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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 승인

본 진료 지침은 위암의 치료에 참여하는 혈액종양내과, 외과 및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로 구성된 다학제팀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다학제팀을 구성하는 각 해당 과의 전문의의 검토 과정을 거쳤으며, 대한항암요법연구회, 한국임상암학회, 
대한암학회 및 대한위암학회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반영하여 공식적 승인을 받았다. 

배      경

1. 위암의 역학 및 질병부담

보건복지부 암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암발생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1999년의 101,032명에

서 2008년에는 178,816명으로 10년 동안 약 77%의 증가가 있었다.1 2008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남자는 평균 수명 77세까

지 생존하는 경우 37.2%, 여자는 83세까지 생존하는 경우 30.5%에서 암이 발생할 확률이 있어 국민 3명 중 한 명은 평균 

수명을 사는 경우 암에 걸릴 수 있다.2 
위암은 전 세계적으로 4번째로 흔한 종양이며, 특히 2번째로 흔한 암사망 원인이다.3 우리나라의 경우도 위암은 인구 

십만명 당 발생률이 1999년 68.4명에서 2008년 65.5명으로 연간 0.5%씩 감소하여 왔으나 2008년 총암발생자수 178,816명 

중 15.7%로 아직도 가장 흔히 발생하는 악성 신생물이다. 남자에서는 발생율 20.3%, 조발생률 76.3명/10만명으로 1위였고 

여자에서는 갑상샘암, 유방암에 이어 3위(14.7%)를 차지했다.1 위암은 국가암검진 사업 등에 힘입어 위암 중 조기 위암 

발생률이 증가하고 적극적 수술 및 약물 치료의 향상으로 5년 생존률이 90년대 중반 43%에서 2000년대 중반에는 63%까지 

증가하였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암사망의 세번째 원인으로 불량한 예후를 보이고 있다. 

2. 노인 재발성 및 전이성 위암의 보존적 항암화학요법 임상진료지침 배경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4,365,218명으로 

전체인구의 9.3%였으나 2010년에는 5,424,667명으로 절대 수에서도 약 1,060,000명의 증가를 보였으며 전체인구에서 차지

하는 비율도 11.3%로 증가되었다.2 위암 역시 연령이 증가하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다른 나라의 경우 60-69세 

사이에 최고점을 이루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75-79세에서 가장 많은 발병률을 보인다. 또한 65세 이상의 

환자들이 전체 환자의 약 46%를 차지하고 있다.1

65세 이상의 노인 위암은 전체 위암 차지하는 비중이 클 뿐 아니라 노인 위암은 젊은 연령의 위암 환자와 비교하여 여러 

가지 생물학적, 병리학적 차이를 보인다. 먼저, 노인 위암에서는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더 높다.4-7 예후에 대해서는 연구자마

다 다양한데 여러 대규모 연구에서는 노인의 위암이라고 하더라도 젊은 연령과 그리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다. 병리학적으로 노인의 위암은 intestinal type이 흔하며, 하부 1/3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혈행성 전이가 잘 일어나

며, 특히 간문맥을 통해 이루어진다.8-10 그에 비하여 복막 내 침범은 젊은 연령의 위암보다 적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위와 

같은 특징으로 말미암아 고령의 위암 환자들에게 관찰되는 전이 및 재발의 형태는 높은 혈관 침범의 비율과 연관이 있다. 
인구는 고령화가 되고 고령의 위암 환자는 점차 증가하지만 아직까지 노인 위암의 보존적 항암화학요법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노인의 위암에서 보존적 항암화학요법이 도움이 되는지, 만약 도움이 된다면 어떠한 용법이 도움이 

되는지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와 같이 노인의 위암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고령인 경우 여러 장기의 기능 저하, 신체활동도 감소 등으로 임상연구에 잘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S-1, capecitabine, cisplatin 등을 기반으로 한 전이성 위암의 여러 3상 연구들을 살펴보면 참여한 환자들의 중앙연령은 

55세에서 60세에 불과하며, 65세 이상 환자의 비율도 20% 내외에 불과하다.11-13 이와 같은 이유로 노인의 위암에 대해 

발표된 여러 연구들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근거에 기반한 적절한 권고안을 창출하는 것은 환자에게 적절한 진료를 

제공하는 동시에 민간요법 등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억제함으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위암 임상진료지침

3

3. 재발성 및 전이성 위암에서 2차 보존적 항암화학요법 임상진료지침의 배경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전이성 위암으로 진단되는 경우 보존적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게 된다. 최근 발표된 몇몇 메타 분석

에 따르면 이들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보존적 항암화학요법은 최선의 지지요법에 비해 생존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4-16 이렇게 재발성 및 전이성 위암에서 1차 보존적 항암화학요법은 그 역할이 규명되어 있으나 

1차 보존적 항암화학요법 후 2차 보존적 항암화학요법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 역할이 아직까지 불분명하다.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2차 보존적 항암화학요법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서양의 경우 약 

30-50% 정도의 환자가 1차 보존적 항암화학요법 후 2차 보존적 항암화학요법을 시행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동아시아

의 경우 ToGA 연구 및 SPIRITS 연구를 보면 각각 45% 및 75%의 환자가 2차 보존적 항암화학요법을 시행 받았다.11,12,16 

이렇게 약 절반 이상의 환자가 2차 보존적 항암화학요법을 시행 받고 있으며, 이들 환자에게 시행되는 약제들이 irinotecan, 
taxane 등 제 3세대 항암제가 사용된다는 점에서 2차 보존적 항암화학요법의 역할에 대해 분석하고 올바른 항암제(또는 

보존적 항암화학요법)를 제시하는 것은 암환자의 생명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로 이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4. 위암 임상진료지침 개발의 필요성 및 국내 임상진료지침 현황 

현재 국내의 위암에 대한 진료지침은 산발적이고 지엽적이어서 위암의 병리학적 진단에 대한 지침, 조기암 검진을 위한 

예비 연구, 위암과 연관된 헬리코박터 치료의 지침 정도로 위암의 체계적 진단과 치료를 포괄하는 국내 진료지침은 없는 

상태이다. 또한 이제까지 국내에서 진료지침의 개발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어 왔으나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과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의 주도로 성인고형암치료 임상연구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임상진료지침 

개발을 대한항암요법연구회 협조 하에 위암 진료지침 개발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체계적인 진료지침의 개발을 위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임상진료지침 교육과 월례회의를 통해 얻어진 지식을 진료지침 제작에 적용하였으며, 검색전문가의 

협조 하에 혈액종양내과, 외과 및 방사선종양학과의 다학제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대한항암화학요법연구회, 한국임상암학회, 
대한암학회와, 대한위암학회가 같이 참여하여 포괄적으로 개발하고자 하였다.

위암 임상진료지침 개발의 목적

본 진료지침은 현재까지 제시된 국내 외의 근거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의료실정에 적합하도록 국내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

하여 임상적으로 실행이 가능한 실제적 위암 진료지침이 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일선 의료 현장에서 암진료를 수행하는 

의사에게 최신 의학 정보와 한국형 치료 모델에 기초한 위암 치료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대상 인구집단 

위암 진료지침의 적용대상은 국내 위암 환자들 중 1) 노인 재발성 및 전이성 위암 환자와 2) 1차 치료 실패 후 2차 보존적 

항암화학요법을 필요로 하는 재발성 및 전이성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임상진료지침 사용자 및 의료 환경

본 진료지침은 상기 두 가지 적용 대상에 대한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권고안으로 1차, 2차 및 3차 의료기관 모두 사용될 

수 있다. 다만, 위암의 보존적 항암화학요법이 현재 주로 3차 진료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치료에 관한 진료지침의 

적용이 되는 의료환경은 주로 3차 진료기관이다. 그러나 전문의뿐 아니라 일반 진료의도 진료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본 권고안에서는 연구가 부족하거나 논란이 큰 분야는 본 지침에서 제외하고자 하였다. 다만 결과가 명확하여 그 

이점이 널리 받아들여져 문헌근거가 부족한 분야나 임상적 의의가 크나 문헌 근거가 희박한 분야 등은 전문가 의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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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안을 작성하였다.

임상진료지침 개발그룹 및 개발과정

2005년 진행성 위암에서의 2차 보존적 항암화학요법에 대한 진료지침 제작이 진행되었다. 2005년 1월부터 9월까지 진행

되었으며, 2005년 9월 28일 “2005 Update in chemotherapy guidelines for gastric cancer”를 통해 보급되었다. 이에 대한 

인증은 한국임상암학회에서 진행하였으며, 1차 개정은 2006년 9월 2일 “Consensus conference stomach cancer”를 통해 

보급하였다. 2007년 8월에는 핵심질문을 선정하여 2008년 10월 18일 “진행성 위암에서 2차 혹은 3차 보존적 항암화학요법의 

효과”라는 주제로 김시영 교수(경희의대 혈액종양내과)가 발표를 하였다. 
2010년 7월 성인고형암치료 임상연구센터 제 2 세부과제에서는 위암진료지침의 수용개작 및 신규제작을 하기로 결정하였

으며, 다학제적 접근을 원칙으로 위암 임상진료지침 개발 위원회, 위암 임상진료지침 집필 위원회 및 위암 임상진료지침 

검토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위암 진료지침 개발 위원회는 위원장에는 김시영 교수(경희의대 내과) 및 8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었으며, 각각의 위원은 

노성훈 교수(대한암학회 이사장, 대한위암학회 회장, 연세의대 외과), 양한광 교수(서울의대 외과), 김열홍 교수(대한항암요법

연구회 회장, 고려의대 내과), 김태유 교수(서울의대 내과), 송홍석 교수(계명의대 내과), 이경희 교수(영남의대 내과), 장대영 

교수(한림의대 내과), 박세훈 교수(성균관의대 내과)이다. 
위암 진료지침 집필 위원회에는 장대영 교수(한림의대 내과)를 위원장으로 11명의 위원이 참여하였으며, 각각의 위원은 

노상영 교수(카톨릭의대 내과), 류민희 교수(울산의대 내과), 우인숙 교수(카톨릭의대 내과), 송은기 교수(전북의대 내과), 
이근욱 교수(분당서울대병원 내과), 백선경 교수(경희의대 내과), 심선진 교수(가천의대 내과), 김형수 교수(한림의대 내과), 
김태용 교수(서울대병원 내과), 임도훈 교수(성균관의대 방사선종양학과) 및 검색전문가인 김현정 교수(고대의대 예방의학

과)로 구성되었다. 또한 위암 임상진료지침 검토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김태유 교수(서울의대 내과)로 위원장으로 대한항암

요법연구회 위암분과 소속원을 위원으로 하였다. 
진료지침의 완성을 위하여 총 23회의 임상진료지침 개발회의가 실시되었다. 먼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까지 노인

의 위암환자 및 1차 치료에 실패한 환자들에 대한 2차 보존적 항암화학요법에 관한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을 PICO (patient, 
intervention, comparator, outcome) 형식에 따라 중심질문으로 선정하였다. 2011년 2월 19일 한국임상암학회 및 대한항암요

법연구회 주최로 삼성서울병원에서 “제14차 Consensus conference for gastric cancer”가 개최되었으며 여기에서 성인고형암

치료 임상연구센터 위암과제현황보고 및 위암 진료지침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이 시행되었고, “What is the standard ther-
apy for gastric cancer?”라는 주제하여 재발성 및 전이성 위암환자에서 2차 보존적 항암화학요법에 대한 주제발표 및 토의가 

