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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업데이트 된 내용이 많지 않아 주의해야 할 점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Gastrointestinal Stromal Tumor (GIST)

GIST는 아시는 바와 같이 GI tract에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mesenchymal tumor 중의 하나입니다. 드물게 GI와 관련 

없이 gist location에 따라 발생되기도 하는데, 주로 interstitial cells of Cajal (ICC)이라는 연동운동에 관여하는 세포에

서, 혹은 ICC의 precursor에서 기원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종양입니다. Target therapy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은 진단입

니다. GIST가 target therapy의 선두 주자로 생각되는데 target therapy는 중요한 molecule만을 target 하기 때문에 다

른 일반적인 치료보다 더 효과적이며 또한 normal cell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최근 각광받고 있는 치료입니

다. 전체적으로 GIST는 50-60대에서 많이 발생하는 종양이며, 위치상으로 평가했을 때 esophagus에서는 상당히 드

물고, stomach에서 60%, small intestine에서 30% 정도 발생합니다. 그 외에 multiple SI GIST가 발생할 수 있는데 주

로 neurofibromatosis type 1일 때 나타나고, 젊은 여성에서 발생할 때는 Carney triad라고, 다른 paraganglioma 또는 

pulmonary chondroma와 같은 syndrome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매우 드물게는 germline mutation을 동반한 familial 

GIST가 특정 가족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GIST에서 주로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양은 생선살이라 칭하는 형태로, 회백색 

또는 회색의 morphology를 취하며, 사이즈가 커지면 hemorrhage나 necrosis 등이 많이 발생합니다.

Pathology of GIST

GIST는 상당히 특이한 morphology를 갖고 있지

만 어떤 경우에는 이 특이한 morphology가 다른 

morphology와 혼동이 되기도 해 GIST가 아닌데 

GIST로 진단되거나, 그 반대로 GIST인데 GIST가 

아닌 것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있어 진단하는 데 어

려움이 있습니다. 주로 spindle cell과 epithelioid 

cell type이 흔히 보이는데, 많은 경우에서 spindle 

cell과 epithelioid cell이 혼용되어서 mixed type으

로 나타납니다[그림 1]. 

Counting Mitosis in GIST

GIST 진단의 경우 H&E 이상일 때 GIST를 의심하

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이후에는 GIST에서 mitosis를 count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GIST의 recurrence를 예측하는 중

GIST 진단과 재발 위험도 평가
Diagnosis and Assessing the Risk of GIST Recurrence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김 경 미 교수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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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인자가 size와 mitosis count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루에 1명 이상의 환자를 GIST로 진단하지만, mitosis 

curly active area에서 mitosis를 count 하는 것이 중요하며, mitosis를 over count 하지 않기 위해서는 lymphocyte나 apop-

tosis와 같이 mitosis에 혼돈을 주는 부분을 conut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GIST 진단에서 mitosis count 외에 보조적

인 진단 방법으로 Ki-67 또는 PHH3를 평가해 보면 어떤 경우에는 mitosis count보다 보조적인 요법에서 discrepancy를 

보이면서 mitosis가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정이 늦게 되는 경우 특히 size가 큰 GIST에서 mitosis를 

count 할 때에는 고정이 빨리 되는 peripheral 부분에서 mitosis를 count 하면 유사분열이 더 많이 count됩니다. 왜냐하

면 fresh tissue가 고정되기 전에 오랜 시간 있으면 mitosis가 pyknosis 등으로 변하기 때문에 mitosis로 count 하기가 상

당히 어렵습니다. GIST의 size가 클수록 빠르게 고정되는 peripheral 쪽에서 count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ount 하기 어

려운 경우도 많은데, time consuming하고 50 hyperfield를 세야 하기 때문에 눈도 피곤하지만 병리과 의사가 mitosis를 

count 하는 것은 환자의 예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상당히 주의하여 평가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Immunostaining of KIT

H&E 이상으로 GIST가 의심될 때에는 GIST 확진

을 위해 immunohistochemistry staining을 하는

데 가장 잘 알려진 것으로는 c-kit, CD117이라고 

불리는 key protein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90-

95%에서 보이는데 가장 잘 알려져 있고 specific한 

GIST의 marker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림 2]. 최근

에 밝혀진 DOG1 (discovered on GIST-1)은 많게

는 97%까지 양성으로 되어 있는데, DOG1이 양성

이라고 해서 모두 GIST는 아닌 것이 liposarcoma, 

leiomyosarcoma 등 GIST 외의 mesenchymal 

tumor에서도 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antibody입니다. 또한 PKC-theta라는 것

이 있는데 주로 lymphocyte에서 많이 발현됩니다. 

GIST에서 상당히 선택적으로 specific하고 sensitivity도 높게 발현되어 GIST 진단의 보조요법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C-kit은 보통 cytoplasmic staining이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membranous staining이 predominant 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mutation과 연관이 있다는 보고도 있지만 정확하게 매치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 CD34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처음 GIST라는 질환이 밝혀졌을 때는 다른 종양과 감별하기 위해 SMA (smooth muscle actin), S-100 protein, desmin 

등을 많이 사용했는데, C-kit과 같이 중요한 marker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 C-kit을 사용합니다. 그 이후에도 감별이 어려

운 경우, 특히 schwannoma와 GIST는 상당히 유사한데, S-100 protein은 gastric GIST보다는 small intestine에서만 발

현률이 높고 gastric GIST에서는 비율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chwannoma가 gastric에서 많이 발생하므로 S-100 

protein의 경우 이런 것을 감별하기 위해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carbonic anhydrase-II (CA-II)가 GIST에

서 overexpression된다는 논문이 있어서 이것 역시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Succinate Dehydrogenase (SDH) Deficient GIST

최근 발표된 내용으로 각광받은 antibody로 succinate dehydrogenase (SDH)가 있는데, 이것이 deficient한 GIST가 있습

니다. 이것은 SDH complex가 loss of function이 있는 것이 GIST 뿐만 아니라 paraganglioma, RCC, pituitary adenoma의 

일부에서 SDH의 loss of function이 보고되고 있는데, SDH-deficient GIST가 gastric GIST의 약 7.5%에서 발견됩니다. 

이 타입은 특히 C-kit이나 PDGFRA에 mutation이 없는 wildtype GIST에서 많이 발견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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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주로 stomach에서 발견되는데, 임상적으로 중요한 점이 아이들과 여성에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Multiple tumor

로 발견되는 경우가 흔하며 multinodular gastric wall involvement를 하고 어디서든 GIST는 seeding nodule은 만들지만 

lymph node metastasis는 하지 않는데 SDH-deficient GIST는 lymph node로 meta 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SDH-deficient GIST는 환자를 치료하는 surgeon에게 중요한 marker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

면 multinodular gross를 하는 것이 특징으로 gastric GIST인 경우 surgeon이 wedge resection과 tumorectomy를 많이 

시행하는데, 이 tumor는 tumorectomy를 시행했을 때 resection margin이 positive일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특히 환자가 

30대 미만이면서 submucosal tumor가 있을 때에는 SDH-deficient GIST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젊은 여성에서 GIST가 의심될 때 특히 큰 size의 tumor가 있는 경우에는 lymph node dissection이 권고되므로 임상적

으로 중요합니다. 주변의 염색과 비교를 해보면 negative인 것이 특징이며, 주변은 양성인데 tumor 자체는 음성인 것

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병원에서 SDHB 염색 시행 시 이러한 패턴은 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항체 자체가 염

색이 잘 되는 항체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새로 사면 항상 antibody가 upgrade되므로 앞으로 임상적인 의미를 찾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은 많이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SDHB 염색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GIST에

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H&E에서 GIST 진단을 고려하고 감별하는 리스트로 정하는 것이며, 그 외 보조적인 방법으로 

immunohistochemistry staining 또는 mutation study가 필요합니다. C-kit이 negative인 경우에는 mutation이 없을 때가 

많아서 이런 상황에서는 모든 보조적인 진단법들이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NHE에서 확실히 GIST가 의심된다면 GIST로 

진단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약간이라도 의심이 된다면 GIST like tumor로 진단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KIT & PDGFRA Mutations

Mutation은 아시는 바와 같이 80%

가 C-kit mutation이고 이 중에

서 Exon 11 mutation이 가장 흔

하며, PDGFRA mutation의 경

우 보통 5.5% 정도에서 Exon 18 

mutation이 관찰됩니다. 전체적

으로 보면 C-kit 80%, PDGFRA 

10%, 나머지 10%가 wildtype이라

고 할 수 있으며, C-kit, wildtype의 

35%는 PDGFRA mutation이 있다

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독일에서 시행된 cohort study

로 특정 지역의 모든 환자에

서 mutation을 살펴 본 연구입

니다. Stomach, small bowel, 

colorectum에 따라 kit mutation이 

다르고 kit 중에서도 Exon 11 mutation은 분포도 다릅니다. Stomach에서는 Exon 11 mutation이 60.9%를 차지하는데 

small bowel도 비슷한 빈도를 차지하고 colorectum은 조금 더 많은 빈도로 80%가 kit Exon 11 mutation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on 9 mutation은 stomach에서 잘 관찰되지 않고 small bowel에서도 23%, colorectum에서도 13.7%로 

흔하지 않지만, colorectum에서 GIST는 상당히 드물기 때문에 대부분이 C-kit Exon 11 mutation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

겠습니다[그림 3]. Colorectum은 특이하게 다른 곳에는 mutation이 없고 대부분 C-kit에 100% mutation을 갖고 있는 것

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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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징입니다. PDGFRA는 gastric GIST에 대부분 관찰되고 wildtype GIST가 stomach에서는 10% 발견됩니다. Small 

bowel에서도 약 10%가 발견되는데 특이하게 colorectum은 wildtype이 없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특정 지역의 환자

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전 세계 환자의 분포를 대변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전반적으로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colorectum은 대부분 C-kit의 mutation을 동반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GIST Genotype as a Prognosticator

Genotype 자체가 예후를 예측하는 데 약간의 영향이 있습니다. 특히 PDGFRA D842V mutation은 대부분 gastric GIST

에서 나타나는데 이 mutation이 있으면 상당히 예후가 좋기 때문에 recurrence가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recurrence가 될 경우 imatinib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KIT Exon 11의 경우 codons 557-558을 

