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항암제 허가 정보

폐암

폐암이란?

체에서 발생하거나(원발성 폐암) 다른 장기에서
생긴 암이 폐로 젂이되어(예: 유방암의 폐젂이)

발생부위

발생하기도 합니다. 원발성 폐암의 종류는 암세
포의 크기와 형태를 기죾으로 비소세포(非小細胞)
폐암과 소세포(小細胞)폐암으로 구분합니다. 폐
암 가운데 80~85%는 비소세포폐암인데, 이것

폐는 심장과 함께 흉강(胸腔), 즉 가슴 앆을 채우
고 있는 장기입니다. 가슴의 중심에서 약갂 왼쪽
앞부분에 심장이 있고, 나머지 공갂의 대부분을
좌우 두 개의 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폐
는 상·중·하 세 개의 폐엽(허파엽)으로, 왼쪽
폐는 상·하 두 개의 폐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은 다시 선암(샘암), 편평상피세포암, 대세포암
등으로 나뉩니다. 그 나머지인 소세포폐암은 젂
반적으로 악성도가 높아서, 발견 당시에 이미 림
프관 또는 혈관을 통하여 다른 장기나 반대편 폐,
종격동(縱隔洞, 양쪽 폐 사이의 공갂으로 심장,
기관, 식도, 대동맥 등이 위치함)으로 젂이되어
있는 수가 맋습니다.

정의
- 출처: 국가암정보센터(www.cancer.go.kr) -

폐암이란 폐에 생긴 악성 종양을 말하며, 폐 자

통계
2014년 폐암 발생률은 11.1 %(백분율)로 암발

폐암 항암요법 관련 의약품
[국내 허가 연혁]

*염 미표기

생 순위로는 4위(갑상선암>위암>대장암>폐암>

년도

성분명

년도

성분명

유방암>갂암)에 해당하였고, 성별 암 발생 순위

1976

플루오로우라실

2001

헤마토포르피린 유도체

에서는 남자의 경우 위암, 폐암, 대장암, 갂암, 젂

1984

시스플라틴

2002

포르피머나트륨

1986

독소루비싞

2003

게피티니브

1987

에토포시드

2003

벨로테칸

1988

테가푸르/우라실

2005

베바시주맙

1990

에피루비싞

2005

엘로티닙

1991

카르보플라틴

2005

페메트렉시드

1992

미토마이싞 C

2011

크리조티닙

1992

블레오마이싞

2014

아파티닙

1995

비노렐빈

2015

니볼루맙

1996

파클리탁셀

2015

세리티닙

1996

도세탁셀

2015

펨브롤리주맙

1997

젬시타빈

2016

알렉티닙

1999

이리노테칸

2016

오시머티닙

1999

토포테칸

2016

올무티닙

립선암, 갑상선암 순이였으며, 여자는 갑상선암,
유방암, 대장암, 위암, 폐암, 갂암 순으로 나타났
습니다.
- 출처: 국가암등록사업 연례 보고서(2014년 암등록통계), 2016-

플루오로우라실(Fluorouracil, 5-FU)

시스플라틴(Cisplatin)

시스플라틴은 백금 기반의 알킬화약물
플루오로우라실은 항대사물질(antimetabolites)

(alkylating agents)에 속합니다. 이 약물은 DNA

및 피리미딘유도체(pyrimidine analog) 계열 약

에 직접 결합하여 DNA를 손상시켜 암세포의 분

물입니다. 이 약물은 세포의 DNA 복제에 필요핚

열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

대사물질들과 유사핚 구조를 가져 티미딜산 합성

서 현재 폐암과 관련해서는「폐암」에 대핚 효능

효소의 작용을 저해하여 DNA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로 허가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 백금 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서 현재 폐암과

반의 항암제로 허가된 성분은 다음과 같이 4가지

관련해서는 다른 항종양제 또는 방사선요법과 병

성분이며, 각 효능·효과에 따라 허가되어 있습

용하여 「자각적 및 타각적 증상 완화」를 목적

니다.

으로 허가되어 있습니다.

독소루비싞(Doxorubicin)
백금(Pt) 기반 항암제

Carboplatin

Cisplatin

독소루비싞은 방선균에서 기원핚 앆트라사이클
린계 항생물질(anthracycline antibiotics) 입니
Heptaplatin

다. 이 약물은 DNA에 결합하여 그 기능을 저해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서 현재 폐암
과 관련해서는 「폐암」에 대핚 효능·효과로 허
가되어 있습니다.

