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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Thisstudyaimedtoascertainwhatshouldbeconsideredinthe“GuidelineforClinicalTrialswithHerbal

MedicinalProductsforLiverCancer,”byanalyzingexistingguidelinesandclinicaltrials.

Methods:Committeeforthedevelopmentofaguideline,consistingof6Koreanmedicinedoctors,reviewedguidelinesand
clinicaltrialsonusingherbalmedicinefortreatinglivercancer.Thetrialswereanalyzedintermsofinclusionandexclusionof
participants,intervention,comparators,outcomes,andtrialdesign.Wethencomparedtheresultsofouranalysiswiththe
guidelinestoidentifyissueswemusttoconsiderwhenfollowingthe“GuidelineforClinicalTrialswithHerbalMedicinal
ProductsforLiverCancer.”Severalguidelinesforantitumoragentsandclinicaltrialsonherbalmedicinewereobtainedfrom
theMinistryofFoodandDrugSafetyhomepage,etc.Thesearchtermswereasfollows:“liverneoplasms”;“herbalmedicine”;
“medicine,Koreantraditional”;and“medicine,ChineseTraditional.”.

Results:TenarticleswereobtainedfrompubmedandEmbase.Therewasnoguidelineforclinicaltrialsonusingherbal
medicinefortreatinglivercancer.Alltheparticipantsinthereviewedarticleshadprimarylivercancer,andthetypeof
interventionvaried(e.g.,decoction,patches,andcapsules.Thecomparatorsincludedplacebosandconventionaltreatmentssuch
aschemotherapy.Theoutcomeassessmentmethodsweretumorresponse,qualityoflife,survival,andliverfunctiontests.Adverse
eventsoccuringduringthetrialwerealsoevaluated.

Conclusion:Findingswerederivedbyreviewingexistingguidelinesandcomparingthemwithclinicaltrialsonlivercancer
andherbalmedicinalproducts.Theseresultswillbeutilizedinthedevelopmentofthe“GuidelineforClinicalTrialswith
HerbalMedicinalProductsforLiverCancer.”

Keywords:liverneoplasms,hepatocellularcarcinoma,herbalmedicinalproduct,clinicaltrial,guideline

Ⅰ.서 론

원발성 간암은 병리학 으로 간세포암종 외에도

담 암, 육종 간모세포암 등이 포함되지만,

흔히 간암이라 함은 성인의 원발성 간암의 85% 이

상을 차지하는 간세포암종을 일컫는다
1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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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으로 새롭게 발생한 간암환자는 약 84만 명

으로,폐,유방,결장직장, 립선, 암에 이어 6번

째로 많이 발생하 으며,간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

는 78만 여명으로 세 번째로 많았다.간암은 세

계 발생과 사망의 70% 이상이 아시아에서 일어났

으며,특히 우라나라가 속한 동아시아에서 50% 이

상이 발생하 는데,만성 B형 간염 바이러스(HBV)

감염이 요한 요인으로 작용하 다
2,3
.우리나라 국

가 암 정보센터 통계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간암의 발생은 갑상선암을 제외하고 남자에서 5 ,

여자에서 6 로,남녀를 합했을 때 5 으며,사망

자 수는 폐암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4
. 한 남녀

성비를 보면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세계 으로는 2

배 이상,국내에서는 3배 이상 많이 발생하 다
2,4
.

갑상선과 립선암을 제외한 모든 암의 5년 상

생존율이 62.8%인데 반해,간암의 5년 상 생

존율은 34.6%로 췌장암,폐암,담낭 담도암에

이어 4번째로 낮아 후가 불량하다
5
.이 게 후가

불량한 이유는 첫째,간세포암의 빠른 성장속도와

조기에 침습을 일으키는 생물학 특징,둘째,

만성 간염이나 간경변을 동반하여 극 인 암 치

료가 어려운 ,셋째,특이 증상이 없어 주기

검사를 시행하지 않으면 조기 발견이 어려워 발견

당시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은 등이다
6
.간암

의 표 치료는 병기와 Child-Pugh등 등에 따라

수술(간 제 혹은 간이식),국소치료(고주 열치료

술,에탄올 주입술 등),경동맥 화학 색 술,체외

방사선치료, 신치료(세포독성화학요법제,분자표

치료제,면역 문억제제)등이 행해지고 있다7,8.

간암은 조기에 발견하여 수술을 하더라도 5년 재발

률이 43.7~77% 정도이며 이들 80~95%가 간

내에서 재발된다
9
.발견 당시에도 근치 수술이 불

가능한 환자가 많고,수술을 하더라도 재발이 많으

므로 실제 임상에서는 간세포 암종의 1차 치료법으로

경동맥 화학 색 술(transarterialchemoembolization,

TACE)이
10
가장 많이 선택되고 있는 시술이다.그

러나 이 시술 후에 60-80%의 환자에서 발열,복통,

오심,구토,aspartateaminotransferase(AST),alanine

aminotransferase(ALT),gammaglutamyltransferase

(GGT)상승 등을 동반하는 색 술 후 증후군이

나타난다고 보고되었다
11
.

간세포암은 진단 당시 40%의 환자가 이미

병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신치료가 유일한 치

료방법인 경우가 부분이지만12,약제 내성 유 자

의 발 빈도가 높고,만성 간염 는 간경변 등의

동반으로 간기능이 감소되어 있는 환자가 많다.따

라서 약물의 달과정이 방해받아 충분한 항암제

의 투여가 불가능하므로 확실히 효과가 있는 신

치료법을 찾기 한 시도가 계속 되고 있다
13
.그

로,분자표 치료제인 sorafenib은 2007년 허가를

받고 미국과 유럽 그리고 아시아에서 2건의 3차 임

상시험을 거친 후14,15,거의 10년간 진행성 간세포암

치료제로 유일하게 허가받은 표 1차 신치료제

로 사용되어 왔다16,17.하지만 환자에 한 sorafenib

의 반응 측을 한 상당수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아직 명확한 결론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며18-20,

설사,손발피부반응(hand-footskinreaction),식욕

부진,탈모,음성의 변화,원인 불명의 복통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한다
14,15
.그 이후 2017년 분자표 치

료제인 regorafenib과 면역 문억제제인 nivolumab

이 진행성 간세포암의 2차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

다21,22.하지만 sorafenib에 내약성이 있는 환자가

regorafenib에 잘 반응할지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

은 상태이고,앞으로 간세포암 치료를 이끌어 갈

것으로 기 되는 nivolumab을 포함한 면역 문 억

제제들은 기존 세포독성 항암제나 표 항암제와는

다른 양상으로 면역체계에 향을 미쳐 면역매개

이상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데23,즉각 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생명을 할 수 에 이르는 경우

도 있으며,약물 단 이후에도 면역매개 이상반응

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24,25
.

와 같이 암의 표 치료가 안고 있는 한계들로

인해 국내외 암환자들의 보완 체 의학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특히 한약제제가 암환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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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이용되고 있고26,27,그와 련해 효과를 입증

하기 한 많은 실험과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28
.

하지만 발표된 거의 부분의 기 실험이 임상연

구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임상 논문들 한

부분이 근거 심의학에서 근거가 낮은 편에 속하

는 증례보고라는 한계가 있으며
29
,근거 수 이 높

은 잘 설계된 간암 련 한의약 임상시험은 본격

으로 수행되고 있지 않다. 한 국내의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부분에서도 서양의학에서 사용하는 항

암제에 을 맞춘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외에 간

암의 한약제제 임상시험과 련된 가이드라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자는 추후 간암 환자를 상으로 하는

한약제제 임상시험을 설계,수행하고 이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 개발을 한 사 작업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한다.첫째,국내의 존

하는 한약제제 련 가이드라인과 암/간암 련 가

이드라인을 검색하여 한의약 임상시험에 용할

수 있는 부분을 분석하고,보완해야 하는 부분을

탐색한다.두 번째로,최근 수행된 간암환자를

상으로 한 한약임상시험의 방법론을 고찰하여,향

후 임상시험 수행 시 필요한 임상시험계획서의 고

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하는 바이다.

Ⅱ.연구방법 차

1.개발 정인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의 목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가

이드라인의 목 은 환자군에서 치료 유효성을

탐색하여 가능한 용량과 투여기간 설정을 한 다

양한 정보수집을 목 으로 하는 제 2상 임상시험

(치료 탐색 임상시험 등)과 한약제제의 안 성

과 유효성을 확증하기 한 제 3상 임상시험(치료

확증 임상시험 등)을 한 것으로,일반 인 임

상시험 가이드라인에서 다 지는 내용들 외에,한

약제제를 이용한 간암 임상시험에 특수하게 용

해야 하는 고려사항을 다루는 것이며, 한 이것을

통해 실제 임상시험 계획과 수행 시 참고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다.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1)한의학의 특수성과 임상실제를 반 하는 한

약제제를 이용한 간암 임상시험의 구

2)한약제제를 이용한 간암 임상시험의 표 화

도모 질 제고

3)한약제제를 이용한 간암 임상시험의 안 성,

유효성,윤리성 확보

2.가이드라인 련 문헌검색 분석

1)간암 한약제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개발

구성

간암 한약제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개발 이

구성되었으며,본격 인 개발 의 사 작업을 진

행하 다.개발 은 총 6명으로,임상시험 수행 경

험과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개발 경험이 있는 암

문 한방병원 연구소 소속 연구원 2인,간암치료

경험이 있는 암 문 한방병원 소속 임상의 3인,

한방내과 문의로서 임상연구 가이드라인 제작경험

이 있는 한의약임상연구 공자 1인으로 구성되었다.

2)기존 국내 가이드라인 검색 분석

개발 원 2인이 식품의약품안 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와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

(NDSL)홈페이지(www.ndsl.kr)그리고 임상진료

지침 정보센터(www.guideline.or.kr),PubMed(https://

www.ncbi.nlm.nih.gov/pubmed),GoogleScholar(https:

//scholar.google.co.kr)를 독립 으로 검색하여 한

약제제 련 가이드라인과 암/간암 련 가이드라

인을 검색하 으며,검색된 가이드라인을 분석하여

한약제제 임상시험에 용 가능한지 고찰하 다.

