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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직장암에서 수술 전 항암화학방사선치료는 수술 후 항암화학방사선치료에 비하여 치료 성적은 비슷하며 독

성은 낮아 최근에 많이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술 전 항암화학방사선치료 시 병행한 항암화학요법 중 적

정 요법과 적정 이하의 비적정 요법에 따른 치료 결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3년 4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수술 전 항암화학방사선치료와 수술을 시행한 환자 중 수술 병리 

결과 확보가 가능하고 단일 제제 화학요법을 시행한 환자 4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방사선치료는 전 골반에 41.4∼

50.4 Gy (중앙값, 45 Gy), 종양에 추가조사 0∼5.4 Gy (중앙값, 5.4 Gy), 총 41.4∼50.4 Gy (중앙값, 50.4 Gy)를 시

행하였다. 적정군은 5-fluorouracil (5-FU) 500 mg/m2/day를 방사선치료 첫 3일 동안과 5주 후 3일 동안에 반복 급

속 정주 한 6명과 경구 capecitabine을 방사선 치료일에 사용한 6명으로 총 12명이었다. 비적정군은 동일량의 

5-FU를 방사선치료 첫 3일에만 급속 정주한 31명이었다. 수술은 방사선치료가 끝난 뒤 40∼71일(중앙값, 58일)에 

시행하였고 36명은 하전방절제술을, 7명은 복회음절제술을 시행하였다. 

결 과: 적정군과 비적정군 사이에, 치료반응 등급 3 이상의 치료반응(83.3% vs. 67.7%, p=0.456), 수술 전과 비교

한 수술 후의 병기하강(75.0% vs. 67.7%, p=0.727), 주변절제연 2 mm 초과의 획득(66.7% vs. 83.9%, p=0.237)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병변의 위치가 항문에서 5 cm 이내에 위치한 경우 비적정

군에서 괄약근 보존 수술을 시행한 비율이 적정군에 비하여 더 낮은 경향을 보였다(75% vs. 100%, p=0.068). 모든 

환자에서 3도 이상의 독성은 관찰되지 않았다.

결 론: 비적정군에서 치료에 수반되는 독성은 낮았으나 모두 2도 이하였고, 항문에서 5 cm 이내에 위치한 직장암

의 수술 시 괄약근 보존 수술률이 더 낮은 경향을 보여 적정 화학요법의 병행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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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직장암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률이 증가하는 암으

로,
1) 국소 진행된 경우 근치  제술에 항암화학방사선요

법을 추가하는 것이 표  치료로 권고되었고,
2) 보조  치

료 시행시 에 한 무작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
3) 

5-fluorouracil (5-FU)이 표  화학제제로 사용되고 있으며, 

5-FU의 경구제제인 capecitabine이 5-FU와 비슷하거나 좋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4,5) 최근에는 5-FU 지속 정

주, 5-FU  leucovorin 속 정주 는 capecitabine 복용을 

병행하는 것이 권고되고 있다.
6)

　본 연구는 수술  항암화학방사선치료를 받은 직장암 

환자들에서 권고안을 따른 정 항암화학요법과 정 이

하의 비 정 항암화학요법에 따른 치료반응, 병기하강, 충

분한 주변 제연 획득, 약근 보존 수술률  부작용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 다.

상  방법

　2003년 4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수술  항암화학방사선

치료를 시행 받은 55명의 환자  내과 인 문제 는 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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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atient and Tumor Characteristics

Variable
Standard group 

(n=12)
Non-standard group 

(n=31)

Age (years)
  Median
  Range
Sex
  Male
  Female
ECOG
  0∼1
  2∼4
Distance from AV*
  ≤5 cm
  ＞5 cm
Clinical T stage
  T1
  T2
  T3
  T4
Clinical N stage
  N0
  N1
  N2
Clinical stage
  I
  II
  III

57
33∼75

10
 2

12
 0

11
 1

 1
 0
11
 0

 2
 8
 2

 0
 2
10

56
33∼78

22
 9

29
 2

24
7

 0
 4
25
 2

10
17
 4

 3
 7
21

*anal verge

거부하여 수술을 시행 받지 못한 10명, 수술을 거부하고 지내

다 213일 후 병변 진행으로 수술을 시행 받은 1명과 oxaliplatin

이 포함된 항암제로 치료받은 1명을 제외한 43명을 상으로 

의무기록과 검사결과를 후향 으로 분석하 다.

