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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암에 수술 전 항암화학방사선 동시 병용요법 후 종양의 병리학적 
반응에 영향을 주는 임상적 예측 인자 

이화여자 학교 의학 문 학원 방사선종양학교실

이   지   혜ㆍ이   경   자 

목 적: 직장암에 수술 전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치료를 동시에 병용시행한 후 완치절제술 후 병리학적 완전관해율

과 종양 병기 하향률에 영향을 주는 예측인자를 후향적으로 분석하여 환자에 따른 맞춤치료의 가능성을 알기 위하

여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0년 5월부터 2008년 3월까지 국소적으로 진행된 직장암으로 진단받고 원격전이가 없는 환자 

39명을 대상으로 수술 전 항암화학요법과 골반강에 방사선치료 50.4 Gy (45∼59.4 Gy)를 시행한 후 완치적 수술 

후 절제된 조직을 병리학적으로 관찰하여 완전관해율과 종양 및 림프절의 병기하향률을 측정하였다. 항암화학요

법은 39명 중 38명은 방사선치료 1주와 5주에 각각 1주간 5-fluorouracil과 leucovorin을 연속적으로 정맥 주입하였

으며 1명은 방사선치료기간 중 하루에 2회 capecitabine를 복용하였다.

결 과: 병리학적 완전관해를 보인 환자는 39명 중 12명(31%), 종양-병기하향을 보인 환자는 24명(63%)이었으며 

임상적으로 림프절이 양성인 환자 28명 중 12명은(43%) 병리학적으로 하향되었으며 2명은 임상적으로 림프절이 

음성이었으나 병리학적으로 양성을 보였다. 단변량분석에 의하면 종양의 둘레범위가 직장의 50% 미만(p=0.031), 

종양의 길이가 5 cm 미만(p=0.004), 치료 후 CEA 수치가 3.0 mg/mL 이하(p=0.015)인 환자에서 병리학적 완전관

해율이 높았다. 또한 선암(p=0.045), 방사선량이 50 Gy 이상(p=0.021)인 환자에서 병기-하향률이 높았고, 방사선

치료 기간이 42일 이하인(p=0.018) 환자에서 림프절-병기하향률이 높았다. 다변량분석에 의하면 종양의 둘레범위

가 50% 미만(HR 0.150; p=0.028), 종양의 길이가 5 cm 미만인(HR 0.084; p=0.005) 환자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

하게 병리학적 완전관해율이 높았으며, 방사선량이 50 Gy 이상 높은 경우(HR 0.115; p=0.025) 종양-병기하향률이 

높았고 방사선치료 기간이 42일 이하인(HR 0.028; p=0.010) 경우 림프절-병기하향률이 높았다. 

결 론: 병리학적 완전관해에 영향을 주는 예측인자는 종양의 둘레범위와 종양의 길이이었으며, 종양-병리하향에 

영향을 주는 예측인자는 방사선량, 림프절-병기하향에 영향을 주는 예측인자는 방사선치료 기간이었다. 이러한 

예측인자를 파악함으로써 환자의 치료결과를 예측할 수 있으며 위험인자가 있는 환자에 좀 더 적극적인 치료계획

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핵심용어: 직장암, 수술 전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 병리학적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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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국소 으로 진행된 직장암의 치료는 수술 후 방사선치

료와 항암화학요법을 동시에 시행하는 병용요법이 표  

치료방법으로 시행되어왔으나
1∼4) 근래에는 수술  항암

화학요법과 방사선치료를 동시에 시행하는 병용요법이 증

가추세에 있다. 수술  병용요법의 장 은 종양의 크기와 

림 의 이를 감소시키는 병기하향(downstaging) 효과

로 종양의 제율을 높일 수 있으며
5,6) 항문 조임근(anal 

sphincter)을 보존할 수 있고 항암화학요법이 미리 주입됨

에 따라 원격 이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이다.
7,8) 최근에

는 수술  병용요법과 수술 후 병용요법을 비교하는 무작

 연구에서 수술  병용요법이 국소제어율이 높으며 독

성이 낮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9,10) German Intergroup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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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무작 연구에서 수술  병용요법이 수술 후 병용

