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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목 : 3  장암  경우  후 보조  항암 학요법  

추가는 재   사망  감소시키나, 보조항암 학요법  효과를 

하  한 시작시 에 해 는 한 가이드라인이 시  

 없다. 다만 질병부담이  시 에 보조  항암 학요법  

시작하는 것이 리할 것이라는, 임상  합 가 근거에 하지 

않  채 도출 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과 에 ,   

후 회복과 에  암  이 가능 이 진 고,  후 합병증이나 

다른 동 질  등  자가 충분히 회복 지 않았  에 보조  

항암 학요법  행  항암   사망  험  증가시킬 

 있다. 라 , 우리나라 3  장암 자에    후 

보조  항암 학요법  시작시 가 사망 험에 미 는 향  

평가하고자 한다. 

연구 법: 울아산병원에  2003  이후 장암 3   

 고, 동일 에  보조  항암 학요법  행한 자들  

후향  트를 구축하 다. 트 입 간   목  

행   일  인덱스날짜  하고, 보조 항암 학요법  

시작하 지  시간  악하 다. 이후 국가암등 자료에 

연계  통계청 사망자료를 용하여 추 찰 종료일인 2011  

12월 31일 지 사망사건  생여부를 인하 다. 시간에 

른 사망  상 험  Cox 험회귀모 과 일 가법모  

용하여 산출하고, 산출  사망 험 곡   시간  

범주 하 다. 단일 에  산출  연구결과를 일 하  하여 

부스트랩 법  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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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2003  1월 3일부  2010  12월 31일  간  

   3  장암 자 3,196명  2,839명 

(88.8%)이 동일 에  보조항암 학요법  행하 다.  후 

보조  항암 학요법  시작일이 불분명하거나, 시간이 180일 

이상이거나,  후 4  진  경우를 외하여  2,638명  

연구 상  하 다. 연구 상자  90%가 보조  항암 학요법  

 후 19일에  46일 (  27일)에 시작하 고, 시간에 

른 사망 험 곡   J 태  인 었다. 즉,  후 

3~8주  간  보조항암 학요법  시작하는 경우 사망 험이 

사한 면, 시간이 2주 이내 또는 12주 이상일 경우 3  

이상 높아  각각 조 용군과 지연군  분 하 다.  후 

3~8주에 보조  항암 학요법  시작한 경우를  주요 

란변 들  보 한 사망  상 험도는 조 용군에  5.60 

(95% 신뢰구간, 2.63~11.94), 지연군에  4.10 (95% 신뢰구간, 

2.30~7.34)  하게 증가하 다.  

 

결 : 장암 3  자에    후 보조  항암 학요법  

지연뿐 아니라 조 용도 사망  험  증가시키는 것  

나타났고, 란변 를 보 한 이후에도 이러한  지 었다. 

라 , 향후 3  장암 자 진료 시 사망  생  하여 

  후 가  3~8주  시 에 보조  항암 학요법  

시작하도  료를 계획하는 택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주요어: 장암 3 ,  , 보조  항암 학요법, 사망, 

후향  트연구, 약 역학 

 

학번: 2005-30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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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경 

장암 (colorectal cancer)  양에  4번째  생 도가 

높고  번째  사망 이 높  질 이고 (Parkin et al. 2005; 

Jemal et al. 2011), 우리나라  경우 폐암 (상 사망분  21.7%), 

간암 (15.6%), 암 (13.9%)에 이어  번째  사망 이 높  

질  알  있다 (10.7%) ( 앙암등 본부 2012).  

장암 료에    (curative resection)  가장 

근본 인 료 , 종양  원 부 , 조직 침  도, 림프 이나 

원격 이  , 포  분 도 등에 라 료 이 다르다. 

이에 병 에 라 추가 인 료가 요구 다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1990;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1990; International 

Multicentre Pooled Analysis of Colon Cancer Trials (IMPACT) 

investigators 1995). 3  장암  경우  후 항암 학요법 

료를 지 않 면 재 이 50~60%가 나 항암 학요법  

용하면 재  30~40%  일  있 며, 결과  

생존  10% 도 향상 다는 이 여러 규모 작  

임상시험들  통해  인 었고 (Wolmark et al. 1988; Wolmark 

et al. 1993; Moertel et al. 1995; Wolmark et al. 1999; Porschen 

et al. 2001; Smith et al. 2004), 이에 재  낮추  해 

보조  항암 학요법  추가하는 것이  료  계  

NCCN (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가이드라인  

통해 권장 고 있다.  

었듯이 장암 자  료원  병 에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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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므  료 공   생존  병 에 해 상당부분이 

결 는데, 이  암  크 가 5mm 미만인 경우 장암 3  

분  가능 이 높다. 실  장암 자  약 50%에  

 시행할 당시 진단 지 않  이부 가 있어, 해당  

원래  목 과 다르게  행 지 않는다 (Sugarbaker 

1979; Fidler and Balch 1987). 특히 종양  일부만이 거 었  

경우 잔존하는 조직  크  하게 하지 않는 경우보다 

남아 있는 암조직  장이 진 는 것이 몇몇 동 실험  통하여 

인 었다 (Gunduz et al. 1979; Fisher et al. 1986).  

또한 암조직  거하  한 과 이 히  암 포가 

계를 통해 신  이동할 가능  높이는 것이 인 었다. 

즉, 종양   거는  암조직에  분 는 안지 스타틴 

(angiostatin) 농도를 감소시킬 뿐 아니라, 이후 회복단계에  

필 인  (angiogenesis)  진시키  하여 인 페  

(interferon α), 트롬보스폰  (thrombospondin-1, TSP-1) 

등  생 억 인자 (angiogenesis inhibitors)  농도가 

감소하게 는데, 이러한 경  계를 통해 다른 신체부  

이동  미 이암 포 (micrometastatic cell)  증식에 여할  

있다. 또한  인하여 높아진  안지 닌 (angiogenin), 

장인자 (transforming growth factor α,β), 염  

모 포 장인자 (basic fibroblast growth factor, bFGF), 

내피 장인자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VEGF) 

등  장인자 (growth factor)나 장 진인자 (growth-

stimulating factor) 등  작용  생 이 진 는데, 그  

인하여 암 포  증식에 직  여할  있다 (Folkman 

1990; Fidler and Ellis 1994; Zetter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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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료  사용 는 베 시쥬맙 (bevacizumab)  

내피 장인자 (VEPF) 억  종양 내 새 운  

택  억 시  항암효과가 며. 특히 주  경  

조 하는 생 억 인자를 병용 시 료효과가 상가  (additive) 

또는 상승  (synergistic)  증가 다 (Teicher et al. 1992; 

Teicher et al. 1994; Folkman 2002; Caceres and Gonzalez 

2003).  

이러한 근거들  탕 한 종합 인 결  장암 3  

자에  보조항암 학요법  료효과는  후 잔 하는 미 한 

이  암 (micrometastatic deposit)  거하여 암  재  

가능  감소시  결과  생존 이 개  것  지만, 

보조항암 학요법  효과를 하  한 시작시 에 해 는 

근거가 부족한 실 이다.   