　모든 환자에서 치료 에 병력청취와 직장수지검사를 포

함한 신체검사, 액검사, 단순흉부방사선촬 , 복부 산단

층촬 술이나 자기공명 상 등의 병기결정을 한 상검

사를 시행하 고, 내시경하 생검으로 조직학  확진을 얻었

다. 병기결정은 American Joint Committee on Cancer (AJCC) 

Cancer Staging Manual 6 (2002년도) 기 에 따라 분류하 다.

　방사선치료는 고에 지 선형가속기(Clinac 21EX, Varian 

Medical Systems Inc. Palo Alto CA, USA)의 6-15 MV 자

선을 사용하여 1일 1회 1.8 Gy, 주 5회 분할 시행하여, 

골반에 41.4∼50.4 Gy ( 앙값, 45 Gy)를 조사한 후, 종양에 

추가조사 0∼5.4 Gy ( 앙값, 5.4 Gy)를 시행하여, 총 41.4

∼50.4 Gy ( 앙값, 50.4 Gy)를 조사하 다. 병행 화학요법

으로 31명은 5-FU 500 mg/m
2/day를 방사선치료 첫 3일 동

안에 속 정주 하 고, 6명은 동일한 용량의 5-FU를 같은 

방법으로 5주 후 3일 동안에 추가 속 정주 하 으며, 6

명은 capecitabine을 1,650 mg/m
2/day로 방사선 치료 시행일

에 매일 복용하 다. 표 으로 이용되는 5-FU 반복 투여

군과 이와 비슷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 경구 

capecitabine 투여군을 정군으로 하고, 5-FU를 처음 3일에

만 투여하여 이에 못 미치는 군을 비 정군으로 하여 비교 

분석을 시행하 다. 수술은 항암화학방사선치료가 끝난 뒤 

40∼71일 ( 앙값, 58일)에 시행하 고 36명은 하 방 제

술을, 7명은 복회음 제술을 시행하 다. 

　병기하강은 항암화학방사선치료  검사에서 정해진 임

상  병기와 수술 후 조직학  검사에서 얻어진 병리학  

병기를 비교하 고, 병리학  치료반응은 한 명의 병리학

과 문의가 병리슬라이드를 재검토하여 치료 반응을 무

퇴행(no regression) : 방사선 치료에 따른 변화(섬유화, 괴

사,  변화)의 증거가 없는 경우, 최소퇴행(minimal 

regression) : 주로 종괴가 있으면서 방사선 치료에 따른 반

응이 찰되는 경우, 등퇴행(moderate regression) : 주로 

방사선 치료에 따른 변화가 있으면서 잔류 병변이 있는 경

우(찾기 쉬운 경우), 퇴행(near total regression) : 섬유화

된 조직  미경  잔류 병변(찾기 어려운 경우), 완 퇴

행(total regression) : 섬유화된 조직에 잔류 종양 세포는 없

는 경우로 5등 으로 나  한병리학회의 치료반응등

에 따라 분류하 다.
7)

 치료에 따른 성 부작용은 항암화

학방사선치료  시행된 액검사  상검사와 최소 주 

1회 이상의 문진을 시행한 결과에 따라 National Cancer 

Institute Common Terminology Criteria for Adverse Events (NCI 

CTCAE) v3.0을 사용하여 평가하 다.

　통계분석은 산 로그램인 SPSS (Version 12.0, SPSS Inc. 

Chicago, IL, USA)를 사용하 으며, 치료결과의 후인자 분석

은 Chi-square test 는 Fisher’s exact test를 이용하 으며, 통

계 으로 유의한 경우는 p값이 0.05 미만인 경우로 하 다.

