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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자궁경부암에서 고선량률과 저선량률 강내 근접 방사선 

치료의 비교: 체계적 분석과 메타 분석

자궁경부암의 근접 방사선치료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저선량률 강

내 조사와 1960년초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고선량률 강내 조사 중 어떤 치료법이 

임상적으로 더 우수한 치료효과를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많은 논란이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자궁경부암에서 고선량률과 저선량률 강내 조사를 시행하여 치

료 결과를 보고한 논문들을 대상으로 생존율, 무병 생존율, 국소재발율 및 직장과 

방광의 합병증 발생율에 대해 메타 분석을 시행하여 두 치료법 간의 우위성 여부

를 검증하고자 하 다. 

Medline과 CancerLit을 통한 논문 검색과 관련 논문의 참고 문헌을 검색하여

1966년부터 2002년 9월 사이에 발표된 자궁경부암에서 고선량률과 저선량률 강내  

조사의 치료 결과를 비교한 전향적 무작위 및 후향적 임상 연구 논문을 찾아서 

검토한 후 본 연구의 포함 기준 및 제외 기준을 적용하여 총 14편의 논문(3편의 

전향적 무작위 연구와 11편의 후향적 연구)을 선정하 고, 이들 논문들을 대상으

로 5년 생존율, 5년 무병 생존율, 국소 재발율 및 직장과 방광의 합병증 발생률 등

에 대한 메타 분석을 시행하 다. 두 치료법 간에 우의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각각의 대상 논문에서 두 치료법간의 교차비(odds ratio)를 구한 뒤 동질성 검정을 

거쳐 이를 병합하여 통합 효과 크기(common effect size)와 95% 신뢰 구간

(confidence interval)을 구하 다.  

14편의 대상 논문에서 포함하고 있는 총 환자의 수는 18,629명이었고, 그 중 고

선량률 강내 조사를 시행한 환자는 10,689명, 저선량률 강내 조사를 시행한 환자는 

7,940명이었다. 5년 생존율의 통합 효과 크기(common effect size)는 1.1869 (95%

신뢰 구간 0.9875-1.4264) 고, 5년 무병 생존율의 통합 효과 크기는 1.2037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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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구간 0.6284-2.3059)이 으며, 국소 재발율의 통합 효과 크기는 0.8926 (95% 

신뢰 구간 0.733-1.0869)으로 두 치료법 간에 차이가 없었다. 중등도 이상의 직장

과 방광의 합병증 발생률에 대한 통합 효과 크기는 각각 0.8625 (95% 신뢰 구간 

0.5877-1.2657)와 1.0937 (95% 신뢰 구간 0.778-1.5375)로 두 치료법간에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기존의 저선량률 강내 조사에 비해 고선량률 강내 조

사가 생존율과 합병증 발생율에서 차이가 없는 결과를 보여 과거의 저선량률 강

내 조사 대신 환자와 시술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고선량률 강내 조사로 대

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나 이는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전향적 무작위 임

상 연구를 시행하여야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고선량률 강내 조사

시 아직까지 임상적으로 규명이 되지 않은 적정 분할 횟수 및 1회당 방사선량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임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핵심되는 말 : 자궁경부암, 강내 조사, 고선량률, 저선량률, 메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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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에서 고선량률과 저선량률 강내 근접 

방사선 치료의 비교: 체계적 분석과 메타분석

<지도  박  경  란  교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이   강   규

I.   서  론

자궁경부암의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인 방사선 치료는 외부 방사선치료와 근

접 방사선치료(brachytherapy)의 한 방법인 강내 조사(intracavitary radiotherapy, 

ICR)로 구성되어 있다. 근접 방사선 치료에 사용되는 방사선 동위 원소는 ICRU 

report 38을 근거로 선량률(시간당 조사되는 방사선량)에 따라 0.4-2.0 Gy/hr는 저

선량률(low dose rate, LDR), 2-12 Gy/hr는 중선량률(medium dose rate, MDR), 

12 Gy/hr 이상은 고선량률(high dose rate, HDR)로 분류하고 있다.
1)
 

1900년대 초부터 전통적으로 자궁 경부암에서 저선량률 강내 조사가 사용되어

져 왔으며 우수한 치료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
2-5)

. 그러나, 저선량률 강내 조사는 

시술과정에서 시술자가 자궁 내에 삽입된 강내 조사 기구 (Tandem과 Ovoid) 내

로 직접 방사선 동위원소를 장착해야 하므로 시술자에게 방사선이 피폭되어질 수 

있으며, 장시간(1-3일)의 치료 기간 동안 방사선 동위 원소를 장착한 강내 조사 

기구를 일정하게 한 위치에 고정하기가 용이하지 않고, 환자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장시간 움직이지 않아야 하므로 폐색전증과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독방에 혼자 거주하여야 하기 때문에 환자에게 정신적인 긴장감과 불안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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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래하는 단점이 있다(Table 1)
9)
.

고선량률 강내 조사는 1960년대 초 Henschke 등
6)
에 의하여 소개되어진 후 

1960년대 후반부터 보급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유럽과 아시아 등지에서 폭넓게 사

용되어지고 있다
7-8)

. 고선량률 강내 조사는 원격조작후장진법(remote afterloading 

system, RALS)으로 저선량률 강내 조사와는 달리 방사선 동위 원소를 원격 조작 

방법에 의해 강내 조사 기구 내로 장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술자의 방사선 피폭

을 피할 수 있으며 치료시간이 수 분 내지 수십 분 이내로 짧기 때문에 저선량률 

강내 조사와는 달리 강내 조사 기구의 고정이 용이하고 분할 조사가 가능하므로 

외래에서 치료할 수 있는 편리성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Table 1)9), 분할 조

사로 인하여 환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 내원하여야 하고 전체 치료 기간이 길어지

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방사선 생물학적인 면에서는 저선량률 강내 조사는 고선량률 강내 조사에 비

하여 만기 반응 정상 조직(late responding normal tissue)에 대한 방사선의 향

이 더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방사선으로 인한 직장과 방광의 합병증 발생률이 

낮을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있다10-11). 그러나, 고선량률 강내 조사의 물리적인 장점

