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조 화학면역항암요법(수술전

암크기를 줄이는 것)

이 국소적으로 진

행된 자궁경부암 환자의 5년 생존기간을 증가시킨다.

배경
현재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여러 프로그램을 시행 및 확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궁경부암은
여전히 여성의 생식기에서 발생하는 가장 보편적인 악성 종양이다.

진행 정도가 높은 상태의 발

생빈도가 25세 에서 49세의 여성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 (48% 이상)은 매우 우려되는 추세
이다. 이 연령에서의 자궁경부암 발병 빈도는 유방암 다음으로 높다. 이 특정 범주 환자(전이되지
않고 국소적으로 진행된 자궁경부암 환자)들에게는 림프행성 전이가 급격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임상의 들이 치료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1999년, 5 종류의 연구 결과 발표 이후 미국 국제 암 연구소는 단독요법 보다 방사선 치료와 시
스플라틴을 포함하는 화학요법을 병행할 것을 권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주 단위로 시행되는 시
스플라틴의 치료를 기반으로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것이 이 범주의 환자들의 치료에 주된 치료법이
되었다.
긴 시간 동안 자궁경부암은 화학요법으로는 별 효과가 없는 암으로 간주되었다. 신약이 발전되고,
화학요법이 새롭게 변형됨에 따라 자궁경부암 치료에서의 약 사용의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었다.
ESMO 2018년의 추천에 따르면, 방사선 수술 전 신보조화학요법의 시행은 화학요법+방사선치료
의 새로운 대체 요법으로 사용 가능하다.

목적
국소적으로 진행된 자궁암 환자(LACC)의 선행항암요법의 다양한 변형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혈장반출술(PA)과 비특이적 면역요법을 포함한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국소적으로 진행된 T2a-2bN0-1M0 단계의 환자 59명 치료의 첫번째 단계로 선행화학치료계획:
첫째날 cisplatin 75mg + bleocin 20mg, 둘째날 bleocin 20mg, 휴식 과정을 21일동안 시행한다.
첫번째 집단은 31명의 환자로 구성되며 선행화학치료를 한 다음날 혈장반출술을 실행한다.
혈장반출술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혈장반출술의 과정에서 혈액세포와 수송 단백질로부터 리간
드가 탈착되어 세포의 수용체 부분이 방출됨에따라 결과적으로 종양세포로 가는 화학치료의 회귀

선이 증가하고, 약의 내성을 극복하고, 필연적으로 암세포 중독의 환경으로 발전된다. 이 연구를
포함하여 모든 환자들을 고려해 볼 때 16번, 18번 타입의 파필로마에 감염되어 발생된 자궁암 뿐
만 아니라, 면역억제 환자들은 “알로킨-알파” 라는 비특이적인 면역치료를 선행화학요법과 병행하
여 수행하였다. (둘째날마다 총 6번 주사함)
두번째 집단은 28명의 환자로 구성되며 선행화학치료를 받는다 : 첫째날 cisplatin 75mg + bleocin
20mg, 둘째날 bleocin 20mg, 휴식 과정을 21일동안 시행한다. 첫번째와 두번째 집단의 환자들은
초기 종양 상태가 유사하다. “case-control” 방법으로 그룹은 나뉘게 되었다.
처음의 검사는 임상의 권고에 따라 시행되었다. 화학치료가 끝난 후 3주동안 치료 효과는 측정되
었으며 생존률은 Kaplan-Mayer법을 사용하여 계산되었다. 통계 처리했으며 P<0.05는 유의미하다
고 판단한다.

결과
적절한 화학요법은 모든 경우에서 종양에 강력한 영향을 끼쳤다. 선행화학치료를 하고 병의 진행
은 그 어떤 경우에도 발견되지 않았다.(표1) 혈장반출술, 화학치료와 비특이적 면역치료인 “알로킨
-알파”를 받은 첫번째 집단의 환자에서 치료의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고, 25.8%의 케이스에서
종양이 완전히 퇴화하였고, 부분적인 종양의 퇴화는 67.7%였으며 이는 두번째 집단에 비해 유의
미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이 연구에 있는 59명의 환자들 중 44명(74.6%)의 여성은 선행 치료를 마친 후 수술을 했다. 3회의
선행화학치료를 받은 후에 완전한 또는 부분적인 종양의 퇴화를 얻지 못한 환자들은 화학-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첫번째 집단의 환자들(혈장반출술, 화학치료, 알로킨알파로 비특이적 면역치료를
받음) 중 87.1%인 27명은 수술을 받았다. 이 집단의 2명의 환자는 수술 치료를 거절했다,(3번의
화학치료 후 부분적인 종양 퇴행이 이루어짐) 그들은 화학방사선치료를 받았다. (표2)

화학치료의 유도의 시작에서 방사선 수술의 타이밍과 가능성의 시작이 환자의 그룹에서 극명하게
달랐다. 첫번째 그룹의 환자들은 2/3가 넘는 77.5%의 환자들이 1-2회의 선행화학치료를 필요로
했지만, 두번째 그룹은 거의 절반의 경우인 42%의 환자들이 3회의 선행화학치료를 수행했다. 게
다가 화학치료의 횟수는 혈장반출술을 받은 후 유의미하게 낮았다.

5년 생존률은 첫번째 화학요법과 면역조절제 알로킨알파를 받은 환자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혈장반출술을 받은 첫번째 집단의 5년 생존률은83.5% 였으며 그렇지 않은 두번째 집단의
5년 생존률은 50.6%였다.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두번째 그룹의 생존 기간은 40개월로
나타난 반면 첫번째 그룹에선 구할 수 없었다.

결론
혈장반출술은 독소제거, 면역 변화 효과와 같은 생물학적 효과 때문에, 종양에 대한 약으로 가능
성을 지니고 있고 화학 치료의 효과를 증가시켜줄 수 있는 조절제로 사용될 수 있다. 알로킨 알
파로 한 비특이적 면역치료는 국소적으로 발전된 자궁암 환자에게 치료했을 때, 자궁암을 일으키
는 원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병의 발생 이유를 따져봤을때 합당하며, 환자의 면역 체계 전반
에도 영향을 미친다. 제안된 선행화학치료의 변형은 완전하거나 부분적인 종양의 퇴화를 더 짧은
기간 안에 일으켰으며, 수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었고, 암환자의 항암치료의 최종 목
적인 환자들의 생존을 증가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