3.기존 임상시험 련 문헌검색 분석

1)문헌검색

(1)해외 DB로는 PubMed,Embase에서 간암,

한의학,한약에 해당하는 검색어를 이용해 무작

배정 조군 임상시험을 검색하 다.자세한 검색

어는 Table1에 제시하 다(Tabl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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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med

Disease
ofinterest

(“liverNeoplasms”[MH]OR“livercancer"OR“cancer,liver"OR“hepaticcancer"OR“livercancer"
OR “liverprimarycancer"OR “primarylivercancer"OR “livertumor"OR “hepatictumor"OR
“hepatictumour"OR “livercelltumor"OR “livercelltumour"OR “liverneoplasm"OR “liver
neoplasma"OR“liverneoplasms"OR“livertumor"OR“livertumour"OR“tumor,liver"OR“tumour,
liver"OR “livercellcarcinoma"OR “carcinoma,hepaticcell"OR “carcinoma,hepatocellular"OR
“carcinoma,liver"OR“carcinoma,livercell"OR“hepaticcarcinoma"OR“hepaticcellcarcinoma"OR
“hepatocarcinoma"OR “hepatocellularcarcinoma"OR “hepatoma"OR “livercarcinoma"OR “liver
carcinomarupture"OR“livercellcarcinoma"OR“malignanthepatoma"OR“primarylivercarcinoma")

Intervention

(“Medicine,KoreanTraditional”[MH]OR “Medicine,ChineseTraditional”[MH]OR “Medicine,East
AsianMedicine”[MH]OR“Medicine,Kampo”[MH]OR“Integrativemedicine”[MH]OR“complementary
therapies”[MH]OR “traditionaljapanmedicine”[TW]OR “alternativemedicine”[TW]OR “Herbal
Medicine”[MH]OR“Herb*”[TW]OR“tang”[TW]OR“san”[TW]OR“decoction”[ALL])

Outcome
measures

None

Filter FulltextavailableANDPublishedinthelast10yearsANDHumans

Embase

Disease
ofinterest

(‘livercancer'/expOR‘cancer,liver'OR‘hepaticcancer'OR‘livercancer'OR‘liverprimarycancer'OR
‘primarylivercancer'OR ‘livertumor'/expOR ‘hepatictumor'OR ‘hepatictumour'OR ‘livercell
tumor'OR‘livercelltumour'OR‘liverneoplasm'OR‘liverneoplasma'OR‘liverneoplasms'OR‘liver
tumor'OR ‘livertumour'OR ‘tumor,liver'OR ‘tumour,liver'OR ‘livercellcarcinoma'/expOR
‘carcinoma,hepaticcell'OR‘carcinoma,hepatocellular'OR ‘carcinoma,liver'OR‘carcinoma,livercell'
OR‘hepaticcarcinoma'OR‘hepaticcellcarcinoma'OR‘hepatocarcinoma'OR‘hepatocellularcarcinoma'
OR ‘hepatoma'OR ‘livercarcinoma'OR ‘livercarcinomarupture'OR ‘livercellcarcinoma'OR
‘malignanthepatoma'OR‘primarylivercarcinoma')

Intervention

(‘herbalmedicine'/expOR‘herbalmedicine'OR‘medicine,herbal'OR‘chinesemedicine'/expOR‘chinese
medicine'OR‘medicine,chinesetraditional'OR‘traditionalchinesemedicine'OR‘koreanmedicine'/expOR
‘koreanmedicine'OR‘koreantraditionalmedicine'OR‘medicine,koreantraditional'OR‘traditionalkorean
medicine'OR‘kampomedicine(drug)'/expOR‘japanesetraditionalkampomedicine(drug)'OR‘japanese
traditionalkanpomedicine(drug)'OR ‘japanesetraditionalmedicine(drug)'OR ‘kampo'OR ‘kampo
agent'OR‘kampodrug'OR‘kampoformula'OR‘kampoformulae'OR‘kampoformulation'OR‘kampo
medication'OR‘kampomedicinalproduct'OR‘kampomedicine(drug)'OR‘kampomedicines'OR‘kampo
preparation'OR ‘kampoproduct'OR ‘kamporemedy'OR ‘kanpoagent'OR ‘kanpodrug'OR ‘kanpo
formula'OR‘kanpoformulae'OR‘kanpoformulation'OR‘kanpomedicinalproduct'OR‘kanpomedicine
(drug)'OR ‘kanpomedicines'OR ‘kanpopreparation'OR ‘kanpoproduct'OR ‘kanporemedy'OR
‘traditionaljapanesekampomedicine(drug)'OR ‘traditionaljapanesekanpomedicine(drug)'OR
‘traditionaljapanesemedicine(drug)'OR‘complementaryandalternativemedicine'/expOR‘decoction'/exp
OR ‘eastasian medicine'OR ‘integrative medicine'/exp OR ‘integrative medicine'OR ‘alternative
medicine'/exp OR ‘alternative medicine'OR ‘alternative therapies'OR ‘alternative therapy'OR
‘anthroposophy'OR ‘complementary medicine'OR ‘complementary therapies'OR ‘dietfads'OR
‘eclecticism,historical'OR‘medicine,alternative'OR‘medicine,unani'OR‘mentalhealing'OR‘mindbody
technique'OR‘mindbodytherapies'OR‘mindbodytherapy'OR‘mind-bodyrelations(metaphysics)'OR
‘mind-bodyrelations,metaphysical'OR‘mind-bodytherapies'OR‘naturopathy'OR‘polaritytherapy'OR
‘radiesthesia'OR‘reflexotherapy'OR‘spiritualtherapies'OR‘therapeuticcults'OR‘therapeutictouch')

Outcome
measures

none

Filter ‘randomizedcontrolledtrial'/expAND[2009-2019]

Table1.Search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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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year Title Characteristics

HongSH,2015
ClinicalPracticeGuidelinesofKorean
MedicineforHepatocellularCarcinoma

30

1.clinicalpracticeguidelineofKoreanmedicine
2.relatedtohepatocellularcarcinoma
3.aresearchreport

TheKoreanLiverCancer
AssociationandNational
CancerCenter,2018

PracticeGuidelinesforManagementof
HepatocellularCarcinoma

6

1.clinicalpracticeguidelinesofconventional
medicine

2.relatedtohepatocellularcarcinoma
3.multidisciplinaryclinicalguidelinesinKorea

SHKim,2006
Studyondevelopmentofassessment
guidelineandendpointsforclinicaltrial
withantitumornaturalproduct

31

1.specifictoassessmenttoolforclinicaltrial
2.relatedtoantitumornaturalproduct
3.aresearchreport

KoreaFood& Drug
Administration,2006

Guidelineforevaluationofclinicaltrial
ofanticancerdrug

32

1.relatedtoanticanceragentswhichhave
toxicityagainstcancercellorfunctionof
inhibitionofcancercellgrowth

KoreaFood& Drug
Administration,2010

Guidelinesforthereviewofnonclinical
testdataforapprovalofanti-cancer
drug’sclinicaltrialplananditem

authorization33

1.descriptionoftheminimumconsiderationsfor
clinicaltestingofanticancerdrugsaimedat
treatingprogressivecancerpatientsbasedon
thetypeandtimingofnonclinicalstudies

NationalInstituteoffood
anddrugsafetyevaluation,

2015

Guidelinesforclinicaltrialof
anti-cancerdrugs

34

1.relatedtoanticanceragentswhichhave
toxicityagainstcancercellorfunctionof
inhibitionofcancercellgrowth

NationalInstituteoffood
anddrugsafetyevaluation,

2015

Guidelinesfornon-clinicaltrialof
anti-cancerdrugs35

1.recommendationsfornonclinicalevaluationto
supportclinicaltrialsinthedevelopmentof
anticancerdrugs

NationalInstituteoffood
anddrugsafetyevaluation,

2015

Guidelinesforexemptionofanti-cancer
drugdatainKoreanpopulation

36
1.guidelinesforexemptionfromsubmissionof
clinicaltrialdataaboutKoreans

Table2.TheListofSearchedGuidelinesRelatedtoLiverCancer

(2)국내 DB로는 통의학정보포털(https://oasis.

kiom.re.kr),한국 통지식포털(http://www.koreantk.

com),한국학술정보포털(http://kiss.kstudy.com),과

학기술학회마을(http://society.kisti.re.kr),한국교육

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http://www.riss.kr),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http://www.ndsl.kr)에서는

‘간암’,‘한의’,‘임상시험’으로 검색하 다.검색한

문헌 질환이 간암에 해당하지 않는 것,한약 외

에 다른 재(침,약침 등)가 사용된 것,무작 배

정 조군 임상시험이 아닌 것은 제외하 다.

2)선정된 임상시험 분석

임상시험 설계 시 필수 인 요소인 P(Participants),

I(Intervention),C(Comparator),O(Outcome)를

심으로 분석하 으며,그 외 임상시험설계에 해

서도 비교하 다.

Ⅲ.결 과

1.가이드라인 련 문헌검색 분석

1)가이드라인 련 문헌검색결과

국내 가이드라인 검색 결과는 Table2와 아래에

기술하 다.간암 치료를 한 한약제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침구 임상시험가이드라인은 존재하

지 않았다.한약제제임상시험 련 가이드라인 검

색결과 암이 아닌 기타 개별 질환에 한 가이

드라인은 제외하 다(Tabl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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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ofFoodandDrug
Safety,2018

Guidelinefortheuseofclinicaltrial
medicinesfortherapeuticpurposes37

1.guidelinefortheuseofclinicaltrialmedicines
topatientswithlife-threateningconditions
withoutothertreatment

KoreanAssociationforthe
StudyoftheLiverand
NationalCancerCenter,

2001

RecommendationsforEarlyScreeningof
LiverCancer

38
1.guidelineforhepatocellularcarcinoma
surveillanceinKorea

KoreaInstituteofOriental
Medicine,2005

Astudyontheclinicaltrialguidelinesof
herbalmedicinaldrug39

1.relatedtogeneralherbalmedicinaldrug
2.aresearchreport

KoreaInstituteofOriental
Medicine,2005

Astudyontheclinicaltrialguidelineof
herbalmedicaldrug(Ⅱ)

40

1.analysisofguidelinesforclinicalresearchof
newmedicationinChinesemedicine

2.relatedtogeneralherbalmedicinaldrug

Industry-Academia
CollaborationFoundation,
KyungHeeUniversity,

2006

Researchonoutcomeindicatorsfor
clinicaltrialsofherbalmedicinalproducts

41

1.relatedtoassessmenttool
2.relatedtocough,phlegm,asthma
3.aresearchreport

KoreaFood& Drug
Administration,2007

Generalconsiderationsforclinicaltrials
inherbalmedicine

42

1.relatedtogeneralherbalmedicine
2.generalprinciplesandmethodsofclinicaltrials
3.aresearchreport

NationalInstituteoffood
anddrugsafetyevaluation,

2017

Qualityguidelinesofherbalmedicinefor
clinicaltrial

43

1.recommendationsforchemistry,manufacturing
andcontrolinformationonherbalmedicines
usedinclinicaltrials

JapanSocietyof
Hepatology,2013

Evidence-basedClinicalPractice
GuidelinesforHepatocellularCarcinoma:
TheJapanSocietyofHepatology

44

(3rdJSH-HCCGuidelines)

1.guidelinesforhepatocellularcarcinoma
prevention,diagnosisandtreatmentinJapan

AsianPacificAssociation
fortheStudyoftheLiver,

2017

Asia–Pacificclinicalpracticeguidelines
onthemanagementof
hepatocellularcarcinoma

45

1.guidelinesforevidence-basedmanagementof
hepatocellularcarcinomainAsia-Pacificregion

