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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종     훈

울산 학교 의과 학 서울아산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직장암의 수술전후 보조방사선치료(adjuvant radiotherapy; RT)의 역할에 대하여 이미 많은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고, 이미 그 역할에 대해서는 널리 알려져 있지만, 유럽을 중심으로 발전한 수술전 방사선치료와 미

국을 중심으로 발전한 수술 후 방사선 치료 중 과연 어느 것이 더 우수한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다. 본 고찰에서는 이 두가지 접근 방법의 발전 사항 및 두가지 방법을 비교한 연구 결과들을 

통하여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향후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선택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고자 한다. 우선 

수술전과 수술후 방사선치료의 결과를 비교하여 어느 한쪽의 우월성을 살펴보고, 이후 방사선치료를 유럽에

서 많이 시행되는 단기간 방사선 단독치료와 미국 등의 국가를 중심으로 시행되는 5-6주간의 항암화학방사

선 치료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치료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를 논하고자 한다. 

수술로 거시적 병변을 제거한 후 잔존하는 또는 잔존할 미세 병변을 박멸하여 일차적으로 골반내 국소 재

발을 줄이고 항암화학 약제와 더하여 궁극적으로는 생존율의 향상을 가져오는 것이 방사선 치료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수술 전과 수술 후 방사선 치료는 이러한 목적 중 국소 재발의 억제에는 모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여러 3상 임상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보고되었으나, 생존율의 향상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3상 연구 결과들을 모아 재분석한 metaanalyses 상에서는 생존율의 향상 효과

도 증명된 바 있다.1-2 문제는 두 가지 중 어느 것이 더 우수한 결과를 보이는 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고

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지만, 방사선생물학적 입장에서 본다면 수술전에 시행하는 방사선치료가 수술 

후에 시행하는 것 보다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수술 전 치료의 경우 수술로 

혈관이 망가지기 전에 투여되므로 수술로 제거되지 않을 잔존 종양세포에 대한 혈액공급 및 산소공급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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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할하여 방사선에 대한 민감성이 더 높을 것이며, 이로 인해 국소재발의 억제 효과가 클 것이란 점이다. 둘

째, 수술전 치료로 종양의 크기가 감소하고 병기가 낮아져 수술시행시 완전절제 가능성이 높아지고, 셋째, 

종양과 항문괄약근과의 사이에 간격이 넓어짐으로 인해 괄약근을 보존하는 수술의 시행 가능성이 높아진다. 

넷째, 직장이 아직 골반내에 있는 상태이므로 소장이 골반내로 유입됨으로 인한 방사선 장염을 줄일 수 있

고, 다섯째, 수술 전 환자의 전신상태가 양호한 상태이므로 치료에 대한 순응도가 높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이론적 장점은 임상에서 국소 재발률의 감소, 완전 절제율의 증가 및 병기 감소, 항문괄약근 보존율의 향상, 

소장의 방사선 부작용 감소, 치료 완료율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기대 사

항들이 실제 여러 임상 연구를 통하여 어떻게 증명되었는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현재까지 수술 전과 수술 후의 항암화학 방사선치료를 직접적으로 비교한 3상 임상 연구는 3개가 보고된 

바 있으나, 목표했던 환자수를 모두 등록한 결과는 Sauer 등이 2004년도에 발표한 일명 German trial이 유

일하고, NSABP R-03과 서울아산병원에서 시행한 3상 연구는 필요 환자 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조기 마감된 

연구이지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3-5(표 1 참조)

표 1

NSABP R‐03 German trial Asan trial

Treatment 50.4 Gy + FL 50.4 Gy + 5FU CI 50 Gy + Capecitabine

path. CR (%) 15 8 17

5년 국소 재발률 (%) 10.7 vs 10.7 6 vs 13 (p=0.006) 5 vs 6 (p=0.335)

5년 무병 생존율 (%) 65 vs 53 (p=0.011) 68 vs 65 (p=n.s.) 74 vs 73 (p=0.87)

5년 생존율 (%) 75 vs 66 (p=0.065) 76 vs 74 (p=0.8) 85 vs 83 (p=0.62)

괄약근 보준율 (%) 48 vs 39 (p=0.22) 39 vs 19 (p=0.004) 68 vs 42 (p=0.008)

Grade 3‐5 toxicity (%) 52 vs 49 27 vs 40 (p=0.001) 15 vs 16 (p=0.827)

위 표1에서 나타나듯 세 연구 모두 비슷한 치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년 생존율 측면에서는 세 연구 

