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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 for Solving Practical Problems in Chemotherapy; Case Simulation
- Gastric Cancer -

제주한라병원 소화기내과

윤      영      훈

서   론

암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악성종양으로서 체 암 발생의 20%를 차지한다. 우리나라의 

암 연령-보정 발생률은 남자에서 10만 명당 70명으로 일본과 비슷하며, 사망률은 10만 명당 43명으로 암으

로 인한 사망 원인  2 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막층이나 막하층에 국한된 조기 암의 비 이 늘어나

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경우 진행성 암(advanced gastric cancer)으로 진단되고 있고, 30～40%는 제가 불가

능한 국소 진행형, 는 이성으로 발견되며, 이러한 경우 앙생존기간 6～10개월, 5년 생존률 10% 내외로 

알려져 있다.1 조기 암의 경우에는 5년 생존률이 90%정 도이지만, 이를 제외하면 나머지 제 가능한 암의 

경우도 5년 생존률이 40% 정도 밖에 안되며, 한 근치  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30～80%가 재발로 인하

여 사망하게 된다.2 재 암의 궁극  치료는 외과 인 근치  제이지만, 암은 다른 소화기암에 비해 항

암제에 한 반응률이 상 으로 높고, 비교  여러 항암제에 넓게 반응을 보이며, 최근 개발된 항암제들에 의

해 생존률이 향상이 보고되는 만큼, 항암제 치료의 역 확 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암이기도 하다. 암의 

항암치료는 첫째 진행성, 재발성, 제 불가능한 암에서의 고식  항암요법(palliative chemotherapy), 둘째 근치

 제 후 재발까지의 기간을 연장시키기 한 보조  항암요법(adjuvant chemotherapy), 셋째 국소침윤된 

암에서 근치  제율을 높이기 해 수술 에 시행하는 선행항암요법(neoadjuvant chemotherapy)으로 나  

수 있으며, 본 강좌에서는 보조  항암요법 증례와 고식  항암요법 증례 각 1 의 치료 과정을 통해, 임상

에서 항암치료를 시행하면서 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CASE 1.
50세 여자

진행성 위암으로 외과에서 근치적 수술 시행(RTG and EJstomy with D2 dissection)

Stage II (T2N1)

- adenocarcinoma, poorly differentiated

- LN 4/37

- Lymphovascular invasion (-)

- ECOG 0

- LAB상 특이소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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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 1] 이 환자에서(stage II) 수술 후 보조 항암요법이 필요한가?

수술 후 보조화학요법이란 수술 으로 모든 육안  종양을 제거하고 난 후, 혹시 있을지 모르는 미세잔존 

질환을 제거하기 한 화학요법으로 수술 후 재발 가능성이 비교  높은 2～3기 환자가 상이 된다. 이론

으로 수술로 인하여 암세포가 제거되면 cell-kill kinetics상 약물학  장 이 있다는 의견이 있고,3 실험 으로도 

종양의 근치  제거 후 항암제에 한 암세포의 민도가 증가됨이 증명된 바 있다.4 암의 보조  항암치료

에 해 1960년 부터 1990년 까지 여러 임상 연구가 시행되어 왔지만, 서양에서 이루어진 부분의 연구에

서는 조군에 비하여 뚜렷한 생존률의 증가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5,6 몇몇 meta 분석에서만 보조항

암요법이 암환자의 생존률 증가에 향을 미친다고 제시되었었다.7-9 반면 일본에서의 보고는 상 환자의 

규모는 비교  작았지만, 서구의 결과와 달리 보조 화학요법이 효과가 있다는 견해가 우세하 다.10-12 이러한 

차이의 이유는 임상시험 디자인상의 문제 , 암의 수술기법에 한 동서양의 차이, 환자수 산정에 따른 통

계  power의 부족, 상 환자 선정의 불균질성, 약제선정의 문제 등이 원인일 것으로 생각된다.
1990년  후반 이후에는 몇몇 규모 무작 배정- 조군-다기  임상 연구를 통해 근치  수술이 이루어

진 암 환자에서 보조요법을 시행하는 것이 생존률을 증가시킨다는 것이 증명되었는데, 자주 인용되어지고 

있는 몇몇 무작  조군 다기  임상 연구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1) MAGIC (Medical Research Council Adjuvant Gastric Infusional Chemotherapy) Trial

국에서 이루어진 연구로서 503명의 수술이 가능할 것으로 단되는 암 환자를 무작  배정을 통해 수

술 , 후 항암 치료군과 수술 단독치료 군으로 나 었으며, 수술   수술 후 각각 3 cycle의 복합 항암요법

(Epirubicin, Cisplatin, Infusional 5-FU; ECF)을 시행한 치료군에서 수술만 단독으로 시행한 조군에 비해 근치

 수술이 가능한 경우가 많았고(79% vs 70%), 4년의 추  찰 결과 치료군의 무병생존률(HR 0.66)  체 

생존률(HR 0.75)이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았음을 보고하 다. D2 dissection은 68%의 환자에서만 이루어 졌

고, 수술 , 후의 항암치료의 독성으로 인해 항암치료를 계획 로 마친 환자가 42%에 불과했다는 문제 을 

가지고 있으며, 선행항암요법의 당 성에 한 논란이 있는 상태이다.13

2) Intergroup tial 0116 (SWOG9008/INT 0116)

미국에서 이루어진 규모 3상 다기  연구로 2006년 보고되었다. stage Ib에서 stage IV의 암 환자 556명
을 상으로 수술 후 blous 5-FU/leucovorin과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여 항암방사선 보조요법을 시행한 군과 수술

만 시행한 군을 비교하 다. 항암요법은 4주 간격으로 5-Fluorouracil 425 mg/m2/day와 Leucovorin 20 mg/m2/day를 

5일간 정맥 주사하 고, 1차 항암치료 후에는 동시 항암방사선 치료를 시행하 으며, 1개월의 휴식 후 다시 

2주기의 항암요법을 시행하 다. 동시 항암방사선 요법은 방사선치료 첫 4일  마지막 3일간 bolus 5-FU 
400 mg/m2/day와 Leucovorin 20 mg/m2/day을 병용하면서 총 45Gy의 방사선을 25회로 나 어 조사하 다. 이 

연구의 결과에서 Hazard ratio 1.52 (95% CI, 1.23～1.86: p＜0.001)로 수술 후 보조  항암-방사선요법을 시행

한 군에서 수술만 시행한 군에 비하여 무병생존기간의 연장과 체 생존률의 증가가 있었다고 보고하 다.14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근치  수술을 시행받은 암 환자에서 보조  항암-방사선요법이 표 치료로 받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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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 연구의 문제 은 체 상 환자 에서 D2 dissection이 시행된 경우가 10%에 불과

하 다는데 있다. 이러한 불완  림  제로 인해 국소 재발의 빈도가 local 29%, regional 72 %로 높게 보

고되었고, 이 임상 연구에서의 방사선 치료의 정  효과는 부 한 수술로 인한 실패를 보완하는 수 인 

것으로 비  받고 있으며, 아직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와 유럽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한 방사선

치료의 일 성 문제에 한 비 도 있는데, 방사선 치료는 외과 의사의 수술 능력처럼 경험이 많은 종양방사

선과 문의에 의하여 계획되어야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같은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세계

으로 부분의 치료 환자에서 비슷한 치료 효과의 상승을 기 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수술 후

의 항암방사선 요법이 생존률의 향상을 보인 것과 국소 재발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항암-방사선 보조요법이 생존률에 미치는 향을 병기별로 나 어 분석하지는 않았다.
동일한 수술 후 항암방사선요법을 시행하여 생존률 증가를 보고한 국내 연구들도 있지만, 후향  연구로 

인해 selection bias를 가지고 있다는 비 을 피할 수 없다.15,16

3) ACTS-GC trial

일본에서 규모로 시행된 다기  무작 배정- 조군 임상시험으로서 근치  암 제술을 받은 2기  3
기 암 환자 1,059명을 상으로 하 고, 모든 환자에서 extended D2 dissection이 시행되었다. 무작 배정을 통

해 수술 후 6주부터 경구 5-FU계 항암제인 S-1을 12개월 동안 복용한 치료군과(529명) 수술만을 단독으로 시행

한 조군으로(530명) 나 었고, S-1의 복용은 80 mg/m2/day을 4주간 복용하고, 2주간 휴약하는 용법을 6주 주기

로 반복하는 방법으로 시행되었다. 이 연구는 원래 5년의 추  찰이 계획되었으나, interim analysis에서 치료

군의 생존률이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이 확인되어 3년 만에 단되었으며, 분석 결과 3년 체 생존률이 S- 
1 치료군에서 80.1%, 조군에서 70.1%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고, S-1 치료군의 사망에 한 Hazard 
ratio는 0.68이었다(95% CI, 0.52～0.87; p=0.003).17 이 연구에서 이루어진 subgroup 분석의 결과를 보면 3기 뿐만 

아니라, 2기 암에서도 수술 후 보조항암요법이 생존을 증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와 같은 결과로 볼 때, 3기 이상 암 환자에 한 근치  수술 후의 보조 항암요법 시행에는 이견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2기 암 환자에서의 항암요법에 해서는 기 에 따라 많은 의견 차이가 있다. 서 등

은 2기 암 환자에서 수술 후 보조 항암요법이 생존률 향상에 효과가 없음을 보고하기도 하 지만,18 2기 

암 환자의 약 30%가 국소  재발이나 원격 이로 사망한다는 을 고려하면19 2기 암 역시 수술 후 보

조요법이 필요할 가능성이 많다. 우리나라에서 암을 치료하는 의사들을 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2기 

