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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두경부암은 전세계적으로는 해마다 500,000명의 환자가 

발생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한 해 약 2,000명의 환자가 발

생하고 있다.1,2) 국소진행성 두경부암의 치료는 경험 있는 전

문의들의 다학제적 접근이 권유되고 있으며, 절제 불가능하

거나 또는 장기보존이 필요한 국소진행성 두경부암의 치료

로는 일반적으로 항암방사선 동시치료가 표준요법으로 시행

되고 있다.3) 또한 수술적 절제를 시행한 두경부암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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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Concurrent chemoradiotherapy(CCRT) with 3 weekly cisplatin is the standard treatment of lo-
cally advanced head and neck cancer(HNC). The aim is to evaluate the efficacy and toxicities of low-dose week-
ly cisplatin-based CCRT, which was devised to reduce the toxicity of CCRT. Method：We retrospectively ana-
lyzed HNC patients who received low-dose weekly cisplatin-based CCRT between 2008 and 2010. Cisplatin 
35mg/m2 was weekly given to all patients during radiotherapy. The efficacy was evaluated by the degree of 
clinical response, treatment failure and survival. The toxicity was evaluated by hematologic toxicities and oral 
mucositis. Results：A total of 27 patients were analyzed and median age was 59(range 31-81). The ratio of 
administered dose of radiotherapy and cisplatin to planned dose were 0.98 and 0.93, respectively. Complete re-
mission and partial remission were 73% and 23%, respectively. Treatment failure was observed in 8(30%) pa-
tients. 1-year survival rate and 1-year disease free survival rate were 82% and 59%, respectively. Overall surviv-
al and progression-free survival did not reach median time. Grade 3/4 anemia, neutropenia, thrombocytopenia 
and oral mucositis were observed in 11%, 19%, 7% and 32% of patients, respectively. In terms of administered 
cycles, however, only 1-3% of grade 3/4 hematologic toxicities occurred among total 190 cycles. Severe oral 
mucositis were statistically associated with old age(p=0.003). Treatment failure had no statistical relation with 
age, pathology, primary site and stage. Conclusion：Low-dose weekly cisplatin-based CCRT seemed to deliv-
er enough dose of cisplatin and to show low drop-out rate and good efficacy with low hematologic toxi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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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수술 후 병기결과에서 림프절의 피막외 침범, 양성 절제 

경계면 및 N2 또는 N3 림프절 침범 등의 고위험 요인이 존

재하면 항암방사선 동시치료를 권고하고 있다.4) 현재 항암방

사선 동시치료에서 표준으로 시행되는 항암제는 cisplatin이

며, 방사선치료 기간 중 3주 간격으로 고용량(100mg/m2)의 

cisplatin의 투여가 권장되고 있다.5) Cisplatin은 대표적인 

백금제 항암제로 신독성, 이독성 및 신경독성의 부작용이 있

으며, 이러한 부작용은 용량에 의존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

다.6) 따라서 고령이거나 경구섭취가 어렵거나 전신상태가 불

량한 환자들의 경우 고용량 cisplatin 3주 요법을 시행하기

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본 연구는 저용량 cisplatin 매

주 요법의 항암방사선 동시치료의 독성 및 효능을 평가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자료 및 방법

1. 대상 환자

단일기관에서 2008년 1월부터 2010년 12월 사이에 조직

학적 또는 세포학적 진단으로 확진된 두경부암 환자들 중 

저용량 cisplatin 기반 매주 요법의 항암방사선 동시치료를 

시행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후향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모든 환자는 CT, MRI 및 PET 등의 영상학적 검사를 통해 

절제가능한 두경부암 환자 또는 절제 불가능하지만 원격 전

이가 없는 국소진행성 두경부암 환자임을 확인하였다. 절제

가능한 두경부암 환자는 수술 후 병기 결과에서 고위험군

으로 판정이 된 경우 수술 후 항암방사선 동시치료를 시행

하였다. 저용량 cisplatin 기반 매주 요법의 항암방사선 동

시치료에는 결정적(definitive) 동시치료 또는 수술 후 보조

적 요법(adjuvant treatment)이 포함되었으며, 선행적 요법

(neoadjuvant treatment)으로 시행된 경우는 제외되었다. 또

한 초치료 실패 후 구제요법으로 시행된 경우도 제외하였다. 

