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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우리 주한이, 리한이 너무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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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목적 : 방사선 치료를 받은 두경부암 환자의 방사선 피부염의 발생 빈도 와 

대상자의 일반적, 임상적, 치료적 특성을 분석하여 급성 중증 방사선 피부염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인자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급성 중증 

방사선 피부염 발생을 예측하고 방사선 피부염의 중증도 감소를 위한 중재 활동 

마련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방법 : 2017 년 8 월 1 일부터 2019 년 9 월 30 일까지 서울 소재 A 상급 종합 

병원에서 두경부에 방사선 치료를 받은 두경부암 환자 총 430 명 중 선정 기준 

및 제외 기준에 부합한 364 명을 대상자로 하여 시행한 후향적 조사연구이다. 

전자 의무기록 열람을 통해 Radiation Therapy Oncology Group (RTOG) common 

toxicity grading 에 따라 방사선 피부염의 등급을 분류하고 대상자의 일반적, 

임상적, 치료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RTOG 3 등급 이상의 급성 중증 방사선 피부염의 발생 빈도 

및 일반적, 임상적, 치료적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고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여 급성 중증 방사선 피부염의 위험 인자를 확인하였다. 

 

결과 : 총 364 명의 대상자 중 급성 중증 방사선 피부염 발생군은 71 명(19.5%), 

비발생군은 293 명(80.5%)였고 대상자의 일반적, 임상적 특성에서 통계상 유의한 

항목은 없었으며 치료적 특성 중 원발병소 위치에 따른 분류(χ²=18.194, 

p<.001), 동시항암화학요법 여부(χ²=5.997 p=.017), 방사선 치료 전 수술 

시행 여부(χ²=8.438 p=.005), 총 방사선 조사량(t=-3.645, p<.001), 1 회 

방사선 조사량(t=-2.736, p=.007), 방사선 치료의 목적(χ²=15.434, 

p<.001)이었다.  

단변량 분석에서 통계상 유의하게 나타난 항목은 원발병소 위치에 따른 분류 

중 구강암을 기준으로 후두암 군(Oddis Ratio [OR]: 3.256, 95% Compidence 

interval [CI]: 1.359~7.799, p=.008), 동시항암화학요법 병행 여부(OR: 1.916, 

95% CI: 1.133~3.238, p=.015), 방사선 치료 전 수술 여부(OR: 0.457, 95%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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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8~0.781, p=.004), 총 방사선 조사량(OR: 1.094, 95% CI: 1.041~1.151, 

p<.001), 1 회 방사선 조사량(OR: 15.276, 95% CI: 2.087~111.813, 

p=.007)이었다. 다변량 분석에서 급성 중증 방사선 피부염 발생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원발 병소 위치에 따른 분류에서 구강암을 기준으로 

후두암(OR: 2.835, 95% CI: 1.029~7.814, p=.044)이었다. 그 밖에 원발병소 

위치에 따른 분류에서 인두암, 기타암 및 동시항암화학요법 여부, 방사선 치료 

전 수술 여부, 총 방사선 조사량, 1 회 방사선 조사량, 방사선 치료의 목적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결론 : 방사선 치료를 받는 환자의 방사선 피부염의 중증도 감소를 위해 치료 

시작 전, 특히 후두암 환자에서 방사선 피부염 발생의 예방 중재 활동으로 피부 

자가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치료 과정 

중 피부염 발생 시 중재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치료 기간 중 면밀한 

피부 관찰과 정확한 피부 사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요어 : 방사선 피부염, 두경부암,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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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두경부암은 뇌를 제외한 쇄골보다 상부에 발생하는 암을 총칭하며, 전체 

종양의 약 6%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구조물로는 발성 기관인 후두, 맛을 느끼며 

음식 섭취에 도움을 주는 구강, 구인두, 그리고 삼킬 때 주로 작용하는 

하인두가 있다. 이 밖에도 냄새를 맡는 비강과 그 후벽을 이루는 비인두가 있다. 

이렇게 여러가지 기능을 하는 다양한 기관이 비교적 좁은 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 이곳에 암이 발생하여 정상 기능이 손상된다면 환자의 전체적인 삶의 

질을 감소시킬 위험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두경부암에서 수술적 

절제는 종양의 완치를 위하여 선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신체상의 변화, 

기능적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MA & C., 1993)   

방사선 치료는 항암화학요법 및 수술요법과 더불어 두경부암에서 주요한 치료 

방법이다. 하지만 방사선 조사량이 높을수록 국소종양제어에 효과적인 반면 

방사선 조사영역내의 정상조직에 대한 선량에 따라 방사선조사량이 제한되는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컴퓨터 기술의 발달과 함께 

정상조직의 손상은 최소화하며 표적장기에 대한 방사선 치료 효과를 높이는 

다양한 방사선 치료법이 개발되고 있다. 이중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는 

종양표적에 대한 균일한 선량분포를 생성하기 위해 방사선 빔의 세기를 

조절하는 방사선 치료의 특정 기법을 말하며, 1 차적 목표는 방사선 치료 

범위내의 정상조직구조에 대한 선량을 줄이는 동시에 종양표적에는 목표 선량을 

유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 년에 국민 건강 보험이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에 대한 환급을 모든 고형 종양을 포함하도록 확대되어 2016 년 이후부터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의 사용이 현저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Huh, Park, 

& Choi, 2019)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는 항암방사선 치료요법에서 주로 적용되고 

있는데 특히 두경부는 근접한 중요 정상장기가 많아 대부분의 두경부암 환자는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된다.(Hong, Tome, & Hararia, 2005) 또한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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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가 넓어 절제가 불가능한 환자에서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로 종양 크기를 

줄임으로써 최소한의 수술적 절제로 완치가 가능해졌고 발성, 연하, 호흡과 

같은 정상 장기의 기능을 보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두경부암 환자에서 완치 

목적의 고 선량 방사선 치료를 시행할 경우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로 인한 

독성반응도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경부암 환자들은 치료 

부위의 특성상 방사선 치료로 인한 여러 가지 독성 반응을 경험하고 

있다.(Palmieri et al., 2019) 

여러 가지 방사선 치료로 인한 독성 반응 중 방사선 피부염은 방사선 치료와 

관련된 가장 흔한 증상이며 두경부에 방사선 치료를 받은 대부분의 두경부암 

환자들에서 방사선 피부염이 발생한다고 보고되었다.(MM, 2004) 방사선 치료로 

인한 피부손상은 방사선 치료 범위에 포함되는 피부에 급성 피부염 또는 만성 

피부변화로 나타날 수 있다. 방사선 치료로 인한 급성 피부 손상은 10-14 시간 

이후부터 시작되며, 두경부암의 방사선 치료기간인 최소 6 주에서 길게는 8 주 

이내에 발생할 수 있다.(Mendelsohn, Divino, Reis, & D.Kerstein, 2002) 

