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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요약 

 

진행된 직장암 환자에 있어서 측방 골반 임파선 절제술의 임

상적 특징과 예후 

 

국소 진행성 중하부 직장암의 표준 치료는 수술 전 항암화

학 방사선치료 (chemoradiotherapy, CRT) 후 전 직장간막 절

제술 (total mesorectal excision, TME)을 시행하는 것이지만 

진단 당시 측방 골반 임파선 (lateral pelvic lymph node, 

LPLN)의 전이가 의심되는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은 

다양해 진다. 본 연구의 목적은 수술 전 CRT를 시행한 국소 

진행성 직장암 환자에서 선택적 LPLN 절제술 (LPLN 

dissection, LPLND) 여부에 따른 단기, 장기 성적을 비교 분

석하는 것이다. 

 

2006년 1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에서 국소 진행성 직장암으로 진단받을 당시 LPLN 전이가 동

시에 의심되었던 122명의 환자들 중 의무기록의 후향적 검토

를 통해 임상적 특성, 치료 방법, 수술 후 성적, 조직학적 및 

종양학적 성적을 비교 분석하였다. 

 

TME만을 시행한 군은 77명, TME 와 LPLND를 함께 시행

한 군은 45명이었다. 두 군 간 성별, 나이, BMI 등 기본적인 

항목들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종양의 분화도와 임상 병기 

역시 두 군 간의 차이는 없었지만 TME 군에서 보다 많은 비

율로 최소침습 수술을 시행하였다 (58.4% vs. 33.3%, 

P=0.009).  

수술 시간은 LPLND 군이 TME 군에 비해 42.3분 길었다. 

(329.1분 vs. 371.4분, P=0.029), 수술 후 30일 이내 합병증은   

은 24.7% 와 20% 로 통계적인 유의함은 보이지 않았다 

(P=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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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N 병기는 TME 군에 비해 LPLND 군이 더욱 진행된 

양상을 보였고 (P=0.002), LPLND 를 시행한 환자들 중 실제

로 LPLN 의 전이가 발견된 경우는 9례 (20%)였으며, 획득한 

임파선 개수는 LPLND 군이 많았다 (12.3 vs. 23.1, P<0.001). 

전체 추적 관찰 기간 41개월 동안 TME 군에서 23명, LPLND 

군에서 21명의 재발이 발생했고, LPLND 군의 재발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29.9% vs. 48.9%, P=0.079). 3년 전체 생존률

과 질병 특이 생존률은 TME 군과 LPLND 군에서 각각 

90.5 % vs. 85.3 %, P=0.074, 70.6% vs. 54.2%, P=0.065 였다. 

 

국소 진행성 중하부 직장암에서 CRT 후에도 여전히 LPLN 

전이가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선택적으로 LPLND를 시행한다

면 TME만 시행하는 경우와 비교해 유사한 단기 성적 및 수용

할 만한 종양학적 성적을 얻을 수 있다. 

 

 

 

 

 

 

 

 

 

 

 

 

 

 

----------------------------------------------

핵심 되는 말: 직장암, 측방 골반 임파선 전이, 측방 골반 임

파선 절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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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된 직장암 환자에 있어서  

측방 골반 임파선 절제술의 임상적 특징과 예후 

 

<지도교수 백승혁>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김창희 

 

 

Ⅰ. 서론 

 

현재까지 국소 진행성 중하부 직장암 (임상 병기 2기 또는 3기)

의 표준 치료는 수술 전 항암화학 방사선치료 (chemoradiotherapy, 

CRT) 후 전직장간막 절제술 (total mesorectal excision, TME)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치료는 수술만을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혹

은 수술 후 방사선치료를 시행하는 경우에 비해 국소 재발을 유의

하게 낮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하지만 중하부 직장암의 진단 당

시 측방 골반 임파선 (lateral pelvic lymph node, LPLN)의 전이가 

의심되는 경우, 각 나라와 기관에 따라 다양한 치료법이 행해지고 

있다. LPLN 절제 (lateral pelvic lymph node dissection, LPLND)를 

함께 시행한 국소 진행성 직장암에서 조직병리학적 검사상 전이가 

확인되는 확률은 15 % 가량으로 알려져 있다. 