두경부암의 원발 위치(primary site)는 구강(oral cavity), 

후두(larynx), 구인두(oropharynx), 하인두(hypopharynx), 

부비동(sinus) 및 비인두(nasopharynx) 등을 포함하였다.

2. 치  료

치료의 방법은 이비인후과, 혈액종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및 병리과 전문의로 구성된 다학제적 

두경부 종양 위원회를 통해 결정되었다. 절제가능한 두경부

암의 경우 수술적 절제를 시행하였으며, 병리 결과에 따라 

림프절의 피막외 침범, 절제면 양성, 원발부위가 pT3 또는 

pT4인 경우, N2 또는 N3의 림프절 전이, level IV 또는 V의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항암방

사선 동시치료를 시행하였다. 절제 불가능한 국소진행성 두

경암은 임상적으로 cT3-T4b 그리고/또는 국소 림프절 침범

(cN1-N3)인 경우로 정의하였으며, 절제 불가능한 국소진행

성 두경부암으로 진단된 경우 결정적 항암방사선 동시치료를 

시행하였다. 비인두암의 경우 결정적 항암방사선 동시치료 후 

보조적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였다. 치료 종료 2~3개월 후 

종양반응평가에서 잔존종양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다학제

적 두경부 종양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구제 수술(salvage 

surgery)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모든 결정적 및 보조적 항암방사선 동시치료

는 저용량 cisplatin 매주 요법을 기반으로 하였다. Cisplatin

은 매주 35mg/m2으로 15분간 투여하였으며, 방사선치료 

기간 중에만 시행하였다. 투여 횟수는 방사선치료 기간에 따

라 7회 또는 8회가 시행하였다. Cisplatin의 투여는 절대 호

중구 수가 1,500/mL 미만이거나 혈소판 수가 75,000/mL

미만인 경우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연기하거나 생략하였으

며, 회복 정도에 따라 중도에 종료되었다. 방사선치료는 주 

5일 일일 조사량 180cGy로 하여 총 39회(7,020cGy) 투여

하였다. 7개의 빔(beam)을 사용하여 치료하였고, 육안적 종

양체적(gross tumor volume)에는 7,020cGy/39회가 시행

되었으며, 고위험 임상 표적체적(high risk clinical target 

volume)에는 5,940cGy/33회, 저위험 임상 표적체적(low 

risk clinical target volume)에는 4,500~5,040cGy/25~ 

28회가 조사되었다. 고위험 임상 표적체적에는 육안적 종양

체적에 5mm의 경계를 두였으며, 고위험 림프절도 조사범위

에 포함시켰으며, 저위험 임상 표적체적에는 나머지 림프절 영

역을 포함시켰다.

3. 임상평가 항목

치료 강도(treatment intensity)에 대한 평가는 계획된 방

사선량 및 항암화학요법의 용량, 횟수에 대해 실제 조사된 

방사선량 및 투여된 항암화학요법의 용량, 횟수의 비율로 평

가하였다. 아울러 실제 투여된 항암화학요법 주기(cycle) 중 

용량감량이 이루어진 주기의 횟수 및 지연 투여되었던 주기의 

횟수도 조사하였다. 

치료에 대한 종양반응은 신체검진, 이비인후 내시경 및 경

부 CT를 이용하여 Response Evaluation Criteria in Solid 

Tumors(RECIST) 1.1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경부 CT는 

치료 종료 후 4에서 6주 사이에 시행되었으며, FDG-PET은 

10~14주 사이에 시행되었다. 종양 반응율(response rate)

은 완전 관해(complete remission) 및 부분 관해(partial 

remission)의 합으로 정의하였다. 치료 실패(treatment fail-
ure)는 항암방사선 동시치료 후 질환의 재발, 진행 및 원격 

전이로 진단된 경우로 정의하였다. 추적경과관찰을 위해 매

달 신체검진 및 이비인후 내시경을 시행하였고, 치료 종료 후 

2년까지는 매 3개월마다 경부 CT를 시행되었다. 종료 3년부

터는 1년에 2회 경부 CT를 시행하였다. 



- 49 -

생존기간은 중앙 추적경과관찰기간(median follow-up 

time), 중앙 생존기간(median overall survival time) 및 

중앙 무병생존기간(median disease-free survival time)

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중앙 추적경과관찰기간은 진단

일로부터 마지막 추적경과가 확인된 날로, 중앙 생존기간은 

치료시작일부터 사망일 또는 생존이 확인된 마지막 시기로, 

그리고 중앙 무병생존기간은 치료시작일부터 신체검진 또는 

영상학적 방법으로 질환의 재발 또는 진행이 확진된 일로 정

의하였다. 