암환자에 해 63%가 보조항암요법을 시행한다고 응답하 듯이20 다수의 기 에서 2기 암에 해 수술 후 

보조항암요법을 시행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에서 언 한 일본에서의 S-1 임상 연구의 subgroup analysis
에서도 2기 암에 한 수술 후 보조항암요법이 생존률 증가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17 후향  

연구이기는 하지만 2기 암 환자에 한 수술 후 보조 항암방사선 요법이 생존률을 증가시킨다는 국내 보

고도 있었다.16 따라서 2기 암에서 보조항암요법이 필요한가에 한 결론을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많
은 기 에서 2기 암에 한 보조항암요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우리나라에서의 규모 향  무작

배정- 조군 임상시험이 시 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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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 Clinical trials of Adjuvant chemotherapy in gastric cancer

Author, year Country N Chemotherapy HR for survival (95% CI)

Non-anthracycline-containing polychemotherapy

Huguier M; 1980 France  53 5-FU, VBL, CTX No significant survival difference

Schlag P; 1982 Germany  98 5-FU, BCNU 0.66(0.31～1.41)

Douglass H; 1982 USA 142 5-FU, MeCCNU 0.58(0.35～0.95)*

Ochiai T; 1983 Japan  59 MMC, 5-FU, Ara-C 1.08(0.5～2.31)

Higgins G; 1983 USA 134 5-Fu, MeCCNU 0.94(0.58～1.53

Engstrom P; 1985 USA 180 5-FU, MeCCNU 0.94(0.58～1.53)

Jakesz R; 1988 Austria  87 Ara-C, MMC, 5-FU 0.65(0.38～1.13)

Bonfanti G; 1988 Italy 144 5-FU, MeCCNU 0.97(0.61～1.55)

Allum W; 1989 UK 271 MMC, 5-FU 0.99(0.73～1.36)

Allum W; 1989 UK 270 CTX, 5-FU, VCR, MTX• then MMC, 5-FU 1.01(0.74～1.38)

Nakajima T; 1999 Japan 573 MMC, 5-FU, UFT 0.74(0.5～1.09)

Cirera L; 1999 Spain 148 MMC, Ftorafur 0.60(0.39～0.93)*

Nashimoto A; 2003 Japan 252 MMC, 5-FU, Ara-C No significant survival difference

Anthracycline-containing polychemotherapy

Coombes R; 1990 UK 281 5-FU, DOX, MMC 0.89(0.66 to 1.21)

Krook J; 1991 USA 125 5-FU,DOX 0.97(0.62～1.51)

Hallissey M; 1994 UK 283 5-FU, DOX, MMC 0.95(0.74～1.22)

Macdonald J; 1995 USA 193 5-FU, DOX, MMC 0.91(0.65～1.28)

Lise M; 1995 Italy 294 5-FU, DOX, MMC 0.86 (0.64～1.14)

Tsavaris N; 1996 Greece  84 5-FU, EPI,MMC 0.76(0.31～1.87)

Neri B; 1996 Italy 103 5-FU/LV/EPI 0.46(0.27～0.77)*

Di Costanzo F; 2003 Italy 258 PELF 0.91(0.64 to 1.28)

Bouche O; 2005 France 260 Infusional 5-FU/CIS 0.74(0.54 to 1.02)

Nitti D; 2006 EORTC 206 5-FU/DOX/MTX 0.89(0.51 to 1.31)

Nitti D; 2006 ICCG 191 5-FU/EPI/MTX 1.05(0.69 to 1.41)

De Vita F; 2007 GOIM 228 5-FU/LV/EPI/ETOP 0.91(0.69～1.21)

Oral 5-FU monotherapy

Nakajima T; 2007 Japan 190 UFT (uracil–tegafur) 0.48 

Sakuramoto S; 2007 Japan 1,059 S-1 (tegafur, gimeracil, oteracil) 0.68(0.52 to 0.87)*

MMC: mitomycin C; 5-FU: 5-fluorouracil; VBL: vinblastine; CTX: cyclophosphamide; Ara C: cytarabine; VCR: vincristine; MTX:
methotrexate; UFT: ftorafur and uracil; DOX: doxorubicin; EPI: epirubicin; LV: leucovorin; CIS: cisplatin; PELF: cisplatin, 
epirubicin, leucovorin, 5-FU; ETOP: etoposide; EORTC: European Organization for Research and Treatment of Cancer; ICCG:
International Collaborative Cancer Group; GOIM: Grupopa Oncologico dell" Italia Meridionale.*Statistically significant values 
for survival.
•Induction chemotherapy with five days of CTX, 5-FU, VCR, and MTX, followed by MMC and 5-FU..

[토의 2] 이 환자에서 적절한 보조 항암요법은?(적절한 약제는?)

암에 한 수술 후 보조항암요법에 해 시행된 많은 향  무작  연구들이 있었으며, 다양한 regimen
에 해 다양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Table 1).



제 5회 대한소화기항암학회 학술대회 2008

59

대한소화기항암학회

보조화학요법은 수술 후 신상태가 취약한 상황에서 투여되며 상당수의 환자는 이미 완치의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시행된다는 에서, 효과가 명백히 입증되었고 부작용으로 환자가 사망할 확률이 가장 낮은 

항암요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Anthracycline을 포함하는 병용요법과 mitomycin을 포함하는 병용요법은 항암제의 독성 때문에 최근에는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경향이다. 미국의 경우 SWOG9008/INT0116 trial의 결과에 근거하여, 5-FU와 
leucovorin을 사용하는 항암-방사선요법이 표 요법로 받아들여진 상태이고,14 일부 유럽국가에서는 MAGIC trial의 

결과에 근거하여 Epirubicin, Cisplatin, Infusional 5-FU을 사용하는 ECF regimen이 표 요법으로 고려되고 있지

만,13 우리나라와 암의 임상 양상이 많이 다른 미국이나, 유럽의 자료를 그 로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

다. Infusional 5-FU와 cisplatin을 병용하는 요법은 우리나라에서 통 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지만, 랑스의 

향  무작  연구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생존률 증가를 증명하지 못한 채로 종료되었다.21

S-1 compound의 경우 일본에서의 ACTS-GC trial의 결과가 보고되면서,17 우리나라 의료보험에서도 2008년 

5월 1일 심평원 개정공고를 통해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인정되기는 하 으나, 액 본인부담을 제로 승인

된 것이어서, 6주간의 1cycle 약제비용이 90만원을 상회함을(4주간 60 mg bid 복용할 경우) 고려하면 1차 으

로 선택하기에는 제한이 많은 상태이다. 따라서 규모 다기  임상 연구 결과 없이는 한국인 암 환자에 

한 효과 인 표  보조치료법을 권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일본에서 시행된 N-SAS-GC trial (National Surgical Adjuvant Study of Gastric Cancer Group)의 결과가 2005

년 록보고에 이어 2007년 최종 으로 보고되었는데, D2 dissection을 시행받은 T2, N1-2 병기의 환자 190명
의 환자들을 무작  배정하여 수술만을 단독으로 시행한 조군 95명과 UFT 360 mg/m2

을 16개월간 복용한 

치료군 95명으로 나 었고, 치료 결과의 분석에서 치료군의 체생존률과(HR 0.48, p=0.017) 무병생존률이 (HR 
0.44, p=0.005) 통계 으로 유의하게 조군 보다 높음을 증명하 으며, 장막침범이 없는 림  양성 암의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UFT의 유용성을 제시하 다.22

참고로 한소화기항암학회에서는 근치  수술이 이루어진 1b병기  2병기 암에 해 경구 UFT를 24주 

동안 복용하는 치료군과 수술만을 단독으로 시행하는 조군을 비교하는 무작 배정- 조군 다기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환자는 24주간 경구 UFT를 2.5 gm/day (1.0～1.0～0.5 g)로 복용하는 보조항암요법을 계획하였고, 수술 4주 후부터 UFT 

복용을 시작하였다. 환자에게 설사, 구내염, 수족증후군, 백혈구감소 및 발열 등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주지시킨 후, 4주 간격으

로 CBC, chemistry 등의 LAB을 시행하면서 외래 추적관찰을 시행하였다. 환자는 복약을 시작한지 8주부터 손가락 및 손바닥에 

홍반 및 약간의 부종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나 통증은 동반되지 않아(수족증후군 grade 1) 투약을 지속하였으며, 복약 16주부

터는 통증이 동반되고 홍반 및 부종이 악화되었다(수족증후군 grade 2). 통증 소실될 때까지 투약을 중지하도록 하였고, 7일 

정도의 휴약 후 홍반은 남아있었으나, 부종과 통증이 소실되어 다시 동일한 용량으로 투약을 시작하였다. 복약 20주에 또다시 

통증을 동반하는 홍반 및 부종이 발생하면서 수포가 동반되고, 작은 궤양이 형성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가 되었다(수

족증후군 grade 3). 투약을 중지하였고 증상이 호전되기까지 3주 동안 휴약한 후 75%의 용량으로 재투여를 시작하였으며, 이

후 수족증후군의 재발이 없이 24주간의 투약을 종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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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 3] 경구 5-FU 제제 복용 시 발생하는 수족증후군에 적절한 대처 방법은?

