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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나라에서 암은 국가암등록 통계에서 여러 암종 에 갑상샘암에 이어 발생률 2 를 차지하며, 사망률

에 있어서는 폐암, 간암에 이어 3 를 차지하고 있다.1 세계 으로도 4번째로 흔한 암종으로 사망률은 2 에 

해당한다. 우라나라에서 암의 5년 생존율은 65.3%로 북미나 유럽과 비교하여 월등히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조기 진단의 증가와 내시경  치료와 수술 기법, 항암제를 포함한 치료의 향상, 암에 한 여러 

연구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최근 국내에서 암 표 진료 권고안이 개발되었으며 재 회람 이다. 
본 원고에서는 이를 미국의 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NCCN) 진료 지침과 비교하여 보고 아울러 

최근에 발표된 암 치료에 한 연구들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본   론

1. 수술 전, 후 보조 항암화학요법
 
서구에서는 약 45%, 국내와 일본에서는 약 22%의 환자들이 암을 수술 후에 재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암의 수술 , 후 보조항암요법에 한 재까지의 연구 결과는 체로 생존율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보조 

항암화학요법의 유효성에 한 메타분석에서 반 으로 생존률이 향상되는 결과를 보 으며, 2010년 GASTRIC 
(Global Advanced/Adjuvant Stomach Tumor Research International Collaboration) group에서 발표한 메타분석에서도 

보조항암요법을 하 을 때 5년 생존율이 6% 정도 향상됨을 보 다.3-5

무작  향  3상 연구인 MAGIC (Medical Research Council Adjuvant Gastric Cancer Infusional Chemotherapy) 
연구에서 암 환자를 상으로 수술 , 후로 ECF (epirubicin+ cisplatin+5-FU)의 항암요법을 시행한 군을 수술 

단독군과 비교하 을 때 5년 생존율에서 각각 36%와 23% (hazard ration[HR] 0.75, 95% confidence interval[CI] 
0.60-0.93, p=0.009)로 13%의 향상을 보 다.6 국내와 일본에서는 2개의 규모 연구가 있었는데 모두 D2 림

제술을 받은 환자만을 상으로 하 다. 일본에서 시행된 ACTS-GC 연구는 병기 II, III기의 환자를 상으로 

D2 림 제술을 받은 후에 S1을 투여하 을 때 수술만을 시행한 군에 비해 5년 생존율에서 S-1군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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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단독군 61% (HR 0.67, 95% CI 0.540-0.828)로 의미있는 향상을 보 다.7 국내에서 주도하여 2011년 ASCO에

서 발표된 CLASSIC (capecitabine and oxaliplatin adjuvant study in stomach cancer) 연구에서는 D2 림 제술을 

받은 암 병기 II, IIIA  IIIB기의 환자를 상으로 수술 후 capecitable + oxaliplatin (XELOX)을 투여하 을 

때 3년 무질병 생존율이 74%로 수술 단독군의 60%에 비해 14% 향상되었다(HR 0.56, 95% CI 0.44-0.72, p 
<0.001).8 미국에서 진행된 SWOG 9009/INT 0116 연구에서는 D1-2 제술 이하를 받은 환자를 상으로 수술 

후 보조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 을 때 수술 단독군과 비교하여 앙 생존기간이 각각 36개월과 27개월로 의미

있게 향상되었다.9 이로부터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러한 환자들에게 수술 단독 치료는 충분한 치료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수술 기법에 있어서 2001년 미국의 INT 0116 연구에서는 D2 제술이 10%에 불과하 고, 2006
년 국의 MAGIC 연구에서 D2 제술은 41% 고, 이러한 차이가 보조항암요법의 차이를 만들 수 있다. D2 

제술을 표 치료로 하는 국내와 일본에서는 보조항암요법을 시행하고 있고, D1 이하의 제술을 주로 하는 

미국에서는 보조 항암방사선치료를 하고 있다.
암 환자에서의 최 의 수술 치료에 해 세계 으로 차 D2 림 제술이 최상의 수술 치료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새로 발표된 Dutch 연구에서 D2 제술과 D1 제술을 받은 환자들의 암과 련한 

15년 생존율이 각각 48%와 37%로 D2 제술에서 생존율의 향상이 있다고 보고하 다.10 이에 따라 D2 림
제술이 서구에서도 차 표 치료로 간주되고 있다.
최 의 보조항암요법에 해서 5-FU 단독치료가 하다고 보는 견해로는 ACTS-GC 연구가 S-1을 사용하

