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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icacy and safety of the circadian 

delivery schedule of fluorouracil or capecitabine based chemotherapy for advanced colorectal 

cancer.

Patients and methods : A meta-analysis was performed using individual data from eight 

international randomized clinical trials, especially phase II or III trials, comparing 5-fluorouracil, 

or capeticabine in chronomodulated or conventional schedule. The data from 8 studies was 

composed of 692 patients receiving chronomodulated chemotheray and 684 patients receiving 

conventional chemotherapy. The main end point was response rate.

Results : Response rate was in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group (RR 1.14, 95%CI 0.74-1.74, 

p=0.55). Overall survival and progresseion-free survival were not significant either. Chemotherapy 

induced anemia, diarrhea, and nausea/vomiting were worse in the chronotherapy group, with 

statistic significance respectively. On the other hand, chemotherapy induced thrombocytopenia, 

stomatitis, peripheral neuropathy, and dermatotoxicity were better but they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Conclusions : Patients lived longer but not significantly on chronomodulated chemotherapy rather 

than on conventional chemotherapy. Patients on chronomodulated chemotherapy experienced 

adverse events more. The chronomodulated chemotherapy schedule needs adjustment of its 

delivery schedule and further research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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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활동일주기(Circadian rhythm)란 생명체의 생

화학 , 생리학 , 행동학  흐름이 24시간의 

주기로 나타나는 상을 말한다. 체내에서 시상

에 존재하는 10,000개 가량의 뉴런 집합체인 

suprachiasmatic nuclei (SCN)에서 retinoic acid 

receptor-related orphan receptor α (ROR α)와 

REV-ERB α의 수용체에 의해서 BMAL1, 

NPAS2, CLOCK의 trascription factor가 활성화되

면 Cryptochrome (Cry), Peroid (Per) gene이 여

하여 단백질 생성을 조 한다. 외부의 요인

(zeitgeber, time giver, or synchronizer), 특히 시

각 인 정보를 받아들여 일주기 생체리듬을 조

하게 되며 멜라토닌(melatonin)이나 코티졸

(cortisol/corticosteroid)을 분비하거나 자율신경계

를 통하여 신호를 보낸다. 반면 각종 내장기

에는 말 성 생체시계가 있어 SCN이 신경계나 

호르몬, 사물질을 통해 보내는 신호나 온도 

 포식과 공복 주기에 의해 조 된다. 

이로 인하여 수면패턴, 체온, 호르몬 분비, 

사  세포주기가 조정될 수 있으며 병리학

으로는 심 계 질환  천식 등의 호흡기

계 질환, 사질환을 주로 연구되어왔다,,,. 이

런 신호에 의해 세포주기, DNA의 손상 수복 

기   사과정이 조 되며 특히 과하게 생

산성이 높은 조직에서 더욱 강력한 효과를 발

휘하여 세포증식  growth factor, cytokine 분

비 등이 활발한 암세포 한 활동일주기의 

향을 받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교 근무를 

하는 등 생체리듬의 교란이 있는 사람에게서 

유방암, 립선암, 장암의 발병율이 높으며,,, 

BMAL1이 결핍된 쥐에서 암이나 방사선 유발성 

종양(radiation-induced cancer) 의 유병율이 높아

지는 연구 결과  human cancer에서도 이런 

생체시계 사의 구성요소의 결핍이 찰되는 

등 생체시계가 암세포의 증식에 다소 여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 따라서 항암치료의 방법으

로 근할 때도 항암제의 손상기 에 따라 

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여 활동일주기에 따라 

항암치료의 주기를 조 하는 치료법이 연구되

어왔고 이런 방법을 최 시간치료법

(Chronotherapy)이라고 한다.

이는 한의학 으로도 오래 부터 활용하고 

있던 개념으로, 『內經』에서부터 上古天眞論, 

衛氣行篇 등 여러 편에 걸쳐 天人相應의 일

인 념 하에 계   일주기에 따라 활동하

는 강령을 세우고 치료법에도 도입하려는 시도

가 여러 차례 있어 재까지도 자오유주침법이

나 백각침법 등의 형태로 일부 남아있다,. 