Hand-foot syndrome은 cytarabine, fluorouracil, capecitabine, doxorubicine 등의 약제를 투여하 을 때 발생하

는데, 발생빈도는 6～42% 정도로 다양하다.23 기에 손과 발에 이상감각으로 시작되어 통증과 부종을 동반

한 홍반, 수포와 인설이 생기고, 심한 경우 통증으로 인하여 걷거나 물건을 쥐는 등의 일상행 가 제한될 수 

있다. 5-FU 제제의 경우 bolus로 투여할 때보다 지속 정주요법시 더 흔하게 나타나고, 경구 5-FU제제의 경우

에 더욱 흔하게 발생하며, 특히 capecitabine의 경우 가장 흔하다.24

방을 해서는 보습크림을 사용하고, 수 이나 설거지 등의 물에 오래 닿는 행동과 많이 걷는 등 손발

의 마찰이 많은 행동을 피하도록 권유한다.25 경구 pyridoxine 투여가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있었지만,26 국내

에서 이루어진 무작  조군 연구의 결과에서는 pyridoxine이 실제로는 수족증후군의 방 효과가 없다는 

결론을 내어 2007년 ASCO annual meeting에 보고되기도 하 다. 수족증후군의 독성 등 분류는 NCI 분류와 

일반 인 임상시험에서의 분류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 Table 2와 같다.28,29

Table 2. Hand foot syndrome grading defined by NCI, WHO and in clinical trials

NCI grade and definition (NCI CTCAE v 3.0)

Grade 1: Skin changes or dermatitis without pain e.g. erythema, peeling

Grade 2: Skin changes with pain, not interfering with function

Grade 3: Skin changes with pain interfering with function

WHO definition

Grade 1: Dysesthesis/paraesthesia, tingling in the hands and feet

Grade 2: Discomfort in holding objects and upon walking, painless swelling and erythema

Grade 3: Painful erythema and swelling of palms and soles, periungural erythema and swelling

Grade 4: Desquamation, ulceration, blistering, severe pain

Definition in Clinical trial Functional domain

Grade 1: Numbness, dysesthesis/paraesthesia, tingling, 

painless swelling or erythema

Discomfort that does not disrupt normal activities

Grade 2: Painful erythema, with swelling Discomfort that affects activities of daily living

Grade 3: Moist desquamation, ulceration, blistering, 

severe pain

Severe discomfort, unable to perform activities of 

daily living

일단 수족증후군이 발생하면 경우에는 임상시험에서의 등 을29 기 으로 grade 1의 경우에는 투약의 

단 없이 보존  치료를 시행하고, grade 2 이상의 수족증후군이 발생하면 grade 1 이하로 회복될 때까지 투약

을 단하 다가 회복 후에 동일한 용량으로 다시 투여하며, grade 2 이상의 수족증후군이 재차 발생하거나, 
grade 3의 수족증후군이 발생하면 이후의 용량을 감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26 수족증후군이 발생한 경우에 

처하는 방법을 Table 3에 정리하 다.
경구 5-FU 항암요법(단독 는 병합)에서, 수족증후군 뿐만 아니라, 기타 독성으로 인해 일정기간 휴약을 

하는 경우, 휴약 기간 동안에 투약되지 못한 용량을 회복 후에 소 해서 투여하지는 않는 것이 일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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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andomized trials of chemotherapy versus best supportive care in advanced gastric cancer

Authors Year of
Publication CTx regimen N. patients RR(%) Median 

survival
2-yr

survival (%) P-value

Murad 1993
FAMTX 30 50 10 10

0.001
BSC 10  3  0

Pyrhonen 1995
FEMTX 21 29 12.3 24

0.001
BSC 20  3.1  5

Scheithauer 1996
ELF 52 40 10.2

 0.0001
BSC 51  5

Abbreviation: FAMTX,5-FU+doxorubicin+methotrexate; BSC, best supportive care; FEMTX, 5-FU+epirubicin+ 
methotrexate; ELF, epirubicin+leucovorin+5-FU; RR, response rate

Table 3. Recommended Dose Modifications in Hand-foot syndrome

Grade 2 Grade 3 Grade 4

처음 발생 일시 투여 중단 후, 0～1급
으로 회복되면같은 용량으
로 계속 투여

일시 투여 중단 후, 0～1급으
로 회복되면 원래 용량의 
75%로 계속 투여

치료를 영구히 중단하거나, 치료를 지
속하는 것이 환자에게 가장 유리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0～1급으로 회
복된 후 원래 용량의 50%로 계속 투여

두번째 발생
일시 투여 중단 후, 0～1급
으로 회복되면 원래 용량의 
75%로 계속 투여

일시 투여 중단 후, 0～1급으
로 회복되면 원래 용량의 
50%로 계속 투여

세번째 발생 원래 용량의 50% 계속 투여 치료를 영구히 중단

네번째 발생 치료를 영구히 중단

환자는 이후의 추적 관찰에서 재발 없이 무병상태로 건강하게 지내던 중 수술 후 2년째 시행한 추적 검사에서 복부 CT상 약 7

cm 가량의 간 종괴가 발견되었으며, 간 종괴의 조직검사상 metastatic adenocarcinoma로 확인되었다. 전신상태는 양호하였고 

performance status는 ECOG 1이였다. Lab 검사상 간기능은 정상범주에 있었고, 혈중 creatinine 수치는 1.5 mg/dL로 경미하게 

증가되어 있었다. 24시간 소변 검사상 creatinie clearance는 60 mL/min 이였다.

[토의 4] 이 환자에서 적절한 고식적(Palliative) 항암치료는?

이성 암은 기본 으로 완치가 불가능하며, 이 경우 항암약물 치료가 표  고식  치료로 간주된다. 
1990년 의 몇몇 무작  연구의 결과, 고식  항암제치료가 최상의 보존  치료(best supportive care)에 비해 

체 생존기간과 삶의 질을 의미있게 향상시킨다고 보고되었다(Table 4).30,31

암에서 가장 폭넓게 쓰이는 약제는 5-FU로 단독 사용 시 21%의 반응률이 보고되었고,32 재 거의 

부분의 병합요법에서 기본약제로 쓰이고 있다. 매주 bolus로 400～500 mg/m2
을 주사하는 방법과 3～4주 간격

으로 1,000～2,500 mg/m2
을 연속정주하는 스 이 있는데, 양쪽 모두 반응률은 비슷하나 부작용면에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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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esponse rate of Single agent chemotherapy in Gastric cancer

Drug Overall response (%)

Gemcitabine

Carboplatin

Topotecan

methotrexate

Epirubicin

Etoposide

Doxorubicin

Cisplatin

Hydroxyurea

Capecitabine

5-fluorouracil

Trimetrexate

Irinotecan

UFT

Paclitaxel

Docetaxel

Mitomycin-C

5-fluorouracil/leucovorin

S-1

 0

 0

 0～10

11

16

16

17

18

19

25～32

21

21

14～23

15～28

17～23

17～29

30

33～44

25～49

는 골수독성, 설사가 많고 후자는 막염, hand-foot syndrome과 같은 피부독성이 많은 특징을 보인다. 기타 

암에서 효과가 입증된 항암제는 topoisomerase II 억제제, anthracycline, platinum 유도체, Taxane 계통 정도로 제한

되어 있었고, 단독 투여 시 반응률이 체로 20% 이하이며 반응지속기간도 짧다(Table 5).33-40 따라서 반응률

을 증가시키고, 생존기간을 연장시키기 해 이러한 약제 2～3가지를 동시에 병용하는 항암제병합요법(com- 
bination chemotherapy)이 암 항암치료의 원칙으로 되어 있으며, 다양한 병합요법을 사용한 여러 임상시험에서 

25～70%의 다양한 조  더 높은 반응률과 5～12개월의 다양한 앙생존기간을 보고하고 있다
41-43(Table 6).

1980년 Macdonald 등이 진행성 이성 암에서 FAM (5-FU+doxorubicin+mitomycin-C) regimen을 사용하여 

42%의 비교  높은 반응률과 22주의 앙생존기간 보고하 고, 이로 인해 FAM regimen이 1980년  암에 

한 표 항암요법으로 쓰여졌다. 이후 FAM에서 mitomycin-C을 cisplatin으로 체한 FAP regmen, FAM regi- 
men에 methotrexate를 추가한 FAMTX regmen 등이 소개되었고, 1990년 에 들어서는 doxorubicin과 효과는 동

등하나 심독성이 다고 알려진 epirubicin을 사용한 ECF (epirubicin + cisplatin + 5-FU) regimen이 소개되었다. 
ECF regimen은 37～71%의 높은 반응률을 보여

45 이후 다수의 연구자에 의해 표 요법으로 간주되었으며, 
ECF regimen과 이 에 사용되던 FAM 는 FAMTX (FAM + MTX) regimen을 비교한 3상 임상시험에서도 보다 

우월한 결과를 나타내었다.46,47 5-FU/ cisplatin (FP) regimen 역시 임상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어온 병합요법이

나, 여러 무작  임상시험에서 비교  높은 반응률에도 불구하고, 생존률 증가를 증명하지는 못하 다.48

1990년 에 들어서부터 새로운 항암제가 암의 치료에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는데, 이러한 약제로는 taxa- 
nes (paclitaxel, docetaxel), irinotecan, oxaliplatin, 경구 5-FU 제제인 UFT, capecitabine, S-1 등이 있다.49,50 이러한 새로

운 약제들을 이용하여 다양한 항암제 병합요법이 연구되었는데, 술한 기존약제의 병용요법에 비해 약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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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Response rate and survival of combination chemotherapy in Gastric cancer