방사선 피부염의 정도는 Radiation Therapy Oncology Group(RTOG) common 

toxicity grading 에 의해 4 등급으로 구분하고 3 등급 이상일 경우 중증 방사선 

피부염으로 정의한다. 3 등급 이상의 중증 방사선 피부염은 삶의 질 뿐만 아니라 

방사선 치료 스케줄 지연과 같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등 치료 결과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Duncan, MacDougall, Kerr, & Downing, 1996; Isomura et 

al., 2008; Robertson et al., 1998) 일반적으로 방사선 치료 선량을 

최소화할수록 피부염의 발생 빈도가 낮아진다고 알려져 있지만 급성 방사선 

피부염의 심각성 및 발생 위험인자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환자의 나이, 성별, 비만도, 영양상태 불량, 자외선의 만성 노출, 흡연, 

동반질환(당뇨, 혈압)등 환자관련 내부적 인자는 방사선 피부염의 위험도와 

관련이 있으며, 이 중 여성이며 나이가 많을 수록, 비만, 그리고 당뇨, 고혈압 

등의 동반질환이 있고 흡연력이 있는 환자가 방사선 피부염의 고위험군으로 

나타났으며, 치료 관련 외부적 인자인 방사선 치료 선량 및 분할 정도, 치료 

방법 및 방사선 치료 기간 중의 항암화학요법의 병용 등은 표피, 진피, 피부 

부속구조 및 미세정맥에 대한 손상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Bray, Simmons, 

Wolfson, & Nouri,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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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를 통하여 두경부에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를 받은 두경부암 

환자에서 방사선 피부염의 발생 빈도를 파악하고 위험 인자를 분석하여 방사선 

피부염의 중증도 감소를 위한 중재 활동 마련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두경부에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를 받은 두경부암 환자를 대상으로 

RTOG 3 등급 이상의 방사선 피부염이 발생한 환자와 발생하지 않은 환자들을 

비교하여 방사선 피부염 발생의 위험 인자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연구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사선 피부염의 발생 빈도를 분석한다. 

둘째, RTOG 3 등급 이상의 급성 중증 방사선 피부염 발생군과 비발생군의 

일반적, 임상적, 치료적 특성을 비교한다. 

셋째, RTOG 3 등급 이상의 급성 중증 방사선 피부염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 인자를 분석한다. 

 

3. 용어 정의  

1) 두경부암 

두경부암은 뇌를 제외한 쇄골보다 상부에 발생하는 암을 총칭한다.  

구강, 비강, 비인두, 구인두, 하인두, 후두, 침샘, 갑상샘 등에서 발생하고 

발생 위치에 따라 구강암, 인두암, 후두암, 기타로 분류되며, 인두암은 

비인두암, 구인두암, 하인두암으로 세분화 할 수 있다. 후두암(51.2%), 

구강암(13.2%), 하인두암(13.9%)의 순으로 발생한다.(Byron & Bailey, 

1993) 

본 연구에서는 뇌를 제외한 쇄골보다 상부에 발생하는 암을 해부학적 

구조에 따라 구강암, 인두암, 후두암, 기타암으로 진단받은 환자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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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성 중증 방사선 피부염 

급성 방사선 피부염은 방사선 치료 시작 후 40Gy 이상의 누적 방사선량에 

도달한 이후부터 치료 종료 후 1 개월 이내에 방사선 피부염 RTOG 등급 

3이상으로 사정된 경우를 말한다.(Wei et al., 2019)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 치료의 종료 시점에 담당의사가 방사선 치료 범위에 

포함되는 피부를 관찰해 RTOG 등급에 따라 방사선 피부염의 등급을 판정하여 

환자의무기록지에 작성한 기록을 바탕으로 3 등급 이상의 대상자 군을 급성 

중증 방사선 피부염 발생군, 1, 2 등급의 대상자 군을 급성 중증 방사선 

피부염 비발생군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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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두경부암의 방사선 치료 

  두경부암은 전체 종양의 약 6%에 해당하며 비교적 적은 신체부위이지만 

머리와 목에 다양한 종양이 발생한다. 사람의 표정, 호흡, 영양, 사회적 

상호작용에 필요한 필수적인 생리기능 및 개인의 외모는 모두 두경부에 

위치한다. 두경부암은 확산부위, 크기, 패턴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구조적 기형 

및 기능적 장애를 유발하여 환자의 삶의 질 저하와 사회적 적응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방사선 치료는 컴퓨터 기술이 발전하면서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의 도입으로 인해 표적 종양에 인접한 정상 장기에 조사되는 선량을 최소화 

하며 표적종양에는 목표선량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Hong et al., 2005) 

우리나라에서는 2015 년부터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에 대한 국민 건강 보험 

환급의 확대로 두경부암에 대한 방사선 치료는 대부분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로 

시행되고 있으며(Huh et al., 2019) 근치적, 수술 후 보조요법, 구제 요법, 

고식적 치료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두경부암에서 

수술적 절제는 종양의 완치를 위해 시행되지만 신체상의 변화, 기능적 장애를 

유발시킨다.(MA & C., 1993) 

후두암은 수술적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나 성대를 모두 절제함으로 언어 

문제를 발생시킨다. 그러나 완치목적의 방사선 치료를 시행할 경우 후두를 

절제하지 않고도 수술적 치료와 비슷한 성적이 나타났다.(Kim, 2009) 비인두 

암의 경우에도 중요한 정상 장기와 가까운 해부학적 위치 때문에 수술적 접근과 

충분한 종양절제는 매우 어려웠다.(CP., 1951) 그러나,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기술의 발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고 동시항암화학방사선요법만으로 심각한 

부작용 없이 좋은 치료 성적을 거두어 우선적인 치료방법으로 선택 되어지고 

있다.(Chung et al., 1999) 또한 국소 진행된 하인두암은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방사선 치료가 시행되고 있는데 근치적 수술 후의 방사선 치료를 시행한 경우 

방사선 치료 단독요법이나 항암화학요법 병용 방법에 비해 더 좋은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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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고, 동시항암화학방사선요법은 후두를 보존할 수 있는 유용한 치료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Yoon et al., 2007) 그 밖에도 수술로 완전 절제를 

시행하였으나 재발이 되거나 잔존암이 있는 경우 치료를 위하여 방사선요법을 

시행하기도 한다. 원발암이나 전이성 암이 주변 장기를 압박하여 생기는 

통증이나 신경을 압박하여 생기는 신경학적 증상 및 종양 자체로 인한 출혈 및 

폐색 등의 증상 완화를 위한 고식적 방사선 요법도 시행하고 있다. 완치를 위한 

방사선 치료에서 방사선 조사량은 보조요법, 고식적 요법보다 대체로 높은 

선량으로 치료되어진다.(Chang-Geol, 2009) 

  