고, 2011년 ASCO에서 발표된 Intergroup CALGB (Cancer and Leukemia Group B) 80101 연구에서 수술 후 

보조항암방사선 치료를 받는 환자에서 ECF 요법이 5-FU/LV 요법에 비해서 우월함을 보이지 못하 다.11 2012년 

GI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AMC 0201 연구에서 mitomycin-C와 함께 3개월간 doxifluridine을 투여한 요법과 여기에 

doxifluridine을 12개월로 연장하고, cisplatin을 첨가한 군 간에 장기간 치료 성 을 비교하 을 때 더 이상 이득이 

없었다. 이에 비해 5-FU와 platinum제재의 병용요법을 지지하는 근거로는 CLASSIC 연구에서 capecitabine +
oxaliplatin을 투여하여 이 이 있었고, 랑스의 FNCLCC-FFCD 연구와 국의 MAGIC 연구에서 수술 , 후에 

각각 CF (cisplatin + 5-FU)와 ECF 요법을 사용하 다.6,12

D2 제술 후에도 방사선 치료가 필요한 지에 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국내에서 시행한 ARTIST (Adjuvant Chemora- 
diation Therapy in Stomach Cancer) 연구에서 D2 제술을 시행한 환자를 상으로 수술 후 capecitabine + cisplatin 
(XP) 항암화학요법을 투여한 군과 XP 요법과 방사선치료를 병행한 군을 비교하 다.13 무질병 생존기간이 양 

군간에 의미있는 차이는 없었으나, 아군 분석(subgroup analysis)에서 림  이가 있는 환자는 항암화학요법

과 방사선 치료를 병행한 군이 의미있게 증가하여 ARTIST II 연구가 진행될 정이다.
 제술 후에 보고에 따라 40-50%까지 복막으로의 재발이 찰되지만 이 까지 국소 보조 치료로 복강 

내 항암치료에 한 3상 연구는 없었다. 복강 내 항암요법에 한 메타분석을 보면 1,475명을 상으로 한 10개의 

연구를 분석하 을 때 생존율의 향상은 없었지만, 아군 분석에서 온열 복강 내 치료는 이 이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 다. 국내에서 진행된 3상 연구인 AMC 0101 연구는 장막을 침범한 진행성 암에서 수술 후 보조항암

요법으로 수술 시 복강 내에 cisplatin  수술 후 1일째 mitomycin-C를 투여하고, 4주 후부터 doxifluridine 경구 

투여와 cisplatin을 6번 투여하는 군(iceMAP)과 수술 후 3-6주째 mitomycin-C를 투여하고, 3개월간 doxifluridine을 

투여하는 군(Mf)을 비교하 다.14 그 결과 무재발기간에서 7%, 체 생존기간도 9% 향상이 있어서 ic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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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가 우월함을 제시하 다. 즉, 복강 내 cisplatin과 mitomycin 조기 투여가 복막 재발을 낮출 수 있음을 시사하

다. 그러나 연구에 사용한 요법에서 복강 내 항암요법과 함께 조기 mitomycin 투여와 cisplatin 정주(IV)를 

추가하고 항암요법 기간을 12개월로 연장하는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그러나 AMC 0201 연구에서 단순히 

항암치료기간을 연장하거나, cisplatin을 추가하 을 때에는 향상이 없었기 때문에 복강 내 치료의 장 을 시사

한다고 할 수 있다.15

따라서 암 표 진료 권고안에서는 암의 근치  수술 후 보조 항암화학요법은 유용하며, S-1 단독요법이

나 capecitabine + oxaliplatin 병합요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 다(권고등  1, 근거수  B).16 한 암의 근치  

수술 후 보조 요법으로 항암화학-방사선 병용요법이 고려될 수 있다고 하 다(권고등  2, 근거수  C). 이에 

비해 NCCN 진료 지침에서는 T2 이상의 병변에 하여 수술 , 후로 ECF나 그 변형요법을 투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술  항암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수술 후 보조 항암방사선 치료로 5-FU/LV 는 capecitabine과 

방사선 치료를 하거나, 특히 T3 이상에서 D2 제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후 capecitabine + oxaliplatin 병합요법

을 투여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수술 , 후 항암요법으로 5-FU, platinum에 epirubicin을 같이 

병용하고 있다.17 D2 제술에서 수술  항암화학요법의 효과는 D2 제술 에 선행항암요법을 시행하고 

수술 후 보조항암요법을 하는 임상 연구의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재발성 및 전이성 위암의 1차 보존적 항암화학요법 