요법에 비해 국소제어율이 높고 독성은 낮다는 보고가 있

었다.
9)

 한 EORTC (European Organization for Research 

and Treatment of Cancer)의 연구에서 수술  병용요법이 

수술 후 병용요법에 비해 국소제어율이 높다는 보고가 발

표되어 직장암의 표  치료방법이 수술  병용요법으로 

환되고 있다.
10) 

  직장암에서 수술  병용요법을 시행한 후 수술 후 종양

의 반응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병기하향률과 종양의 

병리학 으로 해정도를 찰한다. 병기하향률은 치료  

임상 으로 찰한 종양병기와 림 병기를 치료 후 병

리학  병기와 비교하여 하향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다른 방법은 병리학  해율로 병용치료 후 수술로 제

된 조직에 남아있는 종양의 정도를 등 화하여 비교하는 

방법이다. 직장암에 수술  병용요법 후 병기하향의 정도
11∼13)

와 병리학  해율
14∼18)

이 국소재발률  생존율과의 상

계는 아직까지 논란이 많다. 즉, 병기하향률과 해율

이 높을 경우 국소제어율과 생존율이 높다는 연구결과
13,18,19)

가 있는 반면,  련이 없다는 결과20,21)도 있어 앞으로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수술  병용요법에 한 반응의 정도를 미리 측할 수 

있는 임상병리학  인자로 CEA 수치,
22,23) 종양의 둘 범

,
12) 방사선량과19,24) 수술  치료와 수술간의 기간25)이 

보고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확실한 인자는 밝 지지 않았

다. 한 치료의 반응을 측할 수 있는 분자표지자(mole-

cular marker)
26,27) 혹은 유 자 발  측면상(gene expression 

profiling)
28,29)

을 이용하여 많은 유 자 암호해독에 한 연

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임상 으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항암화학요법을 하기  치료의 반응을 

측할 수 있는 인자를 악할 수 있다면 환자에 따라 수술

방법과 수술 후 치료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맞춤치료가 

가능하게 된다. 

　본 연구는 직장암환자에 수술  항암화학방사선 병용

요법을 시행하여 수술 후 병리학  해정도와 병기하향

의 정도를 측할 수 있는 임상병리학  인자를 악하여 

수술 후 환자에 따라 치료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 기  

자료를 얻기 하여 시도하 다. 

상  방법

1. 상

  2000년 5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이화여자 학교 의과

학 부속 목동병원에서 직장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원격

이가 없고 수술  항암화학방사선요법을 받고 완  

제술을 받은 42명  서혜부 림 에 이가 있는 1명과 

항암화학방사선 병용요법과 수술과의 기간이 6개월 이상

인 2명을 제외하여 39명을 상으로 하 다.

2. 방법

  1) 치료  검사

  항암화학방사선요법을 시행하기  모든 환자는 직장수

지검사, 장내시경, 복부골반 산화단층촬 술(CT scan), 

흉부방사선촬 술, 일반 액검사, 청 carcinoembryonic 

antigen (CEA)을 시행하 다. 직장 음 검사는 가능한 환

자에만 시행하 다. 직장수지검사와 장내시경을 시행하

여 종양의 치, 종양의 길이, 종양의 둘 범 (circum-

ferential extent)와 항문고리(anal verge)로부터 거리를 측정

하 다. 임상  병기는 직장 음 검사와 복부골반 산화

단층촬 술을 통하여 American Joint Committee on Cancer 

(AJCC) 6 의 병기를 이용하여 정하 다.

