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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자궁내막암의 수술 후 방사선치료의 결과와 예후인자 

이화여자 학교 의학 문 학원 방사선종양학교실

이        경        자 

목 적: 본 연구는 자궁내막암 병기 1∼2 환자에 수술 후 방사선치료의 결과와 예후인자를 분석하여 향후 치료원칙

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얻고자 시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1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에서 자궁내막암으로 진단받고 

수술 후 방사선치료를 받은 병기 1∼2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 분석을 하였다. 전체 환자는 35명이었으며 17명은 

자궁절제술과 양측 난소제거술을 시행하였고 18명은 완전한 수술적 병기의 수술을 시행하였다. 골반강 방사선치

료를 받은 환자는 17명, 질강내근접치료를 받은 환자는 12명, 골반강 방사선치료와 질강내근접치료를 받은 환자

는 6명이었다. 

결 과: 추적기간의 중앙값은 54개월이었다. 전체 환자의 5년 생존율은 91.4%, 무병생존율은 81.7%이었다. 저위험

군, 중간위험군, 고위험군의 위험군에 따른 5년 생존율은 각각 100%, 100%, 55.6%이었으며 무병생존율은 각각 

100%, 70.0%, 45.7%이었다. 국소재발된 환자는 없었으며 5명(14%)에서 원격전이가 발생하였으며 호발부위는 

폐, 뼈, 간, 부신, 전복강의 순이었다. 원격전이에 대한 단변량 통계분석에 따르면 위험군, 조직학적 세포형태와 조

직학적 등급이 유의성이 있었으며, 다변량 통계분석에 따르면 조직학적 세포형태로서 유두형, 장액형, 그리고 투

명세포암은 자궁내막양암과 샘암편평암에 비하여 원격전이율이 높고 생존율이 낮았다. 골반강 방사선치료에 의한 

후유증은 장염이 30%에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직장염이었으나 대부분 등급 1∼2로 등급 3∼4의 후유증은 발생

하지 않았다. 

결 론: 수술 후 골반강 방사선치료 혹은 질강내근접치료를 시행한 자궁내막암 병기 1∼2환자들의 경우 저위험군

과 중간위험군은 국소제어율과 생존율이 높았으나, 고위험군은 골반강 방사선치료를 시행하여 국소제어율은 높으

나 원격전이율이 높고 생존율이 낮았다. 따라서 고위험군은 방사선치료와 동시에 항암화학요법이 요구된다. 중간

위험군의 더 효율적인 치료를 위하여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골반강 방사선치료와 강내근접치료를 비교하는 전향

적 무작위연구가 필요하다.

핵심용어: 자궁내막암, 수술 후 방사선치료 

이 논문은 2008년 6월 23일 수하여 2008년 7월 30일 채택되었음.

책임 자: 이경자, 이화여자 학교 의학 문 학원 방사선종양학교실

Tel: 02)2650-5334, Fax: 02)2654-0363

E-mail: rokjlee@ewha.ac.kr

본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연구개발 사업의 지원으로 수행

되었음.

서    론

  자궁내막암은 2002년 한국 앙암등록 연례보고서1)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암의 1.9%를 차지하며 근래에는 서

구화된 식생활과 비만, 폐경 후 호르몬 보충요법의 사용과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이다. 자궁내막암의 

치료는 수술로서 1988년 이 에는 자궁 출술과 양측 난

소 제술을 시행하 으며 임상  FIGO (International Federation 

of Gynecology and Obstetrics) 병기를 사용하여 국소제어율

을 높이고 생존율을 향상시키기 한 목 으로 수술  혹

은 수술 후 방사선치료를 시행하 다. 그러나 1987년 Gynecology 

Oncology Group (GOG)의 연구결과에
2)

 따라 자궁내막암은 

조직학  형태(histologic type)와 조직학  등 (histologic 

grade) 외에 자궁근층의 침범(myometrial invasion)의 정도, 

자궁경부기질(cervical stromal invasion)의 침범정도, 림

침범(lymphvascular invasion), 자궁부속기에 이, 복강내 

이, 림  이에 따라 후가 다르다는 사실이 밝 짐

에 따라 1988년부터 자궁 제술과 양측 난소 제술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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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반강  동맥림  제술, 망 출술(omentectomy), 복

막세척세포검사(peritoneal cytology)를 시행하여 수술  

FIGO병기를 사용하게 되었다.
3)

 수술  병기를 사용하게 

된 후 GOG의 연구결과 종양이 자궁에 국한되어 있고 

이가 없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92.7%, 자궁경부에 침범된 

환자는 69.8%, 림 에 이된 환자는 55%, 골반강 림

에 이된 환자는 56%, 동맥 림 에 이된 환자

는 41%로 병기에 따라 생존율의 차이를 보 다. 이에 따라 

Morrow 등은 자궁내막암을 병기, 조직학  등 과 자궁근

층 침범의 정도에 따라 험군(low-risk group), 간 험

군(intermediate-risk group)과 고 험군(high-risk group)의 3군

으로 분류하 다.
4)

 험군은 병기 1A, 1B의 조직학  등

 1∼2로서 자궁에 국한되어 있으며 근층침범이 50% 미

만으로 국소재발율은 5%이며 5년 생존율은 80∼90%이다.
5∼7)

 