진행되었다. 
그 동안의 임상진료지침이 국외의 연구를 근거로 제작되어 국내의 의료환경 및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성인고형암치료 임상연구센터에서는 국내 진료 및 치료 현실을 잘 반영하여 바람직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여러 임상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몇몇 연구는 논문으로 국제학술지에 발표가 되었다. 본 위암 진료지침에서는 성인고형암치료 임상연구센터

에서 시행한 국내 임상시험의 결과가 권고안의 근거로 반영되도록 하였으며, 이로써 국내 의료 현실을 고려한 실제적인 

진료지침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현재 성인고형암치료 임상연구센터에서는 재발성 및 전이성 위암 환자에 대한 2차 보존적 

항암화학요법에 대한 몇몇 임상연구를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보존적 항암화학요법을 시행받는 환자들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으므로 향후 이들 결과가 발표되면 국내 현실을 잘 반영하는 임상진료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료지침 수용개작 및 개발을 위해 제작된 초안을 중심으로 워크샵을 진행하였다(2011년 12월 14일). 특히 마지막 워크샵

에서는 만들어진 초안에 대한 검토 뿐 아니라 근거 질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권고안의 등급을 결정하였

다. 또한 제작된 초안을 가지고 대한항암요법연구회, 한국임상암학회, 대한암학회 및 대한위암학회와 공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유관 학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였다. 
용어는 대한의사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 제 5판 의학용어집을 기본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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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질문

각각의 주제에 대한 핵심질문은 각 주제별 내용에 표기하였다. 핵심질문의 구성은 PICO로 이루어졌으며, 각각은 아래와 같다

- P (patients): 진료지침 대상 인구집단(질병 종류, 질병 중증도, 성별 및 연령 등)이다. 
- I (intervention): 치료 방법, 진단법 등 대상 연구집단에 시행된 모든 의료 행위를 의미한다.
- C (comparison): 비교하는 대조군을 의미한다.
- O (outcomes): 대상 연구집단에 intervention을 통해 얻어지는 건강 결과로 사망률, 유병률, 합병증, 삶의질 및 생존기간 

등이 포함된다.

문헌수집 방법, 문헌선택 기준 및 근거종합

위암 진료지침 개발 소위원회에서 지침에 포함될 영역에 대해 논의한 후 상세목차를 검토하고 구체적인고 명확한 핵심질

문을 검토하고 각 핵심질문에 해당하는 검색어를 Mesh 용어를 이용하여 선정하였다. 각 핵심질문에 대해 선택 및 제외 

기준을 설정하고 검색어를 적절히 조합하여 문헌검색을 실시하였다. 국외 문헌은 MEDLINE과 Cochrane Library에서 실시

하였고, 국내 문헌 수집은 KoreaMed를 이용하였다. 각 분야별 검색의 구체적인 방법, 문헌선택기준 및 근거종합은 각 주제의 

부록에 기술하였다. 

근거평가 방법

근거에 사용될 자료로 선택된 문헌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위하여 체계적이고 일관된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정리하였다. 
문헌 고찰을 위하여 문헌검색을 통해 1차적으로 연구설계 방법에 따라 문헌을 분류하여 각각의 평가 방법을 달리 적용하였다.17 

1. 무작위배정 비교임상시험 연구(Randomized controlled trials, 이하 RCTs)

가장 높은 근거의 단계로 분류되는 연구로서 논문의 질 평가는 코크란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오류의 위험도(risk of bias)를 

분석하여 평가했다.18 오류의 영역을 순서생성(sequence generation), 배정은폐(allocation concealment), 눈가림법, 불완전한 

자료결과(incomplete outcome data), 선택적 결과보고(selective reporting) 및 기타 오류의 여섯 가지 영역으로 평가하였다. 
평가자는 개별 영역 부분에 대해 낮은 오류의 가능성을 “예”, 높은 오류의 가능성을 “아니오”, 불충분한 정보가 있으면 

“불확실”로 표시하여 RevMan 5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오류의 위험도 도표, 요약 및 그림을 만들었다.19 이를 GradePro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근거를 정리하고 근거표를 요약하였다.19 

2. 비무작위 연구의 질평가

비무작위연구의 질평가를 위해 Newcastle-Ottawa assessment scale (NOS)을 사용하였다. NOS는 환자 대조군(case con-
trol study)용과 코호트(cohort study)용이 따로 있는데, 전자는 환자-대조군 선택, 환자-대조군 비교가능성(comparability of 
cases and controls), 노출 확인(ascertainment of exposure)에 대하여, 코호트 연구는 코호트 선택(selection of cohorts), 코호

트 비교가능(comparability of cohorts), 결과 평가(assessment of outcome)에 대하여 항목을 확인하여 높은 근거인 경우 

*(별표)로 표시하는데, ‘선택’과 ‘’노출/ 결과 평가’는 각각의 항목에 최대 *을 한 개 주었고, ‘비교가능성’에 대하여 최대 

*을 두 개 줄 수 있다. 

권고안 등급결정

권고안에 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사용자가 권고안에 대해 어느 정도의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가에 대해서 관련 문헌을 

자세히 검토하지 않아도 쉽게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므로 근거의 질과 편익을 의해 고려한 임상적인 효과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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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Level of evidence and grade of recommendation

Level of evidence
　A
　B
　C
　D
　E
Grade of recommendation
　1
　2

High-quality evidence
Moderate-quality evidence
Low-quality evidence
Very low-quality evidence
No evidence or difficult to analysis

Strong recommendation
Weak recommendation

특정 권고안의 중요성을 평가하고 그에 상응하는 등급을 부여하는 것으로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GRADE 방법을 

사용하였다. 
GRADE 방법은 권고안을 강력한 것과 약한 것으로 구분한다. 강력한 권고란 특정 중재에 대해 권고를 따를 경우 바람직한 

효과가 바람직하지 못한 효과보다 더 크다는 것을 확실할 때 채택하였다. 반면 약한 권고는 바람직한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이를 확신하는 정도가 약할 때 약한 권고를 채택한다. 
이 과정은 두 단계로 1단계로 근거의 질에 대한 결정, 2단계는 바람직한 효과와 바람직하지 못한 효과의 균형, 근거의 

질, 가치와 선호를 고려하여 등급을 결정하였다. 

1단계: 근거의 질에 한 결정

임상 질문 별로 검토한 문헌의 연구 유형에 따라, 즉, 무작위임상시험은 높은(high) 근거수준에서, 관찰연구는 낮은(low) 
근거수준에서 시작한다. 검토한 문헌을 바탕으로 연구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고려하여 해당 연구의 질적 수준을 올리거

나 내리도록 하였다. 근거의 질 수준은 높음(high quality, A), 중등(moderate quality, B), 낮음(low quality, C), 매우 낮음

(very low quality, D)로 구분하였고, 근거가 없거나 분석하기 어려운 경우(E)를 추가하여 사용하였다.

2단계: 권고안 등 결정

근거의 질을 결정한 후 권고에 포함된 중재의 편익과 위해를 고려하고, 환자에 따라 중재의 가치와 선호가 다양할수록 

불확실성이 높아 약한 권고로 하였다. 예를 들면, 젊은 위암 3기 환자는 위암 수술 후 보존적 항암화학요법이 일생 지속효과

가 높아 치료 부작용보다 더 가치가 높지만, 고령 환자의 경우 부작용에 높은 가치를 둘 수 있어 권고 등급 결정이 약해질 

수 있다. 근거수준과 권고등급을 모두 통합하여 하나의 지표로 제시하였다(Table 1).

권고안 도출방법

권고안은 투표체계를 통해 전원 동의한 합의안을 채택하였다. 합의를 이루지 못하거나 의견이 상충하는 내용은 본 권고안

에는 기술하지 않았다. 

동료검토 절차 

본 진료 지침은 위암의 다학제팀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다학제팀을 이루는 외과, 혈액종양내과 및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의 검토 과정을 거쳤으며, 대한항암요법연구회, 한국임상암학회, 대한암학회 및 대한위암학회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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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의 제한점

근거의 제한점은 각 주제별로 기술하였다.

연구개발 필요주제

아직까지 2차 보존적 항암화학요법에 대한 구체적인 regimen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하여 

현재 성인고형암치료 임상연구센터에서는 재발성 및 전이성 위암 환자에 대한 2차 보존적 항암화학요법에 대한 몇몇 임상연

구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 향후 이들 결과가 보고되면 좀 더 구체적인 항암화학요법에 대한 근거를 기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의 재발성 및 전이성 위암의 치료에 있어 아직까지 항암화학요법이 최선의 지지요법보다 더 효과적인 것인지에 대한 

대규모 3상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항암화학요법을 시행 받는 노인 암 환자들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으며, 
좀 더 세부화된 분석이 이루어질 경우 노인의 위암치료 등에 대해 국내 현실을 잘 반영하는 임상진료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기금 

본 연구지침 개발은 진료지침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의 지정연구과제(과제번호 A102065)
로 시행되었으며 그 외 다른 외부 재정의 지원은 없다. 

이해관계 선언

진료지침의 개발 및 검토 과정에 참여한 모든 구성원은 이해상충의 문제가 없다. 

확산도구 

개발된 임상진료지침은 대한항암요법연구회(www.kcsg.org), 한국임상암학회(www.kaco.or.kr), 대한암학회(www.cancer. 
or.kr), 대한위암학회(www.kgca-i.or.kr), 임상진료지침정보센터(http://www.guideline.or.kr/) 및 기타 관련 학회의 홈페이지, 
페이스북(facebook), 혹은 트위터(twitter) 등을 이용하여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갱신계획

현재 성인고형암치료 임상연구센터에서 진행되는 몇몇 국내임상연구 결과가 2년 뒤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이 시기에 

좀 더 근거가 확충된 임상진료지침으로 갱신할 예정이다. 필요 시, 진료지침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연구결과가 나올 경우엔 

기간에 상관없이 갱신할 수 있다.

본 임상진료지침의 한계

국내의 위암 임상진료지침을 만드는데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국내 자료가 제한적이고, 국외의 자료는 우리나라와 역학적 

특성, 임상 양상 등이 다른 북미와 유럽의 연구자료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약제 자체에 대한 반응은 국외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도 인종간의 차이가 적어 그 효과를 국내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국내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치료 방법에 대해 일일이 그 근거를 제시하기는 어려운 한계가 있으며 이는 추후 갱신을 통해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위암 임상진료지침

8

REFERENCES

1. 국가암정보센터. 암통계, http://www.cancer.go.kr/cms/statics/incidence/index.html.
2. 국가통계포털. 사망원인통계. http://kosis.kr/index/index.jsp.
3. Parkin DM, Bray F, Ferlay J, Pisani P. Global cancer statistics, 2002. CA Cancer J Clin 2005;55:74-108.
4. Kim DY, Joo JK, Ryu SY, Park YK, Kim YJ, Kim SK. Clinicopathologic characteristics of gastric carcinoma in elderly patients: a compar-

ison with young patients. World J Gastroenterol 2005;11:22-6.
5. Kunisaki C, Akiyama H, Nomura M, Matsuda G, Otsuka Y, Ono HA, Takagawa R, Nagahori Y, Takahashi M, Kito F, Shimada H. 

Clinicopathological features of gastric carcinoma in younger and middle-aged patients: a comparative study. J Gastrointest Surg 
2006;10:1023-32.

6. Medina-Franco H, Heslin MJ, Cortes-Gonzalez R. Clinicopathological characteristics of gastric carcinoma in young and elderly patients: 
a comparative study. Ann Surg Oncol 2000;7:515-9.

