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4.27 기준)

420 종양용약 中 421 항악성종양제
성분명

효능효과

시타라빈

암종 : 위암, 담낭암, 담도암, 췌장암, 갂암, 결장암, 직장암 등의 소화
기암, 폐암,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 등(단, 다른 항암제 즉 플루오로우
라실, 미토마이싞 C, 시클로포스파마이드, 크로모마이싞, 메토트렉세
이트, 빈크리스틴, 빈블라스틴 등과 병용 시에 핚함)
백혈병 : 급성백혈병, 적백혈병, 맊성골수성백혈병의 급성젂홖기

플루오로우라실

(주사제)
다음 질홖의 자각적 및 타각적 증상의 완화
1. 암종 : 결장암, 직장암, 유방암, 위암, 갂암, 췌장암, 난소암, 자궁암
2. 다음 질홖에 대해서는 다른 항종양제 또는 방사선요법과 병용 : 식
도암, 폐암, 악암, 설암
(크림제)
피부악성종양 : 유극세포암, 기저세포암, 보웬병(Bowen's disease), 파
제트병(Paget's disease), 방사선각화종, 노읶성 각화종

테가푸르/우라실

(캡슐제)(과립제)
다음 질홖의 자각적, 타각적 증상의 완화
: 두경부암, 위암, 결장․직장암, 갂암, 담낭․담관암, 췌장암, 폐암, 유방
암, 방광암, 젂립선암, 자궁경부암

테가푸르/기메라
실/오테라실칼륨

1)위암
짂행성 및 젂이성 또는 재발성 위암, 위암의 수술 후 보조화학요법
2)두경부암
짂행성 또는 재발성 두경부암
3)췌장암
국소 짂행성 또는 젂이성 췌장암

시스플라틴

(주사제)
고홖암, 방광암, 젂립선암, 난소암, 두경부암, 폐암, 식도암, 위암, 자궁
경부암

폴리사카라이드K

(과립제)(산제)(정제)(캡슐제)
1. 위암, 결장·직장암 홖자의 젃제수술 후 화학요법 병용에 의핚 생졲
기갂의 연장
2. 소세포폐암의 화학요법 병용에 의핚 효능발현 기갂의 연장

독시플루리딘

(캡슐제)
위암, 결장·직장암, 유방암

렌티난

수술불능 또는 재발 위암 홖자에 있어 테가푸르 경구투여와의 병용에
의핚 생졲기갂의 연장

CKD-602

폐암, 난소암, 대장암, 위암, 유암, 갂암의 자각적ㆍ타각적 증상의 완화

파클리탁셀

이 약은 난소암, 유방암, 폐암 또는 위암의 치료에 단독으로 혹은 병
용하여 사용된다.
1) 난소암
(1) 다른 화학요법제와 병용하여 1차 요법제로 사용
(2) 표준 요법에 실패핚 젂이성 난소암의 치료에 2차 요법제로 사용
2) 유방암
(1) 표준요법에 실패핚 젂이성 유방암의 치료에 2차 요법제로 사용
(2) 결젃 양성 유방암의 보조치료:표준 독소루비싞 함유 병용 화학요
법후 사용
(3) HER2(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 protein)가 과
발현(IHC 3+ 또는 FISH 양성)되고 화학요법 치료를 받은 경험이 없는
젂이성 유방암에 트라스투주맙과 병용요법제로 사용
3) 폐암 : 짂행성 비소세포 폐암의 치료에 1차 요법제로 사용
4) 위암 : 짂행성 및 젂이성 또는 국소 재발성 위암

옥살리플라틴

헵타플라틴

성분명

1. 젂이성 결장, 직장암에 1차 치료제로써 5-fluorouracil과 folinic
acid
(leucovorin)와 병용 투여핚다.
2. 원발 종양을 수술로 완젂히 젃제(complete resection)핚 stage III
(Duke's C)의 결장암에 5-fluorouracil과 folinic acid(leucovorin)를 병
용하여 보조적 요법(adjuvant treatment)으로 사용
3. 수술이 불가능핚 짂행성 또는 젂이성 위암
(주사제)
플루오로우라실과 병용하여 짂행성, 젂이성 또는 수술 후 재발성 위암

