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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두경부 암은 2010년 대한민국에서 시행한 암 등록 사업 통

계에 의하면 전체 암 발생의 2%정도를 차지하는 질환이며, 두

경부 암 중에서 구인두 암은 약 16%정도 발병하며, 여성보다

는 남성에 호발한다.1) 구인두 암에는 여러 가지의 치료방법이 

있다. 원발 종양과 경부의 림프절을 절제하는 수술, 근치적 방

사선 치료와 수술 후 방사선 치료, Cisplatin을 기반으로 하는 

동시 항암 화학 방사선 치료 등을 시행할 수 있다. 또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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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and Objectives：To investigate the prognostic factors and effectiveness of radiotherapy for oro-
pharyngeal cancer. Material and Methods：Forty seven patients in oropharyngeal cancer treated with radiothera-
py between November 1989 and October 2010. Conventional radiotherapy was performed until July 2007 and 
conformal radiotherapy was performed since August 2007. Median age of patients was 59. Thirty five patients 
were males. Nine patients had operation. Patients treated with postoperative radiotherapy were delivered median 
60 Gy and patients treated with definitive radiotherapy were delivered median 66 Gy. Median follow-up periods 
were 51 months. Results： Two year and 5 year overall survival rate was 78.7% and 59.9%. Two year and 5-year 
locoregional recurrence free survival rate was 82.3% and 72.9%. In subgroup of definitive radiotherapy, at uni-
variate analysis for overall survival, lower N stage(p=0.01), lower stage(p=0.05) and well and moderate differen-
tiation(p=0.001)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univariate analysis for locoregional recurrence free survival, 
lower T stage(p=0.02) and better differentiation(p=0.043)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reatment failure occurred 
in 12 patients. Locoregional recurrence(8 patients) was main pattern of failure. Conclusion：When definitive ra-
diotherapy compared with postoperative adjuvant radiotherapy,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Further stud-
ies would be needed to compare definitive radiotherapy with postoperative radiotherapy. N stage, stage and dif-
ferentiation could be the prognostic factors for overall survival and T stage and differentiation could be the 
prognostic factors for locoregional recurrence free survival in patients treated definitive radio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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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병기에서는 항암 화학 요법 선행 후에 방사선 치료나 동시 

항암 화학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기도 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의 

치료법들을 적용하여 국소 제어율 및 생존율이 증가 되었다.2-5)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구인두 암의 

방사선 치료는 5년 생존율은 약 40%에서 60%, 5년 국소 제어

율은 T1-2병기에서 70%에서 90%, T3-4병기에서는 50%에서 

65% 정도의 결과를 보였다. 알려진 예후 인자로는 나이, 병기, 

종양의 크기, 림프절의 촉진 여부, 전이된 림프절의 위치, 크기 

및 개수 그리고 분화도 등이 있다.6)

이 연구는 한 기관에서 오랜 기간 동안 구인두 암으로 치료

받은 환자들의 치료 성적을 바탕으로 방사선 치료의 효용성을 

살펴보고, 구인두 암의 예후인자들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89년 1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본원 방사선종양학과에

서 구인두 암을 진단받고, 방사선 치료를 위해 의뢰된 75명의 

환자를 검토하였다. 이 중 28명의 환자는 경과 관찰이 중단되

어 제외하고, 총 4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선택하고, 기존의 의

무기록을 통한 후향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47명의 환자 중, 38

명의 환자에서 동시 항암 화학 방사선 치료를 포함하여 근치

적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였고, 수술 후 절제 연에 암세포가 존

재하는 경우와 수술전 진행된 임상적 병기를 가진 9명의 환자

는 수술 후 보조적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였다. 환자 연령은 34

세에서 80세로 중앙값은 59세였고, 남자 환자가 여자 환자보

다 약 3배정도 많았다. 활동 정도는 모든 환자가 Eastern Coo-
perative Oncology Group(ECOG) 0 또는 1로 좋은 상태였

고, 29명의 환자가 4기의 병기로 진단을 받았다. 또한 근치적 

방사선 치료 군과 수술 후 보조적 방사선 치료 군으로 나누어 

연령, T 병기, N 병기, 종합 병기, 종양 크기, 림프절 촉진 여부, 

림프절의 최대 크기, 병리 소견, 분화도 그리고 방사선 치료 방

법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Table 1).

