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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수술 전 항함화학방사선치료는 국소 진행된 직장암에서 표준치료로 알려져 있다. 이 연구는 동시 항암화학
방사선치료를 받은 국소 진행된 직장암 환자의 생존율 및 병기하향률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분석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4년 3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수술 전 항암화학방사선치료를 받은 국소 진행된 직장암 환자 33명
을 대상으로 하였다. 모든 환자는 전 골반 방사선조사를 시행하였으며, 28명(84.8%)은 동시적 소조사야 추가 방사
선치료, 5명(15.2%)은 조사영역축소 방사선치료를 실시하였다. 총 방사선량은 50.4 Gy이었으며, 5-fluorouracil를
동시 투여하였다. 추적관찰 기간은 중앙값 24.2개월(9.8∼64.7개월)이었다.
결 과: 33명 중 31명(93.9%)에서 수술이 시행되었으며, 24명(72.7%)은 항문괄약근보존술, 7명(21.2%)은 복회음부
절제술이 시행되었다. 3년 생존율과 무병생존율은 각각 78.8%, 63.4% 이었다. 무병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로 수술 후 병리학적 소견이 중요하였다. 병리학적 N 병기(p=0.001), 절제면 침윤 여부(p=0.029) 및 분화도
(p=0.030)가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게 영향을 미치는 인자였다. 종양 크기(p=0.081), 림프혈관과 신경주위 침윤여부
(p=0.073) 모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서의 경향성을 보였다. 한편, 수술 전 임상 소견으로는 임상적 T 병기만이 유
의한 결과를 보였다(p=0.018). 병리학적 완전관해율은 9.1%였으며, T병기하향률은 30.3%, N 병기하향률은 72.7%
로 나타났다. 단변량 분석에서 항암화학방사선치료 후 수술까지의 기간 및 임상적 T 병기가 의미 있는 병기하향의
예측인자로 분석되었다(p=0.029, 0.027). 치료 전 carcinoembryonic antigen 수치는 예측인자의 경향성을 보였다
(p=0.068).
결 론: 국소 진행된 직장암 환자의 생존율은 임상적 병기보다 수술 후 병리학적 소견에 더 의존되었다. 그러므로
수술 전 항암화학방사선치료로 병기하향을 얻는 것이 의미가 있으며, 수술까지의 기간, 임상적 T 병기가 이러한 병
기하향을 예측하는 인자였음을 알 수 있었다.
핵심용어: 직장암, 수술 전 항암화학방사선치료, 동시적 소조사야추가 방사선치료

교한 대규모 무작위 전향적 연구를 시행하여 수술 전 항암

서

화학방사선치료가 수술 후 치료에 비해 국소종양제어율 및

론

항문 괄약근 보존율을 높이고 생존율에는 차이가 없었음을
대장 직장암은 국내에서 남녀 전체 암 발생 중 위암에

보고하였다. 그 이후로 국소진행된 직장암에서 수술 전 항
4∼6)

이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4번째로 흔한

암화학방사선치료는 한 표준치료로 인정되고 있다.

종양으로 매년 80만 명의 새로운 환자들이 전세계에서 발

러한 치료의 성적을 결정하는 인자로 항암화학방사선치료

1,2)

후의 병기하향률과 병리학적 관해정도 등 종양의 반응이

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 직장암은 전체 대장

1)
직장암의 1/3을 차지한다. 국소진행된 직장암의 치료에서
3)

Sauer 등 은 수술 전과 수술 후 항암화학방사선치료를 비

7∼9)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항암제의 도입으로 이러한 성적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수
10∼13)

많은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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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하였음.