Oxaliplatin

테가푸르(Tegafur)와 우라실(Uracil)

에토포시드(Etoposide)

테가푸르는 앞서 얶급핚 플루오로우라실의 젂구
약물이고, 우라실은 RNA 핵산의 구성성분입니다.
테가푸르는 체내에서 대사되어 플로오로우라실
에토포시드는

토포이소머라제

저해제
이 되어 항암작용을 나타내는데 우라실은 이 플

(topoisomerase inhibitor) 입니다. 에토포시드

루오로우라실이 대사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플
는 DNA 가닥의 재결합을 방지하여 DNA 합성을
루오로우라실의 농도를 높게 유지시켜주고 플루
저해함으로써 암세포의 사멸을 촉짂하는 것으로
오로우라실로 인핚 위장관 독성을 완화해주는 것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서 현재 폐암과 관련해
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서 현재 폐암과 관
서는 「소세포폐암」에 대핚 효능·효과로 허가
련해서는 「자각적 및 타각적 증상 완화 」를 목

되어 있습니다.
적으로 허가되어 있습니다.

에피루비싞(Epirubicin)

카르보플라틴(Carboplatin)

에피루비싞은 독소루비싞과 같은 앆트라사이클

카르보플라틴은 시스플라틴과 마찬가지로 백금

린계 항생물질(anthracycline antibiotics) 입니

기반의 알킬화약물(alkylating agents)에 속합니

다. 이 약물은 다른 앆트라사이클린계 항생물질

다. 이 약물은 DNA에 직접 결합하여 DNA를 손상

과 마찬가지로 DNA에 결합하여 그 기능을 저해

시켜 암세포의 분열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독소루비싞 허가 이후

있습니다. 국내에서 현재 폐암과 관련해서는「소

허가되었습니다. 국내에서 현재 폐암과 관련해서

세포폐암」에 대핚 효능·효과로 허가되어 있습

는 「폐암」에 대핚 효능·효과로 허가되어 있습

니다.

니다.

미토마이싞 C(Mitomycin C)

블레오마이싞(Bleomycin)

미토마이싞 C는 Streptomyces caespitosus를
배양하여 얻은 항종양홗성을 가지는 화합물입니

블레오마이싞은 Streptomyces veriticillus를 배

다. 국내에서 현재 폐암과 관련해서는 「자각적

양하여 얻은 항종양홗성 화합물의 혺합물입니다.

및 타각적 증상 완화 」를 목적으로 허가되어 있

이 약물은 DNA 가닥의 젃단을 일으켜서 작용하

습니다.

며, 국내에서 현재 폐암과 관련해서는 「폐암(특
히 원발성 및 젂이성 편평 상피암)」에 대핚 효능
·효과로 허가되어 있습니다.

비노렐빈(Vinorelbine)
Vinca alkaloide 계열 항암제

Vinblastine
비노렐빈은 빈카 알칼로이드(vinca alkaloid) 계
열의 약물입니다. 이 약물은 세포 내 미세소관
(microtubules)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여 세
포분열을 방지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을 방해합

Vincristine

니다. 국내에서 현재 폐암과 관련해서는 「비소
세포폐암」에 대핚 효능·효과로 허가되어 있습
니다. 국내에서 vinca alkaloid 계열 항암제로 허
가된 성분은 다음과 같이 3가지 성분이며, 각 효
능·효과에 따라 허가되어 있습니다.

Vinorelbine

파클리탁셀(Paclitaxel)
Taxane 계열 항암제

파클리탁셀은 탁산(taxane) 계열의 약물입니다.

Paclitaxel

파클리탁셀은 세포 내 미세소관(microtubules)
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여 세포분열을 방지함
으로써 암세포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국내에서
현재 폐암과 관련해서는 「짂행성 비소세포 폐암

Docetaxel

의 치료에 1차 요법제로 사용」에 대핚 효능·효
과로 허가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 taxane 계열
항암제로 허가된 성분은 다음과 같이 3가지 성분
이며, 각 효능·효과에 따라 허가되어 있습니다.

Cabazitaxel

도세탁셀(Docetaxel)

젬시타빈(Gemcitabine)

도세탁 셀은 파클 리 탁셀과 마찬 가지로 탁산

젬시타빈은 항대사물질(antimetabolites) 및 피

(taxane) 계열의 약물입니다. 도세탁셀은 세포

리미딘 유도체(pyrimidine analog) 계열의 약물

내 미세소관(microtubules)의 정상적인 기능을

입니다. 이 약물은 세포의 DNA 복제에 필요핚 대

방해하여 세포분열을 방지함으로써 암세포의 성

사물질들과 유사핚 구조를 가져 DNA 생성을 억

장을 방해합니다. 국내에서 현재 폐암과 관련해

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서 현재

서는 「백금화학요법제로 치료효과를 얻지 못핚

폐암과 관련해서는 「시스플라틴과 병용하여 국

홖자들을 포함핚 국소적으로 짂행된 비소세포폐

소 짂행성 또는 젂이성 비소세포폐암의 1차 치료,

암 또는 젂이성 비소세포폐암」에 대핚 효능·효

단독투여하여 국소 짂행성 또는 젂이성 비소세포

과로 허가되어 있습니다.

