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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ignant Tumors of the Anus: Spect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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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Korea

P u rp o se : This retrospective study was performed to eval-
uate clinicopathologic findings, outcomes according to the 
treatment m odality, and prognostic factors in anal cancer.
M e th o d s : Among the 64 patients who were diagnosed as 
anal cancer at our departm ent from  Septem ber 1986 to  
December 1999, 55 patients were analysed retrospectively. 
Nine patients who refused the treatment or whose medical 
record could not be retrieved were excluded. Concurrent 
chem oradiotherapy w as perform ed for tw enty-seven pa-
tients w ith squam ous cell carcinoma. The chem otherapy 
w ith 5-FU and cisplatin and the radiotherapy were started 
at the sam e tim e. 750 m g/m 2/day o f 5-FU  w as in fused 
intravenously for 5 days and 100 m g/m 2 of cisplatin was 
started on the second day of therapy. The second cycle 
chemotherapy was given for 5 days before the radiotherapy 
was completed. A dose of 5,400cGy was given to the pri-
mary lesion and whole pelvis including inguinal area. Eight 
patients with squamous cell carcinoma were treated by sur-
gery including abdominoperineal resection, local excision, or 
wide excision. Abdominoperineal resection was the primary 
treatment modality for melanoma of anus.
R e su lts : Among 55 patients with anal cancer, the dominant 
histologic type was squamous carcinom a (n= 35), followed 
by cloacogenic carcinoma (n=6) and melanoma (n=6). The 
clinical stages by AJCC were classified as stage I: 4 cases, 
stage II: 15 cases, stage III: 29 cases, stage IV: 7 cases. The 
overall 5-year survival rate of anal cancer was 60% . The 
5-year survival rate in squamous carcinoma was 79.9%  for 
the concurrent chemoradiotherapy group (n=27) and 54.7%  
for the surgical resection group (n= 8), which was statis-
tically insignificant. Variables affecting the survival rate w ith 

statistical significance were age, the initial tumor size, and 
the state of lymph node and distant m etastasis.
C onclusio ns: The concurrent chemoradiotherapy for patients 
with squamous cell carcinoma of the anus offered the same 
outcomes equivalent to surgical modality and preserved anal 
sphincter function. M elanom a of the anus exhib ited poor 
prognosis and more systemic recurrence regardless of treat-
m ent modality. On univariate analysis for risk factors, age, 
tum or size , and  lym ph node and d istant m etastasis had 
statistical significance. J  K o rea n  S o c  C o lo p ro cto l 2 0 0 2 ;1 8 : 
3 3 7 -3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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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항문에서 발생하는 암은 그 발생 빈도가 위장관계암

의 0.44%로 드문 질환이다.
1
 항문관은 조직학적으로 

편평 상피세포와 원주 상피세포가 만나는 곳으로 이

러한 조직학적인 배경 때문에 여러 형태의 암이 발생

하지만 그 발생 빈도가 낮아서 임상적 특성 및 치료 

결과에 대한 보고가 드물다.
2-7 항문암의 근치적 치료

는 1970년대까지 직장암 치료에 준하여 복회음절제술

을 많이 시행하 으나 Nigro 등이 방사선과 5-FU, mi-

tomycin을 이용한 병합 치료를 시행하여 복회음절제술

을 시행한 경우와 동등한 생존율과 재발률을 보 고 

항문 기능을 보존할 수 있었다.
8,9 그 후 많은 연구자들

의 결과에 의해 방사선 및 항암 약물 요법이 편평상피 

세포암 치료의 표준 술식으로 인정되었고
10-13 치료 성

적은 국소 관해율 89∼95%, 5년 생존율 58∼90%, 재발

률 7∼19%로 보고되고 있다.
8 편평상피 세포암외에 흑

색종, 선암 등이 발생한다. 흑색종은 복회음절제술이 

표준 치료로 알려져 있으나 종양의 국소 절제 및 보조 

치료 요법과 대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점점 많이 시

행하고 있으며 국소적으로 진행이 많이 되지 않은 경우

는 복회음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이 생존율을 증가시킨

다고 한다. 5년 생존율은 10∼33%로 불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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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성 선암은 드문 질환으로 수술 단독 또는 수술과 방

