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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소화기소화기 암암 치료치료 현황현황

위, 20.2

폐, 11.9

간, 11.3
대장, 11.2

유방, 7.4

갑상선, 4.9

자궁경부, 4

조혈계, 2.6

췌장, 2.4

방광, 2.2

기타, 21.9

GI cancers are the most common malignancies in the worldGI cancers are the most common malignancies in the world

2002 Annual Report of the Korea Central Cancer Registry



Gastroenterologist should be Gastroenterologist should be ““Primary Primary 
physicianphysician”” in GI cancer managementin GI cancer management

Surveillance and prevention of GI cancer

Diagnosis of GI cancer 

Treatment including endoscopic management   

and anti-cancer therapy for the curative or 

palliative aim 



예방예방 진단진단 치료치료
헬리코박터 박멸
식생활
유전적소인

위험군 정의
종양표지자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
병기판정 : 내시경초음파

CT, PET 등

수술 (개복 vs. 복강경)
내시경점막절제술
항암약제치료
방사선치료

위 암위 암

조기위암은 완치
편하고 정확한 내시경개발
치료법의 시대적 변화
시장성 vs. 경쟁자
수술후 재발 방지



However, current situation in Korea ?However, current situation in Korea ?



2. 2. 다기관다기관 공동연구의공동연구의 필요성필요성

Are “New or novel drugs” the best drugs ?

• Most medical oncologist have interest in phase I, II 
trial of new drugs

• No concrete evidences were not reported until now 

Published data (SCI,SCIE); 2001 ~2006



3. 3. 현역현역

• 다기관 공동 연구 초안 발의 - 2006년 9월

• 다기관 공동 연구 초안 (약제 및 연구 디자인) 확정 – 2007년 1월

• 다기관 공동 연구를 위한 IRB 및 CRF 초안 확정 – 2007년 3월

• IRB 서류 및 CRF 최종안 확정 – 2007년 4월 23일

• 다기관 공동연구 전국 설명회 – 2007년 11월 완료

• 다기관 공동연구 참가병원, 참가자 모집 - 진행중



4. 4. 다기관다기관 공동연구안공동연구안

1. 식도암

• 대상 환자: Locally advanced esophageal cancer

• 연구 디자인: 3 상 연구

5-FU + Cisplatin with

External beam radiation

Taxotere with

External beam radiation

대조군 실험군



2. 위암- 제 1연구

• 대상 환자: Far advanced, metastatic gastric cancer

• 연구 디자인 : 3 상 연구

대조군

실험군-1

실험군-2

5-FU + Cisplatin

TS-1 + Cisplatin

Taxotere+ + Cisplatin



2. 위암- 제 2 연구

• 대상 환자: postop. Adjuvant chemotherapy 

in stage 1, 2 gastric cancer

• 연구 디자인 : 3 상 연구

대조군

실험군

Conservative care

UFT only



2. 위암- 제 3 연구

• 대상 환자: postop. Adjuvant chemotherapy 

in stage 3 gastric cancer

• 연구 디자인 : 3 상 연구

대조군

실험군

UFT + Cisplatin

UFT only



3. 췌장암

• 대상 환자: Far advanced, metastatic pancreatic cancer

• 연구 디자인 : 3 상 연구

대조군

실험군

Gemcitabine alone

Gemcitabine + Capecitabine



4. 담도암

• 대상 환자: Far advanced, metastatic cholangiocarcinoma

• 연구 디자인 : 3 상 연구

대조군

실험군-1

실험군-2

5-FU + leucovorin

Gemcitabine alone

5-FU+leucovorin+gemcitabine



5. 대장암

• 대상 환자: Far advanced, metastatic colon cancer

• 연구 디자인 : 3 상 연구

대조군

실험군

FOLFOX

(5-FU+leucovorin+oxaliplatin)

XELOX

(Capecitabine+oxaliplatin)



현재까지현재까지 진행진행 상황상황

• 위암, 췌장암 – IRB 처리 중

• 담도암 – 식약청 심사중 (서울대 병원)
• 식도암, 대장암 – 프로토콜 최종 수정 보완

• 참여 신청 병원 –총 15 개 병원

위 암 :   7개 병원

식도암 :   2개 병원

대장암 :   5개 병원

췌장암 : 11개 병원

담도암 : 10개 병원



Patterns of Responsibility of Chemotherapy in Patterns of Responsibility of Chemotherapy in 
GI cancer patients managementGI cancer patients management

• A institute
– Medical oncologists are totally responsible for 

chemotherapy
• B institute

– Shared responsibility by gastroenterologists and 
medical oncologists

• C institute
– Shared responsibility by surgeons, medical surgeons, medical 

oncologists, gastroenterologistsoncologists, gastroenterologists..



단기간에 많은 환자를 모을 수 있음.

암의 크기 변화가 아닌, 소화기암 환자 총체적 관리를 고려한 치료법 수립

환자의 삶의 질을 고려한 치료법 개발 및 Multi-step approach 의 Standard 구현

전국 소화기 항암치료 Standard 구현을 통한 지역균형화 발전 유도

소화기암 환자의 항암치료에 있어서 수월성 및 접근성 극대화

Medical Oncology의 당면한 관심외 연구를 통한 실질적 진료가이드라인 제공

Medical Oncology 접근이 힘든 질병의 임상연구를 통한 국민보건향상안 제공

소화기내과의의 소화기암 항암치료 분야에서 국제적 선도화

국제적 연게 임상 연구를 위한 발판 수립

항암치료 관련 기초 연구개발의 활성화

5. 5. 임상연구의임상연구의 당위성당위성 및및 향후향후 방향방향



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간암

췌장암

담도암

주된치료법

방사선 + 항암약물치료

수술적치료

수술적치료

간동맥색전술

항암약물치료 + 방사선

방사선 ? 항암약물치료 ?

임상에서의 대표적인 need

조기 발견, 음식물 통과 경로의 효과적 유지

수술후 재발, 진행암 치료법, 조기발견

전암병변발견, 수술후 재발, 전이암 치료법

동반된 간경변 – 새로운 국소치료

조기 발견, 전이상태 판단 정확도, 효과적인 치료법

조기 발견, 효과적인 치료법, 황달 해소법

• Bio-MEMS 및 Nanomedicine의 다양한 연구 분야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중심질환들

• 각 암종에 따른 임상적 특성의 차별화를 정확히 파악한 필요에 의한 연구개발이 필요

• 소화기암에 적용이 가능하다면 기타 장기의 모든 암에도 바로 적용이 가능

소화기암 종류에 따른 임상적 접근방법의 차이소화기암 종류에 따른 임상적 접근방법의 차이



GastroenterologistGastroenterologist

MedicalMedical
oncologistoncologist

SurgeonSurgeon

For the patients suffering from cancerFor the patients suffering from canc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