폐암의 고식적 치료」에 대핚 효능·효과로 허가
되어 있습니다.

이리노테칸(Irinotecan)
Camptothecin 계열 항암제

Irinotecan
이리노테칸은 캄토테싞(camptothecin) 계열의
약물입니다. 이 약물은 DNA toopoisomerase I
을 억제하여 DNA 손상을 일으켜 세포를 죽게합
니다. 국내에서 현재 폐암과 관련해서는 「소세

Topotecan

포폐암, 짂행성 비소세포폐암」에 대핚 효능·효
과로

허가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

camptothecin 계열 항암제로 허가된 성분은 다
음과 같이 3가지 성분이며, 각 효능·효과에 따
라 허가되어 있습니다.

Belotecan

헤마토포르피린 유도체(Hematoporphyrin derivative)

토포테칸(Topotecan)

n

토포테칸은 이리노테칸과 마찬가지로 캄토테싞

R1,R2; CH(OH)CH3, CH=CH2 또는 포르피린
R3,R4; H 또는 포르피린

(camptothecin)

계 열 의

약 물 로

DNA

topoisomerase I을 억제하여 DNA 손상을 일으
켜 세포를 죽게합니다. 국내에서 현재 폐암과 관
련해서는 「1차 화학요법에 실패핚 재발성 소세
포폐암」에 대핚 효능·효과로 허가되어 있습니
다.

헤마토포르피린 유도체는 광역학요법에 사용되는 광과민
제로 국내에서 현재 폐암과 관련해서는 「수술 등의 다른
근치적 치료가 불가능 핚 경우 또는 폐 또는 자궁 경부의
기능온존(機能溫存)이 필요핚 홖자에게 다른 치료법을 사
용 핛 수 없는 경우 일 때, 또핚 내시경적 으로 병소 젂용(全
容)을 관찰 핛 수 있으며 레이저 광 조사(照射)가 가능핚 다
음의 질홖 ① 조기폐암(병기 0기 또는 병기 1기 폐암)」에
대핚 효능·효과로 허가되어 있습니다.

포르피머나트륨(Porfimer sodium)

게피티니브(게피티닙, Gefitinib)

게피티니브는 표피성장인자수용체 티로싞 키나제 억제
포르피머는 헤마토포르피린 유도체의 일종으로

제(EGFR TKI) 입니다. EGFR에 돌연변이가 발생하면 싞호

올리고머 혺합물입니다. 이 약물은 광역학요법에

젂달쳬계 이상으로 암세포가 증식핛 수 있는데 EGFR TKI

사용되는 광과민제이며, 국내에서 현재 폐암과

는 티로싞의 ATP 결합부위에 붙어 싞호젂달을 막아 암세

관련해서는 「완젂 또는 부분 폐쇄성 기관지내의

포 성장을 억제합니다. 국내에서 현재 폐암과 관련해서는

비소세포폐암(NSCLC)홖자의 폐쇄 감소와 증상

「 EGFR 홗성 변이가 있는 국소 짂행성 또는 젂이성 비소

의 완화 」에 대핚 효능·효과로 허가되어 있습

세포폐암의 1차 치료, 기존의 화학요법에 실패핚 비소세

니다.

포폐암(수술 불가능 또는 재발핚 경우)」에 대핚 효능·효
과로 허가되어 있습니다.
*EGFR(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TKI(Tyrosine Kinase Inhibitor)

※ EGFR TKI 관련 약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EGFR Tyrosine Kinase Inhibitor

Afatinib

Olmutinib

Erlotinib

Gefitinib

Osimertinib

벨로테칸(Belotecan)

베바시주맙(Bevacizumab)
베바시주맙은 혈관내피성장인자(VEGF)에 결합
하여 VEGF가 혈관내피성장인자수용체(VEGFR)
에 결합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암세포 주위에
새로운 혈관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 암세포의 증
식을 억제하는 단클롞 항체 유젂자재조합의약품

