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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골육종은 빠른 성장과 조기 전이를 특징으로 하는 종양

으로, 환자 내원시 대략 20%에서 방사선적으로 전이를 발

견할 수 있다. 수술 단독요법으로만 치료했던 1970년 전

에는 5년 생존율이 20%에도 못 미쳤으나(1,2), 진단당시

80%는 육안적으로 관찰되지 않는 미세 전이가 있다는 가

정 하에 항암치료가 도입된 이후,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전반 사이에 전이되지 않는 골육종의 5년 생존

율이 여러 임상실험에서 60%∼80%에 이르는 괄목할 만

한 치료성과가 있어왔다(3∼7). 1976년 Memorial Sloan-

Kettering Cancer Center (MSKCC)의 Rosen등에 의해 고용

량 methotrexate (HDMTX)를 비롯한 여러 가지의 수술 전

항암요법(T10 regimen)으로 무병생존율과 5년 생존율의

증가와 함께, 수술 전 항암요법에 의한 종양의 조직학적

반응이 환자의 예후인자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되었

다(4,7). 이후, HDMTX, adriamycin, cisplatin, ifosfamide등을

중심으로 수술 전 복합 항암요법, 사지보존술, 그리고 수

술시의 종양의 병리학적 괴사정도에 따른 수술 후 보조

항암요법의 선택이 골육종의 표준치료로 자리잡고 있다.

저자들은 장골에 발생한 골육종 환자 37명에서, 수술 전

cisplatin 동맥내 주입과 adriamycin 계속 정주에 의한 항암

화학요법 후 3년 추적결과, 무병생존율은 54.7%, 전체생존

율은 78.3%로, 국내외의 타 보고자들의 연구결과와 유사

함을 보고한 바 있다(8). 본 논문에서는 1990년 1월부터

1997년 12월까지 동일한 치료를 시행 받은 환자 43명에

대해 5년간 추적 관찰하여, 치료효과를 재 고찰함과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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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치료실패 환자들의 재발양상을 살펴보려 하였으며, 재

발한 환자들의 치료방법과 그에 따른 성적, 그리고 치료

실패와 예후인자와의 관계를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대상

1990년 1월부터 1997년 12월까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병원 및 연세암센터에 내원하여 사지의 골육종

을 진단받은 환자 49명을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병리조

직학적으로 골육종으로 확진되었으며 병기 IIB 이하의, 전

이되지 않는 환자로, 이전에 항암약물요법이나 방사선치

료를 받은 적이 없으며, 신장, 간, 골수기능이 정상인 환자

를 대상으로 치료를 시행하였다. 병기는 병소의 핵자기공

명 영상과 동맥조영술, 폐 전산화단층촬영, 단순 흉부 X-

ray촬영 및 전신골주사 등을 시행한 후 결정하였으며 수

술 전 병기설정은 Enneking이 제시한 기준으로 하였다(9).