새로운 방사선치료 및
또한, 이러한 항암화학

방사선치료 후 종양의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임상적 인자
14∼16)

들을 찾으려는 연구들도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는 본 과에서 직장암으로 진단되어 치료받은 환
자 중 수술 전 항암화학방사선치료를 시행한 환자를 대상
으로 생존율 및 병기하향률을 분석하고 치료결과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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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on on Cancer (AJCC) 2002년의 병기를 이용하여 정하였

Table 1. Patient and Tumor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Gender
Male
Female
Age (yr)
Range (median)
Clinical T stage
T2
T3
T4
Clinical N stage
N0
N1
N2
Histology
Adenocarcinoma
Mucinous adenocarcinoma
Differentiation
Well differentiated
Moderate to poorly differentiated
Unknown
Distance from anal verge (cm)
≥3
＜3
Tumor size (cm)
≥5
＜5
Pre-treatment CEA* (ng/mL)
≥3.0
＜3.0

다.

No. (%)

2. 방사선치료

27 (81.8)
6 (18.2)

방사선치료는 골반 고정장치를 사용하여 엎드린 자세로
3차원 입체조형치료를 위해 전산화단층모의치료(CT simul-

36∼72 (54)

ation)를 시행하였다. 육안적종양체적(GTV)은 직장의 원발

1 (3.0)
29 (87.9)
3 (9.1)

종양과 임상적으로 전이가 의심되는 CT 혹은 MRI에서 1
cm 크기 이상의 림프절을 포함하였고, 임상표적체적(CTV)

2 (6.1)
16 (48.5)
15 (45.5)

은 GTV와 직장주위 림프절, 천골전방 및 내장골 림프절을

30 (90.9)
3 (9.1)

자에서 전 골반 방사선 조사영역은 위쪽으로는 5번 요추체

10 (30.3)
11 (33.3)
12 (36.4)

었고, 4문 조사(box technique) 방법을 사용하였다. 종양부

포함하여 정의하였다. 계획용표적체적(PTV)은 임상표적체
적에서 1.5 cm 여유를 포함하여 정의하였다. 대부분의 환
하연, 아래쪽으로는 육안적종양체적에서 3 cm 여유를 두
위의 추가조사 영역은 육안적종양체적을 포함하여 모든
방향으로 2 cm 여유를 두어, 역시 4문 조사 방법을 사용하

24 (72.7)
9 (27.3)

였고, 두 가지 방사선요법을 사용하였다.
대한방사선종양학 임상연구회 프로토콜 04-01 (Korean

13 (39.5)
20 (60.6)

Radiation Oncology Group, KROG 04-01)에 의한 동시적 소
조사야 추가 요법(small field concomitant boost technique)으

16 (48.5)
17 (51.5)

10)

로

치료를 시행한 환자는 전체환자 중 28명(84.8%)이었

다. 전골반강에 일일 분할선량 1.8 Gy씩 24회, 총 43.2 Gy

*carcinoembryogenic antigen.

를 조사하고, 이의 후반부 12회는 육안적종양체적에만 분
할선량 0.6 Gy씩 총 7.2 Gy를 동시적으로 추가 조사하여
결국 육안적종양체적에는 50.4 Gy/24회, 임상표적체적에는

을 미치는 예후인자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43.2 Gy/24회를 조사하였다.
나머지 5명(15.2%)은 전골반강에 역시 일일 분할선량

대상 및 방법

1.8 Gy씩 25회, 총 45 Gy를 조사하고, 조사영역 축소요법

1. 대상 환자 및 치료 전 평가

(cone down technique)으로 연 이어서 3회에 걸쳐 육안적종

2004년 3월부터 2008년 8월까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

양체적에만 일일 1.8 Gy씩 총 5.4 Gy를 추가 조사하여, 육

병원 방사선종양학과에서 직장암으로 수술 전 항암화학방

안적종양체적에는 50.4 Gy/28회, 임상표적체적에는 45.0

사선치료를 시행하였던 총 3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후향

Gy/25회를 조사하였다.

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모든 환자는 원격전이가 없는 조직
학적으로 확진된 국소 진행된 직장암 환자였으며, 종양의

3. 항암화학요법 및 수술치료

위치는 항문피부선(anal verge)에서 12 cm 이내의 환자만을

2
항암화학요법은 5-fluorouracil (5-FU; 400∼500 mg/m /

대상으로 하였다. 모든 환자는 수술 전 동시항암화학방사

2
day)와 leucovorin (20 mg/m /day)을 사용하였으며, 24명

선치료를 시행 받았다(Table 1).

