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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암은 우리나라에서 발생율 1 로 2005년 연간 24,000건으로 발생하며, 2008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사

망률은 폐암, 간암에 이어 3 를 차지한다. 2005년  국민을 상으로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을 확  실시하여 

최근에는 조기 암의 비율이 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주요 암의 사망률을 보면 암은 체암 사망의 16.4%
를 차지하고 있다.1 

암환자에서 시도되는 항암화학요법은 수술 후 재발을 방할 목 의 보조 항암화학요법, 수술로 완  

제가 불가능한 진행성/ 이성 환자에서 시도되는 고식  항암화학요법, 그리고 국소 진행성 암에 한 수

술  시행하는 선행 항암화학요법 등이 있다. 여기서는 암의 항암화학요법에 한 최근의 연구 결과를 보

조 항암화학요법  고식  항암화학요법으로 나 어 기술하 다.

II. 본   론

1. Adjuvant Chemotherapy

근치  수술 후 기 암 환자들의 5년 생존율은 75% 이상이나 범 한 림  이를 동반한 환자에

서 수술 후 5년 생존율은 30% 이하로 보고하고 있다. 암 환자에서 수술 후 재발을 방지하고 생존율을 향

상하기 한 최 의 치료는 나라마다 조 씩 차이가 있다. 
미국의 경우 근치  수술 후 보조 인 항암방사선 치료가 표 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그 근간이 되는 연

구는 Intergroup trial 0116 (INT-0116)이다.2 INT-0116은 근치  수술을 시행한 556명의 암 환자들을 수술 단

독군과 수술 후 보조 항암방사선군으로 나 었다. 항암방사선군은 5일간 5-FU 425 mg/m2 + leucovorin 20 mg/m2 
+ 180 cGy/일(총 4500 cGy)으로 치료하 다. 체 생존기간은 항암방사선군은 36개월, 수술단독군은 27개월로, 
재발율도 항암방사선군이 어 통계학 으로 의의가 있었다. 그러나 이 연구의 단 은 상 환자에서 암 

수술이 표  D2 림  제를 한 경우가 10%, D1 림  제도 54%로 불충분한 수술이 항암방사선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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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과를 반 할 수 있다는 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암 2-4기 환자 990명을 상으로 근치  수술  D2 
림  제를 한 후 INT-0116과 같은 약제로 보조 항암방사선 치료의 효과를 보기 한 후향 인 연구가 

있었는데, 수술단독군보다 항암방사선군이 체 생존기간이 길었으며(95.3개월 vs. 62.6개월), 20%의 사망률 

감소를 보고하 다.3

유럽 부분의 나라는 수술 후의 항암치료가 표 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수술  선행항암 치료의 장

은 수술  종양의 크기를 감소하여 수술이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암환자를 수술이 가능한 병기로 낮추어 

근치  제술이 가능하며, 진단 당시 미세 이를 치료할 수 있으며, 사용한 항암제의 반응을 평가하여 수

술 후 항암치료를 결정하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이다.
암에서 수술  선행항암치료의 3상 임상 연구들을 살펴 보면 Dutch Gastric Cancer Group은 수술  

제가 가능한 암 환자를 상으로 수술  선행항암 치료(4주기의 FAMTX)과 수술 단독군을 비교하 는데 

체 56명이 등록되었다. 결과는 수술  선행항암치료군이 근치  제율에서 차이가 없었고, 5년 생존기간

은 18개월로 수술단독군의 30개월보다 오히려 짧았다. 그러나 이 연구의 단 은 환자의 44%에서 선행항암 

치료를 간에 포기하 다.4 
국에서 시행한 MAGIC 연구는 수술  제가 가능한 2기 이상의 암 는 하부 식도암 환자 503명을 

상으로 수술 후 선행항암 치료군(수술  3주기와 수술 후 3주기의 ECF)과 수술 단독군을 비교하 는데 

선행항암 치료군이 T병기와 N병기의 감소를 보 으며, 근치  제율도 79%로 수술단독군의 70% 보다 높

았다. 5년 생존율도 36%로 수술단독군의 23%보다 높았으며, 사망 험도도 25%로 감소하 다.5 
랑스에서 시행한 다기  연구인 FNLCC 94012/FFCD 9703는 수술  제가 가능한 2기 이상의 식도하

