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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의 항암치료

한림 학교 의과 학 내과학교실

백      일      현

I. 서    론

암은 국내에서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종양으로 악성 종양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망률에서도 2
를 차지하고 있어 임상 으로 가장 요시되고 있다. 내시경을 통한 조기암의 발견이 증가하여 조기 암의 

비 이 늘어나고 있으나, 많은 경우에서 진행성 암으로 진단되고, 그  30% 정도는 제가 불가능하거나 

재발하여 5년 생존율이 10% 이내로 알려져 있다. 암의 후는 진단 당시의 병기에 의존 으로 진행성 

암의 경우 근치  제술 후에도 많은 에서 재발을 경험하게 된다. 암의 치료법은 다른 소화기암과 마찬

가지로 궁극  치료는 수술을 통한 근치  제가 유일한 완치 방법이지만, 제 불가능한 진행성 는 이

성 암, 재발성 암에서는 아직까지도 일치되고 표 화된 결론은 없지만, 증상 완화, 수명 연장, 삶의 질 

향상 등을 목 으로 항암 요법을 받게 된다. 특히 암 수술후 보조화학요법은 새로운 시 를 맞고 있다. 이 

치료법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어 왔으나, 최근 일본에서 실시한 2가지 제3상 임상시험에서는 UFT와 TS-1
에 의한 보조화학요법이 각각 암 수술 후 생존기간을 유의하게 연장시킨다고 보고된 바 있다.

Ⅱ. 본    론

1. Treatment of localized disease

Perioperative Chemotherapy에 한 최 의 3상 임상은 UK MRC(Medical Research Council)에 의해 진행되었

다. 환자는 pre- and postoperative chemotherapy[epirubicin 50mg/m2, cisplatin 60 mg/m2 and continuous i.v. infusion 
of 5-fluorouracil (5-FU) 200 mg/m2/day (ECF)]을 받고 수술을 받는 군(250명)과 수술만을 받는 군(253명)으로 

무작  배정되었다. 5년 생존율은 pre- and postoperative chemotherapy군에서 36.3%, 수술군에서 23.0% 다. 주
된 비 액학  부작용은 alopecia, 오심, 구토 다. 이 결과는 록으로 발표된 FFCD trial에 의해 재확인되었

다. 이러한 perioperative approach는 부분의 국  일부 유럽에서 표  치료로 사용되고 있다.
North American intergroup이 발표한 randomized trial [five cycles of postoperative chemotherapy with 5-FU/leuc

ovorin before, during and after radiotherapy (45 Gy in 25 fractions over 5 weeks)]은 5년 overall survival에 있어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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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선을 보여 주었다. 비록 이러한 치료 략이 미국에선 표  치료로 고려되고 있지만, 복강 내 chemoradia- 
tion의 독성에 한 우려와 임상 시험 상자의 54%에서 D1 dissection 이하를 시행받았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폭넓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일본에서는 D2 이상의 dissection을 시행받은 완  제된 1059명의 stage II/III 암(Japanese classification) 

환자들을 상으로, 무작 로 12개월의 경구 fluoropyrimidine S-1을 투여받거나 찰만을 하는 군으로 배정하

다. 27%의 환자들이 부작용으로 12개월의 치료를 끝내지 못했다. 3년 overall survival은 수술만을 시행받은 군

에서는 70.1%, adjuvant therapy로 S-1을 투여받은 군에서는 81.1% 다. 이 치료는 주로 nodal relapse와 peritoneal 
relapse를 방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2. Locally advanced unresectable gastric cancer without distant metastases

수술  병기진단의 정확성이 개선되어지면서, 이는 없으면서 제불가능한 암을 개복시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어가고 있다. 그러나 여 히 임상  혹은 수술  진단기 에 의해 국소 으로 진행된 제 불

가능한 경우들을 볼 수 있다. 일련의 2상 임상 연구에서, 수술후 제불가능으로 진단된 환자들에서 항암화

학요법제의 여러 가지 병합요법이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는데, 부분의 치료 략은 cisplatin을 근간으로 

하 다. 이들을 요약하면, 반응률은 48-90%, 3-4차례의 항암 치료 후에 유의한 R0 resection율은 45-78%, median 
survival은 18개월로 20%의 장기 생존자를 보 다(Table 1). 비록 randomized 임상시험 자료는 없을지라도, 이
러한 2상 연구의 결과들은 일 이다. 따라서, 이암에 효과가 있는 항암화학요법제의 병용 치료는 수술 

후 제불가능으로 진단된 국소 진행성 암환자에서도 권장된다.