포함할 때에는 recurrence와의 연관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Guideline of GIST

GIST를 예측하는데 있어 mitosis와 

size가 가장 중요한 인자로, NIH에서 

제시한 GIST algorithm을 보면 GIST

에서도 단순히 size와 mitosis뿐 아

니라 location도 recurrence에 상

당히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대

규모의 임상 연구에서 밝혀졌습

니다. NCCN criteria에서는 risk 

stratification에 location을 추가하

게 되었고, 국내 가이드라인에서

는 gastric과 non-gastric이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두 가지로 분류하

여 간단하게 국내 실정에 맞게 발

표하였습니다. 2008년 혈액종양내

과 전문의 Dr. Joensuu는 gastric과 

non-gastric을 나누어, location도 

중요하지만 tumor rupture가 상당히 중요한 indicator라고 밝혀 modified NIH criteria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Dr. Joensuu

는 2012년 Lancet oncology에 다양한 criteria를 적용해서 2,560개의 데이터를 분석한 후 recurrence-free survival (RFS)

과 overall survival (OS)을 평가하였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size가 상당히 중요하고 mitosis도 RFS와 OS에 영향을 미

칩니다. 또한 location도 중요해서 stomach이 가장 예후가 좋은데 E-GIST가 가장 예후가 좋지 않으며 stomach 다음이 

small bowel, colorectum, E-GIST 순서로 예후가 좋지 않다는 것을 2,560개의 환자 데이터를 분석하여 밝혀냈습니다. 여

기서 또 하나 rupture 유무가 recurrence를 예측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그림 4]. 

이러한 예측을 기존에 처음 발표되었던 2001년 NIH criteria와 본인이 제안한 modified NIH criteria, AFIP criteria로 적용

을 했을 때 NIH criteria에 site와 rupture 유무를 포함한 grading system이 단적으로 고위험군을 분류하기에는 좋지만 이

러한 risk를 sub classification 해서 다양한 risk를 보여주기에는 AFIP criteria가 적절하였습니다[그림 5]. 이러한 내용을 

이용해서 Dr. Joensuu는 contour map을 작성했습니다. Contour map을 보면 gastric인지 non-gastric인지와 rupture 유

무, tumor size, mitotic count를 가지고 recurrence rate가 몇 % 인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병리학 report에 

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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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험 급여 기준은 NIH criteria

를 따르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기

재하고 이후에 AFIP criteria를 기재

한 후 recurrence rate가 몇 % 정

도인지까지 기록하는데, surgeon

인 경우 본인이 수술한 환자가 어

느 정도 recurrence 될 수 있는지 

환자한테 설명할 때 contour map

을 사용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

각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종합해 봤을 

때 GIST recurrence의 high risk인 

경우를 알아보면 surgery에서 R1 

resection, 혹은 rupture가 되거나, 

location에서는 small bowel, rectal 

or other location, size는 5 cm 이

상, mitotic count 5개 이상일 때입

니다. 또한 mutated gene에서는 PDGFRα D842V가 있으면 대부분 recurrence가 일어나지 않지만 그 외에 KIT 또는 

wildtype mutation (non-PDGFRα, non-KIT)이 있는 경우 특히 exon 11, codons W557, K558 deletion mutation이 있는 

것이 high risk factor입니다. 더불어 exon 9에 duplication/insertion mutation이 있을 때 recurrence 될 위험이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GIST는 가장 중요한 점이 mitotic count와 size이며, 그 외에 surgery에서 완전히 resection이 되었는지, 그 후

에 어떤 gene에 mutation이 있는지가 환자의 예후를 예측하는 중요한 factor입니다. 

Plan & Method

Pathologic diagnosis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target therapy, 특히 imatinib therapy의 efficacy를 예측하는 데 상당히 중

요합니다. Genotyping은 GIST가 의심되지만 immunochemical marker가 뒷받침되지 않을 때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으

며 환자의 biological 및 환자의 치료 시 약물에 대한 반응 예측에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size, mitosis, 

location of tumor, rupture, genotyping 등이 GIST surgery 후 recurrence를 평가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factor입니다. 

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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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광  실제 임상에서 환자 진료 시 gastric GIST가 의심될 때 submucosal tumor인 경우 tissue biopsy가 잘 되지 않는

데, 병리과에서는 아무래도 tissue가 많아야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진단하시

나요? 또한 삼성병원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tissue를 얻는지 궁금합니다.

김경미 Submucosal tumor이면서 ulcer가 동반되지 않은 경우에는 endoscopy biopsy에서 material을 얻을 수 없기 때

문에 EUS-guided biopsy를 시행합니다. EUS-guided biopsy를 시행하여 tissue를 채취하면 어려움 없이 진단이 

가능합니다. 주로 보이는 것은 GIST 또는 leiomyoma 정도이며 schwannoma는 워낙 드물기 때문입니다. 임상

의가 C-kit을 요청하시면 함께 진행합니다.

박영규 Wildtype 기전이 궁금합니다. Overexpression 혹은 다른 기전 등과 관련하여 알려진 것이 있나요?

김경미 보통 wildtype은 IFG1R expression이 매우 증가한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Wildtype은 다른 mutation이 없는 것

은 아니고 C-kit, PDGFRA mutation만 없습니다. 최근에는 다른 mutation이 많이 보고되고 있어 small bowel 같

은 곳은 SDH, SDH A, B, C 등의 mutation이 있기도 하고, pure한 wildtype도 있어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연구

가 진행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아무것도 없는 wildtype을 확인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을 밝혀 내는 것이 

GIST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연구의 테마라고 생각됩니다.

양한광  큰 tumor라 GIST가 의심이 되고 C-kit positive가 나왔을 때 mutation 분석은 어느 정도까지 시행하시나요?

김경미 최근에는 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mutation 분석을 할 수 있지만, 보험이 적용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삼성병

원의 특징상 검사를 실시하기 전 환자가 수납을 완료해야 하는데 환자가 임상의와 상의 후 꼭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하지만, 많이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병리과에서 주도적으로는 많이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양한광  KORGIST에서 mutation 분석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김경미 등록된 환자는 모두 시행하고 있습니다. C-kit을 먼저 진행하여 mutation이 없는 경우 PDGFRA mutation까지 

검사하고 있습니다.

강윤구 Localized GIST인 경우에는 수술을 했으나 high risk로 imatinib을 써야 하는 환자는 KORGIST에 등록을 해서 

genotyping을 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서 중요한 점은 PDGFRA D842V mutation은 imatinib으로 치료가 되지 

않으므로 gastric GIST 등에서는 imatinib으로 치료되지 않는 GIST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PDGFRA 

D842V mutation은 꼭 시행하여 평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Genotyping의 보험 적용은 2014년 7월부터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조건 Exon 11과 Exon 9이 보험 적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합리하므로 

GIST 연구회에서 의견을 내서 합리적으로 치료 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PDGFRA D842V mutation이 보험 적

용되도록 건의할 예정입니다.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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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view 1

59세 남성 환자로, stomach에 GIST가 발생한 환자입니다. 3 cm의 submucosal tumor였으며, CT 상에서 heterogeneous 하면

서 경계가 명확한 tumor였습니다. 일부에서는 혈관들이 증식되어 있는 부분이 보였고, cell들이 밀집된 부분과 성글게 분포된 

부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cell은 spindle shape보다는 ovoid to round shape이었고, 고배율상 cytoplasm은 풍부하였

고 vacuolization이 보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Mitosis는 50 HPF 당 2-3개 관찰되었습니다[그림 1,2].

먼저 강력하게 epithelioid type의 GIST를 의심하여서 C-kit과 DOG1, PKC-theta, CD34 등의 면역 염색을 해 보았으나 모

두 음성 소견이었습니다. Consult 후 PDGFRA에 대한 면역 염색 결과 양성이었고 Kit과 PDGFR mutation 검사에서 exon 

18번에 양성이어서, 진단은 tumor size 35 mm으로 2-5 cm 사이, mitotic count는 2-3개로써 5개 이하, histologic type은 

epithelioid type, necrosis, lymphovascular invasion 등은 보이지 않는 GIST, low risk, epithelioid type으로 진단하였습니다.

Case Review 2

첫 번째 case 후 경험한 68세 여성 환자로, 마찬가지로 stomach에 생긴 3 cm의 submucosal tumor였습니다[그림 3]. 

CT에서 heterogeneous enhancing되는 tumor였으며, 조직학상으로 첫 번째 case와 조금 다른 점은 capsule처럼 보이

는 부분이 일부 관찰되고, 높은 cellularity를 갖는 tumor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첫 번째 증례보다 핵이 작으면서 세포질 내 

vacuolization이 있는 세포들이 다수 관찰되었습니다. Mitosis는 50 HPF 당 2개 정도 관찰되었습니다. GIST를 확인하기 위

한 면역 염색을 시행해 보았는데 C-kit은 전체 tumor 중 두 곳에서 weak positive였지만, PKC-theta도 negative, C-kit보다 

양성율이 높은 DOG1도 negative였습니다. 하지만 PDGFRA에서는 postive를 보였습니다. 이 증례도 tumor size 28 mm, 

mitotic count 50 HPF 당 1-2개, histologic type은 epithelioid type, necrosis, lymphovascular invasion 등은 없는 GIST, low 

risk, epithelioid type으로 진단하였습니다[그림 4]. 

GIST 재발 위험의 진단 및 사정: 증례 발표
Diagnosis and Assessing the Risk of GIST Recurrence: Case Presentation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전남대학교병원

김 영 교수

그림 2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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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증례의 KIT과 PDGFRA mutation을 알아보았는데 첫 번째 case는 PDGFRA Exon 18번 mutation을 확인할 수 있었

고, 두 번째 case에서는 검체가 좋지 않았는지 Exon 11과 12, 17에서 wildtype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나머지 Exon 9, 13, 18

에서는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H&E상 morphology가 typical하면서 PDGFRA에서 양성을 보여서 epithelioid 

type GIST로 진단하였습니다. 이번 증례는 vacuolization과 clear cytoplasm을 보여서 다른 epithelioid tumor와 감별이 필

요하였습니다. 