LimHS,2014
MalignanttumorChinesemedicine

treatmentguide
46

1.clinicalpracticeguidelinesofChinesemedicine
2.relatedtoneoplasms

ZhouJ,2017
GuidelinesforDiagnosisandTreatment
ofPrimaryLiverCancerinChina

47

1.guidelinesofsurveillance,diagnosis,staging
andtreatmentforhepatocellularcarcinoma
occurringinChina

EuropeanAssociationfor
theStudyoftheLiver
(EASL),2018

EASLClinicalPracticeGuidelines:
Managementofhepatocellular

carcinoma
48

1.recommendationsofsurveillance,diagnosisand
therapeuticstrategiesforpatientswith
hepatocellularcarcinomainEurope

EuropeanSocietyfor
MedicalOncology
-EuropeanSocietyof
DigestiveOncology
(ESMO-ESDO),

2012

Hepatocellularcarcinoma:ESMO-ESDO
ClinicalPracticeGuidelinesfordiagnosis,

treatmentandfollow-up49

1.ClinicalPracticeGuidelinesfordiagnosis,
treatmentandfollow-upofhepatocellular
carcinomapatientsinEurope

NationalComprehensive
CancerNetwork,2019

NationalComprehensiveCancerNetwork
[NCCNClinicalPracticeGuidelinesin
Oncology(NCCNGuidelines®)
HepatobiliaryCancers]

7

1.Guidelinesfordiagnosisandtreatmentof
Hepatobiliarycancers

2.Hepatobiliarycancersareincludinghepatocellular
carcinoma,gallbladdercancerandcholangiocarcino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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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nAssociationfor
theStudyofLiverDisease

(AASLD),2018

AASLDGuidelinesfortheTreatmentof
HepatocellularCarcinoma

50

1.officialrecommendationsofAASLDonthe
surveillance,diagnosis,andtreatmentof
hepatocellularcarcinomaoccurringinthe
settingofadultswithcirrhosis

AmericanCollegeof
Gastroenterology(ACG),

2014

ACGclinicalguideline:thediagnosisand
managementoffocalliverlesions

51

1.guidelinesforevidence-basedapproachtothe
diagnosisandmanagementoffocalliver
lesions(FLL)

2.FLLincludesmalignantliverlesionsand
benignsolidandcysticliverlesions.

(1)암/간암 임상시험 련 국내 가이드라인

① 천연물 항암제제 임상시험 평가지표 개발연구31

② 항암제 임상시험 평가지침
32

③ 항암제임상시험계획(IND) 품목허가(NDA)

승인을 한 비임상시험 자료 심사 지침
33

④ 항암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34

⑤ 항암제 비임상시험 가이드라인
35

⑥ 항암제 가교자료 면제를 한 가이드라인 개

정
36

⑦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 목 사용을 한

가이드라인
37

(2)한약제제 임상시험 련 국내 가이드라인

① 천연물신약⋅한약제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연구39

② 한약제제 등의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제정연

구(Ⅱ)40

③ 한약제제의 임상시험 평가지표개발에 한

연구41

④ 생약한약제제 임상시험의 일반 고려사항
42

⑤ 임상시험용한약(생약)제제의 품질가이드라인43

(3)국내외 간암 임상지침

① 간세포암종 치료에 한 한의 임상 가이드라인30

② 2018간세포암종 진료 가이드라인
6

③ 간암 조기검진 권고안38

④ Evidence-basedClinicalPracticeGuidelines

forHepatocellularCarcinoma:TheJapanSociety

ofHepatology
44

⑤ Asia-Pacificclinicalpracticeguidelineson

themanagementofhepatocellularcarcinoma
45

⑥ 惡性腫瘤中醫診療指南
46

⑦ GuidelinesforDiagnosisandTreatmentof

PrimaryLiverCancerinChina
47

⑧ EASL(EuropeanAssociationfortheStudyof

theLiver)ClinicalPracticeGuidelines:Management

ofhepatocellularcarcinoma48

⑨ Hepatocellular carcinoma: ESMO-ESDO

(EuropeanSocietyforMedicalOncology-European

SocietyofDigestiveOncology)ClinicalPractice

Guidelinesfordiagnosis,treatmentandfollow-up49

⑩ NCCN(NationalComprehensiveCancerNetwork)

ClinicalPracticeGuidelines:HepatobiliaryCancers7

⑪ AASLD(AmericanAssociationfortheStudy

ofLiverDisease)GuidelinesfortheTreatmentof

HepatocellularCarcinoma
50

⑫ ACG(AmericanCollegeofGastroenterology)

clinicalguideline:thediagnosisandmanagement

offocalliverlesions51

2)검색된 가이드라인 분석 한의약 임상시험

에의 용은 고찰부분에서 논의하 다.

2.기존 임상시험 련 문헌검색 분석

1)문헌 검색 결과

PubMed에서 630건,Embase에거 70건,오아시스

0건,KoreanTK1건,KISTI6건,KISS0건,RISS

4건,NDSL0건이 검색되어 총 712건의 문헌을 검

토하 다.526편 복된 논문 9편을 제거하고,

703건의 논문 가운데 증례보고,세포실험,동물실

험, 찰연구,고찰논문 등의 이유로 693건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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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9편의 논문이 선정되었다.거기에 Embase검

색결과 가운데 간암 RCTposter가 있어 해당 논문

을 검색하여 1건을 추가해 최종 10편의 논문을 분

석하 다(Fig.1).

Fig.1.Flowchartofthestudyselectionprocess.

2)문헌 분석

(1)임상시험 개요 설계

최근 10년 이내 싱가폴,일본, 국에서 수행된

임상시험이 각 1건
52
,1건

56
,8
53-55,57,58-61

건이었고,한

국에서 수행된 간암 련 한약제제 임상시험은 존재

하지 않았다.단일기 임상시험은 6건
52,54,55,57,58,61

,

다기 임상시험은 4건
53,57,59,60

으로,다기 임상시

험 3건
53,59,60
은 국에서,나머지 1건

55
은 일본에서

수행되었다.이 맹검을 시행한 논문은 3편
53,54,58

이

었고, 약을 사용한 연구는 총 6편
52-55,57,58

이었다.

포함된 연구논문들의 기본 인 특성은 Table3에

제시하 다(Tabl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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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Author
Journal,
year

Nation Design Group

Coriolusversicolor(Yunzhi)Useas
TherapyinAdvancedHepatocellular
CarcinomaPatientswithPoorLiver
FunctionorWhoAreUnfitfor

StandardTherapy
52

Chay
WY

JAltern
Complement
Med,2017

Singapore
Randomized,

placebo-controlledtrial
A:Corioulusversicolr(Yunzhi)
B:Placebo

AMulticenter,Randomized,
Double-Blind,Placebo-ControlledTrial
ofShuangbaiSanforTreatingPrimary
LiverCancerPatientsWithCancer

Pain
53

YeX

JPain
Symptom
Manage,
2016

China
Multicenter,randomized,

double-blinded,
placebo-controlledtrial

A:ShuangbaiSan(external
application)

B:placebotreatmentofthe
samecolor,shape,andodor
asShuangbaiSan(external
application)

JianPiLiQiDecoctionAlleviated
PostembolizationSyndromeFollowing

TranscatheterArterial
ChemoembolizationforHepatocellular
Carcinoma:ARandomized,Double-Blind,

Placebo-ControlledTrial.
54

XuL
Integr

CancerTher,
2016

China
Randomized,Double-Blind,
Placebo-ControlledTrial

A:neitherherbalmedicinenor
placeboadministration

B:placebotreatment
C:JPLQdecoctiontreatment

Clinicalstudyofhepatectomy
combinedwithJianpiHuayuTherapy
forhepatocellularcarcinoma.

55

Zhong
C

AsianPacJ
Cancer
Prev,2014

China
RandomizedControlled

Trial

A:Hepatectomy+‘JianpiHuayu
Therapy'

B:Hepatectomy

EffectofTU-100,atraditional
Japanesemedicine,administeredafter
hepaticresectioninpatientswithliver
cancer:amulti-center,phaseIIItrial

(JFMC40-1001)
56
.

Shimada
M

IntJClin
Oncol,2015

Japan
Multi-center,randomized,
2armed,placebo-controlled,

phaseIIItrial

A:daikenchuto(TU-100)
B:placebo

Treatmentofmiddle/latestage
primaryhepaticcarcinomabyChinese
medicinecomprehensivetherapy:A
prospectiverandomizedcontrolledstudy.

57

Tian
HQ

ChinJ
IntegrMed,
2010

China
Randomized

placebo-controlledtrial

A:oralintakeofGanji
Decoction(肝积方)+external
applicationofAilitong(癌理通)

B:chemotherapeuticagents,
includingMMC(10mg/m2),
THP(50mg/m2)and5-Fu
(600mg/m2)+placebo(similar
figure,colorandexcipientof
Ailitong)

Anewway:alleviating
postembolizationsyndromefollowing
transcatheterarterialchemoembolization.58

Yinglu
F

JAltern
Complement
Med,2009

China
Randomized,double-blinded
placebo-controlledtrial

A:Placebo
B:dexamethasone
C:ginsenosides
D:dexamethasone+ginsenosides

TraditionalHerbalMedicinePrevents
PostoperativeRecurrenceofSmall
HepatocellularCarcinoma:A
RandomizedControlledStudy.59

Zhai
XF

Cancer,
2018

China
Multi-center,randomized,

controlledtrial

A:traditionalherbalmedicine
(THM)

B:transarterialchemoembolization
(TACE)

EffectofHuaiergranuleonrecurrence
aftercurativeresectionofHCC:a
multicenter,randomizedclinicaltrial.60

ChenQ Gut,2018 China
Multicenter,randomised,
parallel-groupcontrolled,

phaseⅣ trial

A:Huaiergranule
B:notreatment

Short-termEffectofCombined
TherapywithJinlongCapsule

(金龙胶囊)andTranscatheterArterial
ChemoembolizationonPatientswith
PrimaryHepaticCarcinomaandIts
InfluenceonSerumOsteopontin

Expression.61

WuGL
ChinJ

IntegrMed,
2010

China
Randomized,
controlledtrial

A:Chinesemedicine(CM)group-
treatedwithtranscatheter
arterialchemoembolization
(TACE)andJinlongCapsule
(金龙胶囊,JLC)

B:interventiongroup-treated
withTACEonly

C:controlgroup(healthypeople)

Table3.TheCharacteristicsofIncluded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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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임상시험 상자(Participants)

① 연령의 경우 평균은 40 에서 60 다.시험

상자수는 15명에서 1044명까지 다양했다.

② 임상시험 상자는 간암으로 인해 수술기 주

기간(perioperational)의 환자들을 상으로 한

문헌이 3편
55,56,60

이었고,TACE시술 후의 환자들

을 상으로 한 문헌이 3편54,57,58,TACE와 동시에

한약 처방 개입을 한 문헌이 2편
59,61
이었다.수술여

부에 한 언 이 없는 문헌은 2편이었다.자세한

임상시험 상자의 특성은 Table4에 나타내었다

(Table4).