2) 치료방법

수술 전 항암요법으로, 첫날 원발병소의 혈관조영술을

시행하여, 종괴에 분포하는 혈관 근위부에 도관을 위치시

킨후, cisplatin 120 mg/m2을 2시간 동안 동맥내로 투여하

였으며 치료 2일부터 4일까지 adriamycin 25 mg/m2/day을

24시간 연속적으로 정주하였다(AP 약물요법). 환자의 수

행상태와 부작용 및 약물요법에 따른 임상적, 방사선학적

반응을 관찰하며 3주 간격으로 3 cycle 반복 투여한 후, 마

지막 항암치료 3주 후에 수술을 시행하였다. 단, 1∼2회

항암요법 후 임상적, 방사선학적으로 반응이 없거나 진행

하는 경우에는 예정된 3회의 항암요법 전에 수술을 시행

하였다. 원발 종괴의 위치, 신경혈관다발의 침습유무, 근

골격계의 성숙도 등에 따라 수술기법을 선택하여 시행하

였다. 수술 후 보조 항암치료는 환자의 경과와 수행도에

따라 수술 후 2∼4주에 시행하였다, Rosen등의 기준에 따

라 수술 후 종괴의 조직학적 반응을 평가한 후(7), 90% 이

상의 조직괴사를 보인 군(Grade III, IV)은 반응군으로 분

류하여 보조약물요법으로서 수술 전과 같은 항암제를 3

cycle 정맥 투여하였다. 90% 이하의 조직괴사를 보인 군

(Grade I, II)은 비반응군으로 분류하여 보조 항암약물요법

으로 IMVP-16 즉, 제 1일 고용량 methotrexate 10 g/m2, 제

1일부터 5일까지 ifosfamide 1.5 g/m2/day, 제 1일부터 3일

까지 etoposide 120 mg/m2/day를 정맥 투여하였으며, 이를

3주 간격으로 6 cycle 반복하였다(Fig. 1). 고용량 metho-

trexate 투여시에는 leucovorin rescue를 시행하였고 ifosfa-

mide 투여시에는 출혈성 방광암을 예방하기 위하여 mesna

(ifosphamide의 60%)를 같이 투여하였다. 1회 항암치료 후,

절대 호중구수가 500개 이하였던 환자에서는 다음 항암치

료부터는 예방목적으로 조혈촉진인자(G-CSF)를 항암제

투여 후 주사하였다.

3) 추적관찰과 재발환자의 치료

추적관찰을 위해 이학적 검사와 흉부 방사선촬영을 매

달 시행하였다. 일반 혈액검사(CBC), alkaline phosphatase

(ALP)를 포함한 일반 화학검사와 폐 전산화 단층 촬영을

3달에 한번씩 시행하였고, 전신골주사 촬영은 1년에 한번

씩 시행하였다.

재발한 환자들에서 전이병소의 절제가 가능하면 외과

적 절제를 하였고, 전이병소 절제 후, 원발암 수술 후 조

직 괴사정도가 90% 이상이었던 반응군은 IMVP-16 항암

치료를 6차례 시행한 후 추적관찰하였으며, 비반응군에서

는 더 이상의 항암치료 없이 추적관찰만 하였다. 전이부

의 절제가 어려운 환자들은 IMVP-16 항암치료를 시행한

후 다시 전이부 절제가 가능해지면 절제를 시행하고, 절

제가 불가능한 경우는 외래에서 추적관찰하였다. 재발한

환자 중 수술 및 항암치료 등, 더 이상의 치료를 거부한

환자들은 외래에서 추적 관찰만 하였다.

4) 결과분석 및 통계처리

항암제의 용량강도(Dose intensity, DI)는 체표면적 당 투

여된 항암제의 양을 주단위로 나눠서 구했으며(mg/m2/

wk), 상대용량강도(Relative dose intensity, RDI)는 실제 투

여된 용량과 계획했던 용량의 비로 구하였다. 전체 생존

기간은 병소가 조직학적으로 확진된 날부터 사망일 혹은

최종 추적일까지로 하였고, 무병생존기간은 수술일로부터

재발이 확인된 날까지로 하였다. 43명의 환자 중 재발한

환자 22명의 재발위치와 재발하기까지의 시간, 그리고 재

발한 환자들 각각의 치료방법에 따른 치료결과를 조사하

였다. 마찬가지로 이들 환자들의 무진행 생존기간(progres-

sion free survival)과 재발후의 전체 생존기간(overall survi-

vial)을 조사하였다. 중앙생존기간 및 생존율은 Kaplan-

Meier방법을 사용하였으며 log-rank test로 검증하였다. 재

발과의 관련인자를 조사하기 위해 단변량 분석(univariate

analysis)과 logistic regression을 시행하였다.