서구에서는 LPLN의 전이가 의심되는 경우 국소 임파선 전이인 

경우에 비해 나쁜 예후를 보이는 임상 병기 4기와 유사하게 간주하

며, 곧바로 수술을 하는 대신 수술 전 방사선치료를 우선하는 경향

이 있다. 또한 수술시에도 LPLN의 동반 절제 여부를 선택적으로 

실시한다. 이는 수술시 LPLND를 함께 시행하는 경우 마취 및 수술 

시간의 연장, 수술 관련 합병증 발생 가능성 증가, 조직병리학적 검

사상 최종적으로 전이가 발견되지 않는 높은 확률 등의 이유를 근

거로 한다. 

반면 일본에서는 LPLN을 중하부 직장암의 국소 임파선 

(regional lymph node)로 간주하여 수술 전 방사선치료보다 수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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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절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술 후 필요시 항암치료와 방

사선치료를 선택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침은 LPLND로 인

해 합병증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은 아니며, 불필요한 방사선치료

를 피할 수 있으며, 낮은 확률이라도 LPLN의 전이 병소를 제거하

는 것은 생존률과 국소 재발률의 향상을 꾀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한다. 

이러한 차이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각 기관과 외과의의 선택

에 따라 치료 방침이 다양하고, 많은 경우 다른 나라의 보고들과 개

인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 그 중에서 진단 당시 LPLN 전이

가 의심되는 경우 수술 전 CRT를 시행한 환자의 임상적 특징과 종

양학적 결과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의 목적은 LPLN의 

전이가 의심되는 국소 진행성 직장암 환자에서 수술 전 CRT를 시

행한 후 선택적 LPLND) 여부에 따른 단기, 장기 성적을 비교 분석

하는 것이다. 

 

Ⅱ. 재료 및 방법 

 

1. 대상 질환 및 환자 

2006년 1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서 

국소 진행성 직장암으로 진단받고 진단 당시 LPLN 전이가 의심되

었던 14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수술 전 원격 전이 

(임상 병기 4기)가 있었던 10명, CRT 시행 전 항암 화학요법을 시

행 받은 4명, 직장암의 완전절제를 시행하지 못한 5명을 제외하여, 

총 122명의 환자가 본 연구에 포함되었다. 세브란스병원의 기관생

명윤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허가를 받은 후 

대상 환자들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검토하였다. 

모든 환자들은 19세 이상의 성인으로, 병변은 조직학적으로 선암 

(Adenocarcinoma)으로 확진 되었고, 대장 내시경을 통해 항문

연에서 10cm 이내에 위치하였다. 임상 병기는 복부 CT, 흉부 CT, 

골반 MRI 등 영상의학적 검사에 기초하여 평가되었고, LPLN 전이

가 의심되었으므로 모두 TanyN+에 해당하였다. LPLN의 전이 의심 

여부는 골반 MRI를 바탕으로 방향 (우측, 좌측, 양측)과 개수를 판

별하였다. 

 

2. 치료 상세 

수술 전 CRT는 총 28회에 걸쳐 조사량 45-50.4 Gray의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였고, LPLN 전이가 의심되는 영역도 방사선치료 범위

에 포함하였다. 방사선치료와 동시에 5-FU 를 기반으로 하는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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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를 28일 중 첫 5일과 마지막 5일에 각각 투여하였다. 마지막 

방사선치료가 종료되는 시점으로부터 4-8주 이내에 수술을 시행하

였다. 

수술은 TME를 표준으로 하되, 수술 방법 (개복, 복강경, 로봇)은 

외과의의 경험과 선호도에 따라 결정되었다. 복강경 수술과 로봇 수

술을 모두를 최소침습 수술 (Minimally invasive surgery)로 분류하

였다. CRT 시행 후 시행한 복부 CT 또는 골반 MRI에서 LPLN의 

전이가 여전히 의심되는 환자들에서는 TME와 LPND을 동시에 시

행하였고, 영상의학적으로 더 이상 LPLN 전이가 의심되지 않는 환

자들에서는 TME만을 시행하였다. 

LPLND (개복 수술 또는 복강경, 로봇을 이용한 수술) 과정은 세

브란스병원에서 표준화하였고, 외측 골반 영역은 일본 대장항문학회 

(Japanese Society for Cancer of the Colon and Rectum, JSCCR) 분

류 제2판에 따라 4개의 영역 (internal iliac, obturator, external 

iliac, and common iliac)으로 구분하여 기록하였다. 