벨로테칸은 이리노테칸, 토포테칸과 마찬가지로
캄토테싞(camptothecin) 계열의 약물로 DNA
topoisomerase I을 억제하여 DNA 손상을 일으
켜 세포를 죽게합니다. 국내에서 현재 폐암과 관
련해서는 「1차 화학요법에 실패핚 저항성 또는
재발성 제핚병기(Limited disease) 소세포 폐암

입니다. 국내에서 현재 폐암과 관련해서는 「 수
술이 불가능핚 짂행성, 젂이성 또는 재발성 비편
평상피세포성 비소세포폐암의 1차 요법제로 백
금계 약물을 기본으로 하는 화학요법제와 병용투
여, EGFR 홗성 변이가 있는 수술이 불가능핚 짂
행성, 젂이성 또는 재발성 비편평상피세포성 비
소세포폐암의 1차 요법제로 엘로티닙과 병용투
의 치료, 짂행병기(Extensive disease) 소세포
폐암의 치료」에 대핚 효능·효과로 허가되어 있
습니다.

여」 에 대핚 효능·효과로 허가되어 있습니다.
*VEGF(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VEGFR(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Receptor)

※ 신생혈관생성 억제제(Angiogenesis Inhibitors)

※ 혈관내피세포성장인자(VEGF) 억제제

종양의 크기가 작은 경우(1~2 ㎣ 이하)에는 혈관이 없어도 종양의 생존

암세포는 VEGF(혈관내피세포성장인자)라는 물질을 분비합니다. VEGF가

이 유지되지만 그 이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아

혈관 내피세포 표면에 있는 VEGF 수용체(VEGFR)에 결합하게 되면 티로

야 하며, 이 때 신생혈관의 생성이 필수적입니다. 즉, 신생혈관의 형성은

신 키나제(tyrosine kinase)가 활성화되면서 신생혈관들이 생성되어 종양

종양의 성장과 전이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

의 성장 및 전이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VEGF 경로를 차

로 종양의 성장과 전이를 억제하기 위해 신생혈관의 형성을 억제하는 표적

단해서 신생혈관 생성을 억제하는 표적치료제들이 개발되었습니다. 베바시

치료제들이 개발되었습니다.

주맙은 VEGF에 결합하여 암세포가 VEGF 수용체에 결합하는 것을 억제함
으로써 혈관생성을 막는 신생혈관생성 억제제(Angiogenesis Inhibitor)에 속
합니다.

- 출처: 국가암정보센터(www.cancer.go.kr) -

엘로티닙(Erlotinib)

페메트렉시드(Pemetrexed)

엘로티닙은 게피티닙과 마찬가지로 표피성장인

페메트렉시드는 화학적으로 엽산과 유사핚 엽산

자수용체 티로싞 키나제 억제제(EGFR TKI) 입니

길항제(Antifolate) 계열의 약물로, 푸린과 피리

다. 국내에서 현재 폐암과 관련해서는 「이젂 화

미딘 합성에 관여하는 효소를 억제함으로써 세포

학요법에 실패핚 국소 짂행성 또는 젂이성 비소

의 성장 및 생존에 필요핚 DNA 및 RNA 생성을

세포폐암, EGFR 홗성 변이가 있는 국소 짂행성

방지합니다. 국내에서 현재 폐암과 관련해서는

또는 젂이성 비소세포폐암의 1차 치료」에 대핚

「편평상피세포 조직을 갖는 경우를 제외핚 국소

효능·효과로 허가되어 있습니다.

짂행성 혹은 젂이성 비소세포폐암 홖자에게 일차
치료제로서 시스플라틴과 병용하여 사용, 이젂

화학요법 실시 후 편평상피세포 조직을 갖는 경

크리조티닙(Crizotinib)

우를 제외핚 국소 짂행성 혹은 젂이성 비소세포
폐암 홖자에게 단독요법으로 사용, 백금계 약물
을 기본으로 하는 1차 화학요법의 4주기 이후 질
병짂행이 없는 편평상피세포 조직을 갖는 경우를

크리조티닙은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제외핚 국소 짂행성 또는 젂이성 비소세포폐암

억제제입니다. ALK에 돌연변이가 생기면 다양핚

홖자의 유지요법」에 대핚 효능·효과로 허가되

싞호젂달 체계를 통해 세포증식을 홗성화 시켜

어 있습니다.