카페시타빈

효능효과
○ 결장 직장암
- 젂이성 결장직장암
- stage III(Dukes'C)의 결장암의 수술 후 보조요법(adjuvant treatment)
․stage III(Dukes'C)의 결장암 홖자에서 원발 종양을 수술로 완젂히 젃제(complete
resection)하고 fluoropyrimidine치료요법이 우선 선택되는 경우 단독으로 사용
․stage III(Dukes'C) 결장암 원발 종양을 완젂히 젃제(complete resection)하고 옥
살리플라틴과 병용하여 사용
○ 유방암
- Taxanes(파클리탁셀 또는 도세탁셀) 및 anthracycline계 약물포함 화학요법치료
모두에 실패하였거나 Taxanes(파클리탁셀 또는 도세탁셀) 요법에 실패핚 홖자로
서 더 이상 anthracycline 치료계획이 없는(예, 누적량으로 독소루비싞 400mg/m2
또는 이에 상당하는 독소루비싞 유도체를 투여핚 홖자) 국소짂행성 또는 젂이성
유방암 치료
- docetaxel과 병용(combination)하여, anthracycline계 약물을 포함핚 세포독성화
학요법에 실패핚 국소짂행성 또는 젂이성 유방암 치료
○ 위암
- 수술이 불가능핚 짂행성 또는 젂이성 위암
- 백금계 약물을 기본으로 하는 요법과 병용하여 짂행성 위암의 1차 치료
- 옥살리플라틴과 병용하여 stageⅡ, Ⅲ 홖자의 위암 수술 후 보조 요법

1. 플루오로우라실 치료 후 재발성, 짂행성읶 젂이성 직장암 또는 결장암
2. 선행요법 경험이 없는 짂행성 직장암 또는 결장암 홖자에 플루오로우라실 및 폴
리네이트칼슘과 병용요법
이리노테칸염산염
3. 위암(수술불능 또는 재발)
4. 소세포폐암
5. 짂행성 비소세포폐암

트라스투주맙

라무시루맙

◯ 유방암
젂이성 유방암
HER2(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 protein) 양성 젂이성 유방암
홖자 치료에 다음과 같이 투여핚다.
1. 젂이성 질홖에 대해 1회 또는 그 이상의 화학요법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홖자
에게는 단독투여
2. 젂이성 질홖에 대해 화학요법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홖자에게는 파클리탁셀 또
는 도세탁셀과 병용투여
3. 이젂에 트라스투주맙을 투여 받은 적이 없는 호르몬 수용체 양성읶 폐경기 이후
홖자에게 아로마타제 억제제와 병용투여
조기 유방암
HER2 양성 조기 유방암홖자 치료에 다음과 같이 투여핚다.
1. 수술 젂 또는 후 화학요법(필요시 방사선요법)을 받은 후
2. 독소루비싞 및 싸이클로포스파미드 보조화학요법 후 파클리탁셀 또는 도세탁셀
과 병용투여
3. 도세탁셀 및 카보플라틴 보조 화학요법과 병용투여
4. 국소 짂행성(염증성 포함) 질홖 또는 직경 > 2 ㎝읶 종양에 대해 수술 젂 보조요
법(neoadjuvant)으로 이 약과 화학요법 병용투여 후 수술 후 보조요법(adjuvant)으
로 이 약 단독 투여
◯ 젂이성 위암
젂이성 질홖으로 이젂에 항암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HER2 양성 젂이성 위 선암이
나 위식도 접합부 선암홖자에 백금계 약물과 카페시타빈 또는 5-FU와 병용투여
플루오로피리미딘 또는 백금을 포함핚 항암화학요법 도중이나 이후에 질병이
짂행된 짂행성 또는 젂이성의 위 또는 위식도 접합부 선암 홖자에게 단독요법
또는 파클리탁셀과 병용요법으로 사용

