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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외과적 완전 절제술을 시행한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 장기
생존자의 예후 인자

서서서론론론:::비소세포폐암으로 외과적 완전 절제술을 시행 받은 환자들을
생존 기간 60개월을 기준으로 장기 생존자,단기 생존자로 구분하여
두 그룹 간 위험 인자를 비교하고 장기 생존자 군에서 사망 및 재발
과 관련된 위험 인자를 분석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대대대상상상 및및및
방방방법법법:::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흉부외과에서 1990년 1월부
터 2001년 4월 사이에 원발성 폐암으로 외과적 완전 절제술을 시행
받은 환자 614명 중 60개월 이상 생존한 환자 279명을 대상으로 하였
고,장기 생존자 군에서 재발 및 생존과 관계된 변수를 조직학적 분
류,수술 방법,림프절 전이,병리학적 병기로 나누어 조사하였다.결결결
과과과:::장기 생존자와 단기 생존자의 비교에서 성별(p=0.02),수술방법
(p<0.01),림프절 전이(p<0.01)및 병리학적 병기(p<0.01)는 두개의 군
간에 빈도 차이를 나타냈다.장기 생존자에서 재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중 분석 결과 비편평상피세포폐암(p<0.01),N2림프절
전이(p<0.01)와 병리학적 병기III(p<0.01)들이 장기 생존자의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기 생존자군에서 이후 생존에 영
향을 미치는 예후 인자는 일요인분석결과 림프절 전이(p<0.01)와 병
리학적 병기(p<0.01)로 나타났고,다중요인분석결과도 마찬가지로 N2
림프절 전이(p<0.01)나 병리학적 병기III(p<0.01)로 나타났다.결결결론론론:::
장기 생존자의 대부분의 재발은 60개월 이전에 나타나고 장기 생존자
군에서 N2림프절 전이,병리학적 병기III,비편평상피세포폐암인 경우
재발에 영향을 미치며,이 후의 생존율에는 N2림프절 전이나 병리학
적 병기III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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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되는 말 :비소세포폐암,장기 생존자,단기 생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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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적 완전 절제술을 시행한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 장기
생존자의 예후 인자

<지도교수 정경영>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강 두 영

Ⅰ.서론
 림프절 침윤 혹은 전이가 없는 비소세포폐암 환자에게 가장 효과적
이고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은 폐절제술이지만 병리학적으
로 완전절제에도 불구하고 5년 내 암 재발은 상당수에서 발생하고 있
다.이와 관련해 많은 연구에서 외과적 폐절제술 치료를 받은 비소세
포폐암 환자의 암 재발 빈도와 양상을 발표하고 있다.몇 연구에 의
하면 수술 후 I기 비소세포폐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군에서 재발 빈도
가 39%에 달하였다1,2,3.대부분의 재발은 원격 전이였고1,2,3수술 후 4
년 이내에 재발했으며,5년 이후의 재발은 10%정도로 보고되고 있다
1,2,4,5.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수술 후 5년 생존한 환자 군의 약
4%-5%가 재발한다고 보고하는 경우도 있고5,6,7첫 진단 후 10년 뒤에
재발한 사례를 보고한 논문도 있다5. 이러한 결과로 인해 많은 외과
의사와 종양학자들은 비소세포폐암의 완전 치유를 판단할 수 있는 추
적 관찰 기간이 얼마이어야 하는 가에 의문을 제기하여 왔다.Martini
등은 수술 후 5년 이후에도 추적 관찰이 필요함을 주장하면서 그 이
유로써 수술 후 무병기간 5년의 환자에서는 암의 재발보다 2차 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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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폐암의 발생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7.Okada등은 5년 이후
의 낮은 재발율이 첫 수술 당시의 병기와 관련이 없음을 발표하면서
수술 후 5년의 기간은 완치를 선언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8.
이 연구의 목적은 비소세포폐암으로 외과적 완전 절제술을 시행 받

은 환자들을 생존 기간 60개월을 기준으로 장기 생존자,단기 생존자
로 구분하여 두 그룹 간 위험 인자를 비교하고 장기 생존자 군에서
사망 및 재발과 관련된 위험 인자를 분석하는 것이다.이를 토대로
수술 후 장기 생존자들의 비소세포폐암 재발 형태를 분석하여 완전
치유를 판단할 수 있는 5년 추적 관찰 기간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살
펴보고자 한다.

