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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 Gastric cancer

• Second most common cause of cancer death worldwide

• In Korea (2003-2005 yr)

남자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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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rgery is the only potentially curative treatment of localized gastric cancer

• Recurrence even after pathologically curative surgery from microscopic mets

• Disappointing result of adjuvant chemotherapy

병기 5년 생존율

0기 100%

1A기 95%

1B기 85%

2기 70%

3A기 50%

3B기 30%

4기 10%

5Yr Survival Rate of 
Gastric Cancer

Apparent success of preoperative chemotherapy in 

esophageal cancer  Similar approach in gastric cancer?



Neoadjuvant Chemo/RTx

As a means of “downstaging” a locally advanced tumor prior to an attempt 

at curative resection

• Patients thought to have resectable disease

• Patients with apparently unresectable but non-metastatic disease

• In vivo sensitivity

• Tumor regression/ downstaging

• Higher chance of R0 resection

• Earlier treatment of distant micrometastatic

disease

• Better compliance than postoperative adjuvant 

chemotherapy

• Postoperative GI trouble, etc

• “Curative” surgery is delayed

• Treatment based on clinical staging may be 

interrupted

• Postoperative complications may be 

influenced

• Difficulty in assessing adequate surgical 

margin and LN dissection

Advantage Disadvantage



Clinical Trial(1)
Dutch FAMTX

Resectable carcinoma of the stomach

(n=59)

RANDOMIZATION

Preop. FAMTX#4 
Surgery

(n=29)

Surgery alone

(n=30)

Hartgrink HH et al. Neo-adjuvant chemotherapy for operable gastric cancer: long term 

results of the Dutch randomised FAMTX trial. Eur J Surg Oncol 2004;30:643-649.



Preoperative 

Chemotherapy
Surgery alone

Curative (R0) resection 56% 66%

Median survival 18.2 months 30.3 months P = .17

5-year survival rate 32% 53% P = .07

• Conclusion:

• A benefit for neoadjuvant chemotherapy could not be shown

• Adequate surgery without delay is the best treatment for operable gastric 

cancer

• Criticism:

• Suboptimal chemotherapy regimen by current standards 

• Understaging at initial diagnosis



Clinical Trial (2) 
MAGIC

Resectable carcinoma of the stomach & 

lower esophagus (n=503)

RANDOMIZATION

ECF#3  Surgery 
ECF#3

(n=250)

Surgery alone

(n=253)

Cunningham D et al. Perioperative Chemotherapy versus Surgery Alone for 

Resectable Gastroesophageal Cancer. N Eng J Med 2006;355:11-20.



• Conclusion:

• Perioperative chemotherapy could be administered safely

• Perioperative chemotherapy significantly improved PFS and OS



Clinical Trial (3)

SWOG 9008/INT 0116

Potentially resectable carcinoma of stomach & 

lower esophagus (Stage Ib~IVM0)

(n=559)

RANDOMIZATION

SurgeryFUFOL/RTX

(n=282)

Surgery alone

(n=277)

Boige V et al. Final results of a randomized trial comparing preoperative 5-fluorouracil(F)/cisplatin(P).to surgery 

alone in adenocarcinoma of stomach and lower esophagus (ASLE): FNLCC ACCORD07-FFCD 9703.(abstract). 

J Clin Oncol 2007;25:200s.



• Conclusion:

• adjuvant chemoradiation appears to be a reasonable treatment option for 

patients with resected gastrointestinal junction cancer, in the case of inadequate 

surgery, or high risk of relapse, or both.



Clinical Trial (4)

French FNLCC/FFCD

Potentially resectable carcinoma of the stomach (≥Stage II)

(n=224)

RANDOMIZATION

Preop. FP#2 Surgery

FP#4

(n=111)

Surgery alone

(n=113)

Boige V et al. Final results of a randomized trial comparing preoperative 5-fluorouracil(F)/cisplatin(P).to surgery 

alone in adenocarcinoma of stomach and lower esophagus (ASLE): FNLCC ACCORD07-FFCD 9703.(abstract). 

J Clin Oncol 2007;25:200s.