항암 학요법  항암효과는 자  신체 내에  항암  , 

사, 약  이동 등과  자요인과 암 포   또는 

후생  (epigenetic) 변 에 인한 항암 에 한 약 내  

획득과  포요인에 해 결 는데 (Gottesman 2002), 

임상 경에  료가 실 하는 경우  상당 부분  항암 에 한 

약 내 과 있다. 약 내   생 학   다양하지만, 

Goldie-Coldman 가 이 가장 보편 인데, 이는 자연 인 자 

변이  장균 내 리 지 (bacteriophage) 내 이 출 하는 

상 (Luria and Delbruck 1943)  암 포에 용하여 암 포  

분열 횟  (즉, 종양  크 )  해당 종양  변이  (mutation 

rate)에 하여 항암  내 이 다 모 이다. 라 , 소 

108 개 이상  암 포 규모가 구 어야 임상  종양이 견 

가능함  고 할  종양 진단 시 이미 약  내  지닌 암 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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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할 이 매우 높  것  추 다 (Goldie and Coldman 

1979). 라  항암 학요법 시 이  다른 항암 를 소 

2가지 이상 동시에  차  여하는 복합 항암 학요법 

(combination chemotherapy)이 다양하게 시도 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장암 3  자에   후 보조  항암 학요법  

용시 에 해 권고  는 없지만, 가  질병부담이  

시 에 시 하게 시작한다면 그 효과가 욱 커질 것  

고 있다. 단   후 보조항암 학요법  효  

인하  해 1990 에 행  임상시험들   후 5~6주 

이내에 보조  항암 학요법  용하도  한  계 어 

있고 (Wolmark et al. 1993; Wolmark et al. 1998; Wolmark et al. 

1999), 이러한 통  근 지도 지 고 있다 (Berglund, et al. 

2008; Dahl et al. 2009).  

이미  후 한 른 시간 내에 보조  항암 학요법  

시행하여야 한다는 임상  합 가 범 하게 도출 어 있 므  

보조항암 학요법  용시 에 른 료결과를 하  한 

작  임상시험  계하는 것  실  어 우며, 장암 

자를 상  행  임상시험에  항암 학요법  시작시 가 

료결과에 향  미 는지를 추가  악한 경우 또한 매우 

드 다. 근에 보조  항암 학요법  시 가 재 이나 사망  

험  증가시키는 여부에 한 체계  고찰 (systematic review) 

결과  편이 었는데, 타분  (meta-analysis)에 포함  

 5개  작  임상시험  보조항암 학요법  지연이 재  

또는 사망 험  증가시킨다는 보고는 1개  연구에 불과하 고, 

나 지 4개  연구에 는 보조항암 학요법  시  료효과 

간   인하지 못하 다 (Guetz et al. 2010; Biagi et al. 

2011). 임상시험 별  연구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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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consistency of the association) 부족  결  

내리 에는 행  연구 가  작고 포함  암 자  원 장  

 병  분포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지연  보조항암 학요법  

하는 이  후 4주에  8주 지  그 범 가 매우 

다양하다.  

여  지연  보조항암 학요법에 한 다양한 조작  는 

별개  목  계  임상시험 자료를 용한 이차  분  

특  상 임상  합리 보다는 통계  편리 에 한 범주  결과  

생각  뿐 아니라, 임상시험에   후 보조  항암 학요법  

시작시 가 엄격하게 통 는 통  고  시 보조항암 학요법  

시 는 다분히 결과  어 보조항암 학요법  시  

료결과   란시킬 것  추 다. 사한 이  

ACCENT (Adjuvant Colon Cancer Endpoint) 연구진  임상시험 

데이 베이스를 이용하여 보조  항암 학요법  용시 에 른 

생존  악 시 잘못  결  도출할 험 에 해 경고하 다 

(Sargent et al. 2005). 

그러나 보조항암 학요법  시작시 가 한 지 않는 실  

임상 경에 는  후 합병증 또는 타 동 질  등  인한 

 회복 (Gibbs et al. 2008; Bayraktar et al. 2010; Hendren et 

al. 2010), 자  료  (noncompliance), 원  과 시 

시스  생 는 과  등에 해 그 시 가 늦춰질  

있다 (Lima et al. 2011). 라 , 보조항암 학요법 시간  

실 인 분포를 악하고, 그에 른 사망 험  변 를 악하  

해 는 찰  연구가 불가피하다. 뿐만 아니라 안  사안들  

작  임상시험이 아니라 충분한 규모  인구집단  탕  

한 역학연구 결과들  통해 인   있다 (Levine et al.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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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암 3  자에  지연군  분   임상시험  경우  

마찬가지   후 45일~12주  다양하지만, 약 70%  연구들이 

 후 8주 이후를 지연군  분 하 고, 지연군과 지연군 간 

재  생존  (recurrence free survival, RFS)   생존  

(overall survival, OS)  한 결과는 일 지 않았 나, 

지연군  분 하는 시 이 늦어질  한 차이가 찰 었다  

(Guetz et al. 2010; Biagi et al. 2011). 또한 타분  결과  

후 보조  항암 학요법  시작이 4주씩 지연  병 생존  

(disease-free survival, DFS)과  생존 이 각각 14%씩 

감소함  보고하 는데 (Biagi et al. 2011), 이는 플루 루우라실 

(fluorouracil, 5-FU)과 보린 (leucovorin)  병용하는 존  

2 요법   살리플라틴 (oxaliplatin)  추가한 3 요법 

용 시 증가 는 생존 에 상 하는 크 이다 (Andre et al. 2004; 

Kuebler et al. 2007). 라 , 장암 자에   후 보조  

항암 학요법  시간  료결과에 요한 향  미 며, 

보조항암 학요법 시작시 는 신 하게 결 어야 한다 (Biagi et 

al. 2011).  

그러나 이러한 찰  연구  태생  특  상 자  연 이나 

신상태, 동 질  또는  후 합병증 등 다양한 요인들  

복합 인 상 작용  란 었  가능  할  없 므  

연구결과 해  시 각별한 주 가 요구 며, 조건 인 일 는 

지양 어야 함  주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건  

규모 찰  연구에   후 8주 시   지연군  

분  시 통계 인 이 보 었다는 면 인 연구결과 

(Hershman et al. 2006; Cheung et al. 2009; Lima et al. 2011)는 

 후 한 빨리 보조  항암 학요법  시작하여야 한다는 

존  임상  합 를 보다 강 시 , 가   후 8주 이내에 



７ 
 

보조  항암 학요법  시작하도  료계획이 운  뿐 아니라, 

 후 3개월 이상이 경과한 이후에 보조항암 학요법  시작하는 

것  시 도 한다.  

 보조항암 학요법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하는 것이 

권장 다 하 라도, 조건  보조  항암 학요법  조 에 

시작하는 것  인 향보다 부 인 향  가 다  

가능 이 높다. 를 들어  후 스트 스는 면역체계를 

억 시키고, 단 질과 결합 인슐린 사 장 인자단 질 (insulin-

like growth factor binding protein 3, IGFBP3)  matrix 

metalloproteinase 9 (MMP9) 등   사이토카인 (acute 

phase cytokines)  생  진시  결과  암 포  장에 

여하는 경  조 한다 (Lacy et al. 2002; Ng et al. 2005). 

뿐만 아니라,  후 합병증이나 다른 동 질  충분히 

회복 지 않았  경우 또는 자  행상태 (performance 

status)가 나  경우에 리하게 항암 학요법  시작한다면 사망 

(chemotherapy-related deaths)  포함하는 항암  부작용  

험이 증가할 것이다.  

라   후 보조항암 학요법  효과를 하  하여 

임상 경에  보조  항암 학요법  시작하는 시 를 찰하고, 

시간 시 별 료결과를 구명하는 효과연구가 요하고도 

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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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  

본 연구  목  우리나라 장암 3  자에    

후 보조  항암 학요법  시작시  분포  시간에 른 

사망  악하고, 사망   시간  분 하여, 

자  인구학  특 과 종양  임상  특  고 한 상태에  

사망 험에 미 는 향  평가하여 자에게 도움    있는 

 항암 학요법  시 를 시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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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법 

 

연구 상  자료 집 

본 연구는 2003  이후 울아산병원에  장암 3  

   자  동일 에  보조  항암 학요법  

행한 자를 종 연구 상  하 다.  