(72.7%)은 방사선치료 제1주 및 5주째에 5일 동안 일시

또한, 모든 환자에서 진단 시 직장수지검사를 포함한 이
학적 검사, carcinoembryogenic antigen (CEA)를 포함한 혈

(bolus)에 투여하는 방법을, 9명(27.3%)은 방사선치료 전 기
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투여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액검사, 직장 내시경, 골반 자기공명영상을 시행하였고, 필

수술은 환자의 거부로 시행하지 못한 2명을 제외하고 모

요시 골반 전산화단층촬영 및 경직장 초음파 검사, 양전자

든 환자에서 근치적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항암화학방사

단층촬영 등을 시행하였다. 병기는 American Joint Commi-

선치료 종료 후 4∼8주 사이에 시행하려 하였으나,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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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조직학적 소견을 비교하여 산출하였다. 생존율과 무병

Table 2. Treatment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RT* method
Concomitant boost
Cone down
RT duration (day)
≥35
＜35
†
Interval between CCRT and surgery (wk)
≥8
＜8
Chemotherapy method
Bolus LF‡
§
Protracted 5-FU Infusion
Adjuvant chemotherapy
LF
∥
FOLFOX
Oral 5-FU only
No adjuvant chemotherapy
Unknown
Surgery
Refuse
¶
LAR
LATA**
APR††

생존율은 조직학적으로 진단된 일로부터 산출하였으며,

No. (%)

Kaplan-Meier 방법을 사용하였다. 단변량분석은 log-rank
28 (84.8)
5 (15.2)

test, 다변량분석은 Cox 비례위험모델을 사용하였다. 범주

13 (39.4)
20 (60.6)

exact 검사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통계학적 분석에는 SPSS

형 변수간 상관관계 분석은 chi-square 검사 또는 Fisher’s
ver. 12.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였다.

18 (54.5)
13 (39.4)

결

24 (72.7)
9 (27.3)
21
2
5
1
4

(63.6)
(6.1)
(15.2)
(3.0)
(12.1)

2
21
3
7

(6.1)
(63.7)
(9.1)
(21.2)

과

1. 환자의 특성
대상 환자의 연령은 36∼72세(중앙값, 54세)였고, 남자
환자들이 대다수였다(남 : 여=27 : 6). 원발종양의 위치는 24
명(72.7%)에서 항문피부선에서 3 cm 상부에 있었으며, 수
술 전 종양의 크기는 13명(39.4%)에서 5 cm 이상이었다.
임상적 병기 cT3는 29명(87.9%)이었으며, cT4는 3명(9.1%)
이었다. 임상적 병기 cT2환자 1명도 포함되었는데, CT와
MRI 모두에서 cN1 소견을 보였다. N 병기는 각각 cN0 2명

*radiotherapy, †concurrent chemoradiotherapy, ‡leucovorin flu§
∥
orouracil, fluorouracil,
oxaliplatin fluorouracil leucovorin,
¶
low anterior resection, **laparoscopic abdominal transanal procto-sigmodectomy and coloanal anastomosis, ††abdominoperineal resection.

(6.1%), cN1 16명(48.5%), cN2 15명(45.5%)이었다.
대상 환자 모두 선암이었으며, 이 중 3명(9.1%)은 점액성
선암이었다. 조직학적 분화도는 21명(63.6%)에서 확인되었
고 그 중 고분화 선암이 10명(30.3%) 이었다. 치료 시작 전
CEA수치는 평균 10.5 ng/mL (범위, 0.5∼15.4 ng/mL) 이었
으며, 16명(48.5%)은 3 ng/mL 이상이었다(Table 1).

