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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881년 Theodor Billroth가 처음으로 위절제

술을 시행한 이래로 위암 치료에 있어 많은 발

전을 거듭하여 왔다. 20세기 까지는 위암 치료

에 있어 위절제술, 림프절 절제술 및 재건술등 

수술의 표준화가 확립된 시기 다면 향후 위암 

치료의 화두는 계층화(individualization)와 맞

춤치료(tailored treatment)이다. 즉 환자를 암

의 진행정도에 따라 계층화하고 각각의 병기에 

맞는 치료법을 선택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위

암 환자의 치료 전 병의 진행정도에 따른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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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urative surgery is the most common and desirable treatment for advanced gastric 

cancer(AGC), but macroscopically curative resection of AGC dose not always mean a curative 

outcome. For the tailored management of AGC, accurate preoperative stage are made by 

using abdominal CT, FDG PET and laparoscopy is necessary. In case of T3/T4 lesion, 

neoadjuvant chemotherapy(NAC) and neoadjuvant chemoradiotherapy(NACR) are effective 

therapeutic approaches with acceptable toxicity without increasing surgical morbidity and 

mortality. I recommend the use of a multidisciplinary therapeutic strategy for treatment of 

AGC. Future applications of newer cytotoxic drugs such as oxaliplatin, capecitabine, 

irinotecan, and docetaxel or targeted therapies may help to improve the management of A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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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는 여러 가지 술전 병기 결정(preoperative 

staging)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술전 병기 결정

이란 내시경 검사로 위암이 확진된 환자에서 

병의 진행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시행되는 일련

의 진단적 절차를 말하며 대표적인 검사법에 

대해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① 내시경 초음파검사(Endoscopic ultrasono- 

graphy: EUS)

EUS는 위벽침윤정도와 국소림프절 전이 정

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법으로 조기위암의 

치료법 선택에는 꼭 필요한 검사이나 진행위암

에는 그 효용성이 떨어진다. 위암에서 EUS의 

정확도는 75%이며 위벽침윤도에 따른 정확도

는 T1 80%, T2 38% 및 T3 90%로 침윤정도에 

따라 정확도의 차이가 심하다. 또한 EUS의 림

프절 전이정도에 대한 정확도는 77%이나 미세

침흡인생검술(fine needle aspiration biopsy)을 

실시하면 정확도를 더 높일 수 있다.
1)

② 복부전산화단층촬 술(Abdominal Computed 

Tomogram: CT)

복부CT는 위벽의 침윤정도, 주위장기 침윤

유무, 림프절 전이, 간 전이 및 복막 전이 유무

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검사이나 상진단의 특

성상 간이나 복막 등에 5mm이하의 작은 전이 

결절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지

고 림프절 전이의 정확도도 25∼86%이다.
2)

③ 복강경 검사(Laparoscopy)

복강경 검사는 위암의 장막침윤, 종양의 고

착, 5mm이하의 간 전이 및 복막번종 등을 더

욱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검사방법이다. CT 

검사결과 근치적 절제술이 가능하리라 기대되

던 환자에서 복강경을 실시한 결과 23∼37%에

서 전이성 병변을 확인할 수 있다. Sarela등3)

은 위암 환자에서 복강경 검사의 대상으로 ⓐ 

CT에서 림프절 증대가 보일 때, ⓑ 종양이 위

식도 접합부에 위치할 때 ⓒ Borr IV형 위암

을 주장하고 있다. 복강경을 이용한 세포검사

에서 암세포가 확인된 경우 전이 위암의 예후

와 거의 동일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④ 양전자방출단층촬 술(Positron Emission 

Tomography: PET)

위암의 일차병소에 대한 [F-18]-fluorodeoxy- 

glucose(FDG)를 이용한 PET의 예민도는 병변

의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82%이며 역 림프

절에 대한 정확도는 67.7%로 제한적이었다. 원

격 림프절 전이나 간 전이 진단율은 매우 높으

나 복막 전이 진단율은 떨어진다.4) PET은 위

암의 병기결정과 재발의 조기발견 및 치료효과 

판정 등에 이용이 가능하다.
5)

진행 위암의 외과적 치료

근치적 절제술이 가능한 위암에서는 외과적 

절제가 가장 좋은 치료법이다. 수술시에는 가

능한한 근치적 위절제술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일본 위암학회 정의에 따른 근치적 위절

제술은 간이나 복막 전이가 없고, 근위부 및 

원위부 절단면에 암 침윤이 없어야 하며, 조직

학적으로 침범된 림프절이 속한 림프군보다 한

단계 더 광범위한 림프절 곽청술을 시행한 위

절제술을 말한다.6) 한편 2002년 대한위암학회

에서는 근치적 절제와 고식적 절제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이에 준한 수술을 권고하

고 있다.7)

근치적 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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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격 전이가 없음(M0, P0, H0).