 일  장암 3  자에   목  이 

처  행  날짜  하 며, 퇴원 지에  명 

 결장  (total colectomy), 우결장  (right 

hemicolectomy), 우결장  (extended right colectomy), 

좌결장  (left hemicolectomy), S결장  (sigmoid 

colectomy), 횡행결장  (transverse colectomy),  

(anterior resection),  (low anterior resection), 

 (lower / ultra-low anterior resection), 

복회  (abdominoperineal resection of rectum) 등  

  고 하 다.  

보조  항암 학요법  시행여부는  후 항암 학요법  

처 이 있었  경우  하 고, 보조항암 학요법  시작일  

 후 항암  처 이 처  인  날짜  하 다.  

그러나 울아산병원이 아닌 타 병원에  보조항암 학요법  

행한 경우  직장암 자   후 보조  또는   

항암 학 사 료 (concurrent chemoradiotherapy, CCRT)를 

행한 경우  검토를 통해 보조  항암 학요법 시작일  

인하 고, 불분명한 경우 연구 상에  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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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상자들  추 찰 간  일 이후 사망일 또는 

찰종료시 인 2011  12월 31일  른 시 지  간  

하 다. 이  사망여부는 국립암  암등 자료에 연계  

사망자료 (통계청에 2011  12월 31일 지 등  사망사건  

포함)를 용하여 인하 고, 사망이 찰종료시 지 생하지 

않  경우 도 단건  분 하 다. 트 구 원 개인별 

찰 간  합인 인  (person-year)  계산하 다. 

장암  후를 결 하는 여러 다양한 잠재  란변 들  

  장 폐쇄 preoperative bowel obstruction),    

암종 아항원 (carcinoembryonic antigen, CEA)  농도,  후 

병리학  인  종 TNM 병  (pathologic tumor stage), 

조직학  분 도 (tumor grade showing poor differentiation), 

  거  림프  (harvested node) 개 , 면 (resection 

margin) 침범 여부 (R0 vs. R1 resection), 림프 이나  침범 

(lymphovascular invasion)  신경주  침범 (perineural 

invasion) 여부, 미소 체 불안  (high microsatellite 

instability, MSI-H) 등 임상  재  생존 (RFS)에 향  

미 는 것  알 진 변 들에 한 보를 집하 다 (Zlobec 

and Lugli 2008; Zlobec and Lugli 2008; Vergo et al. 2010). 

또한 동 질  상태나 부 , 법 등   후 

회복 도에 향  미쳐 보조  항암 학요법  시작시 에 향  

미   있 므  추가  보를 집하 다. 동 질  

검토를 통하여 자별 약  처 과 과거   병  

조사하 고, 해당 보를 용하여 원내 입원 자들  상  

구축  아산 동 질  지  (Asan comorbid index) (Kil, Lee et al. 

2012)  산출하 다. 보조  항암 학요법  약  구  (reg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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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항암 학요법 주  (cycle)  종 약일 등 료  

 보도 집하 다.  

이러한 임상  험요인, 항암 학요법, 타 약  병용 과 

동 질 , 료결과는 모  과 울아산병원 질병등  

시스  데이 베이스를 통하여 후향  인하 며, 본원 

임상시험심사 원회  승인  아 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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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분  

3  장암 자들에    후 보조항암 학요법  

시작 지  시간 (lag time)  분포를 악하 다. 보조  

항암 학요법  시작시 를 모르는 경우 분 에  외시 다. 또한 

 후 180일 이상 경과하여 보조  항암 학요법이 시작  경우 

재  등  다른 원인과 동   있어 외시 다. 

생존곡  Kaplan-Meier  Nelson-Aalen 법  이용하여 

도식 하 다.  후 보조  항암 학요법 시간과 사망 과  

연  Cox 험회귀모  이용하여 악하 고, 산출  

사망  상 험도 크 를  시간  범주 하 다. 

험 가  그- 그 생존곡  (log(-log(survival)) 

curves)과 Schoenfeld 잔차검  인하 다.  

또한 임상   란변  (confounder) 후보  

통계  요   별  공변량 (covariate)  포함하는 

다변  분 모  (multivariable model)  이용하여 보  

상 험도를 산출하 고 (Compton, Fielding et al. 2000; Zlobec 

and Lugli 2008), 직  검 이 필요한 경우 penalized 

maximum likelihood methods (Verweij and Van Houwelingen 

1994) 법  용시 다. 단일 에  산출  결과  일 를 

하여 부스트랩 (bootstrap) 법  상 험도  95% 

신뢰구간  재산출하 다.  

간이 사망에 미 는  향  악하  하여 

일 가법모  (generalized additive model, GAM) (Stone 

1985)  생존자료  장한 모  일 가법모   하나인 

generalized additive Cox regression with smoothing sp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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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eeper and Harrington 1990; Terry and Grambsch 2000; 

Martinussen and Scheike 2002)  용하 다.  

 구증상 뚤림 (protopathic bias)  고 하  하여 자 

별 인덱스날짜 (index date) 이후 30일, 60일, 90일, 1 , 그리고 

2  이내에 결과변 가 생하거나 추 소실  경우, 그리고 암 

이외  원인  사망한 경우를 외하고 민감도분  (sensitivity 

analysis)  행하 다. 또한 항암  종  별  분  

행하 고, 보조항암 학요법  동일 에  료하지 않  

경우를 외하고 민감도분  행하 다.  

모든  (significance probability)  양 검  통해 

산출하고, 이 0.05보다 작  경우를 통계  한 

것  간주하 다. 모든 통계분  SAS (version 9.3, SAS 

Institute, Cary, North Carolina, USA)  R (version 3.0.1, 

http://cran.at.r-project.org 에  다운 드 가능)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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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상자 규모  추   

 연구에  찰  보조  항암 학요법이 시작  시  

분포를 고 하여  생존 간   (median survival time)가 

30개월인 2,080명  조군과 생존 간 가 15개월인 

22명  항암 학요법 조 시작군 간  사망함 를 양  그  

검   시  0.05  80%  검  

획득하는 것  산출 었다. 단, 상자  모집 간  84개월이고 

추 찰 간  36개월 이상이라고 가 하 다. 통계  검  

산출에는 PASS (version 11.0.10, NCSS, LLC. Kaysville, Utah, 

USA)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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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결 과 

 

연구 상  

연구 상자는 2003  1월 3일부  2010  12월 31일 사이에 

울아산병원에  장암 3    고, 동일 에  

보조  항암 학요법  행한 자는 3,196명  2,939명 

(88.8%)이었다. 보조항암 학요법  시간이 불분명한 101명과 

 후 장암 4  진  101명  외한 2,638명  상  

분 하 다 (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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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Flow chart of retrospective cohort construction in stage III 

colorectal cancer patients with adjuvant chemotherapy after curative 

resection  

Abbreviation: CRC, colorectal cancer; aCTX, adjuvant chemo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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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상자에  보조  항암 학요법 시작 시    

 후 보조  항암 학요법 시작 지  시간  앙값 

 사분 범  (inter-quartile range, IQR)는 27일과 

22일~33일이었고, 자료분포  칭  나타내는 지 인 도 

(skewness)*는 3.6  우경분포 (right skewed distribution)를 

보 다 (Figure 2, Table 1). 우경분포를 규분포에 합시키  

하여 자료를 그변  (logarithm transformation) 한 결과 

도는 0.43  개 었고,  후 보조  항암 학요법  시작 

간 시간  그값  평균  는 각각 3.32, 3.30 그일 

(log(day))  사하 다. 

