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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문암 환자에서 근치적 목적의 동시 항암화학 방사선치료의 결과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방사선종양학교실

정재욱ㆍ윤미선ㆍ송주영ㆍ안성자ㆍ정웅기ㆍ나병식ㆍ남택근

목 적: 항문암으로 근치적 목적의 동시 항암화학 방사선치료를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료반응의 예측인자, 생존
율과 관련된 예후인자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전남대학교병원에서 1993년부터 2008년까지 병리조직학적으로 항문의 편평상피세포암으로 진단받
고 근치적 목적의 동시 항암화학 방사선치료를 받은 4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환자들 나이
의 중앙값은 61.5세(39∼89세)였고 방사선량의 중앙값은 50.4 Gy (30.0∼64.0 Gy)였다. T병기 상 2기 이하였던 환
자는 총 36명(85.7%)이었다. 영역림프절전이는 14명(33.3%)에서 있었다. 항암화학요법으로는 5-fluorouracil,
mitomycin 병행요법으로 치료받은 환자가 36명(85.7%)이었고 나머지는 5-fluorouracil, cisplatin 병행요법을 받았
다.
결 과: 전체 환자의 추적관찰기간의 중앙값은 62개월(2∼202개월)이었다. 5년 전체생존율, 국소영역제어율, 무병
생존율, 무장루생존율은 각각 86.0%, 71.7%, 71.7%, 78.2%였다. 전체생존율과 관련된 인자로 단변량분석에서는
Eastern Cooperative Oncology Group (ECOG) 수행능력과 완전관해여부가 유의하였고 다변량분석에서는 ECOG 수
행능력만이 유의하였다. 국소영역제어율, 무병생존율과 무장루생존률에 관련된 인자는 단변량이나 다변량분석 모
두 유의한 인자는 없었다. 치료 후 완전관해 여부와 관련하여 유의하게 예측할 수 있는 인자는 없었다. 국소영역
재발은 7명에서, 원격전이는 1명에서 발생하였다. 전체 환자에서 평가가 가능하였던 급성 부작용으로 3도의 피부
염이 4명(9.5%), 2도는 22명(52.4%)에서 발생하였다.
결 론: 본 연구에서 항문의 편평상피세포암에 대한 근치적 목적의 동시 항암화학 방사선치료로 양호한 생존율을 얻
을 수 있었고, 특히 ECOG 수행능력이 1 이하인 환자의 생존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치료 후 종양반응을 예
측할 수 있는 유의한 인자는 없었다.
핵심용어: 항문암, 동시 항암화학 방사선치료, 예후인자

4∼7)

이후 동시적 항암화학 방사선요법과 방사

확립되었다.

서

선 단독요법을 비교한 2개의 전향적 연구에서 동시적 항암

론

화학 방사선요법이 종양제어율과 무장루율이 유의하게 양
항문암은 비교적 흔하지 않은 암으로 한국에서는 2007
년 보건복지부의 암발생 통계에서 전체 암의 0.1%를 차지

호하였고, 만기 합병증이나 중증 합병증의 차이는 없었다
8,9)

고 보고하였다.

1)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항문암에서의 치료 방법은 과거

이에 저자들은 전남대학교병원 및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에는 복회음절제술이었으나, 영구적 장루술로 환자의 삶의

에서 항문의 편평상피세포암으로 진단되어 근치적 목적의

2,3)

수술 전 항암화

동시적 항암화학 방사선요법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방

학 방사선요법으로 높은 병리학적 완전관해율을 보고한

사선치료 후 종양반응의 예측인자를 알아보고 생존율과

이후 근치적 목적으로서 동시적 항암화학 방사선요법이

예후인자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질에 문제가 되었다. 1974년 Nigro 등이

복회음절제술을 대체할 수 있는 표준화된 치료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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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양반응 평가 및 통계학적 방법