부와 암 환자를 상으로 수술 후 항암치료군(수술  2-3주기의 FP＋수술 후 3-4주기의 FP)과 수술 단

독을 비교하 는데, 수술 후 항암치료군의 근치  제율은 87% vs 74%로, 5년 생존율은 38% vs 24%로 

우월하 으며 사망 험도도 31%로 감소하 다.6 
국내의 연구로는 강 등이 국소 진행성 암 환자 107명을 상으로 수술 후 항암치료군(수술  2-3주

기의 PEF와 수술 후 3-6주기의 PEF)과 수술 단독군을 비교하 는데, 수술 후 항암치료군이 근치  제율

의 향상을 보이지는 못했으나, 수술 후 병기감소를 보 으며, 체 생존율도 우수하 으나 통계 으로 유의

하지는 않았다.7  등은 임상 으로 3-4기(M0 혹은 단일 동맥림  이)로 진단된 국소 진행성 암 환

자 87명을 상으로 수술  선행항암 치료군(3주기의 docetaxle＋ cisplatin)과 수술 후 보조항암 치료군(3주기의 
docetaxel＋cisplatin)을 비교하는 2상 임상 연구를 하 는데, 수술  선행항암 치료군에서 근치  제율의 

증가, T병기  N병기의 감소를 보 으나,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8

수술  선행항암치료의 단 은 항암제에 한 내성을 가진 환자는 효과 인 국소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최근 한 연구는 양 자방출단층촬 술을 이용하여 선행항암 치료의 반응을 평가하

는데 2주 후 양 자방출단층촬 술을 반복 검사하여 종양섭취도가 35%이상 감소하면 반응군으로 분류하여 

항암치료를 3개월간 지속한 후 수술을 시행하 으며, 무반응 군은 바로 수술을 하 는데 2.3년 추  찰기

간 동안 앙 생존기간은 반응군은 아직 도달하지 않았으며, 무반응 군은 39.7개월로 나타났다.9

수술 후 항암치료의 역할에 한 정확한 결론을 내리기 해서는 우선 상 환자의 동질성이 확인된 

연구가 있어야 하며, 효과 인 항암제의 선택이 우선이며 치료  내시경 음  검사 등을 포함한 정확한 

임상 병기의 결정  치료 후 효과 정을 한 기 이 필요하며, D2 림  제를 표  수술법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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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sults of Meta‐analyses of the Adjuvant Chemotherapy of Gastric Cancer

Author
No. of 

studies

No. of 

patients
Odds ratio/hazard ratio for death

Reduction of

mortality(%)

Hermans J (1993)10 11 2,096 0.82 (95% CI 0.78‐1.08), p=NS 18

Earle CC (1999)11 13 1,990 0.80 (95% CI 0.66‐0.97), p=0.012 20

Mari E (2000)12 20 3,658 0.82 (95% CI 0.75‐0.89), p<0.001 18

Panzini I (2002)13 17 3,118 0.72 (95% CI 0.62‐0.84), p=NR 28

Janunger KG (2002)14 21 3,962 0.84 (95% CI 0.74‐0.96), p=NR 16

Hu JK (2002)15 14 4,543 0.56 (95% CI 0.40‐0.79), p<0.001

Zhao SL (2008) 15 3,212 0.90 (95% CI, 0.84‐0.96) p=0.001

Liu TS (2008)16 23 4,919 0.85 (95% CI: 0.80‐0.90) p=0.001 17.2

Sun P (2009)17 12 3,809 0.78 (95% CI, 0.71‐0.85) p<0.001

Oba K (2009)18  4 1,197 0.75 (95% CI 0.58‐0.98), p=0.037

한국, 일본 등에서 향후 규모 임상 연구가 필요하겠다.
한국,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지역과 남부 유럽은 수술 후 보조항암 치료가 표 치료로 자리잡고 있다. 1990

년부터 암 수술 후 재발을 방지할 목 으로 보조 항암화학요법를 시행하고 있으며, 효과를 분석하기 한 

여러 메타분석들의 결과가 발표되었다(Table 1).10-18 기의 보고들은 항암화학요법를 한 군이 수술단독군에 

비해 생존율은 향상되었으나, 통계학 인 의의는 없어 결과는 만족스러운 편이 아니었다. 이는 낮은 반응률

을 보이는 항암제를 사용한 경우나 메타분석에 포함한 연구의 이질성 등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최근의 메