 

3. 조사 항목 

대상자들의 다음과 같은 기본 항목들을 조사하였다: 성별, 나이, 

체질량지수 (body mass index, BMI), 미국 마취과의사회 등급 

(American Society of Anesthesiologists, ASA grade), 이전 복부 수

술력, 수술 전 carcinoembryonic antigen (CEA), 직장암의 분화도, 

임상 병기, circumferential resection margin (CRM) 침범 여부, 

LPLN 전이 의심 방향. 또한 수술 관련 항목들의 비교를 위해 수술 

종류, 수술 방법, 장루 여부, 수술 시간, 수술 중 실혈량, LPLND 방

향, 수술 후 합병증, 수술 후 사망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였다. 조직

학적 결과 및 종양학적 결과를 얻기 위해 직장암의 직경, 최종 병기, 

LPLN 전이 여부, 획득한 임파선 개수, 근위부 및 원위부 절제연, 

CRM 침범, 재발의 종류와 시기, 마지막 추적 관찰일을 기재하였다. 

 

4. 통계 분석 

연속 변수는 student’s t-test 를, 범주형 변수는 χ2 test 또는 

Fisher’s exact test를 사용하였다. 생존 분석은 전체 생존률과 질병 

특이 생존률을 Kaplan-Meier 방법을 통해 나타내었고 두 군 간의 

비교를 log-rank test로 수행하였다. P value가 0.5 미만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으로 간주하였고, 통계 분석은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SPSS, version 20, Chicago, IL, 

USA) 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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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1. 환자 특성 

연구 기간 중 총 122명의 대상 환자 중 TME 만 시행한 군은 77

명, TME 와 LPLND를 함께 시행한 군은 45명이었다 (표 1). 두 군 

간 성별, 나이, BMI 등 기본적인 항목들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항문연으로부터 종양의 거리는 5.9cm 와 5.6cm로 유사하였다. 종

양의 분화도와 임상 병기 역시 두 군 간의 차이는 없었지만 TME 

군에서 CRM 침범이 의심되는 경우가 많았다. LPLN 전이가 의심되

는 방향은 양 군에서 다르지 않았다. 

 

표1. 환자 기본 정보 및 종양 특성 

 

TME 

(n=77) 

LPLND 

(n=45) 

p-value 

Male 52 (67.5%) 30 (66.7%) >0.999 

Age, year 56.8 ± 11.7 54.7 ± 12.4 0.356 

BMI, kg/m2 22.9 ± 2.9 23.1 ± 3.5 0.815 

Tumor location from AV, cm 5.9 ± 2.7 5.6 ± 2.8 0.541 

ASA class   0.898 

I 

II 

III 

54 (70.1%) 

22 (28.6%) 

1 (1.3%) 

31 (68.9%) 

14 (31.1%) 

0 (0%) 

 

Previous abdominal surgery 18 (23.4%) 11 (24.4%) >0.999 

CEA level, ng/mL 13.5 ± 21.7 16.1 ± 28.1 0.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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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logic type 

 Well-/Moderate- 

 Poor-/Mucinous 

 

74 (96.1%) 

3 (3.9%) 

 

45 (100%) 

0 (0%) 

0.296 

Suspicious CRM invasion 70 (90.9%) 29 (64.4%) <0.001 

Suspicious LPLN metastasis 

 Right 

 Left 

 Bilateral 

 

31 (40.3%) 

24 (31.2%) 

22 (28.6%) 

 

23 (51.1%) 

10 (22.2%) 

12 (26.7%) 

0.434 

Values were presented as means (percentages) or means ± standard 

deviation; ASA, American Society of Anesthesiologists; AV, anal verge; 

BMI, body mass index; CRM, circumferential resection margin; 

LPLND, lateral pelvic lymph node dissection; LPLN, lateral pelvic 

lymph node; TME, total mesorectal excision. 