2. 방사선 피부염의 발생과 위험 인자 

 외부 방사선 치료는 몸 밖에서 체내로 방사선 빔을 조사하게 되는데 이때 

피부에 전달되는 전리방사선으로 인해 피부 세포의 파괴를 유발하게 되어 

방사선 피부염이 발생한다. 표피의 각질형성세포, 모낭 내 줄기세포, 멜라닌 

세포는 방사선에 매우 민감한데 방사선 치료를 하는 동안 첫 번째 분할 

조사량은 즉각적인 구조 조직의 손상, 세포 수의 이온화 및 일시적인 

활성산소의 생성, 핵 및 미토콘드리아 DNA 에서 돌이킬 수 없는 이중 가닥 파손 

및 염증을 유발한다.(Hymes, Strom, & Fife, 2006) 많은 양의 각질형성세포가 

파괴되면 표피의 자가 재생을 저해하며 방사선의 반복적인 노출은 피부세포가 

재생할 수 있는 시간을 허용하지 않게 되어 피부염이 발생된다.(Lopez et al., 

2005)  

방사선 피부염은 육종, 유방암, 항문암, 외음부암, 그리고 두경부암에 

방사선 치료를 받는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부작용이다.(Hindley et al., 

2014; McQuestion, 2011; Salvo et al., 2010) 이러한 암에서 방사선 피부염이 

호발하는 이유는 방사선 치료의 표적종양이 피부에 근접하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의 방사선이 피부에 전달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Radvansky, Pace, & 

Siddiqui, 2013) 두경부암 환자의 경우 1%의 환자를 제외하고 모두 방사선 

피부염을 경험하였고 이중 3 등급 이상의 심각한 방사선 피부염을 경험한 환자는 

23% 였다.(Elliott et al., 2006) 방사선 치료 선량에 따라 방사선 피부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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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은 다양하고 20-40Gy 를 받은 환자들은 홍반, 즉 피부가 붉어지고 

부어오르며 뜨거운 느낌을 받게 되고 30Gy 이상을 받은 환자들은 건성 

표피탈락(건조하고 각질이 일어나는 피부, 가려움증 동반)을 경험하며, 40Gy 

이상에서는 습성 표피탈락(장액성 배출물을 동반한 표피탈락)을 

경험한다.(Feight, Baney, Bruce, & McQuestion, 2011) 홍반은 방사선 피부염을 

경험하는 환자의 90% 이상에서 발생하는 첫 번째 증상이며 30%의 환자에서 습성 

표피탈락이 이어서 발생하고 이러한 심각도의 차이는 환자관련(내부적), 

치료관련(외부적) 인자들을 포함한 위험 인자에 따라 달라진다.(Chan, Larsen, 

& Chan, 2012; Chan et al., 2014; Morgan, 2014)  

환자의 내부적 인자인 나이, 성별, 비만도, 영양상태 불량, 자외선의 만성 

노출, 흡연, 동반질환(당뇨, 혈압)은 방사선 피부염 위험도와 관련이 있고 이중 

특히 여성이며 나이가 많을 수록, 비만, 당뇨, 고혈압 등의 동반질환이 있으며 

흡연력이 있는 환자가 방사선 피부염의 고위험군으로 나타났다. 치료 관련 

외부적 인자로는 방사선 치료 선량, 분할 횟수, 치료 방법과 방사선 치료 기간 

중 항암화학요법의 사용 등이 있는데 이는 표피, 진피 및 피부 부속구조와 

미세정맥의 손상 정도에 영향이 있다고 보고되었다.(Bray et al., 2016) 예를 

들어 총 방사선량과 분할 횟수는 방사선 피부염 발생의 중요한 인자로 

16~22Gy 이상의 방사선량을 1 회로 조사할 경우 심각한 피부 독성을 일으킨다. 

그러나 1 회당 2Gy 로 조사한다면 30~40Gy 로 피부 독성은 줄이면서 조사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는 방사선 총 조사량과 분할 횟수, 그리고 1 회 당 

조사량은 방사선 피부염 발생 빈도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Seegenschmiedt, 

2006)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항암화학요법을 병행한 그룹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흔하게 나타났으며 진행된 병기, 후두와 하인두 원발암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었다. (Machtay et al., 2008) 그리고 방사선 치료의 시작 시점부터 

예방적으로 보습크림을 적용하는 것은 방사선 피부염의 발생시기를 늦출 수 

있으며 심각도 또한 감소시킬 수 있었다.(Elliott et al., 2006)  

방사선 피부염의 등급은 일반적으로 RTOG toxicity grading 에 의해 

4 등급으로 분류하고 1 등급은 무증상의 산발적인 반점, 구진발진, 희미하거나 

어두운 홍반, 땀 분비 감소 및 건조 박리로 나타나고, 2 등급은 1 등급의 양상과 

더불어 연하거나 밝은 홍반, 끈끈한 각질을 동반한 박리, 중등도의 부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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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려움증을 동반한다. 3 등급은 반점, 구진발진, 수포, 습성 박리 및 중증 부종 

등 전반적으로 증상이 나타나고, 4 등급은 각질성 피부염 또는 궤양성 피부염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1~2 단계 발생시 보습 로션을 적용하여 피부의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 만으로도 감염이나 통증 등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3 등급 이상은 피부의 통합성이 파괴되어 표피 내 진피가 외부로 노출되기 

때문에 습성 표피 탈락과 상처부위의 삼출물이 발생되어 방사선 피부염의 

진행을 늦추고 2 차적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멸균 드레싱과 폼 제제의 사용이 

권장된다. 방사선 피부염이 3 등급 이상일 경우 드레싱 등의 중재를 시행한다 할 

지라도 방사선 치료가 지속되면 방사선 피부염도 진행하기 때문에 3~4 등급 

발생시 환자 상태에 따라 방사선 치료를 중단하기도 한다.(Collin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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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두경부에 방사선 치료를 받은 두경부암 환자의 방사선 피부염의 

발생 빈도를 확인하고 RTOG 3 등급 이상의 방사선 피부염이 발생한 환자와 

발생하지 않은 환자의 일반적, 임상적, 치료적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방사선 

피부염 발생 위험 인자를 확인하기 위한 후향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서울 소재 A 상급 종합 병원에서 2017 년 8 월 1 일부터 2019 년 9 월 30 일까지 

두경부에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를 받은 두경부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선정기준에 따라 총 429 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제외기준에 따라 65 명을 

제외하여 364 명을 최종 선택하였다(Figure 1). 구체적인 선정기준과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선정기준 

(1) 두경부에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를 받은 두경부암 환자 

(2) 만 18세 이상의 성인 환자 

 

2) 제외기준 

(1) 이전에 두경부에 방사선 치료를 받은 기왕력이 있는 환자 

(2) 방사선 피부염 이외의 이유로 방사선 치료가 중단된 환자 

(3) 방사선 피부염이 발생하지 않은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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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D=Radiation induced dermatitis ; RTOG=Radiation Therapy Oncology Group 
 

 

 

 

 

 

 

 

 

 

 

 

 

 

 

 

Figure 1. Flow chart of the study 

Patients with head and neck cancer  
who received radiation therapy to head and neck 

 between August 2017 and September 2019 
 (n=429) 