7. Mitsudomi T, Matsusaka T, Wakasugi K, Takenaka M, Kume K, Fujinaga Y, Teraoka H, Iwashita A. A clinicopathological study of gastric 
cancer with special reference to age of the patients: an analysis of 1,630 cases. World J Surg 1989;13:225-30; discussion 230-1.

8. Arai T, Esaki Y, Inoshita N, Sawabe M, Kasahara I, Kuroiwa K, Honma N, Takubo K. Pathologic characteristics of gastric cancer in 
the elderly: a retrospective study of 994 surgical patients. Gastric Cancer 2004;7:154-9.

9. Inoshita N, Yanagisawa A, Arai T, Kitagawa T, Hirokawa K, Kato Y. Pathological characteristics of gastric carcinomas in the very old. 
Jpn J Cancer Res 1998;89:1087-92.

10. Saif MW, Makrilia N, Zalonis A, Merikas M, Syrigos K. Gastric cancer in the elderly: an overview. Eur J Surg Oncol 2010;36:709-17.
11. Bang YJ, Van Cutsem E, Feyereislova A, Chung HC, Shen L, Sawaki A, Lordick F, Ohtsu A, Omuro Y, Satoh T, Aprile G, Kulikov 

E, Hill J, Lehle M, Ruschoff J, Kang YK. Trastuzumab in combination with chemotherapy versus chemotherapy alone for treatment of 
HER2-positive advanced gastric or gastro-oesophageal junction cancer (ToGA): a phase 3, open-label, randomised controlled trial. Lancet 
2010;376:687-97.

12. Koizumi W, Narahara H, Hara T, Takagane A, Akiya T, Takagi M, Miyashita K, Nishizaki T, Kobayashi O, Takiyama W, Toh Y, Nagaie 
T, Takagi S, Yamamura Y, Yanaoka K, Orita H, Takeuchi M. S-1 plus cisplatin versus S-1 alone for first-line treatment of advanced gastric 
cancer (SPIRITS trial): a phase III trial. Lancet Oncol 2008;9:215-21.

13. Van Cutsem E, Moiseyenko VM, Tjulandin S, Majlis A, Constenla M, Boni C, Rodrigues A, Fodor M, Chao Y, Voznyi E, Risse ML, 
Ajani JA. Phase III study of docetaxel and cisplatin plus fluorouracil compared with cisplatin and fluorouracil as first-line therapy for ad-
vanced gastric cancer: a report of the V325 Study Group. J Clin Oncol 2006;24:4991-7.

14. Wagner AD, Grothe W, Haerting J, Kleber G, Grothey A, Fleig WE. Chemotherapy in advanced gastric cancer: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based on aggregate data. J Clin Oncol 2006;24:2903-9.

15. Wagner AD, Unverzagt S, Grothe W, Kleber G, Grothey A, Haerting J, Fleig WE. Chemotherapy for advanced gastric cancer. Cochrane 
Database Syst Rev 2010:CD004064.

16. Wesolowski R, Lee C, Kim R. Is there a role for second-line chemotherapy in advanced gastric cancer? Lancet Oncol 2009;10:903-12.
17. Deeks JJ, Dinnes J, D'Amico R, Sowden AJ, Sakarovitch C, Song F, Petticrew M, Altman DG. Evaluating non-randomised intervention 

studies. Health Technol Assess 2003;7:iii-x, 1-173.
18. Lo SS, Wu CW, Hsieh MC, Kuo HS, Lui WY, P'Eng FK. Relationship between age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patients with gastric 

cancer. J Gastroenterol Hepatol 1996;11:511-4.
19. Maehara Y, Emi Y, Tomisaki S, Oshiro T, Kakeji Y, Ichiyoshi Y, Sugimachi K. Age-related characteristics of gastric carcinoma in young 

and elderly patients. Cancer 1996;77:1774-80.
20. Whiting P, Rutjes AW, Reitsma JB, Bossuyt PM, Kleijnen J. The development of QUADAS: a tool for the quality assessment of studies 

of diagnostic accuracy included in systematic reviews. BMC Med Res Methodol 2003;3:25.



 위암 임상진료지침

9

노인 재발성 및 전이성위암의 보존적 항암화학요법
(Palliative chemotherapy in elderly patients with recurrent or metastatic gastric cancer)

서      론

위암은 최근 보건복지부 및 국립암센터 발표에 의하면 2008년 한 해동안 28,078명이 발생하였고, 조발생률이 56.8명/10만 

명으로 전체 암의 15.7%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나이가 많아질수록 발생률이 높아져서 연령대별 조발생률이 

15-34세에서는 3.6명/10만 명에 불과하지만 35-64세에서는 66.7명/10만 명, 65세 이상에서는 270.3명/10만 명으로 노인층의 

주된 암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십 년 동안 전체 인구에서 위암 발생률은 정체되어 있지만(1999년과 2008년의 비교 시 

-0.5%의 연간변화율을 보임), 고령 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에서의 위암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1

위암에서 항암화학요법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노인 환자와 젊은 환자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으며, 노인 환자만을 대상

으로 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노인 위암의 치료 방침을 정하기 위해서는 노인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만 

검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노인 환자가 포함된 주요 연구들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노인 환자와 젊은 

환자가 모두 포함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라 치료 효과나 심각한 부작용의 차이가 관찰되고 있지 않아, 치료 독성에 

따른 용량 조절을 적절히 시행하는 경우 노인 환자에서도 큰 위험 부담 없이 젊은 환자와 유사한 항암화학요법의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사회적 개념으로는 대개 65세 이상을 노인층으로 분류하지만 현대 사회는 과거에 비해 보다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건강관

리가 비교적 잘 이루어져 있어, 많은 연구들에서 70세 이상을 노인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본 지침에서는 65세 또는 70세 

이상의 노인 재발성 및 전이성 위암 환자에서 보존적 항암화학요법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치료의 지침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에 논의되는 바와 같이 항암화학요법의 시행을 결정하는데, 연령이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노인 위암 

환자의 치료 성적이 젊은 연령층에 비해 큰 차이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항암화학요법의 용법 선택, 약제의 용량이나 투여방

법은 예상되는 약제의 독성, 환자 간의 차이, 항암화학요법의 종류, 전신 수행상태, 동반 질환, 사용 가능한 약제, 경제성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표준 항암화학요법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존의 임상시험의 결과를 토대로 한 용법을 

사용하거나, 잘 디자인된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다.

노인 재발성 및 진행성 위암 환자에서 보존적 항암화학요법의 유용성

일반적으로 연령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수술이 불가능한 재발성 및 전이성 위암에서 항암화학요법은 수명 연장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2 현재 NCCN (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이나 

ESMO (European Society for Medical Oncology) 등의 진료지침에서도 진행성 위암에서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는 것이 

표준 치료로 되어 있다.3,4

노인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항암화학요법의 효과 및 안전성을 처음 보고한 것은 1990년 Wilke 등이 심장 기능이 좋지 

않은 65세 이상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고용량 folinic acid, etoposide 및 5-fluorouracil (FU)의 효과를 관찰한 2상 임상연구였

다.5 이 연구에서는 심장 질환을 가지고 있는 33명의 65세 이상 전이성 위암 환자에서 항암화학요법을 통해 48%의 반응률과 

10.5개월의 중앙 생존기간이 관찰되었으며, 골수 기능 저하 및 위장관 독성이 중등도 이하에 불과하여 노인 환자에서도 

항암화학요법이 유용하다고 발표하였다. 이 후에 노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항암제들의 2상 임상연구 결과 20-50%
의 반응률과 최적의 지지요법에 비해 월등한 무진행 또는 전체 생존기간의 연장이 보고되었고, 치료 독성은 조절 가능한 

수준이었음이 관찰되었다.6-15

Trumper 등이 2006년에 발표한 비교적 다수의 노인 환자를 포함한 연구는, 1992년부터 2001년 사이에 1,080명의 환자

(24%는 70세 이상)를 대상으로 ECF (epirubicin, cisplatin, 5-FU), MCF (mitomycin C, cisplatin, 5-FU), 5-FU 단독, 5-FU 
+ mitomycin C, FAMTX (methotrexate, 5-FU, doxorubicin)의 다양한 보존적 항암화학요법의 효과를, 70세를 기준으로 

두 군으로 나누어 분석한 것이다.16 두 연령군 모두에서cisplatin 을 포함함 복합항암화학요법을 받은 경우 더 우월한 무진행 

생존기간 및 중앙 생존기간의 연장을 보였다. 또한, 두 연령군에서 비슷한 치료효과가 관찰되었다. 독성에 있어서는 두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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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노인 재발성 및 전이성 위암 환자에서 보존적 항암화학요법은 환자의 전신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시행한다. 
(권고등급 1, 근거수준 D)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다변량 분석에서 생존과 관련된 독립적인 예후 인자들은 전신 수행상태와 질병

의 정도(국소진행성 대 전이성)였고, 연령은 독립적인 예후 인자가 아니어서 노인에서도 항암화학요법이 효과적임을 증명하

였다.16

Jatoi 등은 식도암과 위식도경계부암을 포함한 전이성 위암에서 시행된 8개의 NCCTG (North Central Cancer Treatment 
Group) 연구들을 포함하여 노인 위암 환자들과 젊은 위암 환자들의 치료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17 전체 367명의 환자들 

중에서 65세 이상의 환자가 43%를 차지하였다. 노인 환자들은 초기 진단 시부터 전신 상태가 대부분 좋지 못했고, 치료 

중에 발생한 3도 이상의 독성 반응도 유의하게 높았다(위험도 = 1.71, P = 0.04). 그러나, 중앙 생존기간 및 무진행 생존기간

은 연령층에 관계 없이 양 군 간에 거의 동일하게 관찰되어(중앙 생존기간 P = 0.45, 무진행생존기간 P = 0.46), 항암화학요법

의 시행은 연령에 의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17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현재까지 발표된 노인 진행성 위암 환자들을 포함한 항암화학요법의 연구들에서는 치료 반응률, 
무진행 생존기간 및 중앙 생존기간이 일반적으로 젊은 연령층과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아, 전신 수행상태가 양호한 노인 

위암 환자에서는 젊은 연령층과 동일하게 항암화학요법을 시도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근거표1). 