결 과

　 상 환자는 남자 32명, 여자 11명이었으며 연령은 33∼

78세 다( 앙값, 57세) (Table 1). 직장 수지 검사와 상

검사에서 35명의 환자에서 종양이 항문환에서 5 cm 이내

에 치했고 8명의 환자에서 5 cm 상방 이상에 치해 있

었다. 모든 환자의 내시경하 생검의 병리학  진단은 선암

으로, 1명(2.3%)은 액성 선암이었고, 분화도는 등분화

도가 27명(62.7%)으로 가장 많았고, 6명(13.9%)에서 고분화

도 으며, 9명(20.9%)에서는 분화도가 명시되지 않았다. 

　수술 후 병리학  검사결과에서 병기하강을 보인 환자

는 30명(69.8%)으로, T병기 하강을 보인 환자가 10명, N병

기 하강을 보인 환자가 14명이었고, T병기  N병기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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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reatment Outcome According to Treatment Group

No. of patients (%)

p-valueStandard 
group*
(n=12)

Non-standard 
group

†

(n=31)

Pathologic response
  ＜Grade 2
  ≥Grade 3
Downstaging
  Yes
  No
Radial resection margin
  ＞2 mm
  ≤2 mm

 2 (16.7)
10 (83.3)

 9 (75.0)
 3 (25.0)

 8 (66.7)
 4 (33.3)

10 (32.3)
21 (67.7)

21 (67.7)
10 (32.3)

26 (83.9)
 5 (16.1)

0.456

0.727

0.237

*concurrent 5-FU for 3 days on the first and fifth week or 
capecitabine on treatment day, 

†
concurrent 5-FU for 3 days on 

the first week

Table 3. Toxicity According to Treatment Group

Toxicity
(grade 1, 2)*

No. of patients (%)

Standard 
group

†
Non-standard 

group
‡ p-value

Gastrointestinal
  Nausea
  Diarrhea
  Enteritis
Hematological
  Neutropenia
Skin
Hand-foot syndrome

3 (25)
6 (50)
1 (17)

6 (50)
6 (50)
3 (25)

10 (32)
 7 (23)
13 (42)

 9 (29)
 9 (29)
0 (0)

0.642
0.079
0.067

0.196
0.196
0.004

*by NCI CTCAE v3.0, 
†

concurrent 5-FU for 3 days on the first 
and fifth week or capecitabine on treatment day, ‡concurrent 
5-FU for 3 days on the first week

하강을 보인 환자가 6명이었다. 종양의 완 퇴행을 보인 

환자는 7명(16.3%)이었고 퇴행을 보인 환자는 6명

(14%)이었다. 등  3 이상의 병리학  치료반응은 정군

에서는 12명  10명(83.3%)에서 나타났고, 비 정군에서

는 31명  21명(67.7%)에서 나타났다(p=0.456) (Table 2). 

치료군에 따른 병기하강의 차이는 없었다(75.0% vs. 67.7%, 

p=0.727). 수술 후 병리학  검사결과에서 주변 제연 2 

mm 과의 획득이 가능했던 환자는 34명(79.1%)이었다. 각 

군간 주변 제연 2 mm 과의 획득(83.9% vs. 66.7%, p= 

0.237)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체 환자  약근 보존 수술은 36명(84%)에서 가능하

고 종양이 항문환에서 5 cm 이내에 치했던 35명  29

명(83%)에서 약근 보존 수술이 가능하 다. 항문환에서 

5 cm 이내에 치한 직장암의 약근 보존 수술은 정군

에서는 11명 모두에서 시행되었으나, 비 정군에서는 24명 

 18명(75%)에서 시행되어, 약근 보존 수술률이 더 낮

은 경향을 보 다(p=0.068). 

　 체 환자에서 3도 이상의 성 부작용은 찰되지 않았

으며, 2도 이하의 소화기와 액학  성 부작용도 두 군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수족 증후군은 정군에서 더 

높았다(25% vs. 0%, p=0.004) (Table 3). 수족 증후군이 

찰된 환자는 모두 경구 capecitabine 투여를 받은 환자 다.