Diagnosis

GIST는 다양한 morphology를 보이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추가 검사와 더불어 H&E 소견과 진단 경험도 또한 중요하다

고 할 수 있습니다. 2012년의 한 논문(J Gastrointest Oncol 2012;3(3):189-208)은 GIST와 다른 종양을 감별하기 위해 여러 

marker를 평가하였습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KIT과 DOG1은 GIST에서 95% 이상 positive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 marker

들은 주요 marker가 음성일 때 도움을 주는 목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PDGFRA 면역 염색은 GIST 중에서도 5-7% 정도 

양성 소견을 보이며, C-kit에서 약한 양성이거나 negative일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epithelioid type일 때 많은 도움

을 받을 수 있습니다. PDGFRA mutation은 대부분 Exon 18에서 많이 나타나며 imatinib에 resistance를 나타낸다고 보고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case는 Exon 18에 mutation을 보이고 있었지만 low risk로, 환자는 수술 후 follow up만 시행 중입니다.

그림 4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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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구  두 가지 case가 상당히 유사한데 현재 진단 algorithm에서 mutation을 증명한 첫 번째 case는 진단이 충분

할 것 같은데, KIT, DOG1, CD34가 negative이고 PDGFRA만 positive인 경우 GIST로 진단이 가능한가요? GIST 

연구회 가이드라인에서 조금씩 예외적인 부분을 두기는 하지만 큰 틀에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   영 먼저 H&E에서 GIST를 의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immunohistochemistry staining은 진단에 도움을 주는 것

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윤구 발표해 주신 case는 low risk이지만 high risk인 경우에 imatinib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imatinib 사용 시 

보험 급여의 문제 때문에 진단이 올바르게 되었는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면역 염색이 모두 음성이고 

mutation도 확인할 수 없을 때 H&E 상으로만 진단한 병리과 의사의 의견만으로는 증명이 어렵기 때문에 

criteria에 따라 진단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case에서 GIST로 진단할 수 있다는 reference가 NIH 가이드라

인 등에 기재되어 있나요?

김경미 두 번째 case에서는 C-kit이 weak positive인 area가 두 군데 보이기 때문에 진단 가능하고 H&E 슬라이드에서

도 morphology가 전형적인 epithelioid GIST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김영 선생님께서 PDGFRA 

염색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PDGFRA는 많은 tumor에서 양성으로 나타나 GIST 진단에 specific 하진 않지만 dot 

like 한 염색이 보이는 경우에는 GIST로 진단 가능합니다. 어떤 논문에서는 그것이 PDGFRA mutation을 대표한

다고 한 내용도 있어서 중요한 소견입니다.

강윤구  문의드린 부분은 병리과 의사의 진단을 신뢰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증례는 low 

risk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현재 kit positive GIST에서만 imatinib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오래전 내용

인데 kit negative GIST인 경우에도 imatinib이 효과가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아직 보험 급여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imatinib을 사용했다가 삭감이 되면 반론할 내용이 필요한데 morphology가 GIST라고 

말하는 것이 합당하게 인정이 되는지 궁금하며, 연구회나 학회 차원에서 방어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김경미 2001년에 발표된 NIH 가이드라인 human pathology에 보면 immunohistochemistry가 support를 하지 못하더

라도 H&E에서 GIST가 의심되면 진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윤구  CD34라도 positive가 나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표해 주신 case는 모두 negative로 나타났는데도 

NIH 가이드라인에 의해 GIST 진단이 가능한 것인가요?

김경미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양한광 Vacuolization이 있다는 것은 세포 내에 secretion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무엇인가요?

김   영 그 내용에 대해서까지는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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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lines for Surgical Treatment of GIST

GIST의 treatment와 관련해 NCCN (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과 ESMO (European Society for Medical 

Oncology)를 비롯, 국내 외의 다양한 가이드라인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최근인 2014년에 업데이트된 NCCN 가이드

라인을 기반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rimary GIST의 수술적 치료의 일

차 적응증은 크기가 2 cm 이상인 

localized, potentially resectable 

tumor입니다. 2 cm 보다 작은 tumor

에 대해서는 irregular border를 갖거

나 안쪽에 ulceration 혹은 echogenic 

foci와 같은 high risk feature를 보이

는 경우에 한해 surgical treatment

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 

가이드라인들에서는, 초기 진단 시

에 절제 불가능하거나 전이성 병변

이 있었던 환자들에 대해서도 6~12

개월 정도의 neoadjuvant imatinib 

treatment 후 resectability를 재평가

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것을 권유

하고 있습니다[그림 1].  

NCCN을 비롯한 모든 가이드라인에

서 강조하는 GIST surgical treatment 

기본 원칙은 histologically negative 

margin을 확보하면서 tumor를 완

전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때 수술 

방법은 각각의 tumor가 위치한 장기

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gastric GIST에서는 wedge resection이 가장 많이 시행되며 소장의 경우 segmental 

resection, omental or mesenteric GIST에 대해서는 en bloc resection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GIST의 경우 lymph node 전이

의 위험도가 매우 낮으므로 lymphadenectomy는 일반적으로 필요치 않습니다. Negative margin의 확보만큼 중요한 또 다

Primary GIST의 수술 요법
Surgical Management of Primary GISTs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정 미 란 교수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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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수술 원칙은 tumor가 rupture 되

지 않도록 pseudocapsule을 보존

하면서 수술하는 것입니다. 육안상

으로 완전히 tumor를 제거하였으나 

조직학적으로 margin positive가 나

온 경우, 2012년에 발표된 ESMO 

가이드라인에서는 가능한 경우 재

수술을 통한 추가 절제를 한 방법으

로 제시하고 있으나 개정된 NCCN 

가이드라인에서는 관찰하거나 

imatinib treatment를 고려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GIST의 완전한 

절제를 위해 multi-organ resection이 필요하거나 organ의 기능이 장애를 받는 수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시행하

지 않고 pre-treatment imatinib을 먼저 고려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그림 2].

Laparoscopic Approach for Primary GIST

Laparoscopic technique의 발전으로 primary GIST에서도 laparoscopic resection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gastric GIST의 경우 최근의 여러 메타 분석 결과, laparoscopic gastric resection이 개복에 비해 수술 중 출혈량이 적고 

flatus 및 oral intake time을 빠르게 해 재원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수술 시간이나 합병증 같은 수술의 안전성 

측면뿐 아니라 재발률, RFS (recurrence free survival), OS (overall survival) 등의 종양학적인 면에서도 대등하다는 결과들이 

보고되었습니다(Liang JW, et al. Surg Laparosc Endosc Percutan Tech 2013;23:378-387; Koh YX, et al. Ann Surg Oncol 

2013;20:3549-3560). 하지만 분석에 포함된 많은 연구들이 크기가 5 cm 이하의 상대적으로 small size tumor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large size tumor에까지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NCCN 가이드라인에서는 수술에 

용이한 anatomic location (greater 

curvature or anterior wall of the 

stomach, jejunum, and ileum)에 

위치한 GIST에 한해 복강경 수술

에 능숙한 surgeon이 수술을 시

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그

림 3]. 더불어 ESMO 가이드라인

의 경우 anatomic location 외에 

tumor size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

고 있습니다. Tumor size가 커지면 

rupture의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

에 큰 tumor에서는 권장하지 않으

며, R1 resection이 된 경우에 한해

서 complete resection이 가능하다

면 laparoscopic approach를 고려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 2

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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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5 cm 이상의 large size tumor를 대상으로 한 laparoscopic gastric resection에 관한 몇몇 연구들이 보고되었습니

다. 소개드리는 연구는 5 cm 이상의 gastric GIST로 개복과 복강경 수술을 받았던 환자들을 case-matching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보고한 것입니다. 양군에 각각 23명의 환자가 분석에 포함되었으며 수술 시간, 출혈량에서는 복강경이 개복에 비해 

우월한 결과를 보였으며 생존율에 있어서는 양군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그림 3]. 향후 이러한 결과들이 쌓

인다면 large size gastric GIST에서의 복강경 절제의 안전성이 증명되겠지만, 아직은 더 많은 연구 결과들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CNUHH Data Regarding Surgically Treated Primary GIST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서 2004년 4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수술을 시행받은 155명의 primary GIST 환자의 data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Gastric GIST가 141 례(91.0%)로 가장 많았으며 duodenum, small intestine, mesenteric GIST가 일부 있었습

니다. Gastric GIST의 경우 건강 검진을 통해 우연히 발견된 경우가 많아 비교적 size가 작은 저위험도군이 많았으나 (very 

low risk 19.1%, low risk 52.5%), 출혈이나 폐색 등의 증상으로 인해 발견되는 small bowel 및 mesenteric GIST는 고위험

도군의 비율이 다소 높았습니다. 

Gastric GIST 환자들의 중간 연령은 61세, 남녀의 

비율은 비슷하였고 출혈이나 폐색 등의 수술 전 합

병증이 있었던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Tumor의 

위치는 상부 1/3에 위치한 경우가 전체의 65.2%로 

가장 많았으며, 위 후벽이나 소만부에 위치한 경우

가 많았습니다[그림 4]. 

대부분의 환자(125명, 88.7%)에서 laparoscopic 

resection이 시행되었으며 일부 large size GIST

에 대해 개복수술이 이루어졌습니다. 수술의 형

태는 wedge resection이 대부분이었으며 초기에

는 3~5개 정도의 port을 사용하는 conventional 

laparoscopic approach가 주였지만, 최근에는 

selective case의 경우 umbilicus를 이용한 single 

port surgery를 시행하는 추세입니다. 97.2%의 

환자에서 R0 resection이 가능했으며, 수술 시간 

및 출혈량은 100 (20~310) min, 20 (5~550) ml였

습니다. Histopathologic type에서는 spindle cell 

type이 전체의 86%를 차지하였고, 98%에서 C-

kit mutation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수술 후 재원

기간은 5 (2~27) days, 합병증은 15명의 환자에

서 발생하여 10.6%의 이환율을 보였으며, luminal 

bleeding과 수술 후 mild grade의 gastric stasis가 

가장 흔하게 나타났습니다. 