 Excluded (n=65) 
· Previous radiation therapy history (n=23) 

· Withdrawal of radiation therapy for reasons 

other than RID  (n=21) 

· RTOG grade 0 (n=21) 

Assessed for eligibility (n=364) 

· Non-severe RID  (n=293) 

· Severe RID (n=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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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도구  

 두경부에 방사선 치료를 받은 두경부암 환자의 일반적, 임상적, 치료적 특성을 

포함하는 증례기록서(Case Report Form, CRF)를 이용하였다. RTOG common 

toxicity grading 을 이용하여 3 등급 이상의 중증 방사선 피부염 발생군과 

1,2 등급인 비발생군으로 나누어 대상자의 일반적, 임상적, 치료적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나이, 성별, 흡연력, 치료 시작 시점의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포함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이는 평균 67 세(24~84 세)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Kawamura et al., 

2019) 65 세 전후로 그룹을 나누고 성별과 흡연력은 초진기록지를 참고하여 

조사하였으며 흡연은 흡연군과 금연을 포함한 비흡연군으로 분류하였다. 

체질량지수(kg/m²)는 방사선 치료 시작 전 첫 진료일에 측정한 신체계측값을 

참고하여 대한비만의사학회 기준(2018)에 따라 저체중(BMI<18.5), 

정상체중(18.5≤BMI<23), 과체중(23≤BMI<25), 비만(≥25)의 세 군으로 

분류하였다. 일상생활 수행능력은 Eastern Cooperative Oncology Group [ECOG] 

performance status 에 따라 0 등급은 정상 활동이 가능하며 아무런 제한이 

없이 질환 이전의 작업을 모두 수행 할 수 있음, 1 등급은 육체적으로 힘든 

활동은 제한되지만 거동이 가능하며 앉아서 하는 가벼운 일(간단한 일, 가사 

등) 가능, 2 등급은 거동이 가능하며 모든 자기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지만 

작업활동은 불가능하며 깨어있는 시간의 50% 이상을 활동함, 3 등급은 

자기관리가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며 깨어있는 시간의 50% 이상을 침대 또는 

의자에서 생활함, 4 등급은 완전 불구상태로 자기관리를 전혀 할 수 없으며 

완전히 침대 또는 의자에서 생활하는 정도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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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임상적 특성 

 

대상자의 임상적 특성은 방사선 피부염의 등급, 동반질환(고혈압, 당뇨), 

방사선 치료 전 첫 진료일로부터 종료 1 개월까지의 체중감소율, 

치료시작부터 치료종료 1 개월까지의 방사선 피부염 예방 크림 처방 개수, 

방사선 피부염 이외의 부작용 유무와 종류를 포함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사선 치료 종료 시점에 담당의사 진료 시 판단된 방사선 피부염 RTOG 

등급으로 기록하고 동반질환은 고혈압, 당뇨의 유무로 분류하고 방사선 치료 

전 첫 진료일로부터 종료 1 개월까지의 체중 감소율은 Common Terminology 

Criteria for Adverse Events[CTCAE] version 5.0 에 따라 3 등급으로 

분류되며 1등급은 기준체중으로부터 5~10%미만 감소, 2등급 10~20%미만 감소, 

3 등급은 20%이상 감소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10%를 기준으로 10% 

미만 감소한 군, 10% 이상 감소한 군의 두 군으로 분류하였다. 방사선 피부염 

예방크림은 치료 시작시점에 1 개를 처방하는데 환자의 크림 적용 정도에 

따라 치료기간 동안 평균 2개를 사용함으로 치료 기간 동안 1개 처방을 받은 

환자와 2 개 이상 처방을 받은 환자의 두 군으로 분류하였다. 두경부에 

방사선 조사 시 방사선 치료 종료 시점에 방사선 피부염과 동반되어 주로 

나타나는 급성 부작용인 구강점막염, 구강건조증, 미각장애, 앞의 세 개의 

증상 중 두 개 이상의 증상 유무로 분류하였다. (Palmieri et al., 2019) 

 

3) 대상자의 치료적 특성 

 

대상자의 치료적 특성은 원발병소 위치에 따른 분류, 병기, 항암화학요법의 

병행 여부, 수술 여부, 총 방사선 조사량, 1 회 방사선 조사량, 방사선 

치료의 목적을 포함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발병소 위치에 따른 분류는 구강암, 인두암, 후두암, 기타로 분류하고, 

병기는 AJCC Cancer Staging Manual 8 판(2017) 기준에 따라 Ⅰ기에서 Ⅳ기로 

나누고 진단 시점에 담당의사의 진단 내용으로 병기를 구분하였다. 동시 

항암화학요법 유무와 방사선 치료 전 수술 시행 유무로 분류하고, 총 방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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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량 및 1 회 방사선 조사량은 방사선 종료시점까지 조사된 용량(Gy)으로 

조사하고, 방사선 치료의 목적은 근치적, 보조적, 고식적으로 

분류하였다.(Meyer, Fortin, Wang, Liu, & Bairati, 2012) 

 

4.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대상자의 의무기록 조회를 위해 연구대상기관의 

임상연구심의위원회의 승인(IRB No. 2020-0072)을 받은 후 2020 년 

10 월 1 일부터 11 월 30 일까지 두경부에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를 받은 두경부암 

환자의 방사선 피부염의 발생여부를 확인하고 일반적, 임상적, 치료적 특성의 

인자를 조사하여 비교하였다. 연구자가 작성한 증례기록서를 바탕으로 

대상자들의 경과기록지, 방사선치료기록지, 신체계측지, 혈액검사 결과지 등의 

전자의무기록을 통해 조사하였다. 

수집된 증례기록서는 연구대상자의 식별 정보는 삭제한 후 임의의 연구 

대상자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며, 연구자료, 증례 기록서 등 관련된 모든 

서류는 연구 종료 후 잠금 장치가 있는 서류함에 보관하고 증례 파일은 전산화 

작업을 하여 암호 설정된 파일의 형태로 보관하고 연구 종료 후 관련 서류를 

3 년 간 보관하여 향후 점검이 필요할 경우 사용할 것이며 보관 기간 종료 후 

전자 문서는 영구적으로 삭제하고 종이 문서는 분쇄하여 폐기 할 예정이다.  

 

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 분석은 SPSS 25.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모든 통계적 검정은 양측 검정이며, 유의수준(p)는 .05 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통계분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방사선 피부염의 빈도 분석은 RTOG common toxicity grading 에 

따라 RTOG 3 등급이상의 급성 중증 방사선 피부염 발생군과 비발생군으로 

분류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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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대상자의 RTOG 3 등급 이상의 급성 중증 방사선 피부염 발생군과 

비발생군의 일반적, 임상적, 치료적 특성은 χ² test, independent t-test 로 

분석하였다. 