노인 재발성 및 진행성 위암 환자에서 적절한 항암화학요법

일반적으로 위암에서는 fluoropyrimidine, platinum, taxane, epirubicin, 또는 irinotecan 등의 단독 또는 복합항암화학요법

이 표준 요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노인 진행성 위암 환자의 항암화학요법 연구에서도 동일한 항암제가 흔하게 사용되었으며 

항암제 종류는 젊은 연령의 환자와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위암환자의 치료에서 5-FU (fluorouracil)는 가장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치료의 근간이 되는 약물이다. Capecitabine과 

S-1은 경구용 약물로 5-FU 유도체이며, 체내에 흡수된 후 대사 과정을 통해 5-FU로 변환된다. Capecitabine은 대규모 3상 

임상연구18,19와 메타분석20을 통해 5-FU와 비교하여 효과가 작지 않고 편의성이 높음이 증명되었고, S-1은 3상 임상연구를 

통해 단독요법으로 투여할경우 5-FU에 비해서 열등하지 않으며,21 cisplatin과 병용할 경우 5-FU와 비교하여 우월하지는 

않으나 독성이 더 적다는 것이 증명되었다.22 따라서, 5-FU 유도체가 5-FU 정주를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에서 65세 이상의 노인 위암환자를 대상으로 capecitabine과 S-1의 효과를 비교한 무작위 배정 2상 임상연구가 시행되

었고, capecitabine과 S-1의 반응률은 각각 27.2%, 28.9%, 중앙생존기간은 각각 9.5개월, 8.2개월로 차이가 없었고, 3도 

이상의 중증 독성 역시 두 군에서10% 이하로 비슷하게 관찰되었으나, 수족증후군이 capecitabine군에서 더 많이 발생하였

다.10 또한, 국내에서 70세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후향적 연구에서 capecitabine + cisplatin과 S-1 + cisplatin 복합항

암화학요법의 효과를 관찰하였는데 반응률이 각각 55.0%, 40.6%, 중앙생존 값이 10.8개월, 9.6개월로 차이가 없어capecita-
bine과 S-1의 효과는 비슷한 것으로 판단된다.23 이 외에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S-1 단독항암화학요법의 효과를 관찰한 여러 

2상 임상연구에서 반응률은 21-46%였으며,14,15,24 capecitabine의 효과를 관찰한 2상 임상연구에서 반응률은 14.3%였다.25

일본에서 시행된 연구에서는 S-1 단독항암화학요법을 받았던 153명의 위암 환자를 후향적으로 분석하여 65세 이하, 66에

서 75세 사이, 76세 이상의 3군으로 나누어 각 군의 부작용과 치료효과를 보고하였다.15 예상했던 대로 연령이 높을수록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였고 치료 결과도 불량했지만, 76세 이상 군에서도 7.7개월의 중앙생존기간과 33%의 반응률을 보여 

76세 이상의 고령에서도 S-1 단독요법은 심각한 부작용의 발생없이 권장할 만한 항암치료라고 보고하였다.15 또 다른 일본 

연구에서는 75세 이상만을 대상으로 S-1 단독요법을 전향적으로 시행하였고, 33명에서 21.2%의 반응률, 15.7개월의 중앙생

존기간과 10% 이내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는 고무적인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14

Platinum 제제인 cisplatin과 oxaliplatin을 비교한 3상 임상연구에서 65세 이상의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을 경우 ox-
aliplatin 군과 cisplatin 군의 반응률은 각각 41.3%, 16.7%, 중앙생존기간은 13.9개월, 7.2개월로 oxaliplatin이 치료 효과에서 

우수한 경향을 보였으며, 또한 독성이 적고 내약성이 우수한경향을 보였다.26 그러나, 고령 환자를 대상으로 oxaliplatin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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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복합항암화학요법의 효과를 평가한 여러 임상연구에서 반응률은 32.0-52.5%, 중앙생존기간 9.0-9.8개월을 보고되었

고,11-13,27-30 cisplatin을 포함한 복합항암화학요법은 2상 임상연구와 후향적 연구에서 반응률은 40.6-55.0%, 중앙생존기간은 

8.6-10.8개월로 관찰되어9,23 oxaliplatin과 cisplatin을 포함한 복합항암화학요법의 치료 성적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

다. 일반적으로 치료 독성은 oxaliplatin이 적은 경향이 있으나 신경독성은 oxaliplatin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26

Docetaxel 단독요법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2상 임상연구에서 반응률 9.0%, 중앙생존 값 6.6개월의 효과를 보여주었으며31, 
docetaxel, cisplatin, 5-FU의 복합항암화학요법과 cisplatin, 5-FU의 복합항암화학요법을 비교한 3상 임상연구에서 반응률

37%, 25%, 중앙생존값 9.2개월, 8.6개월로 docetaxel을 포함한 복합항암화학요법이 더 효과적이나, 혈액학적 독성이 더 

많았고, 65세 이상의 환자에서 치료와 관련된 중성구감소증과 그로 인한 감염 및 사망이 빈번하게 관찰되었다.32 국내에서 

시행된 docetaxel과 S-1복합항암화학요법에 대한 1/2상 임상연구에서치료 독성은 조절 가능한 정도였고, 반응률이 50%로 

보고되었으나, 노인 환자에선 합병된 중성구감소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줄인 docetaxel 용량을 권장요량으로 제시하였다.33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공동으로 시행한 3상 임상연구에서 docetaxel + S-1 복합항암화학요법과 S-1 단독요법의 

반응율이 각각 30.3%, 18.4%로 복합항암화학요법이 더 우수하였으나, 중앙생존기간은 13.0개월, 11.1개월로 두 군간에 유의

한 차이는 없었다.34

Irinotecan, 5-FU, leucovorin의 복합항암화학요법의 효과를 평가한 2개의 2상 임상연구의 결과는 반응률 22.5-26.6%, 
중앙생존기간 10.0-10.5개월이었다.35,36

현재성인고형암치료 임상연구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차 요법 후 진행된 재발성 또는 전이성 위암 환자에서 paclitaxel 
단독항암화학요법과 irinotecan 단독항암화학요법의 유효성을 비교하는 무작위배정 다기관 3상 연구" 및 "진행성 위암 환자

에서 2차 요법으로 docetaxel 단독항암화학요법과 docetaxel과 oxaliplatin 복합항암화학요법의 무작위 배정 제2상 임상시험"
의 결과가 발표되고 연령에 따른 subgroup 분석이 시행될 경우, 노인 위암 환자의 2차 항암화학요법에 대한 또 다른 근거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술이 불가능한 국소진행성 및 전이성 위암환자에서의 항암화학요법 치료 형태 및 삶의 

질에 관한 관찰연구"를 통해서 노인 위암 환자의 치료 형태 및 치료가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좋은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암 환자에서 복합항암화학요법이 단독항암화학요법과 비교하여 우수하다는 것은 메타분석을 통해 관찰되었으며,37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후향적 연구에서도 복합항암화학요법군의 중앙생존기간이 단독항암화학요법군에 비하여 길었

다.38 독성은 단독항암화학요법과 비교하여 복합항암화학요법에서 더 많이 관찰되었으나, 노인 환자에서 독성의 빈도와 정도

가 더 증가하지는 않았다.16,39

따라서, 65세 이상의 노인 위암 환자 중에 동반 질환이 없고, 전신 수행상태가 좋으며, 위암에 의한 증상이적은 환자에게는 

fluoropyrimidine, platinum, taxane, irinotecan 등의 제제를 병용하는 것이 적절한 선택으로 판단된다. HER2의 과발현 혹은 

증폭이 확인된 진행성위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ToGA연구에서 기존 항암화학요법(5-FU 혹은capecitabine과cisplatin)에 tras-
tuzumab을 추가하는 경우 중앙생존기간이 11.1개월에서 13.5개월로 유의하게 향상됨을 보고하여 HER2의 과발현 혹은 증폭

이 확인된 진행성 위암환자에서는 trastuzumab을 추가하는 것이 새로운 표준 항암화학요법이 되었다 .이 연구에서 65세 

이상의 환자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trastuzumab에 의한 독성의 증가가 없었으므로, 복합항암화학요법이 가능한 노인 위암환

자에서 HER2의 과발현이 있다면 trastuzumab을 포함한 치료가 표준항암화학요법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40

환자가 복합항암화학요법의 독성을 견디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면 fluoropyrimidine,  taxane, irinotecan 등의 단독항암화

학요법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대부분의 임상연구에서 80세 이상의환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80세 이상의 

고령 환자에서는 진료하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항암치료나 최적의지지요법을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39

최근까지 시행된 연구 결과들 외에 외국의 여러 표준지침도 참조하였다. 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NCCN) guideline (version 2. 2011),European Society for Medical Oncology (ESMO) guideline (2010), Cancer Care 
Ontario 2010 (from CMA infobase), Scottish Intercollegiate Guidelines Network (SIGN; 2006), Dutch Association of 
Comprehensive Cancer Centres (ACCC; Gatric Cancer Guideline, 2009), U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 (USPSTF), 
UK Clinical Knowledge Summaries, UK National Library for Health (NLH) Guidelines Finder,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and Protocols in British Columbia, Toward Optimized Practice (TOP), Guideline Advisory Committee (GAC) 
(캐나다, 온타리오), eGUIDELINES, New Zealand Guidelines Group (NZGG), National Guideline Clearinghouse (NGC) 
등의 guideline을 살펴보았다. 검토 결과, 노인 재발성 및 전이성 위암의 보존적 항암화학요법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한 기존 

진료 지침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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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alliative chemotherapy in elderly patients with recurrent or metastatic gastric cancer

Fluoropyrimidine based chemotherapy (근거표 2)
　- Fluoropyrimidine (S-1, capecitabine, or 5-FU and leucovorin) 
　- Fluoropyrimidine (S-1 or 5-FU and leucovorin) with mitomycin
Platinum based chemotherapy (근거표 3)
　- 5-FU, capecitabine, or S-1 with cisplatin
　- 5-FU or capecitabine with cisplatin and trastuzumab (HER2-neu overexpressingadenocarcinoma) 
　- Fluoropyrimidine (capecitabine or 5-FU and leucovorin) with oxaliplatin
　- ECF (epirubicin, cisplatin and 5-FU) or ECX (epirubicin, cisplatin and capecitabine)
　- EOF (epirubicin, oxaliplatin and 5-FU) or EOX (epirubicin, oxaliplatin and capecitabine)
Paclitaxel based chemotherapy 
　- Paclitaxel 
　- Paclitaxel with doxifluridine, capecitabine, or 5-FU and leucovorin
　- Paclitaxel with cisplatin or carboplatin 
Docetaxel based chemotherapy (근거표 4)
　- Docetaxel
　- Docetaxel with cisplatin or oxaliplatin
　- Docetaxel with fluoropyrimidine
　- DCF (docetaxel, cisplatin and 5-FU)
Irinotecan based chemotherapy (근거표 5)
　- Irinotecan
　- Irinotecan with cisplatin
　- Irinotecan with 5-FU and leucovorin or capecitabine
　- Irinotecan with mitomycin

노인 재발성 및 전이성 위암 환자에서 본 권고안이 추천하는 1차 보존적 항암화학요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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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핵심질문

노인 재발성 및 전이성 위암환자에서 보존적 항암화학요법이 생존기간을 향상 시킬 수 있는가?

PICO

Patient: 노인 재발성 및 전이성 위암 환자

Intervention: 보존적 항암화학요법

Comparison: 최적의 지지요법

Outcome: 생존기간의 연장

검색전략

Pubmed와Cochrane 검색엔진을 이용하여 검색을 시행하였고, 검색된 논문의 초록을 직접 검토하여 해당되는 논문을 수작

업으로 선별하였다.