9명의 환자에서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4명은 편도 절제술과 

경부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하였고, 4명은 국소절제술을 시행

하였다. 나머지 1명은 편도 절제술만 시행하였다. 

2007년 7월까지 28명의 환자는 전통적인 방사선 치료를 시

행하였다. 상부 경부는 양쪽에서 2개의 조사야를 이용하여 방

사선을 조사하였고, 하부 경부는 앞쪽에서 1개의 조사야를 이

용하여 방사선을 조사하였다. 2007년 8월 이후에 치료 받은 

환자들은 3차원 입체 조형 치료 기법을 이용하여 병소 중심으

로 치료를 시행하였다. 두 치료 군에서는 치료방법에 따른 차

이를 보였는데, 근치적 방사선 치료군은 주로 전통적 방사선 치

료를 시행하였고, 수술 후 보조적 방사선 치료군은 1명을 제외

하고는 입체 조형 치료 기법을 사용하였다. 근치적 방사선 치

료 군에서는 적게는 60 Gy에서 많게는 76.8 Gy까지 조사하였

고, 중앙값은 66 Gy이었다. 수술 후 보조적 방사선 치료 군은 

54 Gy에서 66 Gy까지 조사하였으며, 중앙값은 60 Gy이었다.

분석한 환자들은 4개월에서 많게는 260개월까지 경과 관찰

을 하였다. 방사선 치료 중에는 신체 검진 및 혈액 검사를 일주

일에 1회 시행하였고, 방사선 치료 종료 후에는 질병의 진행, 재

발 그리고 원격 전이 여부에 관하여 병원을 방문 할 때 마다 

조사하였다. 방사선 치료 종료 시점부터 사망한 시점 및 재발 

Table 1. Patient characteristics(n=47)

Characteristics Total(%) Definitive Adjuvant p-value
Age(median 59) 34-80 0.368

＜60 25(53.2) 19 6
≥60 22(46.8) 19 3

Gender 0.148
Male 35(74.5) 30 5
Female 12(25.5) 8 4

ECOG 0.106
0 31(66.0) 23 8
1 16(34.0) 15 1

T stage 0.566
T0, T1, T2 30(63.8) 25 5
T3, T4 17(36.2) 13 4

N stage 0.559
N0, N1 22(46.8) 17 5
N2, N3 25(53.2) 21 4

Stage 0.733
I, II, III 18(38.3) 15 3
IV 29(61.7) 23 6

Tumor size(cm) 0.741
＜2 12(25.5) 9 3
2-4 30(63.8) 25 5
＞4 3( 6.4) 2 1
Unknown 2( 4.3) 2 0

Palpable LN 0.800
(-) 35(74.5) 28 7
(+) 12(25.5) 10 2

LN size(cm) 0.802
＜3 14(29.8) 12 2
≥3 18(38.3) 17 1
Unknown 15(31.9) 9 6

Pathology 0.002
SqCC 41(87.2) 36 5
Others 6(12.8) 2 4

Differentiation 0.375
Well 5(10.6) 5 0
Moderate 19(40.4) 14 5
Poorly 5(10.6) 5 0
Unknown 18(38.3) 14 4

Radiotherapy modality 0.002
Conventional 28 27 1
Conformal 19 11 8

ECOG : Eastern Cooperative Oncology Group, LN : Lymph node, 
SqCC : Squamous cell carcin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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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원격 전이가 있었던 시점까지를 기준으로 생존 기간 및 

무재발 생존 기간을 측정하였다.

두 치료 군의 환자 특성에서의 차이를 알아보는 방법은 카

이 제곱 검정(Chi-square test)과 피셔의 정확한 검정(Fisher’s 

exact test)을 이용하였고, 생존율과 국소 지역적 무재발 생존

율(Locoregional recurrence free survival rates)은 카플란-

마이어 법(Kaplan-Meier method)을 이용하였다. 생존율과 여

러 요소들에 대한 단변량 분석은 log-rank test를 이용 하였

다. 다변량 분석은 적은 환자수로 인하여 시행하지 못하였다. 