고안  결론

　직장암은 국소 으로 진행된 경우 기존의 수술  치료

만으로는 높은 장기 국소 제어율과 생존율을 기 하기 어

렵다고 알려져 왔다.
8,9) 그러나, 수술 후 항암화학방사선요

법을 추가하여 국소제어율과 생존율의 향상을 얻을 수 있

게 되었다.
10,11) 직장간막 제술(Total mesorectal excision, 

TME)의 시행으로 국소재발이 격하게 감소하여, 보조 치

료의 효용성이 의문시 되었으나, 무작  연구를 통하여 수

술  방사선치료의 추가로 국소 제어율의 향상이 입증되

었다.
12) 이후 보조  치료의 시 에 한 논란이 있었으나, 

German Rectal Cancer Study
3)에서 수술  항암화학방사선

치료가 수술 후 치료에 비하여 국소 제어율과 치료부작용

에 있어서 더 좋은 결과를 보고하 고, 이후 수술  항암

화학방사선치료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수술  항암화학방사선치료의 효과를 정하는 방법으

로는 병기하강률, 생존율, 무병생존율 등의 임상  결과를 

분석할 수 있고, 최근에는 주변 제연, 병리학 인 치료반

응을 분석하는 방법도 많이 쓰이고 있다. 수술  항암화

학방사선요법에 의한 병기하강률은 42∼84%4,13,14)로 알려

져 있고 본 연구에서도 69.8%의 병기하강률을 보 다. 

　수술  치료 후 병리학  반응 평가에 따라 후에 차

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15,16)

 직장암에서 수술  항암화학

방사선요법의 효과를 정하는 병리학  기 은 표 화된 

방법이 없으나, Dworak 등
17)

이나 Mandard 등
18)

이 제안한 

치료반응 분류법이 많이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병

리학회에서 분류한 병리학  치료반응 등 을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 병리학  완 해율은 16.3%로 지 까지의 

다른 연구 결과와 비슷하 다.
4,19∼21)

　국소 진행된 직장암의 수술  항암화학방사선요법  화

학요법제제로는 5-FU 속 정주나 지속 정주가 주로 사용되

고 있으며, 최 의 투여 방법에 해서는 논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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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onnell 등
22)

의 연구에 따르면 지속 정주가 속 정주에 

비하여 재발기간을 늘리고 생존율도 높이는 것으로 보고하

다. 그러나, 최근의 Intergroup 0144 연구
23)

에서는 두 방법

간에 재발기간과 생존율에서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보고하

다. Capecitabine은 5-FU의 구물질인 fluoropyrimidine 

carbamate의 경구제제로 복용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5-FU 주

사제제와 비슷하거나 더 나은 효과와 더 은 치료부작용을 

보고하고 있다.
5,19,20,24∼27)

 5-FU 지속 정주와 경구 capecitabine

의 효과를 비교한 무작 배정 3상 임상연구는 없는 상태이

지만, 최근 발표된 meta-analysis에서는 경구 capecitabine이 

5-FU 지속 정주에 비하여 병리학  완 해율이 높은 것으

로 보고하 다.
19)

 한, 최근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5-FU에 

oxaliplatin이나 irinotecan 등을 병행한 연구에서 더 높은 병

기하강률과 병리학  반응률을 보이고 있어,
28∼30)

 강화된 동

시화학요법이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그러나 이 연구들에서 설사나 구감소 등의 치료부작용의 

발생이 높았다는 을 간과할 수는 없겠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에서 표 인 항암화학요법

으로 정립된 두 차례의 5-FU 속 정주와 이와 비슷한 효과

를 보인다고 알려진 경구 capecitabine를 복용한 군을 정

군으로 하고, 이 군과 비교하여 정 이하라고 생각되는 한 

차례의 5-FU를 속 정주한 군을 비 정군으로 분류하여 

치료결과를 분석하 다. 각군간 병리결과에 따른 치료반응, 

병기하강, 2 mm 과의 주변 제연 획득에 있어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등  3 이상의 병리학

