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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고 검토검토 시시 고려되는고려되는 요인요인

• 식약청 허가

• 가이드라인

• 항암제 약제 분류- 1,2군

• 근거문헌-학술지 게재 여부



공고안공고안 검토검토 시시 고려되는고려되는 요인요인

유형 A B C D

식약청 허가 O O X X

가이드라인 O X O X



유형 A B C D

치료계획서 제출

암질환심의위원회
가이드라인

Peer Review 거친 학술지(SCI impact factor)

해당병원의 다학제위원회 심의 후



항암제 공고 중 일반 원칙



항암 치료는 다양한 의학적 기술을 요하는 것으
로, 관련 분야의 의료진이 환자를 중심으로 다 학
제적 위원회(multi-disciplinary teams)를 구성하
여 진료하는 것을 추천

항암치료는 암을 확진하게 된 조직학적 검사, 병
기 혹은 재발여부 등에 대한 평가

환자의 전신상태 및 치료에 대한 객관적인 반응
평가



항암화학요법의 투여기준

일차적으로 국민건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식약

청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식약청 허가사항 초과 및 “항암화학요법” 외로 처방-투여코자 하
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서식에 의해 사전 신청하여 공고된 경우
에 사용가능

2군 항암제의 허가사항 초과(효능효과 초과) 및 2군 항암제간의
새로운 병용요법은 식약청에서 지정하는 제 2상 임상시험 실시기
관으로서 암관련 전문의가 참여하는 다 학제적 위원회를 구성하
여 협의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인정요법으로 결정된 후 위원회가 인정하
는 기관에서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항암제에 대한 반응 평가

고형암 및 악성림프종은 매 2-3 cycle 마다 반응을 평가

항암화학요법별 투여주기 특성과 반응평가가 필요한 환
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매 2-3개월 마다 반응평가 가능

질병이 진행되거나,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는 투
여를 중단하여야 하며, 환자상태에 따라 안정병변
(stable disease)이상의 효능을 보이는 경우에는 추가
투여가 가능

반응 평가 기준 ; 고형암 및 악성림프종은 WHO 또는
RECIST criteria 에 따른다. 



투 여 용 량

각 약제별 식약청 허가사항을 기준

환자상태 및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적

용

항암화학요법 첫 cycle 첫 회부터 초저용량(기준

용량의 70% 미만, 단 영아는 기준용량의 50%미

만)을 사용하는 경우는 바람직하지 아니함



심사에서 조정되는 경우

식약청 허가 사항에 없으며 공고에도 제시 되지 않았으

나 임상 연구결과에 따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항암제에 대한 반응에 대한 적절한 평가 과정 없이 지속

투여하는 경우

영상 진단 검사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암에 대한 반응을

보려 하지 않고 단순히 암표지자 검사만 관찰하고 항암

제를 쓰는 경우(객관적으로 측정할 종괴가 관찰되지 않

는 경우 관련 암 표지자의 추적 검사로 항암제 사용한 것

은 인정하고 있음)



Concurrent chemo-radiotherapy

각 암종별 해당 항암화학요법 관련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일반적 원칙에 따르되, 진료의사의 의학
적 판단에 따라 적용



반응 평가

반응평가를 위한 영상검사 결과 판독지에
aggravation, progression이라고 표시된 경우

1) 추가자료 요청 : 병변 크기 비교판독
WHO, RECIST criteria로 SD 범주에 드는지
확인

2) 진료기록부 상 판독지를 본뒤에 자신이 실측

하여 SD  범주에 들었다는 기록이 있으면 인정



동일계열 약물의 교체 투여
5-FU

UFT     xeloda : 불인정

Xeloda xeloda+oxaliplatin : 인정

5-FU       OFL : 인정

Xeloda+oxaliplatin xeloda+캠토 : 인정

FOLFOX    xeloda xeloda+oxaliplatin

: 불인정



동일계열 약물의 교체 투여
topoisomerase inhibitor

Irinotecan, topotecan, belotecan

동일 계열 약물로, 교차내성 있는 것으로 간주



전에 항암제 치료를 하고 반응을 보였던 환자가 재
발하여 항암제를 다시 쓰는 경우

마지막 사용일부터 병의 진행이 발견된 시점
까지의 기간이,

1) 6개월 이내이면

: 내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 - 항암제 교체

2) 6개월 이상이면

: 내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 - 동일 항암제 재

사용



직결장암





2군항암요법

(1) capecitabine,
(2) capecitabine + RT, 
(3) FOLFOX (oxaliplatin + leucovorin + infusional 5-FU) 
(4) oxaliplatin + leucovorin + bolus 5-FU, 
(5) FOLFIRI(irinotecan + leucovorin+ infusional 5-FU) 
(6) IFL(irinotecan + leucovorin + bolus 5-FU) 
(7) irinotecan
(8) irinotecan + capecitabine
(9) oxaliplatin + capecitabine
(10) irinotecan + (tegafur+ uracil) + leucovorin
(11) capecitabine + mitomycin C 
(12) irinotecan + cisplatin
(13) tegafur + gemeracil + oteracil potassium 