치료독성은 Common Terminology Criteria for Adverse 

Events(CTCAE) 제 3판을 사용하여 평가하였으며, 혈액학

적 독성 및 구강내 점막염을 평가하였다. 독성의 grade에서 

grade 1, 2는 경증 독성으로 grade 3, 4는 중증 독성으로 

정의하였다. 

4. 통  계

임상학적 항목 중, 연령(＜60세 및 ≥60세), 종양의 위치 등

의 명목변수는 Chi-Square 법 또는 Fisher’s exact test 

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생존기간은 Kaplan-Meier 법을 

통해 측정하였다. 통계적 분석은 SPSS(17.0 버전, Chicago, 

IL)를 이용하여 시행하였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기관의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되었다

(IRB No. 20110302/06-2011-29-105).

결      과

1. 기본 사항

2008년 1월부터 2010년 12월 사이에 두경부암으로 진단

된 환자들은 총 107명이었다. 이들 중 대상기준에 적합하고, 

저용량 cisplatin 기반 매주 요법의 항암방사선 동시치료를 

시행 받은 환자들은 총 27명이었다. 27명 환자들의 기본적인 

임상적 특징은 Table 1과 같다. 주로 남성 환자가 포함되었으

며, 연령의 중앙값은 59세(범위 31~81)였다. 비인두암은 5명

(19%)이 포함되었다. 85% 환자는 결정적 항암방사선 동시치

Table 1. Basic characteristics of all patients

Characteristics No. of patients %

Gender M 01 4%
F 26 96%

Age Median 59(31-81)

Pathology Squamous cell carcinoma 20 74%
Undifferentiated carcinoma 05 19%
Poorly differentiated carcinoma 02 07%

Sites Oral cavity 02 07%
Oropharynx 08 30%
Nasopharynx 05 19%
Hypopharynx 04 15%
Larynx 06 22%
Paranasal sinuses 02 07%

Stage II 02 07%
III 08 30%
IVA 16 59%
IVB 01 04%

Treatment Adjuvant 04 15%
Definitive 23 85%

Surgery No surgery 21 78%
Primary 04 15%
Salvage 02 07%

Table 2. Treatment intensities of radiotherapy and chemotherapy

Modalities Dose(or cycles) Ratio

Radiotherapy Mean planned dose 6,887±348cGy
0.98

Mean administered dose 6,764±467cGy
Chemotherapy Mean planned number of cycles 07.19±0.68

0.98
Mean administered number of cycles 07.04±0.85
Mean planned cumulative dose 0.253±27mg

0.93
Mean administered cumulative dose 0.237±42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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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시행 받았으며 2명(7%)의 환자가 구제 수술을 받았다.

2. 치료 강도 

방사선 치료 및 항암화학요법의 치료 강도는 Table 2에서

와 같다. 방사선 조사량, cisplatin의 투여 횟수 및 누적용

량(cumulative dose)은 모두 계획된 치료량과 비교하여 볼 

때 90% 이상 시행되었다. 전체 투여 주기인 190회에서 용량 

감량이 이루어진 주기는 39회(21%)였으며, 독성 등으로 인해 

치료가 지연된 주기는 전체의 10%였다(Table 3). 

3. 임상적 치료 효과

치료의 임상적 효과는 Table 4에서와 같다. 평가 가능한 

환자들 중 완전 관해는 73%였으며, 종양 반응율은 96%였

다. 이번 연구에서 중앙 추적경과관찰 기간은 15.8개월(95% 

C.I. 9.0-22.5)이었다. 이 기간 중 사망은 3명(11%)에서 관찰

되었으며, 8명(30%)의 환자에서 치료 실패가 관찰되었다. 1년 

생존율 및 무병생존율은 각각 82%와 59%였다. 중앙 생존기

간, 중앙 무진행 생존기간은 모두 중앙값에 도달하지 않았다.

