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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mach Cancer

순천향 학교 의과 학 소화기암센터

조  원  영조  주  영

I. 서   론

암은 매년 세계 으로 약 934,000명의 신환이 발생하고, 약 700,000명이 사망하여 암 유병률은 4 , 
암 사망률은 2 에 해당하는 흔한 암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암등록사업에 의하면 40세 이상의 성인에서 내

시경 조기검진으로 진행성 암환자의 비율은 고 있으나, 체 유병률은 최근 10년 사이에 큰 변화없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 특히 수술이 불가능한 진행성 는 이성 암의 경우 일반 으로 완치가 불가능하

며, 항암치료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앙값 3-6개월 안 의 조한 생존율을 보여왔다. 1990년 에 수술 불

가능한 진행성 는 이성 암 환자를 상으로 한 연구들은 비록 규모 연구는 아니지만, 항암치료가 

best supportive care (BSC)에 비해 수 개월 정도 생명연장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하여 항암화학요법의 근

거를 제공했다. 그러나 재까지 세계 으로 통일된 표  항암화학요법은 존재하지는 않지만, 치료로 

경구항암제를 권장하며, 단일 항암제를 사용하는 경우 보다 2제 이상의 복합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는 경

우 생존율이 더 우수함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는 표 치료제를 이용한 항암화학요법의 치료 성과들이 보

고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재까지 발표된 연구들을 종합하여 진행성, 이성 암의 항암화학요법과 사

보조항암요법에 한 보고들을 정리하여 향후 암의 항암치료에 한 망에 해 논의하고자 한다.

II. 본   론

1. 1차 항암화학요법의 배경

1) 5FU를 근간으로 한 복합항암화학요법

2000년  까지 진행성 암에서는 5FU, cisplatin, epirubicin, etoposide, methotrexate, doxorubicin 등의 통상

인 항암제를 병용하여 FAM (5FU, doxorubicin, mitomycin C), FAMTX (5FU, doxorubicin, methotrexate), ELF 
(etoposide, leukovorin, 5FU), FP (5FU, cisplatin), ECF (epirubicin, cisplatin, 5FU)와 같은 다양한 복합항암화학

요법이 개발되었는데, 앙생존기간은 6-9개월 정도로 찰되었다. 5FU와 cisplatin을 근간으로 한 항암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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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법이 3상 임상시험을 통해 표  치료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김 등은 324명의 환자를 상으로 5FU, FAM
과 FP의 비교 임상시험을 시행했는데, 반응률이 각각 26%, 25%, 51%(p<0.01), 앙무진행생존기간은 각각 

2.1, 2.8, 5개월(p<0.005)로 FP군의 치료 성 이 우월했지만, 앙생존기간은 각각 7, 6.7, 8.5개월로 통계 인 
유의성은 찰되지 않았다. Webb 등은 256명의 환자에서 FAMTX와 ECF의 치료 성 을 비교했는데, 반응

률은 21%  45%(p=0.0002), 앙무진행생존기간 3.4개월  7.4개월(p=0.00006), 앙생존값 5.7개월  8.9
개월(p=0.0009)로 ECF군의 치료 성 이 우월했다. 이로 인해 최근까지 국과 일부 유럽에서는 암에서 
ECF가 통상 인 암치료와 3상 임상시험의 표 화학요법으로 간주되었으며, 그 외의 지역에서는 FP가 

통상 인 항암치료와 3상 임상시험의 기 으로 흔히 사용되었다. 

2) 통상항암화학요법의 3상 비교임상시험

2000년  들어 5FU의 경구용 유도체인 S-1과 capecitabine이 5FU를 체할 수 있는지에 한 시험들이 시도

되었고, cisplatin과 3세  platinum 인 oxaliplatin의 비교, 기타 docetaxel 는 irinotecan을 1차 항암제로 병용

하여 치료하는 임상시험들이 진행되었다.