타분석은 암수술 후 경구 는 정주 보조 항암화학요법은 수술단독보다 생존율을 향상시킴을 일 성 있게 

보고하고 있다. Liu 등은 4,919명이 환자가 포함된 23개 연구를 메타분석하 는데, 보조 항암화학요법군이 

조군보다 체 생존율 향상(60.6% vs 53.4%, p<0.001)을  보 다.16 Sun 등은 3809명이 환자가 포함된 12개 연

구를 메타분석하 는데, 보조 항암화학요법군이 조군보다 체 생존율 향상을 보 으며, 표 인 항암제

는 없으나, D2 림  제술 후 경구 5-FU제제를 추천하 다.17 랑스에서 시행한 3상 연구는 암 II-IVM0
기 환자를 상으로 근치  제술  D2 림  제술을 시행한 후 5-FU/cisplatin 항암화학요법군과 수

술 단독군으로 비교하 는데, 260명의 환자가 포함되었으나 연구가 조기 종료되었으며, 결과는 5년 생존율에 

있어 차이가 없었으나(46.6 vs 41.9%), 항암화학요법군에서 재발률의 감소는 있었다(p=0.032). 이 연구의 단

은 항암제의 독성으로 항암화학요법군의 49% 환자만이 계획한 항암화학요법을 시행받았다.19

최근 일본의 3상 연구가 발표되었는데, 암 2기  3기 환자를 근치   제술과 확  림  제술 

후 530명은 수술단독으로, 529명은 보조 항암화학요법으로 S-1을 1년간 투약하 는데, 2.9년 추 기간 동안 

S-1군이 체 생존율 향상(80.1% vs 70.1%, p=0.002)과 무병 생존율 향상(72.2% vs 59.6%, p<0.001)을 보 다.20 
특히 일본의 메타분석이 서양보다 좋은 결과를 보여 근치  제술과 D2 림  제술 후 장막층 이상의 

종양 침범이 있거나, 림  이가 있는 고 험군 환자에서 보조 항암화학요법이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음

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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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andomized Trials of Chemotherapy vs Best Supportive Care in Advanced Gastric Cancer

Author Regimen No. of patients Response rate (%) Median survival time (months) p value

Pyrhonen21 FEMTX 21 29 12  0.0006

BSC 20  3

Murad22 FAMTX 30 30  9  0.001

BSC 10  3

Glimelius23 ELF 10 30 10 <0.02

BSC 8  4

Scheithauser24 ELF 18 38    7.5  0.05

BSC 19  4

FEMTX, 5‐FU, epirubicin, methotrexate (MTX); FAMTX, 5‐FU, Adriamycin, MTX; ELF, etoposide, 5‐FU, leucovorin

2. Palliative Chemotherapy

1) 1차 항암화학요법

제 불가능한 진행성/ 이성 암에서 항암화학요법과 최 의 지지치료(best supportive therapy)를 비교한 

3상 연구에서 항암화학요법이 생존 기간을 연장시킬 뿐만 아니라, 삶의 질도 향상시킨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

어 진행성/ 이성 암환자에서 항암화학요법은 더 이상 논란의 상이 되지 않는다.21-24 최 의 지지치료군은 

생존 기간이 3-4개월에 불과하나 항암화학요법군은 7.5-12개월로 유의하게 생존 기간을 향상시킨다(Table 2).
제 불가능한 암에서 과연 어떠한 항암제가 가장 효과 인지에 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있다. 암에 효

과가 있다고 알려진 항암제는 과거 1990년 에 주로 사용되었던 cisplatin, 5-fluorouracil, doxorubicin, mitomycin C, 
methotrexate  etoposide 등으로 단독 사용되었을 경우 이들 약제의 반응률은 20%를 넘지 못한다.25 이런 낮은 
반응률로 인해 암의 치료에 병용화학요법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FAMTX (5-FU, adriamycin, met- 
hotrexate), FAP (5-FU, adriamycin, cisplatin), EAP (etoposide, adriamycin, cisplatin), ELF (etoposide, leucovorin, 5- 
FU), FP (5-FU, cisplatin), ECF (epirubicin, cisplatin, 5-FU) 등이 가장 리 사용되고 있으며, 3상 연구 결과에 의하면 
반응률 7-51%, 생존율 5.7-9.6개월을 보이고 있다(Table 3).26-30 

특히 국에서 시행한 ECF와 FAMTX 비교 연

구에서 ECF군이 높은 반응률(45% vs 21%), 향상된 앙생존기간(8.9개월 vs 5.7개월), 낮은 부작용, 향상된 

삶의 질을 보고하여 유럽에서 ECF병용요법이 진행성/ 이성 암에서 표 요법으로 자리매김을 하 다.29

최근 2000년 에는 새로운 항암제들이 개발되어 taxanes (docetaxel, paclitaxel), topoisomerase 억제제(irinotecan), 
oxaliplatin, capecitabine  S-1 등이 등장하게 된다. 최근 개발된 약제들을 이용한 복합 항암화학요법은 3상 