결 과

1) 대상환자의 임상적 특징

49명의 환자 중 4예는 수술 전 항암약물치료 2∼3회 후

치료를 거부하였고 2예는 치료와 관련된 사망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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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예에서만 치료효과를 평가할 수 있었다. 평가가 가능하

였던 환자 43명은 남자 22예, 여자 21예로 중앙연령은 16

세(범위: 8∼41세)였다. 종양의 발생부위는 대퇴골원위부

20예(46.5%), 경골근위부 10예(23.3%), 상완골 8예(18.6%),

대퇴골근위부 2예(4.7%), 비골근위부 1예(2.4%), 경골원위부

1예(2.4%), 골반 1예(2.4%)였다. 원발병소 조직형은 osteo-

blastic type 22예(51.2%), chondroblastic type 4예(9.3%), mixed

type 4예(9.3%), fibroblastic type 2예(4.7%), telangiectatic type

1예(2.3%)였으며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10예(23.3%)였

다. 수술한 종괴의 크기는 10 cm 미만이 29예(67.4%), 10

cm 이상은 14예(33.6%)였다. 환자들의 수행상태는 ECOG

기준 0∼1이 28명(65.1%), 2가 15명(34.9%)이었다(Table 1).

2) 항암약물치료 및 수술결과

수술 전 항암약물치료는 평균 3 cycle (1∼5) 시행하였고,

용량강도 중앙값은 adriamycin 0.89, cisplatin 0.93이었다.

두 항암제의 중앙 상대용량강도는 수술 전 항암요법이 0.90

이었고 수술 후 항암요법이 0.76이었다. 원발암에 대해 수술

전 항암치료 후의 반응군은 33명(76.7%)이었고 비반응군은

10명(23.3%)이었다. 수술을 시행하였던 43예 환자 중 81.4%

인 35명에서 사지보존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전 항암치료

후 반응 여부를 중앙 상대용량강도값을 기준으로 나누어 비

교하였을 때, 중앙값 이상의 16/21예, 중앙값 이하의 17/22

예에서 반응군이 관찰되어, 두 군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항암치료에 따른 주된 부작용은 골수 억제로, WHO

grade IV의 백혈구 감소증은 29예(67.4%)였고 혈소판 감소

증은 16예(37.2%)이었다. WHO grade IV의 오심과 구토는

1예(2.3%), 구강점막염은 3예(7.0%)에서 관찰되었다. AP군

과 IMVP-16군간의 부작용을 비교하였을 때, WHO grade

III, IV의 부작용이 AP군에서 백혈구 감소증, 혈소판 감소

증, 구토, 점막염이 모두 더 많이 관찰되었다. 대부분의 혈

액학적 독성은 조혈촉진인자, 수혈 등 보존적인 치료로

호전되었으나 2명의 환자는 골수 억제에 의한 이차적 감

염으로 사망하였다. 한 예는 수술 전 3회 AP 항암치료 후

의 골수억제에 이은 패혈증으로, 또 한 예는 수술 후 첫

번째 AP 항암치료 후 항생제 치료에 의한 위막성 대장염

과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재발하여 수술 후 IMVP-16 치

료를 시행 받던 1예는 열성 호중구 감소증으로 amino-

glicoside계의 항생제 투여 중, 급성신부전증이 발생하여

투석을 시행하였으나, 환자가 더 이상의 치료를 거부하여

자퇴하였다.

3) 전체 생존율과 재발환자의 치료 및 예후

전체 환자의 중앙추적관찰기간은 53개월이었고(범위

30∼119개월), 대상환자 전체의 5년 무병 생존율은 47.0%,

5년 전체 생존율은 66.9%이었다(Fig. 1). 전체 환자의 중앙

무병생존기간은 58개월(95% CI 24∼92)이었고 중앙 생존

기간은 74개월(95% CI 62∼86)이었다. 반응군의 5년 무병

생존율은 51%, 5년 전체 생존율은 71%이었고, 비반응군

의 5년 무병생존율은 30%, 5년 전체 생존율은 45%이었다.