Table 1. PhaseⅡtrials of combination chemotherapy in patients with locally advanced gastric cancer without 
metastasis and surgically defined as unresectable

Author (year)
No. 

patients
Chemotheraphy

No. 

courses

Response rate

(%)

RO 

resectability 

(%)

Median 

survival 

(months)

Wilke (1989)

Wilke (1990)

Kato (1990)

Plukker (1991)

Findiay (1994)

Schuhmacher (2001)

Cascinu (2004)

34

10

 8

20

17

41

82

EAP

ELF

MMC VP16

   CDDF-5-FU

5-FU-MTX

ECF

FAP

PELFw

2-5

2-5

1-5

4

4

4

4

70 (21% CR)

70

88

47

80

90

48

59

-

62

70

55

78

45

18

-

-

12

8.4

-

18

CR: complete response; CDDP: cisplatin; EAP: etoposide = adriamycin + cisplatin; ECF: epirubicin, 5-FU and 

cisplatin; ELF: etoposide, leucovorin and 5-FU; MMC: mytomicin C; MTX: methotrexate; PELFw: weekly cisplatin, 

eporubicin, lencovorin and 5-F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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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reatment of metastatic disease

진행성 암에 해 효과가 입증된 약제는 5-FU, cisplatin, doxorubicine, epirubicine, mitomycin C, etoposide 
등을 들 수 있는데, 단일 요법에서 10-20%의 반응을 보 다. Paclitaxel, docetaxel, irinotecan, epirubicin, oxaliplatin, 
oral etoposide, UFT (uracil과 tegafur의 조합)와 같은 몇몇 새로운 약물과 그것들의 병용 요법이 암에 해 

효과를 나타낸 바 있었다. 한 그 외 많은 경구용 약제들이 암 치료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으로 기

되고 있다. 
이성 혹은 재발성 암환자에서 병용 화학요법은 최 의 지지요법(best supportive therapy)과 비교해 보

았을 때, 결과 으로 overall survival을 더욱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에도 효과가 있어 이성/
재발성 암에서 고식  치료를 목 으로 할 때 병용 화학요법은 표 치료라고 할 수 있다(Table 2). 

Table. 2. Randomized trials comparing palliative chemotherapy versus best supportive care

Author (year) Schedule No. patients Median survival (months) p

Murad (1993)

Pyrhonen (1995)

Scheithauer (1994)

Glimelius (1997)

FAMTX versus BSC

FAMTX versus BSC

FLF versus BSC

FLF or LF versus BSC

30/10

17/19

18/19

31/30

 9.0/3.0

12.0/3.0

 7.5/4.0

 8.0/5.0

0.001

0.001

-

0.02

FAMTX: 5-FU, adriamycin, leucocorin and methotrexate; FAMTX: 5-FU, epirubicin, leucovorin and methotrexate; 

ELF: etoposidoe, leucovorin and 5-FU; LF: leucovorin and 5-FU.

최근 개발된 taxane, irinotecan (CPT-11), oxaliplatin, docetaxel (TXL), paclitaxel (TXL), leukovorin/fluorouracil (I- 
LV/5-FU), capecitabine  TS-1 등의 새로운 항암화학요법제들의 효과는 과거 약제와 비교한 제3상 임상시험

에서 반응률 32-54%, 질병진행 기간 4.2-7.0개월, 체 생존기간 9.0-13.0개월을 보이고 있어서 과거 약제의 

병용 요법에 비해 효과가 향상되고, 부작용이 어드는 경향이고, 투여하기 간편한 장 이 있다. 그러나 

재 제 불가능한, 재발성 암에 하여  세계 으로 합의된 표  화학요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Randomized 다국가 3상 임상시험(V325)에서, 이 에 화학요법으로 치료받지 않은 진행성 암 환자 445

명을 상으로 cisplatin + fluorouracil (CF)를 조군으로 하여 3주 요법의 docetaxel + cisplatin (CDDP) + 5-FU (DCF)를 
비교하 다. Time to progression은 CF군에 비해 DCF군에서 확연히 연장되었다(5.6M; 95% CI vs. 3.7%; 95% 
CI). 2년 생존율은 DCF군에서 18%, CF군에서 9%이었다. Median overall survival도 DCF요법에서 유의하게 연

장되었다(9.2M vs. 8.6M, p=0.02). 2006년, FDA는 이 임상 시험 결과에 근거하여 식도, 합부암을 포함한 

암 환자  이 에 화학요법을 받지 않은 환자들에게 DCF 병용 요법의 사용을 승인하 다. 그러나 DCF에
서는 grade 3/4의 호 구 감소가 84%에서 보여 G-CSF의 사용빈도가 CF에 비해 3배 가까이 되는 등 독성이 