대상 및 방법

방사선 치료 후 종양반응의 평가는 원발부위의 조직검

1. 환자특성

사나 컴퓨터단층촬영(CT)으로 하였다. 방사선 치료 후 정

1989년부터 2008년까지 조직학적으로 항문의 편평상피

기 검진은 첫 2년 간 3개월 간격으로 그 후에는 5년까지 6

세포암으로 진단받고 동시항암화학 방사선요법을 받은 환

개월 간격으로 시행하였고 5년 이후에는 1년 간격으로 시

자는 총 70명이었다. 이 중 의무기록소실 10명, 방사선치료

행하였다. 원발부위의 조직검사는 치료 종료 후 1개월 전

중단 9명, 진단시 이차성 원발암의 과거력 3명, 진단시 원

후에 직장수지검사 상 또는 CT 소견상 원발부위의 잔여

격전이 2명, 치료 전 복회음절제술을 시행한 2명, 비편평상

병변이 의심될 때 시행하였다. 원발부위의 조직검사를 시

피 세포암 2명 등, 총 28명을 제외한 42명을 대상으로 분

행하여 병리조직학적으로 종양세포가 보이지 않거나 CT

석하였다. 이들의 방사선치료시작일의 범위는 1993년 1월

상 원발부위가 육안적으로 완전히 소실된 경우를 완전관

부터 2008년 8월까지였다. 전체 환자에서 연령의 중앙값은

해로 판정하였다. 부분관해는 WHO 기준에 의하여 CT의

61.5세(39∼89세)였고, 남자는 32명(76.2%), 여자는 10명

축상 영상에서 최대단면의 종양면적이 50% 이상 감소된

(23.8%)이었다. Eastern Cooperative Oncology Group (ECOG)

경우로 정의하였다. 방사선치료전 진단적 경항문절제술을

수행능력상 모든 환자가 2 이하였고, 그 중 35명(83.3%)가

받은 환자는 방사선치료 후 종양재발이 없는 경우 완전관

1 이하였다. American Joint Committee on Cancer, 7th 병기

해로 정의하였다. 생존율의 분석은 Kaplan-Meier 법을 사용

체계에 의한 원발암의 병기는 Tis, T1, T2, T3, T4에서 각각

하였고, 두 군 간의 차이에 대한 유의성 검증은 log-rank 법

2명(4.8%), 9명(21.4%), 25명(59.5%), 2명(4.8%), 4명(9.5%)이
었고, 림프절병기는 N0, N1, N2, N3에서 각각 28명(66.7%),

Table 1. Prognostic Factors with Regard to Overall Survival

7명(16.7%), 5명(11.9%), 2명(4.8%)이었다. 전체 병기 상 0
기, I기, II기, IIIA기, IIIB기는 각각 1명(2.4%), 7명(16.7%),

Variables

17명(40.5%), 9명(21.4%), 8명(19.0%)이었다. 동시항암화학
방사선요법을 시행하기 전 진단적 경항문절제술을 받은
환자는 총 5명(11.9%)이었다.
2. 항암화학방사선치료
동시적 항암화학 방사선요법을 받은 환자는 총 40명
(95.2%)이고 나머지 2명 중 1명은 타병원에서 유도항암화
학요법을 받은 후 방사선 단독치료를 받았고, 다른 1명은
항암화학요법을 거부하였다. 동시적 항암화학요법으로 36
명(85.7%)에서 5-fluorouracil+mitomycin (FM), 4명(9.5%)은
5-fluorouracil+cisplatinum (FP)요법을 이용하였다. 4명의 환
자에서 방사선치료 후 보조적 항암요법(FP)을 시행하였다.
방사선치료는 6 MV 또는 10 MV 엑스선을 이용하여 앙와
위에서 3문 또는 4문 조사야로 원발병소와 골반림프절에
2D 또는 3D 입체조형치료를 시행하였다. 원발부위의 방사
선량의 중앙값은 50.4 Gy (30.0∼64.0 Gy), 서혜부 림프절
에 전이가 있었던 3명의 서혜부 방사선량의 중앙값은 52.0
Gy (43.2∼72.0 Gy), 예방적 서혜부 조사를 시행하였던 4명
의 서혜부 방사선량의 중앙값은 42.3 Gy (37.8∼45.0 Gy)이
었다.