간 험군은 병기 1AG3, 1BG3, 1C와 병기 2가 해당되며 

국소재발율은 10%이고 5년 생존율 70∼80%이다.
8∼10)

 고

험군은 병기 3이상으로 국소재발율은 14∼40%이며 5년 생

존율은 40∼60%이다.11∼13) 조직학  형태가 유두장액암

(papillary serous carcinoma)
14) 혹은 투명세포암 (clear cell 

carcinoma)
15)은 조기병기에서도 재발율이 높고 생존율이 낮

아 고 험군으로 분류되었다. 험군은 수술만으로 국소

제어율과 생존율이 높으며, 고 험군은 수술 후 방사선치

료를 시행함으로써 국소제어율과 생존율이 향상된다고 하

다.
11∼13,16) 그러나 간 험군에서 수술 후 골반강 방사

선치료에 한 유효성은 아직까지 불확실하며 질에 강내

근 치료만 시행해도 국소재발율이 골반강 방사선치료에 

비해 높지 않다는 연구보고도 있다.
17∼21)

 간 험군에 한 

3개의 무작  연구에서도 골반강 방사선조사를 시행하여 

국소제어율은 높아지나 생존율은 향상되지 않았다.
5,22∼25)

 

이  GOG-99의 무작  연구결과에서도 간 험군에 골

반강 방사선치료 후 국소제어율은 높아졌으나 생존율이 

향상되지 않았으며 간 험군을 나이, 림 의 침범과 

조직학  등 에 따라 간 험군(intermediate-low risk 

group)과 간고 험군(intermediate- high risk group)으로 분

류하여 분석한 결과 골반강 방사선치료는 간 험군에

서는 생존율에 도움이 되지 않으나 간고 험군에서는 

필요하다고 하 다.
24,25) Kadar 등26)의 후향  연구에서 자

궁내에 국한된 내막암 환자  투명세포암과 유두장액암

을 제외한 후 나이, 자궁근층의 침범이 1/3이상, 자궁경부

의 침범정도, 림 의 이 등 4가지  험요소  

해당되는 수에 따라 3군으로 분류하 다. 험요소가 0∼1

개( 험군), 2개( 간 험군), 3∼4개(고 험군)일 경우 

각각의 5년 생존율이 97%, 66%, 17%로 차이를 보 으며 

간 험군에서는 골반강 방사선치료가 생존율을 향상시

키는 경향이 있다고 하 다. 최근 Lee 등
27)

의 후향  연구

에서 병기 1C 환자에 골반강 방사선치료를 시행하여 5년 

생존율이 찰군에 비해 향상되었으며, 특히 조직학  등

이 높고 나이가 75세 이상인 환자에서 5년 생존율이 방

사선치료군은 53%, 조군은 39%로 한 차이를 보임에 

따라 자궁근층의 침범이 50%이상이고 조직학  등 이 3

인 1CG3은 골반강 방사선치료가 필요하다고 하 다. 이상

과 같이 자궁내에 국한된 자궁내막암 환자에 수술 후 방사

선치료의 표 방법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며, 특히 간

험군에서 골반강 방사선치료와 강내근 치료의 상을 

결정하는 기 이 불확실하다. 이에 자는 자궁내막암 병

기 1∼2 환자  수술 후 방사선치료를 받은 35명을 상

으로 재발율, 생존율과 후인자를 후향 으로 분석하여 

향후 방사선치료 방법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본 연

구를 시도하 다. 

 상  방법 

  1991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이화여자 학교 의과

학부속 동 문병원과 목동병원에서 자궁내막암으로 진

단받고 수술 후 방사선치료를 받은 환자  병기 1∼2기에 

해당하는 35명을 상으로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후향  

분석을 하 다. 체 환자 35명  18명은 자궁 출술, 양측 

난소 제술, 골반림 제술, 망 출술을 시행함으로써 

완 한 수술  병기를 사용할 수 있었다. 17명은 자궁 출

술과 양측 난소 제술만 시행하 으며 1명을 제외한 모든 

환자에서 수술  자궁내막 조직검사를 통하여 자궁내막

암으로 진단을 받은 후 병기 결정을 한 검사를 시행하

다. 병기 결정을 한 검사는 모든 환자에서 복부와 골반

에 산화 단층촬  혹은 자기공명 상(MRI)을 시행하

고 6명은 정맥신우조 술, 5명은 장내시경과 방 내시경

을 시행한 후 수술을 시행하 다. 1명은 수술  자궁내막 

증식증을 의심한 후 자궁 출술과 양측 난소 제술을 시

행한 후 복부와 골반에 산화 단층촬 을 시행하여 골반

강 림 의 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환자의 나이

는 33∼71세로 앙나이는 55세이었다(Table 1). 조직학  

형태는 26명(74.3%)은 자궁내막양 선암종(endometroid aden-

ocarcinoma)이었고 샘암편평암(adenosquamous carcinoma)은 5

명(14.3%), 그 외 자궁내막양과 유두형(papillary type)이 혼

재된 환자가 2명, 장액형(serous type)이 혼재된 환자가 1명, 

그리고 투명세포암이 1명이었다. 조직학  등 에 따라 등

 1은 12명(34.3%), 등  2는 14명(40%), 등  3은 9명(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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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atient Characteristics (n=35)