8주 이내에 수술이 시행된 경우는 16명(48.5%)에 불과하였
으며, 수술까지 기간의 중앙값은 8.3주(범위, 4.1∼44.0주)

2. 치료 방법의 특성

이었다. 21명(63.7%)은 저위전방절제술, 3명(9.1%)은 복강

방사선 치료의 총 기간은 중앙값 33일(범위, 31∼58일)

경을 이용한 항문괄약근 보존술 중 하나인 복강경 경복 경

이었다. 전 골반 방사선 조사와 동시적 소조사야 추가 방

항문 직장에스결장절제술 및 결장항문문합술(laparoscopic

사선치료(KROG04-01)를 시행한 28명의 치료 기간은 32일

abdominal transanal procto-sigmodectomy and coloanal anasto-

로 전 골반 방사선 조사와 조사영역 축소 방사선치료를 시

mosis, LATA), 7명은 복회음부절제술을 시행하였다.

행한 5명의 41일보다 의미있게 짧았다(p=0.005).

수술 후 항암화학요법은 수술 3∼6주 경과 후에 병리학

수술적 치료는 총 23명(69.7%)의 환자에서 항문괄약근보

적 소견 및 환자 상태에 따라 투여여부를 달리하였으며,

존술을 시행할 수 있었다. 복회음부 절제술을 시행 받은 7

투여된 항암제 종류와 용량이 다양하였다. 28명(84.8%)이

명(21.2%)의 원발 종양위치는 항문피부선에서 평균 3 cm

수술 후 항암화학요법을 시행 받았다(Table 2).

였으며, 항문괄약근보존술을 시행할 수 있었던 환자의 평
균 4.5 cm에 비해 더 낮았으나, 원발 종양의 크기는 항문보

4. 추적관찰 및 통계학적 분석

존 수술에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추적관찰은 수술 후 2년간 적어도 매 6개월마다 문진과
이학적 검사, 종양 표지자 검사, 혈액검사, 흉부 X-선 검사,
복부골반 전산화 단층촬영을 시행하였으며 필요시 양전자

(Table 1, 2).
3. 생존율과 재발률

단층촬영, 대장내시경 등을 시행하였다. 종양의 크기는 수

추적관찰기간(범위, 9.8∼64.7개월; 중앙값, 24.2개월) 동

술 전 자기공명영상을 사용하여 종양의 길이를 측정하였

안에 재발은 총 9명(27.3%)에서 발생하였다. 7명은 골반 내

으며, T 및 N 병기 하향률은 수술 전 자기공명영상과 수술

국소림프절(lcogoregional)에 재발하였고, 그 중 한 명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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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overall survival curve of all patients. The 3 years
overall survival rate was 78.8%.

Fig. 2. The disease free survival curve of all patients. The 3
years disease free survival rate was 63.4%.

의 원격전이를 동반하였다. 두 명은 국소림프절 전이 없이
원격전이로만 재발하였는데, 한 명은 폐에 다른 한 명은

고안 및 결론

대동맥주위 림프절에 재발하였다.
전체 환자의 3년 생존율 및 무병생존율은 각각 78.8%,

국소 진행된 직장암은 수십 년 동안 많은 치료방법의 발

63.4% 이었다(Fig. 1, 2). 무병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예후

전이 있었다. 근치적 절제술을 시행하더라도 5년 생존율이

인자를 수술 전과 수술 후 인자로 나누어서 분석할 때, 수

50% 이하였으며, 국소재발률도 높은 편이었다. 따라서 수

술 전 인자로는 임상적 T 병기만이 무병생존율에 영향을

술 전, 후에 다양한 보조요법을 추가하는 연구들이 진행되

미쳤으나(p=0.018) 수술 후 인자는 병리학적 N 병기(p=

었다.