(1) ML17032 연구

316명의 진행성, 이성 암환자를 XP와 FP로 무작  배정하여 무진행 생존율에 한 비열등성 연구

를 시행했다. XP군에서는 capecitabine 1,000 mg/m2 po bid (제1-14일), cisplatin 80 mg/m2 iv (제1일), FP군에서

는 5FU 800 mg/m2/day (제1-5일), cisplatin 80 mg/m2(제1일)을 3주마다 사용하 다. 치료 반응은 XP군 41 %, 
FP군 29%로 XP군에서 좋았으며, 앙무진행생존기간이 XP군에서 5.6개월(95% CI 4.9-7.3), FP군에서는 5.0
개월(95% CI 4.9-7.3)로 양군간의 차이는 없었다(HR 0.81; 95% CI 0.63-1.04). 각 군의 앙생존값은 각각 

XP군 10.5개월, FP군 9.3개월이었다(HR 0.85; 95% CI 0.64-1.13). 안 성 측면에서는 수족구증후군이 22% 
 4%, 빈 이 17%  4%로 XP군에서 흔했던 반면, 구내염은 26%  12%, 구토는 59%  49%로 FP군에서 

흔하게 찰되어 차이를 보 으나, 3도 는 4도의 증독성은 양군 모두 10% 미만에서 찰되었다. 결론

으로 이 연구에서는 XP항암요법이 FP보다 효과 면에서는 비열등함을 보 고, 독성은 경미하고, FP항암

요법과는 달리 정맥카테터 사용이나 장기입원을 요하지 않아 FP를 체할 수 있음을 증명하 다. XP항암

요법은 재 진행성 암의 1차 요법으로서 European Medicines Agency (EMEA)의 승인을 받아 통상 인 

치료로 사용되고 있고, 3상 비교시험의 기 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2) REAL-2 연구

국과 유럽 일부에서 표 항암화학요법으로 사용되었던 ECF복합항암화학요법에서 5FU 신 capecita- 
bine을, cisplatin 신 oxaliplatin으로 체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해서 2×2 factorial design으로 시행되었다. 
일차 목 은 체 생존율의 비열등성 시험이었다. 약 2,000명의 환자가 ECF, ECX (epirubicin, cisplatin, capeci- 
tabine (xeloda)), EOF (epirubicin, oxaliplatin, 5FU) 는 EOX (epirubicin, oxaliplatin, xeloda) 항암요법을 받았

다. 항암치료는 3주마다 epirubicin 50 mg/m2 iv(제1일), cisplatin 60 mg iv(제1일), 5FU 200 mg/m2/day 지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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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1-21일), oxaliplatin 130 mg/m2 iv(제1일), capecitabine 625 mg/m2 po bid(제1-21일)의 용량이 사용되었다. 
ECF, ECX, EOF, EOX 군의 앙생존값은 각각 9.9, 9.9, 9.3, 11.2개월로 찰되었다. 일차 목표 분석에서 

capecitabine을 사용한 군(ECX, EOX)의 체 생존율( 앙값 10.9개월)이 5FU를 사용한 군(ECF, EOF)의 체 

생존율( 앙값 9.6개월)보다 열등하지 않았고(HR 0.86; 95% CI 0.80-0.99), oxaliplatin을 사용한 군(EOF, EOX)의 

체 생존율( 앙값 10.4개월)이 cisplatin을 사용한 군(ECF, EOX)의 체 생존율( 앙값 10.0개월)보다 열

등하지 않았다(HR 0.92; 95% CI 0.80-1.10). 이차 목표 분석에서는 EOX와 ECF를 비교하 는데, EOX군이 

우월하 다(HR 0.8; 95% CI 0.66-0.97). 각 치료군에서 반응률은 ECF 41%, ECX 46%, EOF 42%, EOX 48%
다. ML 10732 연구와 REAL-2 연구를 종합해 본다면 둘다 non inferiority를 1차 목표로 하여 시행된 연구 으

나, 이 두 연구에 포함된 1,318명의 개별 환자를 이용한 meta analysis 결과 체 생존율에서 5FU에 한 capeci- 
tabine의 우월성이 증명되었다(HR 0.87; 95% CI 0.77-0.98).