 Characteristics   
No. of 

patients (%) 

 Age (years) Range (33∼71) median 55 
＜60 years 25 (71.4) 
≥60 years 10 (28.6) 

 Histologic type Endometrioid 26 (74.3) 
 Adenosquamous  5 (14.3) 
 Others  4 (11.4) 

  Endometrioid with papillary  2 (5.7) 
   Endometrioid with serous  1 (2.9) 
   Clear cell  1 (2.9) 
 FIGO stage 1A  1 (2.9) 
 1B 22 (62.9) 
 1C  7 (20.0) 
 2A  2 (5.7) 
 2B  3 (8.6) 
 Histologic grade 1 12 (34.3) 
 2 14 (40.0) 
 3  9 (25.7) 
 Mymetrial invasion 
 ＜1/2 26 (74.3) 
 ≥1/2  8 (22.9) 
 Not known  1 (2.9) 
 LVSI* Negative 10 (28.6) 
 Positive  6 (17.1) 
 Not known 19 (54.3) 
 Risk groups Low 19 (54.3) 
 Intermediate  9 (25.7) 
 High  7 (20.0) 
 Radiation WPRT

†
 17 (48.6)

 Therapy VB
‡

 12 (34.3)
WPRT＋VB  6 (17.1)

*lymphovascular space invasion, 
†

whole pelvic radiation 
therapy, 

‡
vaginal brachytherapy 

이었다. 자궁근층의 침범이 50% 미만은 26명(74.3%), 50% 

이상은 8명(22.9%)이었으며 1명은 확인할 수 없었다. 수술

 FIGO 병기는 1A 1명(2.9%), 1B 22명(62.9%), 1C 7명 

(20.0%), 2A 2 (5.7%), 2B 3 (8.6%)이었다. 본 연구는 병기 

1BG1-2는 험군, 병기 1AG3, 1BG3, 1CG1-2, 병기 2AG1-2

이고 자궁근층의 침범이 50% 미만인 경우는 간 험군, 

1CG3, 2AG3이고 자궁근층의 침범이 50% 이상, 2B와 조직

학  형태가 유두형, 장액형  투명세포형은 고 험군으

로 분류하여 험군은 19명(54.3%), 간 험군은 9명

(25.7%), 고 험군은 7명(20.0%)이었다.

  모든 환자에 수술 후 4∼6주에 방사선치료를 시행하

다. 자궁 출술과 양측난소 제술만 시행한 환자 17명은 골

반강 림 제술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환자에 

골반강 외부 방사선치료를 시행하 다. 골반강 방사선치료

와 질강내근 치료를 병용한 환자는 6명이었으며 4명은 

고 험군이었고 2명은 간 험군에 속하 다. 질강내근

치료만 시행한 환자는 12명이었으며 그  8명은 험

군, 2명은 간 험군, 2명은 고 험군으로 1명은 2AG2이고 

자궁근층의 침범은 50% 이상이고 조직학  형태가 장액형

이 혼재된 고 험군이었으나 10년  직장암으로 수술 후 

골반강에 방사선치료를 받아 질강내근 치료만 시행하

다. 고 험군  1명은 1CG3이었으나 환자가 골반강 방사

선치료를 거부하여 질강내근 치료만 시행하 다. 골반강 

방사선치료는 10명은 6 MV 선형가속기(NEC 1006X, 일본

산)를 사용하여 6 MV의 x-선으로 조사하 고, 13명은 10 

MV 선형가속기(Siemens, Primus, 독일산)를 사용하여 10 MV 

x-선으로 조사하 다. 환자 35명  10명은 운자세로, 13

명은 엎드린 자세로 벨리보드(belly board)를 사용하여 방사

선조사를 하 다. 모든 환자에서 4문으로 일일 1.8 Gy를 

주 5회 조사하 으며 골반강 외부조사의 총 방사선선량은 

45∼50.4 Gy ( 앙선량 50.4 Gy)이었다. 골반강 조사야는 

상단면은 요추 4∼5사이, 하단면은 폐쇄구멍(obturator 

foramen)하부, 측면은 골반강 가장 넓은 부 에서 측면으로 

1.5 cm로 하 다. 질강내근 치료는 Ir-192를 이용하여 고

선량율(Nucletron, 네델란드산)로 질의 상부 4 cm를 표 으

로 질표면 0.5 cm에 3∼4 Gy를 조사하 다. 강내조사선량

은 질강내조사만 시행한 환자는 1회 조사선량 3∼4 Gy를 

6회 조사하여 총 방사선선량은 21∼24 Gy ( 앙선량 24 

Gy) 다. 외부조사와 질강내근 치료를 병용한 환자는 외

부조사선량은 45∼50.4 Gy ( 앙값 50.4 Gy)이었으며 41.4 

Gy 조사 후 질강내근 치료를 시행하 고 강내조사선량은 

15∼24 Gy ( 앙값 18 Gy)를 1회 조사선량 3∼4 Gy로 5∼

6회 조사하 다. 강내근 치료는 모든 환자에 1주에 2회 

조사하 고 강내근 치료가 완료된 후 골반강 외부조사는 

앙차폐를 사용하여 900 cGy를 추가 조사하 다. 