전체 141명의 환자 중에서 R2 resection을 받았던 

2명의 환자를 제외한 139명 중 4명에서 재발이 발견되어 재발률은 2.9%였습니다. 증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hepatic 

그림 4

그림 5



GIST Essentials Ⅱ 17

recurrence가 2 례 있었으며 그중 한 명은 R1 resection case로 수술 후 1년간 imatinib treatment을 시행하였으나 2.5년 경

과 후에 간 전이가 발견되었으며, 다른 한 명은 intermediate risk로 판정되어 observation 중에 1.2년 후 전이가 발견된 경

우입니다. 위 상부에 위치한 large size GIST로 open proximal gastrectomy를 시행받았던 2명의 환자에서 재발이 있었습니

다. 두 명 모두 high risk로 진단되었으나, 초기 imatinib이 보험급여의 비인정 및 수술 후 poor general condition으로 인해 

adjuvant imatinib treatment는 시행하지 못했으며 각각 수술 2.2년, 8.1년 후에 비장 및 간에 재발이 발견되었습니다[그림 5]. 

Our Surgical Approaches for Tumors on the Upper Portion of Stomach

Primary gastric GIST에 대한 laparoscopic surgery에서 tumor가 upper 1/3, 그중에서도 posterior wall에 위치하거나 GE 

junction에 인접한 경우, 접근이 어려워 수술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esophagus stenosis나 spleen injury 등의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이러한 case 들에 대한 화순전남대학교 병원의 수술적 접근법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Case Review 1: Right Lateral Decubitus Position

위 상부 대만부나 후벽에 위치한 GIST의 경우, 

환자의 체위를 Rt. lateral decubitus로 잡은 후 

waist bending을 통해 Lt. subcostal space을 넓혀 

subcortical margin을 따라 투관침을 3~4개 정도 삽

입하여 수술을 시행합니다[그림 6].

Case는 67세 여자 환자로, fundal posterior wall에 

위치한 3.5 cm GIST입니다[그림 7]. 첫 번째 trocar는 

0 degree 5 mm scope를 이용해 optic-view 하에 삽

입하게 되며, CO
2
 gas로 pneumoperitoneum을 만

든 후 나머지 투관침들을 삽입하여 수술을 시행하

게 됩니다. 이 접근법은 기존의 umbilical camera 

port에 비해 좀 더 가까운 시야를 확보할 수 있으며, operator 역시 타 장기를 거치지 않고 직접 target에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stomach이 중력에 의해 견인되는 효과가 있어 위의 대만부 및 후벽을 노출시키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림 6

그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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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view 2: Single Port Intragastric Resection

두 번째는 umbilicus의 single incision을 이용

한 intragastric approach로 GE junction 근처의 

cardia에 위치한 점막하 종양에서 GE junction 손

상으로 인한 stenosis을 예방할 수 있는 수술 방

법입니다. Enucleation 형태로 종양을 제거하므로 

GIST가 의심될 때는 피해야 하며, 주로 cardia 근

처의 small sized leiomyoma로 추정되는 병변에 

대해 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먼저 기존의 

single port surgery와 마찬가지로 배꼽에 2.5 cm 정

도의 vertical incision을 넣습니다. 수술 전에 거치시

켜 둔 NG tube를 이용하여 위를 팽창시켜 umbilical 

incision site를 통해 위의 대만부 일부를 체외로 

extraction 후 gastrotomy를 가해 OctoportⓇ 라고 

하는 single port surgery 용 multi-port를 위 내부로 

삽입하여 거치시킵니다. Endoscopy와 비슷한 시

야에서 tumor를 intragastric enucleation하여 체외

로 제거 후 gastrotomy site는 umbilical incision을 이용해 봉합합니다[그림 8]. 

그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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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석  Intragastric으로 접근하는 경우 GIST가 아닌 leiomyoma가 의심될 때 수술을 한다고 하셨는데 감별이 가능한가

요? 두 번째 질문은 만약 감별이 가능해서 말씀해 주신 size의 leiomyoma라면 굳이 수술을 시행할 필요가 있나

요?

정미란 말씀하신 것처럼 수술 전에 100% 감별은 어렵지만, EUS나 CT 소견 등을 참고로 하여 어느 정도는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개 드린 case처럼 작은 size의 경우에는 환자에게 설명 후 선택권을 드립니다. 대부분의 환

자들은 양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해도 몸에 종양을 지니고 있는 것을 원치 않아 제거하길 원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에 유용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양한광 한편으로는 환자에게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 정도 size일 경우 계속 불안해하면 6

개월 후에 평가하자고 하고, 그 뒤 size의 변화가 없으면 follow up 기간을 늘리자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

약 의사가 추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한다면 환자 입장에서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술적인 면에

서 흥미로웠던 부분은 eversion과 관련된 것으로, 위 절제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eversion 해서 resection 하

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그때의 고려 사항은 ulcer가 있는 경우입니다. 특히, malignant GIST가 의심되는 환자에

서 evert 했을 때 tumor cell을 spillage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ulcer가 있다면 eversion method는 적절하지 않

을 것 같습니다.

정미란 코멘트해 주신 대로 ulcerative lesion이 있거나 악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eversion method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윤구 두 번째 case의 경우 endoscopic dissection은 안 되는 것인가요? Laparoscopic surgery로 접근이 어려워 

보입니다.

양한광 복강경 수술은 margin을 두고 full layer로 절제하는 것에 반해, 내시경적 접근법은 full layer resection이 아니므

로 비슷해 보여도 원칙적으로 다른 방법입니다. 특히, endoscopic dissection은 pseudocapsule 손상에 대한 위

험성 및 충분한 margin 확보가 어려워 malignant GIST인 경우에는 위험한 방법입니다.

강윤구 내시경적으로 절제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되지만, 진단적인 부분으로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Biopsy가 안 되기 때문에 endoscopic dissection하는 식으로 tissue를 얻어 benign한 leiomyoma가 나오면 더 이

상 시술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GIST가 나온다면 다른 시술을 더 생각해야 하지만, 설명해 주시는 case를 

보고 궁금해 말씀드렸습니다.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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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view

66세 남성 환자가 incidental finding으로 내시경을 하여 biopsy를 실시하였고 GIST로 진단되었습니다[그림 1]. 이 때 

mutation analysis에서 recurrence rate가 높았습니다. CT를 확인하니 14 cm 정도였으며, 간에도 multiple metastasis가 보

였습니다[그림 2]. 간의 병변을 확인하기 위해서 MRI를 평가했으며 역시 CT와 동일하게 전이된 상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다음 과정으로 PET이 진행되었으며 primary tumor site와 간의 metastasis site를 확인하였습니다. Primary gastric GIST 

with multiple liver metastasis라고 진단하였습니다. 

Metastasis GIST 치료의 기본은 tumor therapy이기 

때문에 imatinib 400 mg을 처방하였습니다. 두 달 

후 CT 촬영 결과 tumor size가 처음 보다 반 정도 줄

어든 것을 확인하였으나, 간의 경우 attenuation은 

줄었으나 size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후 6개월까

지 imatinib 400 mg 처방을 연장하였으며 CT 촬

영 결과 size가 약간 줄었으나 간 병변에는 큰 변

화가 없었습니다. PET을 평가한 결과 activity가 상

당히 사라졌는데, 보통 일주일만 약물치료를 해도 

activity가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합적

으로 6개월 후에는 tumor size가 약간 감소하였으

나 간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며 metabolism은 감소

하였습니다. 12월까지 imatinib 처방 결과 CT에서 

Primary GIST의 수술 요법: Case 1
Surgical Management of Primary GIST: Case 1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대학교병원

양 한 광 교수

그림 2그림 1

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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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 site의 activity가 변화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PET 평가 결과 떨어져 있는 지점에 새로운 activity가 증가된 

양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후 imatinib의 용량을 600 mg으로 증가시켜 6개월 후에 다시 평가하였습니다. Primary site의 

size가 약간 증가하였으며 round 모양의 새로운 activity가 보였습니다. 10개월이 경과하면서 resistance가 나타날 확률이 증

가되어 size도 증가하고 increased enhancing nodule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과를 살펴보면 처음에는 size

가 컸던 tumor가 줄어들다가 16개월 후에 새로운 nodule이 자라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그림 3].

What is Your Next Plan?

치료 중 tumor size의 증가로 imatinib의 용량을 증가시킨 것에는 대부분 동의하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어

떻게 치료해야 할지 선생님들께 문의하고 싶습니다. 

강윤구  처음부터 metastasis case이므로 imatinib 표준 용량을 처방하다가 약물이 반응하지 않는 부위가 생겼는데 이것

은 사실 focal progression입니다. 원칙적으로 progression 하는 국소부위를 제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약물의 

용량을 증가시키기 전에 시행을 했어도 되었을 것이라 생각되며, 약물의 용량 증가 후에도 여전히 변화가 없다면 

당연히 focal progression을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Operation

서울대학교병원팀에서도 간은 그대로이고 primary site에 resistance가 생긴 것이 아닌가 판단되어 수술을 하기로 결정하였

습니다. 충분한 gastric wall을 확보하였으며 볼록 나온 nodule이 확인되었습니다. Tumor를 절제해 보니 CT와 PET에서 보

였던 nodule들이 있었으며 포도알들이 박혀있는 양상으로 보였습니다. Locally progression하는 병변은 제거되었는데, 이후

에는 imatinib 600 mg을 유지할 것인지 다른 약물로 변경할 것인지에 대한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What is Your Next Plan?

류민희  여러 가지 옵션이 있겠지만 일단 tumor size가 증가했기 때문에 imatinib을 800 mg으로 용량을 증가시키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growing tumor가 resectione된 상태이고 나머지 병변들이 현재의 TKI 용량

으로 유지가 된다면 현재의 TKI 용량을 유지할 수도 있겠습니다.

 

강윤구  Genotyping을 하지 않았다면 imatinib이 반응하지 않는 resistant mutation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안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Progression하는 부분은 떼어내고 

나머지는 control되고 있으므로 imatinib을 그대로 처방하는 것이 좋은 옵션이라 생각됩니다. 사실 사용할 수 있

는 약물이 많지 않습니다. Imatinib 600 mg을 그대로 처방해도 되고 imatinib 400 mg을 처방하는 것도 가능하다

고 생각됩니다. 