0.001), 절제면 침윤 여부(p=0.029), 종양 분화도(p=0.030)가

공급이 좋은 상태에서 방사선조사가 되므로 방사선 생물

의미 있는 인자였다. 또한, 종양 크기(p=0.081) 및 혈관과

학적으로 효율성이 높고, 병기를 하향시켜 절제율을 높이

신경주위 침윤여부(p=0.073)는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서의

며, 수술 후 골반 내에 소장이 고정되는 경우가 적어 소장

경향(marginal significance)을 보였다. 그러나 방사선치료 방

에 대한 부작용이 적은 장점이 있어 유럽에서 많이 이용되

법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p=0.343) (Table 3).

어왔다.

17,18)

수술 전 방사선치료는 수술 후 요법에 비해 산소

19∼22)

수술 전 총 25 Gy의 소분할 조사 방사선치료

를 시행한 군과 수술 단독 군을 비교한 Swedish study에서

4. 병기하향률과 종양반응

국소재발률은 27%에서 11%로 감소되고, 5년 생존율은

수술 후 병리학적 완전관해율은 9.1% (3/33)이었다. T 병

19)

48%에서 58%로 증가하였다.

Stockholm II trial에서도 수

기하향률과 N 병기하향률은 각각 30.3% (10/33), 72.7%

술 전 소분할 방사선치료를 시행한 군에서 국소재발률이

(24/33)이었다. 이러한 병기하향률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절반 이상 감소하였고, 수술 전 방사선치료와 함께 근치적

각각 분석한 결과, 완전관해율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 있는

절제술을 받은 환자군은 생존율도 함께 증가하였다.

인자는 없었다. 치료 전 CEA 수치만이 3.0 ng/mL를 기준

Camma 등 이 시행한 메타분석에서도 수술 전 방사선치

으로 완전관해율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p=

료가 수술 단독에 비해 국소재발과 생존율에서 의미 있게

0.068). T 병기하향에는 임상적 T 병기(p=0.027)와 항암화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20)

21)

학방사선치료 종료 후 수술까지의 기간(p=0.029)이 의미

이후에는 수술 전 보조요법으로 방사선치료 단독이 아닌

있는 영향을 보였는데, 그 기간이 8주 이상인 경우 T병기

동시적 항암화학방사선치료를 시행하여 더 높은 국소제어

하향률이 하락하였다. N 병기하향률을 예측할 수 있는 인

율과 생존율을 얻고자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3,4,22,23)

자는 찾지 못하였다. 이러한 모든 종양의 반응에 방사선치

EORTC 22921 연구에서는 국소재발률은 9%와 17%, 완전

료 혹은 항암치료의 방법은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Table 4).

관해율은 14%와 5%로 항암병용군이 더 좋은 결과를 보고
4,23)

하였다.

FFCD 9203 연구에서도 수술 전 방사선요법에

항암화학요법을 더하는 것이 급성독성은 증가하였지만,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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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rognostic Factors Affecting 3-yr Disease Free Survival (DFS)
Variables
Age (yr)
≥60
＜60
Pre T stage
T3
T4
Pre N stage
N0 or N1
N2
Distance from anal verge (cm)
≥3
＜3
Tumor size (preoperative, cm)
≥5
＜5
Pre-treatment CEA* level (ng/mL)
≥3.0
＜3.0
†
RT method
Concomitant boost
Cone down
RT duration (day)
≥35
＜35
†

*carcinoembryogenic antigen,
chemoradiotherapy.

DFS (%)

p-value

68.6
61.8

0.407

67.8
33.3

0.018

83.3
40.2

0.073

73.3
44.4

0.251

33.0
73.6

0.279

62.9
63.4

0.545

61.1
100.0

0.343

69.2
61.9

0.618

radiotherapy,

Variables
Post T stage
T2
T3 or T4
Post N stage
N0
N1 or N2
Histologic grade (post-operative)
Well
Moderate to
Margin involvement
Yes
No
Tumor size (post-operative, cm)
≥5
＜5
Lymphovascular or perineural invasion
Yes
No
Adjuvant chemotherapy
LF‡ or FOLFOX§
∥
Oral 5-FU
¶
Interval between CCRT and surgery (wk)
≥8
＜8