  추 검사는 문진과 부인과  내진과 질세포검사를 기본

으로 하 으며 필요에 따라 흉부 x-선 촬 과 산화단층

촬 과 액검사를 시행하 으며 치료완료 후 2주, 1개월, 

매 3개월마다 2년, 그 후는 6개월 마다 3년간 시행하 다. 

추 기간은 24∼134개월( 앙값 54개월)이었다. 

  재발기간은 수술 후부터 재발시기까지로 하 다. 재발은 

국소재발과 원격 이로 구분하 으며 방사선조사야 내의 

재발은 국소재발로, 방사선조사야 외의 부 는 원격 이로 

하 다.

  통계처리는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sion 12) 로그램을 이용하 으며 국소재발율과 원격

이율은 조율(crude rate), 생존율은 Kaplan Meier를 사용하

다. 단변량 분석과 다변량 분석은 각각 log-rank 검정과 

Cox 회귀 분석을 사용하 고 유의수 은 0.05 이하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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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Overall survival of all patients.

Fig. 2. Disease-free survival of all patients.

Fig. 3. Overall survival according to risk-group.

Fig. 4. Disease-free survival according to risk-group.

통계 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처리하 다. 

결    과 

  체 환자의 5년 생존율은 91.4% (Fig. 1), 무병생존율은 

81.7%이었다(Fig. 2). 험군, 간 험군, 고 험군의 5

년 생존율은 각각 100%, 100%, 55.6% (Fig. 3)이었으며 무

병생존율은 각각 100%, 70%, 45.7%이었다(Fig. 4). 국소재

발은 없었으며 원격 이는 5명(14%)에서 9부 에 발생하

으며(Table 2) 폐에 이된 환자는 4명으로 가장 많았으

며 다음으로 에 3명, 간에 1명 부신에 1명, 그리고 1명은 

복강내에 이되었다. 이된 시기는 11∼51개월( 앙값 

37개월)이었다. 원격 이된 5명  3명은 조직학  형태가 

유두형암, 장액형암 혹은 투명세포형암으로 후가 불량한 

형이었으며 병기도 고 험군에 속하 으며 2명은 간

험군에 속하 으나 림 에 침범이 있고 나이가 70세 

이상이었다. 무병생존율에 한 단변량 분석은(Table 3) 나

이(p=0.11), 조직학  형태(p=0.001), 조직학  등 (p=0.019), 

림  이(p=0.075), 자궁근층 침범(p=0.074), 방사선치

료 방법(p=0.791), 병기(p=0.281), 험군(p=0.018)을 분석한 

결과 통계학 으로 의미있는 후인자는 험군, 조직학  

형태와 등 이었다. 다변량 분석(Table 4)에 따른 후인자

는 조직학  형태로서 자궁내막양 선암종과 비교하여 샘

암편평암은 유의성이 없었으나(p=0.987) 유두장액형 혹은 

투명세포암은 험율(hazard ratio)이 10.8로서 후가 불량

한 인자이었다. 

  골반강 방사선치료에 의한 합병증으로 치료  가장 많

이 나타나는 증상은 장염으로 23명  7명(30%)에서 찰

되었고 오심, 복통과 설사를 호소하 다(Table 5). 다음으로 

많은 합병증은 직장염으로 5명(21.7%)에서 찰되어 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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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racteristics of the 5 Patients who Developed Relapse Stratified by Treatment Modality 

Age
Stage 
grade 

Histol* type MI
†

LVSI
‡

 
Disease
status 

Time to recur 
(months)

Sites of recur

 EBRT
§
＋VBT

∥

   48 2BG2 Endo
¶
＋papil

#
＞1/2 − DOD

††
 51 Lung

 EBRT
   70 1CG2 Endometrioid ＞1/2 ＋ AWD

‡‡
10 Lung, bone, adrenal gland 

   71 1BG3 Endometrioid ＜1/2 ＋ AWD
‡‡

 11 Lung, bone
 VGT
   66 2AG2 Endo＋serous** ＞1/2 − AWD

‡‡
 37 Liver, lung

   42 1CG3 Clear cell ＞1/2 − AWD
‡‡

 18 Carcinoma peritonei

.*histology, †myometrial invasion depth, ‡lymphovascular space invasion, §external beam radiation therapy, ∥vaginal brachytherapy, 
¶
endometrioid carcinoma, 

#
papillary carcinoma, **serous carcinoma, 

††
death of disease, 

‡‡
alive with disease

Table 4. Multivariate Analysis of Significant Factors for 
Disease-free Survival 

Histologic type p value Hazard ratio
 95% confidential 

interval

 Endometrioid 1.0
 Adenosquamous 0.987 1.0 0.9∼1.2 
 Others 0.009 10.8 1.8∼64.8

Table 5. Acute and Chronic Toxicities of Pelvic Radiation 
Therapy (n=23)

Acute toxicities Chronic toxicities

 Site   RTOG grade 1∼2 3∼4 1∼2 3∼4

                  No. of patients (%) 

 Small bowel 7 (30.4) 0 0 0
 Large bowel/rectum 5 (21.7) 0 0 0
 Hematology 4 (17.4) 0 0 0
 Lymphedema 1 (4.3) 0 3 (13) 0
 Bladder 1 (4.3) 0 0 0

Table 3. Univariate Analysis to Prognostic Factors Asso-
ciated with Disease-free Survival 