양한광  간에 있던 병변들은 stable하기 때문에 imatinib 400 mg 또는 600 mg을 처방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고, 실제 서울대학교 종양내과에서도 imatinib을 처방하였습니다. 환자 수술 시 매우 조심히 진행했음에도 불

구하고 수술 후 복강 내 전이가 의심되어 sunitinib으로 약물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강윤구  공교롭게 수술 후 전이가 발견되어 수술로 인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초기

에도 microscopic 하게 있다가 발견된 것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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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 & Method

오늘 말씀드린 case는 distance metastasis가 있을 때 chemotherapy로 control하고 locally progression하는 병변을 제거하

는 case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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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규  예전에는 large size tumor를 많이 보았으나 최근에는 환자가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환자들이 타병원으로 옮겼

을 때 어떤 진단명으로 오는지 궁금하며, hepatic metastasis를 말씀하셨는데 small size이고 low attenuation인

데 그것을 CT만으로 평가하신 것인지요?

양한광 국내에서는 내시경을 워낙 많이 시행하기 때문에 large size tumor는 서울대학교병원에도 흔하지 않습니다. 

Local 병원에서 오는 환자들이 GIST라는 진단명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Adenocarcinoma로 오는 환자들도 있

는데 CT 결과를 보고 huge mass가 있어 다시 평가를 해보자고 하면 C-kit positive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최초 

PET 결과로 핵의학과의 판정은 liver metastasis였습니다.

박영규 보여주신 hepatic metastasis는 현재까지 보아왔던 multiple hepatic metastasis와 다른 패턴이어서 어떻게 그것

만으로 확진할 수 있는지 궁금하였습니다.

유순호 이 case의 경우 수술하기 어려운 huge mass여서 neoadjuvant treatment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만약 liver 

metastasis가 동반되었지만 stomach 병변은 5 cm 미만으로 수술이 어렵지 않았다면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양한광 Distance metastasis가 있는 상태에서는 일단 chemotherapy를 해서 response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맞는 것으

로 가이드라인에도 되어 있습니다.

강윤구 분석을 해 본 경험이 있는데 metastatic GIST에서 imatinib을 투여했을 때 tumor burden이 많을수록 효과가 좋

지 않습니다. 빠르게 progression하므로 처음에 tumor를 떼어내고 약물을 쓰는 것을 생각하여, 기존에는 그러

한 방법으로 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 Tumor를 제거하고 imatinib을 투여하는 기존 방법과 tumor를 절제하지 

않고 처음부터 imatinib을 사용한 방법을 비교해 보니 차이가 없었습니다. 발견 당시의 최초 tumor burden이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수술로 tumor burden이 줄어드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imatinib을 처방하

여 잘 반응하는 환자의 경우 수술이 잘 시행된다면 imatinib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 이

유는 metastatic GIST에서는 systemic TKI를 이용하여 치료를 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resistance가 얼마나 잘 발

현이 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발현되기 전 단계의 부분을 제거시켜 주면 세포가 progression하는 것을 막거

나 지연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알려져서 imatinib을 먼저 처방하는 process로 치료를 시행하고 

있고, 최근에도 분석을 해 본 결과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초 metastasis를 초기에 수

술하여 제거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데 imatinib을 처방해서 개선된 상태에서 남은 부분을 제거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제거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호 Stomach 병변과 liver 병변의 비율에 약간 차이가 있어 만약 stomach의 병변을 제거했다면 liver는 여러 가지 치

료 옵션으로 추가적인 progression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질문하였습니다.

강윤구 이 경우는 primary mass가 progression하는 case이고 어떤 경우에는 primary가 아닌 metastatic 병변이 

progression을 하는 case도 많습니다.

유순호 결국 surgeon 입장에서는 primary site에도 병변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고 liver에도 mass가 계속 있다면 

수술을 할지, 약물치료를 연장할 것인지 딜레마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최초에 수술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은 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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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중의 하나는 수술 부위가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약물로 치료해서 병변이 줄어든다면 수술 부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양한광 유순호 선생님의 의견은 처음에 지금 case와 같이 큰 것이 아니라 4-5 cm 정도밖에 안 되면서 liver에 metastasis 

가 있는 경우 primary mass를 먼저 제거하면 어떻겠는가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순호 실제 환자 중 liver metastasis가 되었는데, CT상에서 지속적으로 density가 감소하여 imatinib 치료로 잘 유지가 

되어 imatinib의 용량을 증가시키지 않아도 지금 현재 3년 동안 400 mg으로 유지되고 있는 환자가 있어 문의드

렸습니다.

강윤구 원칙적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Metastasis가 있을 때 systemic treatment가 우선이고, 잘 control이 되었을 때 더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제거해야 합니다. 6-12개월 정도 follow up 하여 더 이상 병변이 줄어들지 않을 때에는 

남은 병변을 모두 제거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stomach뿐 아니라 가능하다면 liver에 있는 부

분도 제거하고 안 된다면 RFA를 함께 실시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양한광 GIST 모임을 가보면 대부분 먼저 chemotherapy로 최대한 병변의 크기를 감소시킨 후 제거할 수 있으면 제거하

는 방법을 택하는 경향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Metastasis 병변의 제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현재 한일 

간의 연구 내용에서도 일본에서는 제거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아직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강윤구 먼저 병변을 제거하는 수술을 실시하는 것의 단점은 눈에 띄는 병변을 제거했기 때문에 이후에 약물요법의 반

응 여부를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Microscopic 하게 남아 있는 병변들이 커져서 눈에 띄게 될 때까지 약물요

법의 효과를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먼저 약물을 투여하고 반응하는지 확

인한 후, 병변이 작아진 다음 제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Question 약물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PET을 먼저 평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에는 어느 정도의 간격으로 평가해

야 하나요?

강윤구 기본적으로는 대부분이 약물에 반응하기 때문에 대부분 4주 후에 CT를 평가하면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어떤 

경우에는 며칠 만에 환자의 증상이 개선되기도 합니다. 불안한 분들은 PET으로 일주일 후에 평가를 해서 확인

하기도 합니다. Gastric GIST에서는 imatinib이 반응하지 않는 genotype이 있기 때문에 확인 후 투여해야 합니

다.

양한광 참고로 한일 공동으로 실시하는 neoadjuvant 연구 프로토콜에서는 1, 3, 6개월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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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T 치료에서의 medical management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unresectable하거나 metastatic state에서의 치

료와 adjuvant 치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Advanced Disease (Unresectable or Metastatic)

Unresectable하거나 metastatic할 때 치료는 imatinib이 mainstream이라는 것은 모두 아시는 바이고, imatinib의 optimal 

dose와 duration 그리고 imatinib으로 치료하다가 progression되었을 때 어떤 treatment 옵션이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matinib이 출시되기 전에 GIST의 치료 성과는 매우 좋지 않았고 기존에 sarcoma에 준하여 adriamycin based 

chemotherapy를 실시했을 때의 survival rate와 imatinib을 도입하고 난 후의 survival rate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Initiation of Imatinib

GIST는 KIT에 주로 activating mutation이 발생함으로써 signal이 activation되고 tumor가 progression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Imatinib은 KIT에 tyrosine kinase를 inhibition함으로써 signaling을 억제시켜 anti-tumor effect를 보입니다. 수술

을 할 수 없는 GIST를 발견했을 때에는 가능한 한 빨리 imatinib 치료를 시작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metastatic GIST에서 수술이 imatinib을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evidence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여

러 가지의 neoadjuvant approach들에 모두 심증은 있으나 아직 근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metastatic GIST에서 R0 

complete resection을 했다고 해도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localized adjuvant treatment 개념이 아니고 initially metastasis에 

준해서 imatinib으로 치료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Phase III Trial: 400 mg vs. 800 mg

Imatinib의 initial dose가 400 mg/day라는 것은 모

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처음에 imatinib 400 mg

과 600 mg을 비교했을 때 차이가 없어서 그 이후

에는 더 높은 용량인 imatinib 800 mg과 비교한 연

구가 유럽에서 시행된 EORTC group 그리고 미국

에서 시행된 intergroup의 randomized phase III 

study가 있습니다. Metastatic GIST를 대상으로 

400 mg과 800 mg을 비교했을 때 EORTC group

에서는 clinical benefit을 보인 CR이나 PR 그리 그림 1

GIST의 약물요법과 Decision-Making
Medical Management of GIST and Decision-Making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심 현 정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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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SD까지를 포함한 group이 400 mg 보다 800 

mg 투여군에서 조금 높은 것으로 보였지만 통계

적으로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intergroup

에서는 반대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PFS를 비교

해 보면 EORTC group에서는 고용량이 더 좋게 나

타났고 intergroup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보였습니

다[그림 1]. 이 두 가지 연구를 메타 분석했을 때 

survival rate의 차이는 없었습니다[그림 2]. 메타 분

석에서 PFS는 고용량에서 약간 높게 보이긴 했지

만 survival rate에서는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 

imatinib의 표준 용량은 400 mg입니다.