들이 고선량률 강내 조사의 방사선 생물학적 단점들을 상쇄할 수 있다는 주장
12)
이 

있어 아직까지도 두 치료법 중 어떤 치료법이 임상적으로 종양의 완치율을 높이

면서 주위 정상 조직의 합병증은 낮출 수 있는지 즉 더 높은 치료효율(therapeutic 

ratio)을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이에 저자는 현재까지 발표된 문헌들을 통합하여 메타 분석을 통해 고선량률

과 저선량률 강내 조사의 생존율, 무병 생존율, 국소 재발율 및 직장과 방광의 합

병증 발생율을 비교 분석하여 두 치료법 간의 임상적 우위성을 알아보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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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dvantage of HDR vs. LDR in cancer of the cervix
9)

1. Eliminates radiation exposure hazard for caregivers, visitors, elimiantes 

source preparation and transportation

2. Allows shorter treatment times:

a) Less patient discomfort because prologed bed rest is eliminated

b) It is possible to treat patients who may not tolerate long 

periods of isolation and those who are at high risk for acute 

cardiopulmonary toxicity due to prologed bed rest.

c) There is less risk of applicator movement during therapy.

d) Reduced hospitalization (due to outpatient therapy) results in cost 

shifts.

e) Possibly allows greater displacement of nearby normal tissues (by 

packing or using rectal retractor), which could potentially reduce 

rectal and bladder morbidity.

f) It is possible to treat larger number of patients in institutions that 

have a high volume of cervical cancer patients but insufficient 

inpatient facilities (for example, in some developing countries).

3. Allows use of smaller diameter sources than are used in LDR:

a) This reduces the need for dilatation of the cervix and, therefore, 

reduces the need for heavy sedation or general anesthesia.

b) High-risk patients who are unable to tolerate general anesthesia 

can now be more safely treated.

c) Physically easier to insert applicator into the cervix.

4. Makes treatment-dose-distribution optimization possible. The variation 

of dwell time with the single stepping source allows an almost infinite 

variation of the effective source strength and source positions allowing 

for greater control of the dose distribution and potentially less 

morbidity.

5. Allows integration of external beam radiation therapy and HDR, which 

can lead to a shorter overall duration of treatment and potentially to 

better tumor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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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대상 및 방법 

1. 연구과정

이 연구의 분석과정은 전체적으로 Jenicek 등
13)
이 제안한 메타 분석의 순서에 

따랐다.

2. 자료수집 방법

이 연구는 1966년 1월부터 2002년 9월 사이에 출판되어진 자궁경부암에서 고

선량률과 저선량률 강내 조사를 비교한 전향적 무작위 연구(prospective 

randomized trial) 및 후향적 연구(retrospective study) 논문을 대상으로 하 다. 

이들 대상 논문에 대한 검색은 Medline과 CancerLit을 통하여 문으로 작성되어

진 논문들을 대상으로 검색하 고, 문헌 검색시 cervix cancer, intracavitary 

radiotherapy(ICR), high-dose rate, low-dose rate 등의 문 핵심어로 검색하

다. 또한, 종설(review article) 및 관련 논문의 참고 문헌에서도 대상 논문을 검색

하 다. 

3.  메타 분석방법

가. 질적 메타 분석방법 (qualitative meta-analysis)

검색된 논문들 중 FIGO 병기 Ib 기부터 IVa 기까지 자궁경부암 환자들을 대

상으로 고선량률과 저선량률 강내 조사 간의 치료 결과를 비교한 논문들 중 근치

적 목적의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여 5년 생존율 또는 5년 무병 생존율의 결과를 

포함한 논문을 메타 분석의 대상 논문으로 포함시켰으며 수술 등과 같은 다른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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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방법을 포함한 논문의 경우 근치적 목적의 방사선 치료 군만을 선택하여 그 

결과를 메타분석에 포함시켰으나 근치적 방사선 치료 군만을 선택할 수 없을 경

우에는 대상 논문에서 제외하 다. 그 외 방사선 치료 전 또는 후에 수술을 시행

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나 자궁경부암 중 선암종(adenocarcinoma)만을 

대상으로 한 논문, 5년 미만의 생존율이나 무병 생존율을 보고한 논문들은 제외하

다. 또한, 대상 논문은 중복 출판 편의 (multiple publication bias) 를 피하기 위

하여 같은 연구기관 또는 같은 대상 환자와 관련된 중복 논문은 시기적으로 가장 

최근에 발표된 한 개의 논문만을 선택하 다. 이상의 포함기준 및 제외기준을 적

용하여 개개의 논문에 대한 질(quality)을 평가하 고, 이 기준에 미달하는 논문은 

분석에서 제외하 다. 논문의 질에 대한 평가를 거친 후 대상 논문에 포함된 논문

은 총 14편
15-28)

이 다. 이들 대상 논문에 대해서 조사한 변수는 저자, 출판년도, 

병기, 치료방법, 5년 생존율 또는 무병 생존율, 국소 재발율, 직장과 방광의 합병증 

발생률이었다.

나. 계량적 메타 분석방법 (Quantitative meta-analysis)

계량적 메타 분석을 이용하여 고선량률과 저선량률 강내 조사 간의 치료 결과

를 비교하기 위하여 각 논문에서 5년 생존율과 무병 생존율, 국소 재발율, 직장과 

방광의 합병증 발생률의 변수들에 대해서 두 치료법 간에 효과 크기(effect size)

를 구하여 두 치료법간의 우위성 여부를 분석하 다. 개별 논문에서 각 변수들에 

대한 효과 크기는 저선량률 강내 조사군을 대조군으로 하여 2X2 분할표를 이용해

서 저선량률 강내 조사군에서의 사건 (event) 발생 수에 대한 고선량률 강내 조사

군에서의 사건 발생 수의 교차비 (odds ratio) 로 정의하 고, 효과 크기의 통합은 

Peto 방법을 이용하여 통합 효과 크기(common effect size)와 95% 신뢰 구간

(95% confidence interval. 95% CI)을 구하 다. 