  2) 방사선치료

  모든 환자는 엎드린 자세에서 벨리보드를 사용하여 모

의치료를 시행한 후 산화단층촬 을 시행하여 치료계획

을 세웠다. 방사선치료는 원발병소, 곧창자간막(mesore-

cum)과 주  림 을 포함하여 4문 조사를 기본으로 하

여 45 Gy를 조사하 으며 추가조사는 원발병소로부터 상

하에 3 cm, 좌우  후에 2 cm의 여유를 주어 3차원 입

체조형치료로 5.4 Gy를 조사하여 방사선량의 앙값은 

50.4 Gy (45∼59.4 Gy) 다. 방사선치료는 10 MV X-선으로 

(Siemens Primus, Germany) 하루에 1회 1.8 Gy를 4문 조사

로 주 5회 시행하 다. 

  3) 항암화학요법

 항암제로는 환자 38명은 5-FU (500 mg/m
2
)와 leucovorin 

(200 mg/m
2)를 방사선치료를 시행하는 첫째주와 5주째에 1

일부터 5일까지 연속 으로 정맥주사로 주입하 으며 1명

은 capecitabine (825 mg/m
2)를 방사선치료  1일에 2회 구

강으로 투여하 다. 

  4) 수술 

  항암화학방사선 병용요법을 완료한 후 19명은 6∼8주 

이내에, 20명은 8주 이후 (9주∼3개월)에 수술을 시행하

다. 수술은 32명(82%)은 방 제술 시행하여 항문조

임근을 보존할 수 있었고 7명(18%)은 복회음 제술을 시

행하 다. 

  5) 반응정도 측정

  CEA 수치는 항암화학방사선요법을 시행한 5주째와 완

료 후 1개월에 측정하 다. 병리학  반응정도는 수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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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atient Characteristics

N % N %

Total 39 100

Sex Tumor length

  Male 24 61.5 ＜5 cm 18 46.2

  Female 15 38.5 ≥5 cm 21 53.8

Age Circumferential extent

  ≤60 years 25 64.1 ＜50%  9 23.1

  ＞60 years 14 35.9 ≥50% 30 76.9

Clinical T stage Pretreatment CEA

  T2  3  7.7 ≤5.0 25 64.1

  T3 33 84.6 ＞5.0 14 35.9

  T4  3  7.7 Post‐CCRT CEA

Clinical N stage ≤3.0 25 64.1

  N0 10 25.6 ＞3.0 10 25.6

  N1 24 61.5 Unknown  4 10.3

  N2  4 10.3 RT duration

  Unknown  1  2.6 ≤42 days 32 82.1

Histology ＞42 days  7 17.9

  Adenocarcinoma 36 92.3 RT dose

  Mucinous adenocarcinoma  3  7.7 ＜50 Gy 29 74.4

Grade ≥50 Gy 10 25.6

  Well differentiated 34 87.2 Interval between CCRT and surgery

  Moderate to poorly differentiated  4 10.3 6∼8 weeks 19 48.7

Distance from anal verge Others 20 51.3

  ＞3 cm 22 56.4

  ≤3 cm 17 43.6

제된 조직표본을 병리학 문의에 의해 독되었으며 

AJCC병기에 따라 수술 후 병기를 결정하 다. 병리학  

완 해의 정의는 수술로서 제한 조직에 병변이 완

히 소멸되어 남아있지 않은 상태이다. 종양병기(T-stage)와 

림 병기(N-stage)의 하향은 임상 병기 보다 낮아진 상

태로 정의하 다. 임상   병리 으로 림 의 이가 

없는 환자는 림 -병기 하향에서 제외하 다. 항암화학

방사선 병용요법에 한 반응 정도를 측할 수 있는 인자

를 분석하기 하여 임상병리학  요소로는 나이, 성별, 병

리형태, 병리등 , 종양의 치와 길이, 종양의 둘 범

(circumferential extent), 치료 의 CEA 수치와 치료 후 1개

월의 CEA 수치, 방사선량, 방사선치료의 기간  병용치료

와 수술간의 기간을 포함하 다.

  6) 통계학  분석

  통계학  분석은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Chicago, IL) version 12.0 (Chicago, IL)를 이용하

다. 단변량분석은 Chi-square test와 Fisher exact test를 이용하

으며 다변량분석은 binary logistic regression을 이용하 다. 