Sex (male vs. female)
Age (≤65 yr vs.
>65) yr)
†
ECOG
performance
(≤1 vs. >1)
Clinical T
classification
(≤2 vs. >2)
Clinical N
classification
(0 vs. 1∼3)
Overall stage
(≤2 vs. >2)
‡
Primary RT dose
(<50.4 Gy vs.
≥50.4 Gy)
RT break
(<14 days vs.
≥14 days)
Concurrent
chemotherapy
(FM§ vs. non-FM)
Complete
remission
(CR∥ vs. non-CR)

Multivariate
5-yr overall Univariate
(p-value)
survival (%) (p-value) (hazard ratio,
95% CI*)
82.4 vs. 100
90.7 vs. 79.4

0.231
0.336

94.3 vs. 51.4

0.007

83.5 vs. 100

0.337

88.0 vs. 82.5

0.690

86.2 vs. 86.3

0.976

87.7 vs. 84.4

0.697

85.6 vs. 88.9

0.998

87.7 vs. 66.7

0.612

90.3 vs. 60.0

0.047

0.024
(7.882,
1.315∼47.246)

*confidence interval, †Eastern Cooperative Oncology Group,
§
∥
radiotherapy, 5-fluorouracil+mitomycin, complete remiss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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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였다. 생존율의 다변량분석에는 Cox 비례위험모

수지검사 상 잔류암이 의심되어 조직검사를 시행하였으나

델로 forward stepwise의 conditional logistic regression 방식

확진되지 않았고 이에 복회음절제술을 시행하였으나 병리

을 사용하였고 치료반응과 유의하게 관련된 인자를 알기

조직학적으로 완전관해 소견이었다. 영역림프절 재발 환자

위하여 다변량분석으로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

는 총 5명에서 있었고, 이중 서혜부 림프절 재발 환자는 4

다.

명으로 이들은 모두 예방적으로 서혜부 림프절조사를 시
행하지 않았던 환자들이었으며, 서혜부에 예방적 림프절조

결

사를 받은 4명은 모두 서혜부 림프절 재발이 없었다. 원격

과

전이는 추적관찰 중 한 명에서 발생하였고 폐, 간 등으로
전체환자의 추적관찰기간의 중앙값은 62개월(2∼202개
월)이었다. 방사선치료 중 2주일 이상 치료 중단이 있었던

다발성 전이를 보여 구제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였으나 구
제치료 2개월만에 사망하였다.

환자수는 13명(31.0%)였다. 방사선치료 후 조직검사를 시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알기 위해 성별, 나이