따라서 암세포를 이해하고 치료방안을 강구

하는 데 있어 활동일주기의 향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며 최 시간치료법이 

통상 인 항암화학요법의 효과를 높이고 부작

용을 일 것으로 기 되어지는 바, 본 연구에

서는 진행성 장직장암 환자군에서 보조항암

화학요법으로 FOLFOX, 고식  항암화학요법으

로 FOLFOX, FOLFIRI가 우선고려되어 

fluorouracil과 그 구체에 해당하는 capecitabine

이 재 항암화학요법으로 선택되고 있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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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장직장암 환자를 상으로 fluorouracil  

capecitabine이 사용된 경우에 최  시간 치료법

을 용하 을 때의 연구결과에 하여 체계  

고찰을 통하여 근거기반의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Materials and methods

1. 자료 선정

1) 검색 략  자료 선정기

2명의 연구자들이 동일한 과정을 통해 

EMBASE, MEDLINE, Cochrane library를 검색하

여 제목과 록을 바탕으로 논문을 선정하 다. 

제목  록을 통해 항암화학요법  방사선

요법의 최  시간 치료법에 한 연구인지를 

악하고 원문을 검토하 다. 최  시간 치료법

이 기존의 항암화학요법과 비교된 경우에 선택

하 고, 사람 상 연구에 한정하 으며, 무작  

조연구를 선택하 다. 연구가 다음의 기 에 

부합하면 선정하 다.

1) 연구 참여자는 18세 이상의 암 환자여야 

한다. 2) 최  시간 치료법과 기존의 항암화학

요법을 비교하여 효과  부작용을 검정한 시

험이어야 한다. 3) 이 연구는 기타의 재가 추

가 으로 존재하지 않아야 하고 4) 연구 설계는 

2상 는 3상 무작  조연구여야 한다. 5) 실

험군과 조군의 효과크기를 기술하고 있다.

검색어는 MeSH어  EMTREE 통제어를 확

인하여 Chronotherapy, Chronopharmacology, 

Chronopharmacokinetics, Chronopharmacodynamics, 

Chronoefficacy, Chronoformulation, Morning and 

evening, Morning and bedtime, Circadian rhythm

을 OR로, 이상과 fluorouracil, 5-FU 는 

capecitabine을 AND로 연결하여 검색하 다.

2) 논문의 질 평가

The Cochrane Bias Method Group이 개발한 7

문항의 RoB (The Cochrane Risk of Bias) 도구 

 JADAD score를 사용하 다. 

2. 자료 분석 방법
사용 로그램은 Comprehensive meta analysis 

v2를 사용하 다. 효과크기는 동질성이 확보되

지 않을 경우 개별연구들의 상자들 간 변동

과 각 연구들 간의 이질성을 고려하여 가 치

를 재설정하는 임의효과모형(random effects 

model)으로 산출하 다. 상 연구들의 동질성 

여부는 Cochrane의 카이제곱검정과 I2검정을 통

하여 확인하 고, I2값은 이질성이 없을 때 0%

가 되며, 30-60%는 등도의 이질성, 75% 이

상인 경우는 이질성이 큰 것을 의미한다. 출  

편향을 검하기 해 funnel plot을 살펴보았으

며 삼각형 내에 분포되어 있으면 출  편향이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 다.

Result

1. 자료 선정
2명의 연구자들이 동일한 과정을 통해 

EMBASE, MEDLINE, Cochrane library를 검색하

여 제목과 록을 바탕으로 논문을 선정하 다. 

논문제목  록을 통해 human study는 1995

편이 검색되었다. (Figure 1) 이  선정기 에 

합하지 않은 1908편을 제외하고 87편의 연구

를 선정하여 원문을 검토하 다. 조군연구가 

아닌 등 내용에 부합하지 않은 51편, 무작  

조군 배정이 되지 않은 연구 23편, 원발암이나 

해당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지 않은 연구 2편, 

최  시간 치료법을 변수로 두지 않은 연구 3

편을 제외하여 총 8편의 연구가 포함되었다. 