(3) V325 연구

457명의 환자를 무작  배정하여 DCF (doxorubicin, cisplatin, 5FU)와 CF (cisplatin, 5FU)를 비교했다. DCF
는 3주마다 docetaxel 75 mg/m2 iv(제 1일), cisplatin 75 mg/m2(제 1일), 5FU 750 mg/m2 지속정주(제 1-5일)로, 
CF는 cisplatin 100 mg/m2 iv(제 1일), 5FU 1,000 mg/m2 지속정주(제 1-5일)로 투여되었다. 1차 목 은 무진행

생존기간에 있어 CF에 한 DCF 군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DCF와 CF의 반응률은 각각 37%, 25 
% 고(p=0.01), 무진행생존기간은 5.6개월  3.7개월로(p=0.0004), 양생존값은 9.2개월  8.6개월로(p= 
0.02), DCF군의 치료 성 이 우월하 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DCF, CF군 모두에서 3도 는 4도의 증

독성이 흔하게 찰되었다. DCF와 CF군에서도 3도 는 4도의 증독성은 호 구 감소증이 각각 82%, 57 
%, 발열성 호 구 감소증이 29%, 12%, 설사 19%, 8%, 구내염 21%, 27% 고 치료독성 사망은 3.6%와 5.4%로 

찰되었다. 따라서 V325 연구에서 DCF 복합항암화학요법의 우월성이 찰되기는 했으나, 높은 치료독성

으로 인해서 통상 인 표  치료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4) V306 연구

333명의 환자에서 IF (irrinotecan, 5FU)와 CF를 비교했다. 이 연구의 1차 목 은 무진행생존기간에 있어 

CF에 한 IF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IF의 일정은 irrinotecan 80 mg/m2 iv, folinic acid 500 mg/m2 iv, 
5FU 2,000 mg/m2 iv를 매주 제 1일에 6주간 연속 투여했고 7주째는 휴약 했다. CF는 V325 연구와 동일한 

용량 일정으로 투여되었다. IF군과 CF군의 무진행생존기간의 앙값은 5.0개월(95% CI 3.8-5.8)과 4.2개월

(95% CI 3.7-5.5)로 통계  차이는 없었다(HR 1.23; 95% CI 0.97-1.57; p=0.088). 앙생존값은 IF군과 CF군
에서 각각 9.0개월(95% CI 7.8-9.8)로 차이가 없었고(HR 1.08; 95% CI 0.86-1.35), 반응률은 31.8%, 25.8%
다. 치료 독성 련 사망률은 0.6%  3%, 독성으로 인한 항암치료의 단은 10.0% , 21.5%로 IF군이 좀 

더 안 했다.

(5) JCOG9912 연구

704명의 환자에서 5FU단독과 IP (irrinotecan, cisplatin), S-1 단독 항암화학요법을 비교했다. 5FU는 800 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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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day 지속정주(제 1-5일)로 매 4주마다 투여되었고, IP는 irrinotecan 70 mg/m2 iv(제 1일, 15일), cisplatin 80 
mg/m2 iv(제 1일) 매 4주마다 투여, S-1은 BSA<1.25의 경우 80 mg/day, 1.25<BSA<1.5인 경우 100 mg/day, BSA 
>1.5인 경우 120 mg/day를 2회 분복 4주 복용 2주 휴약의 방법으로 투여되었다. 5FU, IP, S-1군에서 반응률

은 각각 9%, 38%, 28% 고, 무진행생존율의 앙값은 각각 2.9, 4.8, 4.2개월, 앙생존값은 각각 10.8, 12.3, 
11.4개월로 찰되었다. 무진행생존율에서 S-1, IP는 5FU에 비해 우월했고, 체 생존율은 IP가 5FU에 비

해 우월한 경향이 있었고(one sided p=0.055), S-1은 5FU에 비해 우월함(one sided p=0.034)과 비열등성(p< 
0.001)을 동시에 충족시켰다. 한편 치료 독성은 IP군이 S-1보다 심해 3도 이상의 호 구감소증은 각각 65%, 
5.6%, 발열성 호 구감소증 9.4%, 0%, 치료 련 사망은 각각 1.3%, 0.4%로 찰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

서는 S-1단독요법이 추천되었다.