사선 및 항암 약물 요법을 병합하여 치료하며 5년 생존

율은 불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일부 연구에서는 63%

로 보고되었다.
16 저자들은 본원에서 진단한 편평상피 

세포암 및 이외 다양한 항문암에 대한 치료 경험을 바

탕으로 항문암의 임상적, 병리학적 소견과 치료 방법

에 따른 성적 및 예후 인자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방      법

  1986년 9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연세대학교 의과

대학 외과학교실에서 항문암으로 진단받은 64명 중 

치료를 거부하 거나 의무 기록을 열람할 수 없었던 

9명을 제외한 5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 분석을 

하 다. 항문암은 위치에 따라 항문관암과 항문연암

으로 분류하 고 항문관암은 항문직장륜에서 치상선

까지로, 항문연암은 치상선에서 항문연까지로 분류

하 다. 병기 결정은 1997년 AJCC 5판을 기준으로 이

학적 검사, 상 진단, 병리 소견 등을 통하여 하 으

며 대장 조 술 또는 대장 내시경을 시행하여 동시성 

병변의 유무를 확인하 다. 직장경 검사나 대장 내시

경을 통하여 조직 검사를 시행하 고 조직형과 병변

의 위치를 확인한 후에 치료 방법을 결정하 다. 항

암약물 방사선 병합치료를 시행한 경우 항암약물 치

료는 방사선 치료와 함께 시작하 다. 5-FU는 750 

mg/m
2
/day을 5일간 정주하 고 cisplatin은 2일째에 

100 mg/m
2
을 정주하 다. 방사선 치료 종료 전 5일간 

2차 항암약물 요법을 시행하 다. 방사선 치료는 병

소와 양측 서혜부를 포함하여 하루에 180 cGy를 주 

5일, 6주간 총 5,400 cGy를 조사하 다. 치료에 대한 

반응은 이학적 검사 및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여 확인

하 고 치료 종료 후 6주에 조직검사를 통하여 완전 

관해 여부를 판정하 다. 대상 환자의 추적기간은 중

앙값이 27.7 (1.1∼168.9)개월이었고 평균 추적률은 

90%이었다. 통계 처리는 SPSS 10.0 프로그램을 사용

하 고 누적 생존율은 Kaplan-Meier method를 이용하

다. 예후 인자의 단변량 분석은 log-rank 검사를 이

용하 고 P-value가 0.05 미만인 경우 의의가 있는 것

으로 하 다.

결      과

    1) 임상적 특성

  대상 환자 55명 중 남자는 24명 여자는 31명으로 

남녀비는 1：1.3이었고, 평균 연령은 남자 60.5±9.0

세, 여자 58.2±11.9세이었다. 종양의 평균 크기는 

3.53±2.02 cm, 위치 분포는 항문관에 위치한 경우가 

39예(71.4%), 항문연에 위치한 경우가 16예(28.6%)

이었다. 조직학적 형태에 따른 분류는 편평 상피세

포암 35예(63.6%), 총배설강암 6예(10.9%), 흑색종 6

예(10.9%), 선암 3예(5.5%) 기타의 경우가 5예(9.1%)

이었다. 대상 환자의 병기별 분포는 I기 4예(7.3%), II

기 15예(27.3%), IIIa기 7예(12.7%), IIIb기 22예(40%), 

IV기 7예(12.7%)이었고 진단 당시 원격 전이는 폐전

이 2예, 간전이 2예, 골전이 2예, 다발성 전이 1예의 

소견을 보 다.

    2) 치료 방법 및 생존율 비교

  편평 상피세포암으로 진단받은 35명의 환자를 대상

으로 방사선 치료 및 항암약물 요법만을 시행한 군

(n=27)과 수술을 포함한 치료를 시행한 군(n=8)으로 분

류하 다(Table 1). 수술적 치료를 받은 군은 방사선 

항암약물 병합 요법 시행에 협조가 어려운 여건이거

나 환자의 전신 상태가 항암약물 병합 요법을 견디기

에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 경우 또는 국소 절제술 후 

편평 상피세포암으로 진단된 경우이었다. 수술적 치료

를 받은 8명 중 5명은 복회음 절제술을 시행받았고 2

명은 국소 절제술 및 항암약물 요법을 시행받았으며 

1명은 광범위 절제술을 시행받았다. 5년 생존율을 비

교하 을 때 각각 79.1%, 54.7%로 통계학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Fig. 1).