 

2. 수술 관련 결과 

수술 종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TME 군보다 

LPLND 군에서 복회음절제술 (Abdominoperineal resection)의 비

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2). 수술 방법은 TME 군에서 보다 많

은 비율로 최소침습 수술을 시행하였다 (58.4% vs. 33.3%, 

P=0.009). 장루 형성의 비율은 차이가 없었지만 수술 시간은 

LPLND 군이 TME 군에 비해 42.3분 길었다 (329.1분 vs. 371.4분, 

P=0.029). 수술 후 30일 이내 합병증은 24.7% 와 20% 로 통계적

인 유의함은 보이지 않았다 (P=0.616). 수술 후 30일 이내 사망 환

자는 양 군 모두에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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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수술 관련 결과 

 

TME 

(n=77) 

LPLND 

(n=45) 

p-value 

Operation type 

Low anterior resection 

Intersphincteric resection 

Hartmann operation 

Abdominoperineal resection 

 

47 (61%) 

16 (20.8%) 

2 (2.6%) 

12 (15.6%) 

 

22 (48.9%) 

10 (22.2%) 

2 (4.4%) 

11 (24.4%) 

0.556 

Operation method 

 Minimally invasive surgerya 

Open 

 

45 (58.4%) 

32 (41.6%) 

 

15 (33.3%) 

30 (66.7%) 

0.009 

Stoma 44 (57.1%) 29 (64.4%) 0.451 

Operation time, minute 329.1 ± 105.9 371.4 ± 95.5 0.029 

Estimated blood loss, mL 331.4 ± 456.3 413.8 ± 362.4 0.303 

LPLND 

 Right 

 Left 

 Bilateral 

 

0 (0%) 

0 (0%) 

0 (0%) 

 

8 (17.8%) 

15 (33.3%) 

22 (48.9%) 

<0.001 

Postoperative complication 19 (24.7%) 9 (20%) 0.616 

Anastomotic leakage 10 (13%) 4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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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eeding 

Hydronephrosis 

Ileus/intestinal obstruction 

 Intraabdominal fluid collection 

Voiding difficulty 

Wound infection 

0 (0%) 

1 (1.3%) 

3 (3.9%) 

1 (1.3%) 

2 (2.6%) 

2 (2.6%) 

1 (2.2%) 

0 (0%) 

1 (2.2%) 

2 (4.4%) 

1 (2.2%) 

0 (0%) 

Mortality within 30 day after surgery 0 (0%) 0 (0%) >0.999 

Values were presented as means (percentages) or means ± standard 

deviation; CLS, conventional laparoscopic surgery; LPLND, lateral 

pelvic lymph node dissection; TME, total mesorectal excision. 

aMinimally invasive surgery refers to laparoscopy or robot. 

 

3. 조직학적 및 종양학적 결과 

종양의 직경과 최종 T 병기는 두 군 간의 차이가 없었다 (표3). 

하지만 최종 N 병기는 TME 군에 비해 LPLND 군이 더욱 진행된 

양상을 보였고 (P=0.002), 이는 LPLN 을 N 병기에 합산하지 않고 

조사한 결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P=0.021). LPLND 를 시행한 환

자들 중 실제로 LPLN 의 전이가 발견된 경우는 9례 (20%)였으며, 

이 중 직장간막 임파선 전이가 함께 있던 경우는 5 (55.6%) 였다. 

최종 병기 역시 TME 군에 비해 LPLND 군이 더욱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획득한 임파선 개수는 LPLND 군이 많았고 (12.3 vs. 

23.1, P<0.001), CRM invasion 은 두 군 간의 차이가 없었다. 

전체 추적 관찰 기간 41개월 동안 TME 군에서 23명, LPLND 군

에서 21명의 재발이 발생했고, LPLND 군의 재발 비율이 높은 경향

을 보였다 (29.9% vs. 48.9%, P=0.079). 3년 전체 생존률과 질병 특

이 생존률은 TME 군과 LPLND 군에서 각각 90.5 % vs. 85.3 %, 

P=0.074, 70.6% vs. 54.2%, P=0.065 였다 (그림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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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조직학적 및 종양학적 결과 

 

TME 

(n=77) 

LPLND 

(n=45) 

p-value 

Tumor diameter, cm 2.6 ± 1.7 2.6 ± 1.6 0.943 

ypTumor stage 

 ypT0 

ypT1 

 ypT2 

ypT3 

ypT4 

 

12 (15.6%) 

0 (0%) 

13 (16.9%) 

44 (57.1%) 

8 (10.4%) 

 

4 (8.9%) 

1 (2.2%) 

5 (11.1%) 

32 (71.1%) 

3 (6.7%) 

0.405 

ypNodal stage1 

 ypN0 

 ypN1 

 ypN2 

 

56 (72.7%) 

17 (22.1%) 

4 (5.2%) 

 

23 (51.1%) 

10 (22.2%) 

12 (26.7%) 

0.002 

ypNodal stage2 

 ypN0 

 ypN1 

 ypN2 

 