Ⅱ.재료 및 방법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흉부외과에서 1990년 1월부터
2001년 4월 사이에 원발성 폐암으로 외과적 절제술을 시행 받은 환자
는 총 788명이었고 이들 중 비소세포폐암인 환자는 766명이었다.육
안적,병리학적으로 완전 절제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와 림프절 N3
전이 환자는 이 연구에서 제외하였다.이 기간 동안 완전 절제술을
시행한 환자는 614명이었고 60개월 이상 생존한 환자는 279명(45.4%)
이었다.
수술은 모든 경우에서 폐절제술과 폐문부,종격동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절제된 모든 림프절은 병리학자가 검사를 시행하였다.폐
절제술의 경우 소매절제술은 일엽절제술에 포함시켰고 쐐기 절제술의
경우는 이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수술 후 추적 관찰기간동안 화학요법 치료만을 한 경우 125명(U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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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명 포함)이었고,128명에서 방사선 치료만을 했으며 방사선 치료와
화학치료를 함께한 경우는 130명이었다.
수술 후 재발과 이차 원발성 폐암의 구분은 Martini등이 정의한 내
용에 의하였다9.
수술 후 환자의 추적 관찰은 수술 후 1년까지는 2개월마다,2년에서
5년까지는 3개월마다,이후에는 6개월마다 시행하였다.
병리학적 병기는 RevisionsintheInternationalSystem forStaging
LungCancer에 따라 결정하였다10.
분석에 사용한 예후 인자들은 나이,성별,조직학적 분류,수술방법,
림프절 전이,TNM 병기를 대상으로 하였다.나이의 경우는 40세 미
만,40세 이상 70세 이하,70세 초과 군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장기
생존자 군에서 재발 및 생존과 관계된 변수는 조직학적 분류의 경우
편평상피세포폐암과 비편평상피세포폐암,수술 방법의 경우 전폐절제
술과 일엽+이엽절제술,림프절 전이의 경우 N0,N1과 N2,병리학적
병기의 경우 병기 I,병기II그리고 병기III으로 하였다.
생존 기간은 수술 받은 날을 기점으로 하여 사망한 날까지로 정하였
고, 사망은 폐암과 연관된 사망만을 포함시켰다. 생존율은
Kaplan-Meier방법으로 계산하였고,예후 인자에 따른 생존율 비교는
log-rank 검사를 실시하였다. 재발에 영향을 미치는 예후 인자는
Logistic회기 분석을 이용하였고,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알기
위한 다중 요인 분석은 Cox'sproportionalhazardsregressionmodel
을 이용하였다.장기 생존자와 단기 생존자의 빈도 차이와 장기 생존
자 중 재발한 환자들의 빈도 차이는 χ

2검정을 사용하였다.통계학적으
로 p값이 0.05미만인 경우를 의의 있는 것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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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결과
1.장기 생존자 vs단기 생존자
장기 생존자와 단기 생존자의 비교에서 나이(p=0.17)와 조직학적 분
류(p=0.15)는 두개의 군 간에 차이가 없었다.하지만 성별(p=0.02),
수술방법(p<0.01),림프절 전이(p<0.01)및 병리학적 병기(p<0.01)는
두개의 군 간에 차이를 나타냈다(표1).단기 생존자 군보다 장기 생존
자 군에서 성별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높았고 수술 방법의 경우 일엽
절제술과 이엽절제술의 비율이 높았으며 림프절 전이와 높은 병리학
적 병기의 비율은 낮았다.(표1.)

