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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위암의 근치적 절제술 후 Doxifluridine, Cisplatin 

보조적 복합화학요법의 효능에 대한 후향적 연구 

 

 위암은 서양에서는 발생률이 감소하고 있으나 전세계에서 암연관 

사망의 2번째로 흔한 원인이다. 위암은 한국, 일본, 대만, 중국등 

동아시아에서 매우 흔하며 암연관 사망의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이다. 위암은 근치적 절제술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이며 

서양에서는 2기에서 5년 생존률이 30%-49%이고 3기에서는 10-

30%이다. 일본에서는 2기인 경우 32-59%이며 3기인 경우 29-

45%로 서양보다 더 높은 수치를 보여준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술후 

5년 생존률을 30-70%로 다양하게 보고하고 있다. 항암화학요법의 

발달에 따라 수술 직후 즉, 암의 부담이 최소일 때 화학요법을 

시행하자는 이론이 대두되었다. 수술 후 보조화학요법이란 

수술적으로 모든 종양을 제거하고 난 후에 혹시 있을 지 모르는 

미세잔존 질환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술 후 재발의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3기, 4기 또는 2기 중 일부의 환자가 대상이 된다. 

서양에서는 위암의 절제술 후에 보조요법을 시행하는 것이 

대조군에 비해 더 나은 결과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나 일본에서의 

보고는 연구 대상 환자의 규모가 작지만 서구와 달리 

보조화학요법의 효과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 최근까지 위암의 

보조화학요법에 주로 이용된 약제로는 5-FU, methotrexate, 

mitomycin, doxorubicin, nitrosourea 등이며 이들은 진행위암에 

대해서 단독 요법시 20%내외, 복합화학요법시 약 30%-5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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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률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5'-deoxy-5-fluoridine 

(doxifluridine, 5'-DFUR)은 5-FU의 합성 전구 물질이다. 5'-

DFUR은 정상 조직보다는 종양에서 풍부한 thymidine 

phosphorylase에 의해 대사산물인 5-FU로 변환된다. 5'-DFUR의 

항종양 효과는 효소의 독특한 조직 분포 형태와 활성 대사 산물인 

5-FU로의 변환이다. 5-FU는 ribonucleotide diphosphate 

reductase에 의하여 5-fluoro-2'-deoxyuridine-5'-phosphate (F-

dUMP)로 변환되어 항종양 효과를 나타낸다. 5'-DFUR의 

치료지수는 5-FU의 10-15배이며 동물 실험 결과 면역 억제등의 

독성이 더 적게 나타났다. 1980년대 이후에는 cisplatin의 위암에 

대한 항암효과가 인정되고 있으며 특히 5-FU와 병합요법시 그 

효과의 상승 작용이 이미 동물 실험에서 확인된 바 있다. 본 연구는 

1997년 1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연세대학교 부속 

세브란스병원에서 위암의 근치적 절제술을 시행받고 doxifluridine, 

cisplatin으로 보조화학요법을 시행받은 환자의 의무기록을 

조사하는 후향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이 기간 동안 위암의 근치적 

절제술을 시행받고 doxifluridine, cisplatin으로 보조화학요법을 

시행받은 환자는 총 117명이었다. 추적 관찰기간 동안 43%의 

환자가 재발을 보였으며 3년 생존률은 60%, 4년 생존률은 57%를 

보였다. 전체 환자중 52%가 항암제 용량 감소 및 재발 없이 항암 

치료를 완료하였으며 전체 환자중에 12%에서 WHO 기준으로 3도 

이상의 혈액학적 독성을 보였으며 22%에서 3도 이상의 오심, 

구토등의 소화기계의 독성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로 위암의 근치적 

절제술을 시행받은 환자에서 doxifluridine, cisplatin 

보조화학요법의 독성은 수용 가능한 정도이며 생존률은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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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5-FU, cisplatin) 치료 방법에 비하여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앞으로 전향적인 연구 및 보다 장기간의 추적 관찰을 통하여 2상 

임상연구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되는 말 : 위암, 근치적 절제술, doxifluridine, cispla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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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의 근치적 절제술 후 Doxifluridine, Cisplatin 

보조적 복합화학요법의 효능에 대한 후향적 연구 

 

 

<지도교수 송시영>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윤 영 준 

 

