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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직장암에서 방사선 치료의 응증  치료 기법

서울 학교 의과 학 방사선종양학교실

지      의      규

I. 서   론

국소 제어율의 향상  궁극 으로는 생존율의 향상을 하여 방사선 치료가 수술 , 후에 많은 경우에서 

시행되는 직장암과 달리 장암에서는 방사선 치료에 한 고려는 매우 제한 이다. 수술  방사선 치료는 

과잉 치료에 한 우려가 있으나, 이론 인 생물학  이 과 생존율 향상을 확인한 스웨덴 연구를 바탕으로 

수술 후 치료와 비교하여 환자 순응도  국소 제어율이 높다는 2004년 CAO/ARO/AIO-94 연구 결과 발표를 

기 으로, 차로 직장암에서 표  치료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기존에 발표된 주요 연구 결과를 심으로 

방사선 치료의 상이 되는 응증  방사선 치료 범   방법에 해 논의하고자 한다.

II. 적응증

1. 직장암에서의 적응증

총장막 제술이 화되기 이 , 수술 단독 치료의 경우 병기상 T3 이상이거나 N+ 인 경우 국소 재발률이 

게는 20%에서 많게는 60% 이상이 보고되면서 치료 효율의 향상을 목 으로 수술 후 치료가 연구되었다. 
표 인 향  무작  3상 연구인 GITSG 7175, NSABP R-01, NCCTG 79-47-51에서 연구 상을 수술 병기 

T3-4 는 N+하 고, 수술 후 화학방사선 치료를 시행한 군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생존율의 향상을 보고하

다. 미보건국(NIH, National Institute of Health)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수술 후 화학방사선 치료가 2기 

 3기 직장암에서 표  치료로 공표하 다.
이와는 달리 유럽에서 진행된 단기간 수술  방사선 치료 연구인 스톡홀름 연구, EORTC 연구, 스웨덴 연구에

서는 수술  방사선 치료가 생존율 향상에 기여함을 보고하 으나, 상 병변을 제 가능한 직장암으로 하여, 
병기의 제한을 크게 두지 않았다. 총장막 제술이 시행되면서 수술 단독의 국소 제어율이 비약 으로 향상되었

고, 이에 따라 방사선 치료의 역할에 해서 논란이 일었다. 이러한 논 을 확인하고자 DCCG CKVO 95-04 
연구가 진행되었다. 2001년도에 발표된 2년 생존율 분석 결과 방사선 치료를 추가한 군에서 통계 으로 국소 

재발률의 향상을 보 고(2.4% vs 8.2%, p<0.001), 병기별 하  분석에서 I기  IV기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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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달리, II기  III기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여, 수술  치료의 경우도 2기  3기 직장암이 한 방사선 

치료 상임을 확인하 다. 이 후 진행된 많은 연구에서는 2기  3기 직장암을 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메타 분석에서 수술  항암화학요법만을 시행한 군의 생존율이 방사선 치료를 추가한 군에 비해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T3N0이나 T1-2N1에서 방사선 치료의 필요성에 한 의문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앞서 언 한 II, III기 직장암 이외에도, 근치  수술이 시행되지 않은 I기 직장암에서 수술 후 치료로 방사선 

치료가 활용되고 있고, 이가 동반된 경우에도 골반내 재발을 억제하는 목 으로 원발 이 병소까지 제를 

한 경우에는 치료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2. 대장암에서의 적응증

직장암과 달리 장암에서는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직장암과 마찬가지로 해부학 인 

구조상 후복막이 인 한 상행 는 하행 결장이나, 맹장에 치한 경우나, 병기상 국소재발의 험이 높은 

T4 병변에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가장 많은 환자를 상으로 하 던 하버드 학의 후향  분석에서는 

화학방사선 치료를 시행한 경우 유사한 병기의 이  환자의 치료 성 과 비교한 결과, T4N0, T4N+ 환자에서 

국소재발률은 화학방사선 치료를 시행한 군에서 병기별로 7, 28%인 반면 시행하지 않은 경우 31, 53% 고, 
무병생존율은 치료군에서 병기별로 79, 53%인 반면, 수술 단독군에서는 63, 38% 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Intergroup 0130 연구가 시작되었다. 상 환자는 병변이 상행 는 하행 결장에 치하면서, 주변 구조물 침윤이

나 유착이 있거나, T3N+인 경우이고, 당시 표 인 5-FU/levamisole 치료에 방사선 치료 시행 여부를 무작  

배정하 다. 목표한 700명에 훨씬 모자라는 222명이 모집된 이후 조기 종료 되었고, 각군에서의 5년 생존율이나 

국소재발률에는 차이가 없었다.