2.장기 생존자의 재발 환자
장기 생존자 중 재발한 환자는 25명이었다.재발한 환자의 평균 무병
기간은 34.3개월이었고 수술 후 60개월 이전에 재발한 경우가 22명,
60개월 이후에 재발한 경우가 3명이었다.재발 발견 당시 원격 전이
는 21명이었고 국소 전이는 4명이었다.재발한 환자는 남성이 16명,
여성이 9명이었고 조직학적으로 편평상피세포폐암이 7례,선암이 15
례,그 외 나머지 3례가 있었다.수술적 방법으로는 전폐절제술이 10
례,단엽절제술이 9례,이엽절제술이 6례였고,림프절 N0환자가 11명,
N1환자 4명 그리고 N2환자가 10명이었다.병리학적 병기로는 I병기
환자가 10명,II병기 환자가 3명,III병기 환자는 12명이었다.(표 2.)
장기 생존자에서 재발한 군과 재발하지 않은 군으로 나눈 결과 성별
(p=0.11)과 수술 방법(p=0.99)은 두개의 군 간에 빈도의 차이가 없었
으나,암세포의 조직학적 분류(p<0.01),림프절 전이(p=0.01)및 병리
학적 병기(p=0.02)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표2.)재발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Logistic회기 분석한 결과는 비편평상피세포폐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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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N2림프절 전이(p<0.01)와 병리학적 병기III(p<0.01)가 장기
생존자의 재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장기 생존자군과 단기 생존자군 비교
VVVaaarrriiiaaabbbllleeesss Longterm

survivors(n=279)
Shortterm

survivors(n=335) pvalue
Age
<40
≥40and≤70
>70

12
250
17

11
290
34

0.17

Sex
male
female

208
71

276
59

0.02

Histology
squamouscellcarcinoma
non-squamouscellcarcinoma
adenocarcinoma
largecellcarcinoma
adenosquamouscellcarcinoma
others

147
132
93
12
8
19

193
142
113
13
7
9

0.15

TypeofSurgery
pneumonectomy
lobectomy+bilobectomy

107
172

185
150

<0.01

Nodalstatus
N0
N1
N2

186
49
44

126
89
120

<0.01

Pathologicstage
stageIA
stageIB
stageIIA
stageIIB
stageIIIA
stageIIIB

60
107
5
53
51
3

13
76
8
83
133
22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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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장기 생존자군에서 재발한 군과 재발하지 않은 군의 비교

*Proportionofrecurrence=recurrence/(recurrence+norecurrence)

3.장기생존자에서 예후 인자
장기 생존자의 전체 사망 환자는 50명으로 전체 생존율은 84.4%였
고,폐암 관련 사망자는 16명이었으며,장기 생존자의 10년 생존율은
90.1%로 나타났다.예후 인자의 일요인분석결과 성별(p=0.46),조직학
적 분류(p=0.27),수술 방법(p=0.73)은 생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고 림프절 전이여부(p<0.01)나 병리학적 병기(p<0.01)는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다중요인분석결과도 마찬가
지로 N2림프절 전이(p<0.01)나 병리학적 병기III(p<0.01)가 생존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그림 1.,그림 2.)

VVVaaarrriiiaaabbbllleeesss Recurrence No
recurrence

*Proportionof
recurrence(%) pvalue

Sex
male
female

16
9

192
62

7.7
12.7

0.20

Histology
Squamouscellca.
Non-squamouscellca.

7
18

140
114

4.8
13.6

<0.01

Typeofsurgery
pneumonectomy
lobectomy+bilobectomy

10
15

97
157

9.3
8.7

0.99

Nodalstatus
N0
N1
N2

11
4
10

175
45
34

5.9
8.2
22.7

<0.01

Pathologicstage
stageI
stageII
stageIII

10
3
12

157
55
42

6.0
5.2
22.2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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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장기 생존자군에서 이 후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다중 요인
분석)