I. 서  론 

 

위암은 서양에서는 발생률이 감소하고 있으나 한국, 일본, 대만, 

중국등 동아시아에서 매우 흔하며 암연관 사망의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이다. 이들 국가뿐만 아니라 여러 남미 국가와 이전에 소련을 

구성하였던 국가에서도 위암의 발생률이 높게 보고되고 있으며 

전세계에서 암연관 사망의 2번째로 흔한 원인이다.1,2  

일본에서 시행하는 조기 진단 프로그램은 다른 나라에서는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대부분의 위암이 진행된 후에 

발견되기 때문에 근치적인 수술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수술을 시행하여도 재발의 위험이 높다. 일본의 경우 위조영검사나 

위 내시경 검사등을 통한 선별검사가 가장 활발히 시행되고 있으며 

진단시 약 40%이상의 환자가 조기위암 상태로 발견되고 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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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조기위암의 예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일본의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어서 진행위암 환자의 

생존율 향상에 대한 많은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위암은 근치적 절제술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이며 서양에서는 

2기에서 5년 생존률이 30-49%이고 3기에서는 10-30%이다.4 

일본에서는 2기인 경우 32-59%이며 3기인 경우 29-45%로 

서양보다 더 높은 수치를 보여준다.5 우리나라에서는 수술후 5년 

생존률을 30-70%로 다양하게 보고하고 있다.6 이러한 차이의 

원인으로는 수술방법의 차이, 종양자체의 생물학적인 차이 등이 

거론되고 있다.7 

근치적으로 절제된 위암 환자의 주요한 예후인자로는 원발 종양의  

침윤 깊이와 영역 림프절 전이이다.8 이런 점을 근거로 1998년 

UICC-TNM 병기 분류법이 수정되었다.9 그 외에 원발 종양의 

위치도 예후에 영향을 준다. 즉, 위의 근위부를 침범한 경우가 

원위부를 침범한 경우보다 예후가 좋지 않으며 서양에서는 위의 

근위부를 침범한 암의 발생률이 증가 추세에 있다.1,10 

 항암화학요법의 발달에 따라 수술 직후 즉, 종양 부하가 최소일 때 

화학요법을 시행하자는 이론이 대두되었다. 수술 후 

보조화학요법이란 수술적으로 모든 종양을 제거하고 난 후에 혹시 

있을 지 모르는 미세잔존 질환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술 후 

재발의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3기 또는 2기 중 일부의 환자가 

대상이 된다. 수술로 인하여 암세포가 제거되면 cell-kill kinetics상 

약물학적 장점이 있다는 학설과 실험적으로도 항암제에 대한 

암세포의 감수성이 증명된 바 있다.11 

 위암 절제술 후 항암화학요법의 시작 시기는 기관마다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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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일본에서는 수술 직후부터 시작하나 미국에서는 보통 수술후 

4-6주 후부터 시작한다. Fisher등12은 수술 직후에 시행하는 

보조항암요법의 장점을 강조하였으며 여러 동물 실험 연구에서는 

개복술후에 복막 전이 및 복강내 파종의 위험도가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13 

  Hallissey등14은 위암의 절제술 후에 보조 요법을 시행하지 않은 

군, FAM(5-FU, adriamycin, mitomycin)으로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한 군과 방사선치료를 시행한 군을 5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치료 성적의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Jaskesz등15은 위암 

절제술후에 picibanil, mitomycin-C, 5-FU, arabinoside C로 

면역화학요법을 시행한 군과 대조군을 비교하였을 때 4.5년 생존 

기간의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서양에서는 위암의 절제술후에 보조요법을 시행하는 것이 

대조군에 비해 더 나은 결과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나 동양에서는 

수술후에 보조화학요법 및 면역요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16 

일본에서의 보고는 비록 연구 대상 환자의 규모가 작지만 서구와는 

달리 보조화학요법의 효과가 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어서 서양과 

동양에서의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연구 대상 

선정, 서구와 일본의 병기 설정의 차이, 연구 설계의 문제, 

수술방법의 차이, 항암요법제 선정의 문제등이 현재까지 보고된 

결과를 판독할 때 주의할 점들이다.17 

 최근까지 위암의 보조화학요법에 주로 이용된 약제로는 5-FU, 

methotrexate, mitomycin-C, doxorubicin, nitrosourea등이며 

이들은 진행위암에 대해서 단독 요법시 20% 내외, 복합화학요법시 

약 30-50%의 반응률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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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deoxy-5-fluoridine (doxifluridine, 5'-DFUR)은 5-FU의 합성 

전구 물질이다. 5'-DFUR은 정상 조직보다는 종양에서 풍부한 

thymidine phosphorylase에 의해 대사산물인 5-FU로 변환된다. 