모두 수술 전과 수술 후의 치료가 차이 없음을 보여 주고 있다. 무병 생존율의 경우 NSABP의 연구에서만 수

술전 치료가 우월함을 보였고, 국소 재발률의 경우 German trial 에서만 관찰되고 있다. 즉 종양학적 관점에서 

주요 end point로 삼고 있는 지표들은 양 치료가 차이가 없음을 보여 주고 있으나, 삶의 질과 관련된 항문

괄약근 보존율 측면에서는 전간막절제수술(total mesorectal excision, TME)이 보편적으로 도입된 German 

trial과 Asan trial 모두 의미있게 수술 전 치료가 우월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 다른 삶의 질 지표라 할 수 

있는 부작용의 경우 German trial에서는 수술 전 치료의 우월성을 관찰하였으나, 다른 두 연구에서는 차이가 

없음을 보고한 바 있다. 부작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찰한 Kim 등의 연구를 보면 문합부의 leakage, recto- 

vaginal fistula 등의 fistulous complication은 수술 전 치료가 높은데 비해 small bowel obstruction 등의 



10

KSGC

obstructive complication은 수술 후 치료에서 의미있게 높게 관찰되었다.6 그러나 전체 부작용의 발생 비율

은 양군간에 차이가 없게 나타나 수술 전과 후의 치료 모두 종양학적 관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수술 전 방사선치료로 괄약근 보존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은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는 만큼 괄약

근 보존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low rectal cancer 환자에서는 수술전 항암화학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

는 것이 우선 권장되고 있으며, 국소 재발률 측면에서 수술전 치료가 우월하다고 보고한 German trial 이 

level I evidence로 인정되고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수술 전 항암화학방사선치료가 표준치료로 자리잡고 있다.

수술 전 방사선치료는 유럽 중심의 short-term intensive radiotherapy와 미국 중심의 long course con- 

ventional chemoradiation로 나뉘어 시행되고 있다. 두 치료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먼저 SI-RT의 경우 5 Gy

의 방사선을 5일간 투여한 후 1주일 경과된 시점에서 수술을 시행하므로 방사선치료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

고, 항암제가 사용되지 않으므로 비용 및 혈액학적 부작용면에서도 유리하다. 또한 방사선치료의 부작용이 

발생하기 전에 수술을 시행하므로 환자의 치료 순응도가 높은 점들을 장점으로 들 수 있는 반면, 수술 전 

치료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 종양의 크기 감소 및 괄약근 보존 측면에서는 종양이 충분히 반응을 보이기 전

에 수술이 시행되므로 그러한 장점을 살릴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LC-RT의 경우 약 5-6주간에 걸친 

항암화학 방사선치료 후 약 6-8주 경과시 수술을 시행하므로 치료기간 상승과 비용 상승의 문제를 안고 있

으며, 치료기간 중 환자의 순응도가 저하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지만, 종양의 축소로 인한 완전절제율 상

승 및 괄약근 보존 측면에서는 유리한 입장이다. 또한 항암제가 치료 시작과 동시에 투여되므로 골반 외의 

부위에 존재할수 있는 미세전이를 일찍 치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항암 약제들이 방사선 민감제로 

작용하므로 치료 효과를 좀 더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단점들이 실제 임상에서 과연 

어떻게 차이를 나타내는가에 대한 연구는 Polish trial의 두 연구 결과만 발표된 상황이다.7-9 두 연구 공히 

양 치료간에 국소 재발률 및 무병생존율, 생존율 측면에서 뚜렷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괄약근 보존수술 시행율도 비슷하게 보고하는 점에 대해서는 아직도 공감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

다. 실제 임상에서는 LCRT 시행시 괄약근의 보존 측면에서 수술을 먼저 시행하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점이 

이미 잘 알려져 있고, SCRT의 경우 방사선치료 종료후 수술까지의 기간이 짧아 종양이 줄어들 시간적 여유

가 부족함으로 인해 종양 축소 및 괄약근 보존율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 이미 Dutch trial 등의 

연구를 통해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10-11 그러나 현재까지는 두 치료의 차이점이 명확히 존재한다고 발표한 3

상 연구 결과는 없는 상황이고, 따라서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했을 때 두 치료간 종양학적 관점

에서 뚜렷한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 외에 LCRT에 반응이 좋은 환자의 경우 근치적 수술 대신 국소적 절제술로도 비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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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그 만큼 환자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치료

의 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시행되고 있는 여러 형태의 방사선치료 중 가까운 시일 내에 어

느 한가지 치료가 다른 것보다 더 우월하다는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각각의 치료가 장단

점이 있기에 임상의가 일률적인 치료를 환자에게 권하기 보다는 개별 환자의 전신 상태 및 병변의 특성에 

따라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치료를 잘 판단해서 선택해야 하며, 어느 한 의사의 단독 판단보다는 여러 

과가 함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협진(multidisciplinary approach)을 통한 최선의 선택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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