본 연구의 대상 논문 14편 중 11편의 논문이 후향적 연구이고, 1990년 이전에 

쓰여진 논문이 9편으로 과거의 논문이 많아서 정확한 통계 방법이 적용되지 않았

기 때문에 5년 생존율 및 무병 생존율, 국소 재발율, 직장과 방광의 합병증 발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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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수들을 단순 비율로만 제시한 논문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교

차비를 구하기 위하여 사용한 각 변수들에서의 사건 발생 수는 5년 후 대상 환자 

수 및 사건 수를 표기한 논문의 경우 제시된 대상 환자 수와 사건 발생 수를 바

로 사용하 으나, 대상 논문 중 사망, 재발, 합병증의 발생, 추적 실패 등이 발생한 

수가 제시되지 않고 사건 발생의 단순 비율만 제시된 경우에는 대상 환자군의 수

에 변수의 단순 비율을 곱하여 변수의 사건 발생 수를 추정하여 적용하 다.

효과 크기의 통합을 위해 고정 효과 모형(fixed effect model)과 확률 효과 모

형(random effect model) 중 적합한 효과 모형을 선택하기 위하여 통합 전에 동질

성 검정을 시행하 으며, 동질성 검정은 고정 효과 모형이 적합하다는 가설 하에

서 Q값을 구하 고 이를 p-value로 변환하여 p-value가 0.05 이상일 경우 각 논

문으로부터 얻은 자료가 동질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고정 효과 모형의 효과 크기 

및 95% 신뢰 구간을 적용하 고, p-value가 0.05 미만일 경우 자료가 이질적인 것

으로 판단하여 확률 효과 모형의 효과 크기 및 95% 신뢰 구간을 적용하여 효과 

크기를 통합하 다.

개별 논문의 효과 크기 및 95% 신뢰 구간 그리고, 통합 효과 크기는 메타 분

석 통계 프로그램인 MetaWin Version 2.0
14)
과 웹(web)상의 메타코리아 홈페이지

(http://www.metakorea.or.kr) 내에 있는 메타 분석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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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  과

포함 기준 및 제외 기준을 적용한 후 연구 대상에 포함된 총 14편 논문 중 전

향적 무작위 연구는 3편
15.17-18)

이 고, 나머지 11편
16,19-28)

은 후향적 연구 다. 14편

의 논문의 총 대상 환자의 수는 18,629명이었고, 그 중 고선량률 강내 조사를 시행

한 환자는 10,689명, 저선량률 강내 조사를 시행한 환자는 7,940명이었다. 그 중 

Orton 등
20)
의 논문은 대상 환자가 12,206명(고선량률 강내 조사 7,468명, 저선량률 

강내 조사 4,738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 논문은 강내 조사 기기를 보유한 56개 

기관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한 자료를 모아서 분석하 다. 대상 논문들의 

국가별 분포를 보면 3편의 전향적 무작위 연구는 일본이 2편, 인도가 1편이었고, 

후향적 연구는 일본 3편, 독일 3편, 대만과 미국, 중국, 유고슬라비아, 네덜란드에

서 각각 1편이었다. 논문 발표의 시기는 1980년부터 2002년까지로 그 중 1990년 

이후에 발표된 논문은 5편, 1990년 이전에 발표된 논문은 9편이었다. FIGO 병기 

I-IV 기 환자들을 포함한 논문은 6편이었고, I-III 기는 6편, II-III 기 환자들을 대

상으로 한 논문은 2편이었다(Table 2). 

대상 논문에서 시행된 방사선 치료 방법을 보면 외부 방사선 치료는 FIGO 병

기에 따라 최저 35 Gray (Gy) 부터 최고 60 Gy 까지 조사하 다. 고선량률 강내 

조사의 조사량은 최저 16 Gy 부터 최고 56 Gy 고, 1회 조사량은 최저 3 Gy 에

서 최고 14 Gy 으며, 분할 횟수는 최저 3회에서 최고 10회 (주당 1회-3회)로 총 

강내 조사 기간은 2-6주 다. 저선량률 강내 조사는 대부분의 논문에서 분할 횟

수가 1-2회 고, 조사량은 최저 20 Gy에서 많게는 최고 80 Gy까지 조사되었다.

대상 논문 모두에서 병기별 5년 생존율 및 무병 생존율, 국소 재발율과 직장과 

방광의 합병증 발생률의 모든 정보를 제시하지 않아서 5년 생존율에 대해서는 11

편, 5년 무병 생존율에 대해서는 4편, 국소 재발율에 대해서는 6편, 중등도(RTOG 

grade 3 or moderate grade) 이상의 직장과 방광의 합병증 발생율에 대해서는 12

편이 분석 대상 논문이 되었다(Table 3, 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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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ummary of survival and local recurrence rate for each study

Ref*
No of Patients     5-year OS†(%)      5-year DFS‡(%)     LR§(%)

