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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의 완치는 원발성 병소와 주위 림프절의 완전절제로 기대해볼 수 있다.1 그러나 국소진행성위암(Locally 

advanced gastric cancer)의 예후는 불량하며 치료 전략은 나라마다 다르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수술과 수

술 후 보조항암화학방사선요법을 선호하고, 유럽에서는  수술 전, 후 보조항암화학요법이 표준치료이다.2 이

에 반해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근치적 위 절제술과 확대(D2) 림프절 절제술 후 보조항암화학요법이 표준치

료이다.3,4 수술 단독 치료보다 수술 후 보조항암요법이 7% 정도 전체 생존율의 향상을 가져왔으나, 여전히 치

료 효과는 만족스럽지 못하다.5 1989년에 Wilke 등6이 절제불 가능한 국소진행성위암의 치료에 신보강화학

요법(Neoadjuvant chemotherapy)에 대한 치료 효과를 발표한 이후 진행성 위암의 예후를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방법으로 관심이 증대되어 이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이에 본 원고에서는 진행성 위암의 치

료에 있어서 신보강요법의 역할에 관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보고, 특히 소화기내과의의 관점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위암의 치료에 있어서 신보강화학요법이란 수술 이전에 행해지는 항암화학요법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방

사선치료까지 포함하면 신보강요법(Neoadjuvant treatment)로 명명할 수 있다. 지난 20여년간 다양한 연구

들이 행해졌으나, 아직까지 위암의 치료에 있어서 신보강요법의 역할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국소진행성위암에서 수술 전 신보강화학요법의 이론적인 장점과 단점이 있다. 장점으로는 첫째, 신보강화

학요법이 암의 병기를 감소시켜 근치적 절제(R0 resection)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둘째, 전신항암화학요

법을 조기에 시행함으로써 수술 전 발견하지 못한 미세원격 전이를 치료 과정의 초기부터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항암화학요법의 생체 내(in-vivo) 감수성을 평가할 수 있어 수술 후 항암화학요법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넷째, 위암 수술 후 흔히 발생하는 체중 감소 및 여러 위장관 증상으로 수술 후 항암화학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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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지연되거나 아예 투여 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반해 수술 전 신보강화학요법은 환자의 순

응도 면에서 우수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단점으로는 면역기능의 저하와 적절한 치료의 지연 등이 있다. 첫째, 수술이 지연되는 동안 암이 진행

할 위험성이 있다. 그러나 신보강화학요법 동안 암이 진행하는 경우는 매우 불량한 예후를 가진 aggressive 

tumor biology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설혹 수술을 먼저 시행하였더라도 조기 재발 등으로 치료 실패의 가능

성이 매우 높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항암화학요법과 관련된 독성으로 수술 합병증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

다. 셋째, 현재로서는 수술 전 정확한 병기 결정이 어려우므로, 수술 단독으로도 좋은 치료 성적을 기대할 

수 있는 초기 위암 환자가 불필요하게 선행항암화학요법을 받음으로써 불필요한 항암제 독성에 노출될 위험

성이 있다.

국소진행성위암의 치료에 있어서 수술 단독요법에 비교한 신보강화학요법의 효과에 관한 무작위대조시험

(randomized controlled trial)들의 결과는 다양하다. 최근의 두 체계적 종설7,8에서는 정도는 적으나 분명히 

이점이 있다고 제시하였고, Yoshikawa 등9의 phase II 연구에서도 CPT-11과 DDP로 2회 신보강화학요법 

후 3년 생존율이 27%로 높게 나타났다. 그렇지만, 다른 두 분석과 최근의 연구에서는 신보강화학요법과 D2 

절제술이 전체 생존율을 향상시키지 못하였다.10-12 또한 연구의 질이 높은 9개의 무작위대조시험13-21을 메타

분석한 Xu 등의 연구에서도 수술 단독요법에 비해 신보강화학요법은 3년 및 5년 생존율, 재발 혹은 암의 

진행에 의한 사망률 등에서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다(Figure 1).22 Xu 등의 연구에 포함된 9개의 무작위대