Study Age Samplesize Patients

ChayWY,2017
A:64
B:58.5

48-74

A:9
B:6

HepatocellularCarcinomaPatientswithPoorLiverFunctionor
WhoAreUnfitforStandardTherapy

YeX,2016
A:56.8±10.8
B:57.7±13.0

A:67
B:67

PrimarylivercancerpatientswithCancerPain

XuL,2016
A:54.7
B:55.3
C:55.8

A:55
B:44
C:52

PatientswithHCCafterTACE.

ZhongC,2014
A:46.7±10.4
B:48.1±11.1

A:60
B:60

HCCpatientsundergoingoperation

ShimadaM,2015
A:68(36-87)
B:69(31-84)

A:108
B:101

Patients,whounderwentthehepaticresectionat26Japanese
centers

TianHQ,2010
A:51.44±10.5
B:52.37±10.81

A:49
B:48

PrimarylivercancerpatientsundergoingTACE

YingluF,2009

A:56.21±12.42
B:51.45±10.23
C:53.71±11.92
D:5(Itappearstobeanerror)

A:30
B:30
C:30
D:30

PrimarylivercancerpatientsundergoingTACE

ZhaiXF,2018

A:85.56%<60
14.44%≥60

B:80.43%<60
19.57%≥60

A:180
B:184

Patientsunderwentradicalsurgerywithin3monthsandwere
pathologicallydiagnosedashavingprimaryHCC

ChenQ,2018

A:85.53%<65
16.47%≥65

B:87.03<65
12.97%≥65

A:686
B:316

Patientswhorecoveredaftercurativehepatocellularcarcinoma(HCC)
resection

WuGL,2010
A:51.31(36-70)
B:53.19(40-70)
C:46.87(28-68)

A:53
B:45
C:40

Patientswithprimaryhepaticcarcinoma(PHC)

Table4.TheCharacteristicsofParticipantsintheIncludedStudies

③ 선정기

암의 병기 측면에서는 1-3기를 상으로 한 연

구 1편55,2기 혹인 3기를 상으로 한 연구 1편57이

었다.병기 진단 근거는 UnionforCancerControl

(UICC)를 기 으로 한 문헌 1편55이었다. 한

Wu의 연구61에서는 BarcelonaClinicLiverCancer

StagingSystem상 A 는 B에 해당하는 환자를

상으로 하 다.그 외 문헌에서는 병기에 한 언

은 없었다.간기능을 측정하는 Child-PughClass를

기 으로 한 연구가 3건52,54,57이 있었다.Child-Pugh

ClassA-B를 상으로 한 연구는 2편
54,57
이었고 Chay

WY의 연구52에서는 Child-PughClassC와 표 치료

에 실패하 거나 합하지 않은 Child-PughClassA-B

의 환자를 기 에 포함시켰다.EasternCoope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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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Inclusioncriteria Exclusioncriteria

ChayWY,
2017

1.InoperableHCCandChild-PughClassClivercirrhosis;
andHCCpatientswithChild-PughAorBlivercirrhosis
whohavefailedorwereunfitforstandardtherapy.

2.HCCwasdiagnosedeitherhistologicallyorbyimagingevidence
ofaspace-occupyinglesioninthelivertogetherwitha
serumalphafetoprotein(AFP)concentration>200mg/L
(subjectswithchronichepatitisBorCinfection)or>400
mg/L(withoutchronichepatitisBorCinfection).

None

YeX,
2016

Primarylivercancerpatientswithlocalorupperabdominal
pain,anNRSscoreof1-3,usingeithernonopioidanalgesics
ornoanalgesicsandaged18-85yearsold.

None

XuL,
2016

1.Patientswithhistologicallyorcytologicallydocumentedor
radiographicallydiagnosedunresectableprimaryHCCwho
werecandidatesforTACE wereincluded.Radiographic
diagnosisneededtypicalfindingsofHCCbyaradiographic
method-thatis,onmultidimensionaldynamicCT,CThepatic
arteriography/CTarterialportography,orMRI.

2.Patientsshouldnothavereceivedanyherbalmedicineand
systemictreatmentinthepast2weeks.

3.TheEasternCooperativeOncologyGroupPerformanceStatus
scorehadtobefrom0to1.

4.Patientshadtohavecompensatedliverfunction(Child-Pugh
classofAorB).

5.Patientshadtohavealifeexpectancyofatleast3months.
6.Patientshadtosigntheinformedconsentform

1.Thosenotmeetingtheinclusioncriteriaabovewereexcluded.
2.Patientswhoreceivedcombinationsofmedicationsthat
couldpotentiallyaffecttheindicesforobservationof
evaluationduringthetrialwerealsoexcluded.

ZhongC,
2014

1.patientsagedfrom18to70years;
2.performancestatus(PS)2orless;
3.basedon2010UICCTNM stagingcriteria,patientsstaged
withⅠ-Ⅲ A;

4.preoperativeclinicaldiagnosedwithHCC,andtheconsensus
ofpatientisavailableforradicalresection;

5.inaccordancewithTCM,‘PiXuGanYu’and‘QiZhi
XueYu’.

1.Diagnosedwithothermalignanttumororwithsevere
heartdiseaseorseriousinfections,etc

2.Pregnantorlactatingwomen

Table5.TheInclusionandExclusionCriteriaoftheSelectedStudies

OncologyGroupperformancestatus(ECOGPS)로

평가한 논문은 3건
54,57,59

이었다.Xu의 연구
54
에서는

ECOG0에서 1사이의 환자,ShimadaM57는 ECOG

0에서 2사이의 환자,Zhai의 연구
59
에서는 3미만의

환자를 상으로하 다.Tian의연구57에서는Karnofsky

PerformanceStatusscale(KPS)가 60 인 환자를

상으로 하 으며,Wu의 연구61에서는 60 이상

인 환자를 상으로 하 다.특이한 선정기 을 제

시한 몇 개의 연구가 있었는데,Ye의 연구53에서는

간암 환자 특정부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상으로 하 고 그 정도로는 Numericrating

score(NRS)1-3에 해당하는 환자를 기 으로 삼았

다.한편,동의서에 자발 으로 서명한 자를 선정

기 에 포함시킨 논문은 4편이었다
54-56,61

.자세한

선정기 은 Table5에 제시하 다(Tabl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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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madaM,
2015

Patientswithprimaryandmetastaticlivercancerwho:
1.wereplanningopenorlaparoscopy-assistedhepaticresection
oflaparotomy;

2.hadanEasternCooperativeOncologyGroupperformance
statusof0-2;

3.werecapableoforallytakingtestreagents;
4.wereagedover20
5.hadnohistoryofpriorchemotherapyorradiotherapy
within4weeksbeforesurgery;

6.hadsufficientvitalorganfunctions(bonemarrow,heart,
liver,kidney,lung,etc.);

7.wereinasatisfactorygeneralconditionforhepatectomy;
8.showedserumC-reactiveprotein(CRP)levesof2.0mg
perdeciliter;

9.wereinpatientsduringthestudyperiod;and
10.providedtheirwritteninformedconsent.

None

TianHQ,
2010

ThepatientsofPHC,who
1.withthediagnosisfittingtothediagnosticandstaging
standardsin"Normsfordiagnosisandtreatmentof
commonlyencounteredmalignanttumorinChina"(1);

2.instageⅡ orⅢ andbefittingtotakeintervention
therapy;

3.withliverfunctionofgradeAorB(Childpughclassifi
cation);and

4.Karnofskyscores60.

Thepatients
1.agedbelow 18yearsorover70years;orwomenin
pregnant/lactationperiod;

2.beingallergictothetestingdrugs;
3.thecasesdiedordroppedoutin1weekafterintervention;
4.thesizeoflesionsaccountingfor70% ofwholeliver;
5.withcancerousthrombusblockingintrunkofportalvein;
6.complicatedbyseriousprimarycardio-vascular,renal,
hemopoietic,immuneormentaldiseases,whichcouldinfluence
theefficacyorsafetyevaluationofthetreatment;and

7.unwillingtoparticipatethetrial.

YingluF,
2009

1.suffuseormultiplenodularlivercancer,
2.totalbilirubinlevel50mmo+L8lL1,
3.notumorthrombiinportalvein,
4.ratiooflivertumorvolumetoentirevolume70%,and
5.nouppergastrointestinalbleedinginthepast6months.

1.notmeetingtheinclusioncriteriaabove;
2.PTtimeexceedingnormalcontrolvaluebeyond5seconds,
3.noncontrollableascites,

4.leukocytecount<3.0⋅109andplateletcount<30⋅109.
5.Child-PughCstage,
6.extrahepaticmetastasis,
7.arteriovenousfistula,
8.useofglucocorticoids(GCs)orGSinthepast3months,
9.combinedmedicationthataffectedtheindicesobserved
duringthetrial,and

10.patientswhowerenottreatedaccordingtoregulationsin
thesettingofinformedconsentsothatefficacywasdifficult
toassessandpatientswhoseinformationwasnotcomplete
andthejudgmentofefficacywasaffected.

ZhaiXF,
2018

1.patientsagedbetween18and75yearswhounderwent
radicalsurgerywithin3monthsandwerepathologically
diagnosedashavingprimaryHCC

2.solitaryHCCmeasuring<5cm
3.EasternCooperativeOncologyGroupperformancestatus
(ECOGPS)<3

1.Child-PughgradeCliverfunction
2.intrahepaticdiseaserecurrence,orextrahepaticmetastasis
3.whohadreceivedTACEorotherantitumortherapybefore
surgery

4.whohadreceivedantitumortherapypostoperatively
5.whoweretreatedwithantiviralsforactivehepat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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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nQ,
2018

1.patientsagebetween18and75yearswithaconfirmed
firstdiagnosisofHCC suitableforcurativeresection
treatmentaccordingtoclinicalguidelines

2.CTorMRIofchest,abdomenandpelvisperformedbefore
surgicalresection;

3.theabsenceofpostresectionresidualtumourconfirmedby
CTorMRItakeninthefirstvisitduringfollow-upperiod

4.evidenceofahistologicalcancer-freeresectionmargin
5.BarcelonaClinicLiverCancerStagingSystemstageAorB
6.adequateliverandrenalfunctionassessedbylaboratory
testsdonewithsamplestakenwithin14daysbefore
randomisation

1.patientswithextrahepaticmetastaseswhounderwenthepatic
resectioneventhoughthosemetastaseswereradicallyresected

2.tumourmetastasesorportalinvasionormacrovascular
invasionconfirmedbypostoperationalhistology

3.Child-PughliverfunctionclassC
4.historyofabnormalbleedingtendency
5.knownHIVinfection
6.patientswithsevereacuteorchronicdisease,including
myocardialinfarction,stroke,congestiveheartfailure
within 3monthspriortothestudy,gastrointestinal
bleedingwithin1yearpriortothestudy,diabetesand
uncontrolledinfectionpriortothestudy

7.historyofdrugabuseorpsychiatricdisorders;
8.receivingotherinvestigationalorantitumourmedications
within4weekspriortothestudy

9.womenwhowerepregnantorbreastfeeding

WuGL,
2010

1.diagnosedinclinicbyCTand(or)MRIandmeeta
criterionlaiddownbytheHepatomaBoardofChinese
Anti-cancerAssociation

2.whocannotreceiveoperationandhavenocontraindication
ofTACE.

