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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Advances in the adjuvant treatment 
of colon cancer

 1990 5-FU/levamisole better than nothing 

 1994 5-FU/LV better than nothing

 1998 5-FU/LV better than 5-FU/levamisole

 1998 6 months = 12 months of 5-FU/LV

 1998 Levamisole unnecessary with LV

 1998 High-dose LV = low-dose LV

 1998 Weekly = monthly schedules

 2001 Elderly = “young”

 2002 Infusional safer than bolus1

1André T et al. J Clin Oncol, 2003, 21, 2896 - 2903



Oxaliplatin vs. 5-FU/LV in first-line MCRC

PFS (mos.) OS (mos) RR

5-FU/LV 6.2 14.7 22%

de 

Gramont
FOLFOX-4 9.0 16.2 51%

p-value 0.0003 0.12 0.0001

5-FU/LV 5.3 16.1 23%

Grothey FUFOX 7.9 19.7 48%

p-value 0.0001 0.19 0.0001

de Gramont et al. (2000); Grothey et al. (ASCO 2002)



Saltz et al
5-FU bolus

Douillard et al
5-FU infusion

Irinotecan
5-FU/LV 5-FU/LV

Irinotecan
5-FU/LV 5-FU/LV

Number 231 226 198 187

OS (median, mo) 14.8 12.6 17.4 14.1

(P=0.04) (P=0.031)

TTP (median, mo) 7.0 4.3 6.7 4.4

(P=0.004) (P<0.001)

Confirmed response 
rate (%) 39 21 35 22

(P<0.001) (P=0.005)

Irinotecan + 5-FU/LV : Key Results

Saltz et al. N Engl J Med. 2000;343:905-914.
Douillard et al. Lancet. 2000;355:1041-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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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aliplatin

 Nausea is not as severe as with cisplatin

 Little nephrotoxicity- no prehydration 

 Minimal ototoxicity

 Myelosuppression; uncommon, mild, combination 

agent 

 Hypersensitivity reaction   slowing of the infusion 

 Dose-limiting toxicity : sensory neuropathy



Oxaliplatin; Neurotoxicity

 Peripheral neuropathy, sensory > motor

1. Acute; related to dose and duration of drug infusion

often precipitated by exposure to cold

paresthesia; tingling at extremities, perioral region

usually resolves within a few days (not cumulative)

laryngopharyngeal spasm and cold dysesthesias 

- difficulty in breathing or swallowing

- maximal dose

- not associated with significant respiratory sx. 

- prevented by prolonging the duration of infusion (IV over 6 hrs.) 

2. Chronic; similar with cisplatin but reversible early (3-4 mo) 

cumulative



Topoisomerase I Inhibitors

 S phase : unwinding of DNA strands 방지

 irinotecan (Camptosar)

 topotecan (Hycamtin)

 Major toxicities:

 Hematopoeitic (Cytopenia)

 Gastrointestinal (Abd. pain, diarrhea) 



Timing of Adverse Events

D1 D16D8D5

Cholinergic

syndrome

delayed 
diarrhea Neutropenia 

nadir



임상시험의 목적 및 배경
 근치적 수술이 불가능한 전이성 대장암 환자의 항암치료는 1st line으로

FOLFOX4와 FOLFIRI 등이 사용되고 있는데 대개 FOLFOX4를 1st line으로 사

용하고 악화되면 2nd line으로 FOLFIRI를 사용하고 있다. FOLFOX4의 근간이

되는 oxaliplatin은 acute side effect는 적지만 sensory neuropathy가 심해

dose-limiting toxicity는 sensory neuropathy로 알려져 있다. 반면 FOLFIRI의

근간이 되는 irinotecan은 flushing, bradycardia 등의 early cholinergic

symptom과 cytopenia 및 abdominal pain, diarrhea 등의 gastrointestinal

toxicity가 흔하지만 이들 부작용은 약제로 조절가능하고 chronic adverse

effect는 적다.

 따라서 FOLFIRI-FOLFOX4의 순차적요법이 최소한 FOLFOX4-FOLFIRI의

순차적요법과 동일 내지는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FOLFIRI-FOLFOX4의 순차적요법이 FOLFOX4-FOLFIRI의 순차적요법보다

동일 또는 우월하다는 가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연구를 계획한다



유효성 평가 항목

 Primary objectives

1. 전체 생존률 ?