 Prognostic factor No. of patients DFS (%) p* value 

 Stage 0.281
   1A  1 100.0
   1B 22  95.2
   1C  7  64.3
   2A  2  50.0
   2B  3  50.0
 Risk-group 0.018 
   Low 19 100.0
   Intermediate  9  70.0
   High  7   45.7
 Age 0.114
   ＜60 years 25  89.4
   ≥60 years 10  64.3
 Histologic type 0.001
   Endometrioid 26  90.4
   Adenosquamous  5 100.0
   Others  4  25.0
 Grade 0.019
   1 12 100.0
   2 14  83.9 
   3  9  75.0
 Lymphovascular invasion 0.075
   Negative 10  66.7
   Positive  6  55.6
   Unknown 19  93.3

*significant predictors at p＜0.05

직(tenesmus)을 호소하 다. 백 구 감소증은 4명(17.4%)에

서 찰되었으며 배뇨곤란(dysuria)은 1명(4.3%)에서 나타났

으며 모든 환자에서 RTOG (Radiation Therapy Oncology 

Group) 등  1∼2이었고 등  3이상은 찰되지 않았다. 

림 부종(lymphedema)은 1명에서 RTOG 등  1로 찰되

었으며 이는 림 제술에 의한 합병증으로 생각되었다. 

방사선치료 후 6개월 이후에 나타나는 만성 합병증은 림

부종이 3명(13%)에서 찰되었으며 RTOG 등  1∼2이었

다. 질강내근 치료만 시행한 환자 12명에서는 합병증이 

찰되지 않았다. 

고안  결론 

  자궁내막암의 조기병기의 치료방법은 수술  제이며 

수술 후 보조  방사선치료는 아직까지 표 방법이 없이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 자궁내막암은 1988년 수술  

FIGO 병기
3)
를 사용하게 된 후 병기, 자궁근층의 침범정도, 

조직학  등 , 림 의 이, 조직학  형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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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군, 간 험군과 고 험군의 3군으로 분류하 다.
4)

 

험군은 수술만으로 국소 제어율과 생존율이 높으며
5∼7)

 

고 험군은 수술 후 방사선치료를 함으로써 국소 제어율

과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11∼13,16)

 

그러나 간 험군에서 수술 후 방사선치료를 시행함으로

써 국소 제어율이 높아진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으나 생

존율에 해서는 많은 논란이 되어왔다. 

  자궁내막암의 조기병기에 수술 후 방사선치료에 한 

향  무작  임상연구는 3개의 연구기 에서 발표되었

다. 그  Aalders 등
5)
에 의한 Norweigian Radium Hospital의 

연구와 Creutzberg 등
22)

과 Scholten 등
23)

에 의한 PORTEC 

(Postoperative Radiation Therapy in Endometrial Carcinoma) 

연구는 완 한 수술  병기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Keys 등

에 의한 GOG-99 연구
24,25)

는 완 한 수술  병기를 사용하

다. 3개의 연구결과 모두 수술 후 방사선치료를 시행하

여 국소 제어율은 높아지나 생존율이 향상되지 않았다. 첫

째 연구로 Aalders 등
5)은 병기 1환자에 수술  병기를 시행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환자에 질에 강내근 치료를 시

행하 으며 강내근 치료만 시행한 조군과 강내근 치

료와 골반강 방사선치료를 같이 시행한 병용군을 향

으로 비교하 다. 그 결과 국소 재발율은 조군이 6.9%, 

병용군이 1.9%로 통계학 으로 차이가 있었으나(p＜0.001) 

생존율은 91%와 89%로 차이가 없었다. 한 자궁근층의 

침범이 50% 미만인 환자에서는 국소 재발율이 조군은 

4%, 병용군은 2%로 차이가 없었으나 자궁근층의 침범이 

50%이상이고 조직학  등 이 높은 경우 국소 재발율이 

조군은 19.6%, 병용군은 4.5%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

고, 암에 의한 사망률도 27%  18%로 골반강 방사선치료

를 시행함에 따라 골반내 제어율을 높이고 생존율도 높일 

수 있다고 하 다. 둘째 연구인 Creutzberg 등
22)

과 Scholten 

등
23)의 PORTEC 연구는 수술  병기 1에 조직학  등 이 

1이고 자궁근층의 침범이 50% 이상인 환자(1CG1)와 자궁

근층의 침범의 정도에 계없이 조직학  등 이 2∼3인 

환자(ICG3와 병기 2는 제외)를 상으로 골반강 방사선치

료를 시행한 군과 찰군을 비교한 결과 국소 재발율이 5

년에 각각 4%, 14%이었으며 10년에(24) 5%, 14%로 방사선

치료군에서 국소재발은 히 감소되었으나(p＜0.0001), 5

년 생존율은 방사선치료군과 찰군이 각각 81%, 85%이고 

10년 생존율은 각각 73%, 66%로 차이가 없었다(p=0.09). 