반응군의 중앙생존기간은 74개월(95% CI 64∼84)이었고

Table 1. Patients characteristics

Number of total patients 49
Number of evaluable patients 43
Age (median) 8∼41 (16)

Sex (M：F) 22：21

Performance status (%)
0∼1 28 (65.1)
2 15 (34.9)

Site (%)
Distal femur 20 (46.5)
Proximal tibia 10 (23.3)

Humerus 8 (18.6)
Proximal femur 2 (4.7)
Others 3 (7.0)

Size (%)
＜10 cm 29 (67.4)
≥10 cm 14 (33.6)

Pathologic type (%)

Osteoblastic 22 (51.2)

Chondroblastic 4 (9.3)

Mixed 4 (9.3)

Fibroblastic 2 (4.7)

Telangiectatic 1 (2.3)

Unknown 10 (23.3)
Alkaline phosphatase

Mean SD (IU/L) 281 209

No of patients (%)

＜300 28 (65.1)

≥300 15 (34.9)
Median cycle of treatment (range)

Neoadjuvant 3 (1∼5)

Adjuvant 3 (1∼9)

Median AP* RDI† (range)

Neoadjuvnat 0.90 (0.44∼1.00)

Adjuvant 0.76 (0.51∼1.00)
Median dose density (range) 94% (58∼110)
Operation (%)

Amputation 8 (18.6)

Limb-salvage 35 (81.4)

*Adriamycin, Cisplatin, † Relative Dose Int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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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반응군의 중앙생존기간은 52개월(95% CI 13∼91)이었

다(p=0.71).

재발한 환자는 22예(51.2%)였고 재발까지의 중앙기간은

12.5개월이었다. 반응군은 33예 중 14예가 재발하였고 비

반응군에서는 10예 중 8예가 재발하였다. 가장 빈번한 재

발위치는 폐였으며(20예, 90.9%) 뇌와 골 전이가 각각 1예

씩 있었다(3.7%). 국소재발은 5예였고(22.7%), 4예의 환자

에서 국소재발과 함께 폐전이가 있었다(Fig. 2).

재발 환자 22명 중 10명은 전이부 절제술 후 항암요법

을 시행받았으며 중앙생존기간은 26개월이었고, 재발 후

더 이상의 치료를 거부한 3명의 환자들의 중앙생존기간은

5개월이었다. 9명은 salvage 항암치료를 받았고 이 중 2예

는 그 후 전이부 절제술을 받았으며, 이들 환자들의 중앙

Table 2. Predicttive factors for relapse

Univariate Multivariate
Variable Discrimination Odds ratio

analysis p-value analysis p-value

Histologic response NR*/R† 0.037 7.85 0.051
Alkaline phosphatase ＜300/≥300 0.033 9.20 0.030
Surgery type amputation/limb-salvage 0.391
Sex male/female 0.650
Age ＜20/≥20 0.933
Size ＜10 cm/≥10 cm 0.065 3.09 0.161
Site distal/proximal 0.337
Dose intensity
Adjuvant below/above median 0.288 0.27 0.156
Neoadjuvant below/above median 0.287 0.41 0.317

*Nonresponder, † Responder

Fig. 1. Survival curves of all osteosarcoma patients (n=43) with median follow up of 53 months (range 30∼119) A: Disease free survival,
B: Overall survival

Fig. 2. Patterns of failure &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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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기간은 12개월이었다(Fig. 3). 전체 재발한 환자의 중

앙 추적 관찰기간은 38개월(범위 3∼85개월)로, 중앙 무진

행 생존기간은 9개월(범위 0∼66개월)이었고 전체 중앙

생존기간은 12개월(범위 3∼66개월)이었다(Fig. 3).

4) 재발의 시간별 분석 및 예후인자

재발한 시기를 시간간격에 따라 분석한 결과 원발 병소

수술 후 0∼12개월 사이는 10예(45.4%), 12∼24개월 사이

는 7예(31.8%) 그리고 24∼48개월 사이는 3예(13.6%), 48

개월 이후에는 2예(9.1%)의 재발이 있었다(Fig. 4).