 

셋째, 대상자의 방사선 피부염의 발생 위험 인자간의 분석은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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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급성 중증 방사선 피부염의 발생 빈도 

두경부에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 시행 후 급성 방사선 피부염 등급이 

확인되었던 385 명의 대상자 중 급성 방사선 피부염이 나타나지 않은 대상자는 

21 명(5.5%)이었고 이를 제외한 364 명(94.5%)은 방사선 피부염을 경험 하였다. 

방사선 피부염을 경험한 대상자 364 명 중 RTOG 등급 1, 2 및 3 은 각각 

162 명(44.5%), 131 명(36.0%), 71 명(19.5%)이었다. 3 등급 이상의 급성 중증 

방사선 피부염 발생군은 71 명(19.5%), 비발생군(1, 2 등급)은 

293명(80.5%)이었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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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cidence of Radiation induced Dermatitis in the Head and Neck 

Cancer Patients according to RTOG grade 

(n=364) 

RTOG* grade n (%) 

1 162 (44.5) 

2 131 (36.0) 

3 71 (19.5) 

RTOG=Radiation Therapy Oncology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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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성 중증 방사선 피부염 발생군과 비발생군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60.95±12.21 세 였으며, 65 세 미만이 219 명(60.2%), 

65 세 이상이 145 명(39.8%)이고, 성별은 남자가 280 명(76.9%), 여자가 

84 명(23.1%)이었다. 흡연군은 113 명(31.0%), 금연을 포함한 비흡연군은 251 명 

(69.0%)이었으며, 체질량지수(kg/m²)는 평균 23.51±3.26 이며, 

저체중(BMI<18.5)은 22 명(6.0%), 정상체중(18.5≤BMI<23)은 133 명(36.5%), 

과체중(23≤BMI<25)은 102 명(28.0%), 비만(BMI≥25)은 107 명(29.5%)로 

정상체중 군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ECOG 활동수준은 0 등급이 93 명(25.5%), 

1등급이 249(68.4%), 2등급은 22명(6.1%)이었다. 

 일반적 특성 중 급성 중증 방사선 피부염 발생군과 비발생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없었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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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General Characteristics of Radiation induced 

Dermatitis  

(n= 364) 

Characteristics 

Total 

(n=364) 

Severe RID 

(n=71) 

Non-severe RID 

(n=293) t/χ² p 

n(%) or M±SD n(%) or M±SD n(%) or M±SD 

Age (yr) 60.95±12.21 62.39±11.97 60.60±12.26 -1.111 .267 

< 65 219 (60.2) 40 (56.3) 179 (61.1) 0.539 .463 

≥ 65 145 (39.8) 31 (43.7) 114 (38.9)   

Gender      

Male 280 (76.9) 59 (83.1) 221 (75.4) 1.895 .209 

Female 84 (23.1) 12 (16.9) 72 (24.6)   

Smoking      

Yes 113 (31.0) 25 (35.2) 88 (30.0) 0.716 .398 

No 251 (69.0) 46 (64.8) 205 (70.0)   

BMI 23.51±3.26 23.48±3.40 23.52±3.24 0.092 .927 

Under (<18.5) 22 (6.0) 4 (5.6) 18 (6.1) 0.519 .915 

Normal (18.5≤BMI<23) 133 (36.5) 26 (36.6) 107 (36.5)   

Over (23≤BMI<25) 102 (28.0) 18 (25.4) 84 (28.7)   

Obesity (≥25) 107 (29.5) 23 (32.4) 84 (28.7)   

ECOG PS
 

     

0 93 (25.5) 19 (26.8) 74 (25.2) 0.538 .764 

1 249 (68.4) 49 (69.0) 200 (68.3)   

2 22 (6.1) 3 (4.2) 19 (6.5)   

RID=Radiation induced dermatitis; BMI=Body mass index;  

ECOG PS=Eastern Cooperative Oncology Group performance status 

 

 

 

 

 



 19 

3. 급성 중증 방사선 피부염 발생군과 비발생군의 임상적 특성 

두경부암 진단 시 고혈압 과거력이 있는 대상자는 111 명(30.5%)이며 고혈압 

과거력이 없는 대상자는 253 명(69.5%)이었고, 당뇨 과거력이 있는 대상자는 

61 명(16.8%)이며 당뇨 과거력이 없는 대상자는 303 명(83.2%)이었다. 

체중감소율 CTCAE 등급을 기준으로 두 군으로 분류 하여 10% 미만 체중감소율을 

보인 군이 290 명(79.7%)이며 10%이상 체중감소율을 보인 군이 

74 명(20.3%)이었다. 크림 처방 개수는 초기에 처방을 1 개 받은 후 추가로 처방 

받지 않은 대상자는 259 명(71.2%)이며 2 개이상 크림을 처방 받은 대상자는 

105 명(28.8%)이었다. 방사선피부염과 동반한 부작용 중 구강점막염을 경험한 

대상자는 218 명(59.9%), 그렇지 않은 대상자는 146 명(40.1%)이며 구강건조증을 

경험한 대상자는 68 명(18.7%), 그렇지 않은 대상자는 296 명(81.3%)이었고, 

미각변화는 46 명(12.6%)이 경험하였고 318 명(87.4%)이 경험하지 않았다. 앞의 

세 개의 증상 중 두 개 이상의 증상을 경험한 대상자는 39 명(10.7%), 그렇지 

않은 대상자는 325 명(89.3%)이었다. 

 임상적 특성 중 급성 중증 방사선 피부염 발생군과 비발생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없었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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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Clinical Characteristics of Radiation induced 

Dermatitis 

(n=364) 

Characteristics 

Total 

(n=364) 

Severe RID 

(n=71) 

Non-severe RID 

(n=293) t/χ² p 

n(%) or M±SD n(%) or M±SD n(%) or M±SD 

Hypertension      

Yes 111 (30.5) 23 (32.4) 88 (30.0) 0.150 .698 

No 253 (69.5) 48 (67.6) 205 (70.0)   

Diabetes      

Yes 61 (16.8) 11 (15.5) 50 (17.1) 0.101 .860 

No 303 (83.2) 60 (84.5) 243 (82.9)   

Weight loss      

< 10% 290 (79.7) 54 (76.1) 236 (80.5) 0.711 .399 

≥ 10% 74 (20.3) 17 (23.9) 57 (19.5)   

Number of preventive 

cream prescriptions 
     

1 259 (71.2) 54 (76.1) 205 (70.0) 1.033 .381 

≥ 2 105 (28.8) 17 (23.9) 88 (30.0)   

Concomitant 

adverse effects 
     

Stomatitis      

Yes 218 (59.9) 39 (54.9) 179 (61.1) 0.904 .342 

No 146 (40.1) 32 (45.1) 114 (38.9)   

Xerostomia      

Yes 68 (18.7) 18 (25.4) 50 (17.1) 2.584 .108 

No 296 (81.3) 53 (74.6) 243 (82.9)   

Taste changes      

Yes 46 (12.6) 12 (16.9) 34 (11.6) 1.453 .228 

No 318 (87.4) 59 (83.1) 259 (88.4)   