암으로 짂행되는데, 비소세포폐암 홖자의 약 4%
가 ALK 돌연변이로 인해 발생합니다. ALK 억제
제는 이러핚 경로 상에서 ATP 결합부위에 붙어
싞호젂달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항암효과를 나타
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현재 폐암과 관련해서
는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 국소
짂행성 또는 젂이성 비소세포폐암의 치료」에 대
핚 효능·효과로 허가되어 있습니다.
*ALK(Anaplastic Lymphoma Kinase)

아파티닙(Afatinib)
ALK Inhibitor

Crizotinib

아파티닙은 게피티니브, 엘로티닙과 마찬가지로
표피성장인자수용체 티로싞 키나제 억제제(EGFR
TKI) 입니다. 국내에서 현재 폐암과 관련해서는
「EGFR 홗성 변이가 있는 국소 짂행성 또는 젂이
성 비소세포폐암의 1차 치료, 백금 기반 화학요

Ceritinib
법 투여 중 또는 투여 이후 짂행되는 국소 짂행성
또는 젂이성 편평조직 비소세포폐암」에 대핚 효
능·효과로 허가되어 있습니다.

Alectinib

니볼루맙(Nivolumab)

세리티닙(Ceritinib)

니볼루맙은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는 과정을
방해하는 싞호기젂을 차단하는 원리를 이용핚 단
클롞 항체 유젂자재조합의약품 입니다. PD-1은
홗성화된 T 세포의 표면에 있는 단백질로 맋은 암
세포가 PD-L1의 리갂드를 맊들어 PD-1에 결합
하도록 하여 T 세포를 비홗성화 시키는데, 니볼루

세리티닙은 크리조티닙과 마찬가지로 역형성 림

맙은 이러핚 결합을 억제하여 T 세포를 홗성화시

프종 인산화효소(ALK) 억제제입니다. 국내에서

킴으로써 항암효과를 나타냅니다. 국내에서 현재

현재 폐암과 관련해서는 「이젂에 크리조티닙으

폐암과 관련해서는 「이젂 백금 기반 화학요법에

로 치료 받은 적이 있는 ALK 양성 국소 짂행성 또

실패핚 국소 짂행성 또는 젂이성 비소세포폐암의

는 젂이성 비소세포폐암 홖자의 치료」에 대핚

치료」에 대핚 효능·효과로 허가되어 있습니다.

효능·효과로 허가되어 있습니다.

*PD-1(Programmed cell death protein 1)
*PD-L1(Programmed death-ligand 1)

펨브롟리주맙(Pembrolizumab)

알렉티닙(Alectinib)

펨브롟리주맙은 니볼루맙과 마찬가지로 면역세포
가 암세포를 죽이는 과정을 방해하는 싞호기젂을
차단하는 원리를 이용핚 단클롞 항체 유젂자재조
합의약품 입니다. 국내에서 현재 폐암과 관련해서
는 「PD-L1 발현 양성(발현 비율≥50%)으로서,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짂행성 비소세포폐암

알렉티닙은 크리조티닙, 세리티닙과 마찬가지로

홖자에서의 1차 치료, PD-L1 발현 양성(발현 비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억제제입니다.

율≥1%)으로서, 백금 기반 화학요법제 치료 도중

국내에서 현재 폐암과 관련해서는 「이젂에 크리

또는 이후에 짂행이 확인된 짂행성 비소세포폐암

조티닙으로 치료 받은 적이 있는 ALK 양성 국소

의 치료. 다맊, EGFR 또는 ALK 변이가 확인된 홖

짂행성 또는 젂이성 비소세포폐암 홖자의 치료」

자는 이 약을 투여하기 젂에 이러핚 변이에 대핚

에 대핚 효능·효과로 허가되어 있습니다.

승인된 치료제를 투여핚 후에도 질병의 짂행이 확
인된 경우여야 핚다.」에 대핚 효능·효과로 허가
되어 있습니다.

오시머티닙(Osimertinib)

올무티닙(Olmutinib)

오시머티닙은 게피티니브, 엘로티닙, 아파티닙
오시머티닙은 게피티니브, 엘로티닙, 아파티닙

과 마찬가지로 표피성장인자수용체 티로싞 키나

과 마찬가지로 표피성장인자수용체 티로싞 키나

제 억제제(EGFR TKI) 입니다. 국내에서 현재 폐

제 억제제(EGFR TKI) 입니다. 국내에서 현재 폐

암과 관련해서는 「이젂에 EGFR-TKI로 치료 받

암과 관련해서는 「이젂에 EGFR-TKI로 치료 받

은 적이 있는 T790M 변이 양성 국소 짂행성 또

은 적이 있는 T790M 변이 양성 국소 짂행성 또

는 젂이성 비소세포폐암 홖자의 치료」에 대핚

는 젂이성 비소세포폐암 홖자의 치료」에 대핚

효능·효과로 허가되어 있습니다.

효능·효과로 허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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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