임상시험에서 반응률 28-54%, 체 생존기간 9.0-13.0개월을 보이고 있어서 과거 약제들에 비해 효과가 향상

되고, 부작용이 어드는 경향이고, 투여하기 간편한 장 이 있다(Table 4).31-36 특히, V325 임상 연구는 cisplatin 
+ 5-FU와 docetaxel+cisplatin + 5-FU를 비교한 3상 연구로 445명의 환자가 포함되었는데, docetaxel + cisplatin +
5-FU군이 체 생존기간  진행까지의 기간(TTP)이 통계학 으로 유의있게 길었으며, 2년 생존율도 향상되

었다(18% vs 9%).31 따라서 미국 등에서는 DCF요법이 표 치료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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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ults of Randomized Trials Using Older‐generation Regimens

Study Treatment No. of patients Response rate (%) Median survival time(mon) p value

Kim26

(Korea)

5‐FU

5‐FU + ADM + MMC

5‐FU + CDDP 

 94

 98

103

26

25

51

6.9

6.6

8.5

NS

Ohtsu27 

(JCOG9205)

5‐FU

5‐FU + CDDP

UFT + MMC

106

104

 70

11

34

 9

7.1

7.3

6.0

NS

Wils28 

(EORTC)

5‐FU + ADM + MMC

5‐FU + ADM + MTX

103

105

 7

33

6.7

9.6

0.004

Webb29

(UK)

5‐FU + ADM + MTX

Epirubicin + CDDP + 5‐FU

130

126

21

45

5.7

8.9

<0.001

Vanhoefer30 

(EORTC)

5‐FU + CDDP

Etoposide + LV/5‐FU

5‐FU + ADM + MTX

134

132

133

20

 9

12

7.2

7.2

6.7

NS

5‐FU, 5‐fluorouracil; ADM, doxorubicin; UFT, tegafur + uracil; MMC, mitomycin C; CDDP, cisplatin; MTX, methot- 

rexate; LV, leucovorin; NS, not significant; JCOG, Japan Clinical Oncology Group; EORTC, European Orga- 

nization for the Research and Treatment of Cancer; UK, United Kingdom

Table 4. Results of Recent Randomized Trials with New‐generation Regimens

Study Treatment No. of patients Response rate (%) Median survival time (mon) p value

Van Cutsem31

(V325)

CDDP + 5‐FU

Doce + CDDP + 5‐FU

224

221

25

37

 8.6

 9.2
0.02

Dank32

(V306)

CDDP + 5‐FU

Irinotecan + 5‐FU/LV

163

170

26

32

 8.7

 9.0
NS

Cunningham33

(REAL‐2)

ECF

EOF

ECX

EOX

263

245

250

244

41

42

46

48

 9.9

 9.3

 9.9

11.2

NS

Kang34 CDDP + 5‐FU

CDDP + capecitabine

156

160

32

46

 9.3

10.5
0.008

Boku35

(JCOG9912)

5‐FU

CDDP + irinotecan

S‐1
234

236

234

9

38

28

10.8

12.3

11.4

NS

Koizumi36

(SPIRITS)

S‐1
CDDP + S‐1

150

148

31

54

11.0

13.0
0.04

Doce, docetaxel; E, epirubicin; C, cisplatin; F, 5‐fluorouracil; O, oxaliplatin; X, capecitabine

REAL-2 연구는 oxaliplatin과 capecitabine의 비교 연구로 ECF, EOF, ECX, EOX 병용요법을 964명을 분석

하 는데, 각 군의 반응률  생존기간은 ECF 41%와 9.9개월, EOF 42%와 9.3개월, ECX 46%와 9.9개월, EOX 
48%와 11.2개월로 보고하면서 진행성 암환자에서 3제요법의 경우 cisplatin 신에 oxaliplatin, 5-FU 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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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ecitabine으로 체할 수 있으며, EOX 병용치료가 ECF보다 효과가 좋다고 발표하 다.33 일본의 다기  3
상 연구는 진행성 암환자 305명을 S-1단독 는 S-1+cisplatin으로 치료하 는데, S-1+cisplatin군이 체 생

존기간(13.0개월 vs 11.0개월)이 길었으며, 무진행 생존기간(6.0개월 vs 4.0개월)도 길어 일본의 표 요법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36 우리나라는 cisplatin + 5-FU과 cisplatin + capeciabine의 비교 연구가 있는데, 316명의 

환자를 상으로 하 으며, 체 생존기간(9.3개월 vs 10.5개월)  무진행 생존기간(5.0개월 vs 5.6개월)이 비

슷한 것으로 보고하여 capecitabine이 5-FU를 신할 수 있었다.34

진행성/ 이성 암에서 어떤 복합항암화학요법이 더 우월한지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으나, 체로 ECF, 
DCF, S-1+cisplatin요법이 표 인 치료로 이용되고 있는 경향이며, ECF는 EOX로 체할 수 있다. 