(Figur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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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Number of chronotherapy-related articles searched by MEDLINE

Figure 2. Flow of study selection from database search.

본 연구에서는 1375명의 진행성 장직장암 

는 이성 장직장암 환자들을 692명의 최

 시간 치료법 시행군  684명의 표 치료법 

시행군으로 나 어 분석하 다. 연구당 환자수

는 26명에서 564명까지 다양했고, 추 찰 기

간 한 12개월에서 61개월에 이르 다. 평균연

령은 60-65세로 연구간 큰 차이가 없었고 일상

수행능력은 0-2 사이 으나 한 연구에서 최  

시간 치료법 시행군에 일상수행능력 3인 환자

가 1명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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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Risk of bias of the included trials

Study No of events

CON EXP %weight RR (95% CI)

Levi FA (1994) 15/47 24/45 12.41 2.43 (1.04-5.69)
Levi F (1997) 27/93 47/93 16.39 2.50 (1.36-4.57)

Price TJ (2004) 52/137 43/142 18.36 0.71 (0.43-1.17)
Garufi C (2006) 6/33 9/35 8.63 1.56 (0.49-4.99)

Giacchetti S 
(2006)

127/282 119/282 21.32 0.89 (0.64-1.24)

Ramanathan RK 
(2008)

7/23 6/25 7.63 0.72 (0.20-2.59)

Qvortrup C 
(2010)

39/69 33/70 15.27 0.69 (0.35-1.34)

Total (95% CI) 273/684 281/692 100 1.14 (0.74-1.74)

Heterogeneity : Tau2=0.19; Q=17.29; df=6 (p=0.08); I2=65.29

test for overall effect Z=0.59 (p=0.55)

Figure 4. Comparison of response rate between the chronomodulated chemotherapy group and   

        conventional chemotherapy

사용한 항암제는 5-FU, capecitabine, 

oxaliplatin, irinotecan, leucovorin, folinic acid 다. 

5-FU를 기반으로 한 연구가 부분이었고 

capecitabine 련 연구는 1건이었다. 기타의 환

자군 특성은 table 1에 명시하 다.

2. 논문의 질 평가
무작  배정에 하여 언 한 논문들은 8편 

 7편이었으며 무작 배정의 구체 인 방법에 

하여 언 한 논문은 없었고, 최  시간 치료

법과 표  치료법의 은닉에 하여 구체 인 

시행 여부  방법을 언 한 논문 한 없었다. 

탈락자를 명기한 논문은 5편이었다. (Figure 3)

3. 결과

1) Response rate

7개의 연구에서 response rate를 보고하 다. 

이것은 complete response와 partial response (수

축률 50%)의 합에 해당하는 수치로, 연구간 이

질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Q=17.29, 

p=0.08, I2=65.29%) 효과 크기도 통계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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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HR
Lower 
limit

Upper 
limit

%weight z-value p-value

Levi FA (1994) 0.957 0.760 1.206 9.50 -3.70 0.71

Levi F (1997) 1.000 0.833 1.200 15.18 0 1

Price TJ (2004) 1.036 0.885 1.213 20.23 0.45 0.66

Garufi C (2006) 1.000 0.886 1.128 34.60 0 1

Giacchetti S (2006) 1.061 0.826 1.361 8.11 0.46 0.64

Qvortrup C (2010) 1.014 0.829 1.242 12.38 0.14 0.89

Total (Fixed model) 1.010 0.940 1.084 100 0.27 0.79

Heterogeneity : Tau2=0.00; Q=0.496; df=5.00, I2=0.00

test for overall effect Z=0.27 (p=0.79)

Favour chronotherapy     Favour conventional therapy

Figure 5. The pooled hazard ratio of overall survival using a fixed-effects model

EXP PFS CON PFS p-value

Levi FA (1994) 11 8 0.19

Levi F (1997) 9.8 7.9 0.2

Price TJ (2004) 9.9 8 0.131

Giacchetti S (2006) 8.4 8.4 -

Garufi C (2006) 8.0 6.0 -

Ramanathan RK 
(2008)