CEA 수치를 비교하기 하여 independent t-test를 이용하

으며 p값이 0.05 미만일 때 유의성이 있다고 해석하 다.

결    과

1. 환자의 특성

  상환자 39명의 임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남자 24

명, 여자 15명이었으며 60세 이하는 25명, 60세 이상은 14

명이었다. 임상  종양병기는 T2 3명, T3 33명, T4는 3명으

로 T3가 가장 많았다. 임상 으로 림 에 이가 없는 

환자는 10명, 림 에 이가 있는 환자는 28명이었으며 

1명은 확실하지 않았다. 병리학  형태는 선암이 36명, 

액상 선암(mucinous adenocarcinoma)은 3명이었다. 종양의 

치는 항문고리로부터 3 cm 미만은 22명, 3 cm 이상은 17

명이었으며 종양의 길이가 5 cm 미만은 18명, 5 cm 이상은 

21명이었다. 종양의 둘 범 가 직장의 50% 미만은 9명, 

50% 이상은 30명이었다. 치료  CEA수치가 5.0 ng/ml 미

만은 25명, 5.0 ng/ml 이상은 14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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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redictors of Pathologic Complete Response 

 
Univariate Multivariate

p-value  p-value  HR* (95% CI
†

)

Age ≤60 years

Sex, male

Histology, adenocarcinoma

Grade, well differentiated

Location ＞3 cm from anal verge

Length of tumor ＞5 cm

Circumferential extent ＜50%

Pretreatment CEA ≤5.0 ng/mL

Posttreatment CEA ≤3.0 ng/mL

RT dose ≥50 Gy 

Duration of RT ≤42 days

Interval between CCRT‐surgery 6∼8 weeks

0.478

0.287

0.539

1.000

0.730

0.004

0.031

1.000

0.015

0.131

0.299

0.301

 

 

 

 

 

 0.005

 0.028

 

 0.999

 0.128

 

 

 

 

 

 

 

 0.084 (0.015∼0.474)

 0.150 (0.028∼0.811)

 

 0.000

 0.182 (0.020∼1.638)

 

 

*hazard ratio, †confidence interval

Table 3. Predictors of T‐downstaging

 
Univariate  Multivariate

p-value p-value  HR* (95% CI†)

Age ≤60 years

Sex, male

Histology, adenocarcinoma

Grade, well differentiated

Location ＞3 cm from anal verge

Length of tumor ＜5 cm

Circumferential extent ＜50%

Pretreatment CEA ≤5.0 ng/mL

Posttreatment CEA ≤3.0 ng/mL

RT dose ≥50 Gy 

Duration of RT ≤42 days

Interval between CCRT‐surgery 6∼8 weeks

0.912

0.501

0.043

0.602

0.859

0.126

0.217

1.000

0.474

0.021

1.000

0.357

 

 

0.999

 

 

0.118

0.726

 

 

0.025

 

 

 

 

 0.000

 

 

 0.196 (0.026∼1.512)

 0.639 (0.052∼7.800)

 

 

 0.115 (0.017∼0.759)

 

 

*hazard ratio, 
†

confidence interval

2. 병리학  완 해

  39명  12명 (31%)은 완 해를 보 다. 단변량분석

(Table 2)에 따르면 치료  종양의 길이가 5 cm 미만(p= 

0.004), 둘 범 가 직장의 50% 미만(p=0.031), 그리고 치료 

후 CEA 수치가 3.0 ng/ml 이하일 경우 병리학  완 해

율이 통계학 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15). 방사선량이 

50 Gy 이상인 경우는 병리학  완 해율이 높은 경향은 

있었으나 통계학 으로 유의성은 없었다(p=0.102). 다변량

분석에 따르면 종양의 길이(hazard ratio [HR], 0.084; p= 

0.005), 둘 범 (HR, 0.150; p=0.028)가 병리학  완 해

와 련이 있었다. 수술 후 CEA 수치는 단변량분석에 의

하면 병리학  완 해와 련이 있었으나 환자의 숫자

가 어서 다변량분석은 불가능하 다.