Stage HDR∥ LDR¶ HDR∥ LDR¶ HDR∥ LDR¶ HDR∥ LDR¶

15 II 22 26 - - 69.0 87.0 11.0 0.0

III 39 45 - - 51.0 60.0 31.0 30.0

16 I 43 39 86.0 92.2 - - - -

II 70 134 77.1 81.3 - - - -

III 30 73 50.0 50.2 - - - -

17 Group I (≤ 3 cm) 81.7 71.9 11.8 11.2

I 34 36 - - 85.0 81.0 0.0 0.0

II 22 22 - - 71.3 66.4 18.2 18.2

Group II (> 3 cm) 53.6 55.1 26.2 22.0

I 23 25 - - 74.6 69.9 13.1 12.0

II 68 71 - - 62.5 60.1 26.5 22.5

III 111 114 - - 42.6 50.0 28.8 23.7

18 I 32 28 66.0 89.0 85.0 93.0 13.0 0.0

II 80 61 61.0 73.0 73.0 78.0 13.0 13.0

III 147 82 47.0 45.0 53.0 47.0 33.0 46.0

19 Ib 147 12 88.1 83.3 - - 5.0 0.0

IIb 216 65 67.0 73.8 - - 14.0 12.0

IIIb 508 143 52.2 46.5 - - 24.0 31.0

20 I 1327 630 82.7 82.4 - - - -

II 2891 1271 66.6 66.8 - - - -

III 2721 1464 47.2 42.6 - - - -

21 I 2 4 100.0 50.0 - - - -

II 65 133 81.5 72.2 - - - -

III 23 113 73.9 52.2 - - - -

22 IIb 20 83 60.0 56.0 - - 29.0 17.0

IIIb 37 212 54.0 38.0 - - 36.0 39.0

23 I-III 493 288 - - 59.4 32.6 - -

24 I 24 206 71.0 74.0 - - - -

II 37 213 76.0 53.0 - - - -

III 29 138 62.0 24.0 - - - -

25 II 85 66 54.0 70.0 - - - -

III 52 120 37.0 43.0 - - - -

26 I 21 32 76.0 80.0 - - 10.0 12.0

II 54 71 74.0 68.0 - - 15.0 11.0

III 36 42 36.0 48.0 - - 30.0 38.0

27 I 8 10 97.4 82.6 - - - -

II 31 40 55.1 55.4 - - - -

III 44 85 56.8 49.0 - - - -

28 I 42 28 83.3 89.2 - - - -

II 59 121 74.5 76.0 - - - -

III 11 88 36.5 52.0 - - - -

*
 Reference 

†
Overall survival rate 

‡
Disease free survival rate  

§
Local recurrence rate  

∥
High dose rate intracavitary radiotherapy

¶Low dose rate intracavitary radio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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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ummary of moderate to severe rectal and bladder complication 

rate for each study

Reference
Rectal complication rate(%) Bladder complication rate(%)

HDR* LDR† HDR* LDR†

Hareyama
15)

 2.1  8.7 4.0  7.5

Hsu
16)

 9.4 10.4 3.6  0.8

Patel
17)

 0.4  2.4 0.0  0.0

Teshima
18)

 4.0  3.0 3.0  1.0

Arai19)  4.1  2.4 1.2  0.8

Orton
20)

- - - -

Cai21) 13.4  8.2 7.1  5.2

Akine
22)

26.4 40.0 1.2 11.5

Glaser
23)

- - - -

Vahrson
24)

 3.0  2.0 3.0  2.0

Cikaric
25)

 7.1 16.6 5.0  9.6

Kuipers26)  7.0  6.6 3.5  3.3

Sato
27)

14.9 13.6 9.2  7.5

Rotte28)  2.6 10.5 0.8  2.5

Total 7.87 10.37 3.47 4.31

*
 High dose rate intracavitary radiotherapy
† 

Low dose rate intracavitary radiotherapy



- 13 -

저선량률 강내 조사에 대한 고선량률 강내 조사의 5년 생존율에 대한 통합 효

과 크기(common effect size)는 1.1869 (95%신뢰 구간 0.9875-1.4264)로 고선량률 

강내 조사가 저선량률 강내 조사에 비하여 5년 생존율이 약간 증가한 것으로 보

으나, 95% 신뢰 구간을 고려하면 두 치료법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Fig. 1, Table 5). FIGO 병기별 분석을 보면 병기 I기 (대상 논문 

9편) 에서는 통합 효과 크기가 0.9510 (95% 신뢰 구간 0.7599-1.1902), 병기 II기 

(대상 논문 11편)에서는 통합 효과 크기가 0.9881 (95% 신뢰 구간 0.8770-1.1132), 

병기 III기 (대상 논문 11편)에서는 통합 효과 크기가 1.2806 (95% 신뢰 구간 

0.9823-1.6694) 으로 모든 병기에서 고선량률 강내 조사와 저선량률 강내 조사간에 

5년 생존율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5). 

대상 논문 중 Orton 등의 연구
20)
는  고선량률 강내 조사를 실시하는 전세계 56

개의 기관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비교한 것인데 Orton 등의 연구 이전에 

발표되어진 본 연구 대상 논문들의 환자들과 중복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Orton 등의 연구를 제외한 10개의 논문만을 대상

으로 5년 생존율에 대한 메타 분석을 시행하 고, 이 분석에서의 통합 효과 크기

는 1.2151 (95% 신뢰 구간 0.9536-1.5486) 로 Orton 등의 연구를 포함하 을 때와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5). 또한 Orton 등의 연구를 제외한 

FIGO 병기별 메타 분석에서도 병기 I기에서는 통합 효과 크기가 0.7148 (95% 신

뢰 구간 0.4317-1.1836), 병기 II기 (대상 논문 11편)에서는 통합 효과 크기가 

0.9816 (95% 신뢰 구간 0.7804-1.2347), 병기 III기 (대상 논문 11편)에서는 통합 

효과 크기가 1.3049 (95% 신뢰 구간 0.9101-1.8710)로 모든 병기에서 두 치료법간

에 5년 생존율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5).

5년 무병 생존율은 4편의 논문이 대상이 되었으나, 그 중 Patel 등
17)
의 논문에

서는 종양의 크기 3 cm을 기준으로 분리하여 각각의 5년 무병 생존율을 보고하

는데 본 메타 분석에서는 이를 2개의 개별적인 연구 논문으로 분리하여 모두 5개

의 연구로 메타 분석을 시행하 다. 5년 무병 생존율에 대한 통합 효과 크기는 

1.2037 (95% 신뢰 구간 0.6284-2.3059)로 고선량률 강내 조사가 저선량률 강내 조

사에 비하여 5년 무병 생존율이 증가한 것으로 보 으나, 95% 신뢰 구간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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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5년 무병 생존율에서도 두 치료법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ig. 2, 

Table 6). 전향적 무작위 연구들만을 대상으로 메타 분석을 시행하 을 때 통합 

효과 크기는 0.9050 (95% 신뢰 구간 0.7041-1.1632)로 역시 두 치료법간에 차이가 

없었다. FIGO 병기별 분석을 보면 병기 I기 (대상연구 3편)에서는 통합 효과 크기

가 1.5615 (95% 신뢰 구간 0.7011-3.4776), 병기 II기 (대상연구 4편)에서는 통합 

효과 크기가 0.8952 (95% 신뢰 구간 0.5721-1.4009), 병기 III기 (대상연구 3편)에

서는 통합 효과 크기가 0.9090 (95% 신뢰 구간 0.6423-1.2964)으로 모든 병기에서 

고선량률 강내 조사와 저선량률 강내 조사간에 5년 무병 생존율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6).