Two or more symptoms      

Yes 39 (10.7) 11 (15.5) 28 (9.6) 2.106 .147 

No 325 (89.3) 60 (84.5) 265 (90.4)   

RID=Radiation induced dermat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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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급성 중증 방사선 피부염 발생군과 비발생군의 치료적 특성 

 원발병소 위치에 따라 분류한 대상자 수는 구강암 69 명(19.0%), 인두암 

156 명(42.8%), 후두암 64 명(17.6%), 기타 75 명(20.6%)이었고, 병기는 Ⅰ기 

71 명(19.5%), Ⅱ기 77 명(21.2%), Ⅲ기 115 명(31.6%), Ⅳ기 

101 명(27.7%)이었다. 동시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한 대상자는 163 명(44.8%)이며 

시행하지 않은 대상자는 201 명(55.2%)이었으며, 방사선 치료 전 수술을 시행한 

대상자는 189 명(51.9%), 시행하지 않은 대상자는 175 명(48.1%)이었다. 총 

방사선 조사량은 평균 63.56±5.95Gy 였고, 1 회 방사선 조사량의 평균은 

1.96±0.13Gy 였다. 방사선 조사의 목적은 근치적 목적 165 명(45.3%), 보조적 

목적 187명(51.4%), 고식적 목적 12명(3.3%)이었다. 

  치료적 특성 중 급성 중증 방사선 피부염 발생군과 비발생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원발병소 위치에 따른 분류(χ²=18.194, p<.001), 

동시항암화학요법 여부(χ²=5.997 p=.017), 방사선 치료 전 수술 시행 

여부(χ²=8.438 p=.005), 총 방사선 조사량(t=-3.645, p<.001), 1 회 방사선 

조사량(t=-2.736, p=.007), 방사선 치료의 목적(χ²=15.434, p<.001)이었다 

(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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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of Therapeutic Characteristics of Radiation induced 

Dermatitis 

(n=364) 

Characteristics 

Total 

(n=364) 

Severe RID 

(n=71) 

Non-severe RID 

(n=293) t/χ² p 

n(%) or M±SD n(%) or M±SD n(%) or M±SD 

Primary cancer site  

Oral cavity cancer 69 (19.0) 9 (12.7) 60 (20.5) 18.194 <.001 

Pharyngeal cancer 156 (42.8) 36 (50.7) 120 (40.9)   

Laryngeal cancer 64 (17.6) 21 (29.6) 43 (14.7)   

Others 75 (20.6) 5 (7.0) 70 (23.9)   

Stage of cancer      

I 71 (19.5) 17 (23.9) 54 (18.4) 1.454 .693 

Ⅱ 77 (21.2) 14 (19.8) 63 (21.5)   

Ⅲ 115 (31.6) 23 (32.4) 92 (31.4)   

Ⅳ 101 (27.7) 17 (23.9) 84 (28.7)   

Concurrent 

chemotherapy 
     

Yes 163 (44.8) 41 (57.7) 122 (41.6) 5.997 .017 

No 201 (55.2) 30 (42.3) 171 (58.4)   

Major surgery before 

RT
*
 

     

Yes 189 (51.9) 26 (36.6) 163 (55.6) 8.438 .005 

No 175 (48.1) 45 (63.4) 130 (44.4)   

Total radiation dose 

(Gy) 
63.56±5.95 65.83±5.64 63.01±5.90 -3.645 <.001 

Radiation dose  

per fraction (Gy) 
1.96±0.13 2.01±0.13 1.95±0.01 -2.736 .007 

Purpose of radiation 

therapy 
     

Definitive 165 (45.3) 47 (66.2) 118 (40.3) 15.434 <.001 

Adjuvant 187 (51.4) 23 (32.4) 164 (55.9)   

Palliative 12 (3.3) 1 (1.4) 11 (3.8)   

RID=Radiation induced dermatitis; RT=Radiation therapy; Gy=G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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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급성 중증 방사선 피부염의 위험 인자 

 급성 중증 방사선 피부염 발생군과 비발생군 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원발병소 위치에 따른 분류, 동시항암화학요법 여부, 

방사선 치료 전 수술 여부, 총 방사선 조사량, 1 회 방사선 조사량, 방사선 

치료의 목적이 급성 중증 방사선 피부염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단변량 및 다변량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급성 중증 방사선 

피부염의 위험 인자를 확인하는 모형은 Hosmer 와 Lemeshow 의 검정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고(p=.738)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 계수의 총괄 

검정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χ²=33.152, p<.001) 분류의 

정확성은 전체 80.4%였고 Nagelkerke 의 결정계수(R²)는 13.9%로 나타났다. 

원발병소 위치에 따른 분류에서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위한 기준암으로 

구강암을 선택하였다. 급성 중증 방사선 피부염 발생군에서 비율이 가장 낮은 

군은 기타암 군이었으나 기타암 자체로 암의 분류가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기타암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기타암 다음으로 비율이 낮은 단일암인 구강암을 

기준으로 하였다. 방사선 치료의 목적이 급성 중증 방사선 피부염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분석 기준을 급성 중증 방사선 피부염 발생군이 

가장 낮은 고식적 치료 군을 기준으로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1) 단변량 분석 

단변량 분석에서 통계상 유의하게 나타난 항목은 원발병소 위치에 따른 

분류에서 구강암을 기준으로 후두암 군(Oddis Ratio [OR]: 3.256, 95% 

Compidence interval [CI]: 1.359~7.799, p=.008), 동시항암화학요법 병행 

여부(OR: 1.916, 95% CI: 1.133~3.238, p=.015), 방사선 치료 전 수술 여부(OR: 

0.457, 95% CI: 0.268~0.781, p=.004), 총 방사선 조사량(OR: 1.094, 95% CI: 

1.041~1.151, p<.001), 1 회 방사선 조사량(OR: 15.276, 95% CI: 2.087~111.813, 

p=.007)이었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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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Univariate Analysis of Risk Factor for Severe Radiation induced 

Dermatitis 

(n=364) 

Variables (reference) OR 95% CI P 

Primary cancer site    

Oral cavity cancer (ref)    

Pharyngeal cancer 2.000 0.905~4.422 .087 

Laryngeal cancer 3.256 1.359~7.799 .008 

Others 0.476 0.151~1.498 .205 

Concurrent chemotherapy  1.916 1.133~3.238 .015 

Major surgery before RT  0.457 0.268~0.781 .004 

Total radiation dose  1.094 1.041~1.151 <.001 

Radiation dose per fraction  15.276 2.087~111.813 .007 

Purpose of radiation therapy    

Definitive 4.381 0.550~34.890 .163 

Adjuvant 1.552 0.191~12.589 .681 

Palliative (ref)    

OR=Odds ratio; CI=Confidence interval; RT=Radiation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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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변량 분석 