Phase III Trials: Mutation Status Correlates with PFS and OS

각각의 연구에서 OS와 PFS 관련

해서 mutation status를 분석해 보

았습니다[그림 3]. EORTC group

과 intergroup에서 보면 Exon 11 

mutation이 있는 경우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보였고, Exon 9 mutation은 

좋지 않은 양상을 보였습니다. Exon 

11에서와 Exone 9에서 저용량과 

고용량 각각을 비교해 보면 Exon 

11에서는 용량을 높여도 치료 효과

에 변화가 없었고 Exon 9에서는 고

용량을 썼을 때 PFS가 향상되는 것

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바

와 같이 두 가지 연구를 메타 분석

했을 때도 mutation status에 따라 

살펴보면 Exon 9에 mutation이 있

는 경우에는 고용량이 훨씬 더 PFS

가 좋은 것을 알 수 있었으나 그 외의 다른 mutation에서는 용량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imatinib의 initial dose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정리하면 imatinib의 표준 용량인 400 mg 치료를 가능한 한 빨

리 시작하는 것이 좋고, survival rate 측면에서 400 mg과 800 mg은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Exon 9 

mutation이 있는 환자에서는 고용량(800 mg/d)을 사용하였을 때 PFS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800 mg 처방하는 것을 권고하

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GIST 환자의 mutation을 분석한 논문을 보면 국내 데이터에서도 Exon 9번 mutation이 있는 경우 

PFS가 좀 더 좋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똑같이 800 mg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림 3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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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id Progression with Imatinib Interruption (BRF14 Trial)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initial로 imatinib 400 

mg을 투여하는 것은 표준치료입니다. 처음에 

metastasis가 있었으나 imatinib 투여 후 CT scan

이나 PET 상에서 metabolic CR까지 보이고 환자

가 약물 복용을 언제까지 해야 할지 문의할 때 당

연히 언제까지 약물요법을 유지할 것인지 고민하

게 됩니다. BRF14 Trial은 imatinib을 1년 이상 복

용한 환자 중 clinical bebefit을 보인 환자, 즉 CR이

나 PR, SD를 보인 환자만을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imatinib 복용을 유지한 군과 중단한 군으로 나누어 

경과를 관찰하였습니다. Interruption을 한 군은 총 

32명이었으며 이 중 거의 모든 환자가 (26명) 시간

이 지남에 따라 recurrence를 보였고, recurrence의 

median PFS는 6.1개월이었습니다[그림 4]. 이에 반

해 지속적으로 imatinib을 복용한 군에서는 8명에서만 recurrence가 나타났고, recurrence가 나타난 median PFS는 18개월

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Recurrence가 발생한 시점에서 CR이었던 환자, CR이 아니고 아직 mass가 남아있는 환자

를 비교해 보면, CR이었던 환자의 경우 지속적으로 imatinib을 복용하면 recurrence가 나타나지 않지만 약물 복용을 중단

하면 급격하게 recurrence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mass가 남아있는 경우에도 동일했습니다. Clinical bebefit을 보인 

환자에서 imatinib 복용을 중단하면 급격하게 recurrence가 나타나므로 약물을 유지해야 하며, CR을 보인 환자도 마찬가지

로 imatinib 복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Rechallenge of Imatinib after Progression (BRF14 Trial)

동일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mass가 progression 

됨에 따라서 다시 imatinib을 투여하는 연구를 다

시 한번 시행했습니다. Imatinib 복용을 중단하여 

recurrence가 된 51명의 환자에게 imatinib 복용을 

다시 시작했는데 그중 PD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49명은 clinical bebefit을 보였습니다. 상당히 많은 

환자에서 imatinib 복용을 중단했다가 다시 복용했

을 때에도 어느 정도 benefit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benefit을 보일 때에는 그전에 중단 

기간이 길었던 군일수록 rechallenge를 했을 때 반

응을 유지하는 기간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

다. 그리고 중단 전에 반응이 좋았던 환자, CR을 보

였던 환자들이 rechallenge를 했을 때도 좀 더 반응 

유지 기간이 연장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그림 

5]. 하지만 이 연구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부분은 두 번째로 rechallenge를 했을 때 반응의 깊이는 첫 번째 반응의 깊이보

다는 훨씬 더 약했다는 것입니다. Imatinib을 초기 치료했을 때 19명에서 CR을 보였는데 두 번째 imatinib을 치료했을 때에

그림 5

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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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중 8명만이 CR 반응을 보이고 PR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imatinib을 어떤 이유에서든지 중단하였을 때 다시 처

방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전보다는 반응이 덜하므로 가능하면 imatinib 복용을 중단하지 말라는 것이 연구의 결론입니다. 환

자의 질환 자체가 progression되거나 다른 adverse event가 있어서 견디지 못하거나 환자 본인이 치료를 하지 않겠다고 거

부하지 않는 한 metastatic 세팅에서 imatinib 치료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Resistance to Imatinib

Imatinib 치료 중 resistance가 생겨 질환이 progression되었을 때 어떤 치료를 실시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esistance는 크게 primary resistance와 secondary resistance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primary resistance는 

치료한 지 6개월 이내에 치료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progression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 질환이 진행될 때에는 

어떤 특정 부분만 진행된다기보다 전반적으로 다 같이 진행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고, 앞에서 여러 번 언급이 되었던 것처

럼 PDGFR Exon 18번 D842V mutation이 있는 경우에는 imatinib에 거의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 wildtype GIST나 

KIT exon 17 mutation 등은 primary resistance를 보일 수 있습니다. Secondary resistance는 imatinib을 투여하고 나서 6

개월 후에 progression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progression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부분은 stable하게 유

지가 되면서 어느 한 부분만 focal progression하는 경우와 전반적으로 다 커져가는 general progression을 생각할 수 있습

니다. 이런 resistance가 생기는 경우는 대부분 primary mutation 외에 또 다른 acquired, secondary mutation을 가진 clone

들이 overgrowth하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그런 이유에서 focal progression하는 경우에는 종합적인 팀 접근이 상당히 중요

합니다. Secondary resistance가 생긴 부분만 resection을 할 수 있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RFA나 chemoembolization과 같

은 local treatment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local treatment로 한 부분에 있는 focal resistance가 된 곳을 제거했다

고 하더라도 당연히 전신 치료는 유지되어야 하는데, secondary resistance된 부분이 완전히 깨끗이 절제가 되었다고 판단

되면 그전에 처방했던 표준 용량의 imatinib 400 mg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완전 절제가 되지 않

고 또 다른 부분이 같이 progression된다고 생각되면 imatinib의 용량을 증가시키거나 sunitinib으로 변경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generalized progression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모든 부분에서 질환이 resistance가 생겨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imatinib의 용량을 600 mg이나 800 mg으로 올리는 방법, sunitinib으로 변경하거나, regorafenib을 투여하는 방법 등을 고

려해 볼 수 있습니다. 

Dose Escalation of Imatinib to 800 mg/day

Imatinib 400 mg 치료로 질환이 progression되었

을 때 용량을 800 mg까지 증량시킨 연구 결과를 

보겠습니다. 유럽과 미국 그리고 국내 데이터가 있

는데, PR이나 SD clinical response benefit을 보

인 것은 3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

다. Median PFS는 3개월에서 4개월, 1년 PFS는 

적게는 17% 많게는 30%까지 보고되었습니다[그

림 6]. 그러므로 imatinib 용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에도 benefit을 보일 수 있다는 결론임을 알 수 있

습니다. 

Sunitinb

그다음 치료할 수 있는 약제는 sunitinib입니다. 

그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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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itinib은 multikinase inhibitor로 PDGFR, VGFR을 target하기 때문에 자체로 antiangiogenic effect, anti-tumor effect를 보

입니다. Imatinib 치료에서 resistance가 발생하거나 intolerant한 GIST 환자를 대상으로 sunitinib을 투여한군과 placebo군을 

비교했을 때 당연하지만 sunitinib군에서 PFS가 더 개선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placebo군에서 progression 했을 때 cross-

over로 sunitinib을 복용할 수 있게 설계되었기 때문에 OS만 평가했을 때에는 양군 간에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crossover한 

것을 통계적으로 보정해 보면 당연히 sunitinib군이 OS에서도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matinib에 resistance 한 

경우에 imatinib 용량을 증가시키거나 sunitinib을 사용하는 것이 다음 단계의 치료로 권유되고 있습니다. Sunitinib을 사용했

을 때 각각의 mutation status에 따라 clinical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해 보았습니다. Sunitinib을 사용한 군에서 pri-

mary mutation을 비교해보면 imatinib군에서는 Exon 9번 mutation군이 반응이 좋지 않았지만 sunitinib군에서는 primary로 

Exon 11번에 mutation이 있는 경우 오히려 survival rate가 더 좋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Primary가 아니고 imatinib

에서 progression한 다음 분석한 secondary mutation을 보았을 때에는 KIT 13, 14 mutation이 있는 경우 17, 18 mutation

이 있는 것보다 조금 더 survival이 개선되었습니다. 

Regorafenib 

그 이후에 multikinase inhibitor인 regorafenib이라는 약물이 등장하였습니다. 기존에 imatinib과 sunitinib을 사용하고 나서 

progression된 환자들을 무작위 배정하여 regorafenib과 placebo를 투여하여 비교했습니다. 이 결과도 당연히 regorafenib군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PFS의 benefit을 보여서 regorafenib군에서는 median PFS가 4.8개월, placebo군에서는 1개월 

미만인 결과를 보여서 sunitinib 치료에 실패한 환자에서 다음 치료의 옵션으로 regorafenib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Imatinib과 sunitinib 치료에 실패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imatinib 400 mg을 다시 처방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일부는 400 mg

을 복용했고 일부는 placebo를 복용했을 때 기존에 imatinib 치료에 실패했더라도 다시 400 mg을 복용한 환자에서 PFS가 

각각 1.8개월 대 0.9개월로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PFS가 개선되었습니다. Survival benefit에는 차이가 없고, tumor의 변화

를 완전히 멈출 수는 없지만 progression되는 것을 조금 더 억제시키는 효과는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matinib 치료에 progression을 하더라도 일부 sensitive clone들이 남아 있을 수 있어 다시 imatinib 치료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Approved Agents for Advanced GIST

지금까지 advanced GIST에서 사

용될 수 있는 약물을 요약해 보

면 imatinib, sunitinib, regorafenib

이 있는데[그림 7], 사용 용량은 

imatinib 400 mg, sunitinib은 50 mg

을 4주 투여 후 2주 휴약하는데 이

것에 tolerant하지 않거나 휴지기

에 mass가 증가한다고 판단될 때 

37.5 mg을 지속적으로 투여할 수 

있겠습니다. 각각의 부작용을 살펴

보면 imatinib의 부작용은 대부분 

edema와 같이 acceptable하지만 

sunitinib은 환자가 상당히 힘들어하

는 hand-foot syndrome을 호소하

는 경우가 있습니다. Regorafenib도 그림 7



GIST Essentials Ⅲ 31

마찬가지로 고혈압이나 hand-foot syndrome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Adjuvnat Treatment in GIST

Adjuvnat treatment in GIST에 대해 설명드리겠

습니다. Phase 3 adjuvant trial (ACOSOG Z9001)

