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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진행성 위암에서 paclitaxel과  

지속 점적 주입법의 5-fluorouracil, 

저용량 leucovorin 병용 요법의 

제 2 상 임상연구 

 

  진행성 위암에서 표준 항암약물 병용 요법제제는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다. 본 2 상 연구에서는 진행성 위암을 대상으로 paclitaxel

과 지속 점적 주입법의 5-fluorouracil과 저용량 leucovorin 병용 

용법의 효능과 안전성을 조사하였다.  

  환자들은 175 mg/m2의 paclitaxel을 3시간 동안 정맥주입 받은 

후 leucovorin 20 mg/m2과 24시간 지속 점적 주입 5-fluorouracil 

1000 mg/m2을 3 일간 투여 받았다. 항암 약물치료는 3주 간격으로 

시행하였고 환자의 치료거부나 수용하지 못할 이상반응, 질병의 진

행이 관찰되지 않는 한 12 주기까지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일차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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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진행 정지 기간이었으며, 종양의 반응평가는 Response 

Evaluation Criteria In Solid Tumor 기준을 따랐고 안전성은 

National Cancer Institute Common Toxicity Criteria 에 따라 평가

하였다. 

  총 60 명의 환자가 등록되었으며 투여 약제의 상대용량강도는 

0.91 (범위, 0.64-1.00) 이었다. 진행 정지 기간은 중앙값 13.1 주 

(95% 범위, 4.7 – 21.5 주) 이었고 평가가 가능한 56 명에서의 반

응률은 31.7%이었으며 반응 지속 기간은 28.3 주 (95% 범위, 4.7 

– 72.9 주) 이었다. 이전 항암 약물요법 유무에 따른 진행 정지 기

간은 항암 약물요법을 받은 적이 없던 군에서 19.7 주 (95% 범위, 

10.5 – 28.9 주), 이전에 항암 약물요법을 받은 경우는 10.7 주 

(95% 범위, 7.0 – 14.4 주)이었다. 환자의 전체 생존 기간은 60.1 

주 (95% 범위, 43.5 – 76.8 주)로 1년 생존율은 45% 이었다. 가장 

흔한 3 – 4 등급의 부작용은 호중구 감소증이었으며 61.7%의 환자

에서 나타났고, 비 혈액학적 부작용은 경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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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시행한 paclitaxel, 5-FU, leucovorin의 

병용요법은 기존의 병용요법과 유사한 효능을 보이며 환자들의 치

료 순응도가 높고 혈액학적 부작용이 적어 진행성 위암 치료에서  

선택 가능한 하나의 항암 병용요법제제로 고려할 수 있다. 

 

핵심되는 말:진행성 위암, paclitaxel, 5-fluorouracil 지속 점적 주입 

           법, 2상 임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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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성 위암에서 paclitaxel과 지속 점적 주입법의  

5-fluorouracil, 저용량 leucovorin 병용 요법의  

제 2 상 임상연구 

    

<지도교수 정정정정    현현현현    철철철철>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임임임임    종종종종    근근근근    

    

ⅠⅠⅠⅠ. . . . 서서서서    론론론론    

 

  위암은 전세계 암사망의 2 위를 차지하고 있고 아시아 국가에서

는 발생에 있어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국소성 위암은 외과적 절제

가 주된 치료법이지만, 전이, 또는 수술 후 재발한 환자들은 예후가 

불량하여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중앙생존기간은 대략 3 - 4 개월 

전후이다1. 

  진행성 위암에서 항암약물요법은 환자의 생존기간과 삶의 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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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어 그간 여러 약제들이 광범위하게 

연구되어 왔다. 단일 항암제의 반응률은 15 - 20% 내외이고2, 5-

fluorouracil (5-FU), etoposide, doxorubicin, cisplatin을 이용한 병

용약물요법이 전통적으로 임상에서 쓰여 왔으나 미미한 생존율의 

향상에 비해 심한 부작용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3-5. 따라서 현재 

진행성 위암에서는 부작용이 낮으면서 보다 효과가 우수한 병용약

물요법을 찾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진행성 대장암에서 leucovorin (LV)과 5-FU 병용요법의 효과가 

알려져 있으나 최적의 투여 용량과 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 

5-FU와 저용량 leucovorin을 4주 간격으로 정주하는 Mayo 요법과 

고용량 LV을 사용하는 매주 요법인 Roswell Park 요법이 

대표적이지만, 5-FU을 장기간 지속 점적 주입하는 것이 일시 

주입하는 것에 비해 높은 반응률과 낮은 혈액학적 독성을 보였다6. 

여러 연구들을 통해 세포내의 환원형 엽산의 농도가 높을 때 5-

FU의 항암작용이 증대됨이 밝혀졌는데7,8,9,10,11,12 LV과 5-FU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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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용함에 있어 LV을 저용량 사용하는 것과 고용량을 사용하는 것의 

치료성적의 차이는 없었다13,14. 직장, 대장암에서 LV과 함께 지속 

점적 주입법의 5-FU를 병용함이 표준치료로 시행되어왔고 이러한 

방법은 독성이 적은 관계로 주로 고식적 치료에 사용되었다15,16. 

위암에서도 5-FU는 병용 약물요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17,18. 위암에서 5-FU를 일시 주사시 13 - 20%의 반응률을 

나타내었고 지속 점적 주입시 18 - 26%의 반응률을 나타내었다15,19-22. 