 

 

                                                        
*  이   통계학에  칭도 (非對稱度, skewness) 또는 도 

(歪度)는 실  값  변   분포 칭  나타내는 지 이다. 

도  값  양 나 가   있 며 지 않  도 있다. 

도가 일 경우에는 도함  왼쪽 부분에  꼬리를 가지며 

앙값  포함한 자료가 른쪽에  많이 분포해 있다. 도가 양 일 

는 도함  른쪽 부분에  꼬리를 가지며 자료가 왼쪽에  

많이 분포해 있다는 것  나타낸다. 평균과 앙값이 같 면 도는 0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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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Distribution of time-lag to adjuvant chemotherapy from 

curative resection of stage III colorectal cancer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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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상자 2,638명    후 보조항암 학요법  

시간이 8주 또는 12주 과인 경우는 각각 66명 (2.5%)과 

19명 (0.7%)이 다. 이  에 보조항암 학요법  

지연사 가  경우는 각각 37명 (56.1%)과 9명 (47.4%)에 

불과하 다.  

즉,  후 보조  항암 학요법  8주 이후에 시작한 자들 

   후 합병증이 생하여 보조항암 학요법이 지연  

경우가 30명 ( 신부  (acute renal failure, ARF) 2명,  

부  합실  (anastomosis leak) 9명, 계  장폐색증 

(mechanical ileus) 12명,  후 출   감염 4명, 지속  사 

(prolonged diarrhea) 1명, 요도루 (urethral fistula) 1명, 

직장루 (vesicorectal fistula) 1명, 보조항암 학요법  

행하 에 행능  (performance status)이 부 한 경우 4명, 

동 질  료가 우 어야 하는 경우 1명, 이가 심 어 진단 

또는 이 필요한 경우 2명, 본인이 경과 찰  원하는 경우 

1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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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상자  추 찰 

연구 상자 2,638명  찰 간 내 사망사건이 생한 경우는 

521명 (19.8%)이었고, 사망원인이 체 암 또는 장암과  

경우는 각각 480명 (92.1%)과 447명 (85.80%)이었다.  

  후 보조  항암 학요법 지  시간 별 사망 

사건  생 분  (proportion)  각각 1  그림 3과 같았다 

(Table 1 and Figure 3).    

연구 상자들  추 찰 간  소 0.10  (38일)에   

22.5  (8,205일)  앙값  4.3 이었다. 체 연구 상자에  

평균사망  4.0명/100인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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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stribution of time-lag to adjuvant chemotherapy after 

curative resection of stage III colorectal cancer patients   

Time-lag to aCTx Total Alive Dead P-value 

Week #1 2 1 1 0.34 

Week #2 12 5 7 <0.01 

Week #3 139 122 17 0.06 

Week #4 (day #21~27) 1,103 895 208 (-) 

Week #5 850 672 178 0.25 

Week #6 383 296 87 0.12 

Week #7 123 91 32 0.07 

Week #8 55 37 18 0.02 

Week #9 21 13 8 0.04 

Week #10 16 10 6 0.10 

Week #11 10 9 1 0.70 

Week #12 2 1 1 0.34 

Week #13 7 3 4 0.03 

Week #14 3 2 1 0.47 

Week #15 3 0 3 <0.01 

Week #16 5 2 3 0.05 

Week #18 1 1 0 1.00 

Week #21 1 0 1 0.19 

Week #22 2 0 2 0.04 

Subtotal 2,738 2,160 578  

Abbreviation: aCTx, adjuvant chemo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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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a). Comparison of all-cause death proportions between each 

time-lag group to adjuvant chemotherapy after curative resection of 

stage III colorectal cancer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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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b). Comparison of cancer-related death proportions between 

each time-lag group to adjuvant chemotherapy after curative resection 

of stage III colorectal cancer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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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c). Comparison of colorectal cancer-related death proportions 

between each time-lag group to adjuvant chemotherapy after curative 

resection of stage III colorectal cancer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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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상자  특  

분 상자는 1,581명 (59.9%)  남자  1,057명 (40.1%)  

여자  구 었 며, 평균  연  58.6  ( 편차 

11.0 ) 다. 원 부 는 결장암 1272명 (46.5%)  직장암 1466 

(53.5%)이었 며, 법  부 에 라 다양하 다.  

분 상자   시 가 2003 에  2010 지 다양한 

계  종병 는 AJCC (American Joint Committee on Cancer) 

6th version   리하 며, 병  IIIA  IIIB, 그리고 

IIIC 자는 각각 586명 (21.4%), 1445명 (52.8%), 707명 

(25.8%)  구 었다. 분 상자들   당시 연 , 

법,    CEA농도, 종병 , 조직학  분 도, 

미경  잔여 종양  여부, 림프 이나  침범 여부, 신경주  

침범 여부, 미소 체 불안  모  사망사건 생 여부에 른 

분포  차이가 있었다. 면, 별이나   거  림프  

개 는 차이가 없었다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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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mographic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Demographic & clinical 

characteristics 

Alive 

(n=2,177) 

Dead 

(n=521) 
P-value 

Sex     0.82  

Male 1,271 (60.0%)  310 (59.5%)   

Female 846 (40.0%)  211 (40.5%)   

Age at operation     <0.01 

Less than 65 years 1,480 (69.9%) 295 (56.6%)  

65 year or older 637 (30.1%) 226 (43.4%)  

Mean ± SD 58.0 ± 10.7  60.7 ± 11.8  <0.01  

Disease site     0.26  

Colon 985 (46.5%)  228 (43.8%)   

Rectum 1,132 (53.5%)  293 (56.2%)   

Preoperative CEA (carcinoembryonic antigen) <0.01 

Less than 5 ng/mL 1,649 (78.5%) 344 (66.7%)  

More than 5 ng/mL 451 (21.5%) 172 (33.3%)  

Mean ± SD 6.6 ± 25.1  16.3 ± 64.0  <0.01 

Operational methods     <0.01 

RHC 375 (17.7%)  112 (21.5%)   

LHC 75 (3.5%)  14 (2.7%)   

LAR 887 (41.9%)  198 (38.0%)   

AR 557 (26.3%)  100 (19.2%)   

APR 144 (6.8%)  78 (15.0%)   

Others 79 (3.7%)  19 (3.7%)   

Pathologic stage (AJCC, 6th) <0.01 

IIIA 486 (23.0%)  48 (9.2%)   

IIIB 1,126 (53.2%)  250 (48.0%)   

IIIC 505 (23.9%)  223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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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tiation     <0.01 

WD or MD 2,003 (94.6%)  456 (87.5%)   

PD 114 (5.4%)  65 (12.5%)   

Number of harvested nodes <0.01 

Less than 12 292 (13.8%)  115 (22.2%)   

More than 12 1,820 (86.0%)  404 (77.8%)   

Resection margin     0.03  

R0 2,049 (97.6%)  498 (95.8%)   

R1 51 (2.4%)  22 (4.2%)   

Lymphovascular invasion <0.01 

Yes 1,418 (67.5%)  276 (53.4%)   

No 682 (32.5%)  241 (46.6%)   

Perineural invasion     <0.01 

Yes 1,707 (81.3%)  359 (69.4%)   

No 393 (18.7%)  158 (30.6%)   