0.05 이하의 p값을 보이는 경우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

로 고려하기로 하였다. 통계적 분석은 IBM SPSS 버전 20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시행하였다.

결      과

전체 환자의 2년 생존율은 78.7%, 5년 생존율은 59.9%였으

며, 2년 국소 지역적 무재발 생존율은 82.3% 그리고 5년 국소 

지역적 무재발 생존율은 72.9%였다(Fig. 1). 근치적 방사선 치

료 군과 수술 후 보조적 방사선 치료 군의 5년 생존율은 각각 

54.4%와 87.5%, 국소 지역적 무재발 생존율은 각각 70.7%와 

87.5%로 차이가 있어 보였지만, 통계적으로는 두 치료 군간의 

차이는 없었다(Fig. 2).

치료 실패한 환자는 총 15명(31.9%) 이었으며, 그 중에서 10

명(21.3%)이 국소 지역적 재발을 하였으며, 1명(2.1%)에서는 지

속적으로 병이 남아있었다. 국소 지역적 재발에 포함되지 않는 

원격 전이는 4명(8.5%)의 환자에서 발생하였다. 

생존과 여러 요소들 사이의 분석은 표에 잘 정리되어 있다

(Table 2). 수술 후 보조적 방사선 치료 군의 적은 표본수로 

인하여, 예후인자 분석은 근치적 방사선 치료 군에서만 단변

량 분석을 시행하였다. 전체 생존율 측면에서 N0와 N1 병기

에서 5년 생존율 80.5%로 진행된 N 병기에서 보다 생존율이 

더 좋았으며(p=0.01), 전체 병기에서 역시 3기 이하의 병기에서 

4기의 병기보다는 생존율이 더 높은 결과를 보였고(p=0.05), 

좋은 분화도를 가진 경우에 더 높은 생존율을 보였으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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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urvival curves. A : Five year overall survival rate was 59.9%. 
B : Five year locoregional recurrence free survival rate was 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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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ifference of survival between definitive radiotherapy and 
postoperative adjuvant radiotherapy. A : Five year overall surviv-
al rate in definitive radiotherapy group was lower than that in 
adjuvant radiotherapy group. B : Five year locoregional recurrence 
free survival rate in definitive radiotherapy group was lower than 
that in adjuvant radiotherapy group. Both A and B were not sig-
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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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 이것들은 모두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는 결과를 보였다. 

국소 지역적 무재발 생존율과 관련하여 T2 이하의 병기에서 

T3 이상의 병기보다 생존율이 더 높았으며(p=0.002), 좋은 분

화도를 가진 경우에 더 높은 생존율을 보였다(p=0.043). 이것

들을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연령, 종양 크기, 림프절 촉진 여

부, 림프절의 크기, 병리 소견, 방사선 치료 방법)은 통계학적으

로 의미가 없었다.

총 26명의 환자에게서 급성 부작용이 나타났으며, 이 중 25

명은 1도 또는 2도의 입마름과 점막염으로 심하지 않은 부작

용이었으나 1명의 환자는 3도의 점막염으로 인해 식이에 문제

가 있어 치료 중에 위루형성술을 시행하여 위루를 통한 식이

를 시행하였다. 후기 부작용으로 치료 종료 후에 입마름이 지

속된 환자는 23명이었고, 모두 1도 정도로 특별한 치료 없이 생

활할 수 있었다. 전통적 치료를 받은 28명중 급성 부작용이 17

명(60.7%), 후기 부작용이 16명(57.1%)에서 나타났고, 입체 조

형 치료를 받은 19명중에서 급성 부작용이 9명(47.3%), 후기 

부작용이 7명(36.8%)에서 나타났으나 교차 분석 상 통계학적

으로는 의미가 없는 차이를 보였다(p=0.366).

고      찰

구인두 암에 대한 이전의 여러 연구들에서 보면 치료 성적 

및 부작용, 예후 인자에 대하여 조사한 연구들이 있다. 