이들 2가지 방법을 직접 비교하는 본격적인 연구는 없지만 

골수억제와 설사가 적은 것과의 연관성 등에 기초해서 진행성 

위암에서도 지속 점적 주입법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기존의 항암 요법제에 효과가 있는 새로운 약물을 병용하려는 노

력도 진행 중이며, 그 중 taxane계열은 유망한 후보 약제이다. 

Docetaxel은 단일제제로 사용되었을 경우 17~24% 의 반응률을 보

이고 병용 요법 시에는 반응률이 59~71% 까지 향상된다3,17. 

Cisplatin-epirubicin-5-FU-leucovorin (PELF) 후에 docetaxel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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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사용한 경우에도 효능의 향상이 보고되었으며23,24 전임상 연

구에 의하면 5-FU와 docetaxel을 병용하는 경우 상승작용이 보고

되었다25-27. 특히 정 등의 연구에 의하면 docetaxel을 지속 점적 주

입법의 5-FU와 LV과 함께 병용한 경우 25.7%의 반응률을 보였지

만 혈액학적 독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28.  

  Taxane 계열 중 paclitaxel은 미세소관 (microtubule)을 안정화

시키고 변환 과정을 방해하여 세포 분열을 억제함으로써 암 세포의 

증식을 막는데29 시험관내에서 위암을 포함한 여러 종양 세포주에서 

항암작용을 나타내었다30,31. Paclitaxel은 위암환자에서 단일 요법제

로 사용되었을 경우 17%의 반응률을 보이고32, 5-FU와 병용하였을 

경우 반응률은 15 - 50%였고 독성은 심하지 않았다33,34. Paclitaxel

의 용량과 주입 시간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paclitaxel을 3시간 정맥 주입하는 것과 24시간 정맥 주입하는 것은 

효능과 안정성에 차이가 없었다35,36. 또한 175 mg/m2 과 135 

mg/m2 의 용량을 비교시에 175 mg/m2 군이 효능면에서 우수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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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175 mg/m2 이상으로 증량하는 것은 더 우월한 효과가 입증되

지 않았다36. 

  위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진행성 위암에서 paclitaxel과 지속 

점적 주입법의 5-FU과 저용량 LV 병용 투여의 효능과 안전성을 

평가하고자 했다. 본 연구의 1차 목표는 진행 정지 기간 (time to 

progression) 이었으며 2차 목표는 반응까지의 기간 (time to 

response), 반응률 (response rate), 반응 지속 기간 (response 

duration), 이상 반응, 1년 생존률, 치료 실패까지의 기간 (time to 

treatment failure)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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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Ⅱ. . . . 연구연구연구연구    방법방법방법방법    

 

1. 대상환자 

  본 연구는 단일 기관 제 2 상 임상연구로 계획되었다. 환자의 선

정기준은 1) 조직학적으로 전이성 위암이나 재발된 위암으로 확진

된 2) 18 세 이상 70 세 이하 환자로, 3)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Eastern Cooperative Oncology Group (ECOG) 기준으로 2 이하이

며 4) 계측이 가능하거나 평가가 가능한 병변을 가지고 있고, 5) 이

전에 항암약물요법을 받지 않았거나, 보조 항암약물요법을 받은 경

우에는 보조항암치료 후 6개월이 경과된 상태로, 본 연구의 약제가 

1차 혹은 2차 약제로 투여되는 경우로 한정하였고, 6) 예상 여명은 

3개월 이상이 되며, 7) 적절한 골수기능과 신장기능, 간기능 등이 

확인된 경우로 하였다 (중성구 ≥ 1,500개/㎕, 혈소판 ≥ 100,000개

/㎕, 혈청 크레아티닌 ≤ 1.5mg/dl, 총 빌리루빈 ≤ 정상 상한치 2.5

배, 혈청 트렌스아미나제 ≤ 정상 상한치 2.5배). 제외기준은 1)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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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히 치료받은 국소성 자궁경부암과 피부암을 제외한 다른 종류의 

암을 함께 동반하고 있는 환자와 2) NCI-CTC 2 도 이상의 말초신

경병증이 있는 경우, 3) 뇌 전이가 있는 경우, 4) 다른 조절되지 않

는 만성 질환이 동반된 경우로 하였다. 

 

 

 

2. 치료계획 

  항암제 투여는 아래의 계획대로 진행하였다. 첫째 날 (D1) 과민반

응에 대한 예방 목적으로 덱사메타손 20 mg, 디펜하드라민 25 mg, 

시메티딘 300 mg을 paclitaxel 투여 30 분 전에 투여하였고 175 

mg/m2의 paclitaxel을 3시간에 걸쳐서 정맥주입하였다. 이어서 3일

간 (D1-3) 20 mg/m2의 LV을 정맥 주입한 후 1000 mg/m2의 5-

FU를 24시간에 걸쳐서 지속 점적 주입하였다. 치료는 3 주 간격으

로 반복하였으며, 병의 진행을 보인 경우나 환자가 동의를 철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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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수용치 못할 독성이 나타나는 경우를 제외하곤 최대 12 주기

까지 시행하였다 (Figure 1). 

  다음 번 치료의 예정일에 독성에서 회복되지 못한 경우는 (절대 

호중구 ≤ 1,500 개/㎕, 혈소판 ≤ 100,000개/㎕) 치료를 연기 하였

고 치료 기준을 충족 시키기까지 관찰하였다. 반면 용량의 조절은 

시행하지 않았다. 과립 세포군 촉진인자(G-CSF)는 예방적으로 투여

하지는 않았으며 추후 혈액검사상 절대 호중성 백혈구가 500개/㎕ 

미만이면 투여하기 시작해서 10,000개/㎕ 이상이 확인 될 때까지 

투여하였다.  