국소 재발율에 대한 대상 논문은 6편이었으나 5년 무병 생존율의 분석에서와 

같이 Patel 등
17)
의 논문을 두 개의 개별 연구 결과로 나누어 대상 연구의 수는 7

개 다. 국소 재발율에 대한 통합 효과 크기는 0.8926 (95% 신뢰 구간 

0.7330-1.0869)로 저선량률 강내 조사가 고선량률 강내 조사에 비하여 국소 재발율

이 높았으나, 95% 신뢰 구간을 고려하면 두 치료법간에 차이는 없었다(Fig. 3, 

Table 7). 후향적 연구를 제외한 전향적 무작위 연구들만을 대상으로 시행한 메타 

분석에서도 통합 효과 크기는 1.0864 (95% 신뢰 구간 0.8096-1.4577)로 역시 두 

치료법간에 차이가 없었다. FIGO 병기별 분석을 보면 병기 I기 (대상연구 6편)에

서는 통합 효과 크기가 1.7068 (95% 신뢰 구간 0.6470-4.5022), 병기 II기에서는 통

합 효과 크기가 1.3769 (95% 신뢰 구간 0.9308-2.0367), 병기 III기에서는 효과 크

기가 0.7987 (95% 신뢰 구간 0.6205-1.0282)로 모든 병기에서 통계적으로 두 치료

법간에 유의한 국소 재발율의 차이는 없었다. 전향적 무작위 연구들만을 대상으로 

병기별 메타 분석을 시행하 을 때에도 역시 두 치료법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7).

개별 논문에서 보고한 중등도(RTOG grade 3 or moderate grade) 이상의 합병

증 발생률을 두 치료법을 비교하는 변수로 하여 직장에서 발생한 합병증 발생률

과 방광에서 발생한 합병증 발생률을 보고한 12개의 논문(Table 4)을 대상으로 하

여 메타 분석을 시행하 다. 직장에서의 합병증 발생률에 대한 통합 효과 크기는 

0.8625 (95% 신뢰 구간 0.5877-1.2657) 고(Fig. 4, Table 8), 방광에서의 합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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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률에 대한 통합 효과 크기는 1.0937(95% 신뢰 구간 0.7780-1.5375)로 두 치료

법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ig. 5, Table 8). 전향적 무작위 연구들과 후향적 

연구들로 분리하여 직장에서의 합병증 발생률에 대한 통합 효과 크기를 산출하

을 때 각각 0.6853 (95% 신뢰 구간 0.3319-1.4149)과 0.9248 (95% 신뢰 구간 

0.6085-1.4055)로 두 치료법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방광에서의 합병증 발생

률은 전향적 무작위 연구와 후향적 연구에서 각각 통합 효과 크기가 1.4530 (95% 

신뢰 구간 0.4757-4.4386)과 1.0622 (95% 신뢰 구간 0.7424-1.5198)로 두 치료법 간

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8).

5년 생존율에 대한 메타 분석의 대상이 되는 11편의 논문 중 Orton 등의 연구

는 가장 많은 환자 표본 수를 가지고 있었지만 56개의 다른 기관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 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10편의 논문들을 대상으로 출판 편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논문의 대상 표본수에 대한 논문별 교차비의 로그값

을 직교 좌표상에 점도표화한 결과 교차비의 로그값 0을 중심으로 좌우에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어 본 연구의 대상 논문들에서 출판 편의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

한다(Fig.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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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고선량률 강내 조사는 시술자 및 작업 종사자의 방사선 피폭을 피할 수 있고, 

치료 시간의 단축으로 인하여 환자의 편의성 및 기구의 고정장치의 설치 및 유지

가 용이하며 방사선 동위 원소가 작아짐으로 해서 시술의 편의성이 증진되는 등 

저선량률 강내 조사와 비교하여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Stitt 등은 고선량률 강내 조사는 저선량률 강내 조사에 비하여 방사선 

생물학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 다.
11)
 방사선 생물학적으로 선형이차함

수 생존 곡선 모델(linear-quadratic survival curve model)에서 생존 곡선

(survival curve)은 방사선 조사량이 작을 경우에는 α/β 비(α/β ratio)가 작은 

만기 반응 조직(late responding tissue)이 α/β 비가 큰 조기 반응 조직(early 

responding tissue)이나 종양에 비해 치사 손상의 정도가 작기 때문에 생존 곡선

이 초기에는 기울기가 완만하다가 점점 방사선 조사량이 증가되어지면 방사선에 

대한 치사 손상이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만기 반응 조직의 생존 곡선이 조기 반

응 조직 또는 종양의 생존 곡선과 비교하여 급격하게 굽어지게 된다. 따라서 분할 

조사 사이에 충분한 회복 시간을 가지고 1회당 방사선량(fraction size)을 조기 반

응 조직의 생존 곡선과 만기 반응 조직의 생존 곡선이 교차하는 지점의 선량보다 

낮은 선량으로 다분할 조사를 하면 두 곡선간의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되는데 이는 

1회당 방사선량을 작게 할 경우 종양 제어율을 낮추지 않으면서 만기 반응 조직

에 대한 손상은 감소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자궁 경부암 치료에서 고

선량률 강내 방사선시 저선량률 강내 조사의 종양 제어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얻은 생물학적 효과선량(biologically effective dose, BED)을 이용하여 고선량률 

강내 조사의 총 조사량과 분할 조사 횟수를 결정한다면 고선량률 강내 조사가 선

량률이 더 크기 때문에 저선량률 강내 조사시보다 만기 반응 조직의 피해를 더 

유발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주위 정상 조직 즉, 직장과 방광에서 만성 합병증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 다. 

또한 Eifel은 고선량률 강내 조사시 선량률 효과의 단점을 상쇄할 수 있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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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장점에 대해서도 종양의 크기가 작거나 자궁과 질의 해부학적 구조가 별 문

제가 없는 환자에서는 효과가 있지만 종양의 크기가 큰 경우 질과 자궁간의 해부

학적 구조의 변형을 가지고 올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주위 정상 조직에 조사되어

지는 방사선량의 감소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고선량률 강내 조사의 장점들을 

충분히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증명된 치료 효과를 가지고 있는 저선량률 

강내 조사에서 고선량률 강내 조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

내었다.
10)

그러나, Fowler는 만성 반응 조직(late responding tissue)의 손상이 α/β 비 

이외에 방사선 조사 후 준치사 손상 회복(sublethal damage repair)까지 걸리는 시

간의 반감기 (T1/2)에 의해 향을 받는데 이 반감기가 일률적으로 조기 반응 조직

에서는 짧고, 만성 반응 조직에서는 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α값과 β값, 

준치사 손상 회복 시간의 반감기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종양에 대한 효

과와 만성 반응 조직에 대한 효과가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만성 반응 조직의 손

상이 더 많다고 예측할 수 없다고 지적하 다.
29)
 또한 Brenner 등

30-31)
, Dale 등

32)
, 

Orton 등12)은 고선량률 강내 조사의 분할 횟수 및 1회당 방사선량을 산출하기 위

해서는 저선량률 강내 조사의 정상조직과 종양에 대한 효과와 동일한 생물학적 

효과 선량에 기하학적 회피 인자(geometrical sparing factor)를 고려하여야 하므로 

고선량 강내 조사가 저선량 강내 조사에 비해 만성 반응 조직에 대한 향이 방

사선 생물학적인 계산보다도 더 작을 수 있다고 주장하 다.