Regimen Overall response (%) Median survival (month)

5-FU+doxorubicin+mitomycin (FAM)

5-FU+doxorubicin+MTX (FAMTX)

Etoposide+doxorubicin+cisplatin (EAP)

Etoposide+leucovorin+5-FU (ELF)

5-FU+cisplatin (FP)

Epirubicin+leucovorin+5-FU

Epirubicin+cisplatin+5-FU (ECF)

5-FU+epirubicin+MTX (FEMTX)

Irinotecan+cisplatin (IC)

Paclitaxel+5-FU+leucovorin+cisplatin

Docetaxel+cisplatin (DC)

Irinotecan+5-FU+leucovorin

Folinicacid+5-FU+oxaliplatin (FOLFOX)

Capecitabine+cisplatin

Paclitaxel+carboplatin

S-1+ cisplatin

S-1+ irinotecan

Docetaxel+cisplatin+5-FU (DCF)

40

33～58

18～72.5

14～60

41

38

71

29

41.7～58

51

37.2～56

50

44.9

54.8

33

76

50

51

 5.5

 6.0～9.0

 7.2～11.0

 7.8～10.5

 9～10.6

 8.2

12

 9

14

 9～10.4

10.7

 8.6

10.1

 7.5

12.5

 9.3

를 상회하는 높은 반응률과 10～12개월에 육박하는 생존률을 보고하고 있다.
Paclitaxel은 taxane 계통의 약제로서 microtubule에 작용하여 세포분열을 억제하는 기 을 가지고 있으며, 타 

항암제와의 교차내성이 은 것이 특징이다. 암에 한 단독요법에서 17-23%의 반응률을 보고되었고, 5- 
FU  cisplatin과의 병합요법에서 28～65%의 반응률이 보고되었다.51-54 주요 부작용은 호 구 감소, 탈모, 식
욕부진, 말 신경장애와 근육통 등이며, 과민반응이 41%까지 나타나므로 투여 30분 에 dexamethasone, 
diphenhydramine, H2-blocker의 투여가 필수 이다. 말 신경독성이 62%에서 보고되어 있으며, 손, 발의 감각

이상, 작열감이 주증상이다.51-54

Docetaxel 역시 taxane 계통의 약제이며, 호 구 감소, 탈모, 식욕부진이 주요 부작용이지만, 말 신경독성과 

과민반응은 paclitaxel에 비해 게 발생한다. 특이한 부작용으로 체액 류가 10%에서 보고되어 있으며, 말 부

종, 흉막액, 복수, 체  증가 등으로 나타나는데 dexamethasone과의 병용으로 방이 가능하다.55 암에 한 단

독요법에서 17-29%의 반응률을 보 고, 5-FU/cisplatin과의 병용(DCF regimen: docetaxel + cisplatin + 5-FU)으로 50 
～60%의 높은 반응률이 보고되었으며, 기존의 FP regimen과의 3상 비교 연구에서도 우월한 결과를 보이고 있지

만, 50～84%에 달하는 grade III～IV의 골수독성과 비교  높은 신경학 독성, 오심, 구토 등의 소화기계 독성이 

주된 문제 이다.56, 57

Irinotecan은 활성 사물질인 SN-38이 topoisomerase I의 작용을 해하여 DNA 합성을 억제함으로서 세포독성

을 유발하는 약제로 주요 부작용은 백 구(특히 호 구) 감소와 설사이다. 특히 설사는 각각 유발기 이 다른 조

기형설사와 지연형설사가 있을 수 있으며, 주의해서 리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치명 인 합병증이

다. irinotecan은 진행성 암에 한 단독요법으로 14～23%의 반응률이, cisplatin과의 병용으로 50～58%의 반응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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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되고 있으며,58-60 irinotecan과 5-FU/LV의 병합요법에서는 40%의 반응률이 보고되었다.61

Cisplatin과 유사한 platium 유도체인 oxaliplatin은 cisplatin과 달리 신독성이 보고되지 않아 creatinine clearance
가 20 mg/ minute 이상이면 투여가 가능하고, cisplatin 투여 시 필요한 량의 수액투여가 필요 없으나, paresthesia, 
dysesthesia 등의 말 신경장애가 특이 으로 680～850 mg/m2 이상의 용량에서 축 성으로 발 된다. 5-FU, 
leucovorin, 는 capecitabain과의 다양한 조합의 임상시험이 진행되었으며, 46～55%의 반응률을 보이고 있다.62-67

최근 각 받고 있는 경구 5-FU 제제로 capecitabine과 S-1이 있는데, capecitabine은 5-FU의 prodrug으로 독성

을 이고 fluoropyrimidine의 종양내 농도를 특이 으로 높이려는 목 으로 개발된 제재로 약제 부작용은 5-FU
와 비슷하나, hand-foot syndrome의 빈도는 상 으로 높으며, 진행성 암에 한 단독요법에서 25～32%의 

반응률을 보이고 있고,68,69 cisplatin과 capecitabine의 병용요법으로 28～55%의 높은 반응률을 보고하고 있다.70-72 

S-1은 5-FU의 prodrug인 tegafur에 hand-foot syndrome을 일 수 있는 gimestat, 소화기계 부작용을 일 수 있

는 otastat potassium의 두 가지 modulator를 배합한 약제로 암에서 단독요법에서 25～49%의 높은 반응률을 

보여 단독요법으로는 매우 양호한 성 이 보고하고 있다. 주된 부작용은 골수억제, 식욕부진, 설사, 색소침착 

등이며,  S-1과 cisplatin의 병용요법으로 54～74%에 이르는 반응률을 보고하고 있다.73,74

에서 여러 2상  무작  3상 임상시험의 결과를 요약하여 언 하 으나, 체로 반응률이 높을수록 

독성 한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생존률 증가에 미치는 향에 큰 차이가 없어 재까지 “golden 
standard”라고 할만한 표 인 고식  항암제 병합요법을 결정할 수는 없는 상태이며, 병합요법의 선택 시 

환자의 개인별 상황, 각 항암제에 특이 으로 많이 발생하는 독성, 각 기 의 임상진료의 상황 등을 고려하

여 선택할 수 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환자는 Docetaxel과 cisplatin을 병합하여 고식적 항암치료를 시작하였다. 환자는 첫번째 항암치료 후 퇴원하였고, 퇴원 1

주일에 외래에서 시행한 CBC 상 WBC 2,500/mm3, ANC 600/mm3으로 3등급의 호중구 감소증이 발생하였다. 발열은 없었으나 

하루 2～3회의 설사가 동반되었고, 식욕저하 호소하여, 입원을 지시하였으며 G-CSF 피하주사를 시행하였다.

[토의 5] 이 환자에서 예방적 항생제 사용이 필요한가?

2002년 발표된 미국 감염학회의 권고안에 따르면, 발열이 동반되지 않는 호 구 감소의 경우 방  항생

제의 사용은 추천되지는 않는 것이 일반 이다.75 하지만 이 권고안의 발표 이후, 항암치료로 인해 호 구 감

소증이 발생한 경우 방  항생제의 임상 으로 도움이 되는가에 한 많은 연구가 있었고, 아직 의견에 차

이가 있는 상태여서 결론을 내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다.76 Grafter 등은 95개의 무작  연구에 한 meta-분석을 

통해 방  항생제 사용이 호 구 감소증 환자의 사망률을 감소시키며(relative risk for death 0.67, 95% CI 0.55 
～0.81), 특히 방  항생제로 fluoroquinolone을 사용한 경우에는 비교 험도가 0.52 (95% CI 0.35～0.77)로 사

망률 감소가 더욱 명확하 다고 보고하 지만, 항생제- 항성 균주의 colonization이 증가되는 경향을 보 다.77 
이 meta 분석에 이어 2개의 규모 무작 배정 조군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호 구 감소증이 발생한 환자에

서 levofloxacin을 방 으로 경구투여함으로써, 약을 투여한 군에 비해 발열이 동반되는 치명 인 감염의 

발생빈도를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낮출 수 있었으며, 사망률 역시 방  항생제 사용군에서 더 낮은 경향을 

보 다고 보고하 다.78,79 방 으로 항생제를 사용하면 항생제- 항성 균주의 colonization의 증가되어, 차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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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감염증이 항생제 치료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2007년에 이루어

진 한 meta 분석에서는 방  levofloxacin 투여가 항생제-내성 균주의 감염률을 증가시키지 않는다고 결론짖고 

있다.80 
하지만 감염학회 측의 권고안을 무시할 수 없고, 아직 방  항생제 사용의 도움이 된다는 증거가 충분

하지는 않기 때문에 발열이 동반되지 않은 호 구 감소증에 한 방  경구 fluoroquinolone의 사용을 일반 으

로 권유할 수는 없는 상태이지만, 항암치료 후 호 구 감소증과 동반될 수 있는 구내염, 설사 등으로 인해 세균

에 한 막의 방어능력이 손상되었다고 단되는 경우에는 방  항생제 사용을 권유할 수 있다.81,82 

[토의 6] 다음 주기의 항암 치료에서의 적절한 용량 조절은?

항암치료  항상 주의해야하는 액학  독성에 한 NCI 독성등 은 Table 7과 같다.