(6) SPIRITS 연구

305명의 환자에서 S-1이나 5주 간격의 SP(S-1, cisplatin)를 비교했다. 1차 목 은 체 생존율에 있어 SP
군의 우월성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S-1은 JCOG9912 연구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여되었다. SP에서 S-1의 일

일 용량은 S-1단독치료와 동일 용량으로 제1일부터 3주간 투여되었고, cisplatin은 제 8일에 6 mg/m2 iv로 

투여되었다. SP는 매 5주마다 반복되었다. 앙생존값은 SP와 S-1군에서 각각 13개월과 11개월로 SP가 우

월했고(HR 0.77; 95% CI 0.61-0.98: p=0.04), 무진행생존율의 앙값도 각각 6개월과 4개월로 SP가 우월했

다(HR 0.57; 95% CI 0.44-0.73: p<0.0001). 반응률은 각각 54%, 31% 다. 3도 이상의 독성이 SP군에서 좀 

더 많이 찰되기는 했으나, 발열성 호 구 감소증이 3%에 불과했고 치료 련 사망은 없었다. 이 연구 이

후 일본에서는 SP가 진행성 는 이성 암의 1차 표 치료로 사용되고 있다.

(7) FLAGS 연구

비아시아인을 상으로 1,053명의 환자에서 4주간경의 SP와 CF를 비교했다. 1차 목 은 체 생존율에 

있어 SP항암요법의 우월성 확인이었다. CF는 V325 연구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여되었고, SP는 S-1 50 mg/m2/ 
day 2회분복(제1-21일), cisplatin 75 mg/m2 iv(제 1일)로 매 4주마다 투여되었다. SP와 CF군에서 앙생존값

은 각각 8.6개월, 7.9개월로 차이가 없었고(HR 0.92; 95% CI 0.80-1.05 p=0.20), 무진행생존율의 앙값도 각

각 4.8개월, 5.5개월로 차이가 없었다(HR 0.99; 95%CI 0.86-1.14), 반응률은 각각 29.1%, 31.9% 다. 그러나 

독성면에서는 SP군이 더 안 한 것으로 찰되었는데 SP, CF군에서 3도 이상의 호 구감소증은 각각 32 
%, 64%로 찰되었고, 발열성 호 구감소증은 각각 5%, 14%에서, 구내염은 각각 1.3%와 13.6%, 치료 련 

사망은 2.5%와 4.9%에서 찰되었다.

3) 표적치료제를 이용한 3상 임상시험

표 치료제를 이용하여 재 진행되고 있거나, 최근 발표된 3상 임상시험들은 MAGIC-B (ECX ± bevacizumab), 
AVAGAST (XP ± bevacizumab), ToGA (XP or FP ± trastzumab), EXPAND (XP ± cetuximab), REAL-3 (EOX ± panitum- 
umab), LOGiC(XELOX ± lapatinib)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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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ToGA 연구는 진행성 는 이성 암환자에서 처음으로 표 치료제의 효과를 증명한 연구이다. 
총 3,807명의 환자에서 IHC (immunohistochemistry)와 FISH를 통해서 HER2 양성 여부를 단한 뒤 HER2 
양성으로 나온 594명의 환자를 무작 배정해서 FP나 XP ± trastzumab을 비교했다. IHC 3+ 는 FISH+인 

경우 HER2 양성으로 단했다. Trastzumab은 매 주기 제 1일에 투여되었고 첫 항암주기에 8 mg/kg, 그 다

음 주기부터는 6 mg/kg의 용량이 사용되었다. 1차 목 은 체 생존율의 우월성 증명이었다. 앙생존값은 

trastzumab이 사용된 경우 성 이 좋았고(HR 0.71; 95% CI 0.59-0.85; p=0.0002), 반응률도 47.3%  34.5%로 

trastzumab을 사용한 경우 우월하 다.(p=0.0017). subgroup analysis에서는 FISH+ 으나, IHC 0 는 1+인 경우 

체 생존율에 차이가 없었고, IHC 3+ 는 FISH+이면서 IHC 2+인 경우 앙생존값 16개월  11.8개월(HR 
0.65; 95% CI 0.51-0.83)으로 trastzumab 사용군의 생존율이 월등했다. 치료독성의 측면에서도 trast- zumab 사용