‡

§

leucovorin fluorouracil, oxaliplatin fluorouracil leucovorin,

DFS (%)

p-value

100.0
60.7

0.105

85.7
28.1

0.001

85.7
62.7

0.030

27.8
73.9

0.029

0.0
77.4

0.081

31.1
82.0

0.073

66.1
66.7

0.506

64.6
90.9

0.376

∥

¶

fluorouracil, concurrent

Table 4. Predictors of Tumor Response (Represented in p-value)
Variables
Age ＜60 yr
Sex, male
Differentiation, well
Location ≥3 cm, anal verge
Length ≥5 cm
Pretreatment CEA* ≥3.0 ng/mL
Post CCRT† CEA ≥3.0 ng/mL
Pre T stage
Pre N stage
RT‡ method
RT duration ≥35 days
CCRT to surgery period ≥8 wk
†

Pathologic complete
response

T down staging

N down staging

1.000
0.488
0.881
0.156
0.121
0.068
0.259
0.551
0.098
0.422
1.000
0.558

0.717
1.000
0.591
0.713
0.880
0.439
0.278
0.027
0.709
0.296
0.373
0.029

0.173
0.483
0.822
0.241
0.415
0.666
0.635
0.639
0.889
0.880
1.000
1.000

concurrent chemoradiotherapy,

*carcinoembryogenic antigen,

‡

radiotherapy.

소재발률 8.1%와 16.5%, 완전관해율 14.6%와 2.7%로 각각
22)

이러한 치료방법의 발전으로 국소 진행된 직장암에서 수

이러한 수술 전 동시적 항암

술 전 항암화학방사선치료의 치료성적은 5년 생존율이 대

화학방사선요법은 수술 후 동일 요법과 비교했을 때에도

략 65∼76%, 5년 무병생존율은 56∼74%로 향상되었

독성은 비교적 적으면서 높은 항문괄약근보존율과 국소제

고,

어율을 보인다는 연구들이 발표되면서, 표준치료로 권고되

년 생존율은 구할 수 없었지만, 3년 생존율과 무병생존율

우월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3∼6)

고 있다.

3,4,9,16,22∼24)

본원의 연구에서는 추적관찰 기간이 짧아 5

이 각각 78.8%, 63.4%로 향후 추적기간이 길어질 경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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슷한 결과가 예상된다.

정도의 차이는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치료성적을 좌우하는 중요한 인자들로 치료 후

수술 전 동시적 항암화학방사선요법시 종양반응을 향상

25)

의 병리학적 소견이 중요함은 잘 알려져 있다. Chan 등

시키기 위하여 항암화학요법을 강화하는 연구들은 더욱

은 128명의 동시 항암화학방사선치료 후 수술을 시행한 직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NCCTG 86-47-51연구에서는 5-FU

장암 환자에서 병리학적 TNM병기, 병리학적 T 병기와 N

투여는 일시(bolus)에 투여하는 방법보다는 지속적(protrac-

병기, 림프혈관 침범 및 신경주위 침윤여부가 생존율에 영

ted)으로 투여하는 방법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향을 미치며, 그 중 병리학적 TNM 병기가 가장 중요한 예

보고하였다.

26)

27)

반면, Intergroup 0144 연구에서는 두 방법간
30)

후인자라 하였다. Capirci 등 은 566명의 완전관해가 이루

에 재발기간과 생존율에서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어진 환자들을 추적 관찰한 결과, 국소림프절 재발률을

구에서도 일시투여와 지속적투여 두 그룹간의 의미 있는

1.6%, 5년 생존율과 무병생존율을 각각 90%, 85%로 보고

13)
차이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Lee 등 은 5-FU를 방사선치료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재발 및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첫 주 3일에만 급속 정주하는 경우(비적정군), 방사선치료