4. 치료 독성

Table 5는 항암방사선 동시치료 중 발생한 혈액학적 독

성 및 구강내 점막염에 대한 표로 빈혈 및 구강내 점막염은 

모든 환자에서 grade 1 이상의 독성이 관찰되었다. 하지만, 

grade 3/4의 중증 독성은 7%/19%의 환자에서 관찰되었

다. 본 연구는 cisplatin 매주 요법이므로 이를 각 주기별로 

혈액학적 독성으로 평가를 하면, 전체 주기의 62%에서만 

빈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grade 3/4 이상의 혈

액학적 독성은 전체 주기의 1~3%로 비교적 드물게 발생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치료 독성 및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임상적 요인분석

Table 6은 연령, 병리, 원발 위치 및 병기에 따른 혈액학적 

독성 및 구강내 점막염의 중증도를 비교한 표이다. 중성백

혈구 감소증 및 혈소판 감소증과 통계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Table 3. Cycles of reduced dose and delayed administration

Factors Cycles Proportion
(%)

Total number of cycles of cisplatin 190
Number of cycles of reduced dose 039 21%
Number of cycles of delayed administration 019 10%

Table 4. Treatment outcomes

Clinical factors No. of patients %

Response rate* Complete remission 16 73%
Partial remission 05 23%
Stable disease 00 00%
Progressive disease 01 04%

Death and treatment failure Death 03 11%
Treatment failure 08 30%

Survival mOS Not reached to median time
1-year SR 82%
mDFS Not reached to median time
1-year DFSR 59%

Patterns of treatment failure Local 03 11%
Regional 02 08%
Distant metastases 03 11%

* : 22 patients’ data are not available for response. mOS : median overall survival, SR : survival rate, mDFS: median disease-free 
survival, DFSR : disease-free survival rate

Table 5. Hematologic toxicities and oral mucositis 

Overall Grade 3/4
No. of patients % No. of patients %

Anemia 027 100% 3 11%
Neutropenia 013 048% 5 19%
Thrombocytopenia 015 056% 1 07%
Oral mucositis* 022 100% 7 32%

Overall Grade 3/4
No. of cycles % No. of cycles %

Anemia 117 062% 3 02%
Neutropenia 023 012% 5 03%
Thrombocytopenia 023 012% 1 01%

* : 22 patients’ data are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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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적 요인은 관찰되지 않았다. 구강내 점막염의 경우 연령

이 높을수록 중증의 독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이 발

생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3). 구강내 점막염에서 종양의 

위치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으나, 구인두암 및 하인두

암에서 많이 발생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치

료 실패에 영향을 미치는 임상적 요인을 평가하였다(Table 

7). 연령, 병리, 위치 및 병기 중 치료 실패와 연관되어 통계적

으로 의미 있는 임상적 요인은 관찰되지 않았다. 다만, 제 IVA 

및 IVB 병기의 경우 제 II, III 병기에 비해 치료 실패를 잘 

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p=0.087). 

고      찰

본 연구는 고용량 cisplatin 기반 3주 요법의 항암방사선 

동시치료를 대신하여 저용량 cisplatin 기반 매주 요법의 항

암방사선 동시치료를 시행하고 치료의 독성 및 효과를 평가

하기 위해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저용량 cisplatin 기반 매

주 요법의 항암방사선 동시치료는 비교적 적은 독성을 나타

내었으며, 계획 대비 90% 이상의 치료 강도를 유지하였고, 

좋은 임상적 효과를 나타내었다. 

아직까지 저용량 cisplatin 기반 매주 요법의 항암방사선 

동시치료의 효과 및 독성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

지 않은 상황이다. 메타분석에 따르면 국소진행성 두경부암

에서 항암방사선 동시치료는 방사선치료 단독에 비해 유의

한 생존을 향상을 나타내었다.7) 그러나 저용량 cisplatin 기

반 매주 요법의 항암방사선 동시치료와 방사선 치료 단독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생존의 향상을 보여

주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독성의 증가만 나타내었다.8) 하지만 

해당 연구에서 사용된 cisplatin의 용량은 매주 20mg/m2

이었으며, 치료 기간 중 누적 cisplatin 용량은 140mg/m2에 

Table 6. Toxicities according to clinical factors

Mucositis Neutropenia Thrombocytopenia
Gr
1/2

Gr
3/4 p Yes No p Yes No p

Age ＜60years old 10 0
0.003

06 08
0.568

08 6
0.863

≥60years old 05 7 07 06 07 6
Pathology SqCC 12 6

0.533
11 09

0.306
11 9

0.967UDCa 01 1 02 03 03 2
PDCa 02 0 00 02 01 1

Primary sites Oral cavity 02 0

0.097

01 01

0.395

01 1

0.189

Oropharynx 04 2 06 02 07 1
Nasopharynx 01 2 02 03 03 2
Hypopharynx 01 3 01 03 01 3
Larynx 05 0 03 03 03 3
Paranasal sinuses 02 0 00 02 00 2