다변량 분석에서 통계상 유의하게 나온 항목은 원발병소 위치에 따른 

분류에서 구강암을 기준으로 후두암 군(OR: 2.835, 95% CI: 1.029~7.714, 

p=.044)이었다. 그 밖에 동시항암화학요법 여부, 방사선 치료 전 수술 여부, 총 

방사선 조사량, 1 회 방사선 조사량, 방사선 치료의 목적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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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Multivariate Analysis of Risk factor for Severe Radiation induced 

Dermatitis 

(n=364) 

Variables (reference) OR 95% CI p 

Primary cancer site    

Oral cavity cancer (ref)    

Pharyngeal cancer 1.169 0.464~2.947 .741 

Laryngeal cancer 2.835 1.029~7.814 .044 

Others 0.418 0.129~1.353 .146 

Concurrent chemotherapy  1.524 0.711~3.267 .279 

Major surgery before RT  3.252 0.754~14.034 .114 

Total radiation dose  1.111 0.957~1.289 .166 

Radiation dose per fraction  0.132 0.001~15.424 .404 

Purpose of radiation therapy    

Definitive 5.058 0.434~58.890 .196 

Adjuvant 0.901 0.082~9.944 .932 

Palliative (ref)    

OR=Odds ratio; CI=Confidence interval; RT=Radiation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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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 의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두경부에 방사선 치료를 받은 두경부암 환자의 

일반적, 임상적, 치료적 특성과 급성 중증 방사선 피부염의 발생 빈도 및 위험 

인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총 대상자 429 명 중 방사선 치료가 

계획보다 조기 종료되었거나 이전에 두경부 방사선 치료를 받은 기왕력이 있는 

대상자를 제외하고 385 명 중 364 명(94.5%)이 방사선 피부염을 경험하였다. 그 

중 3 등급 이상의 급성 중증 방사선 피부염 발생군은 71 명(19.5%)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는 두경부암 환자의 경우 1%의 환자를 제외하고 모두 방사선 

피부염을 경험하였고 이중 3 등급 이상의 심각한 방사선 피부염을 경험한 환자는 

23%로 본 연구의 결과가 낮게 나타났다.(Elliott et al., 2006) 급성 중증 

방사선 피부염을 경험한 환자의 비율이 선행연구보다 본 연구에서 낮게 나타난 

이유는 다음과 같을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기존 선행연구들에서는 급성 중증 방사선 피부염은 대부분 방사선 치료 

시작 후 40Gy 이상의 누적 방사선량에 도달한 이후부터 치료 종료 후 1 개월 

이내에 방사선 피부염 RTOG 등급 3 이상으로 사정된 경우로 정의하여 

조사하였으나(Wei et al., 2019)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 치료 종료 시점에 

담당의사가 방사선 치료 범위에 포함되는 피부를 관찰해 RTOG 등급에 따라 

방사선 피부염 등급을 판정하여 환자의무기록지에 작성한 기록을 바탕으로 

3 등급 이상의 대상자 군을 급성 중증 방사선 피부염 발생군으로 정의하였다. 그 

이유는 방사선 피부염의 등급 판정에 대한 조사기간이 길수록 피부재생, 

추가적인 항암제 치료 여부, 기타 영양상태 등 환자 피부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인자들이 많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총 방사선 

조사량이 가장 많으며 외부적 인자들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이 모든 환자에게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일정 시점인 치료 종료 시점의 피부 사정 기록을 

조사하였다.  



 28 

둘째,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에서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와 

방사선 피부염 등급과 관련이 있으며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는 피부염 중증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된 연구 결과와 (Freedman et al., 2006) 두경부암 

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와 3D-CRT (Dimensional 

Conventional Radiotherapy)치료를 시행한 경우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를 시행 

받은 경우에서 두경부에 나타나는 급성 독성 반응을 현저히 감소시켰다는 연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Vergeer et al., 2009) 본 연구에서는 모든 대상자가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방사선 피부염 발생에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자의 평균연령 60.95 세이고, 65 세 미만이 60.2%로 65 세 미만이 더 

많았으며, 성별은 남자가 76.9%로 더 많았다. Kawamura 등(2019)의 연구에서 

평균 연령은 67 세로 본 연구보다 높게 나왔고 성별은 남자가 74.2%로 본 연구와 

비슷하게 남자의 비율이 높았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평균 연령이 61.8 세였고, 

70%의 환자가 남자였다.(Sulman et al., 2009) 흡연 항목에서 금연을 포함한 

비흡연군의 비율이 더 높았으며 선행 연구에서도 비흡연군의 비율이 더 

높았다.(Kawamura et al., 2019) 체질량지수(kg/m²)는 평균 23.51±3.26 이며, 

정상체중(18.5≤BMI<23) 군의 비율이 36.5%로 가장 높았으며 본 연구에서는 네 

군으로 나누어 교차분석을 시행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없었다. 

그러나 체질량지수를 18.5kg/m²이상과 18.5kg/m²미만의 두 군으로 나누어 

비교한 연구에서는 18.5kg/m²이상 군이 75.2%로 높게 나타났고 급성 중증 

방사선 피부염 발생군과 비발생군을 교차 분석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고하였다.(Kawamura et al., 2019)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와 같이 두 

군으로 분류해 보았을 때 18.5kg/m²이상 군이 93.8%로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ECOG 일상생활 수행능력은 0,1 등급이 93.9% 

였고 두경부암 환자의 ECOG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분석한 연구에서 0,1 등급 환자 

군이 85.4%로 본 연구의 대상자의 활동 수준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Corrêa 

et al., 2012) 

 두경부암 진단 시 동반 질환인 고혈압이 있는 대상자는 30.5%, 당뇨가 있는 

대상자는 16.8%이었다. 고혈압 또는 당뇨가 있는 대상자가 없는 대상자보다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고혈압이 있는 대상자는 29.7%로 본 연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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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하게 나타났고, 당뇨가 있는 대상자는 12.8%로 본 연구에서 보다 낮게 

나타났다.(Kawamura et al., 2019) 체중감소율은 CTCAE 등급을 기준으로 두 

군으로 분류하여 10% 미만 체중감소율을 보인 군이 79.7%로 가장 많았다. 또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국소 진행성 두경부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에서 5% 이하 

체중감소율을 보인 군이 69.4%로 가장 높게 나타난 연구 결과가 있었다.(Cmelak 

et al., 2020)  

크림 처방을 1 개 받은 대상자는 71.2%이며 2 개이상의 크림을 처방 받은 

대상자는 28.8%로 크림을 1 개만 처방 받고 이후에 추가로 크림을 처방 받지 

않은 대상자가 더 많았다. 통계상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크림을 1 개 처방 받은 

대상자 보다 2 개이상 처방 받은 대상자가 급성 중증 방사선 피부염 발생이 더 

적게 나타났다. 이전 연구에서는 방사선 치료 시작 시점부터 예방적으로 보습 

크림을 적용하는 것이 방사선 피부염의 발생 시기를 늦출 수 있으며 심각도를 

감소시킬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Elliott et al., 2006) 본 연구에서는 