5'-DFUR의 항종양 효과는 효소의 독특한 조직 분포 형태와 활성 

대사 산물인 5-FU로의 변환이다. 5-FU는 ribonucleotide 

diphosphate reductase에 의하여 5-fluoro-2'-deoxyuridine-5'-

phosphate (F-dUMP)로 변환되어 항종양 효과를 나타낸다. 5'-

DFUR의 치료지수는 5-FU의 10-15배이며 동물 실험 결과 면역 

억제등의 독성이 더 적게 나타났다.19 Ahn등20은 수술이 불가능한 

19명의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경구 5'-DFUR과 cisplatin의 

복합화학요법을 시행하여 27.7%의 반응률을 보고하였다. 또한 경구 

5'-DFUR과 cisplatin의 복합화학요법이 위암 치료에서 안전하고 

독성이 적고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20  

Takiguchi등21은 위암의 근치적 절제술 후 경구 5'-DFUR과 5-

FU의 보조화학요법을 비교한 결과 생존 기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경구 5'-DFUR 투여군에서 복막 재발이 유의하게 낮음을 

보고하였다. 1980년대 이후에는 cisplatin의 위암에 대한 

항암효과가 인정되고 있으며 특히 5-FU와 병합요법시 그 효과의 

상승작용이 이미 동물 실험에서 확인된 바 있다.22,23 

이에 저자등은 위암의 근치적 절제술 후 보조적 복합 화학요법인 

doxifluridine, cisplatin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를 조사하여 그 

성적과 부작용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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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료 및 방법 

 

1. 대상 

  

1997년 1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연세대학교 부속 

세브란스병원에서 위암의 근치적 절제술을 시행받고 

보조화학요법을 시행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로서의 기준은 연령은 18-70세이며 조직학 소견상 위 

선암(adenocarcinoma)을 보이며 근치적 위절제술을 받았고 수술후 

병기가 Ⅱ-Ⅳ(M1 환자는 제외)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적절한 

골수 및 신기능(Hemoglobin ≥10g/dL, WBC ≥4000/mm3, platelet 

≥100,000/mm3, Creatinine <2.0mg/dL)을 가진 환자로 하였다. 

70세 이상, 고식적 위절제술을 시행받은 환자, 위선암이 아닌 

경우는 제외하였다.  

 

2. 방법 

 

가. 의무기록 

 1997년 1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위암의 근치적 절제술을 

시행받은 모든 환자를 후향적으로 입원 및 외래기록을 조사하였다. 

이 환자중에 연구 대상자로서의 기준에 포함되는 환자의 성별, 연령, 

위암의 위치, 조직학적유형, 수술 방법, 수술후 병기, 수술후 

보조화학요법 시기 및 용량, 항암제 독성, 재발 여부, 재발부위, 

재치료 여부 및 생존 기간 등을 조사하였다. 

 생존기간은 수술일로부터 사망일까지로 하였고 무병 생존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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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일로부터 재발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였다. 2002년 2월을 

추적 관찰 종료 시점으로 하였다. 

 위암의 위치는 1998년 Japanese Classification of Gastric 

Carcinoma-2nd English Edition-에 따라 Upper third, Middle 

third, Lower third로 분류하였다.24 

 

나. 병기 

 수술후 병기는 1997년 Union International Contra la Cancrum 

(UICC)에서 개정한 병기분류법을 따랐다. 1997년에 개정된 5판은 

N-stage 분류법에 관한 사항에 변화가 있었다. 종전까지 

원격림프절로 간주되었던 간십이지장 인대내의 림프절을 위의 

영역림프절로 간주하였고, 영역림프절의 전이 정도를 판정하는 

방법이 제 4판까지는 종양과 전이된 림프절까지의 거리와 림프절의 

위치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제 5판에서는 전이된 영역림프절의 

개수를 기준으로 하였다. 