국소재발은 80%가 질에 발생하여 방사선치료군은 2.3%에

서, 찰군은 10.2%에서 질에 재발하 다. 국소재발에 

여되는 후인자는 나이와 골반강 방사선치료여부로서 60

세 미만(p=0.003) 환자와 골반강 방사선치료(p＜0.0001)를 

받은 환자에서 국소재발이 낮았다. 사망에 여되는 인자

도 조직학  등 이 3 (p=0.0008), 나이가 60세 이상

(p=0.02)으로 나타남에 따라 Creutzberg 등
22)

은 60세 이상이

며 자궁근층의 침범이 50% 이상, 조직학  등 이 3인 경

우는 후가 불량하여 골반강 방사선치료가 필요하다고 

하 다. 세번 째 연구는 Keys 등
24,25)

이 발표한 GOG-99연구

는 완 히 수술  병기를 시행한 무작 연구로서 병기 1∼

2환자에 수술 후 골반강에 50.4 Gy 방사선치료를 시행한 

군과 찰군을 비교하 다. 그 결과 2년 국소 재발율은 방

사선치료군은 3%, 찰군은 12%로서 방사선치료를 시행

함에 따라 재발율이 감소되었다. 국소재발의 72%는 질에 

발생하 으며 질에만 재발한 경우는 방사선치료군은 

1.6%, 찰군은 7.4%이었다. 그러나 4년 생존율은 방사선

치료군이 92%, 찰군은 86%로서 차이가 없었다. 한, 이 

연구에서 자궁근층의 침범이 1/3이상, 림 에 침범된 

경우, 조직학  등 이 2이상을 험인자로 하여 50세 미

만에 험인자 3개가 모두 있는 경우, 50세 이상이며 2개

의 험인자가 있는 경우, 그리고 70세 이상이며 1개의 

험인자가 있는 경우를 간고 험군으로 분류하여 방사선

치료하지 않을 경우 2년 내에 국소재발율이 26%인 반면, 

방사선치료군은 6%로서 간고 험군은 골반강 방사선치

료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 다. 

  자궁내에 국한되어 있는 자궁내막암의 실패원인은 질의 

재발이기 때문에 강내근 치료만으로 국소재발을 방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 Jolly 등
17)은 병기 1∼2 환자에 강

내근 치료(30 Gy/6회)만 시행하여 국소재발율이 4%, 4년 

생존율이 97%로서 GOG-99의 골반강 방사선치료군의 92%

와 비슷한 결과를 보 으며 Horowitz 등
28)

은 병기 1B-2환

자에 고선량율의 강내근 치료를 시행하여 국소재발율은 

8.4% 보고하 다. Alektiar 등
29)

은 강내근 치료로 국소 재

발율이 3.9%로 좋은 결과를 보 으며, 병기 1BG3-2B 환자

에 완 한 수술  병기를 시행한 군의 5년 국소 제어율은 

97%인 반면 불완 한 수술  병기를 시행한 환자는 86%

로 조하여 수술  병기의 시행여부에 따라 방사선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하 다. Weiss 등
30)은 조직학  

등 이 1∼2이고 자궁근층의 침범이 50% 미만인 환자에 

강내근 치료만 시행하여 5년 무재발 생존율이 94%인 반

면, 조직학  등 이 3이고 자궁근층의 침범이 50% 이상

인 환자는 74%로 조하여 골반강 외부조사가 필요하다고 

하 다. Kucera 등
7)
은 자궁근층의 침범이 1/3 미만인 경우 

강내근 치료만 시행하여 91%의 생존율을 보 으며 1/3 

이상인 경우 골반강 외부조사와 강내근 치료를 병행하여 

87.7%의 생존율을 보임에 따라 자궁근층의 침범의 정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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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방사선치료를 다르게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Aalders 등
31)

도 ICG3 환자는 질강내근 치료만 시행한 환

자의 암에 의한 사망율은 27%이었고 골반강 방사선치료를 

시행한 환자는 18%로 사망률이 감소되었다고 보고하 다. 

Creutzberg 등
32)

은 병기 1CG3는 1CG1-2에 비해 국소 재발

율과 원격 이율은 높고 5년 생존율은 58%로서 1CG1-2의 

80%에 비해 히 낮아 고 험군으로 분류하여 골반강 

방사선치료가 필요하다고 하 다. 따라서 PORTEC-2 연구
33)

에서는 병기 1∼2  1A, 1BG1-2는 험군, 1BG3, 

1CG1-2와 2AG1-2, 2AG3이나 자궁근층의 침범이 50%미만

인 경우는 간 험군, 1CG3, 2AG3이고 자궁근층의 침범

이 50%인 경우와 2B는 고 험군으로 분류하여 간 험

군 환자에 골반강 방사선치료와 질강내근 치료의 두 군

을 비교하는 향  무작 연구가 진행 이다. 

  본 연구는 환자의 진료기록과 병리소견을 심으로 후

향  분석으로서 35명  수술  병기를 시행한 환자는 18

명이었으며 림 이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환자가 

많았고 자궁근층의 침범은 50%를 기 으로 찰한 환자가 

부분을 차지하여 GOG-99에 의한 분류는 불가능하 다. 

