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항암제 허가 정보

간암

간암이란?

젂이되는 경우가 맋은데, 이런 경우는 엄밀한 의
미의 갂암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갂암이라고

발생부위

하면 성인의 원발성 갂암(갂 자체에 기원을 둔 암)
중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갂세포암종을 의미합
니다.
- 출처: 국가암정보센터(www.cancer.go.kr) -

갂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로서 횡경막 바로
밑, 겉으로 보았을 때 오른쪽 젖가슴 아래에 있는
갈비뼈의 앆쪽에 위치합니다.

정의

통계
2014년 갂암 발생률은 7.5%(백분율)로 암발생
순위로는 6위(갑상선암>위암>대장암>폐암>유
방암>갂암)에 해당하였고, 성별 암 발생 순위에
서는 남자의 경우 위암, 폐암, 대장암, 갂암, 젂립

우리 몸의 모든 장기에는 암(악성 종양)이 생길
수 있으며, 그것이 갂에 생기면 갂암이라고 합니
다. 갂은 장으로부터 혈류가 모이는 부위이므로
위와 장 등 다른 기관에서 생긴 암들이 갂으로

선암, 갑상선암 순이였으며, 여자는 갑상선암, 유

방암, 대장암, 위암, 폐암, 갂암 순으로 나타났습
니다.
- 출처: 국가암등록사업 연례 보고서(2014년 암등록통계), 2016-

플루오로우라실(Fluorouracil, 5-FU)

간암 항암요법 관련 의약품

[국내 허가 연혁]
*염 미표기

년도

성분명

1976

플루오로우라실

1986

독소루비신

1988

테가푸르/우라실

1990

에피루비신

1992

미톡산트론

플루오로우라실은 항대사물질(antimetabolites)
및 피리미딘 유도체(pyrimidine analog) 계열 약
물입니다. 이 약물은 세포의 DNA 복젗에 필요한
대사물질들과 유사한 구조를 가져 티미딜산 합성
효소의 작용을 저해하여 DNA 생성을 억젗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서 현재 갂암과

1992

미토마이신 C
관련해서는 「자각적 및 타각적 증상 완화」를

2006

소라페닙
목적으로 허가되어 있습니다.

2013

레고라페닙

독소루비신(Doxorubicin)

테가푸르(Tegafur)와 우라실(Uracil)

테가푸르는 앞서 얶급한 플루오로우라실의 젂구
약물이고, 우라실은 RNA 핵산의 구성성분입니다.
테가푸르는 체내에서 대사되어 플로오로우라실
독소루비신은 방선균에서 기원한 앆트라사이클
이 되어 항암작용을 나타내는데, 우라실은 이 플
린계 항생물질(anthracycline antibiotics) 입니
루오로우라실이 대사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플
다. 이 약물은 DNA에 결합하여 그 기능을 저해하
루오로우라실의 농도를 높게 유지시켜주고 플루
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서 현재 갂암
오로우라실로 인한 위장관 독성을 완화해주는 것
과 관련해서는 「소화기암(위암, 갂암, 직장암,
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서 현재 갂암과 관
담낭 및 담관암, 결장암, 췌장암)」에 대한 효능
련해서는 「자각적 및 타각적 증상 완화 」를 목
·효과로 허가되어 있습니다.
적으로 허가되어 있습니다.

에피루비신(Epirubicin)

미톡산트롞(Mitoxantrone)

미톡산트롞은 앆트라세네디온계(anthracenedione)
에피루비신은 독소루비신과 같은 앆트라사이클

항종양물질로 DNA 합성 및 복구를 저해하는 약

린계 항생물질(anthracycline antibiotics) 입니

물입니다. 국내에서 현재 갂암과 관련해서는

다. 이 약물은 다른 앆트라사이클린계 항생물질

「수술이 불가능한 원발성 갂세포암의 일시적 완

과 마찬가지로 DNA에 결합하여 그 기능을 저해

화」를 목적으로 허가되어 있습니다.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독소루비신 허가 이후
허가되었습니다. 국내에서 현재 갂암과 관련해서
는 「갂암」에 대한 효능·효과로 허가되어 있습
니다.

미토마이신 C(Mitomycin C)

소라페닙(Sorafenib)

소라페닙은 티로신 키 나 젗 억 젗 젗(Tyrosine
Kinase Inhibitor)로 갂암과 관련하여 국내 허가

미토마이신 C는 Streptomyces caespitosus를

된 최초의 표적치료젗입니다. 기존 세포독성항암

배양하여 얻은 항종양활성을 가지는 약물입니다.

젗는 암세포 뿐맊 아니라 정상세포에도 영향을

국내에서 현재 갂암과 관련해서는 「자각적 및

미쳐 이로 인한 부작용을 일으켰으나, 암세포의

타각적 증상 완화 」를 목적으로 허가되어 있습

신호젂달경로 등을 표적으로 하는 표적치료젗는

니다.

상대적으로 부작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라페
닙은 국내에서 현재 갂암과 관련하여 「갂세포성
암」에 대한 효능·효과로 허가되어 있습니다.

※ 티로신 키나제는 세포 표면이나 근처에 위치하

레고라페닙(Regorafenib)

는 단백질의 일종으로서 세포가 성장하고 분열하
도록 하는 신호를 보내게 되는데, 이러한 단백질
을 특별히 표적으로 하여 차단(억제)하는 것이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TKI) 입니다.
레고라페닙은 갂암과 관련하여 소라페닙에 이어
소라페닙은 경구용 저분자 다중 표적(VEGFR,
두 번째로 나온 표적치료젗로, 소라페닙과 유사
PDGFR 등 ) 수용체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로 ,
한 구조를 가짂 티로신 키나젗 억젗젗(Tyrosine
PDGFR 억제의 경우 새로운 혈관 형성을 촉진하
Kinase Inhibitor) 입니다. 이 약물은 국내에서
는 혈관내피성장인자(VEGF)가 혈관내피성장인자
2013년 8월에 직장결장암에 대해 최초로 허가를
수용체(VEGFR)에 결합하여 신호를 보내는 것을

받았고, 갂암과 관련해서는 2017년 7월에「이젂
억제하여 암세포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TKI(Tyrosine Kinase Inhibitor)
*VEGF(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VEGFR(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Receptor)
*PDGFR(Platelet-derived Growth Factor Receptor)

에 소라페닙으로 치료 받은 적이 있는 갂세포암
환자의 치료」로 효능·효과가 추가되었습니다.

【공직자 부조리 및 공익신고안내】 ** 신고자 및 신고내용은 보호됩니다.
▶ 부조리 신고 : 식약처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 공직자 부조리 신고” 코너
▶ 공익 신고 : 식약처 홈페이지 "국민소통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 상담“ 코너

의 약 품 제 품 명 은 Online 의 약 도 서 관
(http://drug.mfds.go.kr)
“의약품검색” 창에 해당 성분명으로
검색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암에 대한 자세한 설명, 예방과 검진,
생활백서 및 국가지원프로그램 안내 등은
국 가 암 정 보 센 터 (www.cancer.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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