 

다. 항암제 용량 

Cisplatin의 용량은 80mg/m2을 기본으로 시작하였고 수술후 

환자가 25% 이상의 체중감소를 보이거나 전신쇠약감이 심한 

경우에는 용량을 감량하여서 투여량을 60mg/m2로 투여하였다. 

환자가 60mg/m2 투여를 감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체 투여량을 

40mg/m2 또는 50mg/m2만 투여한 경우도 있었다. 

치료는 매 4주를 주기로 하여 총 6회에 걸쳐 반복하였다. 

Cisplatin 투여 전후에 수액 요법 및 항구토제를 투여하였다. 

투여전에 시행한 말초혈액 검사상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수치가 



  

- 10 - 

WHO 기준으로 2도의 혈액학적 독성을 보이면 계산된 용량의 

80%만 투여하였다. 3도 이상의 혈액학적 독성을 보이면 과립구 

집락 촉진인자를 투여하고 치료는 1개월을 연기하였다. 3도 이상의 

소화기계 독성을 보이면 치료를 1개월 연기하였고 용량은 감량하지 

않았다.  

Doxifluridine은 1일 용량 600mg 또는 900mg을 세 차례 나누어 

경구로 투여하였으며 cisplatin 첫 투여일부터 시작하였고 치료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 매일 투여하였다. 수술전에 비해 체중 감소가 

없으며 전신 쇠약감이 심하지 않은 환자는 900mg을 투여하였고 

이외의 환자는 600mg을 투여하였다.  

 

라. 독성 

 약제의 독성은 WHO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혈액학적 독성 및 

소화기계 독성을 조사하였다.  

 

마. 통계처리 

 모든 자료의 통계처리는 Window용 SPSS package(version 

10.0)을 이용하였다. Kaplan-Meier method, log rank test, Cox 

regression등을 이용하였다. p-value는 0.05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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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  과 

 

1. 임상적 특징 

 

 1997년 1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위암으로 근치적 절제술을 시행받은 후 

보조화학요법을 시행받은 환자로 연구대상자로서의 기준에 

만족하는 환자는 117명이었다.  

 표 1은 연구대상군 117명의 특성을 표시하였다. 남자가 전체의 

79%를 차지하며 진단 당시의 평균 연령은 54세였다. 병기는 stage 

II가 13명이었고 이중에 1명은 조기위암이었으며 stage III와 stage 

IV는 각각 85명, 19명이었다. 표 2는 종양의 특성으로 조직형은 

관선암(tubular adenocarcinoma)이 90명이었고 이중에  

 

표.1 환자 특성 

   총 환자수(117)    

 성별     

 남자 83 79%  

 여자 34 21%  

 연령(세)    

 범위 28-70   

 평균 54   

 수술방법    

 아전절제술 68 58%  

 전절제술 49 42%  

 병기    

 II 13 11%  

 III 85 73%  

 IV 1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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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종양특성 

   총 환자수(117)    

 Borrman형    

 I 5 4%  

 II 21 13%  

 III 74 68%  

 IV 17 15%  

 위암위치    

 upper third 9 8%  

 middle third 45 38%  

 lower third 56 48%  

 whole stomach 7 6%  

 위암크기    

  5cm 미만 44 38%  

 5cm 이상 73 62%  

 T     

 1 1 <1%  

 2 12 10%  

 3 94 80%  

 4 10 9%  

 N     

 0 15 13%  

 1 41 35%  

 2 47 40%  

 3 14 12%  

 조직형    

 Tubular 90 77%  

 Papillary 1 <1%  

 Mucinous 6 5%  

 signet ring cell 20 17%  

 

well differentiated 3명, moderately differentiated 33명, poorly 

differentiated 54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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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조적 복합화학요법 및 생존률 분석 

 

 보조적 복합화학요법의 시작시기는 수술후 7-56일이었으며 

중간값은 15일이었다.  