2) 2차 항암화학요법

진행성/ 이성 암환자의 부분은 1차 항암화학요법에 실패하여 2차 항암화학요법이 필요하다. 2000년
 이후 2차 항암화학요법에서도 새로운 항암제들이 사용하게 되었으나, 최 의 지지치료와 비교한 3상 임

상연구는 없으며, 부분의 연구는 일본, 한국, 이탈리아에서 시행한 소규모 환자들을 상으로 한 2상 연구

들이다. 2차 항암화학요법을 사용한 약제에 따라 분류하면 irinotecan을 근간으로 한 병용요법, taxane을 근간

으로 한 병용요법, oxaliplatin을 근간으로 한 병용요법, S-1을 근간으로 한 병용요법, 그리고 fluorouracil을 근

간으로 하는 병용요법으로 나  수 있다. 재까지의 성 을 알아보면 한가지 약제 조합이 다른 약제 조합보

다 우수하다는 결과는 없으며, 사용된 항암제에 따라 결과는 다양하나 체로 반응률은 4-38%, 무진행 생존

기간은 2.5-5.0개월, 체 생존기간은 3.5-10.9개월이며, fluorouracil을 근간으로 하는 병용요법으로 치료한 1,080명
의 환자를 분석한 결과 2차 항암화학요법의 반응률은 13.3%, 체 생존기간은 5.6개월이었다.37 이런 결과는 

1차 항암화학요법의 성 인 반응률 32-54%, 체 생존기간 9.0-13.0개월과 비교하 을 때 이득이  없다

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2차 항암화학요법을 사용할 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이 있으며, 환자의 신 수행능력상태, 1차 치료에 

사용된 항암제의 종류  반응의 정도, 재 환자의 질병의 진행 정도 등이 그것이다. 첫째, 항암제의 장기

인 투약으로 부작용이 축  될 것이고, 특히 수행능력이 떨어진 환자에서는 심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2차 항암화학요법도 환자의 상태를 보고 치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둘째, 교차내성을 고려

하여 2차 항암제를 선택하여야 한다. 1차 항암제로 사용한 동일 계열의 약제는 교차내성  복되는 부작용

을 고려하여 2차 항암화학요법에서는 피해야 한다. 셋째, 질병이 많이 진행되어 종양세포의 양이 많은 경우

나, 1차 항암제에 반응이 낮은 경우는 2차 항암화학요법에 해 신 히 결정해야 한다.
최근의 한 보고는 2차 항암화학요법에 이득을 볼 수 있는 환자를 선정하기 한 요인 분석을 하 는데, 다

변량 분석에서 낮은 생존율과 연  있는 요인으로 불량한 신 수행능력, 색소 <11.5 g/dL, 종양 표지자 CEA 
>50 ng/ml, 3군데 이상의 이 병소, 1차 항암제에 반응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정의하 다.38 결론 으로 진행

성/ 이성 암 환자에서 2차 항암화학요법의 유용성은 아직까지는 근거가 없지만, 2상 임상시험 결과에 의

하면 일부 환자에서 효과를 기 할 수 있으며, 향후 향 인 규모 다기  3상 연구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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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적 치료제

암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표  치료제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종류는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EGFR)와 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HER)-2를 표 으로 하는 단클론 항체, antiangiogenic/ 
antitumor compounds, proteasome 억제제이다.