군과 비사용군에서 3도 이상의 호 구감소증이 27%  30% 고, 발열성 호 구 감소증 5%  3%, 심독성은 

1%  3%로 차이가 없었다.
AVAGAST 연구에서는 774명의 진행성 암환자를 무작  배정하여 XP+bevacizumab과 XP+placebo를 비

교했다. 1차 목 은 체 생존율의 우월성 증명이었다. Bevacizumab은 3주마다 매주기 제 1일에 7.5 mg/kg
으로 투여되었고, cisplatin은 최  6주기까지, capecitabine과 bevacizumab은 종양이 진행될 때까지 투여되었

다. 앙생존값은 XP+bevacizumab 군에서 12.1개월이었고, XP+placebo군에서 10.1개월로 통계 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HR 0.87; 95% CI 0.73-1.03; p=0.0037), 반응률은 XP+bevacizumab군에서 6.7개월, XP+ 
placebo군에서 5.3개월이었고(HR;0.80; 95% CI 0.68-0.93; p=0.0037), 반응률은 XP+bevacizumab 군 46%, XP+ 
placebo군 37%으로(p=0.0315), 무진행생존율과 반응률에서는 XP+bevacizumab의 치료 성 이 우월하 다. 양 군의 

치료독성은 부분 큰 차이는 없었고, 3도 이상의 고 압은 XP+bevacizumab군에서 6%로 XP+ placebo군의 1%에 

비해 높게 찰되었다.

2. 1차 표준항암치료의 선정

상기 3상 임상 시험들을 고려했을 때 진행성 는 이성 암에서 특정항암화학요법을 표 치료로 정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다음 사항들을 고려했을 때 경구 5FU제제와 platinum제제를 병용하는 것이 통상

인 1차 항암치료의 선택으로 가장 합할 것으로 단된다.

1) 경구 5FU 제제의 사용

ML 17032, REAL-2 각각의 연구와 ML 17032와 REAL-2의 meta analysis에서 5FU에 비해 capecitabine의 편이

성과 비열등성  우월성이 입증되었다. 한 FLAGS 연구에서 SP군이 CF군에 비해 우월성이 증명되지는 

않았으나, 치료독성 면에서 더 안 함이 시사되었다. 따라서 5FU 정주보다는 경구용 5FU 제제가 더 선호

된다고 할 수 있다. Capecitabine과 S-1 어느 약제가 더 우월한 지에 한 임상시험은 없으나,  무작  배정 

2상 임상시험에서 두 제제의 치료 성 은 유사한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65세 이상의 환자에서 capecitabine
과 S-1의 반응률은 각각 26%, 29%, 앙무진행생존기간은 4.7개월  4.2개월, 앙생존값은 각각 9.5개월

이었고, 3도 이상의 증독성은 10% 미만에서 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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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제병용 대 3제병용

한 meta-analysis에서는 단일 항암제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2제 이상의 복합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는 경

우 생존율이 더 우수함을 보여주어 에 한 험비(harzard ratio: HR)가 0.83(95% 신뢰구간 0.74-0.93)으로 

복합화학요법이 더 우월할 수 있음을 시사하 다. 특히 fluoropyrimidine과 platinum에 anthracycline을 추가

한 경우 치료 성 이 더 좋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3개의 소규모 연구만이 포함되었고, 이 3개의 연구  가

장 큰 개별 연구는 FP에 mitomycin C 는 epirubicin을 추가한 비교 연구 는데, mitomycin C의 치료독성에 

의해 epirubicin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치료 성 이 조하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제 요법이 2제 

요법보다 우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 V325 연구에서는 DCF 3제가 CF에 비해 우월함이 증명되었으

나, 기존 언 한 바와 같이 과도한 치료독성으로 인해 통상 인 표 치료로 사용하기 어렵다. REAL-2의 3
제 요법이 2제 요법보다 우월한 지에 한 3상 비교 연구는 없고, 최근 무작 배정 2상 시험에서 ECX와 

XP의 치료성 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91명의 환자를 무작  배정하여 ECX와 XP를 시행한 연구에서, 
반응률은 각각 37%, 38% 고, 무진행생존율의 앙값은 각각 6.5개월  6.4개월로 차이가 없었고, 반

인 3도 이상의 독성도 78%  80%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ECX군에서는 12% 환자가 독성

으로 치료를 단했던 방면 XP군에서는 독성으로 치료를 단한 는 없었으며, 발열성 호 구 감소증도 

각각 7-9%  1% 미만으로 XP가 더 안 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단된다. 