이와 같이 저선량률 강내 조사는 고선량률 강내 조사에 비해 방사선 생물학적 

장점이, 그리고 고선량률 강내 조사는 저선량률 강내 조사에 비하여 물리적 장점

이 부각되어 많은 논란이 있으므로 두 치료법간의 우위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서는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전향적 무작위 임상 연구의 결과가 필요할 것으

로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발표된 전향적 무작위 임상 시험의 문헌들은 중복

된 연구를 제외하면 모두 3편
15,17-18)

으로 그 중 1편
18)
은 엄 한 무작위 임상 시험

이 되지 못하 고 다른 2편의 논문들도 전체 대상 환자 수가 각각 132명
15)
과 482

명17)으로 작았기 때문에 두 치료법간의 임상적 우위성에 대한 결론을 얻기에는 부

족한 면이 있었다. 고선량률 강내 조사가 1960년대 말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여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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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까지 30년이상 충분한 임상 경험이 쌓여 있는 시점에서 저선량률과 고선량률 

강내 조사 간의 임상 연구 결과들을 통합하여 두 치료법의 임상적 우위성을 비교

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두 치료법을 비교한 논문 중 과거의 

논문을 통합하거나 여러 기관을 포함하여 분석한 논문은 Fu 등의 연구
33)
와 Orton 

등의 연구
20)
가 있으나 Fu 등의 연구

33)
는 1990년 이전의 논문들에 대하여 메타 분

석을 시행하지 않고 단순히 치료 결과들을 비교한 연구 고, Orton 등의 연구20)는 

과거 발표 논문을 분석한 것이 아니라 연구 시점에서 다른 연구 기관들의 결과들

을 설문 조사로 자료를 모아 각 치료 기관에서 보고한 생존율과 합병증 발생율의 

결과들에 대한 평균값으로 두 치료법간의 우위성을 비교한 것으로 진정한 의미의 

메타분석이 시행되지 못하 다. 따라서 체계적인 메타분석을 이용하여 얻은 본 연

구의 결과는 Fu 등과 Orton 등의 연구 결과보다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얻은 

결과라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메타 분석이 갖는 제한점은 대상 논문이 가지고 있는 약점과 메타 분석 과정

에서 여러 가지 한계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3편의 전향적 무작위 연구 중

에서 Teshima 등의 연구18)는 1975년부터 1983년사이에 치료가 시행된 환자들을 

포함하 지만 1979년 이후에 포함된 환자들은 엄 한 무작위가 시행되지 못하

는데 그 이유는 저선량률 강내 조사실이 부족하여 저선량률 강내 조사로 선정된 

대상 환자들을 모두 수용하지 못하 고, 고선량률 강내 조사가 치료시간이 짧고 

고통이 적기 때문에 고령의 환자들에서는 고선량률 강내 조사가 더 많이 시행되

어졌다. 이로 인하여 고선량률 강내 조사가 시행된 환자들에서 자궁경부암과 관련

이 없는 병으로 사망한 환자들이 더 많았고, 따라서 5년 생존율에서 고선량률 강

내 조사군이 저선량률 강내 조사군과 비교하여 낮은 경향을 보 다. 특히 병기 I

기 환자들에서는 5년 생존율이 고선량률 강내 조사군에서는 66%, 저선량률 강내 

조사군에서는 89%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지만 5년 무병 생존율과 국소 

재발율에서는 두 치료법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메타 분석에는 전향적 무

작위 연구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후향적 연구들을 포함시켰는데 그로 인하여 대

상 환자의 수가 많아졌지만 후향적 연구가 포함하고 있는 선택 편의(selection 

bias), 대상 환자 수의 차이, 치료 기간동안 치료 방법의 변화로 인한 차이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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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Cikaric 등
25)
과 Rotte 등

28)
의 연구를 제외한 다른 논문들은 

두 치료법이 같은 기간내에 시행되어진 것이 아니라 고선량률 강내 조사를 받은 

환자들을 과거에 시행되어진 저선량률 강내 조사 환자들과 비교한 연구(historic 

control study) 다. 따라서 고선량률 강내 치료가 시행된 환자들은 좀 더 발전된 

진단 상 기술들이 적용되어져 병의 진행정도 등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고, 이로 인하여 치료 결과에 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내포하

고 있다. 그리고, 대상 연구들 중 일부 연구들에서는 5년 생존율, 5년 무병 생존율, 

국소 재발율, 직장 및 방광의 합병증 발생률을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대상이 되

는 환자 수 및 변수의 사건이 발생한 수를 제시하지 않고 단순 비율로만 표기하

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메타 분석을 위하여 논문에서 발표한 변수의 비율에 

대상 환자 수를 곱하여 사건의 발생 환자의 수를 추정하 는데 이는 대상 연구 

논문에서 추적 관찰에 실패한 환자들을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본 메타연구에 적

용한 사건 수와 실제 사건 수간에 일치하지 않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 논문들 간에도 외부방사선 조사량 및 고선량률과 저선량률 강

내 조사에서 방사선 조사량, 치료 횟수, 1회당 방사선량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었

기 때문에 이로 인한 오차가 있었을 것이다. 특히 대상 논문 중 Orton 등의 연구

20)
는 한 기관에서 시행된 것이 아니라 전세계 56개의 기관에서 총 12,206명의 환

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에 의하여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기관간에 치료 방법의 차

이로 인한 오차 뿐만 아니라 Orton 등의 연구 이전에 발표된 논문의 환자들과 중

복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 환자의 중복 편의를 배제하기 위하

여 5년 생존율 분석에서 Orton 등의 연구를 포함한 메타분석 및 Orton 등의 연구

를 제외한 메타 분석을 각각 시행하여 비교하 다.