인자로 항암화학방사선 치료 전의 임상적 병기보다는 수

제 1주 및 5주 째 3일 동안 급속 정주하는 경우(적정군) 보

술 후의 병리학적 소견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수

다 수술 시 항문보존률이 더 낮은 경향성이 있음을 보고하

술 후 병리학적 N 병기(p=0.001), 절제면 침윤여부(p=0.029),

였다. 5-FU와 경구용 항암제인 capecitabine을 비교한 무작

종양 분화도(p=0.030)가 의미 있는 인자였으며, 종양 크기

위배정 3상 임상연구는 아직 없으나, 대부분 대등한 혹은

(p=0.081), 림프혈관신경 침윤여부(p=0.073) 등도 영향을 미

capecitabine 군에서 좀 더 높은 완전관해율을 보고하고있

치는 인자로서의 경향성을 보였다. 이들 중 병리학적 N 병

다.

기, 절제면 침윤여부, 종양크기, 림프혈관신경 침윤여부 등

platin을 더하여 항암효과를 강화시키는 연구들은 대부분

은 항암화학방사선치료 후 종양의 반응성이 더 좋아진다

약간의 향상된 종양반응률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독성이

면 개선할 수 있는 소견들이다. 따라서 종양의 반응을 향

증가하여 아직은 그 사용에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31,32)

본 연

반면, 5-FU혹은 capecitabine에 cisplatin 혹은 oxali-

33∼35)

종양반응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와 더불어 반응률을

상시키기 위한 연구와 종양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인자들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임상적 인자들을 찾으려는 노력들도

을 밝히려는 시도가 중요하다고 본다.
종양의 반응을 향상시키기 위해 방사선치료나 항암화학
10,24,27∼29)

14)
활발하다. Das 등 은 수술 전 병용요법을 시행한 결과 완

방

전관해율은 19%로, 종양의 둘레범위가 60% 이상인 경우

사선치료의 방법에 대한 연구로 Lyon R96-02 trial에서는

완전관해율이 낮으며, 종양 위치가 항문피부선으로부터 5

항암제를 병용하지는 않았지만, 39 Gy/13회 외부방사선치

cm 이상인 경우 병기하향률이 낮다고 보고하였다. Lee와

료만 시행한 군과 39 Gy/13회 외부방사선치료 후 관내 접

Lee 는 종양의 둘레범위와 종양의 길이, 방사선량, 방사선

촉 X-선을 이용한 근접치료를 시행하여 추가방사선치료

치료 기간을 종양반응의 예측인자로 보고하였고, Yoon

(85 Gy/3회)를 시행한 군을 비교하여, 향상된 종양반응과

등 은 치료 전 헤모글로빈 수치, 임상적 림프절 전이와

요법의 개선을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24)

28)

15)

36)

Berger 등 은 수술 전

CEA 수치를 예측인자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치료전

방사선선량이 44 Gy 이상인 경우 병기하향률이 높다고 보

CEA 수치가 3.0 ng/mL를 기준으로 완전관해율을 예측해볼

항문보존율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29)

고하기도 하였다. Mohiuddin 등 은 완전관해율을 높이기

수 있는 경향성을 보여주었다(p=0.068). 반면, T 병기 하향

위해서는 55 Gy 이상의 방사선을 조사해야 한다고 보고하

에는 8주를 기준으로 항암화학방사선치료 종료 후 수술까

였다. 본 연구에서 대다수의 환자가 치료되었던 방법인 동

지의 기간이 의미있는 예측인자였다(p=0.029). 이러한 임상

시적 소조사야 추가방사선요법(KROG 04-01)에서는 T 병

적 인자들 외에도 생물학적 표지자(biologic marker)를 예측

기하향률은 41.7%, N 병기하향률은 85.2%로 기존 문헌들

인자로 보고하기도 한다.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10)

37)

본 연구에

와 Cyclooxygenase-238)의 발현은 종양반응을 떨어뜨린다고

서도 두 군의 환자수가 불균등하여 한계점은 있지만, 동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매우 적은 일부의 환자에서만 생물

적 소조사야 추가방사선치료 총 50.4 Gy를 시행한 환자와

학적 표지자 검사가 시행되어 있어 이에 대한 연구는 시행

조사영역축소 방사선요법 총 50.4 Gy를 시행한 환자간의

하지 못하였다.