2. Progression free survival?



유효성 평가 항목

 Primary objectives

1. 전체 생존률

 Secondary objectives
1. 치료 반응률 평가

2. 1년 무진행 생존률

3. 무진행 생존률과 전체 생존률

4. 독성 평가



목표 피험자의 수

FOLFOX4-FOLFIRI 요 법 의 중 앙 생 존 기 간 을 17개 월 ,

FOLFIRI-FOLFOX 요법의 효과가 중앙생존기간을 2.5개월 호

전시킬 것이라는 가정하에 alpha값을 0.05, power를 80%로 하

였을 때, 각 군당 ----명이 필요하며, 치료과정의 drop rate를

10%로 가정하면 각 군당 ---명의 환자가 필요하게 되어 총 ---명

의 환자를 모집하여야 함



 Total subject No.

= 8 / effector size2

= 8/(2.5/17) 2

= 400

 Drop rate를 10%로 가정하면 440명

 각군에 220명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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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ment continued until disease progression or 
unacceptable toxicity

FOLFIRI 

FOLFIRI



대상 질환

대상 환자군은 조직학적으로 선암으로 확진된 절제 불가
능한 대장암을 가진 환자로 과거 항암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요법을 받은 과거력이 없는 환자이다.



연구설계

본 임상시험은 조직학적으로 확진된 절제 불가능한 전이성 대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1st line으로 FOLFOX4 (infusional 5-flurouracil,
Leucovorin, oxaliplatin)를 사용하고 질병이 progression시 2nd line
으로 FOLFIRI (infusional 5-flurouracil, Leucovorin, irinotecan)
을 사용한 군과 반대로 1st line으로 FOLFIRI를 사용하고 2nd line으
로 FOLFOX를 사용한 군의 항암화학요법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한
공개, 다기관, 제 3상 임상시험이다.



선정기준

 Histologically confirmed metastatic colorectal cancer

 Bidimentionally measurable disease

 Age of at least 18 years and less than 75 years

 ECOG performance status of 0 or 1

 Life expectancy of more than 3 months

 Written informed consent

 Adequate hematologic, hepatic, and renal function

- hematologic (ANC ≥ 1,500 /mm3, platelet ≥ 100,000 /mm3)

- Hepatic (total bilirubin <2.0 mg/dL,  AST/ALT < 2.5 x  UNL, in the case of 

liver metastasis : AST/ALT < 5.0 x  UNL )

- Renal (serum creatinine ≤ UNL)



제외기준

 Prior chemotherapy or biologic therapy for metastatic disease
 Receipt of radiotherapy within 14 days before the initiation of 

study treatment
 Major surgery within 28days before the initiation of study 

treatment
 Clinically significant cardiovascular disease
 Clinically detectable ascites
 Pregnancy or lactation
 Regular use of aspirin(more than 325mg per day) or other 

NSAIDs agents
 Preexisting bleeding diasthesis or coagulopathy or the need for 

full-dose anticoagulants
 Known CNS metastasis



무작위배정방법

연구 기간 중 연구 대상자 선정 기준에 적합하고 연
구 참여에 동의한 환자들에 대해 환자에 대한 정보를
갖지 못한 독립적인 연구자가 난수표를 이용하여 무
작위 배정한다.



시험약
1) FOLFOX4 

 Leukovorin 200mg/m2 for 2 hrs, followed by bolus of 5-FU 400mg/m2, 

then 5-FU 600mg/m2 for 22hr infusion for 2 days

 Oxaliplatin 85mg/m2 over 2hr on day 1 : leukovorin과 동시에

 Every 2 weeks  

2) FOLFIRI

 Leukovorin 400mg/m2 for 2 hrs, followed by bolus of 5-FU 400mg/m2, 

then 5-FU 600mg/m2 for 22hr infusion for 2 days 

 Irinotecan 180mg/m2 over 2hr on day 1 : leukovorin과 동시에

 Every 2 weeks  



FOLFOX (5FU – leukovorin - Oxaliplatin)  
group

 Oxaliplatin 85 mg/m IV over 2 hours, day 1

 Leucovorin 200 mg/m IV over 2 hours, days 1 and 2

 5-FU 400 mg/m IV bolus, then 600 mg/m IV over 22 

hours continuous infusion, days 1 and 2

 every 2 weeks



FOLFIRI (5FU – leukovorin - Irinotecan)  
group

 Irinotecan 180 mg/m IV over 2 hours, day 1

 Leucovorin 400 mg/m IV over 2 hours, days 1 and 2

 5-FU 400 mg/m IV bolus, then 600 mg/m IV over 22 

hours continuous infusion, days 1 and 2

 every 2 weeks



 용량 변경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독성은 NCI Common Toxicity Criteria of Adverse Events (CTCAE), Version 3.0 (SPAM)에

따라 등급을 매긴다.
 유해사례 이후 투여 지연이나 용량변경시의 지침은 위에 기술된 바와 같다. 투여 지연이 있었

던 환자의 경우, 종양 평가를 포함한 모든 평가도 함께 지연된다. 용량변경이나 투여 지연 사유
, 조치 및 결과에 대해서는 환자 차트와 CRF에 기록한다.