6 8 -

Qvortrup C (2010) 8.8 8.9 0.7

Abbreviation: EXP; Experiment group (chronotherapy), CON; Control group (conventional chemotherapy), 

OS; Overall survival, PFS; Progression free survival

Table 2. Progression Free Survival of the studies

유의하지 않아 어느 치료도 확실한 우 를 보

이지 못하 다. (OR=1.14, 95% CI 0.74-1.74, 

p-value 0.55) (Figure 4)

2) Survival

장암과 직장암 군의 비율이 연구마다 다르

고 부분 1차 항암화학요법으로 사용하 으나 

명기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무질병진행 생존기

간(Progression free survival, PFS)을 통합하여 분

석하기 곤란한 면이 있었으나 명기된 모든 경

우에 있어 p-value가 유의하지 않았다. (Table 2) 

체생존기간 (Overall survival, OS)은 그래 와 

결과값을 이용하여 유추할 수 있는 6개의 논문

을 바탕으로 분석하 으나 한 생존기간을 유

의하게 증가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R 1.01, 95% CI 0.94-1.08) (Figur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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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xicities
Trial

s

Trials 
with 

measurable 
outcomes

EXP CON

5-FU+l-OHP

5 6
1 2 3 4

Any hematologic toxicity 4

Neutropenia 6 4 92/480 129/473 ◇ ◇ ◇ ◇

Leukopenia 1 1 14/35 20/33 ◇

Anemia 5 3 104/202 81/193 ◇ ◇ ◇

Thrombocytopenia 5 3 36/202 36/193 ◇ ◇ ◇

Non-hematologic toxicity

Diarrhea 8 6 287/618 195/613 ◇ ◇ ◇ ◇ ◇ ◇

Mucositis/Stomatitis 7 6 174/618 220/613 ◇ ◇ ◇ ◇ ◇ ◇

Nausea/Vomiting 7 5 178/340 142/333 ◇ ◇ ◇ ◇ ◇

Peripheral 
neuropathy

5 4 121/441 134/443 ◇ ◇ ◇ ◇

Skin toxicity 4 3 22/105 28/103 ◇ ◇ ◇

Hand-foot syndrome 2 2 146/420 100/417 ◇ ◇

Infection 2 2 49/167 27/160 ◇ ◇

Asthenia 2 2 68/313 49/313 ◇ ◇

Alopecia 1 1 30/142 17/137 ◇

Pharyngolaryngeal 
dysesthesia

1 1 2/25 2/23 ◇

Weight loss 1 0

Abbreviation: EXP; Experiment group (chronotherapy), CON; Control group (conventional chemotherapy), l-OHP: oxaliplatin

1: Levi F (1994), 2: Levi FA (1997), 3: Giacchetti S (2006) 4: Ramanathan RK (2008) 5: Garufi C (2006) (5-FU+irinotecan) 6: 
Price TJ (2004) (5-FU+mitomycin C)

Table 3. Reported adverse events in the trials

3) Safety

toxicity에 해 보고한 논문은 8편이었으나 

이  2편 (Qvortrup C, Thrall MM)은 수치를 명

기하지 않고 p-value만 제시하여 부득이하게 분

석에서 제외하 다. (Table 3) 8편의 논문   

5-FU와 oxaliplatin을 base로 한 논문이 5편, 

5-FU와 irinotecan이 1편, 5-FU와 mitomycin C의 

병합이 1편, capecitabine과 oxaliplatin이 1편이었

고 hematologic toxicity로 neutropenia, leukopenia, 

anemia, thrombocytopenia를, non-hematologic 

toxicity로 diarrhea, nausea, vomiting, mucositis, 

stomatitis, skin toxicity, dysesthesia, hand-foot 

syndrome, peripheral neuropathy, weight loss, 

asthenia 등의 보고가 있었다. 이  3편 이상의 

연구에서 보고된 바를 분석에 포함시켰으며 

random effect model을 사용하 다. (Figur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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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eutropenia

4개의 연구에서 neutropenia를 보고하 다. 연

구간 이질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Q=22.01, p<0.001, I2=86.37%) 효과 크기도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아 어느 치료도 확실한 