Preoperative 

Chemotherapy
Surgery alone

Curative (R0) resection 87% 74% P = .04

pT3 or pT4 58% 68%

pN+ 67% 80%

5-year survival rate 38% 24% HR 0.69

5-year DFS 34% 21% HR 0.65

• Conclusion:

• Preoperative chemotherapy using 5FU/DDP improves disease-free and overall 

survival in patients with resectable adenocarcinoma of stomach and lower 

esophagus



연구 목적

진단 당시 근치적 절제가 불가능한 국소 진

행성 위암 환자에서 S-1과 시스플라틴을

이용한 항암제방사선 동시치료의 효과에

대한 검증



유효성 평가 항목

1. Primary objectives

S-1/시스플라틴을 이용한 항암제방사선 동시치료의 반응률과
완치적 절제율 평가

2. Secondary objectives

• 전체생존기간 평가

• 치료 반응률 평가

• 무질병진행 생존 (PFS) 기간 평가

• 종양진행까지의 시간 (TTP)

• S-1/시스플라틴을 이용한 항암제방사선 동시치료의 독성 평가

• S-1/시스플라틴을 이용한 항암제방사선 동시치료의 안정성 평가

• S-1/시스플라틴을 이용한 항암제방사선 동시치료의 수술 후 이환
율 평가



선정 기준

1. 조직학적으로 진단된 위암

2. 연령은 18세 이상 75세 이하인 환자

3. 일본 위암학회 분류(JGCA) 기준에 근거하여 T4 또는N3로 판단되어
근치적 절제가 불가능한 환자

4. 영상진단 또는 내시경적으로 측정 가능한 병변을 가진 환자

5. 타장기 전이가 없는 국소 진행성 위암 환자

6. ECOG performance status 0-2

7. 3개월 이상의 기대여명

8. 적절한 골수 기능 (절대 호중구 수≥1,500/uL, 혈색소≥9.0g/dL (수혈
로 교정가능),  혈소판≥100,000/uL)

9. 적절한 신장 기능 (크레아티닌 < 1.5 mg/dL)

10. 적절한 간 기능 (총 빌리루빈 < 2 x 정상범위상한치, AST, ALT < 3 x 
정상범위상한치)

11. 추적관찰하기에 적절한 환자 순응도를 보이고 지리적 거리가 적당한
환자

12. 치료시작 이전에 피험자 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언제라도 불이익 없이
임상시험에서 중도에 탈락할 권리가 있음을 이해하고 있는 환자



일본 위암학회 분류(JGCA) 기준에 근거하여
T4 또는N3로 판단되어 근치적 절제가 불가능한 환자

1. CT상 일본위암학회 분류상 N3 group 즉 12p, 13, 14, 15,16 station
에 다음과 같은 형태학적 enlarged LN가 있는 경우 metastatic node
로 간주하여 unresectable case로 판단한다.

A. Multiple conglomerated LNEs.

B. Central necrosis.

C. Diameter of short axis > 10mm

D. 이외 equivocal size인 경우 PET영상을 추가하여 hot uptake를
보인 case에 한해 unresectable case로 판단한다.

2. Pancreatic invasion:

A. CT상 pancreas실질내로 침윤되어 있는 tumor infiltration이
뚜렷하게 보이는 unresectable로 간주하여 enroll한다.

B. CT상 abutment등과 구분이 어려운 경우 EUS결과를 분석하
여, 역시 췌장침범이 의심되는 경우를 enroll한다.



제외 기준-1

1. 나이 ≦ 17세, 또는 나이 ≧ 75세

2. 위식도 경계암 환자

3. 일본 위암학회 분류(JGCA) 기준에 근거하여 T1-T3, N2이하로 근치
적 절제술을 시도할 수 있는 환자

4. 위암 이외의 다른 악성종양을 동반한 환자

5. 타장기 전이가 있는 전이성 위암 환자

6. 환자 및 보호자의 고지된 동의 (informed consent)를 획득하지 못함

7. 경구용 약제를 복용하기 어려운 환자나 수술적 치료 등으로 인해 소
화흡수에 장애가 있는 환자

8. 위암에 대해 항암치료를 받은 과거력이 있는 환자

9. 위암에 대해 방사선 치료를 받은 과거력이 있는 환자

10. 위암에 대해 수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는 환자

11. 시험 관련 약제에 대해 과민 반응 과거력이 있는 환자

12. 조절이 불가능한 전신 질환 (감염증)