이와 같이 본 메타 분석을 시행하여 얻은 결과들은 많은 한계를 포함하고 있

지만 지금까지 발표한 논문들에 대하여 고선량률과 저선량률 강내 조사 간에 임

상적 차이를 간접적이나마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로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메타 분석을 통하여 대상 논문들을 통합한 결과를 보면 통합 효

과 크기가 5년 생존율, 5년 무병 생존율, 국소 재발율에서 고선량률과 저선량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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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조사간에 통계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병기별 분석에서도 두 치료법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선택 편의(selection bias)를 배제하기 위하여 후향적 

연구들을 제외한 3편의 전향적 무작위 연구 논문들을 대상으로 메타 분석을 시행

하 을 때에도 5년 무병 생존율 및 국소 재발율에서 두 치료법간에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메타 분석의 대상 논문들 중에서 가장 많은 환자 수를 포함하고 여러 기관들

을 조사한 Orton 등의 연구
20)
는 전체 환자의 5년 생존율이 고선량률과 저선량률 

강내 조사에서 각각 60.8%, 59.0%로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p=0.045)가 있었고, 병

기별로 분석하 을 때 병기 I기와 II기에서는 차이가 없었던 반면 병기 III기에서

는 5년 생존율이 고선량률 강내 조사는 47.2%, 저선량률 강내 조사는 42.6%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05)를 보 다. 그러나, 가장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Orton 등의 연구20)에서 생존율의 차이를 보 음에도 불구하고 Orton 등의 연

구를 포함한 전체 대상 논문의 효과 크기를 통합하 을 때 두 치료법간에 생존율

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Orton 등의 연구가 전체 대상 환자에 대한 생존

율의 차이를 보일 정도의 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본 메타 분석에서 환

자 중복 편의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Orton 등의 연구를 제외한 후 메타 분

석을 시행하 는데 이 결과에서도 두 치료법 간에 생존율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Glaser 등의 연구
23)
에서는 5년 무병 생존율이 고선량률 강내 조사는 59.4%, 저

선량률 강내 조사는 32.6%로 차이를 보 고, Vahrson 등의 연구
24)
에서는 5년 생

존율이 고선량률 강내 조사는 68%, 저선량률 강내 조사는 52%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p <0.01)를 보 다. 그리고, 개별 논문 내에서는 통계적인 차이에 대해

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본 메타 분석에서 유효 크기를 계산한 결과를 보면 5년 생

존율에서 Cai 등의 연구21)가 고선량률 강내 조사가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

났고, 국소 재발율에서는 Arai 등의 연구
19)
에서 저선량률 강내 조사가 고선량률 

강내 조사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나머지 논문들에서는 5

년 생존율 및 5년 무병 생존율, 국소 재발율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메타 분석에서는 직장의 합병증 발생률과 방광의 합병증 발생률을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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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분석하 는데 직장의 합병증과 방광의 합병증 발생률을 나누어서 보고하지 않

은 Orton 등의 연구
20)
와 Glaser의 연구

23)
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여 모두 12편의 

연구 논문을 대상으로 하 다. 또한 합병증의 정도도 중등도 이상을 대상으로 하

는데 각 개별 논문마다 그 기준이 약간씩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차이는 

본 메타 분석의 한계가 될 수 있다. 본 메타 분석의 결과에서 직장과 방광의 합병

증 발생률은 두 치료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전향

적 무작위 연구와 후향적 연구로 나누어 메타 분석을 시행하 을 때에도 직장과 

방광의 합병증의 발생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직장과 방광의 합병증 발생률에 대한 본 메타 분석의 대상이 되는 논문들의 

개별적인 특징을 보면 3편의 전향적 무작위 연구 중 Hareyama 등의 연구에서는  

RTOG 3도 이상의 합병증 발생률이 고선량률 강내 조사는 10%, 저선량률 강내 

조사는 13%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15) Patel 등의 연구에서는 

전체 직장 합병증 발생률이 고선량률 강내 조사에서 6.4%, 저선량률 강내 조사에

서 19.9%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저선량률 강내 조사에서 더 높았으나, 3도 이상

의 중증의 합병증 발생률은 저선량률 강내 조사에서는 2.4%, 고선량률 강내 조사

에서는 0.4%로 저선량률 강내 조사에서 더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7)
 그러나, Teshima 등의 연구에서는 중등도 이상의 직장 합병증 

발생률이 고선량률 강내 조사에서 10%, 저선량률 강내 조사에서는 4%로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고선량률 강내 조사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23). 그러

나, Teshima 등은 직장의 조사량이 고선량률 강내 조사에서 더 높게 측정되었지

만 저선량률 강내 조사를 받은 환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너무 적었기 때문에(고선

량률 강내 조사 259명, 저선량률 강내 조사 171명) 이 결과만을 가지고 고선량률 

강내 조사가 직장에 방사선 조사량을 증가시키는지에 대한 결론은 돌출해 낼 수 

없었다.18) 

후향적 연구들 중 Cai 등의 연구에서는 직장의 중등도 이상의 합병증 발생률이 

고선량률 강내 조사에서 13.4%, 저선량률 강내 조사에서는 8.2%로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고선량률 강내 조사에서 더 높다고 보고하 고,21) Cikaric 등의 연구에서는 

반대로 고선량률 강내 조사 7.1%, 저선량률  강내 조사 16.6%로 저선량률 강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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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합병증 발생률이 높았다고 보고하 다.
25)
 그 외 다

른 연구들에서는 중등도 이상의 직장과 방광의 합병증 발생률은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 다. 

직장과 방광의 합병증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합병증 발생률만 보고하여 본 메

타 분석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Orton 등의 연구
20)
에서는 중증의 합병증 발생율이 

고선량률 강내 조사에서는 2.23%, 저선량률 강내 조사에서는 5.34% (p<0.001)이

고, 중등도 이상의 합병증 발생율은 고선량률 강내 조사에서 9.05%, 저선량률 강

내 조사에서는 20.66% (p<0.001)로 저선량률 강내 조사에서 고선량률 강내 조사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point A 선량에 대한 직장

과 방광의 선량비가 저선량률 강내 조사에 비하여 고선량률 강내 조사에서 13±

4%의 감소를 보 다고 보고하 다. 