 투여 전에도 있었던 유해사례에 대해서는, 임상시험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되는 독성 등급 변화에 따라 용량조절을 적용한다 (예, 투여 전에 1도의 무력증이 있었던 환자
에서 투여 중 2도로 악화되면, 이는 1도 이동으로 간주하고 용량 조절시 1도 독성으로 취급한
다).

 시험자가 판단하기에 중대하거나 생명에 위협을 줄 유해사례로 발전될 것 같지 않은 독성의
경우(예: 탈모증, 미각변화 등), 감량이나 치료 중단 없이 동일한 용량으로 치료를 계속한다. 또
한, 빈혈의 경우 수혈에 의해 적절히 조절 가능하므로 용량 감량이나 치료 중단은 필요하지 않
다.

 각기 다른 등급이나 중증도의 독성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용량 변경은 더 많은 감량을 요하
는 독성에 따른다.

 만일, 시험자가 판단하기에 독성이 한 가지 약물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다른 약물의 용량은 변경할 필요가 없다.

 투여주기 시작 시에 사용하는 약물 중 1가지의 투약 지연이 필요한 경우, 모든 약물의 투약을
지연해야 한다

 독립된 혈액학적 검사 이상치에 의한 용량 변경은 투여주기 시작시의 혈액학적 변수를 바탕으
로 한다. 투여 주기 중에는 검체 채취 계획이 없고, 따라서 최저치(nadir values) 수집 계획도
없다.

 독성으로 인해 모든 시험약을 3주 이상 투여 지연 또는 중단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 환자는 독
성으로 인해 시험에서 조기 탈락된다.

 독성으로 인해 투약을 영구히 중지해야 하는 경우, 환자는 임상시험 단계를 계속하는 대신 추
적관찰기에 들어가게 된다.



병용요법 - 병용약제 및 치료

 임상시험 시작시, 담당의가 지시한 바에 따라 환자는 자신의 병용약제

투여를 계속해야 한다. 모든 병용 약물은 증례기록서에 기록한다. 또한,

시험기간 중 실시된 진단학적, 치료적 또는 외과적 처치에 대해서도 날

짜, 적응증, 처치에 대한 설명 및 임상소견 등을 기록한다.

 3도 이상의 열성 호중구감소증의 치료를 위해 조혈성장인자

(Hematopoietic growth factors 즉, G-CSF 또는 GM-CSF)를 기관내

지침이나 ASCO 지침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일차 및 이차

적 예방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조혈성장인자의 사용은 환자 기록에

기록되어야 한다. 조혈성장인자는 다음 화학요법 주기 시작 전 최소 48

시간 전에는 중지되어야 한다



치료 시작 전 평가 – Screening


피험자 동의서

 병력 청취, 진찰: 첫 투약 전 2주 이내에 시행되어야 한다.

 신장, 체중: 첫 투약전 1주 이내에 시행되어야 한다.

 ECOG performance status: 첫 투약 전 1주 이내에 시행되어야 한다.

 생명징후 (혈압, 맥박, 호흡수, 체온): 투약일에 시행되어야 한다.

 조영 증강된 복부 CT: 첫 투약 전 3주 이내에 시행되어야 한다.

 CBC, admission panel (liver panel, renal panel, glucose), CEA, CA 19-
9 (핵의학 검체검사): 첫 투약 전 1주 이내에 시행되어야 한다.

 Chest PA: 첫 투약 전 2주 이내에 시행되어야 한다.

 심전도 검사: 첫 투약 전 2주 이내에 시행되어야 한다.

 소변검사 (U/A with microscopy): 첫 투약 전 1주 이내에 시행되어야 한

다.