3.patients'agesvariedfrom18to70
4.Karnofskyscore(KPS)was60,whohadnoelsetumor,
angiocardiopathy,cerebrovasculardisease,incretopathy,etc.

5.mustsignaninformedconsent

1severeheart,lung,kidney,blooddiseasesandabnormity
offunctioninbonemarrow

2.pregnantwomenorwomenduringthebreast-feedingperiod
3.intolerableseriousadversereactionsduringchemotherapy
period

4.whogotworsewhentheywereobservedandcannotbe
treatedinsequence.

④ 제외기

Tian의 연구
57
에서는 시험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자를 제외기 으로 삼았다. 이된 경우를 제외한

논문은 1건
58
이었으며,Child-PughClassC환자를

제외한 논문이 2건
59,60
이었고,정신질환,신장질환을

제외한 논문도 있었다
57
.그 외 제외 기 으로는 다

음과 같은 것을 제시하 다.▲ 연구에 향을

수 있는 약물처치를 받는 자,▲ 다른 종양이 는

심각한 심 질환이나 감염이 있는 자,▲ 임산

부 혹인 수유기 여성,▲ 시험약에 알 르기 반응

이 있는 자,▲ 참가 1주 이내에 사망한자,▲ 병변

이 체 간의 70%이상인자,▲ 암성 이 간문

맥을 막고 있는 자,▲ 조 되지 않는 부종이 있

는 자.자세한 제외기 은 Table5에 제시하 다

(Table5).

(3)시험약(Intervention)

일본에서 출 된 논문은 Tsumura제약에서 제조

된 상품을 사용하 는데,TU-100( 건 탕)을 시

험약으로 하 고
56
,싱가포르에서 출 된 논문은

Coriolusversicolor(운지버섯)을 시험약으로 하 다
52
.

국에서 출 된 논문은 ShuangbaiSan( 백산)

외용제(1편)
53
,JianPiLiQiDecoction(건비익신

탕)(1편)
54
,JianpiHuayuDecoction(건비화어탕)

(1편)
55
,GanjiDecoction(肝积方)와 Ailitong(癌理

通)외용제
57
등을 사용하 으며,Yinglu의 연구

58
에

서는 ChongqingDongyaMedicineCo.Ltd에서 제

조한 인삼에서 추출한 Ginsenosidecapsule을 사용

하 다.변증에 따라 처방된 한약을 사용한 논문은

없었다.투약기간의 범 는 3일에서부터 1년까지

다양했다.수술기주 기간(perioperational)에 있는

환자를 상으로 한 연구는 수술 시작 3일 에

건 탕을 복용시켰고
57
,TACE시술을 받는 환자를

상으로 한 연구는 1주일 ,3일 혹은 시술 당

일부터 복용시켰다
54,57,58

(Tabl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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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Intervention Content& dose Period

ChayWY,
2017

Coriolusversicolor
(Yunzhi)

CVwasgivenasastandardcontinuousdailydoseof2.4g.

Mediantreatmentdurationwas
1.5cycles(5.9weeks)and3
cycles(12.1weeks)forplacebo
andCV,respectively.

YeX,
2016

ShuangbaiSan
(externalapplication)

TwohundredgramsofShuangbaiSanorplacebocompoundwas
mixedwith200mLwaterand20ghoneytomakeapaste,which
washeatedinamicrowaveforthreeminutes.Themixturewas
spreadevenlyonapreparedtransparentfilm (approximately5-10
mmthick)andwasappliedandkeptinplacearoundtheliveror
upperabdomenonceithadcooledtoapproximately45℃-50℃
(forsixhourseverydayoverseven daysoftreatment).The
patientswhohadusednonopioidanalgesicsbeforethetrialwere
requiredtostopfor12hoursasadrugwashoutperiod.Allpatients
weretreatedwithintramusculartramadol(0.1g)whenbreakthrough
painoccurred.

1weeks

XuL,
2016

TACE+
JianPiLiQi
Decoction

PatientsingroupsA,B,andCweremedicatedasfollows:withno
herbalmedicinetaken,200mLdecoctionofrawhawthorntaken
twicedailyasplacebo;or200mLofJPLQdecoctionwithtwice
dailyadministration,respectively.TheJPLQdecoctioniscomposed
ofPoriacocos20g,Atractylodesmacrocephala10g,Codonopsis
pilosula20g,Fructusaurantii10g,rawhawthorn20g,fiveleaf
akebiafruit30g,citruschirocarpus20g.Allherbalmedicineswere
soakedforhalfanhourwithcleancoldwaterandsimmeredfor
halfanhourwithgentleheatafterboiling.Theherbalmedicinewas
initiallyadministeredonthedayoftheperformanceofTACEand
continuedfor3days.

3days

ZhongC,
2014

Hepatectomy+
‘JianpiHuayu
Therapy'

Ginseng20g,atractylodes15g,Tuckahoe15g,licoriceroot6g,
radixbupleuri15g,yam12g,cortexmoutan10g,salviamiltiorrhiza
15g,turmeric10g,rhizomazedoariae10g.JianpiHuayuTherapy
couldbestartedthreedaysafterthefinishofoperationinthe
treatmentgroup.Theabovedosecouldbemodifiedaccordingto
clinicalsymptomsofpatient,onedosedaily,for1year.

1year

ShimadaM,
2015

hepaticresection+
daikenchuto(TU-100)

15g/day,threetimesaday 2weeks

TianHQ,
2010

TACE+oralintake
ofGanjiDecoction
(肝积方)+external
applicationofAilitong

(癌理通)

1.GanjiDecoction(RadixCodonopsis,RhizomaAtractylodesalba,
RadixBupleuri,RadixPaeoniaeAlba,RhizomaSmilacisGlabrae,
EupolyphagaseuSteleophaga,RhizomaCurcumae,Hirudo,portulaca
grandifloral,ConchaOstreaeandHerbaHedyotisdiffusae)one
doseeveryday,startingfrom 1weekbeforeintervention,and
lastingfor4weeksasonetherapeuticcourse.

2.Ailitong,aChinesemedicalpadshapedplasterpreparation(composed
ofwhitepaste,VenenumBufonis,SemenStrychni,RadixCynanchi
Paniculati,Moschus,Borneolumsyntheticum,etc.),wasexternally
appliedtopatientsinthetestgrouptwiceadayfor10daystotally,
bywashingcleantheskininadvance,pastingtheheatedlysoftened
plasteronthepainfulposition,andputtingmildmassagemanipulation
onitfor3-5min.

5weeks

Table6.TheCharacteristicsofInterventionintheIncluded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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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ngluF,
2009

TACE+Medication

A:Patientsweretreatedwithoralplacebocapsule(essentialcomponent
wasstarch)2/times2/d.

B:timespatientsweretreatedwithoneDexcapsule(2.25mgDex
perpill)andoneplacebocapsule2/d.

C:patientsweretreatedwithoneGScapsule(200mgGSperpill)
andoneplacebocapsule2/d.Group

D:patientsweretreatedwithoneDexcapsuleandoneGScapsule
2/d.Thedrugsweregivenafterbreakfastandaftersupper,
respectively.TheDepartmentofChineseDrugsPreparationin
ChinghaiHospitaloftheSecondMilitaryMedicalUniversity
suppliedplacebocapsule.

1weeks

ZhaiXF,
2018

Traditionalherbal
medicine,TACE

A:THM includedcinobufaciniandJiedugranule.
Cinobufaciniatadoseof50mLwasadministeredbyintravenous
drip(AnhuiJinchanPharmaceuticalCompany,Huaibei,China)
oncedaily.
Jiedugranuleatadoseof4.5g(JiangyinTianjiangPharmaceutical
Company,Jiangsu,China)(Mao-ren-shengranule,Shi-jian-chuan
granule,Shan-ci-gugranule,andJi-nei-jingranuleweremixed
inaratioof3:3:1:1)wastakenorallytwicedaily.

B:Femoralarterialpunctureandencheiresiswereperformedusing
theSeldingertechnique.Thephysicianinsertedthecatheter
intothecommonhepaticartery.Highlyselectiveembolization
wastargetedattheproperhepaticartery.Thechemotherapy
drugs,includingpirarubicinatadoseof10mg,mitomycinata
doseof10mg,andiodipinatadoseof2to5mL,were
infusedwithultra-liquefiedlipiodolemulsionforembolization.

A:10dayswithcinobufacini
administeredintravenously,
courseof3months,for
atotalof4courses
(durationof12months),
Jiedugranulefor6months

B:TACEwasperformed
once.

ChenQ,
2018

Huaiergranule

HuaiergranulewasobtainedfromQidongGaitianliPharmaceutical,
Jiangsu,China.Huaiergranulepacketcontained20gHuaierextract,
whichwasmixedwith100mLofwaterfororalingestion.take
orally,3timesaday

maxiumof96weeks

WuGL,
2010

Jinlongcapsule(JLC),
TACE

Jinlongcapsule:JLC(manufacturedbyBeijingJianshengPharmaceutical
LimitedCompany,composedoffreshgecko,freshmultibandedkrait
andfreshlong-nosedpitviper,crudedrug:0.25gpercapsule,batch
No.Z10980041)orallytaken,1geachtime,threetimesaday
TACE:throughpuncturesintherightfemoralarterytopermit
theinsertionofahepaticarterycatheterusingtheSeldingertechnique,
andthen,thecatheterwasintroducedintothehepaticinherent
arteriestomapthetumorvessels.
Allpatientsreceivedthroughangiographycatheteroxaliplatin130
mg/m2,hydroxycamptothecin(OPT)20mg,pirarubicin20mg/m2,
dexamethasone10mgandultra-iodizedoil10-30mL.Atthesame
timethepatientstookthetabletsofcompoundglycyrrhizinto
protectliver.

3months
(JSC:onecourseoftreatment
was1month,and3courses
oftreatmentwereobserved,
TACE:atleast3times,
andtheintervalbetweentwo
treatmentsshouldbeone
month)

(4) 조군(Comparator)

약을 사용한 연구는 총 6편으로 운지버섯,

백산 외용,건비익신탕, 건 탕,GanjiDecoction

(肝积方)과 Ailitong(癌理通) 외용
57
,Ginsenoside

capsule을 사용한 논문
58
이었다.운지버섯 약은 그

특징이나 제조과정에 한 언 이 없었다.그 외

연구에서는 약에 한 구체 인 내용이 언 되

었는데, 백산 약은 치료약과 색깔,모양,향이

같은 것을 사용하 고,건비익신탕 약으로는 산사

나무 끓인 물이 사용되었다. 건 탕 약은 Tsmura

제약에서 제조한 것이 사용되었고,Ailitong 약은

모양,색깔,첨가제를 치료제와 동일하게 하여 사용

하 다.ginsenoside캡슐 약은 TheDepartment

ofChineseDrugsPreparationinChinghaiHospital

oftheSecondMilitaryMedicalUniversity에서 제공

받았으며 녹말이 주성분이었다.한편,항암화학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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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조군으로둔문헌은1편57이었으며,Dexamethasone

복용을 조군으로 둔 연구
58
도 있었다. 조군에

한구체 인 내용은Table7에 제시하 다(Table7).