 

 

 

3. 환자평가 

  각 환자는 기초 평가로 연구 등록 2주 이내에 병력 문진과 신체

검사를 시행하였고 ECOG 수행능력 평가를 시행하였으며 전혈구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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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일반 화학 검사, 종양 표지자 검사를 포함하는 혈액검사를 시행

하였고 뇨 검사, 심전도 검사와 종양측정을 위한 전산화 단층촬영 

(CT scan)을 시행하였다. 치료 중에 환자는 1주일마다 전혈구 검사

와 일반화학 검사를 시행하였고 각 치료주기 전에 신체검사, ECOG 

수행능력 평가, 종양표지자 검사가 시행되었다. 치료에 대한 반응평

가는 Response Evaluation Criteria In Solid Tumor (RECIST) 기준

을 따라서 2주기 마다 시행하였다. 환자는 최소한 2주기의 치료를 

받은 경우에 반응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2주기 

치료 이전에라도 임상적으로나 영상 검사상으로 진행한 소견이 있

을 때는 진행으로 평가하였다. 반응이 있을 때는 2주기 (6주) 뒤에 

영상검사를 통해 반응을 확정하였다.... 한번이라도 항암제를 투여 받

은 환자는 이상반응에 대한 평가를 하였고 NCI-CTC (version 2.0) 

기준에 따라 매주기마다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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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reatment schedule   

첫째 날 덱사메타손 20 mg, 디펜하드라민 25 mg, 시메티딘 300 mg을 paclitaxel 투여 30 

분 전에 투여하였고 175 mg/m
2의 paclitaxel을 3시간에 걸쳐서 정맥주입하였음. 이어서 3일

간 20 mg/m
2의 LV을 정맥 주입한 후 1000 mg/m

2의 5-FU를 24시간에 걸쳐서 지속 점적 

주입하였고 치료는 3 주 간격으로 반복하였으며, 병의 진행을 보인 경우나 환자가 동의를 철

회한 경우, 수용치 못할 독성이 나타나는 경우를 제외하곤 최대 12 주기까지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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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계적 고려와 정의 

  본 연구에 필요한 표본수 산정을 위해서 Simon's optimal two-

stage 방법을 이용하였다 치료군의 반응률이 20% 미만인 경우 효

과가 없는 것으로 판정하고 (H0 = 0.2), 40% 이상인 경우 효과가 

있다고 판정할 때 (H1 = 0.4), α=0.05, β=0.1로 초기 19명 중 5명 

이상의 반응이 있어 다음 단계로 넘어갔고 총 54 명의 환자가 필요

하였으며 탈락율을 10%로 가정하였을 때 본 연구에 필요한 환자는 

60명이었다. 

  환자의 생존기간 평가는 진행 정지 기간, 반응까지의 기간, 반응 

지속 기간, 전체 생존 기간에 따라 평가하였다. 진행 정지 기간은 

치료 시작 시점부터 암의 진행이나 어떠한 원인으로 인한 사망이 

발생하는 시점까지로 정의하였고 반응까지의 기간은 치료 시작 시

점부터 처음 종양 반응이 확인된 시점으로, 반응 지속 기간은 처음 

반응이 확인된 시점부터 질병이 진행하거나 사망하게 되는 시점까

지로 정의하였다. 전체 생존 기간은 치료 시작 시점부터 사망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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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시점이나 마지막 추적관찰이 시행된 시점까지로 정의하였다. 

치료 실패 까지의 기간은 치료 시작 시점부터 질병이 진행하거나 

사망하거나 혹은 환자가 동의를 철회하여 치료를 중단하는 시점까

지로 정의하였다. 이중 진행 정지 기간과 전체 생존 기간은 이전에 

항암치료를 받은 환자가 대상환자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전 항암

제 노출 여부에 따라 환자군을 나누어 별도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통계적 분석을 위해 SPSS (version 12.0)를 사용하였고 생

존기간 평가는 Kaplan Meier 방법과 log-rank test, 다변량분석으

로 Cox’s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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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Ⅲ. . . . 결결결결    과과과과    

 

1. 환자의 특징 

  2003 년 8 월부터 2005 년 4월까지 총 60 명의 환자가 본 

연구에 등록되었고 평가가 가능한 환자는 56 명이었다. 평가 

가능하지 않는 4 명은 1 주기 진행 후 본원에서 더 이상의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들로, 이 중 2 명은 타병원으로 전원하였고 2명은 

자의로 치료를 중단하였다. 측정 가능한 병변이 있는 환자는 50 명 

이었다. 남녀의 성비는 36:24, 연령은 중앙값 52 세 (범위, 24 - 

69) 이었고 ECOG 수행능력 정도는 2가 가장 많았다 (33 명, 55%). 

조직학적으로는 저분화형 (poorly differentiated)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인환세포형 (signet ring cell carcinoma) 순이었다. 위 

절제술을 받은 환자는 32 명 (51.7%)이었고 절제술을 받지 않았던 

환자는 28 명 이었다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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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atient characteristics 

....    