1. 검색에 사용된 데이터 베이스

Pubmed, Cochrane

2. 검색어

((elderly[tiab] OR old[tiab] OR elder[tiab] OR older[tiab] AND (Humans[Mesh]))) AND (((((unresectable[tw] OR 
inoperable[tw] OR salvage[tw] OR advanced[tw] OR palliative AND (Humans[Mesh]))) OR (Neoplasm 
Metastasis[MeSH] OR metastatic OR metastasis OR metastases OR advanced AND (Humans[Mesh]))) AND 
(("Antineoplastic Agents/therapeutic use"[Mesh]) OR ("Antineoplastic Agents/administration and dosage"[Mesh]) 
OR "Antineoplastic Combined Chemotherapy Protocols/therapeutic use"[Mesh] OR (chemotherapy))) AND 
((((("Stomach"[Mesh] OR gastric[TIAB] OR gastroesophagus[TIAB] OR gastroesophageal[TIAB] OR gastro-
oesophagus[TIAB] OR gastrooesophageal[TIAB])) AND (malignan*[tiab] OR Neoplasia[tiab] OR Neoplasm[tiab] 
OR cancer[tiab] OR carcinoma[tiab] OR adenocarcinoma[tiab] OR cancers[tiab] OR malignant[tiab] OR 
Neoplasms[tiab] OR carcinomas[tiab] OR adenocarcinomas[tiab]))) OR (("Stomach Neoplasms"[Mesh]) OR "gastric 
cancer")) AND (Humans[Mesh]))

3. 검색결과 (2011년 6월 기 )

3상 임상시험의 경우 자료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비록 논문으로 출판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저명한 국제학회에서 

발표된 내용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검색을 시행하였다. 대상이 된 학회는 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 
(ASCO) Annual Meeting, ASCO Gastrointestinal Cancers Symposium, European Society for Medical Oncology 
(ESMO) Annual Meeting 및 World Congress on Gastrointestinal Cancer였으며, 이들 학회에서 발표된 초록들을 

검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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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재발성 및 전이성 위암에서 1차 보존적 항암화학요법 후 진행된 경우에는 환자의 전신상태가 양호하면 2차 보존적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한다. (권고등급 1, 근거수준 A)

재발성 및 전이성위암의 2차 보존적 항암화학요법
(Second-line palliative chemotherapy for recurrent or metastatic gastric cancer) 

서      론

수술이 불가능한 재발성 및 전이성 위암에서 최적의 지지요법보다 전신적 항암화학요법이 환자의 삶의 질과 생존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1-3 재발성 및 전이성 위암에서 1차 보존적 항암화학요법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fluoropyrimidine과 platinum
을 포함한 복합항암화학요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4-9

하지만 1차 보존적 항암화학요법에 실패하거나 부작용으로 약제를 투약하지 못하는 경우에 2차 보존적 항암화학요법의 

유용성 및 약제 선택에 대한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하지만, 최근에 진료행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2개의 무작위 

3상 임상시험이 발표되었다.10,11 본 권고안에서는 재발성 및 전이성 위암 환자에서 1차 보존적 항암화학요법에 실패한 환자들

을 대상으로 2차 보존적 항암화학요법의 유용성에 대한 근거를 알아보고, 국내 위암 환자들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권고안 작성을 위한 방법론 및 문헌 검색 방법에 대하여는 Appendix에 자세히 기술하였다.

재발성 및 전이성 위암에서 2차 보존적 항암화학요법의 유용성 

1차 보존적 항암화학요법에 실패한 경우라도 상당수 재발성 및 전이성위암 환자의 전신 상태는 여전히 양호할 뿐 아니라, 
환자 스스로 항암화학요법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기존의 여러 2상 임상연구 또는 후향적 연구에서 2차 보존적 

항암화학요법의 질병 무 진행 생존기간이 2-4개월 정도로 2차 보존적 항암화학요법이 재발성 및 전이성 위암의 진행을 

늦추는 효과를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기존의 여러 대규모 임상연구에서 2차 보존적 항암화학요법에 의한 

생존기간 연장이 간접적으로 확인되었다. 일본과 서양에서 각각 진행된 S-1과 cisplatin복합 항암화학요법의 3상 연구에서 

중앙생존기간은 일본의 경우 13.0개월, 서양의 경우 8.6개월로 생존기간의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일본과 

서양에서 1차 보존적 항암화학요법을 시행 받은 환자에서 생존기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1차 보존적 항암화학요법에 실패한 후 2차 보존적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군이 일본의 경우 75%임에 비하여 

서양의 경우에는 32%에 지나지 않아 생존기간의 차이는 2차 보존적 항암화학요법을 시행 받은 환자들의 비율의 차이에 

기인함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6,9,12

최근의 두 가지 무작위 3상 임상시험에서 전이성 위암에서 1차 보존적 항암화학요법 후에 진행된 환자들 대상으로 최적의 

지지요법에 비해서 2차 보존적 항암화학요법을 하는 것이 유의하게 생존이 연장됨을 보여주었다. 2011년에 출간된 독일 

연구에 의하면, 전신 수행상태 ECOG 0-2인 환자를 대상으로 중앙 생존기간이 2차 보존적 항암화학요법으로 irinotecan을 

투여 받은 군에선 4.0개월인 반면에 최적의 지지요법 군에선 2.4개월임을 보고하였다.10 역시, 2011년에 학회에서 발표된 

국내 연구에선, 전신 수행상태 ECOG 0, 1인 환자를 대상으로 중앙 생존기간이 2차 보존적 항암화학요법으로 docetaxel이나 

irrinotecan을 투여 받은 군에선 5.1개월인 반면에 최적의 지지요법 군에선 3.8개월임을 보고하였다.11 두 연구들을 메타분석

을 시행한 결과, 중앙 생존기간에 있어서 hazard ratio 0.52 (95% CI, 0.30-0.90)로 2차 보존적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는 

것이 최적의 지지요법에 비해서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근거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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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보존적 항암화학요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환자군

문헌검색을 통해서 본 주제에 적합한 10개의 논문이 확인되었다.13-22 열 개의 연구 중 9개의 연구에서 전신수행상태가 

양호한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2차 보존적 항암화학요법을 시행 받을 경우 생존기간이 더 많이 연장된다고 보고하

였다. 이중 가장 대규모의 환자(725명)을 포함하였던 국내의 한 후향적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고하였다.20 따라서, 
2차 보존적 항암화학요법은 환자의 전신수행상태가 양호하다면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전신수행상태 만큼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는 않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1차 보존적 항암화학요법 시행 당시 

무진행 생존기간이 길었던 환자, 전이된 장기의 개수가 적은 환자, 2차 보존적 항암화학요법 시행 전 혈색소 수치가 높았던 

환자 및 조직학적 분화도가 좋았던 환자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2차 보존적 항암화학요법 후 생존기간이 좀 더 

연장된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예측 인자들에 대한 연구는 모두 후향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연구마다 서로 일관적이지 

않은 경우도 많다. 또한, 이러한 인자들이 단순한 예후 인자인지, 치료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예측 인자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임상적 인자들을 2차 보존적 항암치료 시행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확립된 예측 인자로 받아들이기에

는 한계가 있다(근거표 2, 3).

재발성 및 진행성 위암 환자에서 적절한 2차 보존적 항암화학요법

재발성 및 전이성 위암에서 표준 2차 보존적 항암화학요법은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다. 앞에서 언급한 2개의 3상 연구에서 

사용된 irinotecan 또는docetaxel 외에도 많은 2상 임상연구들에서 다양한 항암제의 단독 또는 복합항암화학요법이 시행되었

는데, 앞서 언급한 3상 임상연구들과 비슷한 수준의 치료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2차 항암화학요법의 용법 선택, 
약제의 용량이나 투여방법은 예상되는 약제의 독성, 환자 간의 차이, 1차 보존적 항암화학요법의 종류, 전신수행상태, 동반 

질환, 경제성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2차 보존적 항암화학요법은 기존의 2, 3상 임상시험의 결과를 토대로 한 용법을 

사용하거나, 잘 디자인된 임상시험에 참여하여 해당 약제를 사용할 수 있다. 
Paclitaxel은 단독항암화학요법으로 5개의 연구에서 진행되었으며 3주 간격으로 투여된 경우23도 있었지만 대부분 1주나 

2주 간격으로 투여되었다.24-27 반응률은 16-24%이고 중앙 생존기간은 5.0-8.5개월로 나타났다. Paclitaxel을 근간으로 하는 

복합항암화학요법으로는 cisplatin, carboplatin, leucovorin/5-FU, capecitabine, doxifluridine 등을 병합한 연구들이 있다. 
반응률은 18.2-34.6%이었고 중앙 생존기간은 5.8-9.1개월이었다(근거표 4).28-33 Docetaxel은 단독항암화학요법으로 4개의 

연구에서 진행되었으며 매주 투약된 연구에선 반응률은 5%, 중앙 생존기간은 3.5개월로 짧았다.34 Decetaxel 75-100 mg/m2

을 3주 간격으로 투약된 연구에서는 14-17%의 반응률과 6-8.3개월의 중앙생존기간을 보였다.19,35,36 Docetaxel에 cisplatin을 

추가하였을 때는 16-32.4%의 반응률과 5.8-7.8개월의 중앙생존기간을 보였다.37-40 Cisplatin 대신 oxaliplatin을 추가한 연구

에서는 반응률이 23.0-29.0%를 보였지만 중앙 생존기간은 6.0-7.2개월이었다.41,42 그 외에, docetaxel에capecitabine, 경구 

etoposide, epirubicin, irinotecan 등과 병합하여 이용되었고 중앙 생존기간은 5-13개월 정도였다(근거표 5).43-47

Irinotecan 단독항암화학요법의 반응률은 12.5-20.0%, 중앙 생존기간은 5.0개월이었다.48,49 Irinotecan과 cisplatin 복합항암화

학요법의 반응률은 15.6-36.4%이고 중앙 생존기간은 6.1-10.6개월이었다.50-53 5-FU (fluorouracil)/leucovorin과 병합한 

FOLFIRI 요법은 반응률이 17.6-29%이고 중앙 생존기간은 5.0-9.1개월이었다.15,54-57 그 외의 복합항암화학요법으로는capecita-
bine이나 mitomycin C과 병합되었으며 각각 반응률은 27.1%와 32.0%,중앙 생존기간은 7.6개월과 8개월이었다(근거표 6).58,59

이전에 platinum을 사용하지 않은 환자를 대상으로 cisplatin과 capecitabine복합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였을 때 반응률은 

14%였으며, 중앙 생존기간은 4개월이었다.60 Oxaliplatin을 5-FU/leucovorin과 병합한 FOLFOX, FLOX요법은 반응률은 

4-26%이고, 중앙 생존기간은 6.6-8개월 정도였다.61-63 Liposomal pegylated doxorubicin과oxaliplatin 120 mg/m2을 병합하였

을 때 반응률은 28%였으며, 중앙 생존기간은 9.2개월이었다(근거표 7).64

이전에 5-FU에 노출되지 않았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S-1 단독항암화학요법에 대한 연구가 2개 보고되었는데, 반응률은 

0-9.4%로 낮았지만 중앙 생존기간은 9-10.4개월이었다.65,66 이전에 5-FU에 노출되었던 환자에서 5-FU/leucovorin (FL) 복합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한 경우 반응률은 18%, 중앙 생존기간은 5개월이었다.67 Mitomycin C를 FL이나 S-1과 병합하였을 

때 반응률은각각 26.5%와 21.0%, 중앙 생존기간은 7.2개월과 8.0개월이었다.68,69 1차 보존적 항암화학요법으로 5-FU 요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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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econd-line palliative chemotherapy in recurrent and metastatic gastric cancer

Paclitaxel based chemotherapy (근거표 4)
　Paclitaxel 
　Paclitaxel with doxifluridine, capecitabine, or 5-FU ± leucovorin
　Paclitaxel with cisplatin or carboplatin 
Docetaxel based chemotherapy (근거표 5) 
　Docetaxel
　Docetaxel with cisplatin or oxaliplatin
　Docetaxel with irinotecan
　Docetaxel with 5-FU ± leucovorin or capecitabine
　Docetaxel with etoposide
　Docetaxel with epirubicin
　DCF (docetaxel, cisplatin and 5-FU): if not used in first line therapy 
Irinotecan based chemotherapy (근거표 6)
　Irinotecan
　Irinotecan with cisplatin
　Irinotecan with 5-FU ± leucovorin or capecitabine
　Irinotecan with mitomycin

실패한 환자를 대상으로 methotrexate와 5-FU 복합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였을때 반응률은 9.0%이고 중앙 생존기간은 7.9개

월이었다.70 Capecitabin과 doxorubicin 복합항암화학요법은 반응률 6.7%, 중앙 생존기간은 7개월이었다(근거표 8).71

위에서 기술한 많은 연구들을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2차 보존적 항암화학요법은 1차 보존적 항암화학요법에서 사용한 