Study Comparator

ChayWY,2017Placebo-noinformation

YeX,2016 samecolor,shapeandodorasShuangbaiSan

XuL,2016 withnoherbalmedicinetaken,200mLdecoctionofrawhawthorntakentwicedailyasplacebo

ZhongC,2014 None

ShimadaM,2015TU-100andplacebocontrolweremanufacturedbyTSUMURA& CO.(Tokyo,Japan).

TianHQ,2010
1.chemotherapeuticagents,includingMMC(10mg/m2),THP(50mg/m2)and5-Fu
(600mg/m2)

2.placebowithsimilarfigure,colorandexcipientofAilitong

YingluF,2009

A:Placebo
B:dexamethasone
C:ginsenosides
D:dexamethasone+ginsenosides

ZhaiXF,2018 B:transarterialchemoembolization(TACE)group

ChenQ,2018 B:nofurthertreatmentaftercurativehepatocellularcarcinomaresection

WuGL,2010
B:patientswhoweretreatedTACEonly
C:healthypeoplewhodidn’ttakeanytreatment

Table7.TheCharacteristicsofComparatorintheIncludedStudies

(5)유효성 평가 지표(Outcome)(Table8)

① 종양반응

종양자체의 반응을 평가한 논문이 2편 있었는데,

그 기 은 Tian의 연구
57
에서는 ResponseEvaluation

CriteriainSolidTumors(RECIST)를,Wu의 연구

에서는
61
thecriteria established by WHO for

short-termtherapeuticeffectofsolidtumor를 사용

하 다.

② 삶의 질

삶의 질은 5편
52-54,57,60

의 연구에서 평가되어,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유효성 평가 지표 다.삶의 질

측정 도구는 다양했는데 Karnofsky performance

stauts scale(2편)
57,60
,MD Anderson Symptom

Inventory-Gastrointestinalmodule(MDASI-GI)(1

편)
54
,European Organisation forResearch and

TreatmentofCancerQualityofLifeQuestionnaire

-Cancer30(EORTC QLQ-C30)(2편)
52,53
이었으

며,ChayWY의 연구
52
에서는 EORTC QLQ-C30

와 동시에 FunctionalAssessmentofCancerTherapy

-Hepatobiliarycancer(liver,bileductandpancreas)

(FACT-HEP)도 함께 사용하 다.

③ 액학 검사

다양한 액학 검사가 시행되었다.Ye의 연구
53

에서는 백 구,호 구, 구, 색소, 소 과

ALT,AST,ureanitrogen,creatinine과 같은 간,신

장 기능 지표를 측정하 으며,ShimadaM의 연구
56

에서는 serum C-reactiveprotein(CRP)수치를 측

정하 으며,XuL의 연구
54
와 TianHQ의 연구

56

그리고 YingluF의 연구
58
에서는 모두 간기능 지표

를 측정하 다.

④ 증상 수

Ye의 연구
53
에서는 통증 척도를 NRS로 평가하

고,Tian의 연구
57
에서는 구감소증,출 ,오심,

구토,변비,열,통증 등의 증상을 0~4의 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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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utcomes

ChayWY,2017

1.themediantimetoprogression(TTP)
2.responserates
3.toxicity
4.qualityoflife(QOL)usingtheFACTHEPandEORTCQLQ-C30questionnaires
5.progression-freesurvival(PFS)
6.overallsurvival(OS)

YeX,2016

1.NRSScroes
2.QOLScores-EORTCQLQ-C30
3.SafetyIndicators-inthehemanalysisresults(whitebloodcells,neutrophils,redblood
cells,hemoglobin,platelets)andintheliverandkidneyfunction(alanineaminotransferase,
aspartateaminotransferase,ureanitrogen,creatinine)

XuL,2016

1.QOL-MDAndersonSymptomInventory-Gastrointestinalmodule(MDASI-GI),
2.Armpittemperature
3.Liverfunction,includingtotalbilirubin(TB)level,theratioofglutamicoxalacetic
transaminase(ALT)toglutamicpyruvictransaminase(AST),andalkalinephosphatase
(AKP)level

ZhongC,2014
1.performancestatus(PS)
2.Disease-freesurvival(DFS),overallsurvival(OS)

ShimadaM,2015
1.gastrointestinaldysmotility
2.serumCRPlevels
3.adversereaction

TianHQ,2010

1.Theimmediateandlong-termefficacy-ResponseEvaluationCriteriainSolidTumors
(RECIST),thrombocytopenia,hemorrhage,nausea,vomiting,constipation,feverandpain

2.adversereaction
3.LiverFunction
4.painrelievinginitialtime(PRIT)andpain-relievingsustainedtime(PRST)ofthetreatment
5.patients'qualityoflife(QOL)-Karnofskyscoring

YingluF,2009
1.DegreesofadverseeffectsafterTACE
2.LastingtimeofclinicalsymptomsandsignsafterTACE
3.LiverfunctionbeforeandafterTACE

ZhaiXF,2018
1.longtermrecurrence-freesurvival(RFS)
2.longtermoverallsurvival(OS)

Table8.TheCharacteristicsofOutcomesintheIncludedStudies

평가하 다.

⑤ 생존기간,생존율

progression-freesurvival(PFS)와 overallsurvival

(OS)은 1편의 논문
52
에서 분석하 고,Zhong의 연구

47

에서는 Disease-freesurvival(DFS),OS를,Zhai의

연구59와 Chen의 연구60에서는 recurrence-freesurvival

(RFS)과 overallsurvival(OS)을 측정하 다.

⑥ 장 기능

수술 후 장 폐색 발생과 발생 시기를 측정한

연구는 1건48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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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nQ,2018

1.recurrence-freesurvival(RFS)andrateofRFS
2.overallsurvival
3.extrahepaticrecurrencerate
4.safety:adverseevents(AEs)anddrugrelatedAEs,asshowninMedicalDictionary
forRegulatoryActivities(MedDRA)V.12.0,classifiedseriousornon-seriousinaccordance
withdefinitionadoptedbytheInternationalConferenceonHarmonisation.

WuGL,2010

1.evaluationshort-termclinicalefficacyaccordingtothecriteriaestablishedbyWHOfor
short-termtherapeuticeffectofsolidtumor

2.QoLusingKarnofskyscore(KPS)
3.levelofserumosteopontin(OPN)

(6)안 성 평가 지표

① 이상반응

이상반응은 총 3개 논문에서 평가되었다.Tian의

연구
57
에서는 WHO의 standardforgradingtoxic-side

effectsofcommonlyusedanti-tumordrugs를 기

으로 삼아 백 구 감소증, 소 증,출 ,오심,

구토,설사 등의 항암제 부작용에 한 증상 수를

평가하 고,ShimadaM의 연구
56
에서는 건 탕을

복용한 환자군에서 발생한 고빌리루빈 증,마비성

장폐색증,설사,상부 장 출 등을 NationalCancer

Institute(NCI)CommonTerminologyCriteriafor

AdverseEvents(CTCAE,version3.0)를 이용해

찰하 다.Chen의 연구
60
에서는 MedicalDictionary

forRegulatoryActivities(MedDRA)V.12.0에 나오

는 부작용들의 심각성을 InternationalConference

onHarmonisation의 정의에 따라 평가하 다.

Ⅳ.고 찰

상술한 로 재 한약제제를 이용한 간암 임상

시험 수행 시 참고할만한 가이드라인은 없다.따라

서 본 연구는 간암 한약제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개발을 한 비 연구의 성격으로 기존 가이드라

인과 최근 10년 이내 임상 시험 검색⋅분석이라는

두 부분으로 나 어 진행하 다.

우선 가이드라인을 검색한 결과,간암과 련된

것으로는 ‘간세포암종 치료에 한 한의 임상 가이

드라인’,‘천연물 항암제제 임상시험 평가지표 개발

연구’,‘항암제 임상시험 평가지침’,‘항암제 임상시

험계획(IND) 품목허가(NDA)승인을 한 비

임상시험자료 심사 지침’,‘항암제 임상시험 가이드

라인’,‘항암제 비임상시험 가이드라인’,‘항암제 가

교자료 면제를 한 가이드라인 개정 ’,‘임상시험

용의약품의 치료 목 사용을 한 가이드라인’,

‘2018간세포암종 진료 가이드라인’,‘간암 조기검진

권고안’이 검색되었다.한약제제 임상시험 련 가

이드라인으로는 ‘천연물신약⋅한약제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연구’,‘한약제제 등의 임상시험 가이드

라인 제정연구(Ⅱ)’,‘한약제제의 임상시험 평가지

표개발에 한 연구’,‘생약한약제제 임상시험의 일

반 고려사항’,‘임상시험용 한약(생약)제제의 품

질 가이드라인’등이 검색되었다.

먼 ,간암의 임상 가이드라인 에서 한의학

련 가이드라인으로는 ‘간세포암종 치료에 한 한

의임상 가이드라인’이 1편 있었다.이는 자가

한간암연구회와 국립암센터가 공동으로 제정,발표

한 ‘간세포암종 진료 가이드라인’과 국 서의결

합학회 종류 업 원회(中國中西醫結合學 腫瘤

業委員 )와 국항암 회 종양 통의학 업

원회(中國抗癌協 腫瘤傳統醫學 業委員 )가 발

표한 ‘악성종류 의진료지남’(惡性腫瘤中醫診療指南)

을 근간으로 하여,한의임상 실을 반 한 진료가

이드라인을 제언한 것이었다. 자는 병인병기,진

단,병기체계,변증진단,치료,치료 후 반응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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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 기술하고 있으며,특히 치료 부분에서 간

제술 후,항암화학요법 후,방사선 치료 후의 변

증치료와 추천 한약제제까지 기술하여 임상 용

성을 높이고자 하 다. 국내 한의계의 상황이

국과 다른 을 언 하며,우리나라 실에 맞는

한의진료가이드라인이 필요함을 역설하 다. 다

른 1편은 한간학회에서 발표한 ‘간암 조기검진

권고안’으로,간암 검진은 고 험군에서 간암 사망

험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권고된다는 일치된

의견을 확인하 다.그 외에도 일본,유럽,미국,

국에서 출 된 간암 임상 가이드라인들이 있었으

나 이들은 모두 간암의 진료를 해 제안한 것으

로 임상시험을 한 가이드라인은 아니었다.