우 를 보이지 못하 다. (OR=0.76, 95% CI 

0.27-2.16, p-value 0.61) (Figure 6)

(2) Anemia

3개의 연구에서 anemia를 보고하 다. 연구간 

다소 이질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Q=4.89, 

p=0.08, I2=59.07%) 효과 크기도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아 어느 치료도 확실한 우 를 보

이지 못하 다. (OR=1.18, 95% CI 0.51-2.72, 

p-value 0.68) (Figure 6)

(3) Thrombocytopenia

3개의 연구에서 thrombocytopenia를 보고하

다. 연구간 다소의 이질성이 있으나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Q=3.94, p=0.14, 

I2=49.27%) 효과 크기도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아 어느 치료도 확실한 우 를 보이지 못하

다. (OR=0.71, 95% CI 0.26-1.99, p-value 

0.52) (Figure 6)

(4) Diarrhea

6개의 연구에서 diarrhea를 보고하 다. 연구

간 다소의 이질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Q=12.39, p=0.03, I2=59.66%) 효과 크기는 

통계 으로 유의하여 chronotherapy 군이 더 

diarrhea를 동반할 가능성이 높았다. (OR=2.02, 

95% CI 1.24-3.28, p-value=0.005) (Figure 6)

(5) Mucositis/Stomatitis

6개의 연구에서 mucositis 는 stomatitis를 

보고하 다. 연구간 심한 이질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Q=94.50, p<0.001, I2=94.71%) 효

과 크기도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아 어느 치

료도 확실한 우 를 보이지 못하 다. 

(OR=0.54, 95% CI 0.14-2.08, p-value 0.37) 

Levi F (1994), Levi FA (1997)의 연구에서는 

chronotherapy 군이 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지만 Giacchetti S (2006), Garufi C (2006) 의 연

구에서는 chronotherapy 군이 더 

mucositis/stomatitis를 많이 경험하 다. (Figure 

6)

(6) Nausea/Vomiting

5개의 연구에서 nausea/vomiting을 보고하

다. 연구간 이질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Q=4.45, p=0.35, I2=10.07%) 효과 크기는 통

계 으로 유의하여 chronotherapy 군이 더 많은 

nausea/vomiting을 경험하 다. (OR=1.55, 95% 

CI 1.08-2.24, p-value 0.02) (Figure 6)

(7) Peripheral neuropathy

4개의 연구에서 neuropathy를 보고하 다. 연

구간 이질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Q=12.34, p=0.006, I2=75.68%) 효과 크기도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아 어느 치료도 확실한 

우 를 보이지 못하 다. (OR=0.89, 95% CI 

0.38-2.12, p-value 0.80) (Figure 6)

(8) Skin toxicity 

3개의 연구에서 skin toxicity (dermatitis, cutis, 

skin toxicity) 를 보고하 다. 연구간 이질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Q=5.63, p=0.06, 

I2=64.49%) 효과 크기도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아 어느 치료도 확실한 우 를 보이지 못하

다. (OR=0.69, 95% CI 0.22-2.14, p-value 

0.52) (Figur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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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eutropenia

EXP CON %weight OR (95% CI)

Giacchetti S (2006) 22/278 71/280 29.65 0.25 (0.15-0.42)

Ramanathan RK (2008) 3/25 2/23 15.54 1.43 (0.22-9.44)

Garufi C (2006) 19/35 18/33 25.15 0.99 (0.38-2.57)

Price TJ (2004) 48/142 38/137 29.66 1.33 (0.80-2.22)

Total (95% CI) 92/480 129/473 100 1.14 (0.74-1.74)

Heterogeneity : Tau2=0.88; Q=22.01; df=3 (p<0.001); I2=86.37
test for overall effect Z=-0.51 (p=0.61)

(2) Anemia

EXP CON %weight OR (95% CI)

Ramanathan RK (2008) 9/25 7/23 25.68 1.29 (0.39-4.30)

Garufi C (2006) 6/35 10/33 27.01 0.48 (0.15-1.50)

Price TJ (2004) 89/142 64/137 47.31 1.92 (1.19-3.09)