 임신반응 검사 (가임기 여성의 경우)

 Pain score (Visual analogue scale을 이용하여 0~10으로 표기)

 진통제 복용량



관찰항목, 임상검사항목 및 관찰검사방법

- 치료 기간 중 –매 주기마다



병력 청취, 진찰, 체중, ECOG performance status, BSA

 CBC, admission panel (liver panel, renal panel, glucose)

 Pain score (Visual analogue scale을 이용하여 0~10으로 표기)

 진통제 복용량

 CEA, CA 19-9: 매 6주마다 시행한다. 

치료 기간 중 종양평가를 위한 CT는 유도 항암화학요법 3, 6, 9주기 후에 시

행하고, 총 9주기 항암화학요법 후 2주 내에 시행한다. 종양평가를 위한 CT는

조영 증강된 복부-골반 CT로 시행한다. Chest PA는 CT와 같이 시행한다.



안전성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 유해사례

 유해사례란 치료와의 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의약품을 투여 받은 환
자 또는 임상시험 대상 환자에게 발생한 바람직하지 않은 의학적 사건
을 말한다. 중대성이나 시험약과의 관련성에 상관없이 이전 약물 중지
기 동안(해당시)에 발생한 유해사례를 포함하여 모든 유해사례를 CRF
의 해당 페이지에 기록해야 한다. 가능하면, 증상들은 단일 증후군 또
는 진단명으로 그룹화하여야 한다.

 시험자는 유해사례 발생일, 최대 중증도, 시험약에 대해 취해진 조치,
대응 치료, 결과 및 유해사례가 시험약에 의해 발생되었다는 논리적 관
련성 여부에 관한 시험자의 의견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별첨 참조)

 이상 반응의 중증도는 국립암연구소 일반독성기준 (National Cancer
Institute Common Toxicity Criteria: NCI-CTCAE,) 등 급 체 계
(Version 3.0) 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증례기록서 상에 자세히 보고한
다. NCI-CTCAE 등급 체계에 나와 있지 않은 이상 반응이 발생하면 경
증(mild), 중등도(moderate), 중증(severe)및 생명에 위협적(life-
threatening)의 4등급으로 나눈다.

 이상 반응과 치료와의 관련성도 평가해야 한다.





안전성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유해사례의 등급

경증 (Mild) 불편이 있으나, 일상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음

중등도 (Moderate) 일상 생활을 방해하거나 영향을 줄 정도의 불편

중증 (Severe) 일을 하거나 일상 생활을 수행할 수 없음

생명에 위협적 (Life-threatening) 생명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

 유해사례의 임상시험 치료기 및 최종투여 후 28일 동안 모든 유해
사례(과 그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 기록하고 피험자가 시험약 투여를
종료한 후에라도 유해사례가 해결되거나 적절히 설명될 때까지 추적
하여야 한다. 관련 없는(Unrelated), 경증 또는 중등증의 유해사례에
대해서는 시험약 최종투여 후 28일 동안 추적해야 한다. 중증, 생명
에 위협적인 또는 관련있는 유해사례는 해결되거나 환자가 사망하거
나 새로운 항암요법을 시작하거나 인과관계가 재평가될 때까지 추적
해야 한다.



안전성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 실험실적 검사 이상치


실험실적 검사 결과는 CRF서의 실험실적 검사 결과란에 기록한다. 실
험실적 검사 이상치는 그 자체로서는 CRF의 유해사례 페이지에 유해
사례로서 보고되지 않는다. 단 환자가 그 이상치에 대해 치료를 받거나
병용치료가 변경되는 관련 임상적 상태가 있거나, 중대한 유해사례
(SAE, 별첨2)으로 간주되거나, 시험약 투여를 중단/지연하였거나, 시
험약 투여량이 변경되거나, 시험약 투여를 영구적으로 중단하게 되는
경우는 유해사례로 보고한다.

 실험실적 검사 이상치 추적관찰: 설명되지 않는 실험실적 검사 이상치
의 경우에는 검사를 반복하고 정상범위 또는 베이스라인 수치로 회복
되거나 이상치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가능할 때까지 추적 관찰한다. 명
백한 설명이 확립되면 이를 CRF에 기록해야 한다.



안전성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 임신


시험기간 중 임신을 한 경우 시험 약물 투약을 중단하고 즉시 시험자에

게 알리도록 환자에게 지시한다. 또한 시험약 투여 완료 후 90일 이내

에 발생한 임신은 모두 시험자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시험자는 모든 임

신에 대해 24시간 이내에 의뢰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험자는 임신

지속시의 위험성과 태아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에 대해 환자와 상담하

고, 임신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환자를 모니터한다. 환자는 시험

약 투여를 중지하고 추적관찰기에 들어간다.