치료 성적의 측면에서 보면, Psychogios 등은 1980년부터 

2007년까지의 초기 구인두 암 환자 266명을 대상으로 3차원 

입체 조형 치료를 이용하여 수술 후 보조적 방사선 치료를 시

행하였고, 5년 전체 생존율 67.6%, 국소 제어율 93.3%, 지역적 

제어율 96.2%의 결과를 보였다. 국소 재발은 20명(7.5%) 지역

적 재발은 10명(3.8%)에서 발생하였다.7) Krstevka 등은 2005

년부터 2010년까지의 진행된 구인두 암을 진단 받은 65명의 환

자를 대상으로 Cisplatin을 기반으로 하는 동시 항암 화학 방

사선 치료를 시행한 결과를 발표 하였다. 방사선 치료는 3차원 

입체 조형치료를 이용하였고, 최대 70 Gy까지 조사하였다. 완

전 관해를 보인 환자는 47명(72.3%), 국소 지역적 재발이 치료 

실패의 가장 주된 원인으로 19명에서 발생하였다. 2년 국소 지

역적 무재발 생존율은 41.7%, 전체 생존율은 49.7%였다.8) Agar-
wal 등은 1990년부터 2004년까지 방사선 치료를 시행한 627

명을 대상으로 후향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단독 방사선 치료

와 항암 화학 방사선 치료 모두 포함하여 연구를 시행하였고, 

방사선 치료는 전통적인 방사선 치료를 이용하였다. 육안적 병

변이 있는 영역은 66~70 Gy, 위험도가 있는 경부 림프절 영역

은 50 Gy를 조사하였고, 일부의 초기 병기에서는 60~66 Gy

를 조사하였다. 3년 국소 지역적 무재발 생존율은 40.6%, 전

체 생존율은 36.1%의 결과를 보였으며, 병기 별 3년 무병 생존

율은 1기에서 80.3%, 2기에서 65.8%, 3기에서 46.1% 그리고 4

기에서는 25.2%의 결과를 보였다. 총 124명(19.8%)의 환자에

서 재발이 있었으며,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발 유형은 110명에

서 발생한 국소 지역적 재발이었다.9) Tomita 등은 1993년부터 

2008년까지 3차원 입체조형치료를 시행한 141명의 구인두 암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5년 국소 지역 제어율은 

72.7%, 무 진행 생존율은 66%였으며, 42명(30%)에서 재발이 

되었는데 그 중 34명은 국소 지역적 재발이었고, 8명은 원격 전

이를 보였다.10)

상기 연구들의 경우에 치료 성적이 좋은 연구의 경우는 초

기 병기의 환자가 대상이었고, 상대적으로 치료 성적이 나쁜 

연구는 진행된 병기의 환자가 대상이었으며, 병기에 상관없이 

Table 2. Univariate analysis for prognostic factors in definitive ra-
diotherapy

Characteristics 5-yr OS
(%)

p-value 5-yr LRFS
(%)

p-value

Age 0.126 0.788
＜60 59.4 72.4
≥60 49.7 68.4

T stage 0.158 0.002
T0, T1, T2 62.6 85.6
T3, T4 38.5 42.0

N stage 0.010 0.055
N0, N1 80.5 84.8
N2, N3 35.1 58.9

Stage 0.050 0.135
I, II, III 77.5 82.1
IV 40.1 62.8

Tumor size(cm) 0.573 0.576
＜2 58.3 44.4
2-4 50.2 73.7
＞4 100.0 100.0
Unknown 50.0 50.0

Palpable LN 0.973 0.828
(-) 57.1 69.8
(+) 48.0 70.0

LN size(cm) 0.239 0.123
＜3 75.0 100.0
≥3 28.6 57.1
Unknown 55.3 64.4

Pathology 0.543 0.391
SqCC 51.5 68.8
Others 100.0 100.0

Differentiation 0.001 0.043
Well 80.0 100.0
Moderate 61.2 70.1
Poorly 0.00 26.7
Unknown 56.1 78.6

Radiotherapy modality 0.102 0.106
Conventional 47.6 43.5
Conformal 81.8 81.8

OS : Overall survival, LRFS : Locoregional recurrence free surviv-
al, LN : Lymph node, SqCC : Squamous cell carcin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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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진행하는 경우는 중간 정도의 치료 성적을 볼 수 있었