advanced, metastasis, recurrent

타장기 침습이나 기타 이유로 치료 후에도 육안적 혹은

현미경적 암세포가 잔류한 경우

수술 등의 기술적인 문제로 암을 제거하지 못한 경우

복강 내에 암세포의 파종이 있을 경우 - 복막파종

원격전이가 있는 경우

육안적 잔류암이 있는 경우

절단면에 암세포의 침윤이 있는 경우

재발성



Stage grouping
AJCC Dukes

0 Tis N0 M0
I T1 N0 M0 A 

T2 N0 M0 A
IIA T3 N0 M0 B
IIB T4 N0 M0 B
IIIA T1-2 N1 M0 C
IIIB T3-4 N1 M0 C
IIIC Any T N2 M0 C
IV Any T Any N M1 D



수술 후 보조요법
(adjuvant chemotherapy)

Xeloda :  결장암 (colon cancer)만,
직장암 제외

1) 수술 후 병기가 stage II( T3-T4,N0,M0) 인 환자에서
재발의 위험이 높은 경우

2) stage III( T1-4,N1-2,M0)



1) T4병기(stage II B)
2) 암세포의 분화도가 grade 3 또는 4
3) Lymphatic/vascular invasion
4) Bowel obstruction at presentation
5) T3 with localized perforation or 

close,intermediate,or positive margins

High risk for systemic recurrence



liver or lung metastasis 있는 환자의 수술후
항암제 치료

이전공고에는 adjuvant chemotherapy

NCCN guideline에서 adjuvant 로 간주

2007년 11월 20일 공고안에서 palliative 로

규정



수술 후 보조요법
( adjuvant chemotherapy)

FOLFOX :  결장암 (colon cancer) 

1) 수술 후 병기가 stage II( T3-T4,N0,M0) 인 환자에서
재발의 위험이 높은 경우

2) stage III( T1-4,N1-2,M0)



Palliative chemotherapy

FOLFOX :  직장암 (rectal cancer) 

수술전 선행화학요법 경험이없는 절제 가능한 전
이성 직장암 중 수술후 병기가

T1-2 N0 M1일 때

투여기간 :4-6개월



Palliative chemotherapy

FOLFIRI :  결장암 (colon cancer) 

1) Synchronous liver or lung metastasis일 때
(수술 후)

2) 재발 시 liver or lung metastasis일 때 (수술
후)



Palliative chemotherapy

FOLFIRI :  직장암 (rectal cancer) 

수술전 선행화학요법 경험이없는 절제 가능한 전
이성 직장암 중 수술후 병기가

T1-2 N0 M1일 때

투여기간 :4-6개월



보조요법으로 투여 시 가능한 횟수

(1) Xeloda : 24주 (8 cycles) 

(2) FOLFOX, FOLFIRI : 4-6개월



XELOX, XELIRI의 경우 palliative 요법으
로 사용

식약청에서 지정한 제2상 임상시험 실시 기관

여부 확인

다학제 위원회에서 동 요법이 필요하다고

협의한 근거 확인

개정 제 2006-6호 : 2006년 8월 1일 시행



cetuximab + irinotecan

(1) irinotecan 포함요법 실패 환자에게 허가

(2) EGFR 양성 환자에게 허가 : EGFR 음성인 환자
에게 는 불인정하는 것으로

암질환 심의 위원회 논의 결정

(3) 2차 이상으로 사용 허가되어 있으나 1차로 사
용한 경우, cetuximab을 100/100

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같이 사용한 타 항암제
(예, irinotecan)를 조정하고 있음



직장암의 보조요법으로 젤로다
사용한 경우

불인정



전이 병소에 대한 반응평가

동종장기의 다른 반응 :

모든 병변의 크기의 합을 비교

이종장기의 다른 반응

:예, 간 전이와 폐 전이가 동시에 존재

간 전이 : 호전,   폐 전이 : 악화

WHO criteria : 반응이 나쁜 쪽 결과에 따름

RECIST criteria : 병변의 크기의 합을 비교



기타 주요 소화기암-위암



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TS-1 + cisplatin

4주 투여 2주 휴약 이 원칙

2주 투여 1주 휴약 : 불인정

2006년 11월 결정 – 따라서 그 이전 진료 한 경
우는 경과조치로 인정



Cisplatin 대신 carboplatin 사용

예) TS-1 +cisplatin 대신 TS-1+carbo

과거 폐암환자에서 70세 이상, PS>2,

Cr 증가 시 허용

위암에서는 carboplatin이 허가 외

항암요법 신청하여 승인 후 사용하도록



위암, 식도암에서 허가되지 않은 용법

1. Neoadjuvant chemotherapy

2. Concurrent chemoradiotherapy

: stage IV

3. Adjuvant chemoptherapy로

2군 항암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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