② 근위부 및 원위부 절단면에 암세포의 침

윤이 없음.

③ 주위 장기에 침윤이 없거나, 침윤이 있을 

시 완전히 합병절제를 함.

④ D2 이상의 절제.

⑤ 육안적 잔류암이 없음.

고식적 절제(아래항목중 한 개이상 해당된 경우).

① 원격 전이가 있음(M1, P1, H1 이상).

② 절단면에 암세포의 침윤이 있음.

③ 육안적 잔류암이 있음.

1. 위 절제의 범위

위암의 근위부 절제선은 종양의 육안적 경

계선으로부터 조기위암이나 국한형의 진행암인 

경우 2∼3 cm, 침윤형의 진행암인 경우 5 cm

이상 떨어진 곳이면 안전하고, 원위부절제선은 

유문에서 1 cm이상 떨어진 십이지장이면 안전

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육안적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으므로 절제단의 동결절편검사로 암

침윤 유무를 확인해야하고 중복암을 발견하기 

위해서 잔존위의 내면을 반드시 육안으로 확인

해야 한다.

2. 림프절 절제술의 범위

근치적 위절제술에서 림프절 절제범위를 어

떻게 정할 것인가는 아직 논란이 있다. 일본 

위암학회의 위암취급규약에 따르면 위암 원발 

부위에 따라 림프절 군을 정하며 N1, N2, N3, 

N4로 나누고 림프절 절제범위를 D수로 표시하

다. 모든 역 림프절을 제거시 D4로, N3, 

N2, N1을 제거시 D3로, N2, N1, 제거시 D2로, 

N1 제거시 D1으로 그리고 역림프절을 제거

하지 않은 경우를 D0라 정의하고 근치적 절제

술은 N수보다 D의 수가 커야 한다고 했다.
6)
 

Nishi등은 N1 병변에서는 D1보다 D2나 D3가 

더 좋은 예후를 보이나 N2 병변에서는 D3가 

D2보다 더 좋은 예후를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

하 고,8) Siewert 등은 Stage II와 IIIa에서는 

확대 림프절 절제가 더 좋은 예후를 보 으나, 

조기암이나 stage IIIb 및 IV에서는 확대 림프

절곽청의 경우 오히려 나쁜 예후를 나타내었음

을 보고하며 stage II와 IIIa의 경우에만 확대 

림프절절제술을 권장하고 있다.
9)

3. 합병절제

위장에 연속한 혹은 인접한 장기 즉 십이지

장, 식도, 췌장, 간, 비장, 담낭, 횡경막 및 횡행

결장 등에 직접 침윤이나 림프절 전이 때문에 

유착침윤된 경우, 근치도(curability)를 방해하

는 정도의 림프절 전이 (N3 혹은 N4), 간 전이 

혹은 복막 전이가 없다면 근치적 절제술을 위

해 주변장기의 합병절제가 적극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진행위암의 선행항암화학요법(Neoadjuvant 
chemotherapy: NAC)
진행위암의 전통적 치료방법은 근치적 위절

제 수술뒤 술 후 항암화학요법(postoperative 

adjuvant chemotherapy)을 실시하여 왔다. 그

러나 선행항암화학요법은 수술전항암화학요법

(preoperative chemotherapy)으로도 불리는 치

료방법으로 수술전항암화학요법을 실시함으로

써 암 침윤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켜 근치적 절

제술을 가능케하는 방법이며 여러 연구자에 의

해 보고되고 있다. 이중 EAP,10) FAMTX,11) 

FLEP12) 등의 다병합제들이 제 2상 임상연구에

서 좋은 반응율을 보 으며 근년에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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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상 임상연구로는 1) Dutch gastric cancer 

group trial13, 14) 2) Medical Research council 

Adjuvant gastric Infusional chemotherpy 

(MAGIC) trial
15)
 3) French trial (FNCLCC 

94012-FFCD9703) trial16) 등이 있으며 MAGIC 

trial과 FNCLCC 94012-FFCD 9703 trial은 생

존율 향상이 입증된 첫 연구들이다.

