk의 경우 imatinib 98%, placebo 98% (p=0.92), moderate risk의 경우 imatinib 98%, placebo 

76% (p=0.05), high risk의 경우 imatinib 77%, placebo 41% (p<0.0001)로, high risk일 때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genotype이 중요합니다. Genotype에 따라 재발의 위험이 다를 뿐 아니라, imatinib의 효과 역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림 10.  Genotype에 따른 imatinib 투여 결과를 비교한 Z9001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JCO.2010;28(suppl 

15):abstract 10006). Genotype에 따른 재발의 위험도는 placebo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고, imatinib의 

효과는 placebo 투여군과 imatinib 투여군의 차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KIT exon 11 mutation의 

경우 재발의 위험이 가장 높고, imatinib 투여 시 가장 효과가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연구의 경우 환자 수가 너무 적어, wild type에서는 imatinib이 효과가 없다는 등의 결론을 내리기 힘들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Wild type은 검사가 가능한 KIT exon 4개, PDGFRA 2-3개에서 mutation이 확인되지 

않으면 wild type이라 지칭하는 것이므로, 검사에 사용되는 기술과 정확도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wild type이라 하여 adjuvant imatinib 치료에서 제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KIT exon 9 mutation과 관련한 이슈로는, KIT exon 9 mutation이 있을 때엔 metastatic setting에서 standard 

dose인 400 mg보다 800 mg이 더 우수하다는 서구 데이터에 근거하여 adjuvant setting에서도 800 mg을 투여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데이터가 없고, 수술 후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800 mg

을 견디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의견에 따르면, KIT exon 9 mutaiton의 

경우에도 adjuvant imatinib 400 mg 투여가 추천되고 있습니다.  

그림 11.  SSG XVIII 연구 결과를 genotype별로 분류하여 살펴보겠습니다 (JAMA. 2012;307:1265-72). 역시 KIT 

exon 11 mutation의 경우 가장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KIT exon 9, 11, wild type 모두에서 3년 

투여가 1년 투여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djuvant imatinib을 투여하는 것이 투여하지 않는 

것보다 재발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Genotype과 관련하여, 제외시켜야 할 한 가지는 PDGFRA D842V mutation입니다. PDGFRA mutation을 가진 

환자에서 imatinib 투여의 결과를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Cassier, et al. Clin Cancer Res. 2012), D842V muation

의 경우 다른 mutation에 비해 imatinib의 효과가 매우 낮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PDGFRA D842V mutation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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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서는 adjuvant setting에서도 imatinib 투여가 추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High risk 환자에서는 3년간 adjuvant imatinib을 투여하는 것이 현재 표준 치료이나, 최적 기간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tumor의 genotype에 따라 재발의 위험과 adjuvant imatinib의 효과가 

달라집니다. 현재, PDGFRA exon 18 D842V mutation의 경우 adjuvant imatinib이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mutation은 gastric primay GIST에서 흔합니다. 따라서 gastric primary GSIT에서는 이 mutation 

유무를 확인하고, 만약 존재한다면 high risk여도 adjuvant imatinib을 투여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림. 1 그림. 2 

그림. 3 그림. 4

그림. 5 그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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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그림. 11

그림. 7 그림. 8

그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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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II Discussion 
Speakers:
Exon 9 Early Dose Escalation Study     류민희 교수

Update Korea GIST Registry & Prospective Genotyping Trial   구동회 교수

Optimal Duration of Adjuvant Therapy for High Risk GIST   강윤구 교수

Adjuvant imatinib의 투여 기간과 실제 임상에서의 경험에 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Recurrence free survival의 기울기를 보면 결국 survival rate가 감소하기는 하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재발을 하지 않습니다. 현재 투여 기간만 늘리는 연구들이 지속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재발하는 high 

risk population을 규명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대중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교수님께서 

expert meeting 가셨을 때 알게 되신, 재발하는 high risk population의 특성에 관해 genotype 외에 

진행되고 있는 연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AJCC system에 따르면 node metastases 시 stage 4로 분류합니다. Node metastases

가 존재하는 것이 sarcoma여서,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실제로 임상에서 경험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런 

경우 stage 4이지만 curative resection이 되었기 때문에 adjuvant therapy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genotype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wild 

type에 포함되는 mutation을 규명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wild type의 경우 매우 드물기 

때문에 큰 도움은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특별히 진행되는 연구는 없습니다. 투여 기간과 관련하여, 

plasma DNA가 검출되는 환자에서는 imatinib 투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거나, plasma DNA가 검출되지 

않는 환자에서는 high risk여도 1년 혹은 3년에서 투여를 중단해도 된다는 가설을 증명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결과가 발표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GIST가 흔치 않아, 통계적인 

유의성을 가지고 제시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제 경우, peritoneal metastases를 node로 잘못 알았다가 재의뢰하여 

교정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lymph node metastases 되는 경우가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Lymph node 전이는 젊은 여성에서 흔합니다. 외과의가 node라 하여 보내 주는 것들은 대부분 seeding 

nodule입니다. 젊은 여성이 아닌 경우, GIST에서 lymph node 전이는 매우 드뭅니다. SDHB expression

의 경우, 염색을 하면 immunoexpression이 잘 나오지 않아 판정하기 어렵습니다. 임상적으로 35세 전의 

젊은 여성이라면 pediatric GIST를 의심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 대부분 wild 

type입니다.

  Pediatric GIST이고 SDHB deficiency를 보이는 wild type이라면 high risk 환자군이어도 adjuvant 

therapy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리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김경미 선생님께서 lymph node 전이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병원 데이터를 보면, tumor size가 

아주 커서 liver metases가 곧 나타나는 환자의 경우 total gastrectomy 했을 때 lymph node가 양성인 

임석아

강윤구

김경미

강윤구

양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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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lymph node가 양성인 케이스를 볼 수 없었습니다.

GIST에 있어 수술의 원칙은 lymph node dissection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lymph node 전이가 

있을 때 이러한 원칙이 달라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lymph node 전이의 경우 매우 드물기 

때문에, 수술의 원칙을 변경할 필요는 없겠다는 것이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구동회 선생님께서 보여 주신 자료에 의하면 DOG1 음성 비율이 15%인데, 그 정도면 높은 것 아닙니까? 98% 

정도 양성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DOG1이 처음 논문에 발표될 무렵에는 95~97%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음성이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Antibody 자체가 specificity를 지향하는 antibody인 것 같습니다. 매우 specific한데 

sensitivity가 C-KIT보다도 약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문헌에 따르면, KIT이 음성이지만 GIST가 의심되면 DOG1을 실시하여 양성일 경우 GIST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KORGIST 연구에서는 음성 비율이 15%나 되는데, 확실한 결과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Surgical outcome과 관련하여 재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통계적으로 분석해 보니, 대부분은 예상이 

가능했던 것들인데, 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했던 환자에서 재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부분은 다소 의외였습니다. 

위암의 경우 수술 후 심각한 합병증이 나타나 adjuvant therapy가 늦추어진다면 survival 및 재발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문이 발표되고는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지는 하지 못하였지만 rupture가 있었다면 수술 후 합병증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위험 요인에 남자가 포함된 것도 의문입니다. 김민찬 선생님께서도 제안해 주셨지만, 분석을 다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 연구에 의하면 poor prognostic factor 가운데 하나가 남자였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gastric GIST의 recurrence free survival을 조사해 보았는데, 남자에서 재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윤구  

강윤구  

김경미

강윤구    

김민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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