그림 1.림프절 전이에 따른 생존 곡선

Factors Hazardratio 95% Hazardratio
confidencelimits pvalue

Nodalstatus
N1
N2

p-stage
stageII
stageIII

2.042
8.194

1.882
7.764

0.487-8.555
2.675-25.095

0.421-8.417
2.390-25.228

0.33
<0.01

0.41
<0.01



-9-

그림 2.병리학적 병기에 따른 생존 곡선

Ⅳ.고찰
비소세포폐암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예후 인자를 분석하
는 논문은 매우 많고 현재도 예후를 세분화해 가면서 분석하는 논문
들이 나오고 있다.이러한 논문들은 대부분 수술 받은 환자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분석이다.하지만 현재 60개월 이상 생존한 환
자를 대상으로 재발과 이 후 생존과 관련된 예후 인자를 분석한 논문
은 매우 드물다.이러한 이유는 60개월 이상 생존한 환자에서 재발되
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Okada등은 비소세포폐암으로 완전 절제술을 시행받은 5년 생존자
의 경우 처음 수술 당시의 병리학적 병기,림프절 전이 여부,성별,조
직학적 분류가 이후 생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발표하였다8.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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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이번 연구에서는 5년 생존자의 경우 처음 수술 당시 N2림프절 전
이와 병리학적 병기III은 이 후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이러한 원인은 5년 생존자의 경우 폐암의 재발 시점과 매우 관련
이 깊을 것으로 생각된다.이번 연구에서는 5년 생존자에서 비편평상
피세포폐암,N2림프절 전이와 병리학적 병기III이 폐암의 재발에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이들 재발의 88%(22/25)는 60개월
이전에 재발한 것이었다.따라서 60개월 이상 생존한 장기 생존자의
예후에도 림프절 전이나 병리학적 병기 모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
된다.장기 생존자군에서 재발과 연관하여서는 비편평상피세포폐암이
좋지 않은 예후 인자로 나타났으나,이 후의 생존에는 비편평상피세
포폐암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Okada등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5년 생존자군에서 이 후 생존에 영향을 미치
는 예후 인자로 편평상피세포폐암의 예후가 다른 암 종류에 비해 예
후가 좋은 것으로 보고하였다.그 원인으로 비편평상피세포폐암 중
일부 서서히 진행되는 선암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하였다.본 연구에
서도 통계학적으로 5년 생존자의 경우 이 후 생존에 조직학적으로 비
편평상피세포폐암의 좋지 않은 예후 인자로 나오지는 않았으나 재발
과 연관시켜 볼 때 대체적으로 편평상피세포폐암의 예후가 다른 암
종류에 비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체 사망자 50명 중 16명은 폐암관련 사망자였고 이 중 15명은 재
발한 경우였으며 1명은 이차 원발암에 의한 것이었다.폐암 이외의
암관련 사망자는 3명으로 신장암,유방암,위암이 각각 1명씩이었다.
암과 관련되지 않은 사망은 13명으로 폐렴이 4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18명이었다.
이번 연구에서 장기 생존자의 경우 재발과 관련된 예후인자는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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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으로 비편평상피세포폐암,N2림프절 전이와 병리학적 병기III이었
다.장기 생존자군에서 재발한 25명 중 22명이 60개월 이전에 재발하
였고 나머지 3명은 60개월 이후에 재발하였다.60개월 이 후 재발한
3명의 경우 수술 후 62개월,78개월,79개월에 발견되었다.이 중 62
개월,79개월에 발견된 환자는 모두 편평상피세포암 환자로 수술당시
병리학적 병기는 모두 IIIA(T1N2M0,T3N1M0)로 재발 당시 골전이
로 발견되었고 78개월에 발견된 환자는 기관지폐포암으로 병리학적
병기는 IB로 재발당시 동측 폐전이로 발견되었다.Martini등은 수술
후 무병기간 5년인 환자는 재발보다 이차 원발성 폐암의 발생빈도가
높아 수술 후 5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하였다7.이
번 연구에서도 이차 원발성 폐암은 10명에서 발견되었고 이 중 5명이
60개월 이후에 발생하여 재발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Okada
등은 수술 5년 후 낮은 재발 빈도와 생존율이 처음 수술당시 병기와
연관이 없음을 들어 수술 후 5년 기간의 무병기간은 폐암의 완치를
선언하는데 충분할 것이라고 하였다8.이 번 연구 기간에 완전 절제술
을 시행한 환자 614명 중 224명의 재발이 확인되었다.수술 후 1년
내에 재발한 경우 127명(56.7%),1년에서 2년 사이 재발 45명(20.1%),
2년에서 3년 사이 재발 25명(11.2%),3년에서 4년 사이 재발 8명
(3.6%),4년에서 5년 사이 재발 7명(3.1%)이었고 5년 이 후의 재발은
3명(1.3%)그리고 재발 시점을 알 수 없는 경우가 9명(4.0%)이었다.
즉,Okada등이 수술 후 5년 기간은 완치를 선언하는데 충분할 것이
라고 판단한 첫 번째 근거인 5년 이후의 낮은 재발 빈도는 이번 연구
결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하지만 두 번째 근거로 제시한 수술
후 5년 생존자의 이 후 생존율이 처음 수술당시 병기와 연관이 없었
다는 결론은 이번 연구와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8.즉 앞에서도 보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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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본 연구에서는 수술 후 5년 장기 생존자의 경우에 이 후 생존율이
수술 당시의 병리학적 병기III및 N2림프절 전이가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장기 생존자군에서 발생한 재발 대부분(22/25)
이 60개월 이전에 재발하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Okada등과 결과는 다르지만,수술적
완전 절제술을 시행한 환자 중 60개월 이 후의 재발율이 1.3%로 매우
낮았음을 고려할 때,외과적 완전 절제술을 시행한 비소세포폐암 환
자의 경우 수술 후 5년 동안의 무병생존은 완치를 판정하는 데 충분
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Ⅴ.결론
1.장기 생존자와 단기 생존자 군의 비교에서 남성,전폐절제술,림프
절 전이,높은 병리학적 병기의 경우 단기 생존자군에서 많았다.
2.장기 생존자에서 재발은 대부분 60개월 이전에 나타나며 N2림프절
전이,병리학적 병기III,비편평상피세포폐암인 경우 재발율이 높았다.
3.장기 생존자의 경우 이 후 생존율에는 N2림프절 전이나 병리학적
병기III이 영향을 미치며 이는 폐암의 재발이 대부분 60개월 이전에
발생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4.원발성 폐암의 외과적 완전 절제술 후 무병기간 5년은 폐암의 완
치를 판정하는데 충분한 시간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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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ssstttrrraaacccttt