1) 고식적 항암화학요법

진행성 암에서의 고식  항암화학요법이 최선의 지지요법에 비해 생존기간을 증가시키고 증상 조 에서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8 따라서 암 표 진료 권고안에서는 진행성  이성 암에서 1차 보존  항암

화학요법은 생존 연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므로 환자의 신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시행한다고 하 다(권고등  

1, 근거수  B).16 NCCN 진료 지침에서도 진행성 암에서 항암 치료를 표  치료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진행성 암에서 일차항암요법으로 5-FU, S-1, capecitabine 등의 fluoropyrimidine 제제, cisplatin, oxalipatin과 

같은 platinum 제제, docetaxel, paclitaxel의 taxane 제제, epirubicin, irinotecan 등의 단독 는 복합항암요법이 표  

요법으로 사용된다. 메타분석 결과는 복합항암요법이 단독항암요법에 비해 성 이 좋다.19

진행성 암의 고식 인 항암요법으로 국제 으로 인정되는 표  요법은 아직 없으며 특히 국내와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와 미국, 유럽에서 사용하는 항암화학요법에는 차이가 있다. 국내와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에서는 

cisplatin과 같은 platinum 제제와 5-FU의 지속주입이나 capecitabine, S-1같은 경구용 fluoropyrimidine 제제의 2제 

복합화학요법이 기본요법으로 사용되며 경구용 제제가 5-FU 지속주입보다 좀 더 선호된다.20-22 NCCN 진료지침

에서는 복합항암요법으로 fluoropyrimidine  platinum의 병합요법과 여기에 doxetaxel 는 epirubicin을 첨가한 

DCF (docetaxel + cisplatin + 5-FU)와 ECF  그 변형요법을 category 1의 증거를 가지는 요법으로 권고하고 있다. 
DCF는 V325 연구에서 CF보다 약간 나은 생존기간과 반응률을 보 지만 특히 골수억제 독성이 심한 단 이 

있어 신상태가 좋은 환자에서만 고려할 수 있다.23 유럽에서는 ECF와 함께 5-FU 신 capecitabine, cisplatin 
신 oxaliplatin을 투여한 EOX (epirubicin, oxaliplatin, capecitabine)의 변형요법이 기본요법으로 선호되고 있다.24 

Fluoropyrimidine과 cisplatin 병용요법의 경우 일본에서 시행한 연구에서 S-1+cisplatin (SP) 요법은 반응률이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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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DCF의 37%, ECF의 45% 보다 높고 질병진행까지의 시간(time to progression, TTP)은 6개월로 DCF의 5.6개월

과 ECF의 7.4개월과 유사하 지만, 생존기간은 13개월로, 10개월 미만인 DCF와 ECF에 비해 길었다.22,23,25 이는 

일본에서 서구에 비해 2차 항암화학요법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Oxaliplatin과 capecitabine의 병합요

법도 CF 요법과 비교하여 열등하지 않음을 보여 주었다.26

Fluoropyrimidine계의 독성에는 지역 으로 차이가 있어서 미국에서는 장암에서 5-FU 일시 정주(bolus)와 

capecitabine에 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은 독성을 보인다.27 더구나 서구에서는 S-1에 해 아시아지역 보다 

높은 독성을 보이는데, 이는 약물 사효소에 여하는 유 자의 다형성과 계된 것으로 보인다.28 따라서 미국

에서는 capecitabine을 사용하지만, 5-FU의 지속주입(infusion)을 fluoropyrimidine 요법의 근간으로 여기고 있으며 

유럽에서도 정도는 덜하나 이와 비슷한 실정이다.
신상태나 연령에 따라 fluoropyrimidine, taxane, irinotecan 등의 제제를 단독으로 투여할 수도 있다. 진행성 

암에서 S-1 단독치료와 S-1 + docetaxel의 병합요법을 비교한 3상 연구인 START 연구의 최신 결과가 2011년 ASCO에

서 발표되었는데, S-1 + docetaxel 병합요법이 생존기간을 더 향상시키지는 못하 다.29 그러나 이러한 요법은 외래 

환자에서 시행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다약제 병용요법으로 2011년 ASCO에서 발표된 2상 연구인 GATE 연구는 docetaxel + oxaliplatin에 5-FU 는 

capecitabine을 병용하여 그 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 는데, docetaxel + oxaliplatin에 5-FU를 병합하 을 때(DOF) 
다른 2가지 경우와 비교하여 향상된 질병 진행까지의 시간과 생존기간을 보 다.30 3제 복합요법은 2제 복합요