Total enrolled patients   60 

Evaluable patients   56 

Measurable patients   50 

   

Sex, n ( % )  Male 36  ( 60.0 ) 

 Female  24  ( 40.0 ) 

Age  Median (range)  52 (24 – 69) 

ECOG, n (%) 0  1  (  1.7 ) 

 1 26  ( 43.3 ) 

 2 33  ( 55.0 ) 

Histology, n (%)  Well-moderately differentiated  11  ( 18.3 ) 

 Poorly differentiated  30  ( 50.0 )  

 Signet ring cell  13  ( 21.7 )  

 Mucinous   1  (  1.7 ) 

 Undetermined  5  (  8.3 ) 

Previous operation, n (%)  Gastrectomy  32  ( 51.7 ) 

 No gastrectomy  28  ( 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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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이 병변의 위치는 가장 많은 곳이 복강내 림프절이었다. 그 

다음으로 간, 위장의 종괴, 경부 림프절 병변 순이었다. 등록 당시 

환자당 병변의 수는 2 개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43.3%) 1 개의 

병변이 있던 환자는 33.3% 이었으며 4 개 이상의 병변이 있던 

환자는 5%이었다 (Table 2). 

 

Table 2. Characteristics of metastatic lesions 

    

Disease site  Abdominal lymph node 33 

 Peritoneum/ascites 33 

 Liver 12 

 Cervical lymph node 8 

 Ovary 5 

 Pelvis 4 

 Abdominal wall 4 

 Pancreas 3 

 Lung 2 

 Adrenal 1 

No. of sites per patient    

 1 20 (33.3) 

 2 26 (43.3) 

 3 11 (18.3) 

 ≥4 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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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의 이전 항암약물요법의 노출정도를 분석하면, 1차 약제로 

투여되었던 환자는 37 명(61.7%)이었고 이 중에 이전에 항암약물에 

전혀 노출되지 않았던 환자는 24 명으로 전체의 40%였다 (Table 

3). 

 

 

 

Table 3. Chemotherapy status 

    

Chemotherapy status, n (%)  1st line  37 ( 61.7 ) 

    Chemonaive  24 ( 40.0 ) 

    Prior exposure (1 regimen) 13 ( 21.7 ) 

 2nd line  23 ( 3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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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료요약과 용량강도 

  총 투여된 치료주기는 280 주기였으며 이상반응 등의 이유로 

연기된 치료주기는 50 주기였다. 전체환자에서 투여주기 중앙값은 

4 주기 (범위, 1 – 12 주기)이었다. 용량 강도는 5-FU가 913 

mg/m2/week (범위, 640 - 1,000 mg/m2/week)이었고 paclitaxel은 

53.2 mg/m2/week (범위 37.3 - 58.3 mg/m2/week)로 상대 

용량강도는 두 약제 모두 0.91이었다. 치료의 진행에 따른 G-

CSF의 투여와 상대 용량강도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G-CSF의 총 

투여 회수는 438회이었고 1주기당 투여 회수는 평균 1.5 회 이었다. 

치료가 진행됨에 따라 환자의 수는 감소했지만 G-CSF의 투여 

횟수는 큰 변화가 없었고 상대 용량강도는 마지막 12 번째 주기를 

제외하고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Table 4 & Figur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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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G-CSF support and relative dose intensity 

        

Cycle( patients ) No. of  G-CSF injection 
median ( range ) 

Relative D.I. (range) 

1   ( 60 ) 3  ( 1– 10) 1 

2   ( 51 ) 1  ( 0 – 6 )  0.88  ( 0.55 – 1.0 ) 
3   ( 36 ) 1  ( 0 – 7 ) 0.88  ( 0.64 – 1.0 ) 
4   ( 32 ) 1  ( 0 – 7 ) 0.91  ( 0.64 – 1.0 ) 
5   ( 29 ) 1  ( 0 – 4 ) 0.88  ( 0.35 – 1.0 ) 
6   ( 28 ) 1  ( 0 – 3 ) 0.91  ( 0.51 – 1.0 ) 
7   ( 13 ) 1  ( 0 – 3 )  0.95  ( 0.40 – 1.0 ) 
8   ( 12 ) 1  ( 0 – 2 ) 0.91  ( 0.62 – 1.0 ) 
9   (  4 ) 0.5 ( 0 – 1) 1.0   ( 0.49 – 1.0 ) 
10  (  4 ) 0.5 ( 0 – 1) 0.75  ( 0.54 – 1.0 ) 
11  (  3 ) 0   0.91  ( 0.91 – 1.0 ) 
12  (  3 ) 0 0.49  ( 0.38 – 1.0 ) 

G-CSF = filgrastim 250 ㎍/ injection.; D.I. = dose int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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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ycles and relative dose intensity 

G-CSF의 총 투여 회수는 438회, 1주기당 투여 회수는 평균 1.5 회였음. 치료가 진행됨에 

따라 G-CSF의 투여 횟수는 큰 변화가 없었음. 상대 용량강도는 마지막 12 번째 주기를 

제외하고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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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효 능 

  추적관찰기간은 52.5 주 (범위, 4.3 - 105.9 주) 이었으며 

추적관찰률은 98.3% 이었다. 2006년 3월 31일까지 생존해 있는 

사람은 전체 등록환자 중 16 명 이었으며 병의 진행이 확인된 

사람은 53 명 이었고 1 명은 추적관찰을 통해 생존과 병의 

진행여부가 확인 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1차 연구 목표인 진행정지기간은 전체 환자의 경우 

중앙값이 13.1 주 (범위, 4.7 – 21.5 주)였다. 이전 항암제 노출 

정도에 따른 진행정지기간을 비교하면 이전에 항암제에 노출된 

적이 없는 A 군과 수술 후 보조 항암약물요법을 받고 나서 

재발해서 본 연구약제를 1차 치료로 투여 받는 B 군, 그리고 2차 

약제로 투여 받는 C 군에서 진행정지기간은 각각 A 군이 19.7 주 

(95% 범위, 10.1 – 29.3 주), B군은 12.9 주 (95% 범위, 1.7 – 

24.1 주) C군은 11.7주 (95% 범위, 7.9 – 15.5 주)로 통계학적인 

차이는 없었다 (Group A vs. B, P=0.44; Group A vs.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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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23)(Figure 4). A 군과 한번이라도 항암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군 (B+C군) 사이의 진행정지기간의 차이를 비교하였을 때 A 군은 