Prognosticfactorsoflongterm survivorswithcompletely
resectednon-smallcelllungcancer(NSCLC)

DuYoungKang

DepartmentofMedicine
TheGraduateSchool,YonseiUniversity

(DirectedbyProfessorKyungYoungChung)

OOObbbjjjeeeccctttiiivvveee:::Thepurposeofthisstudy wastocomparetherisk
factorsbetweenlong-term survivorsandshort-term survivors,and
to determinethefactorsthathaveinfluenceon recurrenceand
survivaloflong-term survivorsaftercompleteresectionoftheir
non-smallcelllung cancer.Long-term survivorswasdefinedas
patients who survived more than 60 months and short-term
survivors was defined as patients who survived less than 60
monthsafterpulmonaryresection.MMMaaattteeerrriiiaaalllsssaaannndddmmmeeettthhhooodddsss:::From
January 1990 to March 2001,614 patients underwentcomplete
resectionofprimarynon-smallcelllungcancerand279patientsof
thosesurvivedmorethan60monthsin departmentofThoracic
andCardiovascularSurgery,Severancehospital,YonseiUniversity
CollegeofMedicine.Theprognosticfactorsthathaveinfuenceon
recurrence and survivalin long-term survivors were analyzed
according to histologic type, operation method, lymph node
metastasisand pathologicstage.RRReeesssuuullltttsss:::Sex(p=0.02),operation
method(p<0.01),lymph node metastasis(p<0.01),and pathologic
stage(p<0.01)showedastatisticallysignificantdifferencebetween
long-term survivorsandshort-term survivors.MultivariableCox
analysisdemonstrated thatnon-squamouscellcarcinoma(p<0.01),
N2lymphnodemetastasis(p<0.01),andpathologicstageIII(p<0.01)
had influence on recurrence in long-term survivors.Univariate
analysis of long-term survivors showed that lymph node
metastasis(p<0.01) and pathologic stage(p<0.01) had significant
influenceonadditionalsurvivalandmultivariableanalysisofth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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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ed N2lymph nodemetastasis(p<0.01)and pathologicstage
III(p<0.01) had significant influence on additional survival.
CCCooonnncccllluuusssiiiooonnn:::Inlong-term survivors,non-smallcelllung cancers
recurredmostlybefore60monthsandN2lymphnodemetastasis,
pathologicstageIII,andnon-squamouscellcarcinomawaspoor
prognosticfactorsofrecurrence,and N2lymph nodemetastasis
and pathologic stage IIIhad significantinfluence on additional
surv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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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non-smallcelllung cancer,long-term survivors,
short-term surviv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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