다. 상기 연구들과 본 연구는 동일한 조건들은 아니지만 각각

의 연구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모두 존재하며, 각각의 연구

에서의 차이점들을 고려하였을 때, (예를 들면 환자 표본의 수

의 차이, 환자 대상의 병기 차이, 방사선 치료 방법의 차이, 항

암 치료의 여부, 수술 여부 등) 국소 지역적 무재발율이나 국

소 지역적 제어율 등을 통한 치료성적은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

각된다. 그리고 20%에서 30%정도의 재발율도 본 연구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수준이었고, 주된 재발 유형이 국소 지역적 재

발이라는 것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의 다른 관점은 예후인자를 알아보는 것이다. 상기 

연구들에서도 예후인자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Psycho-
gios 등은 수술 후 방사선 치료를 시행한 환자의 예후 인자를 

조사하였다. 무병 생존율에 대한 다변량 분석에서 T 병기(T1 

vs. T2 : OR 2.49, 95% CI 1.24-4.97 ; p=0.01)와 종양의 깊이

(≤5 mm vs. ＞5 mm : OR 2.88, 95% CI 1.06-7.87 ; p=0.04)가 

의미 있는 결과를 보였고, 전체 생존율에 대한 다변량 분석에

서도 T 병기(T1 vs. T2 : OR 1.39, 95% CI 0.999-1.928 ; p= 

0.05)와 종양의 깊이 (≤5 mm vs. ＞5 mm : OR 1.83, 95% CI 

1.032-3.233 ; p=0.039)가 의미 있는 결과를 보였다.7) Krstevka 

등의 연구에서도 예후 인자에 대한 연구를 동시에 시행하였으

며, 국소 지역적 무재발 생존율과 연관된 단변량 분석에서 활

동도(p=0.0004), 흡연(p=0.0475), 음주(p=0.0094), T 병기(p= 

0.0451), N 병기(p＜0.0001), 전체 병기(p＜0.0001)와 혈색소 

수치(p＜0.0001)가 의미 있었으며, 다변량 분석에서는 전체 병

기(IV vs. III : HR 9.91, 95% CI 2.16-45.42 ; p=0.003)와 혈

색소 수치(≤12.5 g/dL vs. ＞12.5 g/dL : HR 0.24, 95% CI 0.10- 

0.57 ; p=0.001)가 예후 인자로 나왔다. 혈색소 수치는 전체 

생존율(≤12.5 g/dL vs. ＞12.5 g/dL : HR 0.24, 95% CI 0.10- 

0.60 ; p=0.002)에 대해서도 예후인자였다.8) Agarwal 등의 연

구에서는 3년 국소 지역적 제어율을 통한 단변량 분석에서 흡

연(p=0.03), Karnofsky Performance Status(KPS)(p=0.002), 

T병기(p=0.001), N 병기(p＜0.001), 전체 병기(p＜0.001), 총 방

사선량(p=0.005), 그리고 치료기간(p=0.01)이 의미 있는 인자

로 분석되었으며, 다변량 분석에서 흡연자(HR 1.45, 95% CI 

1.06-1.99 ; p=0.022), KPS 80 미만의 환자(HR 1.29, 95% CI 

1.002-1.67 ; p=0.049), N2-3 병기(HR 1.71, 95% CI 1.34-2.12 ; 

p＜0.001), 66 Gy 미만의 방사선량(HR 1.52, 95% CI 1.14-2.02 ; 

p=0.004)과 50일 초과하는 치료기간(HR 1.32, 95% CI 1.02- 

1.66 ; p=0.033)이 국소 지역적 재발에 대해 나쁜 예후를 의미

하는 결과를 보였다.9) Tomita 등의 연구에서는 국소 지역적 제

어율에 대한 단변량 분석에서 ECOG(p=0.038), 종양 위치(p= 

0.014), T 병기(p=0.008)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보였으며, 다변

량 분석에서는 의미 있는 예후인자는 없었다. 전체 생존율에 

관한 단변량 분석에서는 연령(p=0.0003), ECOG(p＜0.0001), 

종양 위치(p=0.021), T 병기(p＜0.0001) 그리고 혈색소 수치(p= 

0.0024)가 의미 있는 인자였으며, 다변량 분석에서는 연령(HR 

0.36, 95% CI 0.18-0.72 ; p=0.004)과 T 병기(HR 0.26, 95% 

CI 0.13-0.56 ; p=0.0005)가 예후 인자로 의미 있었다.10) Ogue-
jiofor 등의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구인두 암으로 진단받은 