3. 종양-병리하향

  39명  24명(63%)은 종양-병기가 하향되었다(Table 3). 

액상 선암(mucinous adenocarcinoma) 환자는 종양-병기의 

하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단변량분석에 따르면 선암(p= 

0.043)과 방사선량이 50 Gy 이상(p=0.021)인 경우가 종양-

병기하향과 련이 있었다. 다변량분석에서는 방사선량만

이 종양-병기 하향과 련이 있었다(HR, 0.115; p=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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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lot of CEA levels over time according to the response 

to chemoradiation.

Table 4. Predictors of N‐downstaging

 
Univariate  Multivariate

p-value p-value  HR* (95% CI
†

)

Age ≤60 years

Sex, male

Histology, adenocarcinoma

Grade, well differentiated

Location ＞3 cm from anal verge

Length of tumor ＜5 cm

Circumferential extent ＜50%

Pretreatment CEA ≤5.0 ng/mL

Posttreatment CEA ≤3.0 ng/mL

RT dose ≥50 Gy 

Duration of RT ≤42 days

Interval between CCRT‐surgery 6∼8 weeks

0.449

0.234

0.539

0.284

0.702

0.273

0.125

1.000

0.369

0.223

0.018

0.466

 

0.413

 

 

 

 

0.999

 

 

0.120

0.010

 

 

 0.334 (0.024∼4.608)

 

 

 

 

 0.000

 

 

 0.166 (0.017∼1.598)

 0.028 (0.002∼0.421)

 

*hazard ratio, †confidence interval

Table 5. Posttreatment CEA Levels according to Response

Posttreatment 
CEA

CR T‐downstaging N‐downstaging

 

≤3.0 ng/mL

＞3.0 ng/mL

Unknown

No

n (%)

14 

(56.0)

10 

(100.0)

3

Yes

n (%)

11 

(44.0)

0 

(0.0)

1

No

n (%)

9 

(36.0)

5 

(50.0)

1

Yes

n (%)

16 

(64.0)

 5 

(50.0)

3

No

n (%)

6 

(38.1)

4 

(57.1)

0

Yes

n (%)

13 

(61.9)

 3 

(42.9)

2

4. 림 -병리하향

  항암화학방사선 병용요법  림 의 이를 보인 28명 

 18명(64%)에서 치료 후 림 의 하향을 보 다(Table 4). 

치료  림 의 이가 없었던 11명  2명(18%)은 수술 

후 병리소견에서 이를 보여 병기가 상향되었다. 방사선

치료 기간이 42일 이상인 경우 단변량분석(p=0.018)과 다

변량분석(HR, 0.028; p=0.010) 모두 림 -하향율이 통계

학 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5. 청CEA 수치

  치료  CEA 수치와 치료 5주째의 CEA 수치는 5 ng/ml

를 기 으로 할 경우 병리학  완 해율(p=1.00), 종양-

하향률(p=1.00)  림  하향률(p=1.00)과의 련성은 통

계학 으로 유의성이 없었다. 치료 후 CEA수치가 3.0 ng/ml 

이하인 경우 병리학  완 해율이 높았으나(p=0.015) 종

양-병기하향과 림 -병기하향에는 향을 주지 않았다

(Table 5). 병리학  완 해를 보인 환자와 완 해를 

보이지 않은 환자의 평균 CEA 수치를 치료 , 치료 5주

째  치료 후를 비교한 결과 완 해를 보인 환자에서 

CEA 수치가 낮은 경향을 보 으나 통계학  유의성은 없

었다(p=0.326) (Fig. 1). 