Table 1. Comparison of treatment modality in squamous cell 
carcinoma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Chemoradiation Operation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Patient No 27 8

Sex

Male 11 3

Female 16 5

Age (yr) 60.0±10.8 57.9±12.0

Tumor size (cm) 3.2±2.2 3.8±1.5

Stage

I  1 2

II  5 2

IIIa  2 1

IIIb 13 1

IV  3 0

5-year survival rate 79.1% 54.7%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허규하 외 6인：항문암: 종류, 치료 및 예후에 대한 고찰  339

  총배설강암으로 진단받은 6명 중 2명은 방사선 치료 

및 항암약물 요법만 시행하 고 각각 35개월, 50개월 

무병 생존 중이다. 3명은 국소 절제 후 방사선 치료 및 

항암약물 요법을 시행하 고 모두 29∼106개월 무병 

생존 중이다. 1명은 복회음절제술 후 9개월 후 추적 소

실되었다. 흑색종으로 진단받은 6명 중 5명은 복회음

절제술을 시행하 고 이 중 1명은 방사선 치료 및 항

암약물 치료를 병합하 으며 2명은 각각 방사선 치료

와 항암약물 치료를 받았다. 이 중 4명은 9∼44개월 후 

사망하 고 복회음절제술 후에 방사선 치료 및 항암

약물 치료를 병합한1명은 8개월 무병 생존 중이다. 나

머지 1명은 진단 시 폐전이가 동반되어 수술을 시행하

지 않았고 항암약물 치료만 하 고 3.5개월 후 사망하

다. 선암으로 진단받은 3명은 모두 방사선 치료 및 

항암약물 치료를 받았고 각각 11개월, 14개월, 51개월 

후 사망하 다.

    3) 치료 후 재발

  추적기간 중에 재발이 확인된 예는 9예이었다. 조직

학적 형태로는 편평 상피세포암 5예(14.3%), 흑색종 4

예(66.6%)로 흑색종에서 재발률이 높았다. 재발의 형

태는 국소 재발 2예, 전신 재발 7예로 대부분 전신 재

발 소견을 보 고 특별한 치료 없이 보존적 치료를 한 

경우가 많았다(Table 2).

    4) 예후 인자

  항문암 전체를 보았을 때 대상 환자 55명의 5년 생

존율은 60%이었다. 단변량 분석상에서 5년 생존율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60세를 

기준으로 한 연령, 종양 크기, 장골 림프절 전이 유무, 

서혜부 림프절 전이 유무, 원격 전이 유무 등이었다

(Table 3). 대상 환자수의 제한으로 인해 다변량 분석

은 시행하지 못하 다. 조직형에 따라 편평 상피세포

암과 총배설강암이 흑색종과 선암에 비하여 좋은 예

후를 보 다(Fig. 2).

Table 2. Recurrence after treatment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Sex/age Cell type Initial treatment Site of recur Tx of recur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M/58 SCC APR+RT Pelvic node Chemoradiation
M/64 SCC CCRT Skin Conservative

F/55 SCC CCRT+APR Skin, bone, inguinal node Conservative

F/73 SCC CCRT Inguinal node Excision+chemo

F/66 SCC Wide excision+RT Lung Conservative

F/70 Melanoma APR+RT Liver, lung, bone Conservative

M/70 Melanoma APR Liver Conservative

M/57 Melanoma APR Lung, inguinal node Conservative

M/50 Melanoma APR+chemo Adrenal gland Adrenalectomy+chemo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PR = abdominoperineal resection; RT = radiotherapy; CCRT = concurrent chemoradiotherapy; Chemo = chemotherapy

Fig. 1. Comparison of survival rate according to treatment 

modality in squamous cell carcinoma

Table 3. Univariate analysis for risk factors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Variables P-value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Sex (male/female) 0.6505

Age (＞60/≤60세) 0.0039

Tumor size (＞5.0/≤5.0 cm) 0.0295

Perirectal node metastasis (yes/no) 0.2099

Iliac node metastasis (yes/no) 0.0086

Inguinal node metastasis (yes/no) 0.0325

Distant metastasis (yes/no) ＜0.0001

Treatment methods 0.8037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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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항문관은 조직학적으로 편평 상피세포와 원주 상피