III. 치료 기법

1. 분할 치료 방법

방사선 치료에서 분할 치료 방법은 크게 유럽에서 수술  치료로 연구가 된 소분할(hypofractionation) 치료 

방법과 미국에서 수술 후 화학요법과 병행 치료에서 시작하여, 이후 수술  치료에도 연구가 된 통상분할

(conventional fractionation) 치료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소분할 치료는 수술  치료에서 방사선 치료 단독으로 시행되어 왔다. 수술 단독과 비교한 스웨덴 연구에서 

수술  방사선 치료의 추가로 국소제어율 뿐만 아니라, 생존율 증가를 확인한 바 있다. 이후, 총장막 제술 

시행으로 방사선 치료의 역할을 재규명한 네덜란드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소분할 치료 추가로 생존율의 차이

는 없었지만, 국소 제어율이 향상됨을 확인하 다. 이들 연구에서 시행된 치료 방법이 일일 5 Gy씩, 1주간에 

총 25 Gy를 시행하는 치료 방법이다.
통상 분할 치료법은 앞서 응증 부분에서 언 한 주요 수술 후 연구에서부터 용된 치료로 다양한 fluoropy- 

rimidine 계열 기반의 화학요법과 병행하며, 통상 으로 일일 1.8-2.0 Gy씩, 개 5-6주에 걸쳐서 45-54 Gy를 조사

한다. 수술  치료와 수술 후 치료를 비교한 주요 연구에서도 이러한 통상 분할 치료 방법이 이용되었다. 소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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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에 비하여 일일 방사선량이 낮아 장기 부작용이 상 으로 고 비교  장기간 치료를 시행하여 화학요법

과의 병행이 용의하다는 이 가장 큰 차이 이다.
소분할 치료와 통상분할 치료를 비교한 향 인 3상 연구로는 폴란드 연구가 있다. 화학방사선 치료군에서 

병리학  완 해가 증가하고(0.7% vs. 16.1%, p value not reported) 제연 양성인 환자가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12.9% vs. 4.4%, p=0.017). 그러나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국소재발률은 소분할 방사선 치료군보다 

화학방사선치료군에서 오히려 다소 높았고(10.6% vs. 15.6%, p = 0.210), 병리학  완 해를 획득한 환자에서 

국소재발이 감소한다는 기존의 보고와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분할조사 방식의 차이 뿐만 아니라, 
방사선 치료 후 수술까지의 시간이 다른 것에도 일부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 발표된 추가 분석 결과에 

따르면, 림  양성 환자의 원격 이율이 화학방사선 치료군에 비해 소분할 방사선 치료군에서 유의하게 낮았

는데(68% vs. 38%, p < 0.05), 이는 소분할 방사선 치료 후 1주 내에 수술한 경우 양성 림 에서 찰되는 

종양세포  일부는 실제 생존세포가 아닐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네덜란드 연구에서도 제연 양성률(≤
1 mm)이 소분할 방사선 치료군과 수술 단독군 사이에 차이가 없었으나(18.3% vs. 16.2%, p=0.31), 제연 양성인 

환자들의 국소재발률은 수술 단독군보다 방사선 치료군에서 낮은 경향을 보 으며(16.4% vs. 9.3%, p=0.08), 이 

역시 소분할 방사선 치료 후 1주 내에 수술을 시행한 경우 제연에서 보이는 종양세포가 실제 생존세포가 

아닐 가능성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이상에서 화학방사선 치료 종료 후 수술까지의 시간이 길어 병리학  소견은 