Stage II, III 05 3
0.665

06 04
0.345

04 6
0.212

IVA, IVB 10 4 07 10 11 6
SqCC : squamous cell carcinoma, UDCa : undifferentiated carcinoma, PDCa : poorly differentiated carcinoma

Table 7. Treatment failure according to clinical factors

Clinical factors
Treatment failure

Yes No p-value
Age ＜60years 3 11

0.333
≥60 years 5 08

Pathology Squamous cell carcinoma 5 15
0.650Undifferentiated carcinoma 2 03

Poorly differentiated carcinoma 1 01
Sites Oral cavity 1 01

0.722

Oropharynx 2 06
Nasopharynx 2 03
Hypopharynx 2 02
Larynx 1 05
Paranasal sinuses 0 02

Stage II, III 1 09
0.087

IVA, IVB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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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하였다. 몇몇 연구에서 사용된 고용량 cisplatin 기반 3

주 요법의 경우 치료 기간 중 누적 cisplatin 용량은 300mg/ 

m2이다.5,9) 따라서 상기 연구들의 누적 cisplatin 용량은 일

반적으로 제시된 용량의 약 46%에 불과하며, 충분하지 않

은 용량이 투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 두경부암에서 

방사선 치료와 병합하는 효과적인 cisplatin 누적 용량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으나 최소한 누적 cisplatin 용량이 

200mg/m2은 넘어야 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10) 본 연구

에서는 치료 기간 중 누적 cisplatin의 용량은 약 250mg/

m2으로 계획되었으며, 실제 투여된 용량은 계획 대비 93% 

수준의 237mg/m2(±42)이었다. Hyperfrationated ac-
celereated radiotherapy를 이용한 연구이기는 하지만, 저

용량 cisplatin(40mg/m2) 기반 매주 요법을 시행했던 경우 

계획된 치료를 다 마친 환자의 비율은 14%였으며 중간 누적 

용량이 160mg/m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11) 이러한 점

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항암화학요법의 일정 

및 용량은 좋은 임상적 효과를 나타내기에 충분하다 할 수 

있다.

저용량 cisplatin 매주 요법의 효과에 대해서는 연구마다 

다양하지만 1년 내지 3년 생존율은 약 70%에서 80%에 달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무병생존율은 67%에서 85%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10-13) 본 연구에서 1년 생존율은 82%

로 다른 연구와 큰 차이는 없었으나 1년 무병생존율은 59%

로 다른 연구에 비해서는 낮게 관찰되었다. 이러한 점은 본 

연구가 중앙 추적경과관찰기간이 15.8개월로 짧은 것에 기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즉, 무병상태이지만 아직 추적경과관

찰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통계에 포함되지 못해 나타나는 소

견이며, 추적경과관찰기간이 길어지면 1년 무병생존율은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 중앙 생존기간 및 중앙 

무병생존기간은 모두 중앙치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저용량 cisplatin을 이용하기는 하였지만, paclitaxel까

지 병합하여 매주 요법의 항암방사선 동시치료를 시행한 경

우 61%에서 구강내 점막염이 관찰되었으며, 중증의 중성백

혈구 감소증은 8%로 보고되었다.14) 몇몇 연구에서 혈액학적 

독성은 37%에서 56%로 보고되고 있으며, 중증의 구강내 

점막염은 30%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8,10,12) 본 연구에서는 

빈혈 및 구강내 점막염은 모든 환자에서 경증 이상의 독성이 

관찰되었으나 중증의 혈액학적 독성은 7% 내지 19%, 구강내 

점막염은 32%로 다른 연구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고용량 

cisplatin 3주 요법의 경우 몇몇 전향적 연구에서 중증의 혈

액학적 독성은 42%에서 47%, 중증의 구강내 점막염은 43% 

내외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5,9) 이는 저용량 cisplatin 

기반 매주 요법에 대해 평가한 기존의 연구들 및 본 연구와 

비교할 볼 때 조금 높은 수준이나 고용량 cisplatin 기반 3

주 요법과 저용량 cisplatin 기반 매주 요법을 비교한 한 연

구에 따르면 저용량 cisplatin 기반 매주 요법에서 중증의 

구강내 점막염이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p= 

0.005).15) 따라서 고용량 cisplatin 기반 3주 요법과 저용량 

cisplatin 기반 매주 요법을 전향적으로 비교하는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혈액학적 독성과 연관