세포가 만나는 곳으로 이러한 조직학적인 배경 때문

에 여러 형태의 암이 발생하지만 항문암의 발생 빈도

는 위장관계암의 0.44%로 빈도가 드물다.
1
 항문암의 

원인은 유전요인과 환경요인이 관여하며 염색체 11q, 

3p의 변이, 이전의 방사선 조사력, 크론병, 만성적인 

치루,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면역억제, 

흡연력 등이 위험요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11
 여

성에게 호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항문은 해부학적으로는 치상선에서 항문연으로 정

의되지만 외과적으로는 항문직장륜에서 항문연까지

로 정의된다. 항문에서 발생하는 암은 종양의 위치에 

따라 항문관암과 항문변연암으로 분류되는데 그 기준

에는 이견이 있다. 항문관의 근위부 경계는 항문직장

륜이지만 원위부 경계는 치상선으로 하는 경우와 항

문연으로 하는 경우로 구분이 된다. 항문관이 항문직

장륜에서 치상선으로 정의되는 경우는 항문변연암은 

치상선에서 항문연으로 정의되고 항문관이 항문직장

륜에서 항문연까지로 정의되는 경우에는 항문변연암

은 항문연에서 항문주변피부까지로 정의된다. 항문암

의 림프 배액은 암의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치상

선 위는 림프 배액이 직장암과 같이 직장 주위로 우선 

배액이 되고 치상선 아래는 서혜부와 대퇴부 림프절

로 배액이 된다.
18 저자들은 항문직장륜에서 치상선까

지를 항문관으로 분류하 고 치상선에서 항문연까지

를 항문변연으로 분류하 다.

  항문에서 발생하는 암은 여러 형태의 조직학적 유

형을 보이는데 편평 상피세포암, 총배설강암, 흑색종, 

선암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조직학적 유형에 따라서 환

자의 예후는 많은 차이가 있고 편평 상피세포암과 총

배설강암은 비슷한 예후를 보이나
16 흑색종은 매우 예

후가 불량하다. 치료 방법에도 차이가 있어서 편평 상

피세포암은 항암약물 방사선 병합요법이 일차적인 치

료로 되어 있으나 선암은 직장암에 준해서 치료하고 

흑색종은 복회음절제술 등 병소의 절제 후 추가적 방

사선 및 항암 약물 요법의 병합 치료를 시행하지만 치

료성적은 다른 조직형과 비교하여 좋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총배설강암은 고전적 치료로는 복회음

절제술이 시행되었으나 최근에는 항암약물 방사선 병

합요법이 선호되고 있다.
16,19,20 저자들의 경우도 편평 

상피세포암과 흑색종의 생존율 비교에서 유의하게 흑

색종의 예후가 나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편평상피 세포암의 치료는 1970년대 초까지는 직장