선행항암화학요법은 다음과 같은 장단점을 

갖고 있다.

※ 선행항암화학요법의 장점

① 미세전이 병소를 더 일찍 항암제에 노출

시킬 수 있다.

② 환자는 수술 이후보다 수술 전의 항암요

법에 더 잘 견딘다.

③ 항암제의 반응을 평가할 수 있으므로 술 

후 치료제로 사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④ 원발병소를 축소시킬 수 있다.

⑤ 근치적 절제율을 높일 수 있다.

※ 선행항암화학요법의 단점

① 병리학적 병기를 알지 못한 채 항암제가 

투여된다.

② 효과가 없는 경우 국소병변이 더 진행될 

수 있다.

③ 치료대상 병소에 따라 반응율이 다를 수 

있다.

④ 효과가 있는 경우 종양 경계가 불분명하

여 절제범위 결정이 어렵다.

⑤ 효과가 아주 좋은 경우 부적절한 축소절

제를 하거나 환자가 수술을 거부할 수 

있다.

Walsh등
17)
과 Ajani등

18)
은 선행항암화학요법

에 방사선 요법을 더한 다병합치료인 선행항암화

학방사선요법(Neoadjuvant chemoradiotherapy: 

NACR)을 실시하여 수술단독치료군보다 절제

율 및 생존율 향상을 보고하 다. 최근 Ajani

등은 3단계 전략(3 step sterategy)으로 1단계

로 2주기의 선행항암화학요법을 실시하고 2단

계로 방사선요법을 시행한 후 3단계로 절제술

을 시행하 을 때 R0 절제율 및 병리학적 반

응율이 높다는 제 2상 임상시험(RTOG 9904) 

결과를 발표하여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9)

진행위암의 수술 후 보조항암화학요법

위암의 근치적 절제술 후 재발 방지를 위해 

시행되어지고 있는 보조항암화학요법에 대한 

논란은 여러측면에서 계속되고 있다. 우선 효

과 여부와 효과가 있다면 그 대상을 결정하는 

문제 및 치료방법 등이 주요 쟁점일 것이다.

효과에 대한 논란의 원인은 대조군의 부재, 

통계적 뒷받침이 약한 연구 및 효과있는 항암

제의 부재 등이며 이러한 지적 가운데에도 술

후 보조항암화학요법의 효과에 대한 많은 임상

연구가 발표되었다. 1993년 Hermann등이 그동

안 발표된 11개의 randomized trial 에 포함된 

2096명의 결과를 meta-analysis 한 결과를 발

표하 는데, Odds ratio 0.88(95% CI, 0.78∼

1.08)로 보조항암화학요법의 효과가 확실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20) 그러나 1999년 Earle등

은 13개의 randomized trial 들에 포함된 1990

명의 환자를 모아 meta-analysis한 결과 Odds 

ratio 0.80(95% CI, 0.66∼0.97)으로 보조항암화

학요법이 작지만 생존기간의 향상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 다.21)

술 후 보조항암화학요법의 대상은 조기위암

을 제외한 모든 진행암 환자에서 실시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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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특히 3기 및 4기 위암 환자 및 비근치적 

절제술이 시행된 환자에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술 후 보조항암화학요법

의 방법은 전통적으로 다병합제의 정맥내 주사

요법이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으나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므로 새로운 항암제 개발 및 

약제조합들을 더욱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정맥

내주사 항암요법을 시행 받은 후 치료실패한 

경우 많은 환자가 복막재발을 나타내고 있으므

로 유등
22)
과 Crookes등

23)
이 제시한 EPIC(early 

postoperative intraperitoneal chemotherapy)와 

술 중 복강내 항암화학요법 등이 대안으로 제

시될 수 있겠다.

Macdonald등24)은 절제수술 후 보조항암화학

요법과 병행하여 방사선 치료를 실시한 SWOG- 

9008의 결과 치료군에서 유의한 생존기간의 연

장이 있었다고 하나 수술적 치료가 불충분하고 

방사선치료의 일관성이 결여되었고 항암치료가 

불충분하 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진행위암

에서 국소재발을 억제는 치료로써 효과가 있기 

때문에 향후지속적 연구가 필요하다.