법에 비해 독성이 강한 경향을 보이는데, V325 연구에서 DCF는 82%에서 호 구감소증을 보 으나, 항암제 

용량을 인 DCF 변형요법에서는 54%로 감소하 고, GATE 연구에서의 DOF 요법에서는 6%로 감소하 으며 

색 증도 5%로 낮은 빈도를 보 다.31 DCF에서 docetaxel 75 mg/m2을 3주 간격으로 투여하는데 비해 GATE 
연구는 docetaxel 50 mg/m2으로 용량을 여 2주 간격으로 사용하 는데, 3/4도의 독성이나 한 이상반응이 

더 어 받아들일 수 있는 요법으로 보인다.
암 표 진료 권고안에서 진행성  이성 암의 추천되는 일차 보존  항암화학요법은 fluoropyrimidines, 

platinum의 병용요법과 함께 epirubicin, docetaxel 등을 같이 병용하거나 그 변형요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platinum
신에 irinotecan을 병용하기도 한다.

2) 표적 치료제

암에서도 trastuzumab의 등장으로 표 치료제의 시 가 도래하 다. 표  치료제가 작용하는 경로에는 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 (HER2) 경로, mammalian target of rapamycin (mTOR) 경로, 신생(angiogenesis)에 

여하는 경로가 있는데 많은 임상 연구들이 여러 가지 표  치료제들을 평가하고 있다.
암에서 HER2 과발 이 략 15-25%에서 보이며 종양의 치와 조직학  아형에 따라 양성률에는 차이가 

있다. ToGA (Trastuzumab for Gastric Cancer) 연구에서 HER2 과발  는 증폭이 확인된 환자에서 XP나 CF 
항암화학요법과 trastuzumab을 병용하 을 때 생존기간을 11.1개월에서 13.5개월로 의미있게 향상되었다(HR 
0.74, 95% CI 0.60-0.91, p=0.0046).32 이에 따라 NCCN 진료 지침에서는 이성 암이 의심되면 HER2 검사를 

시행하여 HER2-neu 양성이면 fluoropyrimidine + cisplatin에 trastuzumab을 병용하도록 권고하 다(category 1).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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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진료 권고안에서도 HER 과발  암에서 trastuzumab을 fluoropyrimidine과 cisplatin에 병용하도록 권고하 다.
2011년 출간된 AVAGAST (Avastin in Gastric Cancer) 연구는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VEGF) 단클론

항체인 bevacizumab과 XP 요법을 병용하여 항암요법 단독치료와 비교한 무작  조군 3상 연구로 앙 생존기

간에서 각각 12.1, 10.1개월로 2개월의 향상이 있었지만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33 그러나 무진행생존

기간에서 각각 6.7개월과 5.3개월로 의미있는 향상이 있었으며, 반응률에서 46%와 37%로 9%의 향상이 있었다. 
Shah 등에 의하면 이 결과를 암의 아형과 지역별로 분석하 을 때 아시아와는 달리 미국과 유럽에서는 미만

형과 원 부의 비미만형 암에서 앙생존기간의 향상이 있었으며, 이를 미만형과 근 부  원 부 비미만형 

암이 원인이나 분자 인 측면에서 생물학 으로 다른 것으로 설명하 다.34 서구에서는 식도선암과 식도경

계부암이 격하게 늘고 있는데 비해 국내와 일본에서는 의 원 부와 간부 의 암이 많은 실정이다. 그러

나 아군 분석에서 각각의 상환자 수가 작고 계획되지 않았던 분석이기 때문에 아직은 하나의 가설을 제안하

다고 할 수 있다. Bevacizumab에 해서도 ToGA 연구처럼 같이 치료 효과를 알 수 있는 생체 표지자에 한 

확인이 필요한데 bevacizumab을 보조요법으로 사용한 MAGIC 2 연구의 결과를 기다려 볼 수 있다. 재 lapatinib, 
cetuximab, panitumumab 등의 표 치료제와 항암화학요법을 병용한 3상 연구가 진행 이다.