 투여된 cisplatin의 용량은 60mg/m2 36명, 80mg/m2 60명, 

40mg/m2 9명, 50mg/m2이 12명이었다. Doxifluridine은 600mg으로 

투여를 시작한 환자가 86명이었으며 나머지 31명의 환자는 

900mg으로 투여를 시작하였다. 6 주기 치료를 완료한 환자는 

60명이었으며 용량 감소후에 완료한 환자는 21명, 치료중단한 

환자는 14명, 치료도중 재발한 환자는 22명이었다. 그림 1은 

전체환자의 생존률을 보여준다. 3년 생존률은 60%, 4년 생존률은 

56%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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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Overall surv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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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2. Survival by stage 

 

 그림 2는 병기별 생존률을 보여준다. stage II 환자의 3년 생존률은 

100%이며 Stage III와 차이를 보였으며(p=0.02) stage III, stage 

IV의 3년 생존률은 각각 64%와 20%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투여된 doxifluridine 용량이 600mg이며 

cisplatin 용량이 60mg/m2 인 환자는 28명이었으며 doxifluridine 

600mg, cisplatin 80mg/m2 인 환자는 40명이었다. 이중에 stage 

III인 환자는 각각 25명이었으며 3년 생존률은 각각 72%, 64%를 

보였으며 p-value는 0.2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3년 

무병 생존률은 60%이며 이후에 재발한 환자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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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약제 독성 

 

WHO 기준으로 3도 이상의 혈액학적 독성을 보인 환자는 

14명으로 12%를 차지하였으며 모두 백혈구 감소증을 보였다. 

2도이하의 독성을 보인 환자는 16명으로 14%를 차지하였으며 

이중에 13명은 백혈구 감소증, 3명은 혈소판 감소증을 보였다. 오심, 

구토등의 소화기계의 독성을 호소한 환자중 3도이상은 26명으로 

22%를 차지하였다. 2도 이하의 손발 저림등의 감각이상을 호소한 

환자는 5명으로 4%를 차지하였다.  

 

4. 재발 및 재치료 

 

 추적 관찰 기간은 3-59개월이었으며 중간값 29개월이었다. 전체 

환자의 87%인 102명은 사망이 확인되거나 추적 관찰 종료 시점 

6개월 이내에 생존이 확인되었다. 재발 환자는 50명이었다. 재발의 

진단방법은 복부전산화단층촬영이 33명이었으며 그외에 상부내시경 

및 조직검사, 복부초음파, 복부자기공명영상, 전신골주사, 개복술, 

림프절 조직검사등으로 진단하였다. 국소 재발은 3명(6%)이었으며 

복막이 12명(24%), 원격전이 32명(64%), 다발성이 3명(6%)이었다. 

원격전이 부위로는 림프절 11명, 간 7명이었으며 뼈, 난소, 

대장등이 있었다. 재발된 50명의 환자중 19명이 재치료를 받았으며 

그 중에 7명이 FAM으로 치료받았다. 재발 후 생존 기간은 0-

42개월이었으며 중간값은 4.5개월이었다. 재치료받은 군의 재발 후 

생존기간의 중간값은 9개월이었으며 6개월 생존률은 74%를 보였다. 

재치료를 받지 않은 군의 재발 후 생존기간의 중간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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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이었으며 6개월 생존률은 26%를 보여 재치료 받은 군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5. 생존 기간의 예후인자 

  

표3은 성별, 나이, 위암위치, 수술방법, Borrman형, T, N, 조직형, 

약물 치료 정도와 수술후 항암치료 시기등 총 10항목을 Cox 

regression으로 계산한 결과를 보여준다. 약물 치료 정도는 

cisplatin 용량 80mg/m2/4주를 100%로 결정하여 계산하였다.  T 

stage(p<0.01, risk ratio 3.69), N stage(p<0.01, risk ratio 

2.76)만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다. 

 

표.3 예후 인자 분석 

   p-value risk ratio  

 성별  0.242   

 연령 0.848   

 종양위치 0.792   

 수술방법 0.732   

 T 0.003 3.69  

 N 0.001 2.76  

 Borrman형 0.795   

 조직형 0.096   

 약물 치료 정도 0.324   

 수술후 치료시기 0.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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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위암의 발생 빈도는 전세계적으로 꾸준히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암사망률의 1위를 점하고 있다.25 

위암은 한국에서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는 악성 종양으로 

지금까지 위암에 대한 많은 연구의 진전이 있어 왔다. 그러나 높은 

발생 빈도에도 불구하고 위암에 대한 보조화학요법의 효과는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다. 