 시험에 참가한 환자의 배우자가 임신을 한 경우 역시 시험자와 의뢰자

에게 보고해야 한다. 시험자는 그 배우자와 상담을 하고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다.



데이터베이스 구축 과정

① 임상시험에 관계된 모든 자료는 CRF에 기록한 후 분석한다.

② 임상시험 시작에 앞서 연구 간호사와 연구자들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여 자료 수집시에 발생하는 오류를 최소화 한다.

③ 검사수치, 피험자의 기록사항들은 임상시험의 근거 자료로서 기록 보
관된다.



통계분석 원칙 및 방법 - 일차적 유효성 분석


생존기간: 임상시험 시작일(임상시험 첫 투약일)로부터 사망일까지의

시간으로 측정한다. 분석 당시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지 않은 환자는 살

아있는 것으로 알려진 최종일에 중도 절단한다. Kaplan-Meier plots으

로 이 분석 결과를 요약한다. 중앙값과 위험률 및 관련 95% 신뢰기간

을 가가 투여군 별로 보고한다. 일차적 분석으로는 임상시험 치료기, 

post-study treatment phase 및 추적 관찰기에서 얻은 모든 종양 평가

를 고려한다. 이는 per-protocol 분석 환자군을 대상으로 한다. 이 분석

을 intent-to-treat 분석 환자군에 대해서도 실시한다.



통계분석 원칙 및 방법 - 이차적 유효성 분석

 종양 진행 또는 사망까지의 시간(TTP)

 임상시험 시작일 (임상시험약 첫 투약일)로부터 시험자가 평가시 질병이 진행
되었거나 어떤 이유로든 사망한 날까지의 시간으로 정의된다. 이는 per-
protocol 분석 환자군을 대상으로 하며 시험자가 제공한 종양 평가를 이용한다. 
Per-protocol 분석 환자군은 시험에 등록된 모든 환자들 중에서 질병진행이 없
는 상태에서 환자가 임의로 치료를 중단하였거나 심각한 항암제 부작용이나 병
발질환으로 인해 더 이상 치료를 할 수 없는 경우, 환자의 전신상태가 악화되어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경우, 항암제 독성으로 인해 3주 이상 투여 지연되어 탈
락된 환자를 제외한 환자군으로 한다. 질병 진행 또는 사망이 없는 환자는 질병
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최종일에 중도 절단된다. 베이스라인 이후 종
양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지만 임상적 cut-off 시점에 아직 살아있는 환자는 제1
일에 중도 절단된다. 몇 차례의 반응 평가에서 질병진행 (PD)으로 판명되었으
면, TTP 분석에서는 이들 평가 중 최초시점을 사용한다. TTP는 Kaplan Meier 
plots으로 나타내고 중앙값(median)과 신뢰구간으로 요약한다. 

  1년 생존율
 사망까지의 시간 및 생존율은 Kaplan Meier plots으로 나타내고 중앙값

(median)과 신뢰구간으로 요약한다.

  반응율 (response rate) 
 RECIST 기준에 따른 개별 환자의 최대 반응은 시험약 시작 시점부터 질병진행

/재발시까지 기록된 것 중 최대의 반응이다 (PD는 베이스라인 평가 이후 기록
된 최소 크기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통계분석 원칙 및 방법 - 안전성 자료 분석
 유해사례 발생 빈도 및 개별 발생에 대한 표를 작성한다. 중증도별 및 시험약과의 인과 관계별

유해사례 분석을 추가로 실시한다. 실험실검사 결과에 대한 표 및 변동표(shift table)를 이용한
표준 안전성 분석을 제공한다. 생명징후 결과는 임상적으로 정상 또는 비정상으로서 기술한다.
용량 조절, 중증의 유해사례(입원)과 시험 조기 탈락에 대해서도 기술한다.

 빈도표와 일람표를 작성하고 다음을 경험한 환자의 백분율을 기록한다.