HER2 양성인 암 환자는 불량한 후를 보인다는 보고가 있으나, ToGA 연구에서 표 치료군인 XP군의 

앙생존기간인 11.1개월은 이 의 무작  조연구 결과와 유사하기 때문에 HER2가 불량한 후인자가 아닐 

수도 있다. 2011년 ASCO에서 발표된 록에서 항암치료를 받는 진행성 암환자들을 상으로 다변량 분석을 

하 을 때 HER2는 요한 후인자가 아니었다.35

앞으로 표 치료제의 개발에 있어 단지 한 개의 경로만 표 으로 한 치료제보다는 여러 개의 경로를 목표로 

하는 치료제를 개발하거나 같은 경로나 그 경로의 하부 요소를 표 으로 하는 치료제를 병용하는 것, 치료제가 

직 으로 작용하는 환자를 측하는 표지자의 발굴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3. 재발성 및 전이성 위암의 2차 보존적 항암화학요법 

진행성 암의 치료에 있어서 항암화학요법이 생존율을 향상시키고 증상 조 에서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다시 병이 진행하 을 때 2차 항암요법의 역할에 해서는 이 까지 그 효과에 한 규모 임상

시험이 없었다.
최근 독일 AIO 연구에서 40명의 환자를 상으로 2차 항암치료로 irinotecan 단독요법을 사용하 을 때 극

 지지요법을 시행한 군과 비교하여 증상 개선이 각각 44%와 5%로 유의한 차이를 보 고 생존기간에 있어서

도 4.0개월과 2.4개월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 다(HR 0.48, 95% CI 0.25-0.92, p=0.012).36 2011년 발표된 국내 

연구에서 5-FU, cisplatin을 포함한 항암요법을 받았던 진행성 암 환자 202명을 상으로 docetaxel 는 irinotecan
으로 구제항암요법을 시행한 군과 극  지지요법을 시행한 군으로 무작 로 배정하 을 때 생존기간이 각각 

5.3개월과 3.8개월로 의미있는 향상을 보 다(HR 0.66, 95% CI 0.49-0.89, p=0.007).37 따라서 환자의 신수행상

태가 양호하고 추가 치료에 의지를 보인다면 2차 항암 치료가 이 이 있음이 증명되었다.
암의 표 진료 권고안에서는 재발성  이성 암에서 1차 보존  항암화학요법 후 진행된 경우, 환자의 

신상태가 양호하면 2차 보존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한다고 권고하 다(권고등  1, 근거수  A).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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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보존  항암요법에 해서 아직 정립된 표 요법은 없으며, NCCN 진료지침에서는 간략하게 언 하고 

있는데 trastuzumab을 1차 치료에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 fluoropyrimidine, cisplatin과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category 
2A), paclitaxel, docetaxel과 inirotecan을 단독 혹은 병합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 다(category 2B).

2차 항암화학요법 치료로 inirotecan, docetaxel, paclitaxel을 everolimus, ramucirumab, gefitinib의 표 치료제와 

병합하여 비교한 3상 연구가 진행 이다.
GRANITE-1 연구는 이 에 치료를 받은 진행성 암 환자를 상으로 경구 everolimus 10 mg/일을 최 의 

지지치료와 비교한 3상 연구이다.38 Everolimus 단독치료는 2차/3차 요법으로 생존기간의 향상을 보이는 데에는 

실패하 으나, 무진행생존기간은 향상을 보 다(HR 0.66, 95% CI, 0.56-0.78, P<0.001). 따라서 everolimus에 효과

를 보이는 소수 환자군의 생체표지자에 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다.
암 표 진료 권고안에서 권고되는 재발성  이성 암의 2치 보존  항암화학요법으로 paclitaxel, 

docetaxel, inirotecan, platinum과 fluoropyrimidine을 단독 혹은 병합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III. 맺음말

최근 표 치료제를 비롯하여 암의 치료 성 을 향상시키는 여러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었다. 동서양의 암

의 치료기법이나 질병 양상의 차이로 인하여 이를 그 로 국내에서 용하기는 곤란하므로 국내 환자들에게 

용할 수 있는 진료 권고안이 최근 개발되었다.
암의 근치  D2 제술 후에는 수술 후 항암화학요법이 유용하며, 진행성  이성 암에서는 보존  

항암화학요법이 생존기간을 향상시키고 증상을 호 시킬 수 있다. 1차 보존  항암요법 후에 진행이 되어도 

신수행도가 양호하면 2차 보존  항암요법을 시행한다. HER2 과발  암에서 trastuzumab을 추가하여 생존기

간의 향상이 증명되었으며, 여러 가지 표 치료제에 한 임상 연구가 진행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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