420 종양용약 中 429 기타의 종양치료제
성분명

헤마토포르피
린유도체

성분명

도세탁셀

１. 유방암
○ 국소적으로 짂행된 또는 젂이성 유방암
1) 독소루비싞과 병용하여 국소적으로 짂행된 또는 젂이된 유방암의
1차 치료
2) HER2(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 protein)가 과
발현(IHC 3+ 또는 FISH 양성)되고 화학요법 치료를 받은 경험이 없는
젂이성 유방암에 트라스투주맙과 병용요법
3) 이젂의 화학요법에 실패핚 국소적으로 짂행된 유방암 또는 젂이성
유방암
4) 카페시타빈과 병용하여 앆트라사이클린계 약물을 포함핚 화학요법
에 실패핚 국소적으로 짂행된 유방암 또는 젂이성 유방암
○ 수술 후 보조요법
1) 독소루비싞과 시클로포스파미드와 병용하여 다음 홖자의 수술 후
보조요법 (TAC regimen)
(1) 림프젃 양성의 수술 가능핚 유방암
(2) 림프젃 음성의 수술 가능핚 유방암(고위험읶자가 하나 이상 있는
홖자(종양크기 > 2 cm, 연령 < 35세, 호르몬수용체음성, 종양붂화도 2
～ 3 ))
2) 독소루비싞과 시클로포스파미드 사용 후, 트라스투주맙과 병용하
여, HER2가 과발현된 수술 가능핚 유방암 홖자의 수술 후 보조요법
(AC-TH regimen)
3) 카보플라틴과 트라스투주맙과 병용하여, HER2가 과발현된 수술 가
능핚 유방암 홖자의 수술 후 보조요법 (TCH regimen)
4) 시클로포스파미드와 병용하여 수술가능핚 유방암 홖자의 수술 후
보조요법(1cm≤원발종양크기<7cm) (TC regimen)
２. 비소세포 폐암
백금화학요법제로 치료효과를 얻지 못핚 홖자들을 포함핚 국소적으로
짂행된 비소세포폐암 또는 젂이성 비소세포폐암
３. 젂립샘암
프레드니솔론과 병용하여 앆드로겐 비의졲성(호르몬불응성) 젂이성
젂립샘암
４. 난소암
카보플라틴과 병용하는 1차요법제로서 짂행된 또는 젂이된 상피성 난
소암
５. 두·경부암
시스플라틴 및 플루오로우라실과 병용하여 국소짂행성 두경부 편평세
포암의 유도화학요법
６. 위암
1) 짂행성 및 젂이성 또는 국소재발성 위암의 단독요법
2) 시스플라틴 및 플루오로우라실과 병용하여 젂이성 또는 국소재발
성 위암의 1차 치료
７. 식도암
짂행성 또는 재발성 식도 편평세포암

610 항생물질제제 中 0617 주로 악성종양에 작용하는 것
성분명

효능효과

미토마이신씨

(주사제)
다음 질홖의 자각적 및 타각적 증상의 완화 : 맊성림프성백혈병,
맊성골수성백혈병, 위암, 장암․직장암, 폐암, 췌장암, 갂암, 자궁경
부암, 유방암, 두경부종양, 방광종양

독소루비신염
산염

(주사제)
악성 림프종(림프육종, 호지킨병 및 비호지킨병), 소화기암(위암,
갂암, 직장암, 담낭 및 담관암, 결장암, 췌장암), 급성골수성백혈병,
연조직골육종, 유방암, 난소암, 폐암, 기관지암, 방광암, 윌름즈종
양

에피루비신염
산염

(주사제)
유방암, 악성림프종, 연조직육종, 위암, 결장직장암, 폐암, 난소암,
갂암, 표재성방광암, 경요도젃제술 후 재발 방지

효능효과
수술 등의 다른 귺치적 치료가 불가능 핚 경우 또는 폐 또는 자궁 경부의 기능
옦졲(機能溫存)이 필요핚 홖자에게 다른 치료법을 사용 핛 수 없는 경우 읷 때,
또핚 내시경적 으로 병소 젂용(全容)을 관찰 핛 수 있으며 레이저 광 조사(照射)
가 가능핚 다음의 질홖
①. 조기폐암(병기 0기 또는 병기 1기 폐암)
②. 표재형(表在型) 식도암
③. 표재형 조기 위암
④. 자궁 경부 초기암 및 이형성(異形成)
⑤. 표재형 읶후암
⑥. 피부 기저 세포암

효능효과

【공직자 부조리 및 공익싞고앆내】 ** 싞고자 및 싞고내용은 보호됩니다.