개선되어 보이지만, 소분할 방사선 치료와 통상 분할조사 화학방사선 치료 간의 종양 억제 능력은 차이가 없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기존의 소분할 연구에서 수술이 방사선 치료 종료 후 1주 경에 시행하여 방사선 치료에 의한 

종양의 병기 하강에 한 시간  여유가 없는 계로 약근 보존술 비율의 증가 등 수술  치료의 장 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었다. 수술 시기에 따른 병기 하강  해율을 후향 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소분할 

치료 후 2주내에 수술을 시행한 군과 6-8주 후에 시행한 군을 비교하 을 때, 지연 수술군에서 유의하게 병기하강 

 병리학  완 해율이 증가함을 보고한 바도 있다. 소분할 치료 후 지연 수술의 효과군이 포함된 Stokholm 
3 연구 결과와 폴란드 연구와 마찬가지로 호주에서 시행된 연구가 환자 모집을 끝내고 자료 성숙을 기다리고 

있어, 이 결과가 발표되면, 분할 치료 방법에 따른 좀 더 명확한 정보를 알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기존의 소분할 치료가 방사선 단독으로 시행된 것과는 달리 소분할 치료에 화학요법을 병행하는 노력이 국내 

연구자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이는 치료 기간을 단축하여 환자 편의성을 높이면서도, 고정  방사선 치료를 

이용하여, 화학요법을 병행하면서도 부작용은 높이지 않고 기존의 치료 효과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KROG (Korean Radiation Oncology Group) 10-01에서는 기존의 5 Gy, 5회 치료에 5-fluorouracil과 leucovorin 5일간 

정주하는 2상 연구를 진행하 다. 총 73명의 환자를 상으로 진행하 고, 환자 모집을 끝내 결과 분석을 앞두고 

있다. 이어서 단기간 치료로 인한 부작용을 더욱 감소시키기 하여 추가 연구가 마찬가지로 다기  2상 연구로 

진행되고 있다. KROG 11-02에서는 생물학  동등 선량을 계산하여, 2주간 10회에 걸쳐 총 33 Gy의 방사선 조사

를 경구 Capecitabine과 병행하는 연구를 진행 이다. 국내 연구자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두 연구에서는 공통

으로 치료 종료 후 6주 경에 수술을 시행하여, 치료에 따른 병기 하강 효과 등도 함께 분석할 정이어서, 결과에 

따라서는 직장암에서 수술  방사선 치료 일정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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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료 시기

Glimelius 등은 수술   수술 후 방사선 치료를 용한 3상 연구들을 분석하여 두 치료의 선량-반응 계 

(dose-response relationship)를 비교하 고, 같은 정도의 국소재발 감소율을 얻기 해서 수술 후 방사선 치료는 

수술  방사선 치료에 비해 15-20 Gy 정도의 선량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 다 한, Colorectal Cancer Collaborative 
Group의 메타 분석에서도 수술  방사선 치료가 수술 후 방사선치료에 비해 국소재발 감소율이 더 높았다(57% 
vs. 37%, p<0.0001). Uppsala 연구에서는 직장내 음  검사상 T3-4 혹은 N+ 환자 471명을 25.5 Gy의 수술  

방사선 치료군과 60 Gy의 수술 후 방사선 치료군으로 무작  배정하여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하 고, 수술  

방사선 치료군의 국소재발률이 낮음을 보인 바 있다(13% vs. 22%, p=0.02). 이후 수술   수술 후 화학방사선치

료를 비교한 Intergroup Trial 0147  National Surgical Adjuvant Breast and Bowel Project R-03 연구가 개시되었으

나, 두 연구 모두 환자 모집이 늦어 조기에 종료되었다. 독일에서 시행되어 2004년에 발표된 CAO/ARO/AIO-94 
연구는 수술  화학방사선 치료가 치료의 순응도가 높고, 성  만성 치료독성도 낮으며, 국소재발률이 낮음

을 보임으로써 수술  화학방사선 치료가 직장암의 표  보조요법임을 증명하 다. 한, 무작  배정  

복회음 제술(abdominoperineal resection)이 필요하다고 단된 환자들에 한 하 분석(subgroup analysis) 결과, 
수술  화학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약근 보존율이 높았다. 최근에 보고된 장기 추  결과에서도 유의하

게 수술  치료군에서 국소재발률이 낮게 유지됨이 확인되었다.
반면, 조기 종료된 후 모집된 환자만을 상으로 시행한 NSABP R-03 연구 분석이나, 최근 국내에서 경구 

Capecitabine과의 병행 화학방사선 치료 비교 연구에서는 수술  치료군과 수술 후 치료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 다.