56 (72.7%) 

18 (23.4%) 

3 (3.9%) 

 

26 (57.8%) 

11 (24.4%) 

8 (17.8%) 

0.021 

TNM stage 

0 

 

12 (15.6%) 

 

2 (4.4%)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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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I 

III 

12 (15.6%) 

32 (41.6%) 

21 (27.3%) 

4 (8.9%) 

17 (37.8%) 

22 (48.9%) 

LPLN metastasis 

 Without mesorectal LN metastasis 

With mesorectal LN metastasis 

0 

 

 

9 (20%) 

4 (44.4%) 

5 (55.6%) 

 

Harvested lymph nodes 12.3 ± 6.4 23.1 ± 11.7 <0.001 

Proximal resection margin, cm 14.3 ± 5.7 15.0 ± 4.0 0.396 

Distal resection margin, cm 2.2 ± 2.0 3.1 ± 3.1 0.063. 

CRM invasion 6 (7.8%) 4 (8.9%) >0.999 

Lymphovascular invasion 10 (13%) 7 (15.6%) 0.788 

Follow-up, month 40.6 ± 17.7 42.8 ± 15.6 0.496 

Recurrence 23 (29.9%) 22 (48.9%) 0.079 

Local 

Distant 

Local and distant 

6 (7.8%) 

16 (20.8%) 

1 (1.3%) 

4 (8.9%) 

18 (40%) 

0 (0%) 

 

Values were presented as means (percentages) or means ± standard 

deviation; 1N1 or N2 included LPLN as well as regional lymph nodes, 

2N1 or N2 included only regional lymph nodes. CRM, circumferential 

resection margin; LPLN, lateral pelvic lymph node; T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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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mor-nodes-metastasis 

 

그림 1. 3년 전체 생존률 
 

 

그림 2. 3년 질병 특이 생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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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본 연구는 LPLN 전이가 의심되는 국소 진행성 중하부 직장암에

서 CRT 를 받은 환자들에서 TME를 단독으로 시행한 경우와 TME

와 LPLND 를 동반 시행한 경우를 비교하여 두 군 간 수술 성적뿐

만 아니라 조직학적, 종양학적 성적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전체 대상자 중 9명 (7.4%)만이 LPLN 전이가 조

직학적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LPLN 전이가 의심되더라도 그 자

체로 LPLND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할지에 대해 의문스러운 결과

이다. 

일본에서는 대규모 후향적 연구를 통해 4개의 영역 (internal iliac, 

obturator, external iliac, and common iliac)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

과, 수술 관련 합병증은 차이가 없지만 병변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3

개의 군 (N0, mesorectal-LN, internal LN)은 기존에 널리 사용되는 

American Joint Committee on Cancer (AJCC) 가이드라인과 비교해 

병기 3기와 종양학적 결과를 보였고, external-LN 군은 병기 4기보

다 우월한 종양학적 결과를 보임을 보고하며 LPLN은 국소 임파선

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는 불필요한 방사선치료

를 피하고 TME 시행시 반드시 LPLND 를 해야 한다는 근거를 제

시하지만, 서구의 다른 연구들에서 LPLND 관련 합병증의 비율이 

증가하고, 수술 시간이 길어진다는 단점이 보고되면서 다양한 논의

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LPLND 군이 긴 수술 시간을 보였는데, 기존의 

TME 수술에서 추가로 행해진 술식이 있기에 당연한 결과이다. 다

만 TME 군에서 최소침습 수술의 비율이 높았던 것은 외과의의 선

택으로, 대부분의 외과의들이 TME를 시행할 때 최소침습 수술을 

쉽게 선택하는 반면, LPLND를 함께 시행해야 하는 경우 수술의 난

이도로 인해 개복을 선택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는 개복 수술에 

비해 여러 요소들이 장점을 가지고 있는 최소침습 수술이 LPLND 

를 시행받는 환자들에서도 장점을 발휘하려면 정확한 환자 선택과 

술자의 숙련도가 요구된다. 