DNA mismatch repair     <0.01 

MSI-H 104 (4.9%)  21 (4.0%)   

MSS/MSI-L 1,653 (78.1%)  368 (70.6%)   

ND or indeterminate 360 (17.0%)  132 (25.3%)   

Abbreviation: RHC, right hemicolectomy; LHC, left hemicolectomy; LAR, low / lower 

anterior resection; AR, anterior resection; APR, Abdominoperineal resection of rectum; 

WD, well-differentiated; MD, moderately-differentiated; PD, poorly-differentiated; MSI-

H, microsatellite instability-high phenotype; MSS, microsatellite stable phenotype; MSI-

L, microsatellite instability-low phenotype; ND, not d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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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보조항암 학요법 시 에 른 사망 험  

임상  근거를    후 보조  항암 학요법 

시작 지  시간  1~14일, 15~56일, 57~84일, 85일 

이상  범주 하여  생존에 한 Kaplan-Meier 생존  

그  검 법 (logrank test)   시 통계  한 

차이가 있  인하 고 (Figure 4, p<0.01), 각 군별 사망 

생건과  생존 간  앙값  3에 요약 어 있다 (Table 3).  

또한 보조항암 학요법  시간 범주별 사망 험에 미 는 

향  Nelson-Aalen 추 를 악하 다 (Figure 5).  후 

1~14일과 57~84일 경과 후 보조항암 학요법  시작하는 경우  

생존함  사망함  모   차하 다.  

보조  항암 학요법  시간 범주별  사망 생에 한 

그- 그 생존곡  악하 다 (Figure 6). 험가  

시각  만족하는 것  나타났 나, 추 찰 간 동안 범주별 

험함  그래프가 차하 다. Schoenfeld 잔차 검  결과도 

사하 다 (p>0.05) (Figure 7). 

 후 보조  항암 학요법  시간이 우경분포를 보  

계  시간  그변 하여 분  진행하 나 범주별 

험가 이 히  는 것  인 었다 (p=0.01) 

(Figur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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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Overall survival according to timing of adjuvant chemotherapy 

after curative resection of stage III colorectal cancer patients by Kaplan-

Meier survival methods 

OS was calculated from curative surgery date to death or last follow-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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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eath event according to time to initiation of adjuvant 

chemotherapy after curative resection of stage III colorectal cancer 

patients  

Time-lag to aCTx N Dead Overall survival (yrs)*
 

Day 1~14 20 8 5.1 [2.9-6.2] 

Day 15~56 2,646 540 4.3 [3.1-6.6] 

Day 57~84 51 16 3.9 [2.4-7.0] 

Day 85 or more 21 14 2.5 [1.8-3.9] 

OS was calculated from curative surgery date to death or last follow-up. 

* Median and inter-quartile range (IQR) is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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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Cumulative hazard of all-cause death according to timing of 

adjuvant chemotherapy after curative resection of stage III colorectal 

cancer patients by Nelson-Aalen survival methods 

OS was calculated from curative surgery date to death or last follow-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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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Overall survival according to timing of adjuvant chemotherapy 

after curative resection of stage III colorectal cancer patients by Kaplan-

Meier survival methods 

OS was calculated from curative surgery date to death or last follow-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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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Smoothed scaled Schoenfeld residual plots for all-cause death 

according to timing of adjuvant chemotherapy after curative resection of 

stage III colorectal cancer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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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보조  항암 학요법  약 시작 지  

시간이 사망  상 험도 (hazard ratio, HR)에 미 는 향  

악한 결과, 시간이 1주일 지연  사망 험이 1.13  (95% 

CI, 1.09-1.17) 증가하 고, 시간  그변 하  에도 

사한 계가 인 었다 (HR, 1.39; 95% CI, 1.39-2.21).  

면  후 보조  항암 학요법  약 시작하 지 

소요 는 시간  주 단  사망  상 험도를 산출한 결과, 

부분  자들이 보조항암 학요법  시작하는 간인  후 

3~8주  간 에 시작하는 경우 사망 험이 슷한데 하여, 

보조  항암 학요법  4주차에 시작 시 사망 험에 하여 1~2주 

 9주 이후에 보조항암 학요법  시작 시 사망 험이 2  이상 

증가하 다, 특히,  후 보조  항암 학요법 시간이 12주 

이상일 경우 사망 험이 9주~11주  시 에 시작하는 경우  2  

이상 증가하 고, 시간이 어질  추가  증가하는 

경향  보 다. 즉,  후 보조  항암 학요법  시작시  별 

사망  상 험도  변  추 는 J 태인 것  인 었고, 

보조항암 학요법  시간 별 사망 험  변 를 2차항 

(직 )과 4차항 ( ) spline 법  용하여 시하 다 

(Figure 8).  사망에 한 시간 별 조상 험도 (crude 

HR)  95% 신뢰구간   4에 시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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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Crude hazard ratio on overall survival according to timing of 

adjuvant chemotherapy after curative resection of stage III colorectal 

cancer patients per 7 days in reference of 21~27 days  

Solid line and dotted line represents 2nd and 4th term spline,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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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rude hazard ratio on overall survival according to timing of 

adjuvant chemotherapy after curative resection of stage III colorectal 

cancer patients per 7 days in reference of 21~27 days 

Time-lag to aCTx HR 95% LL 95% UL P-value 

Week #1 3.08  0.43  21.98  0.26  

Week #2 3.76  1.67  8.48  <0.01  

Week #3 0.73  0.43  1.24  0.24  

Week #4 (day #21~27) 1.00 (reference)  

Week #5 1.07  0.87  1.33  0.52  

Week #6 1.27  0.98  1.65  0.07  

Week #7 1.59  1.09  2.32  0.02  

Week #8 1.75  1.05  2.91  0.03  

Week #9 2.30  1.08  4.89  0.03  

Week #10 1.94  0.80  4.71  0.14  

Week #11 0.49  0.07  3.51  0.48  

Week #12 3.45  0.48  24.65  0.22  

Week #13 2.33  0.58  9.37  0.24  

Week #14 1.97  0.28  14.09  0.50  

Week #15 14.74  4.71  46.19  <0.01  

Week #16 6.10  1.95  19.10  <0.01  

Week #19 (-)    0.96  

Week #21  5.56  0.78  39.66  0.09  

Week #22  35.67  4.95  257.11  <0.01  

Abbreviation: aCTx, adjuvant chemotherapy;, HR, hazard ratio; LL / UL, lower / upper 

limit of 95%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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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보조  항암 학요법  시간에 른  

사망 험  별,  시 연 , 법,    CEA  

농도, 병리학  병 , 조직학  분 도,   거  림프  개 , 

림프 이나  침습 여부, 그리고 신경  침습 여부 

등  란변 들  보 한 이후에도 이  사한 추 가 

지 었다 (Figure 9). 별  생 학  사망에 한 향  

미   있는 변 이므 , 통계학  과 하게 다변  

모델에 포함시 다.  

란변 를 보 한 시간 별  사망  상 험도 

(adjusted HR)  95% 신뢰구간   5에 시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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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Adjusted* hazard ratio on overall survival according to timing 

of adjuvant chemotherapy after curative resection of stage III colorectal 

cancer patients per 7 days in reference of 21~27 days  

Solid line and dotted line represents 2nd and 4th term spline, respectively. 