3) platinum제제의 병용

REAL-2에서는 EOX가 ECF에 비해 우월할 수 있고, AIO(Arbeitsgemeinshaft Internistishe Onkologie) 연구

에서도 65세 이상의 환자에서 oxaliplatin이 cisplatin을 사용하는 경우에 비해 더 효과 일 수 있음을 시사

했다. 그러나, REAL-2 연구에서는 oxaliplatin이 cisplatin에 비해 비열등성은 증명했으나 우월성이 입증되지

는 않았고, AIO 연구에서는 체 환자에서 1차 목 , 즉 oxaliplatin의 우월성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따라서, 
모든 진행성 는 이성 암환자의 통상 인 1차 치료에서 oxaliplatin을 cisplatin으로 체해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 인지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한 두 연구에서 oxaliplatin의 신경독성 험성이 더 높을 

것으로 찰되어, 신경독성의 문제가 될 경우는 신 한 약제 선정이 필요하리라 본다.

4) 표적치료제의 사용

진행성 암의 1차 치료로 기존 항암화학요법에 표 치료제를 추가하여 치료성 이 향상되는지를 찰

하는 3상 임상시험들이 최근 진행되었다. 재까지 trastzumab을 사용한 ToGA 연구와 bevacizumab을 사용

한 AVAGAST 연구가 발표되었다. ToGA 연구에서 HER2 양성인 경우 trastzumab을 병용했을 때 체생존

율과 무진행성생존율이 증가하는 것이 증명이 되어 HER2 양성인 환자에서는 FP/ XP+trastzumab이 표 치

료로 추천된다. 이 때 HER2 양성의 단은 IHC 3+ 는 FISH+이면서 IHC2+로 정의된다.
AVAGAST 연구에서는 1차 목 인 체 생존율의 증가가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bevacizumab을 기존 XP

항암제치료에 추가하는 것이 표 화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bevacizumab 추가로 반응률과 무진행성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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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기간의 증가는 찰되어 향후 anti-angiogenic agent의 추가 연구는 추구해 볼만한 것으로 단된다.

3. 2차 항암제의 선택

2차 항암요법은 통상 으로 1차 항암요법에 사용되는 5FU와 platinum을 제외하고 선택하게 되는데 게 

taxane 는 irinotecan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개 2차 항암화학요법의 반응률은 10-20% 정도이며, 무진행

생존기간은 2-4개월 정도로 알려져 있다. 재까지 2차 항암화학요법에 한 규모 3상시험은 없고, 최근 

발표된 소규모 3상시험에서는 2차 항암화학요법의 사용으로 생존율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시사했다. Thuss- 
Patience 등은 40명의 환자에서 2차 항암화합요법으로서 irinotecan과 BSC를 비교했다. Irinotecan을 3주 간

격으로 투여했고 제 1주에는 250 ng/m2 iv, 후속 주는 독성 여부에 따라 350 ng/m2 iv까지 증량이 허용되었다. 
Irinotecan과 BSC의 앙생존값은 123일과 72.5일로 irinotecan군이 높았다(HR 2.85; 95% CI 1.41-5.79; p= 
0.0027). 최근 irinotecan의 novel nanoparticle liposome formulation인 PEP02와 docetaxel, irinotecan을 포함한 

무작 배정 2상 연구 결과에서는 무진행생존율과 체 생존율이 세 군간에 차이가 없었다. 

III. 결   론

경구항암제가 1차 항암화학요법의 치료로 권고되는 바 과거의 항암화학요법에 비해 외래를 통한 항암

화학요법이 1차 항암화학요법으로 자리를 잡아나 갈 것으로 기 되며, 이에 한 여기 을 넓 가야 할 

것이다. 2차 항암화학요법에 한 3상 임상시험에 한 결과를 분석해야 하며, 한 2차 항암제와 표 치

료에의 병용요법에 한 연구, 2차 항암제간의 비교 연구가 필요하리라 보며, 이런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 

2차 항암화학요법에 한 표 안이 제시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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