Total (95% CI) 104/202 81/193 100 1.53 (1.01-2.31)

Heterogeneity : Tau2=0.32; Q=4.89; df=2 (p=0.09); I2=59.07
test for overall effect Z=0.40 (p=0.69)

(3) Thrombocytopenia

EXP CON %weight OR (95% CI)

Ramanathan RK (2008) 7/25 12/23 25.68 0.86 (0.11-1.18)

Garufi C (2006) 0/35 1/33 27.01 0.31 (0.01-7.76)

Price TJ (2004) 29/142 23/137 47.31 1.27 (0.69-2.33)

Total (95% CI) 36/202 36/193 100 0.95 (0.56-1.62)

Heterogeneity : Tau2=0.40; Q=3.94; df=2 (p=0.14); I2=49.27
test for overall effect Z=-0.19 (p=0.85)

(4) Diarrhea

EXP CON %weight OR (95% CI)

Levi FA (1994) 30/45 21/47 16.40 2.48 (1.06-5.77)

Levi F (1997) 29/93 32/93 21.45 0.86 (0.47-1.59)

Giacchetti S (2006) 82/278 31/280 25.35 3.36 (2.14-5.29)

Ramanathan RK (2008) 23/25 19/23 5.94 2.42 (0.40-4.69)

Garufi C (2006) 33/35 29/33 6.13 2.28 (0.39-3.35)

Price TJ (2004) 90/142 63/137 24.73 2.03 (1.26-3.28)

Total (95% CI) 287/618 195/613 100 2.11 (1.62-2.76)

Heterogeneity : Tau2=0.19; Q=12.39; df=5 (p=0.03); I2=59.66
test for overall effect Z=5.46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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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tomatitis

EXP CON %weight OR (95% CI)

Levi FA (1994) 16/45 43/47 15.75 0.05 (0.02-0.17)

Levi F (1997) 13/93 70/93 17.02 0.05 (0.03-0.11)

Giacchetti S (2006) 41/278 19/280 17.40 2.38 (1.34-4.21)

Ramanathan RK (2008) 13/25 13/23 15.93 0.83 (0.27-2.60)

Garufi C (2006) 25/35 13/33 16.31 3.85 (1.40-10.59)

Price TJ (2004) 66/142 62/137 17.58 1.05 (0.66-1.68)

Total (95% CI) 174/618 220/613 100 0.76 (0.57-1.02)

Heterogeneity : Tau2=2.64; Q=94.50; df=5 (p=0.00); I2=94.71
test for overall effect Z=-1.84 (p=0.07)

(6) Nausea/Vomiting

EXP CON %weight OR (95% CI)

Levi FA (1994) 30/45 19/47 16.87 2.95 (1.26-6.90)

Levi F (1997) 22/93 23/93 25.63 0.94 (0.48-1.85)

Ramanathan RK (2008) 22/25 19/23 5.00 1.34 (0.31-7.79)

Garufi C (2006) 30/35 27/33 7.68 1.33 (0.37-4.87)

Price TJ (2004) 74/142 54/137 44.82 1.67 (1.04-2.69)

Total (95% CI) 178/340 142/333 100 1.56 (1.12-2.17)
Heterogeneity : Tau2=0.02; Q=4.45; df=4 (p=0.35); I2=10.07

test for overall effect Z=2.60 (p=0.009)

(7) Neuropathy

EXP CON %weight OR (95% CI)

Levi FA (1994) 12/45 3/47 19.38 5.33 (1.39-20.44)

Levi F (1997) 14/93 29/93 29.20 0.39 (0.19-0.80)

Giacchetti S (2006) 76/278 82/280 34.33 0.91 (0.63-1.31)
Ramanathan RK 

(2008)
19/25 20/23 17.10 0.48 (0.10-2.18)

Total (95% CI) 121/441 134/443 100 0.83 (0.61-1.13)

Heterogeneity : Tau2=0.53; Q=12.34; df=3 (p=0.006); I2=75.68
test for overall effect Z=-1.17 (p=0.24)