* Adjusted by sex, operation age, preoperative CEA level, operational methods, 

pathologic stage, poor differentiation, number of harvested nodes (more than 12 or 

else), resection margin, lymphovascular invasion, and perineural inva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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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Adjusted* hazard ratio on overall survival according to timing of 

adjuvant chemotherapy after curative resection of stage III colorectal 

cancer patients per 7 days in reference of 21~27 days   

Time-lag to aCTx HR 95% LL 95% UL P-value 

Week #1 4.08  0.56  29.72  0.17  

Week #2 5.55  2.41  12.75  <0.01  

Week #3 0.81  0.48  1.38  0.44  

Week #4 (day #21~27) 1.00 (reference)  

Week #5 0.93  0.75  1.16  0.53  

Week #6 1.20  0.92  1.57  0.19  

Week #7 1.37  0.93  2.01  0.12  

Week #8 1.26  0.74  2.14  0.41  

Week #9 2.00  0.93  4.30  0.07  

Week #10 1.52  0.61  3.77  0.37  

Week #11 0.32  0.05  2.33  0.26  

Week #12 2.94  0.41  21.32  0.29  

Week #13 1.54  0.38  6.28  0.54  

Week #14 3.01  0.41  21.97  0.28  

Week #15 30.59  9.42  99.30  <0.01  

Week #16 6.79  2.15  21.45  0.00  

Week #19 (-)    0.98  

Week #21  7.51  1.01  55.88  0.05  

Week #22  14.07  1.91  103.79  0.01  

Abbreviation: aCTx, adjuvant chemotherapy; HR, hazard ratio; LL / UL, lower / upper 

limit of 95% confidence interval. 

* Adjusted by sex, operation age, preoperative CEA level, operational methods, 

pathologic stage, poor differentiation, number of harvested nodes (more than 12 or 

else), resection margin, lymphovascular invasion, and perineural invasion.  



４０ 
 

자 별 다른 험요인  값이 특 한 값  고 어 있  

, 보조  항암 학요법 시작 지  시간 변 에 라 사망이 

생할 이 동  변동하는지 여부를 인하  하여 

일  가법모  (GAM)  용하  에도 이러한 J  추 를 

지하 고 (Figure 10), 별,  시 연 , 법,   

CEA농도, 병리학  병 , 조직학  분 도,   거  

림프  개 , 림프 이나  침습 여부, 그리고 신경  

침습 여부 등  란변 들  보 한 이후에도 사한 추 가 

지 었다 (Figur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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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Smoothing spline fitted to the functional form of time lag of 

adjuvant chemotherapy in a univariate additive proportional hazard 

model predicting for all-cause death among curative resection of stage 

III colorectal cancer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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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Smoothing spline fitted to the functional form of time lag of 

adjuvant chemotherapy in a multivariable* additive proportional hazard 

model predicting for all-cause death among curative resection of stage 

III colorectal cancer patients  

* Hazard ratio was calculated after adjusting by sex, operation age, preoperative CEA 

level, operational methods, pathologic stage, poor differentiation, number of harvested 

nodes (more than 12 or else), resection margin, lymphovascular invasion, and 

perineural inva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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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보조  항암 학요법  시작시 가 3주에  6주 

사이에 해당하지 않는 조   지연 약군에   사망 생에 

한 험도를 산출하는 과 에  통계  검  보를 

하여 체 2,638명  연구 상자를 10,000명 단   

1,000번 부스트랩 본  추출하여 신뢰구간  계산한 결과, 

연구 상자인 2,638명  상  한 연구결과  사하 고 

(Figure 12), 별,  시 연 , 법,   암종 아항원 

(CEA)   농도, 병리학  병 , 조직학  분 도,   

거  림프  개 , 림프 이나  침습 여부, 그리고 

신경  침습 여부 등  란변 들  보 한 이후에도 사한 

추 가 지 었다 (Figure 13).  

본 연구  연구 상자 2,638명에  직  산출  

사망  상 험도  부스트랩 결과 추  상 험도  크 는 

사하 고, 특히 사망 험이 4주차  약 3  이상 증가하는 

시 가 1~2주  12주 이후  일 하 다. 이에 각각  시간  

 조 용군과 지연군  분 하 다.  

 

  

  



４４ 
 

  

 

Figure 12. Crude hazard ratio and 95% bootstrap confidence interval 

(with 1,000 replicates consisted of 10,000 sample) on overall survival 

according to timing of adjuvant chemotherapy after curative resection of 

pathologic proven stage III colorectal cancer patients (N=2,638) per 

reclassified 7 days in reference of 21~27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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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Adjusted* hazard ratio and 95% bootstrap confidence interval 

(with 1,000 replicates consisted of 10,000 sample) on overall survival 

according to timing of adjuvant chemotherapy after curative resection of 

pathologic proven stage III colorectal cancer patients (N=2,638) per 

reclassified 7 days in reference of 21~27 days   

* Hazard ratio was calculated after adjusting by sex, operation age, preoperative CEA 

level, operational methods, pathologic stage, poor differentiation, number of harvested 

nodes (more than 12 or else), resection margin, lymphovascular invasion, and 

perineural inva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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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도 분  

구증상 뚤림 (protopathic bias)  고 하  하여 

2,638명  연구 상자    이후 추 찰 간이 30일, 

60일, 90일, 1 , 2  미만인 연구 상자 0명, 2명, 8명, 63명, 

192명  외하고 분  행 시에도 사한 계를 인하 다 

(Figure 14 and 15, others data not shown).  

결과변 인  사망 (521명)  경우 장암  후  직 인 

연 이 없   있 므 , 사망이 가 암이 아닌 경우 (41명)를 

도 단  처리하여 분  행 시 사한 계를 인하 다 

(Figure 16 and 17). 장암과  사망 (447명)  

국한하  경우에도 사하 다 (data not shown).   

항암  종  별  분 하여 분 를 행 시 검 이 

감소하 에도 불구하고 조 약군과 지연 약군에  사망 험이 

증가하는 것  인하 다 (Figure 18). 또한 연고지병원  

원 등  이  본원에  보조항암 학요법  료하지 않  

경우를 외하여 분 한 결과도 사하 다 (data not sh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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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Smoothing spline fitted to the functional form of time lag of 

adjuvant chemotherapy in a univariate additive proportional hazard 

model predicting for all-cause death in subset of stage III colorectal 

cancer patients who were followed more than 1 year after curative 

re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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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Smoothing spline fitted to the functional form of time lag of 

adjuvant chemotherapy in a multivariable* additive proportional hazard 

model predicting for all-cause death in subset of stage III colorectal 

cancer patients who were followed more than 1 year after curative 

resection  

* Hazard ratio was calculated after adjusting by sex, operation age, preoperative CEA 

level, operational methods, pathologic stage, poor differentiation, number of harvested 

nodes (more than 12 or else), resection margin, lymphovascular invasion, and 

perineural inva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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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Smoothing spline fitted to the functional form of time lag of 

adjuvant chemotherapy in a univariate additive proportional hazard 

model predicting for cancer related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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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Smoothing spline fitted to the functional form of time lag of 

adjuvant chemotherapy in a multivariable* additive proportional hazard 

model predicting for cancer related death   

* Hazard ratio was calculated after adjusting by sex, operation age, preoperative CEA 

level, operational methods, pathologic stage, poor differentiation, number of harvested 

nodes (more than 12 or else), resection margin, lymphovascular invasion, and 

perineural inva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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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Forest plot of the hazard ratio and their 95% confidence 

intervals for all-cause mortality according to adjuvant chemotherapy 

timing after curative resection of stage III colorectal cancer patients by 

chemotherapy regimen 

* Hazard ratio was calculated after adjusting by sex, operation age, preoperative CEA 

level, operational methods, pathologic stage, poor differentiation, number of harvested 

nodes (more than 12 or else), resection margin, lymphovascular invasion, and 

perineural inva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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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주요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병원 내 질병등 자료  산  자료, 

국가암등 자료를 연계하여 장암 3  자에    후 

보조  항암 학요법  시작시 가 사망사건 생에 미 는 향  

평가하 다. 