제외 기준-2

13.활동성 간염, 치료로 잘 조절되는 않는 간질환 또는 심각한 간장애가 있는 환
자

14.심각한 신장기능 장애가 있는 환자

15.심각한 골수 기능 장애가 있는 환자

16.간질성 폐렴 또는 폐의 광범위한 섬유증이 있는 환자

17.심각한 신경학적 또는 정신적으로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

18.다른 원발암이 있는 경우 (예외: 자궁경부 상피내 암종 또는 적절하게 치료되
는 피부암(흑생종이 아닌) 또는 이후에 재발의 증거가 없고 적어도 5년전 치
료된 이전의 악성종양)

19.치료로 잘 조절되지 않은 심장질환 또는 12개월 이내의 협심증이 있는 환자

20.다른 전신 항암제 치료 또는 임상시험용 약제 또는 항암 방사선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21. S-1과 약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약제를 복용중인 자 (불화피리미딘계
항암제, 플루시토신 등)

22.임신을 했거나 수유를 하는 여성, 또는 적절한 피임이 어려운 경우

23.그밖에 담당 주치의가 판단하기에 임상시험에 부적절한 환자



피험자수

• Total : 21

• 기본 반응율이 15% (P0)라는 귀무가설 (H0)과 시험반응율이
40% (P1)라는 대립가설 (Hα)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P0

< P1).

• H0 : P0 ≤ P1 versus Hα : P0 ≥ P1

• Simon’s two stage MiniMax design을 적용하고 유의수준 (α error)

을 0.05(양측검정), power 90%로 산정하여 표본수 산정 결과 예
상등록 환자수는 19명이다. 중도 탈락율 10%를 고려할 때 총 연
구 대상수는 21명이다.



스크리닝

1. 위암의 조직학적 확진 및 병기 진단

- 내시경적 조직검사를 통한 위암 확진

- CXR, 복부전산화 단층 촬영, PET-CT를 통한 전이성 병변의
확인

- 내시경초음파(EUS)를 통한 침윤 깊이 및 림프절 전이 평가

- 진단적 복강경을 통한 병기 확인

2. 전신 장기 기능 상태 확인

- 골수기능: 말초 혈액 검사 (절대 호중구 수 ≥ 2,000 /mm3, 
혈소판수 ≥ 100,000 /mm3)

- 간기능: (혈청 총 빌리루빈 < 2.0 mg/dL, AST/ALT < 3 x 
정상범주)

- 신장기능 (혈청 크레아틴 ≤ 정상범주)



연구 설계 및 방법

Locally advanced AGC, initially inoperable

(T4 or N3)

EGD, EUS, CXR,CT(PET-CT), lab

Eligibility

Diagnostic 

laparoscopy

Operable

Operation

Inoperable

Neoadjuvant

TS-1/DDP



시험약 투여

• 항암제 치료는 S-1 경구투여와 시스플라틴 정맥 투여가 2주기 진행될 것이다.

• S-1은 매 주기마다 제 1일에서 14일 까지 body surface area에 따라 35
mg/ m2/day를 b.i.d.로 투약함. 

• Cisplatin은 매 주기마다 제 1일에 전 처치 후 70 mg/m2을 3시간 동안 정
맥 내 점적 주사한다. 1주기는 21일임

• 방사선 치료는 항암제치료 첫째 날부터 시작하여 총 45 Gy를 조사할 것이며, 
하루에 1.8 Gy씩 주 5회 실시하여 총 25회를 조사한다.  

• 종양반응평가는 계획된 2 주기의 투약 후 4주 내의 종양반응 평가에서 부분반
응 이상의 결과를 보이는 경우 마지막 항암약물 8주 내에 근치적 목적의 위암절
제 및 D2림프절 절제술을 시행한다. 