 치료반응은 정군에서는 83.3%, 비 정군은 67.7%로 

통계학 으로 유의성은 없었으나, 상 환자수가 늘어난다

면 통계학  차이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 국소 진행된 직장암에서 수술  항암화학방사선치

료를 시행하여 근치  제가 가능하도록 할 뿐 아니라 

약근 보존 수술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다른 연구들에서

는 72∼89%의 약근 보존 수술률을 보고하고 있다.4,31∼33) 

본 연구에서도 약근 보존 수술률은 84%로 다른 연구들

의 결과와 비슷하 다. 특히 항문에서 5 cm 이내에 치한 

직장암의 수술 시 약근 보존 수술률은 비 정군에서 

75%로, 정군의 100%보다 낮은 경향을 보 다(p=0.068).

　결론 으로 본 연구에서 수술  항암화학방사선 치료

를 시행한 국소 진행된 직장암 환자들의 동시 항암화학요

법 시 정 치료와 비교하여 비 정 치료를 시행받은 환자

에서 비슷한 치료반응, 병기하강률, 2 mm 과의 주변

제연 획득을 얻을 수 있었지만, 낮은 약근 보존 수술률

을 보 다. 양군에서 나타난 부작용이 모두 2도 이하 던 

을 고려한다면, 직장암의 수술  항암화학방사선 치료

에 있어 비 정 항암화학요법의 사용은 지양해야 할 것으

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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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 of Suboptimal Chemotherapy on Preoperative 
Chemoradiation in Rectal Cancer

Jihye Lee, M.D.*, Hyun-Cheol Kang, M.D.*, Eui Kyu Chie, M.D.*, Gyeong Hoon Kang, M.D.†, 
Jae-Gahb Park, M.D.‡, Do-Youn Oh, M.D.§, Seock-Ah Im, M.D.§, Tae-You Kim, M.D.§, 

Yung-Jue Bang, M.D.§ and Sung Whan Ha, M.D.*
,∥

Departments of *Radiation Oncology, †Pathology, ‡Surgery, §Internal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Institute of Radiation Medicine, 

Medical Research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Purpose: To examine the effect of suboptimal chemotherapy in patients undergoing preoperative chemoradiotherapy 
for the treatment of rectal cancer.
Materials and Methods: The medical records of 43 patients who received preoperative concurrent chemo-
radiotherapy, followed by radical surgery for the treatment of pathologically proven adenocarcinoma of the rectum 
from April 2003 to April 2006 were retrospectively reviewed. The delivered radiation dose ranged from 41.4 to 
50.4 Gy. The standard group consisted of patients receiving two cycles of a 5-FU bolus injection for three days 
on the first and fifth week of radiotherapy or twice daily with capecitabine. The standard group included six patients 
for each regimen. The non-standard group consisted of patients receiving one cycle of 5-FU bolus injection for 
three days on the first week of radiotherapy. The non-standard group included 31 patients. Radical surgery was 
performed at a median of 58 days after the end of radiotherapy. A low anterior resection was performed in 36 
patients, whereas an abdominoperineal resection was performed in 7 patients.
Results: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observed between the groups with respect to pathologic responses 
ranging from grades 3 to 5 (83.3% vs. 67.7%, p=0.456), downstaging (75.0% vs. 67.7%, p=0.727), and a 
radial resection margin greater than 2 mm (66.7% vs. 83.9%, p=0.237). The sphincter-saving surgery rate in 
low-lying rectal cancers was lower in the non-standard group (100% vs. 75%, p=0.068). There was no grade 
3 or higher toxicity observed in all patients.
Conclusion: Considering that the sphincter-saving surgery rate in low-lying rectal cancer was marginally lower 
for patients treated with non-standard, suboptimal chemotherapy, and that toxicity higher than grade 2 was not 
observed in the both groups, suboptimal chemotherapy should be avoided in this se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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