LPLND 군이 긴 수술 시간을 요하고 개복 수술의 비율이 높았음

에도 불구하고 수술 후 합병증의 차이가 없는 것은 후향적 연구의 

한계이자, 모든 수술 시행시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둔 결과로 여겨진

다. LPLND 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의무적으로 행해야 하는 표준 술

식이 아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LPLND 를 시행한 외과의들은 근

본적인 절제술보다는 CRT 후에도 여전히 LPLN의 전이가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선택적으로 LPLND를 시행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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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가장 큰 한계점으로, 결국 LPLN의 전이가 CRT 후에도 

의심되는 경우, 즉 좀더 진행된 경우에만 LPLND를 시행했다면, 직

장암의 진행 정도가 다른 두 군이 비교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

미이다. 

이는 조직학적 결과에서도 N 병기의 차이와, 결과적으로 최종 병

기의 차이에서 드러나는데, N 병기의 계산에 LPLN 을 포함하든지, 

제외하든지 상관없이 LPLND 군의 N 병기가 높았다. 따라서 

LPLND 군의 재발률이 높고, 생존률이 열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P 

value 가 0.05 보다 높게 보고되었고, 이는 대상자 수가 적은 것이 

원인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여러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후향적 특성으

로 인해 선택 비뚤림을 피할 수 없다. 둘째, LPLND 시행의 기준을 

영상의학적 검사, 특히 골반 MRI로 삼았으나 영상의학과 의사들 간

의 검증이 사전에 시행되지 않았다. 셋째, LPLND에 대한 기관의 수

술 원칙이 정해져있음에도, 4인의 외과의가 수술을 시행하면서 각자 

술식의 미세한 차이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LPLND 군이 TME 군에 비해 

진행된 병기를 보여 종양학적 성적과 관련된 정확한 비교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현재까지 LPLN 전이가 의심되는 

직장암 환자에서 수술 전 CRT를 시행하고 선택적으로 LPLND를 

시행한 경우를 비교 분석한 소수의 연구들 중 하나이다. CRT 후 영

상의학적 검사를 근거로 선택적인 LPLND를 시행하더라도 예후를 

악화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차후 LPLN 전이가 의심되

는 경우 무작위 배정 등을 통해 양 군의 균형을 꾀하고, 영상의학, 

외과의의 진단 기준 일원화를 통해 정확한 비교 분석을 시행하는 

전향적 연구가 더욱 명료한 결과를 얻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 

 

Ⅴ. 결론 

 

국소 진행성 중하부 직장암에서 CRT 후에도 여전히 LPLN 전이가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선택적으로 LPLND를 시행한다면 TME만 시

행하는 경우와 비교해 유사한 단기 성적 및 수용할 만한 종양학적 

성적을 얻을 수 있다. 

 

 



15 

참고문헌 

1. Gerard JP, Conroy T, Bonnetain F, et al. Preoperative 

radiotherapy with or without concurrent fluorouracil and 

leucovorin in T3-4 rectal cancers: results of FFCD 9203. J Clin 

Oncol. 2006; 24:4620–5. 

2. Bosset JF, Collette L, Calais G, et al. Chemotherapy with 

preoperative radiotherapy in rectal cancer. N Engl J Med. 

2006;355: 1114–23. 

3. Sauer R, Becker H, Hohenberger W, et al. Preoperative versus 

postoperative chemoradiotherapy for rectal cancer. N Engl J Med. 

2004;351:1731–40. 

4. Watanabe T, Itabashi M, Shimada Y, et al. Japanese Society for 

Cancer of the Colon and Rectum (JSCCR) guidelines 2010 for the 

treatment of colorectal cancer. Int J Clin Oncol. 2012;17:1–29. 

5. Akiyoshi T, Watanabe T, Miyata S, et al. Results of a Japanese 

nationwide multi-institutional study on lateral pelvic lymph node 

metastasis in low rectal cancer: is it regional or distant disease? 

Ann Surg. 2012;255:1129–34. 

6. Kobayashi H, Mochizuki H, Kato T, et al. Outcomes of surgery 

alone for lower rectal cancer with and without pelvic sidewall 

dissection. Dis Colon Rectum. 2009;52:567–76. 

7. Ueno M, Oya M, Azekura K, et al. Incidence and prognostic 

significance of lateral lymph node metastasis in patients with 

advanced low rectal cancer. Br J Surg. 2005;92:756–63. 

8. Ueno H, Mochizuki H, Hashiguchi Y, et al. Potential prognostic 

benefit of lateral pelvic node dissection for rectal cancer located 

below the peritoneal reflection. Ann Surg. 2007;245:80–7. 

9. Georgiou P, Tan E, Gouvas N, et al. Extended lymphadenectomy 

versus conventional surgery for rectal cancer: a meta-analysis. 