강한 이 단 이다.
REAL-2 [Randomised study of Epirubicin, Cisplatin, Fluorouracil (ECF) for Advanced or Locally advanced oeso

phagogastric cancer (OG)] 임상시험은 randomized 다기  3상 시험으로, 조직학 으로 확인된 식도, 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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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부, 의 선암, 편평세포 는 미분화암을 가진 1,003명의 진행성 식도암 환자를 4가지 epirubicin-based 요법 [e
pirubicin + cisplatin + 5-FU (ECF), epirubicin + oxaliplatin + 5FU (EOF), epirubicin + cisplatin + capecitabine (ECX), epirubi- 
cin + oxaliplatin + capecitbine (EOX)] 투여군  한 군으로 무작  배정되었다. Median follow-up 기간은 17.1 M이

었다. EOF, ECX, EOX 요법(각 42%, 46%, 48%)과 비교 시 ECF (41%) 요법은 반응률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REAL-2 임상시험은 진행성 식도암 환자의 치료에서 5-FU와 비교해 capecitabine이 열등하지 않고, 
cisplatin과 비교해 oxaliplatin이 열등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ECF와 비교할 때 oxaliplatin을 포함한 병용 요법

은 유의하게 색 증의 부작용 빈도를 낮추었다(7.6% versus 15.1%; p<0.0001). REAL-2에서 평가된 4가지 

치료 략 에서 EOX가 가장 긴 median OS (11.2 months versus 9.6 months for ECF; p=0.02)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로 oxaliplatin이 cisplatin을 체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으며, cisplatin을 oxaliplatin로 체할 경우 

입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장 이 있다. EOX요법의 생존율에의 효과  안정성으로 인하여 ECF에 비해 차 

표  삼제요법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EOX나 ECF와 cisplatin–fluoropyrimidine 이제 요법이

나 docetaxel-containing regimens (DCF)과의 비교를 한 randomised 3상 연구는 없다.
다기  ML17032 연구에서는 capecitabine + cisplatin (XP)의 progression free survival (PFS)이 5-fluorouracil +  

cisplatin (FP) 3주 요법에 비해 열등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어서, OS에 있어 capecitabine이 정주 5-FU에 비해 

열등하지 않고, oxaliplatin이 cisplatin에 비해 열등하지 않다는 REAL-2 결과를 확인시켜주었다. 316명의 환자

들을 무작 로 1:1로 XP(160명) 혹은 FP 3주 요법(156명)으로 배정하 다. 연구 상으로 선정되기 해서는 

측정 가능한 종양이 반드시 있어야 하 으며, 종양 평가는 매 2주기마다 시행되었다. Intent-to-treat 집단에서

의 median PFS는 FP에서 5.0개월 XP에서 5.6개월이었다. Overall survival (OS)은 XP가 FP보다 통계 으로 의

미있는 우월성은 보이지 않았지만(p=0.2650), 열등하지도 않았다(10.5 versus 9.3 months; HR 0.85, 95% CI 0.64
-1.13; per-protocol population). 체 인 반응율은 XP에서 유의하게 더 높았다(p=0.02). 두 치료 사이에 grade 
3/4의 치료와 련된 독성 반응은 유사하 다. 그러나 카테터와 련된 합병증 빈도는 보고되지 않았는데, 
경구 capecitabine은 심정맥주입 장치의 필요성을 없게하여 fluoropyrimidine 항암제를 보다 간편하게 투여 

방법이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표 화되지 않은 3주 FP 요법을 사용했는데, 자들은 이 치료 방법이 표

화된 4주 FP 요법과 동등의 dose intensity를 가진다고 생각하 다. 더욱이 이러한 3주 FP 요법은 내약성이 우

수하 으며, 효과면에 있어서도 기존의 표 화된 4주 FP 요법에 필 하 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보고된 많

은 연구에서의 FP 요법의 결과보다 더 긴 median OS를 보 다. ML17032 결과로 capecitabine은 이성 암

의 1차 치료로서 5-fluorouracil (5-FU) 정주요법을 체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으며, XP요법은 진행성 암의 

표 화된 이제 병합요법(doublet regimen)으로 고려될 수 있다. 
새로운 경구 fluoropyrimidine인 TS-1의 단독 요법과 cisplatin과의 병용요법의 효과가 여러 1/2상 임상시험