약제를 고려하여 결정되는데, 국내에서는 1차 보존적 항암화학요법으로 주로 fluoropyrimidine (5-FU 또는 prodrug)과 plati-
num (cisplatin 또는 oxaliplatin) 등을 병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2차 보존적 항암화학요법에서 병합하여 추가적인 효과를 

기대하며 1차 보존적 항암화학요법에서 사용하였던 fluoropyrimidine이나 platinum을 다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명확

하지는 않다. 국내에서는 cisplatin과 5-FU와 교차 저항을 피하거나, 추가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taxane, irinotecan 
및 oxaliplatin에 대한 연구가 많이 시행되어 왔다.72

현재 성인고형암치료 임상연구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차 요법 후 진행된 재발성 또는 전이성 위암 환자에서 paclitaxel 
단일 요법과 irinotecan 단일 요법의 유효성을 비교하는 무작위배정 다기관 3상 연구" 및 "진행성 위암 환자에서 2차 요법으

로 docetaxel 단독과 docetaxel과 oxaliplatin 복합항암화학요법의 무작위 배정 제2상 임상시험"의 결과가 발표될 경우 2차 

항암화학요법 중 paclitaxel, irinotecan, docetaxel 및 docetaxel/oxaliplatin 용법에 대한 좋은 근거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까지 시행된 연구 결과들 외에 외국의 여러 표준지침도 참조하였다. 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NCCN) guideline (version 2. 2011),European Society for Medical Oncology (ESMO) guideline (2010), Cancer Care 
Ontario 2010 (from CMA infobase), Scottish Intercollegiate Guidelines Network (SIGN; 2006), Dutch Association of 
Comprehensive Cancer Centres (ACCC; Gatric Cancer Guideline, 2009), U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 (USPSTF), 
UK Clinical Knowledge Summaries, UK National Library for Health (NLH) Guidelines Finder,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and Protocols in British Columbia, Toward Optimized Practice (TOP), Guideline Advisory Committee (GAC) 
(캐나다, 온타리오), eGUIDELINES, New Zealand Guidelines Group (NZGG), National Guideline Clearinghouse (NGC) 
등의 guideline을 살펴보았다. 검토 결과, NCCN과 ESMO guideline 2개에서만 위암의 2차 보존적 항암화학요법에 대해서 

매우 간략히 언급하고 있는 수준이다.

상기의 고찰 결과와 NCCN guideline (Version 2. 2011), ESMO guideline (2010)을 토대로 본 권고안에서 추천하는 

2차 보존적 항암화학요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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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inued

Platinum based chemotherapy (근거표 7)
　5-FU or capecitabine with cisplatin
　5-FU or capecitabine with cisplatin and trastuzumab (HER2-neu overexpressing adenocarcinoma if not used

in first line therapy) 
　Fluoropyrimidine (capecitabine or 5-FU ± leucovorin) with oxaliplatin
　Pegylated liposomal doxorubicin with oxaliplatin
　ECF (epirubicin, cisplatin and 5-FU) or ECX (epirubicin, cisplatin and capecitabine): if not used in first line therapy 
Fluoropyrimidine based chemotherapy (근거표 8)
　Fluoropyrimidine (S-1, capecitabine, or 5-FU ± leucovorin) 
　Fluoropyrimidine (S-1 or 5-FU ±leucovorin) with mitomycin
　5-FU with methotrexate 
　Capecitabine with doxorubic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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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핵심질문

1차 보존적 항암화학요법에 실패한 재발성 및 전이성 위암 환자에서 2차 보존적 항암화학요법이 생존기간을 향상 시킬 

수 있는가?

PICO

Patients: 1차 보존적 항암화학요법에 실패한 재발성 및 전이성위암 환자 

Intervention: 2차 보존적 항암화학요법 

Comparator: 최적의 지지요법 

Outcome: 생존기간의 연장 

검색전략

다음의 검색식을 사용하여 Pubmed와 Cochrane 검색엔진을 이용하여 검색을 시행하였고 검색된 논문의 초록을 직접 검토

하여 해당 논문을 수작업으로 선별하였다. 

1. 검색에 사용된 데이터 베이스 

Pubmed, Cochrane

2. 검색어

(((((unresectable[tw] OR inoperable[tw] OR salvage[tw] OR advanced[tw] AND (Humans[Mesh]))) OR (Neoplasm 
Metastasis[MeSH] OR metastatic OR metastasis OR metastases OR advanced AND (Humans[Mesh])) OR re-
fractory OR resistant AND (Humans[Mesh])) AND (("Antineoplastic Agents/therapeutic use"[Mesh]) OR 
("Antineoplastic Agents/administration and dosage"[Mesh]) OR "Antineoplastic Combined Chemotherapy 
Protocols/therapeutic use"[Mesh] OR (chemotherapy)) AND ((((("Stomach"[Mesh] OR gastric[TIAB] OR gastro-
esophagus[TIAB] OR gastroesophageal[TIAB] OR gastrooesophagus[TIAB] OR gastrooesophageal[TIAB])) AND 
(malignan*[tiab] OR Neoplasia[tiab] OR Neoplasm[tiab] OR cancer[tiab] OR carcinoma[tiab] OR ad-
enocarcinoma[tiab] OR cancers[tiab] OR malignant[tiab] OR Neoplasms[tiab] OR carcinomas[tiab] OR ad-
enocarcinomas[tiab]))) OR (("Stomach Neoplasms"[Mesh]) OR "gastric cancer")) AND (Humans[Mesh]))) AND 
(Second line OR salvage AND (Humans[Mesh]))

3. 검색결과 (2011년 6월 기 ) 

3상 임상시험의 경우 자료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비록 논문으로 출판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저명한 국제학회에서 

발표된 내용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검색을 시행하였다. 대상이 된 학회는 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 
(ASCO) Annual Meeting, ASCO Gastrointestinal Cancers Symposium, European Society for Medical Oncology 
(ESMO) Annual Meeting 및 World Congress on Gastrointestinal Cancer였으며, 이들 학회에서 발표된 초록들을 

검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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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수술이 불가능한 진행성 또는 재발성 및 전이성 위암 환자에서 1차 보존적 항암화학요법은 환자의 생존 기간을 

향상시키므로 전신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시행한다. (권고등급 1, 근거수준 B) 

수술이 불가능한 진행성 재발성 및 전이성 위암의 1차 보존적 항암화학요법 
(First-line palliative chemotherapy in patients with inoperable, recurrent or metastatic gastric cancer)

수술이 불가능한 진행성 또는 재발성 및 전이성 위암 환자에서 1차 보존적 항암화학요법의 유용성

수술이 불가능한 진행성 또는 재발성 및 전이성 위암 환자에서 1차 보존적 항암화학요법의 목표는 암에 의한 증상을 

완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존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본 지침에서는 1차 보존적 항암화학요법이 수술이 불가능한 

진행성 또는 재발성 및 전이성 위암 환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1990년대에 이러한 위암 환자를 대상으

로 보존적 항암화학요법과 최적의 지지요법을 비교한 4개의 무작위 3상 임상연구가 있다.1-4 이 연구들을 포함한 메타분석에

서 항암화학요법 군과 최적의 지지요법 군의 생존율에 대한 위험비가 0.43 (95% 신뢰구간 0.24-0.55)으로 1차 보존적 항암화

학요법이 최적이 지지요법에 비해 더 우월함을 시사하였다(근거표 1).

수술이 불가능한 진행성 또는 재발성 및 전이성 위암 환자에서 적절한 1차 보존적 항암화학요법

수술이 불가능한 진행성 또는 재발성 및 전이성 위암에서는 fluoropyrimidine (5-FU, capecitabine, S-1 등), platinum 
(cisplatin, oxaliplatin), taxane (paclitaxel, docetaxel), irinotecan 등이 흔하게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단독항암화학요법

보다는 복합항암화학요법의 치료성적이 우수하여 전신상태가 양호한 경우 두 가지 이상의 항암제를 병용한다.5 우리나라에서

는 1990년대 시행된 3상 연구를 바탕으로 5-FU + cisplatin 병용요법이 1차 항암화학요법으로 가장 흔하게 사용되어 왔고,6 
그 이후 연구들을 바탕으로 fluoropyrimidine + platinum 2제 병용요법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1차 보존적 

항암화학요법으로서 2제 병용 복합항암화학요법이 흔하게 사용되나 환자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동반질환에 의해 심각한 

치료독성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고령에서는 단독요법을 시행할 수도 있다.

1. 경구 5-FU 유도체 대 5-FU 정주

위암환자의 치료에서 5-FU는 가장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치료의 근간이 되는 약물이다. Capecitabine과 S-1은 경구투여가 

가능한 5-FU 유도체이며, 체내에 흡수된 후 대사 과정을 통해 5-FU로 변환된다.
Capecitabine은 2개의 대규모 3상 연구를 통해 5-FU에 대한 비열등성이 입증되었다. ML17032 연구에서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 환자를 capecitabine + cisplatin (XP)군과 5-FU + cisplatin (FP)군으로 무작위배정하여 무진행생존율을 비교하

였다.7 그 결과 XP군은 FP군에 비해 열등하지 않음이 증명되었다. REAL-2 연구는 영국과 유럽 일부에서 표준항암요법으로 

사용되었던 epirubicin + cisplatin + 5-FU (ECF) 복합항암화학요법에서 5-FU를 capecitabine으로, cisplatin을 oxaliplatin으

로 대체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시행되었다.8 그 결과 capecitabine을 사용한 환자 군이 5-FU를 사용한 환자 군보다 

열등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ML17032 연구와 REAL-2 연구를 포함한 메타분석에서는 생존율에 대한 위험비가 0.87 (95% 
신뢰구간 0.78-0.98)로 5-FU에 비해 capetabine이 우월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근거표 2).9

S-1 역시 2개의 3상 연구에서 5-FU 와 비교되었다. JCOG9912 연구는 70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5-FU, irinotecan + 
cisplatin (IP)와 S-1을 비교하였다.10 무진행생존율에서 S-1은 5-FU에 비해 우월함과 비열등성을 동시에 충족시켰다. FLAGS 
연구에서는 1,053명의 비아시아인 환자를 대상으로 4주 간격의 S-1 + cisplatin (SP)과 5-FU + cisplatin (CF)를 비교하였

다.11 그 결과 SP 군과 CF 군에서 전체생존율은 차이가 없었고(위험비 0.92; 95% 신뢰구간 0.80-1.05), 치료 독성 면에서는 

SP 군이 더 안전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따라서, 치료 효과 및 약제의 독성을 고려할 때 경구용 5-FU 유도체가 5-FU 주사제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근거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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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xaliplatin 대 cisplatin

Cisplatin은 오심, 구토, 신장독성, 감각신경성 청각장애 및 말초 신경독성을 흔하게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일반적

으로 신장독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암치료 전후 수액공급이 필요하다. 반면에 oxaliplatin은 말초신경독성이 흔하기는 하나 

이를 제외하면 cisplatin 보다 부작용이 적은 편이다. 이런 이유로 cisplatin을 oxaliplatin으로 대체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8,12,13 REAL-2 연구에서는 cisplatin을 oxaliplatin으로 대체하는 것이 효과 면에서 열등하지 않은 것으

로 관찰되었다.8 AIO 3상 연구에서는 5-FU + Leucovorin + oxaliplatin (FLO)와 5-FU + Leucovorin + cisplatin (FLP) 
을 비교하였으며, 전체 환자에서 양 군간에 치료성적의 차이는 없었다.12 이 두 연구의 메타분석결과 위험비 0.90 (95%신뢰구

간 0.79-1.03)으로 위암에서 두 백금화합물의 치료성적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관찰되었다(근거표 4). 따라서, 위암에서 cis-
platin과 oxaliplatin은 모두 사용될 수 있으며, cisplatin의 치료 독성이 예견되는 경우 oxaliplatin으로 대체 사용 가능하다. 