된 임상적 요인은 관찰되지 않았다(Table 6). 하지만, 구강

내 점막염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중증도에 있어 의미있는 

증가가 관찰되었으며(p=0.003), 원발 병소의 위치에 따른 

경향성이 관찰되었다(p=0097). 이러한 점은 지연 독성(late 

toxicity)에 대해 평가한 RTOG 연구와 비슷한데 이 연구에

서도 고령일수록, T 병기가 높을수록, 그리고 후두/하인두

가 원발 부위일 경우 지연 독성이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많

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6) 

메타연구에 따르면 항암방사선 동시치료는 방사선 치료 단

독에 비해 국소재발율을 감소시키고, 원격 전이도 감소시키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7) 본 연구에서 치료 실패는 30%에

서 관찰되었으며, 원격 전이는 11%에서 관찰되었다(Table 4). 

몇몇 고용량 cisplatin 3주 요법의 경우 원격 전이가 8%에서 

20%에서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비슷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5,9)

본 연구의 특징 중 하나는 여러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혈

액학적 독성의 평가에 있어서 치료 기간 중 혈액학적 독성

을 경험한 환자들의 비율을 분석하였을 뿐 아니라 전체 투

여된 주기를 기준으로 혈액학적 독성이 발생한 주기의 비율

을 분석한 점이다. 저용량 cisplatin 매주 요법은 한 환자에

서도 투여 주기에 따라 독성의 발생 유무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매주 요법은 독성이 발생한 환자 비율 외에 

전체 투여된 주기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것이 임상의사에게는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grade 3/4 이상의 중증의 혈액학적 독성을 경

험한 환자는 7%내지 19%에 달하나 이를 전체 주기로 보면 

1% 내지 3%로 관찰됨을 알 수 있다. 이는 독성의 평가에 있

어서 전체 주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음을 

제시하는 소견이다. 또 다른 특징은 실제 투여된 방사선 조

사량 및 cisplatin의 누적 용량을 계획된 조사량 및 누적 

용량과 비교하여 기술함으로 치료 강도에 대한 자료를 제시

한 점이다. 이는 치료 횟수 등을 기준으로 치료 종료의 비율

을 제시한 다른 연구들과는 차별되는 점이다.14)

본 연구는 후향적 연구로 선택에 따른 비뚤림(selection 

bias)을 내포하고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병원 전체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진단된 모든 환자를 수집하

고 대상 환자를 선별하여 선택에 의한 비뚤림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저용량 cisplatin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

이다. 비록 누적 용량에서 계획된 용량의 93%가 투여되었

으나 전체 주기 중 용량 감량이 이루어진 주기가 21%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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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점은 치료의 강도 유지라는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점

이다. 본 연구에서 발생 위치별로 살펴보면 구인두암이 30%

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나 비인두암 역시 19%를 차지

하고 있다. 비인두암은 다른 부분의 두경부암에 비해 항암

방사선 민감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와 같은 이

유로 최근에는 비인두암은 다른 두경부암과 분리하여 연구 

분석하려는 경향이 있다.16) 본 연구는 비인두암을 포함하여 

여러 다양한 위치의 두경부암이 분석되었으며, 다양한 두경

부암을 한꺼번에 분석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라 하겠다. 마

지막으로 본 연구는 현재 두경부암에서 항암방사선 동시치

료의 표준으로 사용되는 cisplatin 3주 요법과 직접적으로 

비교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저용량 cisplatin 기반 매주 요법의 항암방사선 동시치료

는 비교적 적은 독성으로 좋은 임상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며, 특히 고령, 불량한 전신상태 및 여러 기저질

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 고용량 cisplatin이 가지는 신독

성, 이독성 및 구토 등을 회피하면서 치료를 진행할 수 있는 

유용한 치료법이다. 향후 표준적인 고용량 cisplatin 기반 3

주 요법과 직접적으로 비교한 전향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중심 단어 : 두경부암 ·독성 ·항암방사선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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