Lancet Oncol. 2009;10:1053–62. 

10. Kusters M, Beets GL, van de Velde CJ, et al. A comparison 

between the treatment of low rectal cancer in Japan and the 

Netherlands, focusing on the patterns of local recurrence. Ann 

Surg. 2009;249:229–35. 

11. Syk E, Torkzad MR, Blomqvist L, et al. Radiological findings do 



16 

not support lateral residual tumour as a major cause of local 

recurrence of rectal cancer. Br J Surg. 2006;93:113–9. 

12. Konishi T, Kuroyanagi H, Oya M, et al. Multimedia article. 

Lateral lymph node dissection with preoperative chemoradiation 

for locally advanced lower rectal cancer through a laparoscopic 

approach. Surg Endosc. 2011;25:2358–9. 

13. Japanese Society for Cancer of the Colon and Rectum. 

Japanese classification of colorectal carcinoma. 2nd English edn. 

Tokyo: Kanehara & Co; 2009. 

14. Edge SB, Byrd DR, Compton CC, et al. AJCC cancer staging 

manual. 7th edn. New York: Springer; 2010. 

15. Sugihara K, Kobayashi H, Kato T, et al. Indication and benefit 

of pelvic sidewall dissection for rectal cancer. Dis Colon Rectum. 

2006;49:1663–72. 

16. Fujita S, Yamamoto S, Akasu T, et al. Risk factors of lateral 

pelvic lymph node metastasis in advanced rectal cancer. Int J 

Colorectal Dis. 2009;24:1085–90. 

17. Watanabe T, Tsurita G, Muto T, et al. Extended 

lymphadenectomy and preoperative radiotherapy for lower rectal 

cancers. Surgery. 2002;132:27–33. 

18. Kim TH, Jeong SY, Choi DH, et al. Lateral lymph node 

metastasis is a major cause of locoregional recurrence in rectal 

cancer treated with preoperative chemoradiotherapy and curative 

resection. Ann Surg Oncol. 2008;15:729–37. 

19. Shihab OC, Taylor F, Bees N, et al. Relevance of magnetic 

resonance imaging-detected pelvic sidewall lymph node 

involvement in rectal cancer. Br J Surg. 2011;98:1798–804. 

 

 

 

 

 

 



17 

ABSTRACT 

Clinical manifestation and prognosis of the locally advanced 

rectal cancer patients who underwent and lateral pelvic lymph 

node dissection 
 

Chang Hee Kim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eung Hyuk Baik) 

 

The standard treatment for locally advanced rectal cancer is 

neoadjuvant chemoradiotherapy followed by total mesorectal excision 

(TME). However, there is still debate for the treatment of lateral pelvic 

lymph node (LPLN).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clinical 

manifestation and oncologic outcomes between the patient who 

underwent TME alone and those who underwent TME with LPLN 

dissection (LPLND). 

Between January 2006 and July 2011, the medical records of the 

patients with locally advanced rectal cancer with simultaneously lateral 

pelvic lymph node metastasis on the pelvic MRI were retrospectively 

reviewed at Severance Hospital, Seoul, Korea. The baseline 

characteristics, operative outcomes, and oncologic outcomes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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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ed. 

Among the eligible 122 patients, 77 underwent TME alone and 45 

underwent TME with LPLND. There was no difference in baseline 

characteristics but more minimally invasive surgery was performed in 

the TME group (58.4% vs. 33.3%, P=0.009). Longer operation time 

was noted in the LPLND group (329.1 min vs. 371.4 min, P=0.029), 

but the complication rates were similar (24.7% vs. 20%, P=0.616). 

Advanced ypN stage was found in the LPLND group, and 

subsequently advanced TNM stage was also found in those,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During 41 months of follow up, there 

were 23 and 21 recurrence in both groups (29.9% vs. 46.7%, P=0.079). 

3-year overall and disease-free survival rates were 90.5% vs. 85.3%, 

P=0.074 and 70.6% vs. 54.2%, P=0.065. 

LPLN metastasis was not found in many cases. The authors 

recommend selective LPLND if only LPLN metastasis was strongly 

suspicious on the MRI after CRT. The oncologic outcomes of selective 

LPLND was comparable with those of TME alone. 

Keywords: rectal cancer, lateral pelvic lymph node, lateral pelvic 

lymph node dissec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