암에 준하여 복회음절제술을 많이 하 으며 치료 성

적은 5년 생존율은 38∼71%, 재발률은 27∼43%로 보

고되었다.
21-25
 이후 Nigro 등이 항암 약물 방사선 병합

요법을 시행하여 복회음절제술을 시행한 경우와 동등

한 치료 성적을 보이고 항문을 보존하 다는 보고 이

후 많은 연구자들이 항암약물 방사선 병합요법을 시

행하여 50∼90%의 5년 생존율과 7∼19%의 재발률을 

보고하 다.
2,3,10-12,26-30

 저자들의 경우 편평상피세포암

에서 항암약물 방사선 병합요법을 시행받은 군의 5년 

생존율은 79.1%이고 수술을 포함한 치료를 시행한 군

의 5년 생존율은 54.7%로 수술을 포함한 군의 성적이 

낮았는데 이는 대상 환자 중 전신 상태가 좋지 않아서 

광범위 절제술만 시행받은 경우처럼 체계화된 치료를 

받지 못한 대상 환자가 포함되었으며 대상 환자의 수

가 8명으로 적은 것에 의한 차이로 여겨진다. 두 군 간

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다른 보고들과 

비슷한 치료 성적을 보 다. 항암약물 방사선 병합요

법의 근거로 과거 방사선 치료만을 시행한 군과 항암

약물 치료를 함께 시행한 군의 비교 결과 항암약물 방

사선 병합요법의 효용성이 입증되었다. 항문암 치료 

초기에 항암 약제로 5-FU와 mitomycin이 사용되었는

데 5-FU 단독 사용군에 비해 mitomycin을 추가로 사용

한 경우 5년 생존율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국소 재발률

을 낮추고 무병 생존율을 높인다고 하 다.
31 이후에 

백금 화합물이 다른 편평 상피세포암에서 mitomycin

보다 효과적이라고 하여 mitomycin대신 cisplatin을 사

용한 보고가 있었고 약 94%의 완전 관해율을 보인다

고 하 다.
31 Cisplatin은 편평 상피세포암에서 효과가 

큰 항암제 가운데 하나이고 방사선 감작자로서의 역

Fig. 2. Comparison of survival rate according to histologic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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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1 저자들의 경우 항암

약물 방사선 요법 시행 시 5-FU와 cisplatin을 사용하

는데 5-FU와 mitomycin을 사용한 다른 보고들과 비슷

한 치료 성적을 보 다.

  예후 인자로는 국소 침윤도, 종양의 위치 및 크기, 

림프절 전이 유무, 조직 분화도 등이 있으며 저자들의 

경우 대상 환자 수의 제한으로 인하여 다변량 분석을 

시행할 수가 없어 예후 인자를 결론내리기에는 무리

가 있으나 단변량 분석에 의하여 연령, 종양 크기, 림

프절 전이 유무, 원격 전이 유무가 생존율에 차이를 보

이는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향후 대상 환자의 

숫자가 증가하면 다변량 분석을 시행하여 재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종양의 크기는 중요한 예후 

인자로서 2 cm 미만의 유동성 종괴는 약 80%에서 완

치되고 5 cm 이상은 약 50% 미만의 완치율을 보인다

고 하 다.
32-34 
또한 림프절 전이 여부도 종양의 크기

와 관련 있다고 보고되었다. 임상적으로 서혜부 림프

절 양성 빈도는 전체 항문암 환자에서 10∼20%이지만 

T3 이상의 종양은 30∼60%로 보고되었다. 저자들의 

경우 진단 시 임상적으로 서혜부 림프절 양성인 경우

는 21예(38%)이었고 원격 전이는 폐전이 2예, 간전이 

2예, 골전이 2예, 다발성 전이(폐, 뇌) 1예 소견을 보

다. 항문암은 국소 및 역 병변으로 전신성 전이는 

10% 미만으로 드물다고 하 고 다른 보고에 의하면 

국소 재발 9.2%, 역 재발 6.4%, 전신 재발 16.4%이라

고 하 다. 전신 전이가 있는 경우 간, 피부, 골격, 폐 

순으로 전이되며 조직학적으로 총배설강암은 뇌전이

가 많다고 보고되었다.
35

  국소 재발된 편평 상피세포암의 치료로는 복회음절

제술이 우선적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다병용 요법

에 임상적으로 또는 병리적으로 완전 관해를 보이지 

않는 환자들 중 복회음 절제술을 시행하여 약 50% 완

치 소견을 보 다고 하 다.
16,36,37 수술을 안 하려는 환

자의 경우 추가적 방사선 요법 및 cisplatin을 사용한 

병합 치료를 하여 효과적이라고 하는 보고도 있다.
38 

저자들의 경우 1예의 골반강내 림프절 전이, 1예의 서

혜부 림프절 재발이 있었는데 골반강내 림프절 전이 환

자는 추가 방사선 및 항암 약물 병합 요법을 시행하

고 서혜부에 재발한 환자는 국소 절제 후 항암 약물 요

법을 시행하 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전신적인 재발을 

보여 보존적인 치료에 그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결      론

  항문암 중 편평 상피세포암의 일차적 치료 방법으

로 방사선 및 항암약물 병용요법을 시행하여 복회음

절제술 등의 수술적 요법과 동등한 치료 성적을 얻었

고 항문 기능을 보존할 수 있었다. 조직형에 따라서 항

문암의 예후는 유의한 차이를 보 고 흑색종이 편평

상피암에 비하여 예후가 불량하 다. 대상 환자 수의 

제한으로 다변량 분석은 시행하지 못하여 예후 인자 분

석에는 무리가 있으나 단변량 분석상에서 연령, 종양 

크기, 림프절 전이 유무, 원격 전이 유무가 생존율에 

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 고 향후 증

례가 더 많아진 후 재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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