행한 환자는 23명(54.8%)이었으며, 이들을 포함한 치료반

(≤65 vs. ＞65세), ECOG 수행능력(≤1 vs. ＞1), T병기(≤2

응으로는 37명(88.1%)에서 완전관해, 5명(11.9%)에서 부분

vs. ＞2), N병기(0 vs. 1∼3), 전체병기(≤2 vs. ＞2), 화학요

관해를 보였다. 전체 환자에서 추적관찰 기간이 최대 202

법 종류(FM vs. non-FM), 방사선량(＜50.4 Gy vs. ≥50.4

개월로 환자간 차이가 너무 많고 자연사망률이 높아짐에

Gy), 치료 중 일시중단(＜2주 vs. ≥2주), 완전관해여부(완

따라 60개월 이상의 추적관찰 기간을 갖는 환자는 60개월

전관해 vs. 비완전관해) 등 총 10가지 변량으로 다변량분석

시점을 최후 추적일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른 5년 전체생

을 시행하였다. 전체생존율에 대한 예후인자로 다변량분석

존율, 국소영역제어율, 무병생존율, 무장루생존율은 각각

에서는 ECOG 수행능력만이 유의한 인자로 나타났다(p=

86.0%, 71.7%, 71.7%, 78.2%였다. 병기별 5년 생존율로는

0.024; HR=7.882; 95% confidence interval [CI], 1.315∼

병기 0+I, II, IIIA, IIIB에서 각각 100%, 80.2%, 100%, 70.0%

47.246). 국소영역제어율, 무병생존율, 무장루생존율 등과

이었다(p=0.403). ECOG 0-1군과 2군의 5년 생존율은 각각

관련하여 단변량 또는 다변량분석에서 모두 유의한 인자

94.3%, 51.4%이었다(p=0.007) (Table 1, Fig. 1). 완전관해군

는 찾을 수 없었다. 치료반응의 예측인자를 알아보기 위하

과 비완전관해군의 5년 전체생존율은 각각 90.3%, 60.0%이

여 위의 10개 인자 중 치료반응을 제외한 9개 인자를 대상

었다(p=0.047) (Table 1, Fig. 2). 국소영역재발은 총 7명

으로 다변량분석을 시행하였으나 치료반응을 유의하게 예

(16.7%)에서 있었고 이 중 국소 재발은 2명(4.7%), 영역림

측할 수 있는 인자는 찾을 수 없었다. 방사선치료와 관련

프절 재발은 4명(9.5%), 국소 및 영역림프절 재발은 1명

된 부작용으로 전체환자에 대하여 급성 피부반응에 대한

(2.4%)에서 있었다. 장루술을 시행한 환자는 모두 4명

분석만이 가능하였으며 이 중 3도의 피부염이 4명(9.5%), 2

(9.5%)이었으며 이 중 국소재발환자가 3명으로 복회음절제

도는 22명(52.4%)에서 발생하였다.

술을 시행하였고, 1명은 방사선치료 후 추적관찰 중 직장

Fig. 1. Overall survival curve according to performance status.

Fig. 2. Overall survival curve according to treatment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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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138개월 현재 무병생존 중이다. 다른 한 명은 타 병
원에서 유도항암화학요법으로 FP를 3회 시행한 후 연고지

고안 및 결론

로 본원으로 내원하여 방사선 단독치료를 시행하였고 202
항문암에 대한 치료로서 과거에는 복회음절제술이 많이

개월째 무병생존 중이다. 유도항암화학요법 후 방사선치료

시행되었으나 복회음절제술을 시행하면 영구적 장루술을

를 시행한 보고에 따르면 5년 전체생존율, 무병생존율, 무

시행하여야 하므로 환자들의 삶의 질에 문제가 생길 수 밖

장루생존율이 71.3%, 67.5%, 91%라고 발표하였다.

10)

2,3)

16)

한편

1974년 Nigro 등 이 5-FU, mitomycin과 방사

동시 항암화학방사선요법과 유도항암화학요법 후 동시항

선치료의 병행요법을 시도한 이후 동시 항암화학방사선요

암화학방사선요법을 비교한 연구들로서, RTOG 98-11에서

법이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기존의 복회음절제술

는 FP 유도요법 후 동시 병행요법을 시행한 군과 FM 동시

을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수술과 방사선치료를 비교한

병행요법 군의 치료 성적에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였고,

무작위 연구결과는 없으나 항문암의 근치적 치료로 방사

반면 최근 발표된 ACCORD 03에서는 FP 유도요법 후 동시

5,8,9,11)

선치료를 시행한 후향적 연구들이 많이 보고되었다.

병행요법을 시행한 군이 FP 동시 병행요법보다 치료 성적

또한 방사선치료와 함께 항암치료를 병행을 하는 것이 방

이 좋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에 없었다.

14)

17)

사선 단독요법보다 치료 성적이 양호함이 여러 연구에서

본 연구에서 동시항암화학 방사선요법의 완전관해율이

나타나 현재 항문암에 대한 표준치료는 동시항암화학 방

90.5%로 나와, 다른 문헌들의 성적인 75∼92%와 유사한

8,9,11)

본 연구에서 5년 전체생존

사선요법으로 정립되었다.