Table 7. NCI grading of Hematologic toxiticy (NCI Common Toxicity Criteria, Version 3.0)

Blood Element Grade 1  Grade 2 Grade 3 Grade 4

Neutrophils (/µL) 1,500 to LLN  1,000～ 1,500    500～ 1,000 <500

Platelets (/µL) 75,000 to LLN 50,000～75,000 25,000～50,000 <25,000

Hemoglobin (g/dL) 10 to LLN  8.0 to 10.0    6.5～8.0 < 6.5

Leukocyte (/µL) 3,000 to LLN  2,000～ 3,000  1,000～ 2,000 <1,000

LLN: Lower limit of normal.

일반 으로 액학  독성(호 구감소증, 소 감소증 등)에 한 항암제의 용량 조 은 grade 2 이하의 독

성에서는 다음주기의 용량조 이 필요치 않고, grade 3 이상의 독성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주기 항암치료시 원

인 약제의 용량을 25% 감량하며, grade 4의 독성이 발생한 경우에는 용량의 50%를 감량하는 것으로 권고한다.
만약 2등  이상의 호 구감소증이 다음주기를 시작하는 제 1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ANC <1,500/ 

mm3), 정된 치료 스 쥴을 1주씩 연기하도록하며, 만약 2주가 지나도 호 구 감소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원인약제의 사용을 단하도록 한다.

환자는 두번째 주기에 25%의 용량을 감량하여 Docetaxel/cisplatin 항암요법을 지속하였다. 두번째 항암치료 1주일 후 외

래에서 시행한 CBC 상 ANC 1,200/mm3로 grade 2 호중구 감소가 관찰되었으나 전신상태는 양호하였다. 퇴원 3주 후, 환자는 

3번째 항암치료를 위해 입원하였는데, CBC 상 ANC 1,400/mm3으로 호중구 감소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고, 약간의 식

욕저하가 남아 있었다. 일단 입원한 상태에서 항암치료를 미루고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며, CBC F/U 하던 중 우측하지에 부종 

및 통증이 발생하였다.

[토의 7] 우측하지 부종 및 통증의 원인으로 의심할 수 있는 질환 및 적절한 대처는?

악성종양을 가진 환자에서 임상 인 thromboemebolism의 발생은 11%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부검을 통해 분석한 연구의 결과를 보면 암으로 사망한 환자의 30%까지도 심부 정맥 이 발견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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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있다.83 악성종양과 련된 과응고성 질환에는 migratory superficial thrombophlebitis (Trousseau’s syndrome), 
심부 정맥 증(deep vein thrombosis; DVT), nonbacterial thrombotic endocarditis, hemolytic-uremic syndrome, 동
맥내 증, DIC 등이 있는데, 이러한 과응고성 질환의 빈도는 췌장암에서 가장 높고, 폐암, 립선암, 암 

순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3 이러한 과응고성 질환과 악성종양의 연 성을 고려할 때 암치

료를 시행하는 도 에는 이러한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에 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악성종양을 진단받

은 바 없는 idiopathic DVT 환자에서 악성종양 유무에 한 screening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84,85

DVT의 치료는 통 으로는 기에 heparin을 정주하고, wafarin을 통해 항응고치료를 유지하는 것이지만, 
암환자에서 동반되는 DVT의 경우에는 재발 빈도가 더 높고, 항응고 치료로 인한 출  합병증의 빈도도 더 

높다고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조  다른 근이 필요하다. 악성종양 환자에서 발생하는 DVT가 일반 인 

DVT에 비해 더 나쁜 후를 보이는데는 선암에서 분비되는 액질(mucin)이 백 구  소 의 selectin과 반응

하여 미세 을 생성하기 때문으로 추측하고 있다.87 악성 종양에 동반된 DVT의 치료에 있어서 wafarin을 

사용하는 항응고치료가 상당히 높은 재발률과 부작용이 보인다는 보고가 많았기 때문에, 악성종양에 동반된 

DVT 치료에 있어서 wafarin과 LMWH (low molecular weight heparin)을 비교하는 CANTHANOX trial, CLOT 
trial 등의 규모 무작  연구들이 많이 시행되었다.88-90 이들의 결과 지속 으로 LMWH을 사용하는 것이 

wafarin을 사용하는 항응고치료에 비해 월등히 은 출 합병증과, 낮은 의 재발률을 보 고 뿐만 아니

라, 생존률에도 통계 으로 유의한 향상이 있음이 확인되었다.88-90 LMWH의 사용이 암 환자의 생존률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은 이 약제가 tumor biology에 직 인 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91 LMWH은 

경구투여가 불가능하고 매일 스스로 주사를 투약해야 한다는 것이 단 이지만, 여러 임상시험의 결과에서 

뚜렷한 benefit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2007년 ASCO guideline에서는 암환자의 DVT 치료에 있어서 LMW 
heparin의 지속 인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92 우리나라의 경우 LMWH이 의료보험에서 단기간 밖에는 인정되지 
않지만, 임상시험들의 결과에서 나타나는 명백한 잇 과 생존률 증가를 고려하면, 환자  보호자가 동의하

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으로라도 LMW heparin을 장기 투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재 암 환자의 

DVT에 한 ASCO guideline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92

첫째 암질환으로 입원하게 되는 모든 환자에 해 방  항응고치료를 시행할 것.
둘째 외래에서 진료하는 모든 암 환자에게 항응고 치료를 시행하는 것은 아직 권고할 수 없음.
셋째 암 질환으로 수술  치료를 앞두고 있는 경우 방  항응고치료를 시행할 것.
넷째 암환자의 DVT의 치료에 있어서 치료  유지요법 모두에서 LMWH이 wafarin에 비해 우월하므로 

LMWH을 1차 약제로, wafarin을 2차 약제로 선택할 것.
다섯째 LMWH이 암 환자의 생존률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에 해서는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며, 모든 암환자에게 항응고 치료를 권고할 수는 없음.

CASE 2

48세 남자

3개월간의 체중감소(8kg; 90→82 kg) 및 1주일 전부터의 구토를 주소로 내원(하루 5～8회)

위내시경 검사: 전정부 전체를 침범하는 Borrmann type III AGC 소견 및 Gastric outlet obstruction 소견

조직검사: adenocarcinoma, moderately differenti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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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pproach for patient with malignant gastric outlet obstruction.

복부CT: 위 전정부 종괴, perigastric LNE, 다발성 간전이

ECOG 1/LAB 상 특이소견 없음

[토의 1] 이 환자에서 Gastric Outlet Obstruction에 대한 해결 방안은?

악성종양에 의한 -십이지장폐쇄는 진행성 암, 췌장암, 담도암, 원발성 십이지장암 등에 의해 발생하게 

된다. 지속 인 구토를 유발하고 경구식이를 불가능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환자에

게 양실조를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악성 -십이지장폐쇄는 환자의 생존기간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향

상시키기 해서도 가능한 한 반드시 극복해야만 하는 문제이다. -십이지장폐쇄가 있는 경우 소장이나 

장 등 장 의 다른 부 에 다발성 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십이지장의 착병변을 해결함으로써 다

시 경구식이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십이지장폐쇄의 통 인 해결방법은 개복술을 통한 -공장문합술 

는 Palliative gastrectomy를 포함한 -공장문합술 이었으나, 1992년 Topazian 등에 의해 처음으로 장 에 

한 자가팽창형 속스텐트(self expandable metal stent; SEMS) 삽입술이 소개되면서
93 SEMS 삽입술이 폭발

으로 증가하기 시작하 고, 근래에는 부분의 경우에 SEMS의 삽입이 첫번째 선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

며,94,95 
복강경을 이용한 -공장문합술의 시행도 많이 보고되고 있다.96,97

SEMS 삽입술은 신상태가 나쁜 말기암 환자에서도 시행이 가능하고, 유동식이나 연식의 경구섭취가 가

능하기까지의 시간이 1～3일 정도로 짧으며, 시술 후 입원기간 역시 짧아 비용 면에서도 수술  방법에 비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삽입된 stent가 원 부로 이탈되는 합병증이 있을 수 있고, tumor ingrowth 등
으로 인해 2～3개월 정도면 동일부 가 다시 폐쇄될 수 있는 내구성의 한계가 있으며, 유동식이나 연식의 섭

취까지는 쉽게 회복되지만, 일반식(solid food)의 섭취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단  한 가지고 있다.9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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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인 방법(부분 제  -공장 문합술 는 단순 -공장 문합술)의 경우에는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의 증상 호 을 기 할 수 있고, 일반식이까지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더 높으며,98-101 후향  연구이

기는 하지만 복강경  -공장문합술이 내시경  SEMS 삽입술에 비해 생존기간이 길었다는 연구도 있었

다.102 따라서 신상태가 나쁘고 잔여생존 기간이 짧을 것으로 측되는 환자에서는 SEMS 삽입술이 먼  

고려되어야 하며, 신상태가 수술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양호하면서 잔여생존 기간이 비교  길 것을 측

되는 환자에서는 수술  치료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Fig. 1).103

환자는 유문부 폐쇄를 동반한 전정부 종괴에 대해 내시경을 통한 pyloric stent 삽입술을 시행하였고, 이후 연식을 섭취할 

수 있게 되었다. Stent를 삽입한지 2주경부터 약간의 체중 증가가 확인되었고, 이후 FOLFOX-4 regimen을 사용하는 고식적 항

암요법을 시행하였다. 항암치료 2달 및 4달, 6달에 시행한 추적 복부 CT 검사상 계속 부분관해가 확인되었으나, 환자는 소량의 

연식만을 섭취할 수 있었고, 일반식을 섭취하면 구토 증세를 보였으며, 고식적 항암치료를 시작한 후 6개월간 14 kg의 체중감소

가 발생하였다(82 kg → 68 kg).