 위암의 근치적 절제술 후의 보조 요법으로는 화학요법, 

면역화학요법, 방사선 치료등이 있다. 최근까지 위암의 

보조화학요법에 주로 이용된 약제로는 5-FU, methotrexate, 

mitomycin-C, doxorubicin, nitrosourea등이며 Coombes등26은 

위암의 근치적 절제술 후 FAM으로 보조화학요법을 받은 군과 

대조군을 비교하였을 때 생존 기간의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통계학적 의미, 대상 환자의 차이, 연구 설계의 문제, 수술방법의 

차이등을 고려할 때 서양과 동양의 연구 방법이 다를 수 있으며 

보조화학요법이 반드시 효과가 없다고 결론내릴 수는 없다 

 위암의 완치율은 동서양에 따라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는 종양자체의 생물학적인 차이, 수술방법의 차이, 병기 

이동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조기 발견에 의한 완치율의 향상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7 진단시에 병기가 환자의 예후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stage III나 IV에서 발견되는 경우 수술후 

생존률은 30% 이내에 머물고 있어서 수술후에 효과적인 

보조요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27  

 진행위암에 대한 5-FU, cisplatin 화학요법은 1980년대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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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집중적으로 시도되어 왔다.18 과거 치료 경력이 없는 

진행위암 환자에서 약 50-60%의 높은 관해율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6 그러나 이와 같이 진행위암에 효과적인 5-FU, 

cisplatin 요법이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보고된 바는 매우 드물다. 

5'-deoxy-5-fluoridine (doxifluridine, 5'-DFUR)은 5-FU의 

합성 전구 물질로 정상 조직보다는 종양에서 풍부한 thymidine 

phosphorylase에 의해 대사산물인 5-FU로 변환되며 항종양 

효과는 효소의 독특한 조직 분포 형태와 활성 대사 산물인 5-

FU로의 변환이다. 5'-DFUR의 치료지수는 5-FU의 10-15배이며 

동물 실험 결과 면역 억제등의 독성이 더 적게 나타났다.19 

 Doxifluridine, cisplatin으로 항암치료가 시행되고 있으나 위암의 

근치적 절제술 후에 보조화학요법으로서의 항종양 효과 및 독성에 

대한 보고는 드물다. 

수술후 항암제 시작시기는 중간값 15일로 미국의 4-8주에 비해 

빠르나 수술 직후에 시행하는 일본과는 차이를 보였다.  

 3년 생존률은 60%, 4년 생존률은 56%를 보였다. 이18등은 5-FU, 

cisplatin으로 위암의 근치적 절제술 후 고위험군에 대한 

복합화학요법에서 2년 생존률을 63%를 보고하였다. Shimada등은 

수술후 보조적 복합화학요법에서 서양의 경우 약제에 따라 5년 

생존률을 11-67%로 다양하게 보고하였으며 아시아의 경우 약제에 

따라 3년 생존률을 55-69%, 5년 생존률을 29-73%로 보고하였다.1  

 전체 환자의 51%인 60명이 재발 및 항암제 감량 없이 치료를 

완료하였다. 용량을 감량하여 완료한 21명을 포함하면 전체 환자의 

69%가 치료를 완료하여 이18등이 5-FU, cisplatin으로 위암의 

근치적 절제술 후 고위험군에 대한 복합화학요법에서 보인 73%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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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WHO 기준으로 3도 이상의 혈액학적 독성은 전체 환자의 12%, 

3도 이상의 소화기계 독성은 22%에서 보였으며 수용 가능한 

정도였다.  

 위암의 근치적 절제술 후 doxifluridine, cisplatin의 보조적 

복합화학요법은 3년 생존률이 60%로 기존의 FP(5-FU, 

cisplatin)등의 다른 치료방법에 비하여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독성은 수용 가능한 정도였다. 향후에는 전향적이고 장기간의 추적 

관찰을 시행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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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위암은 한국, 일본, 대만, 중국등 동아시아에서 매우 흔하며 암연관 

사망의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이다. 위암은 근치적 절제술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이며 서양에서는 2기에서 5년 생존률이 30-49%이고 

3기에서는 10-30%이다. 일본에서는 2기인 경우 32-59%이며 

3기인 경우 29-45%로 서양보다 더 높은 수치를 보여준다. 