 후 보조항암 학요법 시작 지  시간 분포는 앙값 

27일 (사분 범 , 22~33)이었고, 시간이 2주 이내인 경우 

14명 (0.5%), 8주 이상인 경우 66명 (2.5%), 12주 이상인 경우 

19명 (0.7%)이었다. 이러한 처  질병부담이 가   

시 에 보조  항암 학요법  시작하는 것이 리하다는 임상  

믿 에 하여, 시스 인 이  인한 진료 가 매우 짧  

우리나라 료 경  자 뢰체계  특  하는 결과  

생각 었다.  

보조  항암 학요법  시간  1주일 단  사망 험  

인한 결과, 시간  앙값에 해당하는  후 4주 시 에  

보조항암 학요법  시작한 경우  하여 시간이 3~8주인 

경우 사망 험이 사한 면, 시간이 2주 이내에 보조  

항암 학요법  시작하는 경우에  사망 험이 연히 증가하 고, 

8주 이후에 시간이 어질  사망 험이 증가하는데 약 12주 

이후 시 부  그 울 가 욱 커 다.  

이에 시간  2주 이내, 3~8주, 9~11주, 12주 이상  

분 하여 사망 이 가장 낮  3~8주 시 에 보조항암 학요법  

시작한 집단   사망 험  산출한 결과, 시간이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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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 또는 12주 이상일 경우 3  이상 증가하는 것  인하여 

각각 조 용군과 지연군  분 하 다.  

본 연구에  찰  J 태   이, 연구 상자가 

단일 에  모집 었  뿐 아니라 조 용군과 지연군  도가 

낮다는 특  과 추 었  가능  하  해 부스트랩 

법  용한 결과, 사망 험곡 과 조 약군  지연군에  

사망 험 추 가 모  사하게 지  찰하 다. 라  

 후 보조항암 학요법  조 용  지연  지함 써 

사망 험  2/3 이상 일  있다는 해 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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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연구    

장암 3  자에   후 보조항암 학요법  시 에 른 

료결과  변 를 악한 연구는 매우 한 이고, 시간  

범주   또한 다양하다 (Guetz et al. 2010; Biagi et al. 2011). 

미국  1개 병원에  행  후향  연구는  후 10주 이후에 

보조항암 학요법  시작하는 경우 지연군  하 고, 그 결과 

26.3%가 지연  보고하 다 (Bayraktar et al. 2010). 주  

1개 병원에  향  조사  시간  앙값  6.7주 고, 

 후 8주  12주 이후에 보조  항암 학요법  시작한 경우는 

각각 34.7%, 14.9%이었다 (Gibbs et al. 2008). 이는 본 연구에  

찰  보조항암 학요법 지연 도  10 에 해당하는 다.  

면 조 약군  규모를 보고한 경우는 찾아볼  없었다.  

본 연구에  보조  항암 학요법  지연사 를 살펴보면, 

자  원인, 외과  원인, 내과  원인, 그리고 지연사 가 

에 지 않  경우가 각각 1.5%, 45.5%, 9.1%, 

43.9%인 면, 미국  경우 료체계  원인, 자  원인, 

외과  원인, 내과  원인, 그리고 지연사 가 에 지 

않  경우가 각각 31%, 20%, 18%, 16%, 14%이었다. 즉, 

우리나라  경우  후 보조항암 학요법이 지연 는 경우는 

외국과 다르게 외과  합병증 등  인한 경우가 매우 번하고, 

료체계   경우는 드  것  인 었다.  

 후 보조  항암 학요법  조 용 시  사망 생에 

한 상 험  일차연구가  한 연구는 아직 지 행   

없는데, 이는 외국  경우  다르게 임상시험  한 는 

시간 분포  특  상 본 연구에  처  안  것  

이해 다. 면 다양한 분  용한 몇몇 임상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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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연구들에  산출  보조항암 학요법 지연군에  사망 험  

 2  도 증가하 고, 이를 타분 한 결과 1.5  미만인 

것  추 었다 (Guetz et al. 2010; Biagi et al. 2011). 본 

연구에  찰  상 험도에 하여 작  이 , 상  

지연군이 번함   강도가 희 었  가능  고 할 

 있겠다. 또한 본 연구에  처   시간과 사망 험 

간  인  하지 못한 분  행함 써 

사망 험곡  변 가 과소추 었  것  심 다.   

면 보조  항암 학요법  지연이 사망 험  증가시킨다는 

몇몇 연구결과는  후 합병증이나 타 동 질  등  이  

 후 보조항암 학요법이 지연 는 경에  생하는 증에 

한 란 뚤림 (confounding by indication)  찰 는 거짓 

이라는 가 도 었다. 캐나다 스캐처원 주 암등 자료 

(Saskatchewan Cancer Registry)를 이용한 트 연구에   

후 보조항암 학요법  지연군에  사망 험이 증가는 시간 

효과가 아니라 시간이 어짐  료계획  료할 가능 이 

어들  인 것  해 하 다 (Ahmed et al. 2010). 그러나 

시간과 사망 험 간  J   다양한 장암 후요인  

다각  고 한 이후에도 지 었고, 료계획 료여부에 른 

분 에 도 사한 결과가 도출 어 보조  항암 학요법  

시간  사망 생  독립  후요인인 것  단 었다. 또한 

 장암 항암 학요법  약 구  (regimen)에 라 한 

이후에도 사망 험곡  J 태  지 어, 란효과를 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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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학    

 후 보조항암 학요법  지연  잔 하는 미 한 이  

암 (micrometastatic deposit)  거하여 암재  험  이고, 

궁극  생존  개 시키 는 목  해할 것  어 

고, 본 연구에 도 그러한 계를 인할  있었다.  

면 항암 학요법  료효과를 하  해 시간  

단축시키 는 노   후 회복 간이 지난 이후  한 어야 

할 것이다. 부  구조   (anatomic integrity) 약 는 

합실  등  합병증  하며,  후 7일이 경과하여야  

  복귀함  동 실험 (rat models)에  인한  있다 

(Herrmann et al. 1964; Jiborn et al. 1978). 또한 항암 학요법  

부  회복  해하고 (Graf et al. 1994), 5-FU 약  

경우 용량 도 인 었다 (de Waard JW et al. 2003). 면, 

 후 10일이 경과한 이후에는 5-FU 여가 부  회복  

해하지 않는 것  보고 었다 (de Waard JW et al. 1993; 

Yazdi et al. 1998).  

그러나 보조항암 학요법이  후 부작용 생에 미 는 

향  직  악한 임상연구는 행   없고 (Waldmann 

et al. 1981),  후 10~15일 이 에 2 요법 (5-FU  LV 

병용) 시작 후 합부  부종과 결장 폐쇄 (colonic obstruction)가 

생한 사 가 보고 었다 (Fata et al. 1999). 라  본 연구에  

찰  조 용군에  사망 험 증가에 근거하여  후 소 

2주  회복시간 경과 후에 항암 학요법  시작  권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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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법에 한 고찰  

본 연구는 실  임상 경에  보조항암 학요법  시간이 

사망 험에 미 는 향  악하  하여 후향  트 계  

행 었고, 충실한  검토를 통하여 자 별 후요인과 

장암 진단 후 원 (연고지병원 등)  과 과 에  행  

료내역  종합  악함 써 란 뚤림과 보 뚤림  

소 할  있었다.  