재발과 예후인자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logistic re-

gression을 이용한 다변량분석을 시행한 결과, 수술 전 항

암치료에 대한 조직학적 반응정도는 borderline significance

를 보였고(p=0.051), ALP 값만이 재발에서의 유의한 인자

였다(p=0.03)(Table 2). 재발하자마자 전이부 절제술을 받

은 환자는 보다 높은 재발 후 생존율을 보였다(중앙 생존:

26개월 vs 5∼12개월).

고 찰

1976년 Rosen등이 골육종의 치료에 있어서 수술 전 항

암요법 후에 수술을 시행하는 치료 방법을 도입한 후, 사

지보존율이 증가하여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 수술 후의 조직병리검사 결과에 따라 비반응군에서

다른 항암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다는(salvage chemother-

apy) 등의 장점들로 인해, 현재 표준치료가 되어있다. 여

러 연구에서 다양한 항암제를 사용하여, 생존율이 60%∼

80%에 이르렀고, 가장 중요한 예후인자는 수술 전 항암치

료 후 종괴의 조직학적 반응임이 보고되었다(5,11∼15).

그러나, Rosen등의 T10 요법(HDMTX, adriamycin, bleo-

mycin, cyclophosphamide, dactinomycin)과 같이 많은 항암

제를 이용한 장기간의 항암치료는 약제에 예민한 종양이

아닐 경우 수술이 지연되고 종양의 전이가 진행할 수 있

을 뿐 아니라, 환자의 순응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제시

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단독요법으로 반응율이 좋은

adriamycin, HDMTX, cisplatin, ifosfamide 등의 항암제 중

두세 개의 복합요법을 짧은 기간 시행한 후 수술을 시행

한 결과, 무진행생존율이나 전체 생존율에서 통계학적 차

이가 없을 뿐 아니라, 환자의 순응도의 향상이 보고되고

있다(13∼16,18,19).

1983년 Jaffe등이 항암제를 종양에 분포하는 동맥에 선

택적으로 투여 시, 국소 종양치료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

고, 투여 2시간 이후에는 종양내의 약물 농도와 혈중 약물

Fig. 3. Survival curves of all relapsed osteosarcoma patients (n=22) with median follow up of 53 months (range 3-85) A: Progression-free
survival, B: Overall survival

Fig. 4. Frequency of recurrence analyzed by time interval after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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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가 비슷해짐으로 인해, 전신의 미세전이에도 효과가

있다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이후(20,21), 여러 기관에서

이와 같이 수술 전, 종양 선택적인 동맥에 항암제를 투여

하는 치료를 시도하였다. 본원에서도 수술 전 cisplatin 동

맥내 주입과 adriamycin 계속 정주에 의한 항암약물 치료

를 시행하여, 국소종양 조절효과의 증대로 인해 높은 사

지보존율을 유도할 수 있었고, 반응군, 비반응군의 3년 무

병생존율은 각각 60%, 40% (p=0.21), 전체 생존율은 각각

85%, 78% (p=0.52)이었음을 보고한 바 있다(8).

골육종의 재발은 폐가 가장 흔하고, 그 외에도 국소재

발, 뇌, 골로의 전이가 있으며 본원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일부 문헌에서는 골육종 치료에 항암보조요법 도

입 후 폐전이의 수는 적어지고, 폐 이외의 다른 기관으로

의 전이는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12). 하지만 본 연구 결과는, 아직도 폐전이가 재발의 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치료 후 폐

전이의 경우, 외과적 수술(metastasectomy) 후 항암보조요

법을 시행하는 것이 표준치료로 되어있으며 수술 전 항암

보조요법의 유용성은 현재 논란 중이다(12). 본원에서는

재발한 환자 22명 중, 10명은 폐와 국소재발에 대한 수술

과 보조항암치료를 하였으며, 나머지 9명은 구제항암요법

을 시행하였고, 그 중 2명은 항암치료 후 전이부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비록 예가 많지 않아 통계학적 검증은 시행

할 수 없었으나, 폐전이수술 후 항암치료한 환자들이, 항

암치료 및 치료를 거부한 환자군에 비해 생존기간의 향상

을 관찰할 수 있었다(중앙생존기간 각각 26, 12, 5개월).