한약제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으로는 본 연

구에서 용해볼만한 것은 2005년 발표된 ‘한약제

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제정연구(II)’,‘천연물신

약⋅한약제제 임상시험가이드라인 연구’와 2006년

에 수행된 ‘한약제제의 임상시험 평가지표개발에

한 연구’,‘천연물 항암제제 임상시험 평가지표

개발연구’다.‘천연물신약⋅한약제제 임상시험가

이드라인 연구’와 ‘천연물 항암제제 임상시험 평가

지표 개발연구’는 ‘천연물’이라는 용어가 법령에서

삭제된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지만,한

약제제와 평가지표 측면에서 잘 연구되어 있어 분

석에 포함시켰다.

‘천연물신약⋅한약제제 임상시험가이드라인 연

구’에서는 국과 만의 약신약 임상시험에

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한약제제 임상시험 실시원

칙(안)을 제시하 다.‘천연물 항암제제 임상시험

평가 지표 개발 연구’에서는 평가지표 선정 시 활

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았는데,일반 인 평가지

표마련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외에도 천연물제제

(한약)로서의 특징을 잘 드러낼 수 있는 평가 지표

를 개발하고자 하 다.이러한 의미로 한의변증진

단표 을 제시하 고,추후 임상 검증이 필요함

을 기술하 다. 한 원발성 간암 임상시험의 변증

임상시험 평가지표에 해 제시하 는데,서의

진단표 ,한의변증진단표 (간울기체증, 어증,비

허증,습열증,음허증),원발성 간암의 평가지표

수,시험환자 선택원칙,배제원칙,임상시험 측

표 ,시험방법 요 ,치료기간 정,삶의 질 평가

(EORTCQLQ-C30)에 해 기술하 다.구체 으

로 보면,선정기 과 같은 경우 ‘시험약이 항암성

제제일 경우 시험이 1개월 에 아직 항암화학

요법치료를 받지 않은 병례를 선택한다’,‘시험약이

화학과 방사보조약물에 속하는 것은 화학과 방사

요법에 응증인 병례를 선택한다’,‘생존기간 3개

월 이상인 병례를 상하여 계산한다’등의 내용이

있었다. 평가지표로 안 성과 치료효과부분을

모두 제시하 다.안 성 지표로는 일반성 체검항목,

액검사,소변검사,심장,간기능,신기능,약물의

불량반응 측을 제시하 고,치료효과 지표는 요

상 증상과 체증, 상의학 측,α-fetoprotein

(AFP),간기능 coenzyme,흉부 X선,심 도,간

동맥 조 등을 제시하 다.상술한 내용들은 추후

변증을 용한 간암 임상시험 시 참고할 수 있겠다.

한편,‘한약제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제정연구

(Ⅱ)’에서는 향후 임상시험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질

환은 한약제제의 장 을 잘 살릴 수 있는 것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역설하 다.질환선정방법으로 제

시한 것은 주요 사망원인별 통계,건강보험 심사

평가 통계 등을 통하여 목표질병을 삼는 것이었다.

실례로,각종 통계를 고찰하여 풍,종양( 암,폐

암,간암, 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당뇨,고

압,요통 등을 1 군으로 설정하 다.임상시험 시

에는 목표질병을 설정함과 동시에 사용되는 한약

제제의 주된 치료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암 한

의치료 수요는 표 치료와는 다른 면이 있는데,일

반 으로 삶의 질 개선,각종 표 치료 부작용 증

상 개선이 종양 크기의 감소,생존기간 연장의 목

보다 더 부각된다.표 치료의 부작용 증상 완화

를 목 으로 하는 경우와 종양을 억제하는 목 으

로 하는 경우는 시험 상자 선정에서부터 평가지

표에 이르기까지 매우 달라지므로,각 목 에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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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임상시험을 설계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해주어야 한다. 한 질병명,진단기 ,임상시

험 상자의 선정 제외기 , 찰 후지표,

치료효과 정기 ,이상반응의 평가 기 방법

등을 언 하 다. 여겨볼만한 것은 한의학

찰지표⋅평가항목 측정 부분에서 기술된 ‘기성

한의서 등 기존의 한의학 문헌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한방의료기 에서의 축 된 임상정보와

논문 등 연구발표자료를 통해 그 증상들을 채집하

고 한의학 으로 해석하여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다.이를 미루어 볼 때,다양한 임상정

보 논문 등의 근거수집이 필요하므로,앞으로도

간암에 한 증례보고, 찰연구,임상시험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겠다.그 외에 의학 지표

부분에서 ‘임상증후의 치료효과 정지표’나 ‘일상생

활능력의 변화에 한 정지표’등은 거의 한의학

인 지표와 일치할 것으로 여겨진다.’라는 내용이

있었다.이는 행 상황 혹은 삶의 질과 련된 내

용으로 볼 수 있는데,ECOG 혹은 FACT-Hep과

같은 척도를 활용해보는 것으로 용할 수 있겠다.

가이드라인 검색결과 에 띄는 은 가이드라

인의 부분이 개별질환을 심으로 하지 않고,항

암제에 을 맞춘 것이었다.물론,항암제에

한 일반 인 사항들을 제시하기 함이겠지만,한

약제제 가이드라인의 경우에는 개별 암종에

을 맞추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그 이유

로는 오장육부의 개별 장기의 각각의 특성을 시

하는 한의학의 특징 때문인데,실례로,한의 임상

에서는 암종별로 각각 련된 한약재를 추가하여

사용한다.두 번째 이유로는,간암환자가 한의의료

기 을 방문하는 이유가 양방의료기 을 찾는 이

유와는 다르기 때문이다.환자들은 주로 표 치료

이후 이재발방지 혹은 표 치료의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리하며,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해 한의의료기 을 방문한다62.암에 따라 표 치

료는 각기 다르고,그에 따른 부작용도 달라질 수

밖에 없다.자연 으로 부작용으로 인해 나타나는

삶의 질 하 양상도 다르다.실례로,Functional

AssessmentofChronicIllnessTherapy(FACIT)에

서 제공하는 삶의 질 평가 도구인 FACT에서는 암

종별로 각기 다른 도구로 삶의 질을 평가하기를

권고하고 있다.따라서 간암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에 한 한약제제 임상시험을 수행하기 해서는

간암 특이 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한 변증

은 한의진단의 핵심도구로서 환자개인의 호소 증

상을 종합 으로 살핀 후 치료를 결정하는 과정이

다.앞서 고찰한 기존 가이드라인과 같이 이러한

변증내용을 포함시킨다면,암종별 가이드라인의 의

미가 더 강화될 것이다.이상으로,기 개발된 가이

드라인 내용을 참고하여 추후 가이드라인 제정 시

활용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최근 10년 이내에 수행된 간암 한약제

제 임상 시험을 검색 분석하여 도출된 내용을

기존 가이드라인에 비추어 고찰하고자 한다.문헌

검색 결과,최종 선정된 총 10편의 논문은 싱가폴,

일본, 국에서 수행된 임상시험이었고, 국에서

출 된 것이 8편으로 가장 많았다.최근 10년 내

한국에서 수행된 간암에 한 한약제제 임상시험

은 존재하지 않았다.

임상시험 설계면에서 보면,모두 무작 배정

조군 임상시험으로,그 이 맹검을 시행한 논

문은 3편이었고, 약을 사용한 연구는 총 6편이었

다.‘한약제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제정연구(Ⅱ)’

에서는 임상시험 설계에 해 ‘이 맹검 시험을

기본원칙으로 한다.단,시험여건이 되지 않을 경

우에는 단일 맹검의 진행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단일 맹검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임상시

험 Protocol에 명시해야만 한다. 조군과 시험군

사이에는 시험약물의 투여여부를 제외하고는 양자

의 구조 인 차이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실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이는 추후 간암 한약제제

임상시험 설계 가이드라인 제정 시에도 고려해

야 할 사항이다.

임상시험 상자(P), 재군(I), 조군(C),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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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는 근거 심의학을 실행하기 한 구체 이고

답변 가능한 임상질문의 핵심 요소이므로,본 연

구에서 선정된 문헌을 P,I,C,O항목별로 분석하

고,기존 가이드라인과 비교하여 추후 제정될 가이

드라인에 반 할 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 시험 상자를 살펴보면,10편 연구의 시험

상자들은 40 에서 60 으며,모두 원발성 간

암이었고, 이성 간암환자를 같이 포함시킨 연구

도 있었다.원발성 간암 에서 간세포암을 명시한

논문은 5편이었다.간암으로 인해 수술기 주 기간

의 환자들을 상으로 한 문헌이 3편이었고,TACE

시술 후 혹은 TACE와 동시에 처방 개입을 한

문헌이 5편이었다.수술여부에 한 언 이 없는

문헌도 2편 있었다.간 제술은 간세포암종 환자에

게서 가장 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치료법으로,일반

으로 간경변증이 없거나 간경변증이 있는 경우

에도 잔존 간기능이 충분하다면 시행한다63.따라서

수술을 받거나 받을 정인 간암환자의 비율이 높

다고 볼 수 있으며,실제 임상에서 간암 수술 후

리를 해 내원하는 환자가 많으므로 련된 임

상시험을 수행하려면 수술여부 그 기 을 명확

히 기입하는 것이 필요하다.한편,TACE는 간 내

에 다발성 종양이 있거나,문맥 내 침습이 존재하

거나,간기능이 하된 상태로 인해 간 제술이 시

행이 어려운 경우 차선책으로 고려되는 치료법이다64.

그러나 이 TACE 시술 후 60-80%의 환자에서는

오심,구토,발열,복통,AST,ALT,GGT상승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색 후 증후군(postembolization

syndrome)이 나타난다65.선정된 논문 3편도 색

후 증후군에 한 한약치료 방법을 모색한 임

상시험이었다.설계는 TACE를 시작하기 1주일 ,

3일 혹은 시작하는 날부터 3일간 한약을 복용하

는 설계 다.이는 나타날 부작용 발생을 방하는

의미가 있다.이러한 설계는 치미병(治未病)을 강

조하는 한의학의 원리와 일치하며,이 과정에서 한

약제제가 도움을 수 있다면 실제 환자들의 수

요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간세포암종의

간문맥침범은 우리나라 진환자의 약 30%를 차

지할 정도로 흔한 경우이므로 TACE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66.그러므로 국내에서도 한약제제 임상

시험을 통해 TACE의 부작용을 감소시키는데 도

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다.

시험 상자의 질병명은 ‘한약제제 임상시험 가

이드라인연구(Ⅱ)’에서 제시했듯 ICD-10(WHO)으

로 정하며,부수 으로 ICD-10질병명과 연 되는

한의학병명을 목표질병으로 설정하게끔 해야 한다.