에 비해 우월한 성적을 보여주지는 못하였다.

임상적 결과의 차이는 없었다. 이는 소조사야추가 방사선

결론적으로 이번 연구를 통하여 국소 진행된 직장암에

요법이 총 치료기간을 단축시키고, BED는 α/β=10 기준

서 수술 전 항암화학방사선치료 및 수술의 성적은 주로 수

으로 2 Gy 가량 증가시키지만, 임상적 결과에 영향을 줄

술 후 병리학적 결과에 의해 결정되며, 따라서 종양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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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을 극대화하여 최대한 병기하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
을 알 수 있었다. 치료 전 임상 T 병기, 항암화학방사선치
료 종료 후 수술까지의 기간이 종양반응을 예측해볼 수 있

13.

는 인자였으며, 치료 전 CEA 수치도 예측 인자로서의 경
향성을 보여주었다. 소조사야추가 방사선요법은 통상 사용
되는 조사영역 축소 방사선요법과 대등한 임상적 결과를

14.

보여줌을 알 수 있었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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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athological and Clinical Effects of Preoperative
Chemoradiation in Rectal Cancer
Jin-Ho Song, M.D.*, Hong-Seok Jang, M.D.*, Yeon-Sil Kim, M.D.*, Su-Mi Chung, M.D.*,
Seok-Hyun Son, M.D.*, Jin-Hyeong Kang, M.D.†, Eui-Gon Youk, M.D.‡,
Doo-Seok Lee, M.D.‡, Suk-Hi Lee, M.D.§ and Sei-Chul Yoon, M.D.*
Departments of *Radiation Oncology and †Medical Onocology, Seoul St. Mary’s Hospital, The Catholic
‡
University of Korea School of Medicine, Departments of Colorectal Surgery and
§
Clinical Pathology, Daehang Hospital, Seoul, Korea

Purpose: To evaluate the pathological and clinical effects of preoperative chemoradiation (CCRT) in cases of
locally advanced rectal cancer and to determine the predictive factors for tumor downstaging.
Materials and Methods: From March 2004 to August 2008, 33 patients with locally advanced rectal cancer were
treated with preoperative CCRT. Twenty-eight patients (84.8%) were treated using a concomitant boost
technique while five (15.2%) patients were treated using a cone down boost technique. All patients received 50.4
Gy of irradiation and concurrent chemotherapy with 5-fluorouracil. The median follow-up duration was 24.2
months (range, 9.8 to 64.7 months).
Results: Thirty-one (93.9%) patients underwent surgery. Twenty-four patients (72.7%) underwent anal
sphincter-preserving surgery. The 3-year disease free survival (DFS) and overall survival rates were 63.4% and
78.8%, respectively. Post-operative factors were more important for DFS. Pathologic N stage, margin status,
and pathologic differentiation were significant prognostic factors (p=0.001, 0.029, 0.030). Tumor size and
lymphovascular invasion were also associated with marginal significance (p=0.081, 0.073). However, only
pre-treatment T stage was a significant pre-operative factor (p=0.018). The complete pathological response rate
was 9.1%. T-downstaging was observed in ten (30.3%) patients, whereas N-downstaging was found in 24
(72.7%) patients. Pre-treatment T stage and the interval between CCRT and operation were the predictive factors
for downstaging in a univariate analysis (p=0.029, 0.027). Pre-treatment carcinoembryogenic antigen was also
associated with marginal significance (p=0.068).
Conclusion: The survival of rectal cancer patients can be better determined based on post-operative findings.
Therefore, pre-operative CCRT for downstaging of the tumor seems to be important. Pre-treatment T stage and
the interval between CCRT and operation can be used to predict downstaging.
Key Words: Rectal cancer, Preoperative concurrent chemoradiation, Concomitant boost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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