또한, 재발된 환자에서의 재발까지의 시간을 조사하였는

데 대부분의 환자에서 24개월 이내에 재발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치료종결 후 2년 동안은 흉곽

X-ray 및 전산화 촬영 등의 검사를 집중적으로 시행하여

재발을 조기에 발견하여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함을 시사하고 있다.

골육종의 예후인자로서 수술 전 항암치료 후의 병리학

적 조직괴사정도가 중요한 인자임은, Rosen등이 보고한

후, 많은 문헌에서 보고하고 있다(10,14,15). 또한 MTX의

혈중농도가 예후인자로 작용한다는 보고가 있다(15). 본

연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진단당시 ALP 만이 독립적

예후인자로 확인되었고 수술 전 항암치료 후의 조직학적

반응정도는 예후인자로서 borderline significance를 보였다.

본 연구결과로는 수술 전 항암치료 후의 조직학적 반응정

도가 국소조절의 효과만을 반영하는지, 아니면 충분한 전

신 재발의 억제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기에는 부족하다.

하지만 수술 후 괴사정도가 만족할 만하더라도 규칙적인

추적관찰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있다.

재발 또는 전이성 골육종의 예후는 좋지 않아, 폐전이

만이 있는 경우 수술단독요법 후 5년 생존율은 23∼50%

로 보고되고 있으며, 골전이시에는 4년 생존율이 0%로 보

고되어 있다(13,22). 이러한 환자들에 대한 항암치료의 효

과는 입증되지 않고 있는데, 특히 이미 다양한 약제에 의

한 적극적 치료를 받았던 환자에서의 생존율은 크게 향상

되지 않았다(23). 최근, 이들 환자들에서 고용량 MTX(16)

와 함께 단독요법시 반응율이 67%로 보고된 ifosfamide

(24) 및 etoposide의 복합요법의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17). 골육종에서의 etoposide 단독사용은 반응률이 그리

높지 않으나, Bacci등에 의해 ifosfamide와 etoposide의 복합

요법이 구제 항암치료에서 효과가 입증된 후, 비혈액학적

독성이 중복되지 않는 이유로 인해 많이 사용되었다. 이

러한 약제들의 특성과 이들 약제들이 재발한 환자들의 일

차 치료에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항성이 없을 것이라

는 가정하에, 본 연구에서는 구제 항암요법으로 HDMTX,

ifosfamide, etoposide를 사용하였다. 예상대로 IMVP-16 치

료군에서 AP군에 비하여 부작용은 경하여 환자들이 비교

적 잘 치료를 이겨내었으나 치료 효과의 지속 기간은 만

족할 만 하지 않았다. 또한 재차 재발한 후에는 더 이상

사용할 약제가 부족한 상태로, 향후 새로운 약제 및 약제

조합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결 론

골육종 환자에서 동맥내 cisplatin 투여와 adriamycin 정

주를 이용하여 향상된 국소종양 조절효과 및 사지보존율

을 유도할 수 있었고 5년 무병생존율 및 5년 생존율은 다

른 문헌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전체의 절반

(51.2%)에서 재발을 보였으며, 대부분 2년 내에 폐로 전이

하는 경향을 보였다. 치료 전 ALP는 재발의 중요한 예후

인자였고 재발 후의 수술(metastasectomy)은 재발 후의 생

존율에 중요한 인자로 작용함을 관찰하였다.