에서 증명되었다. 일본에서의 randomized 3상 임상시험(SPIRITS; S-1 + cisplatin versus S-1 alone for first-line tre-  
 atment of AGC)은 경구 fluoropyrimidine과 platinum 병용요법의 효과를 평가하 다. S-1 + cisplatin 병용요법은 

S-1 단독요법에 비해 우수한 OS (HR 0.77, 95% CI 0.61-0.98; p=0.04)을 보 으며, median OS는 13.0개월이라

는 놀라운 결과를 보 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서양인을 상으로 해서는 보여지지 않았으며, S-1은 유럽

과 미국에서는 재 사용이 허가되지 않았다. 흥미로운 것은 SPIRITS trial과 이 의 JCOG 9912 임상시험 모

두에서 보여진 OS 결과가 비교  짧은 median PFS에도 불구하고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기 res
ectability/unresectability에 한 다른 문화 인 , 질병의 다른 생물학(biology), 2차 치료에의 높은 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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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andomised phase III trials evaluating targeted therapies in first-line treatment of advanced gastric 
cancer

Trial Regimen N Recruitment

ToGAa

LoGICa

AVAGAST

EXPAND

REAL-3

Fluoropyrimidine (capecitabine or 5-fluorouracil) 

cisplatin ± trastuzumab

Capecitabine/oxalipatin ± lapatinib

Capecitabine/cisplatin ± bevacizumab

Cisplatin/capecitabine ± cetuximab

EOX ± paniyumumab

584

870

760

870

730

Closed

Open

Closed

Open

Open

aHER-2 position patients only.

혹은 다른 요인들과의 복합 인 문제에서 발생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일본 밖에서 시행된 다국  3상 임

상시험인 FLAGS trial (First-Line Advanced Gastric Cancer Study)에서는 S-1 + cisplatin이 5-FU + cisplatin 보다 우

수하다는 결과를 보이는데 실패했다. S-1 + cisplatin의 median OS는 8.6개월로, 일본에서 시행된 SPIRITS 결과

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다른 고형암과 달리, 암에 있어서 표  치료의 명확한 역할은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 표  항암화학요

법에 mAbs을 추가한 병용 요법에 한 많은 제3상 연구들이 재 진행되고 있다(Table 3). 이러한 연구들의 

첫번째 결과로서 ToGA (trastuzumab with chemotherapy in HER-2-positive advanced GC) trial이 올해 나올 정

이다. 유방암에서 HER-2 양성이 후 뿐만 아니라, trastuzumab의 치료 반응에의 측인자인 것에 비추어, To
GA 연구는 HER-2 양성인 환자들만을 상으로 하 다. ToGA의 자료에서 HER-2 양성률은 상 환자 2,484
명 에서 21.9%로 유방암에서의 양성율과 다르지 않았다. 이와는 조 으로, KRAS와 BRAF 돌연변이의 

빈도는 장  직장암에 비해 암에서 모두 낮았다. ToGA는 표 치료제를 이용한 치료를 해 분자표지

(molecular marker) 이용해 환자를 사 에 선정한 진행성 암에서의 최 의 제3상 연구이다. 
Cetuximab을 포함한 항암요법으로 치료받은 43명의 환자들을 후향 으로 분석한 결과, KRAS와 BRAF 돌

연변이의 빈도는 각각 11.6%와 2.4% 다. KRAS와 BRAF 돌연변이는 cetuximab을 포함한 항암요법의 반응과 

련성을 보이지 않았다(p=0.846). 이러한 결과가 암이 표피성장인자수용체(EGFR;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항체에 반응을 보이는지 혹은 항성을 보이는지를 결정하기에는 불충분하다 할지라도, 요한 것

은 cetuximab을 포함한 항암요법이 KRAS와  BRAF 돌연변이를 가진 환자들에 불리한 효과를 나타내지는 않

았다는 것이다. REAL-3같은 재의 제3상 연구들에서 향 으로 수집된 조직 시료 분석을 통해 가능성 있

는 후  측 생체지표인자(biomarkers)들을 발견하기를 기 한다. 그러나 그 동안은 이러한 돌연변이의 

존재만으로 임상 연구에서 EGFR 항체를 가진 진행성 암 환자들을 치료에서 제외해서는 안된다.
Bevacizumab (anti VEGF antibody)과 다른 항암제와의 병용요법에 한 여러 제2상 임상 시험 결과가 보고

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 의 첫번째 결과로서 bevacizumab과 irinotecan, cisplatin과의 병용 요법은 median time 
to progression이 8.3개월로(95% CI 5.5-9.9 months) 기존 결과에 비해 time to progression에서 50%의 개선 효과