따라서 험군의 분류는 GOG-99 연구와 PORTEC-2 연구

를 종합하여 병기 1AG1-2, 1BG1-2는 험군, 1AG3, 

1BG3, 1CG1-2, 병기 2A이고 자궁근층의 침범이 50% 미만

인 경우는 간 험군, ICG3, 2A이고 자궁근층의 침범이 

50%이상인 환자, 2B와 조직학  형태가 자궁내막양이 아

닌 장액형, 유두형 는 투명세포암은 고 험군으로 하

다. 본 병원의 병기 1∼2의 치료원칙은 자궁 출술과 양측 

난 제거술만 시행하여 불완 한 수술  병기를 시행한 

환자는 골반강 방사선치료를 시행하고, 완 한 수술  병

기를 시행한 환자  험군  1AG1-2는 찰, 1BG1-2

는 강내근 치료, 간 험군은 골반강 방사선치료 혹은 

강내근 치료, 그리고 고 험군은 골반강 방사선치료와 강

내근 치료를 병용하는 것으로 하 다. 험군 19명  

11명은 골반강 방사선치료, 8명은 강내근 치료만 시행하

다. 간 험군 환자 9명  5명은 골반강 방사선치료, 2

명은 강내근 치료, 2명은 골반강 방사선치료와 강내근

치료를 병용하 다. 고 험군 환자 7명  4명은 골반강 

방사선치료와 강내근 치료를 병용하 고, 1명은 골반강 

방사선치료, 2명은 강내근 치료만 시행하 다. 본 연구결

과 방사선치료 방법에 계없이 국소 재발된 환자는 없었

다. 그러나 본 연구의 제한 은 환자의 숫자가 고 완

한 수술  병기를 시행하지 않은 환자가 많았으며 국소 재

발된 환자가 없었기 때문에 골반강 방사선치료와 강내근

치료간의 치료결과를 비교하지 못하 으며 국소 재발에 

계되는 후인자의 분석은 불가능하 다. 

  원격 이는 5명(14.3%)에서 발생하 으며 이  3명은 

고 험군이었으며 2명은 간 험군에 속하나 나이가 70

세 이상이며 림 에 침범이 있었다. 조기병기의 자궁

내막암의 원격 이율은 Lin 등
34)

은 3%, Keys 등
26)

은 

10.2%, 강 등
35)

은 11.9%로 보고하 으며 본 연구에서 

14.3%로 약간 높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다른 보고자들은 

조직학  형태가 고 험형인 유두형암, 장액형암과 투명세

포암을 제외하 으나 본 연구에서 포함시켰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원격 이된 5명  3명이 고 험형의 조직학  

형태이었다. 체 환자의 5년 생존율은 91.4%로서 험

군과 간 험군은 각각 100%로서 GOG 연구결과와 비슷

하 으나 고 험군은 55.6%로서 히 감소되었다. 병기 

1∼2의 유두장액형암 혹은 투명세포암의 5년 생존율은 42

∼68%
14,15)

로 자궁내막형의 75∼87%에 비해 매우 조하

다.
8∼10)

 Lim 등
36)

은 병기 1-IIIA의 유두 장액형암 혹은 투명

세포암은 조기병기에 수술 후 복부 방사선치료를 시행

한 경우 5년 생존율이 74.9%이었으나 골반강 방사선치료

를 시행한 경우는 41.3%로 낮았다. Sutton 등
37)은 복부 

방사선치료와 골반강에 추가 조사하여 5년 무진행 생존율

이 유두장액형암은 38%이고 투명세포암은 54%이었으며 

치료실패 원인의 50%가 방사사선조사야 내에 발생하 다

고 하 다. Hamilton 등
38)은 방사선치료 혹은 항암화학요법

을 시행한 군의 5년 생존율은 85%이었고 수술만 시행한 

환자는 54%로 한 차이를 보여 조직학  형태가 고

험형인 자궁내막암은 방사선치료와 항암화학요법이 필요

하다고 하 다. NCCN (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39)

의 진료지침은 병기 1A는 찰, 질강내근 치료 

혹은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치료를 시행하고, 1B 이상 2기

는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치료 혹은 복부 방사선치료와 

질강내근 치료  선택으로 아직까지 표 치료방법은 없

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도 병기 2AG2이고 장액형암인 

환자와 1CG3이고 투명형암인 환자에 질강내근 치료만 

시행하여 국소재발은 발견되지 않았고 원격 이가 발생하

여 항암화학요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원격 이를 일으키는 험인자는 자궁근층의 침범정도, 

조직학  등 , 림  침범, 자궁기질 침범, 림  

이와 복막세척세포검사가 양성인 경우로 알려져 있다.
40∼43) 

Morrow 등
4)은 병기 1∼2에서 생존율과 재발에 미치는 

후인자로 조직학  등 , 자궁근층의 침범, 침범과 나

이를 보고하 다. Kadar 등
26)

은 병기 1∼2기에서 나이, 자

궁근층의 침범이 1/3 이상, 자궁경부의 침범정도, 림

의 이의 험요소의 숫자가 생존율과 계가 있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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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연구결과 원격 이에 향을 주는 통계학 으로 

유의성이 있는 후인자로 단변량 분석에 따르면 조직학

 형태, 조직학  등 과 험군이었다. 다변량 분석에 따

른 후인자는 조직학  형태로서 유두형암, 장액암 혹은 

투명세포암이 자궁내막양 선암종 혹은 선편평세포암에 비

하여 원격 이율이 높으며 생존율이 낮았다. 