3. 3제 요법 대 2제 요법

영국과 일부 유럽에서는 cisplatin + 5-FU (CF)에 epirubicin을 추가한 ECF 3제 요법이 표준요법으로 사용되어왔다.14 
북미를 중심으로 시행된 V325 연구에서는 CF에 docetxel을 추가한 DCF 3제 병용요법이 기존 CF요법에 비하여 치료성적을 

높이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나, DCF 3제 병용요법 군에서 심각한 치료 독성이 빈번하게 관찰되어 통상적으로 모든 환자에게 

적용하여 사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15 반면,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epirubicin + cisplatin + capecitabine (ECX)와 

XP를 비교한 무작위 배정 2상 연구에서는 anthracyclin을 포함한 ECX 3제 병용요법이 XP 2제 병용요법에 비해 우월하지 

않았고, 치료 독성에 의한 치료 중단율이 3제 병용요법에서 더 높았다.16 따라서, 3제 복합항암화학요법은 높은 반응율이 

필요한 경우나, 치료독성을 잘 견딜 수 있는 환자에서 조심스럽게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Taxane 또는 irinotecan을 포함하는 보존적 항암화학요법

Taxane 또는 irinotecan을 포함하는 1차 보존적 항암화학요법의 치료효과가 보고되고 있다. Docetaxel + S-1 과 S-1 단독요법

을 비교한 3상 임상연구에서 양 군간에 전체생존율은 차이가 없었으나, docetaxel + S-1은 반응율 및 무진행생존율에서 S-1 
단독요법보다 우월하였다.17 Docetaxel + 5-FU 또는 paclitaxel + 5-FU/S-1 병용요법의 반응율은 2상 임상연구들에서 30-40% 
이상으로 관찰되었다.18-21 Taxane + cisplatin 병용요법의 반응율 또한 2상 임상연구들에서 30-40% 안팎으로 관찰되었다.20,22-24 

Irinotecan + 5-FU와 CF 병용요법을 비교한 3상 임상연구에서 두 군 간에 반응율 및 전체생존율은 차이가 없었다.25 
또 다른 3상 임상연구에서 irinotecan + S-1과 S-1 단독요법을 비교하였으며, 양 군간에 전체생존율은 차이가 없었으나 

irinotecan + S-1 병용요법의 반응율은 S-1 단독요법보다 우월하였다.26 이 외에 Irinotecan과 fluoropyrimidine의 병용요법은 

2상 임상연구들에서 40% 안팎의 반응율을 보였다.27-29 Irinotecan + cisplatin 병용요법의 반응율 또한 2, 3상 임상연구들에서 

30-40%로 관찰되었다.10,30 따라서, 환자의 전신상태, 예상되는 치료독성과 이전에 사용한 보조 항암화학요법을 고려하여 

taxane 또는 irinotecan을 포함한 항암화화요법이 1차 치료로 고려될 수 있다. 
수술이 불가능한 진행성 또는 재발성 및 전이성 위암 환자에서 본 권고안이 추천하는 1차 보존적 항암화학요법은 Table 1과 같다.

수술이 불가능한 진행성 또는 재발성 및 전이성 위암 환자에서 표적치료제를 포함한 1차 보존적 
항암화학요법

현재까지 수술이 불가능한 진행성 또는 재발성 및 전이성 위암에서 효과가 증명된 표적치료제는 ToGA 연구를 근거로 

한 trastuzumab이 유일하다.31 

ToGA 연구는 면역조직화학염색과 FISH 검사에 의해 HER2 양성으로 진단된 584명의 진행성 및 전이성 위암 환자를 

무작위 배정하여 FP/XP ± trastuzumab의 효과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전체생존율은 trastuzumab을 병용한 군에서 우월하였

다(중앙생존값 13.8개월 대 11.1개월; 위험비 0.74; 95% 신뢰구간 0.60-0.91). 무진행생존율(중앙값 6.7개월 대 5.5개월; 
위험비 0.71; 95% 신뢰구간 0.59-0.85)과 반응율 (47.3% 대 34.5%)도 trastuzumab을 병용한 군의 성적이 우월하였다. 하위

군 분석에서는 HER2 면역조직화학염색 3+ 또는 면역조직화학염색 2+이면서 in situ hybridization (ISH) 양성이었던 경우 

중앙생존값 16개월 대 11.8개월(위험비 0.65; 95% 신뢰구간 0.51-0.83)로 trastuzumab 병용 군의 생존율이 월등하였다.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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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alliative 1st line chemotherapy in patients with recurrent or metastatic gastric cancer

Fluoropyrimidine based chemotherapy 
　- Fluoropyrimidines (S-1, capecitabine, or 5-FU/leucovorin) 
Platinum based chemotherapy 
　- Fluoraopyrimidines (5-FU, capecitabine, or S-1) + cisplatin 
　- Fluoropyrimidines (capecitabine or 5-FU) + oxaliplatin 
　- ECF (epirubicin, cisplatin and 5-FU) or ECX (epirubicin, cisplatin and capecitabine) 
　- EOF (epirubicin, oxaliplatin and 5-FU) or EOX (epirubicin, oxaliplatin and capecitabine)
Taxanes based chemotherapy 
　- Taxanes (paclitaxel or docetaxel)
　- Taxanes + cisplatin 
　- Taxanes + 5-FU 
　- DCF (docetaxel, cisplatin and 5-FU)
Irinotecan based chemotherapy 
　- Irinotecan 
　- Irinotecan + cisplatin
　- Irinotecan + 5-FU 
Chemotherapy including targeted agent
　- 5-FU/capecitabine + cisplatin + trastuzumab (adenocarcinoma positive for HER2 defined as either im-

munohistochemistry 3+ or immunohistochemistry 2+ and ISH+)

권고: HER2 면역조직화학염색 3+ 또는 면역조직화학염색 2+이면서 ISH 양성인 수술이 불가능한 진행성 또는 재발성 

및 전이성 위암 환자에서 5-FU/capecitabine + cisplatin + trastuzumab 병용항암화학요법이 1차 보존적 항암화학

요법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권고등급 1, 근거수준 A) 

독성은 양 군간에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HER2 면역조직화학염색 3+ 또는 면역조직화학염색 2+이면서 FISH 양성인 경우는 

FP/XP + trastuzumab의 병용항암화학요법이 표준 1차 보존적 항암화학요법으로 사용되어야한다(근거표 5). 
표적치료제로서 VEGF에 대한 항체인 bevacizumab을 포함한 AVAGAST32 연구와, EGFR에 대한 항체인 cetuximab과 pan-

itumumab을 포함한 EXPAND33, REAL-334 3상 연구가 시행되었으나, 일차 목표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현재 bevacizumab, ce-
tuximab, panitumumab은 수술이 불가능한 진행성 또는 재발성 및 전이성 위암에서 1차 표준요법으로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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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핵심질문 1

수술이 불가능한 진행성 또는 재발성 및 전이성 위암 환자에서 1차 보존적 항암화학요법이 생존기간을 향상 시킬 수 

있는가?

PICO

Patients: 수술이 불가능한 진행성 또는 재발성 및 전이성 위암 환자 

Intervention: 보존적 항암화학요법 

Comparator: 최적의 지지요법 

Outcome: 생존기간의 연장 

핵심질문 2

수술이 불가능한 진행성 또는 재발성 및 전이성 위암 환자에서 표적치료제를 포함한 1차 보존적 항암화학요법이 생존기간

을 향상 시킬 수 있는가?

PICO

Patients: HER2 면역조직화학염색 3+ 또는 면역조직화학염색 2+이면서 ISH 양성인 수술이 불가능한 진행성 또는 재발성 

및 전이성 위암 환자

Intervention: 표적치료제를 포함한 1차 보존적 항암화학요법 

Comparator: 표적치료제를 포함하지 않은 1차 보존적 항암화학요법

Outcome: 생존기간의 연장

검색전략

Pubmed와 Cochrane 검색엔진을 이용하여 2009년 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검색을 시행하였고, 검색된 논문의 초록을 

직접 검토하여 해당되는 논문을 수작업으로 선별하였다. 또 2010년 3월 발표된 Wagner 등의 Chemotherapy for advanced 
gastric cancer1의 참고문헌을 고찰하였다. 3상 임상시험의 경우 자료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비록 논문으로 출판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저명한 국제학회에서 발표된 내용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검색을 시행하였다. 대상이 된 학회는 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 (ASCO) Annual Meeting, ASCO Gastrointestinal Cancers Symposium, European Society for 
Medical Oncology (ESMO) Annual Meeting 및 World Congress on Gastrointestinal Cancer였으며, 이들 학회에서 발표된 

초록들을 검색하였다.

1. 검색에 사용된 데이터 베이스 

Medline, Embase, Cochrane

2. 검색어 

　MEDLINE
　① ((((unresectable[tw] OR inoperable[tw] OR recurrent[tw] OR relapse[tw] OR advanced[tw] OR palliative AND 

(Humans[Mesh]))) OR (Neoplasm Metastasis[MeSH] OR metastatic OR metastasis OR metastases OR advanced 
AND (Humans[Mesh]))) AND (("Antineoplastic Agents/therapeutic use"[Mesh]) OR ("Antineoplastic Agents/ad-



 위암 임상진료지침

43

ministration and dosage"[Mesh]) OR "Antineoplastic Combined Chemotherapy Protocols/therapeutic use"[Mesh] 
OR (chemotherapy))) AND ((((("Stomach"[Mesh] OR gastric[TIAB] OR gastroesophagus[TIAB] OR gastro-
esophageal[TIAB] OR gastrooesophagus[TIAB] OR gastrooesophageal[TIAB])) AND (malignan*[tiab] OR 
Neoplasia[tiab] OR Neoplasm[tiab] OR cancer[tiab] OR carcinoma[tiab] OR adenocarcinoma[tiab] OR can-
cers[tiab] OR malignant[tiab] OR Neoplasms[tiab] OR carcinomas[tiab] OR adenocarcinomas[tiab]))) OR 
(("Stomach Neoplasms"[Mesh]) OR "gastric cancer")) Filters: Publication date from 2009/01/01 to 2012/08/31 
1603

　② "mortality"[Subheading] OR "mortality"[tiab] OR "survival"[tiab] OR "survival"[MeSH Terms] 
　③ 1 AND 2

　EMBASE
　① 'stomach cancer'/exp
　② 'cancer chemotherapy'/exp
　③ 'metastasis'/exp OR 'recurrent cancer'/exp OR 'cancer palliative therapy'/exp
　④ 1 AND 2 AND 3 2298/2009/01/01 to2012/08/31 932
　⑤ 'cancer survival'/exp
　⑥ 4 AND 5

　COCHRANE
　① (stomach cancer):ti,ab,kw
　② MeSH descriptor Stomach Neoplasms explode all trees
　③ MeSH descriptor Drug Therapy explode all trees 
　④ MeSH descriptor Neoplasm Metastasis explode all trees 
　⑤ MeSH descriptor Palliative Care explode all trees 
　⑥ (1 OR 2) AND 3 AND (4 OR 5) 66
　⑦ 6/Trial