진행 및 전이 위암의 고식적 항암화학요법

수술이 불가능한 위암환자에게 항암화학요법

이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연구에서 Murad

등과 Pyhonen등은 항암화학요법군이 대조군에 

비하여 의미있는 생존기간의 증가를 보 으며 

Scheithauer등과 Glimelius 등에 의하면 생존

기간의 연장은 물론 삶의 질까지 개선되는 효

과가 입증되었다. 

단독투여에 사용된 주사 항암제와 그 관해율

을 보면 5FU가 대표적 약제로 관해율이 15∼ 

20%이며 최근 taxane계열의 paclitaxel과 docetaxel

의 관해율이 각각 23%와 24%정도이다. 단독

투여 경구 항암제의 관해율은 doxifluridine이 

14%, UFT가 28%정도이나 최근 3세대 경구 

5FU 약제인 capecitabine이 34%, TS-1은 49%

의 높은 관해율을 보여 전신상태가 불량한 진

행성 위암환자에 이들 경구 항암제 단독치료가 

임상에서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진행성 위암에 대한 병합투여 요법의 경우 

근래에는 taxene 계열의 항암제와 병합투여 방

법들이 연구되고 있으며 paclitaxel, cisplatin, 

5FU 3제 병합투여 요법이 전체 관해율 51%로 

좋은 결과를 얻고 있으나 중등도의 독성이 관

찰되었고 관해기간의 연장을 입증하지는 못하

다. Ajani 등은 DCF(Docetaxel + Cisplatin 

+ 5FU) 3제 병합 투여군과 DC(Docetaxel+ 

Cisplatin) 2제 병합투여 요법을 비교시험한 결

과 DCF 치료군이 43%, DC치료군이 26%의 

관해율을 보여 DCF 치료법을 3상 임상시험하

게 되었다. FP와 DCF치료의 비교 3상 연구의 

중간 결과는 DCF 치료군 38.7%, FP 치료군 

23.2%(P=0.012)의 반응율을 나타내었고 진행까

지의 기간은 DCF 치료군 5.2개월, FP 치료군 

3.7개월(P=0.0008)로 DCF치료군이 우월성을 보

임으로써 대표적인 항암치료방법으로 인정되는 추

세이다. Topoisomerase I inhibitor인 irinotecan

과 cisplatin의 병합투여 결과 48∼58%의 관해율

을 나타내었으며 irinotecan과 5FU, mitomycin 

등과 병합투여도 시도되고 있다. 또한 프랑스

에서 시도된 FOLFOX6 병합투여(oxaliplatin 100 

mg/m2, 5FU 400 mg/m2 bolus followed by 

5FU 2.4 g/m2 46hr continuous infusion)가 

50%의 관해율을 보 다. 진행위암의 다병합제 

투여에서 제 3세대 경구용 5FU인 capecitabine 

과 cisplatin은 병용투여 요법에서 54.8%의 반

응율과 비교적 경미한 부작용을 보 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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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1과 CDDP의 병용투여 요법에서도 좋은 

관해율이 보고되고 있어 기대된다.

결    론

진행위암 환자 치료는 전통적으로 절제술 후 

보조항암화학요법을 실시하는 것이었으나 획일

적 치료의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하 다. 더 나

은 치료결과를 위해 환자를 암의 진행정도에 

따라 계층화하고 각각의 상태에 맞는 치료법을 

선택실시하는 맞춤치료(tailored treatment)가 

필요하다. 수술로써 근치적 절제가 시행되어진 

진행위암에 있어 병리학적 병기가 2기 인 환자

들에게는 보조항암화학 요법의 효과가 논란중

이나 3기 및 4기 인 환자에게는 술 후 보조항

암화학요법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주

류를 이루고 있다. 수술전 병기가 국소진행 위

암(T3, T4)인 경우 원발암의 비근치적 절제와 

술 후 보조항암화학요법을 실시하기보다 선행

항암화학요법이나 선행항암화학방사선 요법이 

근치적 절제율을 높이며 병리학적 반응율도 높

일 수 있다는 보고들에 힘입어 향후 빠른 도입

이 이루어지리라 생각된다. 수술 후 국소 재발

이 예견되어지는 경우라면 술 후 보조치료로 

항암제와 방사선을 이용한 국소치료를, 복막재

발의 위험이 높은 경우라면 복강내 항암 화학

요법을 고려해 보는 것도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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