  골반강에 방사선치료에 의한 합병증은 장 과 비뇨생

식기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장  합병증의 증상은 장운

동의 증가, 복통, 설사이며 만성 합병증은 설사, 소장폐색

증, 직장염, 직장의 괘양이 올 수 있다.
44,45)

 Creutzberg 등
46)

은 골반강 방사선치료를 받은 환자의 20%에서 등  1의 

소장의 합병증이 나타났으며 grade 3의 소장폐색은 3%로 

보고하 고, 비뇨기계의 합병증은 8%에서 등  1∼2의 빈

뇨와 뇨긴박성(urinary urgency)이 나타난다고 하 다. Keys 

등
25)

은 림 부종은 수술만 시행한 조군은 2.5%, 방사선

치료군은 5%로 보고하 다. 골반강 방사선치료와 질강내

근 치료를 병용한 경우는 직장의 합병증이 증가되고 질

의 유착과 섬유화가 발생한다.
47∼49) 등  3∼4의 심한 합병

증은 수술 후 골반강 방사선치료 시 2∼6%, 골반강 방사선

치료와 강내근 치료를 병용할 경우 4∼13%, 강내근 치

료만 시행한 경우는 0∼7%로 보고되었다.50) 본 연구에서

도 골반강 방사선치료 받은 23명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은 장염증상으로 복통과 설사를 호소하는 환자는 7명 

(30.4%)이었으며, 다음으로 직장염으로 뒤무직(tenesmus)을 

호소하는 환자는 5명(21.7%)이었다. 백 구 감소증은 4명 

(17.4%)에서 찰되었으며, 배뇨곤란(dysuria)은 1명(4.3%)

에서 호소하 으며 모든 환자에서 RTOG 등  1∼2이었으

며 등  3이상의 합병증은 찰되지 않았다. 편측 다리의 

림 부종(lymphedema)은 1명에서 찰되었으며 이는 수술 

후에 발생하 다. 방사선치료 후 6개월 이후에 나타나는 

후기 합병증은 림 부종이 3명(13%)에서 찰되었으며 등

 1∼2이었다. 질강내근 치료만 시행한 환자에서 합병증

은 찰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소장폐색은 없었으며 이

유는 벨리보드를 사용한 환자가 많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결론 으로 본 연구결과 자궁내막암 병기 1∼2 환자  

완 한 수술  병기를 시행하지 않은 환자에 골반강 방사

선치료를 시행하고, 완 한 수술  병기를 시행한 환자  

험군과 간 험군에는 골반강 방사선치료 혹은 질강

내근 치료를 시행하여 국소제어율과 5년 생존율이 100%

로서 매우 양호하 으며 합병증도 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고 험군은 방사선치료를 시행하여 국소 제어율은 높았으

나 원격 이가 많고 생존율이 낮아 항암화학요법을 병용

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 간 험군은 골반강 방

사선치료와 질강내 근 치료를 비교하는 향  무작 연

구를 시행하여 합병증을 최소화하고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율 인 치료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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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sults and Prognostic Factors of Postoperative Radiation Therapy 
in the Early Stages of Endometrial Cancer 

Kyung-Ja Lee, M.D.

Department of Radiation Oncology, School of Medicine,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Purpose: To evaluate the results and prognostic factors for postoperative adjuvant radiation therapy in patients 
at stages I and II of endometrial cancer. 
Materials and Methods: Between January 1991 and December 2006, 35 patients with FIGO stages I and II 
disease, who received adjuvant radiation therapy following surgery for endometrial cancer at Ewha Womans 
University Hospital, were enrolled in this study. A total of 17 patients received postoperative pelvic external beam 
radiation therapy; whereas, 12 patients received vaginal brachytherapy alone, and 6 patients received both pelvic 
radiation therapy and vaginal brachytherapy. 
Results: The median follow-up period for all patients was 54 months. The 5-yr overall survival and disease-free 
survival rates for all patients were 91.4% and 81.7%, respectively. The 5-yr overall survival rates for low-risk, 
intermediate-risk, and high-risk groups were 100%, 100% and 55.6%, respectively. In addition, the 5-yr 
disease-free survival rates were 100%, 70.0%, and 45.7%, respectively. Although no locoregional relapses were 
identified, distant metastases were observed in 5 patients (14%). The most common site of distant metastases 
was the lung, followed by bone, liver, adrenal gland, and peritoneum. A univariate analysis revealed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distant metastases and risk-group (p=0.018), pathology type (p=0.001), and grade 
(p=0.019). A multivariate analysis also revealed that distant metastases were correlated with pathology type 
(p=0.009). Papillary, serous and clear cell carcinoma cases demonstrated a poor patient survival rate compared 
to cases of endometrioid adenocarcinoma or adenosquamous carcinoma. The most common complication of 
pelvic external beam radiation therapy was enteritis (30%), followed by proctitis, leucopenia, and lymphedema. 
All these complications were of RTOG grades 1 and 2; no grades 3 and 4 were observed. 
Conclusion: For the low-risk and intermediate-risk groups (stages 1 and 2) endometrial cancer, pelvic control, 
and overall survival rate was free of severe toxicity when pelvic radiation therapy or vaginal brachytherapy was 
performed. In the high-risk group, pelvic control rate was excellent, but the survival rate was poor due to distant 
metastases, in spite of the pelvic radiation therapy. The combined modality of chemotherapy and radiation 
therapy is recommended for high-risk groups. For the intermediate-risk group, a prospective randomized study 
is required to compare the efficacy between whole pelvic radiation therapy and vaginal brachy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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