 고안  결론

  국소 으로 진행된 직장암 환자에 수술 후 항암화학요

법과 방사선치료를 동시에 병용하는 병용요법은 방사선치

료 단독에 비해 국소제어율과 생존율을 높일 수 있어 지난 

수년간 표  치료방법으로 이용되어 왔다.
2∼4)

 그러나 수술 

후 병용요법은 독성이 심하고 특히 소장의 폐쇄를 래할 

수 있는 단 이 있다.
9,30)

 수술  방사선치료는 산소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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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좋은 상태에서 방사선조사가 됨에 따라 효율성이 높고, 

병기를 하향하여 제율이 높으며 소장폐쇄의 험이 없

는 장 이 있고 국소제어율을 향상시킬 수 있어 유럽에서 

많이 이용 되었다.
31∼33)

 근래에는 수술  방사선치료와 항

암화학요법을 병용하여 방사선치료 단독에 비해 국소제어

율과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는 무작  연구결과가 발표되

었다.
34,35)

 최근에는 수술 후 병용요법과 수술  병용요법

을 비교한 향  무작  연구에서 수술  병용요법이 수

술 후 병용요법에 비해 국소제어율이 높으며 독성은 낮다

는 결과가
9,10)

 발표되어 수술  병용요법의 이용이 차 

증가되고 있다. 

  항암화학요법은 5-FU
36)

를 기본으로 하여 leucovorin,
37)

 

mitomycin-C
38)

 혹은 cisplatin
39)

과 병용하여 사용되고 있다. 

5-FU는 방사선에 감작제로 작용하여 방사선의 효과를 상

승시킴으로써 장  종양에서 국소제어율과 생존율을 높

일 수 있음이 확인되어 리 사용되고 있다.
40,41)

 한 5-FU는 

일시에 주입하는 방법에 비해 연속 으로 주입하는 방법이 

효과가 높다는 사실은 많은 연구자에 의해 밝 졌다.
4,19)

  직장암에서 수술  병용요법에 한 반응 정도의 측정

은 주로 2개 방법을 이용하며 병기하향율과 병리학  해

율이다. 병기하향율은 종양의 크기와 림 의 이를 수

술  수지검사, 산화단층촬 , 직장 음 검사  자기

공명촬  등의 임상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임상 병기와 

수술 후 제된 조직표본을 찰하여 병리학  병기를 비

교하여 하향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42∼44) 병리학  

해율은 수술 후 출된 검사물을 병리학 으로 찰하여 

남아있는 종양의 정도를 등 화하는 방법이다.
45) 

병리학  

완 해율은 5∼44%로 보고자 따라 다양하며,
6,19∼26,38)

 그 

이유는 연구자에 따라 환자의 선택, 수술  임상  병기, 

병리학  병기  병리학  해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결과 완 해율은 31%, 종

양-병기하향률은 63%, 림 -병기하향률은 43%이었다. Das

등
12)의 수술  병용요법을 시행한 결과 병리학  완

해율은 19%, 종양-병기하향률은 57%, 림 -병기하향률

은 33%이었다. 직장암에서 수술  병용요법 후 병리학  

해정도와 병기하향률이 국소제어율  생존율과의 상

계는 연구자에 따라 상반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즉, 완

해율이 높을 경우 국소제어율과 생존율이 높다는 연

구보고가
13,18,19,42,46) 있는 반면,  련이 없다는 보고도 

있다.
20,21)

 Theodoropoulos 등
42)

은 병리학  완 해율은 

18%, 종양-병기하향률은 41%, 림 -병기하향률은 64%이

었으며 종양-병기하향률과 병리학  완 해율이 높은 

환자는 무병생존율과 생존율이 높다고 하 다. Rodel 등
16)

은 종양의 해정도를 Dworak 등
45)

의 분류에 따라 5단계

로 나 어 해 정도가 높을수록 무병생존율이 높다고 하

다. Ahmed 등
46)

은 병리학 으로 완 해를 보인 환자

는 10년 생존율이 100%로서 완 해가 생존율에 요한 

측인자라고 하 다. 그러나 Pucciarelli 등
20)

은 병리학  

완 해는 생존율에 향을 주지 않고 치료  병기가 가

장 요한 인자라고 하 다. Janjan 등
21)

은 치료에 한 반

응이 국소제어율과 생존율에 향을 주지 않았다고 하

다. 따라서 수술  병용치료에 한 병리학  반응과 국

소제어율  생존율과의 상 계를 밝히기 해서는 좀 

더 많은 환자를 상으로 추 찰이 요구된다. 