호중구감소증 (3도 또는 4도)

감각신경독성 (3도 또는 4도)

설사 (3도 또는 4도)

구토 /오심 (3도 또는 4도)

구내염 (3도 또는 4도)

수족증후군 (3도)

신장독성 (3도 또는 4도)

 7가지 유해사례의 각각에 대해 별도로 분석을 실시하고 투약관련 유해사례에 대해서는 분석을
반복 실시한다. 추가 분석에서는 위 유해사례(종류에 관계없이)의 최초 발생시까지의 시간에 대
해서도 분석한다. 각 투여군에 대해서 위험율, 중앙값 및 그 95% 신뢰구간에 대해 보고한다. 통
계학적 검정에서는 5%의 양측 유의수준을 사용한다. 유해사례의 최초 발생시까지의 시간은 투
여 시작시점부터 위 유해사례(종류에 관계없이)이 최초로 발생한 시점까지의 시간으로 측정한
다.

 위에 나열한 유해사례에 대해서 그 지속기간(발생시점부터 해결시점까지의 시간)에 대해서도
보고한다. 데이터베이스 마감시점에 유해사례 지속기간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고된 경우 시험약
최종 투여시점에서 중도 절단한다.



피험자에 대한 안전성의 배려(시험중지, 심각한 부작용에 대
한 대처 사항 등가) - 중대한 유해사례

① 중대한 유해사례의 정의: 임의의 용량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
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의학적 사건을 말한다:

 사망을 초래하는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환자가 그 사건 발생시 사망의 위험에 처한 사건을
말하며, 가정적으로 그 사건이 더욱 심각하였더라면 사망을 초래할
수도 있었던 그런 사건을 의미하지 않는다.)

 입원 또는 입원기간 연장이 필요 또는

 지속적 또는 유의한 불구/기능저하 초래 또는

 선천적 이상 / 기형

② 중대한 유해사례가 발생한 경우, 시험자는 SAE 보고양식을 이용하여
시험약과의 인과관계에 상관없이 모든 SAE를 담당자에게 근무일 기
준 1일 이내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전화 또는 팩스). 보고양식에는 시
험자의 이름, 서명, 날짜가 적혀 있어야 하며, 시험약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평가가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피험자에 대한 안전성의 배려(시험중지, 심각한 부작용에 대
한 대처 사항 등가) - 조기 종료에 대한 규정

① 환자는 언제, 어떤 사유로라도 시험을 중단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시
험자 역시 병발 질환, 이상 반응, 치료 실패 (처방된 치료 절차 후 실패
도 포함), 계획서 위반, 행정적 이유, 또는 기타 이유로 환자를 시험에
서 탈락시킬 권리가 있다. 시험 탈락율이 너무 높을 경우 임상시험의
해석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따라서 불필요한 환자 탈락은 피해야 한
다. 환자가 동의 철회를 결정할 경우, 가능한 한 철저히 관찰을 끝내고
보고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한다.

② 시험자는 전화나 방문을 통해 환자와 연락을 하거나 책임을 질 수 있
는 친척과 연락해 철회의 이유를 알아내도록 한다. 환자의 철회 시점
에서 시험 철회 이유 규명과 더불어 최종 평가를 실시한다. 환자의 시
험 탈락 이유가 이상 반응이나 비정상적 실험실적 검사 결과 때문이
라면, 그 주된 반응이나 검사 내용을 증례기록서(CRF)에 기록한다. 임
상시험에서 탈락한 후 환자가 동의를 철회하지 않는 한 생존여부를
추적 관찰한다.



피험자에 대한 안전성의 배려(시험중지, 심각한 부작용에 대
한 대처 사항 등가) - 심각한 부작용에 대한 대처 사항

① 본 임상시험의 모든 환자에게 필요에 따라 질환과 관련된 증상에 대
한 고식적 및 보조적 처치를 제공한다.

 급성 오심 및 구토: 약물 주입 전 5-HT3 길항제 사용이 고려된다. 계
속되는 오심과 구토에 대해서는, 경구용 5-HT3 길항제가 첫번째 선
택약제이다; metoclopramide, lorazepam도 사용될 수 있다.

 설사: 일반적으로 loperamide 투여가 표준 치료법으로 권장된다. 하
제의 성격을 갖는 약제의 사용은 설사가 악화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환자에게 하제의 사용에 대해서는 담당의와 연락하여 의논하게
한다.

 열성 호중구 감소증: 적절한 항생제와 조혈성장인자 (Hematopoietic
growth factors 즉, G-CSF 또는 GM-CSF)를 기관내 지침이나 ASCO
지침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② 시험기관측은 발생된 부작용의 회복에 최대한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
되, 항암제 투여에 의한 부작용에 의한 입원치료나 외래진료 및 본 연
구와 관련이 없는 진료비용은 일반 환자와 마찬가지로 피험자가 부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