참 고 문 헌

1. Cortes EP, Holland JF, Wang JJ. Amputation and adriamycin
in primary osteosarcoma. N Eng J Med 1974;291:998-1000.

2. Jaffe N, Frei E, Traggis D. Adjuvent methotrexate and citro-
vorum factor treatment of osteogenic sarcoma. N Eng J Med
1974;291:994-997.

3. Link MP, Goorin AM, Miser AW, Green AA, Pratt CB,
Belasco JB, Melpas JS, Baker AR, Kirkpatrick JA, Ayala AG,
Shuster JJ, Abelson HT, Simone JV, Vietti TJ. The effect of
adjuvent chemotherapy on relapse-free survival in patients
with osteosarcoma of the extremity. N Engl J Med 1986;314:
1600-1606.



526 Cancer Resea rch and Treatme nt 2001;33(6)

4. Rosen G, Murphy ML, Huvos AG, et al. Chemotherapy, en
bloc resection and prosthetic bone replacement in the treatment
of osteogenic sarcoma. Cancer 1976;37:1-11.

5. Bacci G, Picci P, Ruggieri P, Mercuri M, Avella M, Capanna
R, Prever AB, Manfrini M, Gherlinzoni F, Padovani G,
Leonessa C, Biagini R, Ferraro A, Ferruzzi A, Cazzola A,
Manfrini M, Campanacci M. Primary chemotherapy and de-
layed surgery (neoadjuvent chemotherapy) for osteosarcoma of
the extremities; The instituto Rizzoli experience in 127 patients
treated preoperatively with intravenous methotrexate (high
versus moderate doses) and intra-arterial cisplatin. Cancer
1990;65:2539-2553.

6. Jaffe N, Robertson R, Ayala A. Comparison of intraarterial
cis-diamminedichloro-platinum II with high dose methotrexate
in the treatment of primary osteosarcoma. J Clin Oncol 1985;
3:1101-1104.

7. Rosen G, Caparros B, Huvos AG, Kosloff C, Nirenberg A,
Cacavio A, Marcove RC, Lane JM, Mehta B, Urban C. Pre-
operative chemotherapy for osteogenic sarcoma: Selection of
postoperative adjuvent chemotherapy based on the response of
the primary tumor to predictive chemotherapy. Cancer 1982;
49:1221-1240.

8. Rha SY, Gong SJ, Chung HC, Shim KY, Ahn JB, Yoo NC,
Chung HC, Kim JH, Roh JK, Min JS, Kim BS, Shin KH,
Yang WI, Lee CI. The efficacy of pre-operative chemotherapy
with intra-arterial cisplatin and intravenous adriamycin for
high grade osteosarcoma. J Korean Cancer Assoc 1999;31:134-
143.

9. Enneking WF, Spanier SS, Goodman MA. A system for the
surgical staging of musculoskeletal sarcoma. Clin Orthop 1980;
153:106-120.

10. Picci P, Sangiorgi L, Rougraff BT, Neff JR, Casadei R,
Campanacci M. Relationship of chemotherapy-induced necro-
sis and surgical margins to local recurrence in osteosarcoma.
J Clin Oncol 1994;12:2699-2705.

11. Souhami RL, Craft AW, Eijkin JW, Nooij M, Spooner D,
Bramwell V, Wierzbicki R, Malcolm AJ, Kirkpatrick A,
Uscinska BM, Glabbeke MV, Machin D. Randomized trial of
two regimens of chemotherapy in operable osteosarcoma: a
study of the European Osteosarcoma Intergroup. Lancet 1997;
350:911-918.

12. Bruland OS, Pihl A. On the current management of osteo-
sarcoma: A critical evaluation and a proposal for a modified
treatment strategy. Eur J Cancer 1997;33:1725-1731.

13. Bacci G, Mercuri M, Briccoli A, Ferrari S, Bertoni F, Donati
D, Monti C, Zanoni A, Forni C, Manfrini M. Osteogenic
sarcoma of the extremity with detectable lung metastses at
presentation; Results of Treatment of 23 patients with che-
motherapy followed by simultaneous resection of primary and
metastatic lesions. Cancer 1997;79:245-254.