를 보 다. 하지만 천공(두명) 혹은 근  천공(한 명)의 빈도가 6% 으며, 한명의 환자에서는 심한 장

 출 을 보 다. Grade 3/4의  색 이 25%의 환자에서 발생하 다. 보다 최근엔 bevacizumab과 변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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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 요법과의 병용 치료에 한 임상 시험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6개월 PFS가 79%, median OS는 16.3개월

이었다. 천공과 출 의 빈도는 2% 으며, 31%의 환자에서 grade 3/4의 색 이 발생하 다. 이러한 부작

용이 으로 bevacizumab의 추가에 기인하는 지는 알 수 없지만,  색 의 빈도는 REAL-2의 어떤 치료

의  색  빈도보다 훨씬 높은 빈도로 찰된다. XP±bevacizumab의 효과를 연구하는 randomized 제3상 연

구의 환자 모집이 끝났으므로 진행성 암에서 bevacizumab의 효과  안 성에 한 더 많은 정보가 제공될 

것이다. 
한 EOX 항암화학요법을 조군으로 여기에 panitumumab을 추가하는 것을 평가하는 다기  REAL-3가 

진행 이다.
소분자 억제제(small-molecule inhibitors)에 한 심이 증가함에 따라, 이 약제의 효과를 평가하기 한, 

특히 항암화학요법에 반응이 없는 진행성 암환자에 한 많은 수의 제2상 임상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Eve
rolimus (RAD001)와 sunitinib를 평가하기 한 임상 연구의 기 결과에서, 좋은 PS상태의 항암화학치료에 반

응이 없는 환자들은 이들 약제를 체로 잘 견뎌내었다. 이들 약제에 한 객 인 반응율이 비록 낮을지라

도, 평가 가능한 환자들에서의 disease control rates은 everolimus에서 55% (53명  29명)이었고, sunitinib에서 4
7% (36명  17명)-35% (14명  5명)이었다. 다른 종양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러한 신약의 항종양 효과는 객

인 반응율이라기 보다는 종양의 안정화에 의해 반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결과로 진행성 암에 있어

서 이들 약제에 한 앞으로의 연구가 정당화될 수 있다. 1차 치료로서 항암화학제제와 표 치료약제의 병

용요법이 생존에 있어 임상 으로 의미있는 개선을 보일 것으로 기 하며, 항암화학요법에 반응이 없는 환

자들에 한 최근의 연구 결과 몇몇 새로운 분자표 치료약제(newer small molecule-targeted agents)가 진행

성 암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많은 다른 병용 화학요법이 재 3상 임상시험 에 있고, 비록 세계  표 이 아니라고 해도 진행성 

암 환자에 하여 폭넓게 입증된 front-line therapy가 향후에 제시될 것으로 기 되고 있다.

Ⅲ. 요    약

REAL-2와 더불어 ML17032의 연구 결과는 진행성 암의 치료에 있어서 capecitabine의 역할을 보다 확실

하게 하 다. 따라서 capecitabine과 5-FU의 효과를 비교하는 연구는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 보인다. 이를 

결과로 추론해 볼 때 경구 capecitabine은 암의 수술 후에 5-FU 정주 요법도 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Platinum/fluoropyrimidine을 근간으로 하는 병용 항암화학요법은 1차 항암치료의 추  역할을 하고 있으

며, 최근까지의 연구 결과 3제 병용 항암요법이 2제 병용항암요법에 비해 우수한 반응을 보 다. DCF 요법

은 우수하나, 치료와 련된 독성으로 일반 인 사용에는 제약이 있다. EOX 요법은 내약성이 우수한 3제 요

법으로 항암화학 요법과 panitumumab의 병용 효과를 연구하는 다기  REAL-3 임상 시험에 조군으로 선정

되었다. 항암화학요법에 반응이 없는 환자들에 한 항암화학요법과 분자표 치료 약제의 병용치료에 한 

최근의 임상시험 결과, 최근 개발된 몇몇 새로운 분자표 치료약제(newer small molecule-targeted agents)가 

진행성 암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 향후 항암화학요법과 분자표 치료 약제의 병용치료가 1차 항암

치료로서 임상 으로 의미있게 생존율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 된다. 이러한 임상 연구들과 더불어, 개연구 

(translational research)는 치료의 방침을 정하는데 도움을  수 있는 측  후 인자를 찾아내는데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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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새로운 치료 약제를 개발하는데 도움을 다. 이러한 공동 연구를 통해 진행성 암 환자에 한 최

의 치료를 찾아내고, 궁극 으로는 개별 환자에 합한 맞춤 치료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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