  직장암에서 치료에 한 반응을 측할 수 있는 인자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밝 지지 않았다. 수술  병용요법에 

한 반응에 향을 주는 후인자를 미리 알 수 있다면 

환자에 따라 맞춤치료가 가능하게 되며 수술 후 치료방향

을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된다. 본 연구결과, 병리

학  완 해에 향을 주는 인자로 단변량분석에 의하

면 수술 후 CEA 수치가 3.0 mg/ml 이하, 종양의 길이가 5 cm 

미만, 종양의 둘 범 가 50% 미만인 경우 완 해율이 

높았으며, 다변량분석에 의하면 종양의 길이가 5 cm 미만

과 종양의 둘 범 가 직장의 50% 미만인 경우가 통계학

으로 유의성이 있는 인자이었다. 종양-병기하향에 향

을 주는 인자는 단변량분석에 의하면 방사선량이 50 Gy 

이상인 경우와 선암인 경우 햐향율이 높았으며, 다변량분

석에 의하면 방사선량이 유의성이 있는 인자이었다. 림

-병기하향에 향을 주는 인자는 방사선치료 기간이 42

일 이하인 경우 하향률이 높았다. Das 등
12)

은 수술  병용

요법을 시행한 결과 병리학  완 해율은 19%이었으며 

완 해와 련이 있는 인자는 종양의 둘 범 가 60% 

이상일 경우 완 해율이 낮았다. 병기하향에 향을 주

는 인자는 종양의 둘 범 가 60% 이상인 경우와 종양의 

치가 항문고리로부터 5 cm 이상인 경우에 병기하향율이 

낮다고 하 다. 윤 등
22)은 병리학  완 해율은 14.5%, 

병기-하향률이 47.6%이었으며, 병리학  완 해에 향

을 주는 인자는 치료  헤모 로빈 수치, 임상 으로 림

의 이와 CEA 수치이었으며, 병기하향과 병리학  

완 해에 향을 주는 유일한 인자는 CEA 수치이었다. 

박 등
23)도 치료  CEA 수치가 높은 경우 치료 후 반응이 

낮다고 하 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CEA 수치의 평균값이 

완 해를 보인 환자에서 완 해가 되지 않은 환자에 

비해 낮았으나 통계학  유의성은 없었다. Mohiuddin 등
19)

은 병리학  완 해율은 30%로 보고하 으며, 5-FU를 

일시에 주는 방법과 연속으로 주는 방법을 비교하여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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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율이 각각 10%, 67%이었으며, 방사선량이 55 Gy 이상

과 50 Gy미만을 비교하여 각각 44%, 13%로 방사선량과 

5-FU의 주입방법이 완 해에 향을 주는 유의성이 있

는 인자라고 하 다. Sanghera 등
24)

은 5-FU를 기본으로 2가

지 약제를 사용한 경우와 방사선량이 45 Gy 상인 경우 병

리학  완 해율이 높다고 하 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방사선량이 50 Gy 이상인 경우에 50 Gy 미만에 비해 종양

-병기하향율이 높았으나 완 해율에는 향을 주지 않

았다. 수술  병용요법과 수술 간의 기간이 종양의 반응

에 향을 다는 보고가 있다. 랑스의 다기 의 향  

연구결과 병용치료와 수술간의 기간이 2주일 경우 병리학

 완 해율은 10%, 6∼8주인 경우는 26%로 기간이 길

수록 완 해율이 높았다.
44)

 본 연구에서는 병용요법과 

수술간의 기간이 6∼8주와 그 이상을 비교한 결과 완

해율  병기하향율과의 련이 없었다. 