그 동안 고선량률 강내 근접 치료에서 직장 혹은 방광의 합병증 발생에 향

을 주는 요인들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보고되었는데 그 중 Petereit 등의 연구에

서는 고선량률 강내 조사와 관련된 24편의 문헌 분석을 통하여 point A의 조사선

량 값을 α/β비 3 Gy로 가정한 후 생물학적 유효선량(BED)로 계산하여 이 생물

학적 유효선량(Gy3)과 합병증의 발생률을 비교하 으나 서로 연관이 없었다고 보

고하 다.
34)
 그러나, point A가 아닌 직장의 방사선 조사선량과 합병증 발생률간에

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보고들은 많은데 Chen 등35)은 누적 직장 조사량 

(cumulative rectal dose)이 65 Gy이상, Sakata 등
36)
에 의하면 직장 조사량이 60 

Gy이상일 경우 직장의 합병증이 증가한다고 보고하 다. Clark 등에 의하면 직장

에서 합병증이 유발되어지는 조사선량의 값을 생물학적 유효선량(BED)으로 환산

하여 약 125 Gy3라고 보고하 고,
37)
 Sood 등은 직장의 조사선량이 100 Gy3이하에

서는 직장에서 미미한 정도의 합병증만이 발생한다고 보고하 다.
38) 

직장이나 방광의 합병증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직장과 방광의 조사량을 

감소시켜야 하는데 강내 조사에서 직장과 방광에 대한 방사선의 향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1회당 방사선량을 감소시키고 분할 횟수를 늘일 수 있겠지만
11,32)

 

그로 인해서 저선량률 강내 조사에 비하여 전체 치료 기간이 늘어나게 되어 치료

기간 동안 종양의 재증식(repopulation)이 유발되어질 수 있으며, 치료 횟수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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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인하여 시술 기관의 작업 부하량이 증가하게 되고, 시술 기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환자의 경우 치료에 대한 순응도 및 편이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16) 현재까지 보고된 문헌들을 종합해보면 아직까지도 고선량률 강내 조사

에서 최적의 분할 횟수와 1회당 방사선량을 명확하게 규정하기에는 어려운 실정

이다. 본 메타 분석의 대상이 되는 문헌들에서도 고선량률 강내 조사의 분할 횟수 

및 1회당 방사선량이 각각 기관마다 많이 다르고, 이와 관련된 자료도 부족하 기 

때문에 분할 횟수 및 1회당 방사선량과 합병증 발생률간의 관계를 알기 어려웠으

며, Petereit 등의 고선량률 강내 조사에 관한 문헌 분석에서도 각 기관들이 고선

량률 강내 조사의 경험이 증가하면서 합병증의 감소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 지만 

문헌들에서 분할 횟수 및 1회당 방사선량과 합병증의 발생과 관련된 자세한 기록

들이 미비한 관계로 명확한 결론을 얻지 못하 다. 따라서 각 개개의 기관들에서 

자체적인 고유의 고선량률 강내 조사의 분할 횟수와 1회당 방사선량을 결정하여 

시행한 후 발생하는 합병증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기초로 최적의 분할 횟수와 1

회당 방사선량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 다.
36) 

결론적으로 이미 보고된 문헌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메타 분석 결과 고선량률 

강내 조사와 저선량률 강내 조사 간에 5년 생존율 및 5년 무병 생존율, 국소 재발

율 등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으며, 병기에 따른 5년 생존율 및 5년 무병 생

존율, 국소 재발율에서도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직장과 방광의 합병증 

발생률에서도 차이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고선량률 강내 조사를 임상에서 안심

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고선량률 강내 조사의 적정 분할 횟수 및 

1회당 방사선량에 향에 대해서는 대규모의 전향적 무작위 임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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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igh-dose rate versus low-dose rate intracavitary 

brachytherapy for carcinoma of the cervix :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Lee, Kang Kyoo

                                                        Dep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Controversy still persists regarding the clinical efficacy of high dose rate 

(HDR), that was introduced in early 1960s, compared with traditional low dose 

rate (LDR) intracavitary radiotherapy (ICR) in the treatment of cervical 

carcinoma. We performed meta-analysis in order to integrate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with overall survival, disease free survival, local recurrence, 

and complication rate of rectum and bladder that compared HDR ICR versus 

LDR ICR in the treatment of cervical carcinoma. 

We reviewed the literature to compare HDR ICR to LDR ICR using the 

Medline database, CancerLit database and references to related articles from 

1966 to Sep 2002. The materials included 14 published articles, 3 prospective 

randomized trials and 11 retrospecitve studies, using inclusion and exclusion 

criteria. The effect size was obtained from odds ratio(OR) for 5-year overall 

survival, 5-year disease free survival, local recurrence, and complication rate of 

rectum and bladder in each study. Before the integration of each effect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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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o a common effect size, homogeneity tests were conducted. The common 

effect sizes and 95% confidence intervals (CI) were calculated using either the 

fixed or the random effect model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homogeneity 

tests. 

We summerized the outcome data of 18,629 patients including 10,689 

patients in HDR ICR and 7,940 patients in LDR ICR. The common effect sizes 

for 5-year survival rate, 5-year disease free survival rate and local recurrence 

rate were 1.1869 (95% CI 0.9875-1.4264), 1.2037 (95% CI 0.6284-2.3059), and 

0.8926 (95% CI 0.7330-1.0869). The common effect sizes for moderate to severe 

complication rates of rectum and bladder were 0.8625 (95% CI 0.5877-1.2657) 

and 1.0937 (95% CI 0.778-1.5375).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rences between 

HDR ICR and LDR ICR for 5-year overall survival, 5-year disease free 

survival, local recurrence and complication rates of rectum and bladder. 

In conclusion, from our results we suggest that traditional LDR ICR should 

be replaced by HDR ICR which is safer and more convenient for patients and 

medical personnel. To determine the proper fractionation schedules of HDR 

ICR, additional well-designed studies should be undertaken.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Key words : Cervix cancer, Intracavitary radiotherapy, High dose rate, 

Low dose rate, Meta-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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