19.7주 (범위, 10.5 – 28.9 주) B+C 군은 10.7 주 (범위, 7.0 – 14.4 

주)로서 두 군 간에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 (p= 0.2310) (Figur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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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Overall survival and progression free sur vival curves 

진행정지기간은 전체 환자의 경우 중앙값이 13.1 주 (범위, 4.7 – 21.5 주) 전체생존기간은 

60.1 주 (범위, 43.6 – 76.8 주) 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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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A          19.7 (10.1 – 29.3 )

Group B          12.9 (1.7 – 24.1 )

Group C          11.7 (7.9 – 15.5 )

Median TTP   median week ( 95% C.I.)

    

    

Figure 4. Progression free survival curves of Group  A, B and C  

이전에 항암제에 노출된 적이 없는 A 군과 수술 후 보조 항암약물요법을 받고 나서 

재발해서 본 연구약제를 1차 치료로 투여 받는 B 군, 그리고 2차 약제로 투여 받는 C 

군에서 진행정지기간은 각각 A 군이 19.7 주 (95% 범위, 10.1 – 29.3 주), B군은 12.9 주 

(95% 범위, 1.7 – 24.1 주) C군은 11.7주 (95% 범위, 7.9 – 15.5 주)로 통계학적인 차이는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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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n TTP   median week ( 95% C.I.)

Group A          19.7 (10.1 – 29.3 )

Group B+C     10.7 (  7.0 – 14.4 )

P=0.2310

 

 

Figure 5. Progression free survival curves of Group  A and Group 

B+C 

A 군과 한번이라도 항암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군 (B+C군) 사이의 진행정지기간의 차이를 

비교하면 A 군은 19.7주 (범위, 10.5 – 28.9 주) B+C 군은 10.7 주 (범위, 7.0 – 14.4 

주)로서 두 군 간에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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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생존기간은 60.1 주 (범위, 43.6 – 76.8 주) 였고 1년 

생존률은 54%였다 (Figure 3). 전체생존기간을 또한 A, B, C군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을 때, A군은 69.0 주 (95% 범위, 46.2 – 91.8), 

B군은 30.7 주 (95% 범위, 0.5 – 60.9), C 군은 55.0 주 (95% 

범위, 27.8 – 82.2) 이었고 1년 생존율은 A군에서 B 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p= 0.027) (Figure 6). 또한 전체생존기간을 

A 군과 B+C 군으로 나누어 비교시 A 군은 69.0 주 (95% 범위, 

46.2 – 91.8 주), B+C 군은 45.7 주 (95% 범위, 24.6 – 66.8 

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p=0.4133) (Figur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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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A          69.0 ( 46.2  – 91.8 )

Group B          30.7 (  0.5   – 60.9 )

Group C          55.0 ( 27.8  – 82.2 )

Median OS  median week ( 95% C.I.)

    

    

Figure 6. Overall survival curves of Group A, B and  C 

전체생존기간을 A, B, C군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을 때, A군은 69.0 주 (95% 범위, 46.2 – 

91.8), B군은 30.7 주 (95% 범위, 0.5 – 60.9), C 군은 55.0 주 (95% 범위, 27.8 – 82.2) 

이었고 1년 생존율은 A군에서 B 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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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A          69.0 (46.2 – 91.8 )

Group B+C     45.7 ( 24.6 – 66.8)

P=0.4133

Median OS  median week ( 95% C.I.)

 

 

Figure 7. Overall survival curves of Group A and Gr oup B+C 

전체생존기간을 A 군과 B+C 군으로 나누어 비교시 A 군은 69.0 주 (95% 범위, 46.2 – 

91.8 주), B+C 군은 45.7 주 (95% 범위, 24.6 – 66.8 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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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후 인자를 알아보기 위해 가능성 있는 예후 인자를 일도량 

분석시 반응을 보였던 군과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군 간에는 진행 

정지 기간에 차이를 보였으나 (p < 0.005) 전체 생존 기간에는 

차이가 없었다(p=0.061) (Figure 8, Table 5). 다변량 분석을 통하여 

진행 정지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예후 인자를 분석하였을 때 

조직형(P=0.037, 95% 범위 1.05 – 5.27)과 반응 유무 (p<0.005, 

95% 범위 0.10 – 0.41) 가 진행 정지 기간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체 생존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예후 인자도 조직형 

(p=0.05, 95% 범위 1.01 – 5.96)과 반응 유무였다 (p=0.03, 95% 

범위 0.22 – 0.94) (Table 5). 

 

 

 

 

 

 

 

 

 

 



 ２８ 

Table 5. Prognostic factors influencing progression  free survival 

and overall survival 

 

 Progression-free survival Overall survival 

 Univaria

te 

Multivariate  Univariate  Multivariate  

 P-value  P-value  

(95%,C.I.) 

P-value  P-value  

(95%,C.I.) 