(8) Skin toxicity

EXP CON %weight OR (95% CI)

Levi FA (1994) 8/45 11/47 36.43 0.71 (0.26-1.96)
Ramanathan RK 

(2008)
5/25 12/23 31.19 0.83 (0.06-0.82)

Garufi C (2006) 9/35 5/33 32.37 1.94 (0.57-6.54)

Total (95% CI) 22/105 28/103 100 0.70 (0.36-1.37)
Heterogeneity : Tau2=0.64; Q=5.63; df=2 (p=0.06); I2=64.49

test for overall effect Z=-1.03 (p=0.30)

Figure 6. Comparison of the safety between chronotherapy and chemo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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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Publication bias of the trials (Funnel plot)

4. Publication bias
p-value는 Egger test로 0.437, Begg and 

mazumdar test로 0.764로 유의할 만한 출  편

향은 보이지 않았다. (Figure 7)

Discussion

재까지의 최 시간 치료법은 유방암, 암, 

비강암 등 여러 암종 군의 환자를 상으로 연

구되고 있으나 장직장암 환자를 상으로 한 

fluorouracil의 최 시간 치료법이 가장 많이 시

행되고 있고 non-randomized design에서는 췌장

암이나 암 등 다른 환자군을 상으로 한 최

시간 치료법이 유효한 효과를 보인다고 기술

하고 있으며, 단순히 소화기계 뿐만 아니라 

nasophyryngeal cancer의 5-FU chronotherapy도 

효과가 있음을 보여 tumor type보다는 cell cycle

과 tumor cell의 과증식의 기   해당 기 을 

차단하는 항암화학치료 방법이 보다 최  시간 

치료법을 용하기에 알맞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지 까지의 연구는 일반 으로 최 시간치료

법이 기존의 일반 인 항암화학요법에 비하여 

반응률은 특별히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못하지

만 생존기간에서 약간의 유의한 호 이 있었고 

안 성 측면에서는 부작용의 종류에 따라 논쟁

의 여지가 있다는 연구와 함께 그 원인으로 최

시간치료법이 보다 오래 항암화학요법을 견

딜 수 있게 하여 이상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

로 분석하 다. 다른 연구에서는 남녀의 차이에 

따라 최 시간치료법이 유의한 결과의 차이를 

보이며 FLO regimen (fluorouracil, leucovorin, 

oxaliplatin)을 시행하 을 때 남자는 최 시간치

료법을 활용하는 것이, 여자는 활용하지 않는 

것이 생존기간을 유의하게 연장하는 효과를 보

다.

본 연구에서는 최종 으로 8개의 RCT를 선

정하 으며 이  2 곳의 같은 에 의해 작성

한 것으로 여겨지는 논문이 2편 씩 총 4편 있

었다. (1,2 번 논문과 5,6번 논문) 그러나 

publication bias는 없거나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져 연구를 진행하 다.

반응률은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체 생존기간  무진행 생존기간 한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안

성 측면에서 유의하게 차이가 난 부분은 

hematologic toxicity  chemotherapy induced 

anemia (OR 1.53, 95% CI 1.01-2.31) 와 

diarrhea (OR 2.11, 95%CI 1.62-2.76), 오심구토 

한 유의하게 최 시간 치료법 군에서 더 많

이 경험하 다. (OR 1.56, 95%CI 1.12-2.17) 나

머지 부작용( 소  감소증, 구내염, 말 신경병

증, 피부 부작용)은 최  시간 치료법에서 더 

게 경험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통계 으로 유

의하지는 않았다.

한의학 으로 최 시간치료법을 용하고자 

하는 시도도 일부 있으나 음양을 나 어 변증

하여 각각 낮과 밤에 약물 복용을 하여 그 효

과를 악한 이스 연속증례 수 으로 아직 

그 효과에 하여 명확하게 결론을 내릴 수 없

었다. 

따라서 최 시간 치료법은 아직 기 에 한 

이해  시간 조정, 보다 합한 환자군 선정  

항암제 종류의 선택이 아직 필요하다고 사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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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한의학 으로도 임상에서의 용을 하여 

향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단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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