간암은 ICD-10에서 C22(Malignantneoplasm of

liverandintrahepaticbileducts)해서 해당되는 분

류를 사용할 수 있으며,제자리신생물의 경우에는

D01.5(Liver,gallbladderandbileducts)에서 해당

되는 분류를 용할 수 있겠다.한편,한의학에서

는 간암이라는 용어가 직 으로 기술된 바는 없

으나,증상 후가 유사한 것으로 “肝積”,“癥

瘕”,“積聚”“肥氣”,“岩”,“黃疸”,“鼓脹”,“脇痛”,

“腹痛”,“膽脹”,“痞滿”,“痞氣”등을 참고할 수 있

겠다67.기입할 수 있는 한방 질병명으로는 U64-U65

(간병증) 련 증상을 나타내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시험 상자의 병기는 1-3기를 상으로 한 연구

1편,2기 혹은 3기를 상으로 한 연구가 1편,A

는 Bstage환자를 상으로 한 연구가 1편이었다.

병기 진단 근거를 제시한 문헌은 2편으로,그 기

은 UnionforCancerControl(UICC)와 Barcelona

ClinicLiverCancer(BCLC)System이었다.그 외

문헌에서는 병기에 한 언 을 찾아볼 수 없었다.

병기를 정하는 것은 환자의 후 치료방법을

결정하기 해 필수불가결하며,그 가치는 이미 여

러 연구에 의해 입증된 바 있다68.이 게 후를

단하는데 요한 역할을 하게 되므로,평가지표

의 결과를 단할 때 병기를 꼭 참고해야 한다.따라

서 가이드라인 제정 시 한간암학회에서 권고하고

한의임상 가이드라인 안에서도 언 한 modified

UICC따라 병기를 명확히 기술하도록 지침을 제

시해야 하겠다8. 한,간기능을 평가하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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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PughClass를 선정기 으로 포함시킨 연구

들도 있었다.간암은 다른 암과 달리 Tumor-Node

-Metastasis병기 외에도 간기능을 고려하여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데,그 이유는 암의 병기가 낮아도

간 기능이 나쁘면 치료에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

이다. 재 국내에서 간 기능 평가 방법으로 가장

흔히 사용하는 방법은 Child-Pughclass이다69.이

로 미루어 볼 때,간기능 평가 항목 한 가이드라

인의 제안 사항에 포함시켜야 하겠다.

그외시험 상자선정기 으로EasternCooperative

OncologyGroupperformancestatus가 사용된 논문

이 3편,KarnofskyPerformanceStatus가 사용된

논문이 2편이 있었는데,이들은 행동 수행능력

을 측정하는 것으로 삶의 질과도 련이 있는 지

표이다.삶의 질은 암 임상시험에서 요한 평가항

목이며
70
,한의 암 진료 연구에서 주목 받는 지

표이기도 하다71.이들을 선정기 과 평가지표로 활

용하는 것을 지침에 제시하도록 해야 하겠다.한편,

동의서에 자발 으로 서명한 자를 선정기 에 포

함시킨 논문은 4편이었다.임상시험은 아직 유효성

과 안 성이 검증되지 않은 약을 사용하는 것이므

로,이에 참여 시 인간의 존엄성과 선택을 한 자

기결정권이 존 되어야 한다.약사법 제34조 3항에

서는 연구자가 임상시험의 내용과 시험 상자

건강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한 보상내용,

차 등을 설명해야 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을 규정

하고 있다. 의약품임상시험 리기 제2호 호목

에서는 ‘상자 동의(informedconsent)’에 해 규

정하고 있는데, 상자는 참여유무 결정 에 시험

상자설명서를 통해 모든 련된 정보를 제공 받

고,문서를 통해 본인이 자발 으로 임상시험에 참

여함을 확인해야 한다고 하 다
72
.이와 같은 요

성에도 불구하고,동의에 한 내용을 선정기 에

언 한 문헌은 4편뿐이었으므로 가이드라인 제정

시에는 동의를 포함한 시험 상자의 권리 존 에

한 부분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제외기 으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제시되었

다.▲ 시험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자,▲ 이된 경

우를,▲ 정신질환,▲ 연구에 향을 수 있는

약물처치를 받는 자,▲ 다른 종양이 는 심각한

심 질환이나 감염이 있는 자,▲ 임산부 혹인

수유기 여성,▲ 시험약에 알 르기 반응이 있는

자,▲ 병변이 체 간의 70%이상인자,▲ 암성

이 간문맥을 막고 있는 자,▲ 조 되지 않는

부종이 있는 자.이러한 내용을 참고로 하여,임상

시험 결과에 향을 수 있는 질환 간암과 유

사한 증상을 발생시키는 기타 질환은 제외하여야

한다.

재군은 표 치료와 한약제제를 병행한 연구도

있었지만,한약제제를 단독으로 투여한 경우도 많

았다.표 치료와의 병행 여부는 임상시험의 목

에 따라 명확히 정해야 한다. 재약으로 사용된

한약제제로는 건 탕,운지버섯, 백산,건비익신

탕,건비화어탕,GanjiDecoction(肝积方)와 Ailitong

(癌理通),Ginsenoside캡술,cinobufacini(섬수의

주성분)와 Jiedugranule(해독과립,묘인삼과립+석

견천 과립+산자고 과립+계내 과립,3:3:1:1),

Huaiergranule(괴이버섯 추출물),JinlongCapsule

이 있었다.탕제,외용제,캡슐,정맥주사 등 그 제

형이 다양했고, 부분 성분과 용량이 잘 기술되어

있었다.임상시험에 사용되는 한약제제의 성분

그 용량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며,가능한 한 제

조방법과 제조사까지 자세히 기술해야 한다.한편,

변증에 따라 처방된 한약이 사용된 연구는 없었지

만 실제 임상에서는 진료 처방 시 변증이라는

과정이 수반된다.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을 반 하

려면 변증에 따른 한약을 사용하는 경우와 같은

실용 설계(pragmaticdesign)를 한 지침도 마

련해야 한다. 한 변증과정을 임상시험 내에 삽입

하려고 한다면,변증도구 확립에서부터 연구자를

상으로 한 변증도구 교육,그리고 연구자간의 변

증 진단 일치도 제고가 선행되어야겠다.투약기간

의 경우 3일에서부터 1년까지 다양했는데,장기 복

용의 경우에는 안 성을 반드시 평가해야 하며,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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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기간은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면서도 안 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한다.

조군을 살펴보면, 약을 사용한 연구는 총 6

편이었고,항암화학요법,Dexamethasone을 사용한

연구도 있었다. 약의 구성이나 제조과정에 한

설명이 없는 연구도 있었는데,명확히 기술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한 임상시험 시 표 치료를 받으

면 치료가 될 수 있는 환자가 약 조군에 배정

됨으로 인해 그 기회가 박탈되는 것은 윤리 문

제를 야기할 수 있다.따라서,상술한 바와 같이 참

여에 한 동의 취득이 필요하고,임상시험에 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가이드라인 제정 시

에도 이런 부분에 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해주어

야 한다.

유효성 평가지표로는 종양반응,삶의 질, 액학

검사,증상,생존기간,생존율, 장 기능,청

osteopontin수 등이 사용되었다.종양반응은 2편

에서 평가되었는데 그 기 으로는 RECIST와 WHO

의 short-term therapeuticeffectofsolidtumor가

사용되었다.RECIST는 종양반응평가 시 계측과정

을 단순화시킨 것으로,의미 있는 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기 이라고 보고되었다
73
.따라서 종양반응 평

가지표로는 RECIST를 용하도록 제안하는 것이

좋겠다.삶의 질은 5편의 연구에서 평가되었다.상

술한 바와 같이,삶의 질은 최근 암 치료 연구

에 있어 화두가 되고 있다.실제로,한의의료기

에 내원하는 환자들은 종양크기의 축소 혹은 생존

기간 증가를 해서 내원한다기보다는 생존기간

동안 삶의 질을 높이기 해 내원하는 환자들이

많으므로,삶의 질은 실을 잘 반 하는 지표로서

활용할 수 있다.이를 고려할 때,FACT-Hep과 같

은 간암 특이 인 삶의 질 평가도구를 포함시키는

것이 권고된다.한편,다양한 액학 검사가 시

행되었는데,간기능 액검사와 CRP등이었다.타

암종 임상시험에서는 간기능 액검사가 안 성

지표로 많이 활용되는데,간암의 경우는 그 특성상

유효성 지표로 활용된다.이러한 특수성을 지침에

도 제시해야 하겠다.생존기간으로는 PFS,OS,

DFS,RFS등이 사용되었다.장기 추 찰 실행

가능성과 같은 실 인 면도 고려하여 본 지표들

을 용해 볼 수 있겠다.그 외에 소 감소증,

통증,오심,구토,출 ,변비 등의 증상을 수로

평가한 것도 있었다.

안 성은 7개 3편의 연구에서만 평가되었다.

이상반응 평가는 NCI-CTCAE를 기 으로 삼은

것 1편,WHO의 standardforgradingtoxic-side

effectsofcommonlyusedanti-tumordrugs를 사용

한 것 1편이었다.안 성은 상자의 안 과 권익

보호를 해 필수 으로 평가해야 한다
74
.이상반응

평가뿐만 아니라, 액검사,심 도와 같은 진단검

사 방법도 활용하여 자료를 확보해야 하겠다.이상

반응 평가 시에는 국제 인 통용기 을 사용하도

록 권고해야 한다.연구자는 이상반응에 해 추

찰하며,필요 시 유 기 에 신속히 보고할 의무

가 있으므로,이를 가이드라인에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상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의 주요 구성으로는 (1)간암의 증상,진단,역학,

치료 부분을 개 으로 설명한 일반 사항,(2)

임상시험 설계,(3)시험 상자 선정 제외 기

,(4)시험약과 조약에 한 사항,(5)유효성

평가 방법,(6)유효성 평가 기 ,(7)안 성 평

가,(8)간암 치료에서의 병용요법,(9)변증 등의

한의학 고려 사항으로 구성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첫째,국내의 기

존 간암 련 진료가이드라인 한약제제 임상시

험가이드라인을 분석하여 임상시험에 용할 을

고찰하고,더 나아가 기존 무작 배정 조군 임상

시험과도 비교하여 고찰한 첫 번째 연구이다.둘째,

간암 진료 경험이 있는 임상 한의사와 임상시험

수행 경험이 있는 연구자,가이드라인 제작 경험이

있는 문가들의 논의를 거친 과정과 그 결과가

반 된 연구이다. 문가들이 논의하여 진행한 도

출한 본 연구와 같은 사 분석 작업은 반드시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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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데,그 이유는 간암 한약제제 임상시험 설계와

수행 시 암이라는 질환과 한약제제라는 재군의

특수성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이다.추

후 간암 한약제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제정을

해서는 상술한 기존 가이드라인을 토 로 하여 한

의학의 특수성과 최신 지견을 반 하는 것이 필요

하다.본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하여,안 성,유효성

과 더불어 윤리성까지 확보한 간암 한약제제 임상

시험 가이드라인이 제정되어야 한다.더불어,그

가이드라인을 기 으로 하여 활발한 임상시험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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