9,12,18)

성적이었다.

생존율에 유의한 예후인자에 관한 보고

율, 국소영역제어율, 무병생존율, 무장루생존율은 각각

19)
들로서 Deniaud-Alexandre 등 은 방사선치료 후 완전관해

86.0%, 71.7%, 71.7%, 78.2%를 보여, 기존의 연구의 결과와

가 무병생존율에 유의하게 좋은 영향을 준다고 발표하였

8,9)

20)
다. Schwarz 등 은 동시 항암화학 방사선요법 후 PET/CT

비교해 대등한 결과를 보였다.

동시 항암화학요법에서 항암제로 현재 가장 널리 쓰이

소견 상 대사적으로 완전관해를 보이는 경우 2년 종양특이

는 것은 5-FU와 mitomycin이다. EORTC과 UKCCCR 연구

생존율과 무병생존율을 유의하게 높았다고 발표하였다. 본

에서 방사선 단독치료보다 5-FU, mitomycin과의 병행요법

연구에서는 치료 후 완전관해여부가 단변량분석에서는 전

8,9)

RTOG 87-04 연구에

체 생존율에 유의하였으나 다변량분석에서는 유의하지 않

서 동시항암화학 방사선요법으로 치료할 때 항암제재를

았다. 본 연구에서 유일하게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5-FU 단독보다는 5-FU, mitomycin을 사용하는 것이 완전관

21)
는 ECOG 수행능력으로 나타났다. Martenson 등 은 양호

이 생존율이 더 좋다고 발표하였다.

12)

하

한 수행능력의 환자군의 5년 생존율이 그렇지 못한 환자군

지만 mitomycin은 혈액학적 독성과 심한 경우 생명을 위협

에 비해 74% 대 55%로 유의하게 양호함을 보고하였다

해율을 높이고 무장루생존율을 높인다고 발표하였다.

할 수 있는 용혈성 요독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여

13)

다른 항암제재를 사용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RTOG

22)

(p=0.045). 또한 Chie 등

역시 수행능력 요인이 생존율의

예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14)

98-11 에서는 FM 병행요법을 시행한 군과 FP 유도요법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 치료 중 주로 피부염으로 인하여

후 병행요법을 시행한 군을 비교한 결과 5년 무병생존율이

2주 이상 일시 중단이 있었던 환자들은 총 13명으로 그렇

FM군은 60%, FP군은 54%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

지 않은 환자에 비해 생존율이나 재발률의 통계적인 유의

나(p=0.17), 3도 이상의 혈액학적 독성은 FM군이 61%로

23)
한 차이는 없었다. Konski 등 은 RTOG 92-08에 대한 추가

FP군 42% 보다 유의하게 높은 반면(p＜0.001), 무장루생존

연구로서 과거 RTOG 87-04의 치료 중 휴식이 없었던 군에

율이 FP군에서 FM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19% vs. 10%,

비해 2주간 치료 중 휴식이 있었던 군의 무병생존율과 무

p=0.02). 본 연구에서는 증례가 충분하지는 않았으나 FM군

장루생존율이 더 낮다고 보고하고, 이는 치료 중 일시 중

과 다른 약제군 간에 생존율이나 무장루생존율의 차이가

단 기간에 암세포가 방사선 치료로 인한 준치사 손상을 어

없는 것으로 나왔다. 최근 cislpatin과 mitomycin 병행요법

느 정도 수복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가급

에 대한 2상 연구에 따르면 치료의 순응도는 cislpatin,

적 치료중단을 최소화하기를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 서

mitomycin군이

79.5%,

혜부 림프절 방사선조사는 예방적 조사 4명을 포함하여 총

p=0.005) 치료반응률이 높아 (91.9% vs. 79.5%) 3상 연구의

FM군보다

7명에서 시행하였고 추적관찰 중 이들 모두 서혜부 림프절

15)

낮았으나(48.6%

vs.