21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는 국소 지역적 제

어율에 따른 다변량 분석에서 T 병기가 낮을수록(p=0.007), 

그리고 p16검사에서 양성인 경우(p=0.001)가 의미 있게 더 나

은 결과를 보였으며, 재발율에 따른 다변량 분석에서는 분화

도가 좋을수록(p=0.004), 치료 전 혈색소 수치가 높을수록(p= 

0.001), 그리고 p16검사에서 양성인 경우(p＜0.0001)에 의미 있

게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었다.11)

본 연구에서 부족한 부분은 수술 후 보조적 방사선 치료 환

자 군이 많지 않아 근치적 방사선 치료 군에서만 예후인자를 

조사 하였고, 그 수가 많지 않아 다변량 분석이 힘들었다는 것이

다. 또한 방사선 치료 기법에 따른 결과나 부작용이 차이가 날 

수도 있을것이라 예상하고 분석해 보았으나, 결과와 부작용 

측면 모두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국소 지역

적 재발율에 대하여 N 병기와 전체 병기가 예후인자가 될 수 있

다는 점과 전체 생존율에서 T 병기가 예후인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 결과와 특별히 차이가 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 

특별하게 생각할 점은 분화도가 생존율의 예후 인자로서 의미

가 있을 수 있다는 것으로 연구의 제한점을 고려하더라도 참고

한 연구 결과들에서 재발율에 대하여 분화도가 예후인자가 될 

수 있다는 한 연구의 결과 외에 분화도와 생존율에 대한 연구 

결과는 없던 것으로 보아 향후 더 많은 환자수로 연구를 진행하

면 더 향상된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의 구인두 암 방사선 치료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TP53, p16 그리고 HPV DNA 등을 알아보는 검사를 시행하

고, 이것의 양성반응이 방사선 치료 또는 동시 항암 화학 방

사선 치료 시 좋은 예후 인자라는 결과를 보이는 각종 연구들

이 있으며,11-14) 양성자 방출 단층 촬영(PET-CT) 영상을 통한 

섭취 증가된 종양의 용적이 방사선 치료를 시행한 구인두 암

의 예후인자가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15,16) 또한 최신의 

방사선 치료 기법인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가 구인두 암의 치

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들이 시행되었는데,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 계획 시 계획용 단층촬영(CT) 영상에 

표시한 원발성 종양의 용적이 생존율(p=0.0003), 재발(p＜ 

0.001), 전이(p=0.0008)의 예후인자가 될 수 있다는 연구,17) 3

차원 입체 조형치료와의 비교를 통해 방사선 치료로 인한 각

종 부작용들(예를 들면, 입마름, 피부염, 식이장애에 따른 위루

형성술 시행)이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 시행 시 더 감소한다는 

연구들이 발표 되고 있다.18-20)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본원에

서도 이전에는 시행하지 않았던 HPV 검출에 대한 병리 검사, 

PET-CT 검사가 2000년대 후반에는 시행이 되었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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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하였으며, 이 인자들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

였으나, 표본수가 너무 한정적이어서 분석을 시도하지 못하였

다. 또한 2010년까지의 결과를 분석한 것은 그 이후로 본원에

서도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 이전의 방식에 대한 결과를 알아보기 위함이었

다. 향후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 수가 증가 되면 

발전된 연구를 통해 현재의 치료 부작용에 대한 연구뿐만 아

니라 치료 성적에 대한 분석도 가능할 것이다. 

결      론

이 연구는 적은 표본 수와 불충분한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시행된 후향적 연구라는 것이 제한점이다. 이러한 점에도 불구

하고, 근치적 방사선 치료와 수술 후 방사선 치료를 분석한 결

과, 치료 성적 측면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근치적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에 N 병기, 전

체 병기 그리고 분화도가 전체 생존율의 예후 인자가 될 수 있

고, T 병기와 분화도가 국소 지역적 재발의 예측 인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향후에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최신 치료 기법

을 사용한 표본들을 이용하여, 치료의 효용성 및 새롭게 떠오르

는 예후인자들에 대한 발전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심 단어 : 구인두 신생물 ·방사선 치료 ·예후 ·치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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