서양에서는 위암의 절제술 후에 보조요법을 시행하는 것이 

대조군에 비해 더 나은 결과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나 동양에서는 

수술 후에 보조화학요법 및 면역요법이 사용되고 있다. 최근까지 

위암의 보조화학요법에 주로 이용된 약제로는 5-FU, methotrexate, 

mitomycin, doxorubicin, notrosourea등이며 이들은 진행위암에 

대해서 단독 요법시 20%내외, 복합화학요법시 약 30%-50%의 

반응률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980년대 이후에는 cisplatin의 위암에 대한 항암효과가 인정되고 

있으며 특히 5-FU와 병합요법시 그 효과의 상승작용이 이미 동물 

실험에서 확인된 바 있다. 

이에 저자등은 위암의 근치적 절제술 후 보조적 복합 화학요법인 

doxifluridine, cisplatin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를 조사하여 그 

치료와 부작용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1997년 1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연세대하교 부속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위암의 근치적 절제술을 시행받고 

doxifluridine, cisplatin으로 보조화학요법을 시행받은 환자의 

의무기록을 조사하는 후향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이 기간 동안 위암의 근치적 절제술을 시행받고 doxiflurid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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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platin으로 보조화학요법을 시행받은 환자는 총 117명이었다. 

3년 생존률은 60%, 4년 생존률은 56%를 보였다. 전체 환자중 

51%가 항암제 용량 감소 및 재발 없이 항암 치료를 완료하였으며 

전체 환자중에 12%에서 WHO 기준으로 3도 이상의 혈액학적 

독성을 보였으며 22%에서 3도 이상의 오심, 구토등의 소화기계의 

독성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로 위암의 근치적 절제술을 시행받은 

환자에서 doxifluridine, cisplatin 보조화학요법의 독성은 수용 

가능한 정도이며 생존률을 기존의 다른 치료 방법에 비하여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앞으로는 보다 장기간의 추적 관찰을 통하여 2상 

임상연구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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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djuvant chemotherapy with doxifluridine and cisplatin  

after curative resection of advanced gastric cancer:  

a retrospective analysis 

 

Young Joon Yoon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i Young Song) 

 

 Gastric carcinoma is quite common and is the major cause of 

cancer-related death in Korea. 

 Curative surgical resection has been only effective treatment in 

advanced gastric cancer. For stage III, IV cancers, the risk of 

local-regional recurrence as well as distant failure is high. In 

western countries, the 5-year survival rate for stage III gastric 

cancer is 10-30%. In Japan the 5-year survival rate for stage III 

gastric cancer is 29-45%.  

 In western countries, postoperative adjuvant chemotherapy 

after curative resection of advanced gastric cancer has not 

proven to be effective against surgery alone. But in Japan, in 

contrast, there were a few papers which insiste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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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iveness of postoperative adjuvant chemotherapy. 

 Until now, the therapeutic regimens widely used in advanced 

gastric cancer were, 5-FU, methotrexate, mitomycin, 

doxorubicin, nitrosourea.  

 Doxifluridine is the synthetic prodrug of 5-FU. Therapeutic 

index of doxifluridine is 10 to 15 times that of 5-FU. Anticancer 

effectiveness of cisplatin has been accepted since 1980 and 

synergistic effect with doxifluridine was confirmed in animal 

studies. 

 We, therefore, study the therapeutic effectiveness of 

doxifluridine and cisplatin for patients with advanced gastric 

cancer after curative resection. This study include patients who 

were treated with adjuvant chemotherapy with doxifluridine and 

cisplatin after curative resection of advanced gastric cancer at 

Shinchon Severance Hospital, Seoul, Korea, from Jan 1997 to 

Dec 1999. 

 There were total 117 patients included in this study. The 

overall 3-year survival was 60% and the 4-year survival was 

56%. 12% of total patients showed hematologic toxicity grade III 

and IV by WHO criteria and 22% of total patients showd 

gastrointestinal toxicity grade III and IV. 

 In conclusion, adjuvant chemotherapy with doxifluridine and 

cisplatin in patients with advanced gastric cancer after curative 

resection was as effective and tolerable as other 

chemotherapeutic agents. 



  

- 28 - 

 We hope that prospective and long term follow up study for 

postoperative adjuvant chemotherapy be undertaken. 

 

Key words : advanced gastric cancer, curative resection, 

adjuvant chemotherapy, doxifluridine, cisplat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