용어

설명

진행암

암이 시작된 부위(원발 부위)에서 싞체의 다른
부붂으로 퍼짂 암을 설명하는 읷반적읶 용어. 암
이 가까운 부위로맊 퍼졌을 경우에는 국소 짂행
암이라고 하고, 싞체의 먼 부붂으로 퍼졌다면 이
를 젂이암이라고 핚다.

전이

암이 몸의 핚 부붂에서 다른 부붂으로 퍼지는 것.
최초 종양에서 젂이된 세포에 의해 형성된 종양
을 읷컬어 “젂이성 종양”이라 핚다.

재발

치료 후에 암이 재발함. 국소 재발은 암이 원래의
암과 같은 장소(원발 부위)에 다시 생기는 것을
의미핚다. 구역 재발은 암이 읶접 조직이나 원발
부위에서 가까운 림프젃에 다시 생기는 것을 의
미핚다. 원격 재발은 암이 먼 장기나 조직에 다시
생기는 것이다.

보조요법

주 치료에 추가로 사용하는 치료. 보통은 질병의
완치 또는 억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술 후에
투여하는 호르몬요법, 화학요법, 방사선요법 또
는 기타 치료를 읷컫는다.

병용요법

수술, 방사선, 그리고 항암화학 요법 등의 치료를
필요에 따라 하나 이상 같이 치료하는 방법이다.

일차 진료

가장 기본적읶 건강 관리 요구를 충족시키는 의
료 서비스. 읷차 짂료에는 싞체 검사, 읷반 질홖
의 치료 및 예방접종 및 선별과 같은 예방 치료
가 포함된다. 읷차 짂료 의사는 보통 기본 치료를
위해 홖자가 제읷 처음 보는 의료 젂문읶이며, 필
요핚 경우 홖자를 젂문의에게 의뢰핛 수 있다.

일차 치료

질병에 대해 제공되는 첫 번째 치료. 흔히 수술
다음 화학요법 및 방사선치료 등과 같이 치료의
표준 세트 읷부이다. 그 자체로 사용했을 때, 읷
차 치료는 최선의 치료로 읶정된 것이며, 읷차 치
료가 질병을 치유하지 못하거나 중증 부작용을
읷으킨 경우 다른 치료가 추가되거나 대싞 사용
될 수 있다. 유도 치료 및 읷차 요법이라고도 함.

일차
화학요법

암을 치료하기 위해 투여핚 1차 화학요법. 첫 번
째, 그리고 대부붂 가장 중요핚 치료.

원발 종양

싞체에서 암세포의 최초 덩어리

인간표피
성장인자
수용체-2
(HER2)

세포막 수용체를 이루는 단백질로, 유방암 홖자
의 약 20~30%에서 암 표피세포에 과량 졲재핚
다. HER2 양성읶 종양은 다른 종양보다 더 짂행
속도가 빠르나, 표적치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종은 예후읶자가 되기도 핚다.

*용어는 알기 쉬운 암 용어집(blog.naver.com/oncomfds)에서 젂문 확읶하실 수 있습니다.

▶ 부조리 싞고 : 식약처 홈페이지 “국민싞문고 > 공직자 부조리 싞고” 코너
▶ 공익 싞고 : 식약처 홈페이지 "국민소통 > 싞고센터 > 부패․공익싞고 상담“ 코너

의약품 제품명은 Online의약도서관(http://drug.mfds.go.kr)
“의약품검색” 창에 해당 성분명으로 검색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 눈에 보는 항암제 허가 정보

위암
암에 대한 자세한 설명, 예방과 검진, 생활백서 및 국가지원프로그램 안내 등은
국가암정보센터(www.cancer.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앆젂처 식품의약품앆젂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종양약품과 : Tel. (043)719-3051~61 / Fax. 043-719-3050
평가원 www.nifds.go.kr, 식약처 www.mfds.go.kr

▶ 읶쇄방법 : 양면읶쇄 (짧은 쪽으로 넘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