은 수술로 완전히 절제한 이후 mass 크기가 3 cm

를 초과하는 GIST를 대상으로 placebo를 1년간 

복용한 군과 imatinib 400 mg을 1년 복용한 군

을 비교하였습니다. 그 결과 PFS이 imatinib군에

서 훨씬 더 개선되었으며 survival rate에는 차이

가 없었습니다[그림 8]. Survival에 차이가 없었던 

것은 median follow up이 20개월밖에 되지 않았

고, 연구 대상자 자체가 risk가 높지 않았기 때문

으로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PFS가 향상되었기 

때문에 high risk군에서 1년간 adjuvnat treatment

를 시행하여 평가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각각의 

survival 및 PFS와 관련된 여러 가지 pathologic 

molecular factor를 비교해 보면 tumor size, tumor location, mitotic rate 자체가 placebo군과 imatinib군에서 모두 의미가 있

는 factor였습니다. 하지만 mutation 종류에 따라서는 이것이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 연구에서 각각의 mutation에 따라 어

떤 mutation이 imatinib 치료에 benefit을 보이는지 평가했을 때 Exon 11 deletions mutation이 있는 경우에는 약간 통계학적

으로 유의하게 imatinib 치료군에서 PFS를 증가시켰습니다. 앞에서도 Exon 11 deletions mutation이 있는 경우 recurrence

가 좀 더 호발되기 때문에 imatinib 치료가 recurrence를 감소시켜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1년 동안 약물을 투여한 후 약물을 중단하면 대

부분 1년 후에 다시 recurrence가 발생하기 때문

에 adjuvnat treatment하는 기간을 1년에서 3년으

로 연장시킨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연구 결과 당

연히 1년보다는 3년 동안 imatinib 치료를 한 군에

서 PFS가 증가하였으며, OS에서도 benefit을 보

였습니다[그림 9]. 이 연구에서 각 sub group간의 

1년과 3년 치료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거의 모든 

group에서 3년 치료가 훨씬 더 효과적인 것을 알 

수 있으며 mutation site에 따라 살펴보면 Exon 11 

mutation이 있는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좀 더 

오래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시하고 있지

만 그 외에 다른 mutation은 차이가 적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해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

각됩니다.  

그림 8

그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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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 & Method

Imatinib 400 mg이 표준 용량이고 Exon 9 mutation인 경우에는 PFS나 OS 측면에서 benefit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800 

mg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Imatinib 400 mg에서 progression하게 되면 800 mg까지 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imatinib 

refractory인 경우에 sunitinib이 효과가 있습니다. Imatinib과 sunitinib에 모두 refractory한 경우에는 regorafenib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imatinib을 다시 rechallange하는 것도 clinical benefit을 보일 수 있습니다. Adjuvant imatinib 400 mg을 

최소 3년간 high risk군에서 치료하는 것이 현재까지 adjuvant의 표준 치료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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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구  KIT negative GIST의 경우 공식적으로 imatinib의 indication이 안 되는 것처럼 KIT Exon 9 mutation GIST에서 

high dose imatinib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IT Exon 9 mutation에서 우려되는 점

이 처음부터 800 mg을 투여하면 상당히 toxicity가 심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의견과 동양인은 체격이 작

기 때문에 800 mg까지 투여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것입니다. Imatinib 400 mg 치료를 했을 때 KIT Exon 11 

mutation이 있는 환자들과 비교하면 KIT Exon 9 mutation인 경우 훨씬 예후가 좋지 않은데, 이 부분은 서구의 

데이터와 마찬가지이므로 imatinib 400 mg과 800 mg을 비교하지는 않았지만 서구의 연구 결과를 사용할 수 있

겠습니다. GIST 연구회에서 KIT Exon 9 mutation 환자에서 단계적으로 800 mg으로 용량을 증가시키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KIT Exon 9 mutation 환자를 발견하기 어려워서 11명의 환자만 평가 중으로 시간이 소

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과가 증명되면 KIT Exon 9 mutation 환자들에게 400 mg에 반응을 하더라도 처음부

터 빨리 용량을 증가시켜 사용하는 것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Rechallange 연구 결과를 보면 PFS는 차이가 나지만 OS가 차이가 없어서 논란이 있는데, 이 연구와 GIST 연

구회의 연구 시 treatment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환자에게 매우 큰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crossover 연구 설

계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Sunitinib 연구에서도 처음에는 sunitinib 투여군과 placebo 투여군을 비교하다가 

progression되면 placebo군을 sunitinib 투여군으로 변경하였고, regorafenib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런데 조금 전의 sunitinib의 최종 분석 결과를 보면 survival rate가 거의 일치합니다. PFS는 4개월의 benefit이 있

음에도 불구하고 regorafenib 연구의 경우 아직 crossover를 시행한 환자가 많지 않아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최

종 결과를 분석하면 benefit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일 crossover를 실시하지 않고 placebo 군을 치료하

지 않는다면 survival rate의 차이로 연결될 것 같습니다. Rechallange, RIGHT 연구에서는 더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Rechallange 연구의 취지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이런 경우 rechallange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의 유무를 알아보기 위함이고, 다른 하나는 증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미국, 유

럽 등은 보험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한번 progression이 되면 더 이상 보험 급여

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에 참여하면 placebo군이어도 progression되면 계속 사용할 수 있

습니다. 이것은 sunitinib 연구에서 placebo군에서 progression되면 crossover를 실시하더라도, 다음 resistance

에서 또 progression이 되면 그땐 더 이상 약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Resistance의 경우에도 secondary 

progression이 되었을 때 약물을 중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RIGHT 연구에서는 임상의 판단으로 환자에게 benefit이 있다고 생각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 포함된 환자는 생을 마칠 때까지 계속 약물을 복용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PFS의 차이가 OS의 차이로 연결될 수 없으며 어떤 환자가 imatinib을 빨리 시작했는지 늦게 시작했는지에 따른 

차이밖에 없으므로, 이것을 근거로 rechallange하는 것이 benefit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연구 전체의 의미 

또는 한계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Sunitinib과 regorafenib 연구도 마찬가지이지만, rechallange 

연구는 secondary progression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약물을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OS에 차이가 없었던 것으

로 생각됩니다. 환자에게 benefit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며 실제 한계가 있어서 

심사평가원 설득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동료 선생님들이라도 데이터를 잘 평가해서 아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호원 RIGHT 연구에서 PFS와 OS를 평가한 군의 population이 다른가요? 연구 결과 그래프를 보면 PFS의 분석 대상 

환자가 OS를 평가한 대상자보다 숫자가 적어 보이는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imatinib은 알고 있었지만, 

sunitinib과 regorafenib에 대해서는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Imatinib은 daily 복용으로 알고 있는데, sunitinib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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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regorafenib은 휴지기가 있다고 설명하셔서 문의드립니다. Toxicity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의 설명 

부탁드립니다.

심현정 기간이 달라서 연구 대상자에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인 것 같습니다. Imatinib보다 sunitinib을 복용하는 환자를 

management 하기 어렵다는 것에는 모두 동의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sunitinib 50 mg을 4주 복용하다가 

2주 휴약기간을 두는 것이 어떤 환자에서는 cytopenia나 thrombocytopenia가 발생하면 쉽지 않아서 37.5 mg

을 daily로 처방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phase III 연구는 없지만 phase II 연구에서 보면 이전의 sunitinib III 

연구와 response rate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37.5 mg daily 처방을 실제로 할 수 있습니다.

정호원 Sunitinib이나 regorafenib으로 인한 이상반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심현정 Sunitinib은 환자가 힘들어하거나 thrombocytopenia가 생기거나 hand-foot syndrome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경

우가 있습니다. Regorafenib은 아직 처방해 보지 않아서 이상반응을 경험하지 못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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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tal GIST에서 neoadjuvant imatinib 치료를 실시한 case입니다.

Case Review

48세 남자 환자로, 4개월 전 치질로 개인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로, 최근 hematochezia가 심해지고 dizziness가 있

어서 내원하였습니다. Digital rectal exam (DRE)에서 low rectum 부위에 6.7 cm의 hard mass가 촉진되었습니다. 검사실 

소견으로 hemoglobin (Hb) 5.4 g/dL로 severe anemia 소견을 보였습니다[그림1]. Colonoscopy를 보면 ulceration을 동반

한 submucosal tumor가 있었고 biopsy를 시행하였습니다[그림 2]. PET-CT 결과 low rectum에 mass가 관찰되고, CT 상에

서 다른 부위로의 전이는 없었습니다. Pathology에서는 C-Kit과 CD34 양성을 보이는 spindle 모양의 전형적인 GIST 소견

이 보였습니다. Final diagnosis는 rectal GIST로, 외과에 협진을 요청하여 이 환자를 어떻게 치료할지 논의하였는데, Mile’s 

operation 또는 neoadjuvant imatinib 치료 후 surgery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NCCN Guideline

NCCN 가이드라인을 보면 primary resectable GIST에서는 surgical procedure 시 조직학적으로 negative margin을 얻는 수술

을 해야 하고 resection을 시행할 때에는 surgical morbidity를 최소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rectal GIST와 같은 경우

에서는 sphincter sparing approach를 시행하고 negative margin을 얻기 위해서 abdominoperineal resection이 필요한 경우

에는 preoperative imatinib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Localized potential resectable disease에서는 preoperative imatinib이 

고려되지 않는 경우 resection할 수 있지만 significant surgical morbidity가 우려되면 preoperative imatinib을 고려할 수 있

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것은 정확한 recurrence risk를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preoperative imatinib을 사

GIST의 약물 요법과 Decision-Making: Case 1
Medical Management of GIST andDecision-Making: Case 1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조선대학교병원

박 치 영 교수

그림 2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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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서 downstaging을 시키고 이것을 통해서 이득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점은 

imatinib을 복용하던 환자가 수술을 할 때에는 약물 복용을 중단하고 바로 수술을 진행할 수 있고, adjuvant imatinib을 필요

로 할 때 바로 약물을 restart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Sunitinib이나 다른 TKI에 있어서는 적어도 수술 1주일 전에 약물 복용을 

중단하고 수술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ESMO 가이드라인도 마찬가지로 negative margin이 불가능한 경우에 있어서

는 imatinib pre-treatment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Treatment

이 환자의 경우에서도 neoadjuvant imatinib을 사

용하기로 결정하고 400 mg을 daily로 처방하였

습니다. 6x7 cm size의 mass가 관찰되었고 두 달 

뒤 follow up 했을 때 size가 3x4 cm 정도로 현저

히 감소하였고, 약 40% mass reduction을 보이

는 partial response를 보였습니다. 통상적으로 

neoadjuvant imatinib을 사용하면 6개월 이상의 평

가를 권고하지만 neoadjuvant imatinib의 경우 보

험이 적용되지 않고 환자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

기 때문에 외과와 협진하며 2-3주 간격으로 short 

term follow up을 하면서 sphincter sparing이 가

능한 시점에 수술을 시행하기로 하여 약 2개월 후

에 resection을 시행하였습니다[그림 3]. Transanal 

endoscopic resection을 시행하여 sphincter 

sparing 수술이 가능했고, negative margin을 보이는 R0 resection 또한 가능하였습니다. Neoadjuvant imatinib을 사용했을 

때 response rate를 보면 충분한 기간 사용하는 경우 대부분 약 70% 정도의 partial response (PR), 그 외에 stable disease 

(SD)를 보이게 됩니다. 