[토의 2] 이 환자에서 Gastrojejunostomy에 대한 고려는 정당한가? 

(토의 1에서 기술한 내용 참고)

환자는 외과로 전과되어 복강경적 위-공장문합술을 시행받았고, 수술 후 다량의 일반식 섭취가 가능하였다. 수술 후 4주만에 

6 kg의 체중 증가가 확인되었다. FOLFOX-4 regimen을 사용하는 고식적 항암요법을 지속할 수 있었으며, 추적 CT 검사상 계

속 부분관해가 확인되었다. 총 10th FOLFOX-4 항암치료를 시행한 후 glove-stocking 분포를 보이는 손발의 감각저하 및 이상

감각이 발생하였으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며 항암치료를 지속하였으나, 총 12th FOLFOX-4 항암치료 후에는 감각저하 및 감각 

이상이 더욱 심해져, 보행 및 자가 식사, 세면 등의 일상생활을 시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토의 3] Platinum 유도체에 의해 발생하는 말초신경독성에 대한 적절한 대처는?

말 신경독성의 NCI 등 분류는 다음과 같다(NCI CTCAE v 3.0).
• 1등 - 증상이 없는 deep tendon reflex의 소실. 기능  소실이 없는 경증의 tingling 등의 이상감각.
• 2등 - 감각변화, 이상감각에 의한 기능  소실. 일상생활(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에 지장 없음.
• 3등 - 감각변화, 이상감각에 의한 기능  소실. 일상생활이 어려움. 
• 4등 - 구  장애.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많은 항암제 에서 신경독성이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약제가 platinum 계통의 

항암제인 cisplatin과 oxaliplatin이다. 같은 platinum계 항암제인 carboplatin은 상 으로 신경독성이 덜 발생하

는 것으로 되어 있다.
Cisplatin의 가장 흔한 신경독성은 말 신경독성(peripheral neuropathy)과 이독성(ototoxicity)이다. Cisplatin에 

의한 이독성은 고음역 의 청력소실(high-frequency sensorineural hearing loss)  이명증상으로 발 되며, 증상

이 발 되는 청력감소는 cisplatin 투여환자의 15～20%에서만 발생하지만, Audiometry 검사상의 이상 소견은 



제 5회 대한소화기항암학회 학술대회 2008

69

대한소화기항암학회

투여환자의 75% 가량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소아환자의 경우에는 더욱 심하게 발 될 수 있

다.104 Cisplatin에 의한 말 신경독성은 주로 large myelinated sensory fiber의 손상에 인해 아 성으로 발생하는

데, 주된 증상은 손가락과 발가락에서 시작되어 차 손, 발  팔다리 근 부로 진행되는 numbness와 pares- 
thesia이며 간혹 통증이 동반될 수 있다. 고유수용성 감각(proprioception)과 척수반사 등도 하되지만 운동신

경은 체로 보존된다.105 체로 투여용량의 축 이 400/m2 이상 되었을 때 발생하지만, 개인차가 많은 편이

다.106 경증의 말 신경독성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량없이 cisplatin 투여를 지속할 수 있지만, 일상생활에 지장

을 래할 정도의 심한 신경독성의 경우에는 cisplatin 치료의 득실을 고려하여 감량 는 타 약제로의 교체

를 고려하여야 한다. 일반 으로 임상에서는 경증의 말 신경독성이 있는 경우 증상의 경감을 해 amitry- 
ptilline과 같은 tricyclic antidepressant, mexiletin과 같은 항부정맥제제, gabapentin제재 등을 사용하게 되지만, 이
는 증상을 경감시키기 한 보존  치료이며, 국 인 치료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다. 투여를 지

하고 수년 내에 부분의 경우 회복이 가능하지만 불완 하게 회복되는 경우도 있고, 투여를 종료한 후에도 

수 개월간은 일시 으로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투여가 종료된 후부터 말 신경독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신경독성의 방을 한 약제로 amifostine, vitamine E (alpha-tocopherol) 등의 병용을 고려

할 수도 있다. Amifostine은 organic thiophosphate로서 정상조직에서 선택 으로 thiol기를 배출하여 세포독성으

로부터 보호작용을 발휘함으로써, cisplatin 등의 alkylating agent에 의한 신독성  신경독성을 감소시킨다.107 
하지만 이러한 세포보호 작용이 항암 효과의 감소시키는 역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ami- 
fostine제제의 경구 투여가 불가능한 단 이 있어서 ASCO review에서는 amifostine의 사용을 routine으로 권고하고 

있지는 않다.108 Alpha-tocoperol (Vitamine E)는 300～600 mg을 매일 투여하 을 때 항암 효과의 하 없이 cisplatin, 
paclitaxel 등에 의한 말 신경독성의 발생을 반에서 1/3까지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는 쉽게 임상에

서 용이 가능하다.109-111

Oxaliplatin의 말 신경독성은 크게 두가지로 나타나는데, cisplatin의 말 신경독성과 유사하게 용량축 에 

의한 아 성 말 신경독성을 보이는 경우와, oxaliplatin 정주  는 정주 후 수 일 내에 발생하는 일시 인 

성 신경독성으로 나  수 있다.112,113 
일시  성 신경독성의 기 은 말 신경의 hyperexcitability 때문으로 

사료되며, 성으로 발생하는 손, 발, 입주 의 이상 감각과 경직, 안검하수, 목소리 변화 등의 운동신경증상

이 나타나고, 용량  투여속도에 의존 인 것으로 보인다. 수 시간 내지 수일 내에 자연소실 되므로, 약제의 

감량은 필요없고, 다음 투여주기에 투여속도를 2시간에서 6시간 정도로 늦추는 것으로 충분하다. Oxaliplatin
의 용량 축 성 아 성 말 신경독성은 이 약제의 dose-limiting toxicity  하나이며, 체로 cisplatin에 의한 

말 신경독성과 유사하지만, 투여 단 후 회복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3개월 정도로 cisplatin에 의한 경우보

다는 짧다. 용량의 축 이 680～850/m2 이상이 되면 말 신경독성의 빈도가  더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으므로,114,115 FOLFOX regimen을 사용한 항암요법에서 4개월 정도가 지나면 신경독성의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Oxaliplatin의 신경독성 방에 한 많은 연구들이 시행되었는데, calcium과 magnesium을 함께 정주하는 

방법, neurotrophic agent인 xaliproden, glutathione, oxocarbazepine, glutamine 등의 병용이 연구되었으며, xalipro- 
den의 경우 3등  이상의 심한 신경독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보고되었고, calcium과 magnesium을 함께 정주

하는 방법의 경우에는 신경독성의 감소가 확인되기는 하 지만, 치료의 반응률이 함께 하됨이 보고되어 

일반 으로 권유하기는 어렵다.116-118 말 신경독성이 발생되면 경증인 경우에는 amitryptilline과 같은 TCA, 
mexiletin과 같은 항부정맥제제, gabapentin제제 등의 증상 경감을 한 보존  약제를 사용할 수 있고, 치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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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의 조 이 필요치는 않지만, 증인 경우에는 oxaliplatin 투여의 일시  단, 감량하거나(Table 8),119
다른 

약제로의 교체를 고려한다. 

Table 8. Dose modifications for neurotoxicity in ps receiving oxaliplatin 85 mg/m2 q 2 wks*

Type of 
neurotoxicity

Duration of neurotoxicity

Transient  
(<7 days)

Nonpersistent
(>7 days but <14 days)

Persistent between 
courses

Cold-related 
dysesthesia

None None None

Paresthesias (mild) None None None

Paresthesias 
associated with pain 
or complaint None

Normal examination: reduce to 75 mg/m2 Stop until 
improvement/recovery.

Abnormal examination: omit one cycle oxaliplatin, 
then restart at 75 mg/m2

If improvement/recovery, 
restart at 75 mg/m2

Paresthesias 
associated with 
functional 
impairment

None

Normal examination and not interfering with 
activities of daily living: reduce to 75 mg/m2

Stop until 
improvement/recovery.

Abnormal examination or interfering with activities 
of daily living: omit one cycle oxaliplatin, then 
restart at 75 mg/m2

If improvement/recovery, 
restart at 75 mg/m2

*For patients on oxaliplatin 130 mg/m2 every three weeks, the dose should be reduced to 100 mg/m2. 
Gamelin E, Gamelin L, Bossi L, et al. Clinical aspects and molecular basis of oxaliplatin neurotoxicity: Current 
management and development of preventive measures. Semin Oncol 2002:(suppl 15) 29:25

환자는 1주기 동안 oxaliplatin을 skip 한 후 말초신경독성 증상이 일부 호전되었고, 용량을 75/m2으로 감량하여 14th 

cycle까지 FOLFOX4 항암치료를 지속하였다. 부분관해는 지속되었으나, 또 다시 감각저하 및 감각 이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

움을 호소하였다. 항암제 교체를 결정하였고, 다음 주기부터는 FOLFIRI (5-FU/LV/ irinotecan) 병합요법을 시행하였다. 1st 

FOLFIRI 병합요법을 시행하는 중, 90분 동안의 irinotecan 투여가 끝난 후 갑자기 안면홍조, 시각장애, 설사를 동반한 심한 복

통을 호소하였다.