• 수술 전 반응평가에서 질병이 진행되거나 심각한 약물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환자가 포기하는 경우는 중단한다. 

• 임상 시험 종료 후에는 최소한 4 주기의 보조 항암 약물치료를 진행하며 종양
평가는 진행이 입증될 때까지 첫 1년은 매 3개월 마다, 이후 1년은 매 4개월마
다 그 이후부터는 6개월마다 시행한다. 

• 진행성 질병이 아닌 다른 이유로 시험을 종료한 피험자의 경우 최초 투여로부터
계산하여 매 3개월 마다 추적 관찰 방문 시 종양 반응(tumor response)을 보
고해야 한다. 피험자가 추가적인 요법을 요구하거나 시험자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는 경우, 본 임상시험치료 후 추가적인 치료를 진행할 수도 있다.



시험약 투여 일정

Day 1 7 14 21

DDP(70mg/m2 ) 

S-1(35mg/m2,bid ) 

28 35

S-1(35mg/m2,bid) 

DDP(70mg/m2) 

RTX(1.8 Gy x 5) 

1st cycle

Response

Evaluation

2nd cycle

CR, PR

PD or Cx

Surgery 

Palliative CTx

SD Palliative CTx(TS-1)



임상시험 전 평가 및 관찰항목

1. 음주력과 흡연력을 포함한 의학적 병력과 신체검사

2. 수행능력 상태의 평가

3. 연하곤란 상태의 평가 (별첨 참조)

4. 혈액학적 검사:  CBC(differential 및 혈소판 수 포함)

5. 혈액화학적 검사:  빌리루빈(total, direct), ALT (SGPT), AST (SGOT), alkaline 
phosphatase (ALP), BUN, 크레아티닌, 칼슘(calcium), 인(phosphate), 혈중당 (glucose), 
혈중 단백(protein), 알부민(albumin), 총콜레스테롤(total cholesterol), 요산(uric` acid), 
프로트롬빈시간(PT), 부분트롬보플라스틴시간(PTT)

6. 혈중 전해질(serum electrolyte) 검사

7. 종양표지자 CEA, CA 19-9, CA 72-4

8. 요 화학검사 (Urine analysis)

9. 영양상태 측정 (선택적 검사)

그리고 피험자들은 시험 시작 최소 3주전 이내에 다음과 같은 검사들을 시행해야 한다.

1. 식도위내시경 (Esophagogastroduodenoscopy)

2. 내시경초음파 (Endoscopic ultrasound)

3. 복부 CT 

4. 흉부 X-ray

5. PET-CT 

6. 진단적 복강경 검사



임상시험 중 평가 및 관찰항목

항암제방사선 동시치료 시작일로부터 1,15,22,36일째 다음과 같은 검사들을 시행해야
한다.

1. 의학적 병력과 신체검사

2. 수행능력상태의 평가

3. 혈액학적 검사:  CBC(differential 및 혈소판 수 포함) 

4. NCI-CTC version 3.0에 기초한 이상반응 평가

항암제방사선 동시치료 시작일로부터 1일, 22일째에 다음과 같은 검사들을 시행해야
한다.

• 혈액화학적 검사/혈중전해질 검사/요 화학검사/흉부 X-ray

항암제방사선 동시치료 후 4 주안에 다음과 같은 검사들을 시행해야 한다.

1. 의학적 병력과 신체검사

2. 수행능력상태의 평가

3. 연하곤란 상태의 평가

4. 위내시경/내시경초음파/복부 CT/흉부 X-ray/PET-CT 

5. 혈액학적 검사: CBC (differential 및 혈소판 수 포함) 

6. 혈액화학적 검사/혈중전해질 검사/요 화학검사

7. 영양학적 검사 (선택적 검사)



임상시험 후 평가 및 관찰항목

• 의학적 병력과 신체검사

• 혈액학적 검사:  CBC(differential 및 혈소판 수 포함) 

• 혈액화학적 검사

• 혈중전해질 검사

• 복부 CT 

• 흉부 X-ray

• 위내시경

• 식도조영술

• PET-CT (시행시 처음 2년간은 매년 시행, 그 후 주치의 판단에 따라 2년마다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