Successful Surgical Resection

어느 시점까지 neoadjuvant imatinib을 사용해야 하고, 또 언제 수술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Neoadjuvant imatinib

을 사용해서 plateau response를 보일 때 수술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014년 earliest, best, plateau response에 대한 radiologic 

assessement 논문(EJSO. 2014;40:420-428)을 보

면 환자가 20명으로 case가 적고, retrospective 

study이긴 하지만 이 연구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Response를 보면 plateau response는 best 

response를 보인 후 2번의 imaging을 통해 10% 

미만의 변화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response rate

는 PR 80%, SD 20%였으며 CR이나 PD는 없었

습니다. Best response의 경우 장축이 약 43% 정

도 감소되었으며 median interval은 28주 정도였습

니다. 수술하기 전까지 plateau response를 관찰할 

그림 3

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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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던 환자 10명을 대상으로 장축의 median 감소는 45% 정도였고, median interval은 34주였습니다. 이러한 best re-

sponse나 best response까지 소요된 시간은 tumor size나 location, risk category와 관련이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그림 4].

Summary

Rectal GIST에서 neoadjuvant imatinib을 사용하여 tumor bulk를 감소시켜 complete surgical resection이 가능하게 하면 소

개해 드린 case와 같이 sphincter sparing 수술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추천 용량은 imatinib 400 mg daily이며 Kit 

Exon 9 mutation이 있는 경우에는 imatinib 800 mg daily를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Optimal imatinib의 duration은 plateau 

response를 보이는 시점이나 best response를 보이는 시점으로 6개월 이상 평가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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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구  Neoadjuvant imatinib이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2개월만 평가했다고 하셨는데, 저런 경우는 사실 심사평가원을 

설득하는 것이 힘들 것으로 생각되며, 소개해 주신 증례와 같이 plateau response를 확인한 후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개월이나 6개월 뒤 수술 후의 pathology가 문제될 수 있는데, size, mitosis가 줄어들어 

어차피 high risk가 되지 않습니다.

Question 이 case와 같이 R0 resection이 된 후에는 지속적으로 imatinib을 투여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약물을 중단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강윤구 수술 후에는 low risk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보험으로 imatinib을 투여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험 인정이 되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입니다.

Question 또 한가지 stomach GIST는 grade가 나와 있는데 small bowel이나 colon 쪽은 예후가 좀 다릅니다. 저희 병원에

서는 stomach에 준해서 사용했는데 전부 삭감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강윤구 처음에 recurrence risk는 2000년대 초반에 NIH에서 tumor size, mitosis 만으로 분류해 놓았는데, 심사평가원

에서는 아직까지도 그 데이터를 가지고 급여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primary site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동일한 size, mitosis라고 하더라도 stomach에 발생한 것은 예후가 좋고, small bowel은 예후가 좋지 

않기 때문에 small bowel에 발생했을 때에는 NIH 가이드라인 중 low risk에 해당되어도 high risk로 평가해서 

치료를 하셨을 텐데 그것을 지금 심사평가원에서 보험 인정을 해주지 않아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삭감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시도를 해야, 학회 차원에서도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양한광  환자들이 상당히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를 주면 환자들이 직접 심사평가원에 건의를 하기도 합니다.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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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view

58세 남성 환자로, 내원 3년 전 타 병원에서 복부 불

편감으로 CT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치료를 원치 않

아서 그대로 있던 중에 최근 mass size 22 cm 정도

로 커져서 본 병원으로 내원하였습니다[그림 1]. CT

에서 stomach과 연결된 부위가 보였습니다. EUS-

guided biopsy상에서 주로 necrotic cystic fluid가 

나왔지만 some cells suggestive GIST로 판단되었

습니다. PET-CT상 주변의 전이 소견은 발견되지 않

았습니다. 

Treatment

Neoadjuvant imatinib 치료를 권했지만 환자가 수

술을 원했기 때문에 바로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Pathology report 소견은 stomach origin의, 크기는 21 cm였고, mitosis index는 2/50 HPF 이었으며 epithelioid type이었습니다. 

Omentectomy를 시행하였으나 큰 이상은 없었으며, C-kit과 CD34에 positive를 보였습니다. Risk classification을 보면 NIH 분

류에서는 high risk 그룹이었으나 국내 GIST 가이드라인(KGSG)에 따르면 gastric GIST 10 cm 이상이긴 하지만 mitotic count 

GIST의 약물 요법과 Decision-Making: Case 2
Medical Management of GIST and Decision-Making: Case 2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강북삼성병원

구 동 회 교수

그림 1

그림 3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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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하로 intermediate 그룹이고, contour map으로는 10-year r ecurrence risk 가 20-40%인 low-intermediate 그룹에 해당하

였습니다[그림 2, 3].

이 환자에서 수술 후 치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지 고민하다가 환자와 상의하고 NIH와 현행 보험 가

이드라인에 따라 adjuvant imatinib 3년으로 치료하

기로 하였습니다. 이 환자는 GIST 연구회에서 시행

하는 KORGIST 연구를 통해 genotyping 의뢰를 하

였는데 PDGFRA exon 18 mutation, D842V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환자는 gastric GIST로 

wedge resection을 시행했고 NIH classification에 

따라 high risk이지만 KGSG classification에서는 

intermediate risk에 해당하였고 adjuvant imatinib 

약 6개월 치료 중에 D842V mutation을 알게 되어서 

현재 imatinib 복용을 중단할 것을 권유하고 follow-

up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림 4]. 이 환자의 경우 

D842V이었기 때문에 neoadjuvant imatinib 역시 효

과가 없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Review of D842V Mutation

D842V mutation에 대해 간단히 리뷰하면 Exon 

18 activation loop의 mutation으로, 현재 PDGFRA 

mutation 중 가장 많으며, 대부분은 gastric origin

의 GIST에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자체로는 

임상적으로 indolent 하여 exon 11 mutant의 높은 

recurrence rate에 비해 D842V의 경우 recurrence 

rate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재발 

혹은 전이성 GIST의 경우 imatinib과 sunitinib에 

response를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실제 유

럽을 비롯한 독일의 데이터를 보면, gastric GIST

에 많고 indolent 하다고 하며, D842V 환자를 모아

보면 대부분 stomach에 있고 size가 크며 mitotic 

count가 낮습니다[그림 5]. Tumor location을 포함

한 AFIP risk classification을 보면 high보다는 주

로 low-intermediate이 많았으며, 저희 KORGIST

에 등록된 환자 7명을 보면 모두 localized이었고 stomach이 대부분이었으나 peritoneum에 발병한 환자가 2명 있었고 모

두 C-kit에 positive였습니다. Size가 10 cm 이상이었지만 mitotic count가 낮아서 본 연구회 (KGSG) risk classification에 따

르면 intermediate였으나 NIH risk classification에 따르면 high risk였습니다. 이런 환자들에서 metastasis가 나타나면 좌절적

인 것이 사실입니다. 2012년 발표된 자료에서 보면 D842V mutation 환자 총 21명에서 imatinib에 response를 보인 환자 중 

CR이나 PR은 없었고 stable disease 만 10명이었고 21명 (70%)에서 PD를 보였으며, 이러한 환자의 성적을 요약하면 PFS

는 first-line imatinib에 2.8개월, second-line therapy인 higher imatinib, sunitinib에도 2.1개월이었으며 전체 OS는 14.7개월

그림 4

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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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일반적인 진행성 GIST 환자들에 비해 불량한 결

과를 보였습니다[그림 6]. 현재 crenolanib이라는 

약물이 D842V에 효과를 나타내어 phase II study 

(NCT01522469)가 외국에서 진행 중입니다. 

Take Home Message

GIST 환자에서는 neoadjuvant나 adjuvant에서 

imatinib 치료를 하기 전에 반드시 D842V mutation

을 확인해야 하고 D842V가 확인될 경우 imatinib 치

료를 하지 않도록 추천되고 있습니다.

그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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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구  Biopsy를 했는데 이 case와 같이 size가 큰 경우 다른 부위에 metastatic lesion이 없다면 절제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Biopsy를 꼭 해야 하는 것인지요?

구동회 이 환자는 소화기내과를 통해 내원하였으며, 소화기내과 입장에서는 EUS-guided biopsy가 가능하였고 금기사

항이 없었기 때문에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neoadjuvant imatinib을 고려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시행해야 할 것으

로 생각됩니다.

강윤구 Neoadjuvant imatinib을 고려하면 당연한 것이지만, 어차피 수술을 할 것이고 wedge resection이

가능하다면 굳이 biopsy를 실시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치료방법 선택 중 국내 가이드라인으로 high 

risk가 아니지만 보험이 적용되므로 imatinib 치료를 시행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보험 급여 인정 부분으로 변

동되어야 합니다. Genotyping을 시행하여 D842V mutation을 알아내고 치료한 부분이 매우 바람직했다고 생각

합니다.

Q&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