[토의 4] Irinotecan induced cholinergic syndrome

Irinotecan은 투여도  는 투여 후 24시간까지 많게는 47%까지 부교감신경 항진에 의한 cholinergic syndrome
이 발생할 수 있다. 동공축소, 시각장애, 서맥, 발한, 침분비 증가, 안면홍조, 액분비 증가, 장  연동운동 

항진,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발생하게 되며, 일반 으로 30분 정도 지속된다. 이러한 향 때문에 irinote- 
can은 장  폐쇄가 동반된 환자에서는 기로 되어있다.120 Cholinergic syndrome에 의한 증상은 atropine에 

의해 효과 으로 조 된다. 이러한 증상이 발생된 환자는 다음 주기부터 irinotecan 투여 에 반드시 atropine 0.25
mg을 피하주사하는 처치를 시행하도록 한다.121 Atropine 처치는 ASCO recommendation에서는 routine으로 사용

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 으로 임상에서는 첫번째 주기부터 atropine 처치를 시행하는 경우도 많다.



제 5회 대한소화기항암학회 학술대회 2008

71

대한소화기항암학회

환자는 이후 2주기(2주간격 4회)의 FOLFIRI (5-FU/LV/irinotecan) 병합요법 동안 tolerable 하였으며, CT 및 내시경 추적 

검사에서 안정병변(stalbe disease)으로 평가되어 동일요법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내시경 검사에서 식도 캔디다증이 확인되어 경구 

fluconazole을 7일간 처방하였고, 3rd cycle FOLFIRI 항암 치료 마치고 퇴원하였다. 환자는 퇴원 7일째 갑작스런 설사와 발열을 주

소로 외래에 내원하였다. CBC상 호중구 수치는 200/mm3이었고, diarrhea는 수양성으로 1일 10회 정도였다.

[토의 5] Irinotecan 항암치료 중 발생한 설사에 대한 적절한 대처는?

5-FU제제 등 많은 항암제에서도 mucositis에 의한 설사가 발생하지만, irinotecan 치료에 의해 발생하는 설사의 

경우 호 구감소와 함께 irinotecan의 dose-limiting toxicity이며, 치명 일 수 있을 만큼 심한 경우가 많아서 각

별한 주의를 요한다. Irinotecan 투여 24시간 이후에 발생하는 설사를 지연형설사(late diarrhea)라고 표 하는

데, 이는 cholinergic syndrome과 함께 나타나는 일과성의 조기형설사(early diarrhea)와 구분하기 함이다. 지
연형설사의 기 에는 장  막에 한 독성 뿐만 아니라, secretory mechanism과 장 운동의 이상 등이 

함께 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연성설사는 보통 항암제 투여 6～11일 후에 발생하는데, 83～88%의 높

은 빈도로 발생하며, 특히 3～4등 의 심한 설사는 5～31%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설사에 한 NCI 독성등 분류는 다음과 같다(NCI CTCAE v 3.0).
• 1등 -  1～3회의 배변횟수 증가. 장루(colostomy)의 경우 경도의 수양성 분비 증가

• 2등 -  4～6회의 배변횟수 증가, 는 야간 배변. 장루(colostomy)의 경우 등도의 수양성 분비 증가  

        일상생활에는 지장 없음. 수액 정주가 권유됨(24시간 이내)
• 3등 -  7회 이상의 배변횟수 증가, 는 변실 . 장루(colostomy)의 경우 고도의 수양성 분비 증가. 
           일상생활이 어려움. 24시간 이상의 수액 정주  입원치료 권유됨

• 4등 -  환자실 치료를 요하는 설사 는 역학  불안정을 동반하는 설사

일반 인 항암치료 후의 설사에 한 치료는 다음과 같다.
다른 증상 없이 1～2등 의 설사만 발생한 경우에는 alcohol, 고삼투압성 제제를 피하고, 다량의 경구 hydration 

 연식의 섭취 등의 보존  치료와 함께, 경구 loperamide 요법을 실시한다. Loperamide의 표 용법은 회 4 
mg(2캡슐)을 복용하도록 하고, 4시간 간격으로 2 mg씩 계속 복용하도록하며, 12시간 이상 설사가 소실될 때

까지 지속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보존  치료에도 24시간 이상 설사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경구 fluoroquinolone 
항생제를 함께 사용한다. 다음 주기 항암치료는 설사가 완 히 소실될 때까지 미루어야 한다.

오심과 구토, 복통(cramping), 발열, 호 구 감소, 변, 탈수, 는 수행능력의 감소가 동반되는 1～2등
의 설사와 모든 3～4등 의 설사는 입원치료를 시행하고, 경정맥 수액공 과 fluoroquinolone 등의 한 항생제

를 즉각 시작하여야 하며, octreotide의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다음 주기의 항암치료는 설사가 완 히 소실

된 후 용량을 감량하여 시작하도록 한다(Fig. 2).123

Irinotecan에 의한 지연형설사의 치료에서 다른 항암제에 의한 설사의 치료와 다른 은 경구 loperamide 
회 투여 후 유지간격을 매 2시간으로 더 짧은 간격으로 투여할 것을 권유하고 있는 것과, 설사가 없더라도 

ANC 500 이하의 호 구 감소가 발생한 경우 방  경구 fluoroquinolone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이다.124 
설사가 irinotecan의 dose-limiting toxicity이기는 하지만, 설사가 발생하기 에 방 으로 loperamide 사용하는 

것은 권고되지 않는다.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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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anagement of cancer treatment-induced diarrh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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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Recommendations of an independent panel for management of diarrhea in patients receiving the IFL 
regimen

임상양상 치  료

- 설사, 1등급 이상
- Loperamide 후 24시간 이상 설사 지속
- Loperamide 후 48시간 이상 설사 지속
- 발열 및 설사 동반되지 않은 호중구 감소(ANC <500)
- 발열을 동반하는 설사

- Operamide(매 2시간 2 mg, 12시간 이상 설사없을 때까지)
- 경구 fluoroquinolone x 7 days
- Loperamide 중단, 입원치료, 경정맥 수액공급
- 경구 fluoroquinolone, 호중구 감소 호전될 때 까지
- 경구 fluoroquinolone, 발열 및 설사 호전될 때 까지

IFL: irinotecan, 5-fluorouracil, leucovorin; ANC: absolute neutrophil count.Rothenberg, ML, et al. J Clin Oncol 
2001;19:3801.

[토의 6] Irinotecan과 병용에 유의해야 하는 약제는?/간질환 환자에서 항암 치료시 주의점은?

간에서 사되는 주요 소화기계 항암제에는 5-FU, gemcitabine, methotrexate, doxorubicin, epirubicin, etoposide, 
paclitaxel, docetaxel, irrinotecan 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약제는 기본 으로 간독성을 나타낼 수 있고, 간기

능 하를 동반한 환자에서는 용량을 감량하고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Table 10).125-129

Table 10. Chemotherapy dose modification in liver disease

Agent Bilirubin Aminotransferases Percent dose administered

Doxorubicin
1.2 to 3 mg/dL
3 to 5 mg/dL
> 5 mg/dL

ALT or AST 2 to 3 x ULN
ALT or AST > 3 x ULN

75 percent
50 percent
25 percent
 0 percent

Etoposide 1.5～3 mg/dL AST > 180 50 percent

Docetaxel > ULN or
AST/ALT > 1.5 x ULN plus
alkaline phosphatase > 2.5 x ULN

 0 percent

5-FU > 5 mg/dL  0 percent

Irinotecan 1.5 to 3 x ULN 75 percent

Paclitaxel
< 1.5 mg/dL
1.6 to 3.0 mg/dL
> 3 mg/dL

AST 2 x ULN 75 percent
40 percent
25 percent

Modified from King, PD, Perry, MC. Hepatotoxicity of chemotherapy. The Oncologist 2001;6:162.

한 이러한 약제들은 간에서 사되는 여러 약제들과 약물-상호작용을 나타낼 수 있는데, irinotecan, 
paclitaxel, docetaxel은 모두 CYP3A4 family를 통해 사기 때문에 이 효소에 의해 사되거나, 이 효소를 해

하는 약제와의 병용 시 독성이 더욱 심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CYP3A4 family를 통해 

사되거나, 이를 해하는 약제에는 clarithromycin 등의 항생제, fluconazole 등의 항진균제, fluoxetine (Prozac) 등
의 항우울제, simvastasin 등의 statin 제제, amlodipine 등의 calcium channel blocker  cimetidine, sildenafil과 같이 

임상에서 매우 흔하게 사용하는 약제들이 다수 포함되므로 병용 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130 본 증례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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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Drugs that are metabolized by or that inhibit CYP3A4 

Antimicrobial Cardiovascular CNS Statins Other

Azithromycin (weak)

Clarithromycin

Clotrimazole

Erythromycin

Fluconazole

HIV protease inhibitors

Indinavir

Ritonavir

Nelfinavir

Saquinavir

Amprenavir

Itraconazole

Ketoconazole

Miconazole

Norfloxacin

Rifampin

Telithromycin

Troleandomycin

Amiodarone

Amlodipine

Cilostazol

Digitoxin

Diltiazem

Disopyramide

Felodipine

Fibrates

Isradipine

Mibefradil

Nifedipine

Quinidine

Verapamil

Alprazolam

Aprepitant

Carbamazepine

Fluoxetine

Fluvoxamine

Imipramine

Midazolam

Nefazodone

Sertraline

Triazolam

Atorvastatin

Cerivastatin

Lovastatin

Simvastatin

Acetaminophen

Astemizole

Cimetidine

Cisapride

Cyclosporine

Dexamethasone

Ethinyl estradiol

Grapefruit juice

Omeprazole

Tacrolimus

Troglitazone

Sildenafil

Adapted from Cheitlin, MD, et al. Circulation 1999; 99:168.