조시험은 무작위배정 후 수술할 때 까지의 시간이 길었다는 점, D1 절제술을 시행하였다는 점과 항암제 조

합 및 시행 횟수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신보강화학요법군의 치료 효과가 저조하게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신보강화학요법은 위암의 근치적 절제율을 높일 수 있다. European Organization for Reseach and Treat- 

ment of Cancer Randomized Trial 40954에 의하면 근치적 절제율이 의미있게 증가하였다.21 영국에서 행

해진 MAGIC trial23과 프랑스의 다기관 연구24에서도 수술 전후 항암화학요법이 수술시 T, N 병기의 감소와 

완전절제율을 향상시켰다. Xu 등의 메타 분석에서도 림프절 병기 감소가 뚜렷하였다.22 그렇지만, 이전의 두 

분석에서는 근치적 절제율의 증가와 림프절 병기 감소는 없었다.10,11

신보강화학요법에 반응이 없으면 근치적 절제를 할 수 있는 시기를 늦추게 되고, 항암화학요법에 의한 독



31

KSGC

Fig. 1. (A) 3-year survival, (B) 5-year survival, and (C) overall mortality by NAC and SA procedures, all sho-

wing no significant difference. The relative weight of each study is proportional to the size of the corres-

ponding box in the Forest plot. NAC, neoadjuvant chemotherapy; SA, surgery alone (adapted from ref.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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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수술 후 합병증을 증가시키게 된다.25 Xu 등의 연구에서 신보강화학요법에 대한 전반적인 반응률은 

43.0%였는데 6.25%에서부터 87.5%로 다양하였다. 이렇게 반응률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아마도 항암

요법 후 수술까지의 시간, 항암제의 종류, 항암요법의 횟수 등이 상이하여 초래되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수술 전 신보강화학방사선요법은 주로 식도암, 식도위접합부암 혹은 위분문부암에서 시행되어 왔다. 식도

위접합부선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독일에서 이루어진 다기관 연구인 POET (PreOperative chemotherapy or 

radiochemotherapy in Esophagogastric adenocarcinoma Trial) 연구에서는 신보강화학방사선요법이 생존

율을 향상시켰으나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26 더구나 이 결과가 비분문부 위암 환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지는 불확실하다. 아직까지 비분문부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신보강 화학방사선요법의 무작위대조시험은 

없는 실정이다. Ajani 등은 비분문부 위암 환자에서 신보강 화학방사선요법의 효능에 대한 세 가지 다른 phase 

II 연구에서 완전 반응률은 20-30%를 보였고, 신보강화학방사선요법 후 완전절제(R0 resection)율은 70-78 

%로 양호한 결과를 보였다.27-29 그렇지만 이들 연구에서는 비교 대상군이 없었기 때문에 수술 단독, 신보강

화학요법 혹은 수술 후 보조화학요법 치료법 등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원격전이 없이 절제불 가능한 상태로 진단된 국소진행성 위암은 대한 적절한 치료법은 아직 불명확하다. 

대개 전이성 위암에 준하여 항암화학요법이나 항암화학방사선요법 등을 시행한다. 이러한 치료를 받은 환자

의 일부에서 절제 가능한 상태가 되어 수술을 받게되는 경우도 있다. 여러 방치된 연구들(Uncontrolled stu- 

dies)에서 원격전이 없는 절제불 가능한 위암 환자에서 항암화학요법이나 항암화학방사선요법을 시행 한 후 

약 70% 정도의 환자에서 근치적 절제가 가능하였고, 병리학적 완전관해율도 높게는 30%까지 보고되었다. 그

렇지만 이에 대한 무작위대조시험은 아직 없는 실정이므로 향후 잘 고안된 대규모의 연구가 필요하다.27-32

진행성위암에서 신보강화학요법의 역할에 대한 연구가 새로운 항암제의 도입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

다. S-1과 DDP 혹은 S-1, DDP와 Taxanes 등의 병합요법이 등록되어 임상 시험 중에 있다.33,34 최근에 네

델란드에서도 3상 연구가 시행되고 있다.35 우리나라에서도 신보강화학요법의 역할에 대한 무작위대조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향후 이러한 연구들을 통하여 대상 환자군의 선정, 화학요법 후 수술까지의 시간, 항암제의 

종류, 항암 요법의 횟수 등이 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소진행성위암의 치료 전략은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아서 나라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수술 단독 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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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하여 신보강화학요법이 생존율을 증가시킨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최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Neoadjuvant treatment의 효과에 관해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대상 환자의 엄격한 선정, 

새로운 항암제의 도입, 치료 일정의 변화 등 여러 인자를 고려한 새로운 대규모 연구들이 진행 중에 있으므

로 국소진행성 위암의 치료에 있어서 Neoadjuvant treatment의 역할을 정립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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