3. 검색결과 (2012년 8월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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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치적 절제술 후 위암의 보조적 항암화학요법
(Adjuvant chemotherapy in patients who underwent curative resection of gastric cancer)

서      론

절제 가능한 국소진행성 위암에서 수술 후 보조항암화학요법의 역할에 대해서는 2000년 대 중반까지 많은 논란이 있었다. 
개별 연구에 적용된 수술 방법의 차이, 연구에 포함된 위암과 위식도 접합부 종양 분포의 차이 및 비현실적 치료성적의 

차이를 가정한 표본수 산정 등이 이러한 논란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현재 D2 절제술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위암 수술의 표준 수술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다. 1990년대 영국과 네덜란드에서 

시행된 D1 절제술과 D2 절제술을 비교한 대규모 임상 시험에서는 두 수술 방법 간에 치료 성적의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1-4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는 D2 절제술에 의한 수술 사망률이 10%, 주요 합병증이 40%에 달하였고, 각 참여 기관의 위암 

수술 시행이 연간 평균 2명 이하에 불과하여 경험 부족으로 인한 D2 절제술 후 높은 수술 사망률이 D2 절제술에 의한 

생존율 향상을 상쇄하였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반면, 유럽 내에서도 Italian Gastric Cancer Study Group에서는 적절한 

교육을 통해 D2 절제술을 도입함으로써 사망률과 주요 수술 합병증을 각각 2%, 15% 미만으로 낮추고 D2 절제술로 생존율

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5,6 결정적으로 대만에서 시행된 비교임상시험에서는 D2/D3 절제술의 생존율이 D1 절제

술보다 우월함이 증명되었다.7 
이러한 수술 방법의 차이로 통상적으로 D2 절제술을 시행하는 우리나라와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국소 진행성 

위암의 일반적인 수술성적은 5년 생존율이 60%를 상회하는 반면, 유럽과 미국에서는 5년 생존율이 30%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소 치료법으로 D2 절제술의 시행 유무에 따라 수술 후 보조요법의 적용은 매우 달라질 수 있다고 하겠다. 

2000년 대 초반까지 시행된 수술 후 보조항암화학요법의 비교임상시험들에서는 대부분 수술 단독과 비교하여 15% 이상의 

비현실적인 5년 생존율 향상을 가정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적절한 표본수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수술 후 

보조항암화학요법에 대해 적절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메타 분석이나 수술 단독에 비해 10% 내외의 현실적인 치료 성적 

차이를 가정하여 충분한 표본수를 확보한 비교임상연구 결과를 참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지침에서는 절제 가능한 국소진행성 위암에서 현재까지 발표된 주요 보조항암화학요법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D2 절제

술 후 적용할 수 있는 표준 보조항암화학요법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근치적 절제술을 시행 받은 위암환자에서 수술 후 보조항암화학요법은 수술단독에 비해 생존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2000년 대 초 중반까지는 비교임상시험에서 수술 후 보조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함으로써 재발률을 낮추고, 생존율을 증가시

킨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보조항암화학요법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여러 메타 분석이 시도되었다.8-13 
이들 메타 분석은 대체로 위암에서 보조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함으로써 위험비 0.7-0.85 정도로 생존율 향상을 유도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수술 단독에 비해 10% 내외의 현실적인 치료 성적 차이를 가정하여 충분한 표본수를 확보하여 수술 단독과 수술 후 보조항

암화학요법을 비교한 3상 임상연구로는 Adjuvant Chemotherapy Trial of TS-1 for Gastric Cancer (ACTS-GC) 연구,14,15 
Capecitabine and Oxaliplatin Adjuvant Study in Stomach Cancer (CLASSIC) 연구,16 Intergroup Trial of Adjuvant 
Chemotherapy in Adenocarcinoma of the Stomach (ITACA-S) 연구,17 MAGIC 연구18와 Yu 등의 연구19가 있다. 이들 3상 

연구에서는 수술 후 보조항암화학요법을 받은 환자 군이 수술 단독을 시행 받은 환자 군에 비해 무재발생존율 또는 생존률이 

통계적으로 우월하였다. 
현재까지 D2 절제술을 시행받은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보조 항암화학요법과 수술 단독을 비교한 무작위 배정 제3상 

연구는 CLASSIC연구와 ACTS-GC 2개가 있다. 전술한 MAGIC 연구 등도 보조 항암화학요법과 수술 단독을 비교한 3상 

연구이기는 하나 우리나라에서 표준으로 시행되는 D2 림프절 절제술이 시행되지 못하고 또한 수술 전/후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한 연구라는 점에서는 우리나라 의료 현실을 잘 반영하는 연구는 아니다. 이 연구들을 포함한 메타분석에서 보조 항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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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근치적 절제술을 시행 받은 AJCC 병리 분류 체계 기준 수술 병기 2기 이상의 국소 진행성 위암 환자에서 

수술 후 보조항암화학요법을 시행 한다. (권고 수준 1A)

권고: D2 절제술을 포함한 근치적 절제술을 시행 받은 AJCC 병기 분류 체계 수술 병기 2기 이상의 국소 진행성 위암에서 

수술 후 표준 보조항암화학요법으로서 S-1 또는 capecitabine + oxaliplatin (XELOX)의 사용이 추천된다. (권고수

준 1A)

학요법은 수술 단독에 비해 3년 무병생존율에 대한 위험비가 0.59 (95% 신뢰구간, 0.50-0.70)으로 근치적 절제술 후 보조 

항암화학요법이 수술 단독에 비해 생존율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거표 1). 
따라서, 현재까지의 메타 분석과 대규모 3상 임상 시험을 토대로 하였을 때 수술 후 보조항암화학요법은 수술 단독에 

비해 생존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단, 상기 연구들에 포함된 환자들은 대부분 American Joint Committee 
on Cancer (AJCC) 병기 분류 체계 기준으로 수술 병기 2기 이상이었다. 따라서. 수술 후 보조항암화학요법은 AJCC 병기 

분류 체계로 수술 병기 2기 이상의 환자에서 적용되어야 하고, 수술 병기 1기에서는 수술 후 보조항암화학요법이 통상적으로 

추천되지는 않는다.

근치적 절제술 후 위암 환자에서 적절한 보조적 항암화학요법

현재 우리 나라에서 D2 절제술을 포함한 근치적 절제술을 시행 받은 병기 2기 이상의 환자에서 적용할 수 있는 표준 

치료는 ACTS-GC 연구를 근거로 한 S-1 또는 CLASSIC 연구를 근거로 한 capecitabine + oxaliplatin (XELOX) 항암화학요

법이라 할 수 있다. 
일본에서 시행된 ACTS-GC 연구에서는 D2 절제술로 완전 절제된 일본위암병기 II-IIIB 환자 1,059명을 대상으로 수술 

단독 군과 S-1 보조항암화학요법 군을 비교하였다. 14 S-1은 수술 후 12개월 간 투여되었고, 계획된 기간인 12개월을 다 

복용한 경우는 66%이었다. 3년 생존율은 S-1 복용 군 81% 대 수술 단독 군 70%로 위험비 0.68 (95% 신뢰구간, 0.52~0.87, 
P =0.0024)로 의미 있게 S-1 복용 군에서 생존율이 향상되었다. 2011년에 상기 연구를 5년 관찰한 장기 추적 결과가 발표되

었다.15 5년 전체생존율이 S-1 군 72% 대 수술단독 군 61% (위험비 0.669; 95% 신뢰구간, 0.540~0.828)이었고, 5년 무재발

생존율은 65% 대 53% (위험비 0.653; 95% 신뢰구간, 0.537-0.793)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이전 3년 추적 연구결과에서 

관찰된 치료 성적 차이를 확정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주도하여 D2 절제술 후 수술 병기 II-IIIB인 1,035명을 대상으로 capecitabine + oxaliplatin (XELOX)

을 3주 간격으로 8주기 6개월간 시행한 보조항암화학요법 군과 수술 단독 군을 비교한 CLASSIC 무작위 3상 임상연구의 

결과가 최근 발표되었다.16 이 연구에서는 3년 무질병생존률이 보조항암화학요법 군에서 74%로 수술 단독군의 59% 보다 

유의하게 향상됨 (위험비 0.56; 95% 신뢰구간 0.44~0.72; P <.0001)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D2 절제술을 포함한 근치적 

절제술 후에 XELOX 보조항암화학요법을 표준치료의 하나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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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핵심질문 1

근치적 절제술을 시행 받은 위암환자에서 수술 후 보조항암화학요법은 수술단독에 비해 생존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PICO

Patients: 근치적 절제 가능한 위암 환자

Intervention: 수술 후 보조항암화학요법

Comparator: 수술 단독

Outcome: 재발률 감소 및 생존율 증가

핵심질문 2

수술 후 보조항암화학요법으로 적절한 regimen은 무엇인가?

PICO

Patients: 근치적 절제 가능한 위암 환자

Intervention: 실험적(experimental) 수술 후 보조항암화학요법

Comparator: 수술 단독 또는 reference 보조항암화학요법

Outcome: 재발률 감소 및 생존율 증가

검색전략

Pubmed와 Cochrane 검색엔진을 이용하여 검색을 시행하였고, 검색된 논문의 초록을 직접 검토하여 해당되는 논문을 수작

업으로 선별하였다. 3상 임상시험의 경우 자료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비록 논문으로 출판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저명한 국제

학회에서 발표된 내용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검색을 시행하였다. 대상이 된 학회는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 
(ASCO) Annual Meeting, ASCO Gastrointestinal Cancers Symposium, European Society for Medical Oncology (ESMO) 
Annual Meeting 및 World Congress on Gastrointestinal Cancer였으며, 이들 학회에서 발표된 초록들을 검색하였다.

1. 검색에 사용된 데이터 베이스 

Medline, Embase, Cochrane

2. 검색어 

MEDLINE
① (adjuv* OR postoperative OR post-operative) AND (("Antineoplastic Agents/therapeutic use"[Mesh]) OR 

("Antineoplastic Agents/administration and dosage"[Mesh]) OR "Antineoplastic Combined Chemotherapy 
Protocols/therapeutic use"[Mesh] OR (chemotherapy)) AND ((((("Stomach"[Mesh] OR gastric[TIAB] OR gastro-
esophagus[TIAB] OR gastroesophageal[TIAB] OR gastrooesophagus[TIAB] OR gastrooesophageal[TIAB])) AND 
(malignan*[tiab] OR Neoplasia[tiab] OR Neoplasm[tiab] OR cancer[tiab] OR carcinoma[tiab] OR ad-
enocarcinoma[tiab] OR cancers[tiab] OR malignant[tiab] OR Neoplasms[tiab] OR carcinomas[tiab] OR ad-
enocarcinomas[tiab]))) OR (("Stomach Neoplasms"[Mesh]) OR "gastric cancer")) Limits: Humans 3309 to 
2012/08/31 1603

② "mortality"[Subheading] OR "mortality"[tiab] OR "survival"[tiab] OR "survival"[MeSH Terms] 
③ 1 AN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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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ASE
① 'stomach cancer'/exp
② 'cancer chemotherapy' AND 'postoperative care'/exp
③ 'adjuvant chemotherapy'/exp 'cancer chemotherapy'/exp
④ (2 OR 3) AND 1

COCHRANE
① (stomach cancer):ti,ab,kw
② MeSH descriptor Stomach Neoplasms explode all trees
③ MeSH descriptor Drug Therapy explode all trees 
④ MeSH descriptor Chemotherapy, Adjuvant explode all trees
⑤ (1 OR 2) AND 3 AND 4 125
⑥ 6/Trial 

3.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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