Age 0.016 NS 0.089 NS 

Gender 0.601 NS 0.375 NS 

ECOG 

 ( 0,1  vs.  2) 

0.605 NS 0.102 NS 

Histology 

 ( well – moderate 

  vs.  others) 

0.166 0.037 

(1.05 – 5.27) 

0.092 0.05 

(1.01 – 5.96) 

Previous chemotherapy  0.230 NS 0.413 NS 

Response < 0.005 < 0.005 

(0.10 – 0.41) 

0.061 0.03 

(0.22 – 0.94) 

Palliative surgery 0.488 NS 0.277 NS 

Relative dose intensity 

(< 0.91  vs.  ≥ 0.91 ) 

0.144 NS 0.808 NS 

NS=not significant. 

예후 인자를 일도량 분석시 반응을 보였던 군과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군간 그리고 연령에서 

진행 정지 기간에 차이를 보였으나 전체 생존 기간에는 차이가 없었고 다변량 분석을 통하여 

진행 정지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예후 인자를 분석하였을 때 조직형과 반응 유무가 진행 

정지 기간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체 생존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예후 인자도 

조직형과 반응 유무 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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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der        41.4 ( 21.5  – 61.3 )

Nonresponder 8.7 (   4.4  – 13.0 )

P < 0.005

Median TTP   median week ( 95% C.I.)

 

 

Figure 8. Progression free survival curves of respo nder and non-

responder 

예후 인자의 일도량 분석시 반응을 보였던 군과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군 간에는 진행 정지 

기간에 차이를 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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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n OS  median week ( 95% C.I.)

Responder        80.3 ( 64.4 – 96.1)

Nonresponder 45.7 ( 23.4 – 68.0)

P=0.0613

    

 

Figure 9. Overall survival curves of responder and non-responder 

반응을 보인군과 반응이 없었던 군간에서 전체 생존 기간에는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p=0.061) 반응을 보였던 군에서 생존률이 높은 경향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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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양 반응 평가 결과 반응군은 19명으로, 등록된 환자 중 평가가 

가능했던 56명의 환자를 intent-to-treatment (ITT) 평가 하였을 

경우 전체 반응률은 31.7%였고 이를 per protocol (PP)로 

평가하였을 경우는 34.0% 였다 (Table 6). 이들 중 계측이 가능한 

병변이 있는 50명을 대상으로 평가시 ITT 상 반응률은 38%였고 

PP 상 41.3%였다 (Tabl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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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Response evaluation of patients without me asurable 

lesions 

    

No.of total enrolled patients  60  

No.of Evaluable patiens  56  

    

 n ITT (%) PP(%) 

    

Responder 19 31.7 34.0 

SD 17  28.3 30.3 

PD 20 33.3 35.7 

    

Response rate  31.7 34.0 

SD=stable disease; PD=progressive disease; ITT=intent to treatment; PP=per protocol. 

반응군은 19명으로, 등록된 환자 중 평가가 가능했던 56명의 환자를 intent-to-treatment 

(ITT) 평가 하였을 경우 전체 반응률은 31.7% 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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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Response evaluation of patients having mea surable 

lesions 

    

  patients having measurable lesion 

No.of total measurable patients            50  

No.of evaluable patients           46  

  n ITT (%) PP (%) 

CR  3 6.0 6.5 

PR 16 32.0 34.8 

SD 11   22.0 23.9 

PD 16 32.0 34.8 

Response rate  38.0 41.3 

Median time to response (week)     10.0  ( 6.0 – 19 .7 ) 

Median response duration (week)     28.3  ( 4.7 – 7 2.9 ) 

Median time to treatment failure (week )     12.8  ( 3.0 – 76.8 ) 

CR=complete response; PR=partial response; SD=stable disease; PD=progressive 

disease; ITT=intent to treatment; PP=per protocol. 

계측이 가능한 병변이 있는 50명을 대상으로 반응률 평가시 ITT 상 반응률은 38%였고 PP 

상 41.3%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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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이 병변의 위치에 따라 반응을 평가해 본 결과 전체 병변의 

수는 83개 였으며 완전 관해 5곳, 부분 관해 21곳으로 전체 병변의 

반응률은 31.3%였다. 완전 관해가 있었던 병변은 복강내 림프절, 

복강내 종괴, 간전이 병변이었고 복강내 림프절의 반응률은 36.3%, 

복강내 종괴는 36.3%, 간전이 병변은 33.3%였다. 경부 림프절, 

난소 병변 등에서는 완전 관해가 없었으며 반응률은 각각 25.0%, 

20.0%였다 (Table 8). 

 

Table 8. Response evaluation by metastasis sites 

    

Organ  Measurable lesion CR PR SD PD RR,%  

Liver 12 1 3 4 4 33.3 

Intraabdominal lymph 

nodes 

33 3 9 10 11 36.3 

Abdominal mass 11 1 3 5 2 36.3 

Neck node 8 - 2 1 5 25.0 

Ovary 5 - 1 3 1 20.0 

Others  14 - 3 4 7 21.4 

       

Total 83 5 21 27 30 31.3 

CR=complete response; PR=partial response; SD=stable disease; PD=progressive 

disease.; RR=response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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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상 반응 

  이상 반응은 1주기 이상의 치료가 진행된 60명의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하여 환자 별로 평가하였고 이상 반응과 관련한 사망자는 

없었다. 혈액학적 이상반응은 모든 등급을 봤을 때 호중구 감소가 

85.2%에서 나타났고 백혈구 감소는 73.3%, 빈혈은 98.3%, 혈소판 

감소는 36.7%에서 있었다. 3 – 4 등급이상의 이상반응만 고려하면 

가장 흔한 이상반응은 호중구 감소로 61.7%의 환자에서 나타났고, 

그외 백혈구 감소는 20%, 빈혈은 3.3%, 혈소판 감소는 3.4%에서 

관찰되었다.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은 3.4%에서 관찰되었다. 비 

혈액학적 이상반응은 오심 73.3%, 점막염 41.7%, 말초 신경병증 

33.4%, 설사 26.6%순으로 나타났으며, 3-4 등급의 이상반응은 

오심이 가장 흔하게 관찰되었으며 말초 신경병증은 5%에서 

관찰되었다 (Table 9). 비혈액학적 부작용은 모두 보존적인 치료로 

회복이 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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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Toxicity profiles evaluated by per patient   