fluconazole 투여  시행된 irinotecan 항암요법이 4등  호 구감소  3등  설사의 발생에 향을 미쳤을 가

능성이 많다고 추측된다. CYP3A4 fammily에 향을 미치는 약제들은 Table 11과 같다.130

결   론

이상에서 암의 보조  항암치료  고식 항암 치료의 이론  배경과 다양한 임상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

고, 2증례의 항암치료 과정을 통해 항암치료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에 해 소개하고자 하 지만 많은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아래에 임상에서 흔히 사용하게 되는 암의 항암제 병합요법의 용량

과 실질 인 항암제 order의 를 첨부하 다. 아래의 표에서 기술한 여러 가지 병합요법 이외에도 세계 으로 

2군 항암제(국내보험기 상)로 분류되어 있는 약제들 간의 병합요법에 한 많은 연구들이 시행되었거나, 진행 

이고 상당히 고무 인 결과를 보고하고 있기는 하지만(TS-1/irinotecan, TS-1/paclitaxel, capecitabine/oxaliplatin, 
docetaxel/capecitabine, docetaxel/irinotecan, irinotecan/oxaliplatin 병합요법 등) 국내보험 여건상 2군 항암제들 간의 

병합요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제로 임상에 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본 원고에서는 소개하지 않는다. 이 

내용이 임상에서 항암치료를 시행하는 많은 소화기내과 문의에게 조 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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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의 병합항암요법

regimen 용법 및 일반적인 용량 reference 보험 허가사항

Furtulon alone If BSA <1.7 m2, 300 mg bid
If BSA >1.7 m2, 400 mg bid, daily

Adjuvant 이상

UFT 400 mg/m2 tid, daily Adjuvant 이상

UFT/DDP UFT 400 mg/m2 tid, daily
DDP 70 mg/m2 at D1 every 4 weeks

Adjuvant 이상

FP 5FU 1,000 mg/m2 IVF for D1-3 every 4 weeks
DDP 70～80 mg/m2 IVF on D2 every 4 weeks

Bouche O 2005 Adjuvant 이상

FAM 5FU 1,000 mg/m2 IVF for D1-3 every 4 weeks
Adriamycin 40 mg/m2 IV bolus on D2 every 4 weeks
MMC 10 mg/m2 for IV on D2 every 8 weeks

Macdonald J 1995 Adjuvant 이상

ECF Epirubicin 50 mg/m2 iv on D1 
Cisplatin 60 mg/m iv over 2 hours on D1 
5-FU 200 mg/m2/day continuous IVF on D1-21 every 3 wks 

Findlay M 1994 Adjuvant 이상

TS-1 alone 1일 2회 4주간 투여하고 2주간 휴약, every 6 weeks
  BSA 1.25 m2 미만 40 mg bid  
  BSA 1.25 m2~1.5 m2 50 mg bid
  BSA  1.5 m2 이상 60 mg bid

Sakuramoto S 2007 Adjuvant 이상
- 단 adjuvant 시
  전액 본인 부담

TS-1/DDP(2-1 schedule) TS-1 용량은 동일. 단 2주 복용/1주 휴약
DDP 70 mg/m2 IVF at D1 every 3 weeks

Palliative

TS-1/DDP(3-2 schedule) TS-1 용량은 동일. 단 3주 복용/2주 휴약
DDP 60 mg/m2 IVF at D8 every 5 weeks

Palliative

Capecitabine alone Capecitabine 1,250 mg/m2, 2주 복용/1주 휴약, every 3 wks Palliative

Capecitabine/cisplatin Capecitabine 용량은 동일, 2주 복용/1주 휴약, every 3 wks
DDP 60 mg/m2 IVF at D1 every 3 weeks

Kang HJ 2005 Palliative

ECX Epirubicin 50 mg/m2 iv on D1 
Cisplatin 60 mg/m iv over 2 hours on D1 
capecitabine 625 mg/m2 twice daily on D1-21 every 3 wks

Cunningham D 2008
REAL-2

Palliative

irinotecan/DDP Irinotecan 70 mg/m2 IVF for D1, D15 every 2 weeks
DDP 70 mg/m2 IVF for D1 every 4 weeks

Shirao K 1997 Palliative

FOLFIRI Irrinotecan 180 mg/m IV over 90 min, D1
Leucovorin 200 mg/m IV over 2 hours, D1 and D2
5-FU 400 mg/m IV bolus, then 600 mg/m IV over 22 hrs 
continuous infusion, D1 and D2, every 2 weeks

Bouche O 2004 Palliative

Docetaxel/DDP Docetaxel 75 mg/m2 IVF for D1 every 3 weeks
DDP 70～75 mg/m2 IVF for D2 every 3weeks

Palliative

DCF 5-FU 750/m2 IVF for D1-3
Docetaxel 75 mg/m2 IVF at D1 every 3 weeks
DDP 70 mg/m2 IVF at D2 every 3 weeks

Van Cutsem E 2006 Palliative

FOLFOX-4 Oxaliplatin 85 mg/m2 IV over 2 hours, D1
Leucovorin 200 mg/m2 IV over 2 hours, D1 and D2
5FU 400 mg/m2 IV bolus, then 600 mg/m2 IVF 
over 22 hrs, D1-2, every 2 weeks

De vita Palliative

FOLFOX-6 Oxaliplatin 100 mg/m2 IV over 2 hours, D1
Leucovorin 400 mg/m2 IV over 2 hours, D1 
5FU 400 mg/m2 IV bolus, then 3,000 mg/m2 IVF 
over 46 hrs every 2 weeks

Louvet Palliative

Weekly Paclitaxel Paclitaxel 80 mg/m2 over 1 hr at D1, D8, D15, every 4 wks Palliative

Paclitaxel/DDP 
(2 weeks schedule)

Paclitaxel 170～180 mg/m2 over 3 hrs,
DDP 60 mg/m2 IV over 2hrs every 14 days 

Polee MB 2002 Palliative

Paclitaxel/DDP 
(3 weeks schedule)

Paclitaxel 175 mg/m2 IVF for D1 every 3 weeks
DDP 75 mg/m2 IVF for D2 every 3 weeks

Palliative

5FU/LV/Paclitaxel 5-FU 1,000 mg/m2 IVF for D1～D3
LV 30 mg IV for D1～D3
Paclitaxel 175 mg/m2 IVF for D1 every 3 weeks

Palli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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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Order의 Example

1. Cisplatin Infusion Order

1) NS 1L + 10% MgSO4 1A (+ KCl 20 mEq) mix IV over 6～8 hr (pre-hydration)
2) Prechemotherapy anti-emetics
   - Dexamethasone 20 mg IV over 5 min qd
   - Macperan 10 mg q 8 hr (or q 6 hr) IV
   - 5HT-3 antagonist 1A IV full drip with N/S 100 mL (such as Anzemet, Nasea, Zofran, etc)
   - Lorazepam (ativan) po qid (0.5-0.5-0.5-1)
3) Cisplatin (  ) mg in NS 150 cc (or 5DW 200 cc) mix IV infusion over 2 hour(차 )
   ※ Taxane계 약물과 병용 시 반드시 paclitaxel/docetaxel 종료된 후 cisplatin start한다.
4) Mannitol 20% 500 mL IV full drip after cisplatin 
5) NS 1L IV over 6～8 hours 
6) Lasix 10 mg (or 20 mg) IV 
7) Discharge medication
   - Dexamethasone 4 mg po bid for 2 days (or other antiemetics) 
   - Other antiemetic such as Anzemet, Nasea, Zofran, etc po med for 5 days 
   - Promotility agent such as domperidone, itopride, mosapride, etc
   - OPD f/u on D8 with CBC with differential count, electrolyte

2. Paclitaxel/Docetaxel Infusion Order

1) Premedication for anti-emesis and to avoid hypersensitivity
   - Macperan 10 mg q 8 hr (or q 6 hr) IV
   - 5HT-3 antagonist 1A IV full drip with N/S 100 mL (such as Anzemet, Nasea, Zofran, etc)
   - Lorazepam (ativan) po qid (0.5-0.5-0.5-1)
   - H2RA (cimetidine) 200 mg IV bolus
   - Pheniramine maleate 1A (2 mL) IV bolus
   - Dexamethasone 20 mg IV over 5 min qd
2) Paclitaxel/Docetaxel (   ) mg + NS 500 mL mix IV infusion over 1 hour
   - Check vital sign q 15 minute during infusion
　　※ cisplatin과 병용 시에는 반드시 paclitaxel/docetaxel 종료된 후 cisplatin start 한다.

3. 기타 약제 Chemo-Order 시 유의점

1) 5-FU continuous infusion - 차 을 유지하고 24시간에 걸쳐 정주한다.
2) TS-1 반드시 식후에 투여하며, 용량은 BSA 1.25 m2 미만이면 40 mg bid, BSA 1.25～1.5 m2이면 50 mg bid, BSA 1.5 m2 

이상이면 60 mg bid
3) Oxaliplatin - 5DW 200～500 mL에 mix & IV over 2 hr
4) Leukovorin - 5DW 200～500 mL에 mix & IV over 2 hr
5) Irinotecan - 5DW 200～500 mL에 mix & IV over 9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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