연구 계 시 연구 상이 단일 에   장암 자  

국한 써 택 뚤림  향이 우 었지만,  후요인  

악  한 충실한 이 필 이므 , 연구  행가능  

(feasibility) 면에  단일  트 계가 불가피하 다. 면 

국내 장암 건 가 가장 많  병원이라는 해당병원  특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6; 2009; 2010) 상 택 뚤림  향  

크게 지 않  것  었고, 결과도출 시 부스트랩  

용함 써 이러한 한  극복하고자 하 다. 또한 단일  

자  구  트는  에 해 결과 자체  

향  소 하는 인 효과를 할  있었다.  

결과변 인 사망  경우 통계청 사망자료를 이용함 써 

짐없이 인할  있었다. 또한 장암과 직  연 지 

않  사망  인한 결과  란  지하  하여 연구 상자  

  후 추 찰 간이  짧  자들  외하거나, 

사망이 가 암 또는 장암이 아닌 경우를 도 단 처리하는 등 

민감도 분  행하는 등  노  하 다.  

그러나, 찰 지 않  란변  (residual confounding)  

향  여 히 가능하다. 연구 계 단계에  장암  후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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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진 다양한 험인자들에 한 조사를 포함하 고, 통계분  시 

고 하  하여 노 하 나 자  사회경  특 이나 질병에 

한 태도, 생 습  등  포함할  없었다.  

보조항암 학요법  시 에 른 사망 험  추 하  

해 존  연구에  사용 는 Cox 험회귀모  이외에도 

일 가법모  (GAM)  용하 다. 통  생존분 에  

사용 는 Cox 험회귀모  험 가 에 라 타당도가 

달라지며, 회귀계 가 상  일 하다고 가 하  에 시간에 

른 공변량 효과를 충분히 하  어 다는 단 이 있다. 면, 

일 가법모  특 함  태를 가 하지 않고 자료를 평 하여  

추 를 조사한다는 장  가지고, 용 결과 사망 험곡 이 J  

인 모양임  찰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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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연구 안 

본 연구에 는 단일 에 국한  연구를 행하 는데, 보다 

일  결  얻  하여 다 에  연구를 행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나 임상 인 보들이 명 히 요구 므  심사평가원  

보험청구자료를 용하  보다는 여러 병원  조사를 통해 

연구를 행하는 것이 요하며, 우리나라 3  장암 자  특  

상 울  주요 병원에 국한하는 것이 실 이겠다. 이  

개인 보를 보 하  한 각별한 노 이 필요할 것  생각 다.  

또한 장암 자에   후 보조  항암 학요법  추가 시 

하는 직 인 효과는 재  감소이므 , 시간  

재 생 험 간 에 한 후속연구 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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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결  

3  장암 자에    후 보조항암 학요법 지  

시간이 사망에 미 는 향  악한 결과, J 태   

분포를 르는 것  악 었다. 특히 12주 이후  지연군 뿐 

아니라 2주 이내  조 약군에 도 사망 험이 증가하는 것  

나타났고, 이러한 계는 후요인들  란  통 한 이후에도 

지 었다. 

라 , 향후 장암 3  자  사망 험  소하  하여 

보조항암 학요법  가   후 3~8주 간 에 시작하도  

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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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Supplementary table) Predictive and prognostic factors for colorectal 

cancer (Compton et al. 2000, Zlobec and Lugli 2008) 

Category Factors 

I 

w the local extent of tumor assessed pathologically (the pT 

category of the TNM staging system of the American Joint 

Committee on Cancer and the Union Internationale Contre le 

Cancer [AJCC/UICC]), 

w regional lymph node metastasis (the pN category of the TNM 

staging system), 

w blood or lymphatic vessel invasion, 

w residual tumor following surgery with curative intent (the R 

classification of the AJCC/UICC staging system) 

- especially as it relates to positive surgical margins, 

w and preoperative elevation of carcinoembryonic antigen 

elevation (a factor established by laboratory medicine 

methods rather than anatomic pathology) 

IIA 

w tumor grade, 

w radial margin status (for resection specimens with 

nonperitonealized surfaces), 

w and residual tumor in the resection specimen following 

neoadjuvant therapy (the ypTNM category of the TNM 

staging system of the AJCC/UI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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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B 

w histologic type, 

w histologic features associated with microsatellite instability 

(MSI) (i.e, host lymphoid response to tumor and medullary 

or mucinous histologic type), 

w high degree of MSI (MSI-H), 

w loss of heterozygosity at 18q (DCC gene allelic loss), 

w and tumor border configuration (infiltrating vs. pushing 

border) 

III 

w DNA content, 

w all other molecular markers except loss of heterozygosity 

18q/DCC and MSI-H, 

w perineural invasion, 

w microvessel density, 

w tumor cell-associated proteins or carbohydrates, 

w peritumoral fibrosis, 

w peritumoral inflammatory response, 

w focal neuroendocrine differentiation, 

w nuclear organizing regions, 

w and proliferation indices 

IV 
w tumor size, 

w and gross tumor configuration 

 

 

 

 

  



７０ 
 

Abstract 

 

Background: The impact of receiving delayed adjuvant chemotherapy after 

curative surgery on survival has been rarely explored, with controversy, in 

stage III colorectal cancer treated with adjuvant chemotherapy. Besides, 

starting adjuvant chemotherapy excessively early, not considering recovery 

from operation may also be related to poor outcome. We evaluated association 

between time-lag to adjuvant chemotherapy and survival in this population. 

 

Patients and Methods: A retrospective cohort was constructed of stage III 

colorectal cancer patients with curative resection and following adjuvant 

chemotherapy from 2003, and followed up for death through 2011. Death risk 

according to adjuvant chemotherapy timing was assessed using multivariable 

Cox proportional hazards regression models and generalized additive model. 

After, time-lag was classified to define the best timing period. Boostrapping 

method was also applied for generalization of the result.  

 

Results: Of 2,638 study participants IQR of time-lag ranged from 22 to 33 

days. After the median follow-up of 4.3 years, 521 events of all-cause of death 

were detected, and risk according to time-lag was presented in nonlinear J 

shape. While death rate among patient who started adjuvant chemotherapy in 

3 to 8 weeks interval after operation were similarly low, earlier than 2 weeks 

and after 12 weeks were reported to be considerably high. Therefore each 

period were defined as excessively early (adjusted HR 5.60, 95% CI 

2.63~11.94) and delayed (4.10, 2.30~7.34) receipt of adjuvant chemotherapy.  

Similar result was observed after applying the boostrapping method.  

 

Conclusion: Both excessively early and delayed recipients showed increased 

risk of death, and 3~8 weeks after curative resection were suggested to be the 

best timing of adjuvant chemotherapy initiation.   

  



７１ 
 

Keywords: colorectal cancer stage III, curative surgery, adjuvant 

chemotherapy, all-cause mortality, retrospective cohort study, 

pharmacoepidemiology  

 

Student number: 2005-30680 


	서론 
	연구배경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대상 및 자료 수집 
	통계분석 
	연구대상자 규모의 추정 

	연구결과 
	연구대상 
	연구대상자에서의 보조적 항암화학요법 시작 시기 
	연구대상자의 추적관찰 
	연구대상자의 특성 
	수술 후 보조항암화학요법 시기에 따른 사망위험 
	민감도 분석 

	고찰 
	주요연구결과 요약 
	선행연구와 비교 
	생물학적 기전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후속연구 제안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