    

 Number of patients ( N= 60)  

  Grade 1  Grade 2  Grade 3  Grade 4  

Hematologic toxicity       

      Neutropenia   8 (13.3) 6 (10.0) 15 (25.0) 22 (36.7) 

      Febrile neutropenia   - - 2 (3.4) - 

      Leukopenia   15 (25.0) 17 (28.3) 10 (16.7) 2 (3.3)  

      Anemia   20 (33.3) 37 (61.7) 2 (3.3) - 

      Thrombocytopenia   20 (33.3) - 1 (1.7) 1 (1.7) 

Nonhematologic toxicity       

      Nausea   18 (30.0) 21 (35.0) 5 (8.3) 4 (0) 

      Vomiting   5 (8.3) 1 (1.7) - - 

      Mucositis   21 (35.0) 4 (6.7) - - 

      Diarrhea   11 (18.3) 5 (8.3) - - 

      Skin   5 ( 8.3 ) - - - 

      Constipation   5 (8.3) - - - 

      Peripheral neuropathy   1 (1.7) 16 (26.7) 3 (5.0) - 

      Hiccup   3 (5.0) - - - 

      Hyperbilirubinemia   8 (13.3) - - - 

      Elevated SGOT/SGPT   13 (21.7) 3 (5.0) - - 

      Elevated creatinine   9 ( 15.0) - - - 

    

3 – 4 등급이상의 이상반응만 고려하면 가장 흔한 이상반응은 호중구 감소로 61.7%의 

환자에서 나타났지만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은 3.4%에서만 관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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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Ⅳ. . . . 고고고고    찰찰찰찰    

  5-FU, epirubicin, methotrexate (FEMTX)의 병용요법과 보존적 

치료를 비교한 Pyrhonen 등의 연구에서 각각 생존기간은 12개월과 

3개월 (P=0.006)로 차이가 있었으며37, Murad 등은 5-FU, 

doxorubicin, Methotrexate (FAMTX)와 보존적 치료를 비교하여 

생존기간이 9개월과 3개월로 (P=0.001) 항암 약물 치료의 우위를 

보고하였다38. 또한 Glimelius 등의 실험은 항암약물 요법을 통한 

삶의 질의 향상을 보고하였다39.  

  병용요법에 따라 반응률은 25~70% 정도로 보고되고 있으나 

반응이 지속되는 시간은 6개월을 거의 넘지 못하고 있다. 즉, 

기존의 항암제의 조합을 통해 효능을 높이려는 노력과 새로운 병합 

요법제를 찾아내려는 노력은 단독 약물요법에 비하여 반응률의 

향상은 얻었지만 독성도 함께 증가하였으며 생존율의 향상은 

미흡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장, 직장암과 여러 암에서 주된 치료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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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되고 있는 5-FU와 LV, paclitaxel을 병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환자의 편의성 면에서는 항암제를 지속 주입하는 

것보다는 일시 주입하는 것이 우수하지만 5-FU를 지속 주입시에 

보다 높은 반응률과 낮은 혈액학적 독성이 나타나는 보고에6 

기초해서 5-FU는 24시간 동안 지속 점적 주입하였다. LV은 5-

FU의 작용을 강화하는 배경이 있어 5-FU와 병용 요법제로 흔히 

사용되는데 LV을 저용량 사용하는 것과 고용량을 사용하는 것의 

치료성적의 차이는 없어 저용량을 선정하였다13,14. 

  Taxane은 최근 위암에서 새로운 치료제로 연구되고 있으며 5-

FU와 LV과 docetaxel을 병용한 정 등의28 연구에 의하면 25.7%의 

반응률을 보였다. 그러나 혈액학적 독성을 고려하여서 G-CSF를 

예방적으로 투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71.2%의 환자에서 3-4등급 

호중성 백혈구 감소증이 발생하였고 11.6%에서 열성 호중성 백혈구 

감소증이 관찰되었다. Docetaxel의 골수 기능 억압과 그에 따른 

부작용은 잘 알려져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골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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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압과 그에 따른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 같은 taxane계열 중 

paclitaxel을 5-FU, LV과 병용하였다. 그 결과 paclitaxel 

병용요법도 61.7%에서 3-4등급의 호중성 백혈구 감소증이 

나타났으나 발열성 호중성 백혈구 감소증은 드물어(3.4%) 이러한 

골수 억압 작용이 조절 가능하였으며, palclitaxel의 부작용 중의 

하나인 말초 신경병증도 5%에서만 관찰되었다.  

  본 5-FU, LV, paclitaxel (FLTaxol) 항암 약물요법제는 이전에 

항암 약물요법을 받지 않았던 환자군에서 항암 약물요법을 받았던 

환자군에서보다 진행 정지 기간 중앙값이 증가하는 경향이었다. 