3. 치료 범위와 방법

방사선 치료의 기 연구 던 Stokholm I에서는 총장골림 (common iliac lymph node)을 치료 범 에 포함하

기 하여 요추 2-3번 경계 부 까지를 상방 경계로 하 다. 치료 범 에 소장이 많이 포함되어, 소화기 부작용의 

빈도가 비교  높게 보고를 하 다. 치료 범 와 함께, 많은 수의 환자가 Cobalt-60 치료기기나 에 지 선형가

속기로 치료를 받는 계로 향 이문 조사법이 가장 리 시행된 치료 방법이었고, 치료 범 와 함께 많은 

소화기계 부작용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화학요법과의 병행 치료가 더 보편화되면서 치료 부작용을 이기 

한 노력은 주 부작용의 원인으로 생각되는 치료 범  내에 포함되는 소장 용 을 감소시키는 쪽으로 진행되었

다. 이러한 목 으로 부인암이나 비뇨기암과 같은 다른 골반 장기 치료와 달리 직장암의 경우 복와 (prone) 
자세로 치료하는 것이 치료의 표 으로 자리 잡았고, 주변 장기인 방 , 립선, 정낭, 자궁, 질 등의 침윤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 치료 범 에 외장골 림 (external iliac lymph node)을 포함하지 않기 시작하 다. Stokholm 
II 연구에서는 내장골 림 (internal iliac lymph node)까지 포함하도록 치료 범 를 고, 이와 함께 고에 지 

선형가속기가 보 되어 3문 이상의 조사 방법을 사용하면서, 치료에 따른 부작용은 많은 부분 개선되었다. 
EORTC 연구에서는 치료 범 를 수술에서와 마찬가지로, 원발 병변인 직장  직장간막만으로 치료 범 를 

축소하기도 하 다. 이후 수술 후 재발 병소에 한 연구와 CT 기반의 해부학  구조에 한 연구가 발표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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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는 직장간막  주변 림 을 포함하여 치료하는 것이 표 으로 제시되고 있다.
앞서 언 한 치료 범 의 축소  복와  자세 치료 이외에 치료 기기의 성능이 향상되면서 치료 범 에 

포함되는 장기 이외 부분에 한 차폐 실시가 일반화 되었다. CT 기반의 방사선 치료 계획이 보편화 되면서, 
치료 범 내 소장 용 을 추가로 감소시키기 하여, 방  충만(bladder filling)이나 벨리보드(belly board) 등이 

추가로 치료에 활용되고 있다.
방사선 치료 기법상의 발 은 2차원  치료에서 3차원 입체 조형 치료, 세기조  방사선 치료를 거쳐 상 

유도 방사선 치료 등으로 차 발 하고 있고, 일부 장기를 상으로 체부 정  방사선 치료(Stereotactic Ablative 
Body Radiotherapy, SABR) 등이 보 되고 있다. 직장암의 경우에서도, 방사선 치료 방법의 발 으로 부작용의 

감소 등을 일부 보고하고 있으나, 재는 3차원 입체 조형 치료가 치료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IV. 결   론

장직장암에서의 방사선 치료는 주로 직장암을 심으로 시행되고 있고, 국내의 경우 수술   수술 후 

치료가 개는 통상분할 방법으로 항암화학요법과 병행하여 시행되고 있다. 기술 인 발 을 통하여 치료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은 많은 부분 감소하 다. 재 국내 연구자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고정  방사선 

치료 기반의 다양한 분할 치료 방법의 결과에 따라서는 직장암의 방사선 치료 방침에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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