  많은 연구자에 의해 생물학  표지자(biologic marker)와 

병리학  완  해와 련이 있다고 하 다. EGFR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6)과 COX-2 (cyclooxyg-

enase-2)
28)의 발 은 완 해율이 낮다고 하 다. 한 proli-

ferative cellular nuclear antigen과 Ki-67,
48) p27,49) p53,50) 

p21
51)의 발 과 세포자멸사 (apoptosis)52)와 종양의 치료에 

한 반응 정도와 련이 있다는 연구보고도 있으나 아직

까지 확실한 련성은 밝 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

러한 생물학  표지자에 한 검사는 시행하지 않았다. 

　결론 으로 본 연구결과에서 국소 으로 진행된 직장암

환자에 수술  항암화학방사선 병용요법을 시행한 후 병

리학  완 해를 측할 수 있는 인자는 종양의 길이와 

둘 범 이었다. 방사선량은 종양-병기하향과 련이 있었

으며, 방사선치료 기간이 42일 미만일 때 림 -병기하향

에 좋은 반응을 보 다. CEA 수치는 치료의 반응에 향

을 주는 경향은 있었으나 통계학  의미는 없었다. 앞으로 

더 많은 환자를 상으로 충분한 추 기간을 통하여 찰

함으로써 수술  병용요법 후 병리학  반응정도에 따른 

국소제어율과 생존율을 측할 수 있으며, 나아가 후가 

불량한 인자가 있는 환자에 좀 더 극 인 치료를 할 수 

있는 치료지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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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linical Factors Predicting the Pathologic Tumor Response after 
Preoperative Concurrent Chemoradiotherapy for Rectal Cancer

Jihae Lee, M.D. and Kyung-Ja Lee,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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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rpose: The objective of this retrospective study was to identify predictive factors for the complete pathologic 
response and tumor downstaging after preoperative concurrent chemoradiotherapy for locally advanced rectal 
cancer.
Materials and Methods: Between the years 2000 and 2008, 39 patients with newly diagnosed rectal cancer 
without prior evidence of distant metastasis received preoperative concurrent chemoradiotherapy followed by 
surgery. The median radiation dose was 50.4 Gy (range, 45∼59.4 Gy). Thirty-eight patients received concurrent 
infusional 5-fluorouracil and leucovorin, while one patient received oral capecitabine twice daily during 
radiotherapy.
Results: A complete pathologic response (CR) was demonstrated in 12 of 39 patients (31%), while 
T-downstaging was observed in 24 of 39 patients (63%). N-downstaging was observed in 18 of 28 patients 
(64%), with a positive node in the CT scan or ultrasound. Two patients with clinical negative nodes were 
observed in surgical specimens. The results from a univariate analysis indicated that the tumor circumferential 
extent was less than 50% (p=0.031). Moreover, the length of the tumor was less than 5 cm (p=0.004), while 
the post-treatment carcinoembryonic antigen (CEA) levels were less than or equal to 3.0 ng/mL (p=0.015) and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high pathologic CR rates. The univariate analysis also indicated that the 
adenocarcinoma (p=0.045) and radiation dose greater than or equal to 50 Gy (p=0.021)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high T-downstaging, while a radiotherapy duration of less than or equal to 42 days (p=0.018)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N-downstaging. The results from the multivariate analysis indicated that the 
lesser circumferential extent of the tumor (hazard ratio [HR], 0.150; p=0.028) and shorter tumor length (HR, 
0.084; p=0.005) independently predicted a higher pathologic CR. The multivariate analysis also indicated that a 
higher radiation dose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higher T-downstaging (HR, 0.115; p=0.025), while the 
shorter duration of radiotherapy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higher N-downstaging (HR, 0.028; p=0.010).
Conclusion: The circumferential extent of the tumor and its length was a predictor for the pathologic CR, while 
radiation dose and duration of radiotherapy were predictors for tumor downstaging. Hence, these factors may 
be used to predict outcomes for patients and to develop further treatment guidelines for high-risk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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