Constenla 등은 매주 5-FU와 LV과 함께 docetaxel을 병용시 

반응률이 28%, 중앙 생존 기간이 7.7개월임을 보고하였으며40, 정 

등의 보고에 의하면 진행 정지 기간은 5.2개월 반응률은 25.7%였고 

전체생존기간은 9.7개월이었다28. 본 연구에서는 진행정지기간은 

13.1주 (4.7 - 21.5) 반응률은 31.7% 전체 생존 기간은 60.1주 

(43.5 – 76.8)로 다른 항암 요법제들을 이용한 결과와 차이가 



 ４０ 

없었다. 2상 연구로 대상 환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전체 생존 

기간은 기존의 항암제를 사용한 연구결과와 비교하면 증가하는 

경향을 관찰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낮은 독성으로 환자의 전신 

수행상태가 잘 유지되어 2차 및 3차 항암제의 투여가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본 FLTaxol 제제로 치료 후 진행한 환자에서 다음 

항암요법제로 치료를 지속한 환자는 65%이었으며 상대용량강도는 

0.91이었고, 본 치료법의 상대용량강도는 치료 주기 동안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다만 마지막 주기의 상대 용량강도가 0.49로 

측정된 것은 12번째 주기의 치료를 받은 3명의 환자 중 1명은 상대 

용량강도가 1이었으나 1명은 0.49, 또 다른 한명은 0.38로 전신 

상태가 나쁜 2명에게서 치료 주기가 연기되었기 때문이다. 위 

암에서 다른 항암약물요법을 사용한 경우에서 진행정지기간은 

다양하지만 4개월에서 7개월 사이로 보고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진행 정지 기간은 13.1주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독성도 docetaxel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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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G-CSF를 예방적으로 투여한 정 등의 

연구와는 다르게 예방적 G-CSF 주사는 하지 않았음에도 발열성 

호중구의 감소는 빈도가 적게 관찰되었다 (3.4%). 비 혈액학적 

부작용의 낮은 빈도는 직접적으로 환자들의 치료 순응도와 삶의 

질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독성의 

특징은 백금계를 포함하는 다른 제제들과 비교해서 보다 경미한 

것으로 생각된다4,5,26,41,42. 위암에서 치료의 반응률을 높이려는 여러 

노력은 병용제제의 선택을 비롯해서 새로운 항암제의 위암치료에의 

적용을 통해서 시도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항암 요법제의 반응률을 

높이기 위해 하는 시도들이 독성 또한 높이는 경향의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항암치료의 하나의 제한 점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반응률이나 진행 정지 기간 면에서는 기존의 항암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었으나 전체 생존 기간이 비교적 

길게 측정된 것은 후속 항암제의 치료 역할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치료 후에 비록 병의 진행이 있었지만 후속 치료를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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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환자의 전신 상태가 유지 될 수 있었다는 것이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병용 항암요법제의 특징이었다. 

  본 연구의 FLTaxol 제제는 진행성 위암의 치료에서 

효과적이었으며 이러한 점은 특히 항암제 치료를 받지 않았던 

환자에게서 두드러졌으며, 비교적 낮은 독성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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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에서 시행한 병용요법은 기존의 치료와 유사한 효능과 

함께 비 혈액학적 독성이 낮고 환자들의 치료 순응도가 높았다. 

치료실패의 경우에도 이차적 치료가 가능하여 향후 3상 비교가 

필요한 병용요법으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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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phase II study of paclitaxel combined with A phase II study of paclitaxel combined with A phase II study of paclitaxel combined with A phase II study of paclitaxel combined with     

infusional 5infusional 5infusional 5infusional 5----fluorouracil and lowfluorouracil and lowfluorouracil and lowfluorouracil and low----dose leucovorin dose leucovorin dose leucovorin dose leucovorin     

for advanced gastric cancerfor advanced gastric cancerfor advanced gastric cancerfor advanced gastric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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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BackgroundBackgroundBackground....The standard chemotherapy regimen for advanced 

gastric cancer has not yet been established. We investigated the 

efficacy and safety of the combination of paclitaxel with 

infusional 5-fluorouracil and leucovorin in advanced gastric 

cancer patients . 

MethodMethodMethodMethod.... Patients received paclitaxel 175 mg/m2 (3-hour infusion) 

followed by a leucovorin bolus 20 mg/m2 and a 24-hour infusion 

of 5-FU 1,000 mg/m2 (day 1–3) every 3 weeks. The response 

was evaluated according to the Response Evaluation Criteria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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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d Tumors (RECIST) and the toxicity was evaluated by 

National Cancer Institute common toxicity criteria (NCI-CTC).  

ResultsResultsResultsResults....    Sixty patients were enrolled and 56 patients were 

evaluable. Median relative dose intensity was 91%. Time to 

progression was 13.1 weeks (4.7 – 21.5 ) in total patiens and 

19.7 weeks (10.1 – 29.3) in chemonaive patients, 12.9 weeks 

(1.7 – 24.1) in the 1st line group who had history of adjuvant 

chemotherapy and 11.7 weeks (7.9 – 15.5) in the 2nd line group. 

Overall survival duration was 60.1 weeks (43.5 – 76.8). Among 

56 evaluable patients, the overall response rate was 31.7%. and 

the response duration was 28.3 weeks (4.7 – 72.9), including 6% 

of complete response and 32.0% of partial response. The most 

common grade 3-4 toxicity was neutropenia with 3.4% of febrile 

neutropenia. Mild to moderate non-hematologic toxicities were 

all self limited. Necessity of phase III study was suggested. 

ConclusionConclusionConclusionConclusion....The 5-FU, leucovorin, paclitaxel combination 

regimen showed a comparable efficacy and tolerable compliance 

with other second generation regimens.  

 

Key words:Advanced gastric cancer, paclitaxel, 5-fluorouracil,    

           leucovorin, phase II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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