14. Meyers PA, Gorlick R, Heller G, Casper E, Lane J, Huvos
AG, Healey JH. Intensification of preoperative chemotherapy

for osteogenic sarcoma: Results of the Memorial Sloan-
Kettering (T12) Protocol. J Clin Oncol 1998;16:2452-2458.

15. Bacci G, Ferrari S, Delepine N, Bertoni F, Picci P, Mercuri
M, Bacchini P, Bracchini A, Prever AB, Tienghi A, Com-
andone A, Campanacci M. Predictive factors of histologic
response to primary chemotherapy in osteosarcoma of the
extremity: Study of 272 patients preoperatively treated with
high-dose methotrexate, doxorubicin, and cisplatin. J Clin
Oncol 1998;16:658-663.

16. Michelagnoli MP, Lewis IJ, Gattamaneni HR, Bailey CC,
Lashford LS. Ifosfamide/etoposide alternating with high-dose
methotrexate: evaluation of a chemotherapy regimen for poor-
risk osteosarcoma. Br J Cancer 1999;79:1174-1178.

17. Yun YS, Roh JK, Chung HC, Cho JY, Shin KH, Hahn SB,
Kim BS, Park JO, Gong SJ, Rha SY, Yoo NC, Kim JH, Min
JS, Kim BS. Effect of combined modality treatment and
clinical significance of p-glycoprotein overexpression in pa-
tients with osteosarcoma. J Korean Cancer Assoc 1996;28:
1104-1116.

18. Bacci G, Ferrari S, Mercuri M, Longhi A, Capanna R, Tienghi
A, Brach A, Comandone A, Cesari M, Bernini G, Picci P.
Neoadjuvent chemotherapy for extremity osteosarcoma. Acta
Oncologica 1998;37:41-48.

19. Fuchs N, Bielack S, Epler D, Bieling P, Delling G, Korholz
D, Graf N, Heise U, Jurgens H, Kotz R, Salzer M, Weinel
P, Werner M. The Co-operative Osteosarcoma Study Group
COSS. Long-term results of the co-operative German-Austrian-
Swiss osteosarcoma study group's protocol COSS-86 of in-
tensive multidrug chemotherapy and surgery for osteosarcoma
of the limbs. Ann Oncol 1998;9:893-899.

20. Jaffe N, Knapp J, Chuang VP, Wallace S, Ayala A, Murray
J, Cangir A, Wang A, Benjamin RS. Osteosarcoma: intra-
arterial treatment of the primary tumor with cis-diammine-
dichloroplatinum II (CDP). Angiographic, Pathologic and Phar-
macologic Studies. Cancer 1983;51:402-407.

21. Oosterhuis JW, Suurmeyer AJ, Sleyfer DT, Koops HS, Oldhoff
J, Fleuren G. Effects of multiple-drug chemotherapy (cis-
diammine-dichloroplatinium, bleomycin, and vinblastin) on the
maturation of retroperitoneal lymph node metastases of non-
seminomatous germ cell tumors of the testis. Cancer 1983;
51:408-416.

22. Ward W, Mikaelian K, Dorey F, Mirra J, Sassoon A, Holmes
EC, Eilber FR, Eckardt JJ. Pulmonary metastasis of stage IIB
extremity osteosarcoma and subsequent pulmonary metastasis.
J Clin Oncol 1994;12:1849-1858.

23. Cassano W, John GP, Dickson N. Etoposide, cyclophospha-
mide, cisplatin and doxorubicin as neoadjuvent chemotherapy
for osteosarcoma. Cancer 1991;68:1899-1902.

24. Chawla SP, Rosen G, Lowenbraun S, Morton D, Eilber F. Role
of high dose ifosfamide in recurrent osteosarcoma. Proc Am
Soc Clin Oncol 1990;9:A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