EGFR은 장  종양에 흔히 과발 되며 불량한 생존율과 연 이 있다. EGFR 단클론 항체 cetuximab은 

암의 표  치료제로 가장 많이 연구되었는데 irinotecan, infusional 5-FU, leucovorin과의 병합치료에서 높은 

반응율을 보 는데 cetuximab/FOLFIRI 2상 연구에는 38명의 암환자에서 44%의 반응율과 16개월의 체 생

존기간을 보고하 으며, 11개월 동안 추  찰하 을 때 55.3%의 환자가 생존하 으나 부작용으로 피부발

진  백 구 감소증이 20-40%로 나타났다.39 Cetuximab/oxaliplatin+leucovorin + 5-FU 2상 연구는 52명의 암

환자에서 65%의 반응률과 9.5개월의 체 생존기간을 보고하 으며, 부작용으로 설사  피부독성을 보고하

다.40 Cetuximab/docetaxel+cisplatin 2상 연구는 72명의 암환자에서 41.2%의 반응률과 9.0개월의 체 생존

기간을 보고하 으며, 부작용으로 백 구 감소증을 보고하 다.41 
Gefitinib은 EGFR-1의 tyrosine kinase 억제제로 암에서 단독치료로 의미 있는 효과를 보이지 않았으며, 

Erlotinib도 EGFR-1의 tyrosine kinase 억제제로 70명의 암환자들을 상으로 한 2상 연구는 효과가 없는 것

으로 보고하 다.42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VEGF)는 종양 성장과 연 된  신생인자로 많은 고형암에서 발 되

며, 나쁜 후인자로 알려져 있다. 암에서도 병기가 높을수록 VEGF 발 은 높게 보고하고 있다. Bevaci- 
zumab은 VEGF의 단클론 항체로 irinotecan+cisplatin과의 병합치료를 이성 암환자 47명을 상으로 한 2
상 보고에서 65%의 반응률과 12.3개월의 체 생존기간을 보고하 으나, 부작용으로 고 압 28%, 정맥 

증 25.5%로 높게 나타났다.43 Bevacizumab/docetaxel + oxaliplatin 2상 연구는 38명의 암환자에서 42%의 반응

율과 11.1개월의 체 생존기간을 보고하 으며, 부작용으로 백 구 감소증  장  천공을 보고하 다.44

EGFR-2 (or human epidermal receptor - HER-2 or erb B2)는 장형 암의 20%에서 나타나며, trastuzumab은 

HER-2를 표 으로 하는 단클론 항체로 암에 효과를 나타낸다. Trastuzumab/cisplatin의 2상 연구는 17명의 

환자에서 35%의 반응률을 보고하 다.45 24개국에서 584명의 암환자가 포함된 ToGA (Trastuzumab with Che- 
motherapy in HER2-Positive Advanced Gastric Cancer) 연구가 최근에 발표되었는데, 결과는 항암단독군에 비해 

항암치료+trastuzumab군이 체 생존기간(13.5개월 vs 11.1개월)이 길었으며, 반응률도 높게 나타났다(47.3% vs 
34.5%).46 AVAGAST (capecitabine or 5-FU + cisplatin ± bevacizumab) 3상 연구는 진행 인데, 곧 그 결과가 나

올 것으로 기 하고 있다. 
Bortezomib은 proteasome 억제제로 irinotecan과 병합치료를 한 28명의 암환자에서 44%의 반응률을 나타

냈으나 체생존기간이 4개월이었다.47 결론 으로 암에서 표  치료제는 어느 정도 반응을 나타내나 향후 

그 역할에 해서는 계속 임상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III. 결   론

수술 후 보조항암화학요법은 근치  제 수술이 가장 필수 인 제 조건이며, 국내외 임상 연구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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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 따르면 표 치료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으며, 사용하기 편한 경구용제제로 변화하는 추세이다. 신상태

가 양호한 제 불가능한 진행성/ 이성 암환자에서는 항암화학요법이 최 의 지지치료보다는 생존기간을 

연장시키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으므로 극 으로 항암화학요법을 고려해야 하겠다. 아직까지 암의 

표 치료로 인정한 항암제는 없지만, 최근에는 5-FU는 capecitabie 는 S-1의 경구용 제제로 cisplatin는 oxali- 
platin으로 체되는 경향이 있으며 유럽에서는 ECF 는 EOX, 미국에서는 DCF, 일본에서는 S-1+cisplatin이 

표 치료로 사용하고 있다. 2차 항암화학요법에 있어서는 환자의 신수행 능력  이  항암제의 반응 정

도 등을 고려하여 교차내성을 이고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략을 삼아야 하겠다. 암의 표  치료제는 2
상 연구 결과가 많이 발표되었으며, 3상 연구 결과들도 곧 나올 것으로 기 한다. 

국소 진행성 암 환자에서 수술  선행항암화학요법도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상 환자 선정  효과 인 항암제를 선택하여 개인화된 치료 략이 필요하며, 향후 향 이고 다기 이 참

여하는 잘 짜여진 연구 방법에 따라 규모 임상 연구가 지속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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