본 연구에서 동시 항암화학요법을

재발은 없었다. 그러나 예방적 서혜부 조사를 시행하지 않

시행하지 않았던 2명 중 한 명은 항암화학요법을 거부하였

았던 35명은 진단시 서혜부 림프절 전이는 없었으나 추적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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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 중 이 중 4명이 서혜부에 재발하여 진단시 서혜부 림
프절 전이가 없더라도 일차적으로 모든 환자에서 예방적
서혜부 림프절 조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Doci 등24)은 FM과 방사선치료를 병행한 56명의
환자를 후향적으로 분석한 연구에서 예방적 서혜부 림프
절 조사로 36 Gy를 시행하였고 이후에 서혜부 림프절 재
발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항문암은 타 종양에 비해 비교적 발생률이 드문 종양으
로 단일기관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증례 수
가 되기 위하여는 매우 장기간 연구 대상기간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도 후향적 연구의 일반적인 한계점과 함께, 환
자 간 추적관찰기간이 최장 200개월로 차이가 있음에 따라
생존율의 산출 시 자연 사망에 의한 사건이 많아져 환자
및 종양, 치료 특성에 따른 예후인자 분석이 불가능한 한
계점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60개월 이상의
추적관찰의 환자는 60개월 시점에 모두 추적을 종료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5년 생존율을 분석하였다. 결국 이러한
추적관찰 기간변수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향후
일정시기의 환자를 대상으로 다 기관 공동연구를 시행함
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항문의 편평상피세포암에 대
한 근치적 목적의 동시 항암화학 방사선치료로 양호한 생
존율을 얻을 수 있었고, 특히 ECOG 수행능력이 양호한 환
자의 생존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치료 후 종양반응
을 예측할 수 있는 유의한 인자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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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sults of Curative Concurrent Chemoradiotherapy for
Anal Carcinoma
Jae-Uk Jeong, M.D., Mee Sun Yoon, M.D., Ju-Young Song, M.D., Sung-Ja Ahn, M.D.,
Woong-Ki Chung, M.D., Byung-Sik Nah, M.D. and Taek-Keun Nam, M.D.
Department of Radiation Onc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Medical School, Gwangju, Korea

Purpose: To evaluate the predictive factors for treatment response and prognostic factors affecting survival
outcomes after concurrent chemoradiotherapy (CCRT) for patients with anal squamous cell carcinoma.
Materials and Methods: Medical records of forty two patients with histologically confirmed analsquamous cell
carcinoma, who had complete CCRT between 1993 and 2008, were reviewed retrospectively. Median age was
61.5 years (39∼89 years), and median radiotherapy (RT) dose was 50.4 Gy (30.0∼64.0 Gy). A total of 36
patients had equal to or less than T2 stage (85.7%). Fourteen patients (33.3%) showed regional nodal metastasis, 36 patients (85.7%) were treated with 5-fluorouracil (5-FU) plus mitomycin, and the remaining patients
were treated by 5-FU plus cisplatinum.
Results: The median follow–up time was 62 months (2∼202 months).The 5-year overall survival, locoregional
relapse-free survival, disease-free survival, and colostomy-free survival rates were 86.0%, 71.7%, 71.7%,
78.2%, respectively. Regarding overall survival, the Eastern Cooperative Oncology Group (ECOG) performance
status and complete response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prognostic factors on univariate analysis. For
multivariate analysis, only the ECOG performance status was significant. No significant factor was found for
locoregional relapse-free survival or disease-free survival and similarly for treatment response, no significant
factor was determined on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re were 7 patients who had local or regional recurrences and one patient with distant metastasis. The only evaluable toxicity in all patients was radiation dermatitis
of perianal skin (grade 3), which developed in 4 patients (9.5%) and grade 2 in 22 patients (52.4%).
Conclusion: This study revealed that patients with a performance score of ECOG 0-1 survived significantly longer
than those with a poorer score. Finally, there was no significant predicting factors tested for treatment response.
Key Words: Anus neoplasms, Chemoradiotherapy, Prognostic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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