처방된 크림의 개수를 조사하였으나 후향적 조사 연구로 크림의 종류나 성분, 

적용 방법 등은 조사하지 못하였고 대상자의 방사선 피부염 예방 행위 이행도의 

판단 근거로 처방 받은 크림 개수를 항목으로 지정하여 조사하였으나 실제 

대상자의 이행도를 분석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었다. 급성 중증 방사선 피부염을 

예방하는 행위로서 크림적용이 급성 중증 방사선 피부염 예방에 실제 이득이 

있는 지에 대한 추가적인 전향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방사선 

피부염 예방에 대해 선행된 연구결과의 검토를 토대로 권고되고 있는 것은 

치료기간 중 순한 비누와 미지근한 물로 매일 치료부위를 씻어내는 것, 

날카로움이 없는 전기 면도기 사용, 조사부위의 접촉성 피부염을 방지하기 위해 

헐렁한 옷 착용, 극한의 온도와 태양 노출을 피하기, 개인에게 맞는 적절한 

국소 제품을 선택, 방사선 치료 1~4 시간 이전에는 어떤 국소 제품도 조사된 

피부에 바르지 않는 것 등 이었다.(Iacovelli et al., 2020) 

방사선 피부염과 동반된 부작용 중 구강점막염을 경험한 대상자는 59.9%로 

절반 이상의 환자가 구강점막염을 경험했다. 선행연구에서 구강점막염은 91%의 

두경부암 환자에서 발생되었다고 보고되고 있어 본 연구의 결과가 낮게 

보고되었다.(Elting, Cooksley, Chambers, & Garden, 2007) 또 다른 연구에서도 

방사선 치료를 받은 두경부암 환자에서 90%이상의 환자가 구강점막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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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한다고 되어있다.(Liu et al., 2021) 본 연구에서 구강건조증은 18.7%로 

보고되었으나, 다른 연구에서 방사선치료 환자의 80 %가 구강 건조증을 

호소한다고 보고했다.(Chencharick & Mossman, 1983) 미각변화는 12.6%가 

경험하였으나 두경부암 환자의 미각변화에 관한 연구에서 60Gy 이상의 방사선이 

조사되는 시점부터 90% 이상의 환자가 미각 변화를 호소했다. (Ruo Redda & 

Allis, 2006) 앞의 세 개의 증상 중 두 개 이상의 증상을 경험 대상자는 10.7% 

였다. 본 연구에서 방사선 피부염과 동반된 부작용 발생 비율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후향적 기록에 의존하여 증상을 판단한 것인 

반면에 선행 연구들에서는 대상자들 스스로가 다문항으로 된 설문지를 복수 

선택하여 자가보고 한 결과로 본 연구에서 부작용 증상의 발생 비율이 낮게 

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임상적 특성에서 급성 중증 방사선 피부염 발생군과 

비발생군간의 통계상 유의한 차이는 보이는 항목은 없었다. 그러나 앞선 

연구에서는 방사선 피부염의 위험 인자로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를 받은 

두경부암 환자에서 연령 및 체질량지수가 방사선 피부염 등급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나타났다.(Kawamura et al., 2019) 환자의 나이, 성별, 

비만도, 흡연, 동반질환(당뇨, 혈압) 등 환자 내부의 인자는 방사선 피부염 

위험도와 관련이 있고 여성, 고령, 비만, 당뇨 및 고혈압 등의 동반질환이 있고 

흡연력이 있는 환자가 방사선 피부염 고위험 군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하였다.(Bray et al., 2016) 선행 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는 방사선 피부염 등급 판정의 시점의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선행연구에서는 치료 시작 이후부터 치료 종료 후 1 개월까지의 일정기간 중 

대상자가 경험하였던 최고 등급으로 방사선 피부염을 판정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치료종료 시점의 방사선 피부염의 등급으로 판정하였다. 

원발병소 위치에 따른 분류에서 대상자 수는 인두암이 42.8%로 가장 많았고 

구강암이 19.0%, 기타 20.6%, 후두암이 17.6%의 순서로 많았다. 급성 중증 

방사선 피부염 발생군의 비율이 높은 군은 인두암과 후두암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선행 연구에서는 구강암이 7%, 인두암이 57%, 

후두암 3%, 기타가 30%로 본 연구와 동일하게 인두암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Sulman et al., 2009) 후두와 하인두 원발암이 고위험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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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되었다.(Machtay et al., 2008) 병기는 Ⅲ기가 31.6%로 가장 많았고 Ⅳ기, 

Ⅱ기, Ⅰ기의 순으로 많았다. 두경부암 환자의 30~40%가 Ⅰ기와 Ⅱ기로 

나타났으며 60 % 이상이 Ⅲ기 또는 Ⅳ기로 진단된다고 보고된 것과 비교하였을 

때 본 연구에서는 Ⅰ기와 Ⅱ기는 40.7%, 3 기와 4 기는 59.3%로 비슷하게 

나타났다.(Chow, 2020)  

동시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한 대상자는 44.8%이며 시행하지 않은 대상자는 55.2% 

였고 동시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한 경우에 급성 중증 방사선 피부염 발생군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17) 

선행연구에서도 항암화학요법을 병행한 그룹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흔하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Machtay et al., 2008) 또 다른 연구에서는 

동시항암화학요법 자체로 피부염의 중증도가 높아짐과 동시에 세툭시맙이 

시스플라틴보다 더 심한 피부 반응을 일으킨다고 보고하였다.(Ferreira et al., 

2017) 본 연구에서는 항암화학요법 약물의 종류와 그에 따른 방사선 피부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전체 대상자 중 방사선 치료 전 수술을 시행한 대상자와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대상자는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고 급성 중증 방사선 

피부염 발생군에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군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수술 후 시행되는 방사선 치료가 완치 목적의 방사선 치료와 

다르게 상대적으로 적은 총 방사선 조사량으로 치료가 시행되고 있어 이러한 

차이가 수술을 시행 받지 않은 군에서 급성 중증 방사선 피부염이 높게 

나타나게 된 요인으로 보여진다.(Mendenhall et al., 2006) 총 방사선 조사량은 

평균 63.56Gy 였고 1 회 방사선 조사량의 평균은 1.96Gy 였다. 총 방사선 

조사량과 1 회 방사선 조사량은 급성 중증 피부염 발생군에서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 p=.007) 선행연구에서도 방사선 총 

조사량과 분할 횟수 그리고 1 회 방사선 조사량은 방사선 피부염의 발생 빈도에 

영향이 있다고 보고 되고 있다.(Seegenschmiedt, 2006) 방사선 치료의 목적은 

보조적(51.4%), 근치적(45.3%), 고식적(3.3%)목적 순으로 많았다. 급성 중증 

방사선 피부염 발생군에서 근치적 목적 군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p<.001) 이는 초기단계의 두경부암에서 

근치적 목적의 방사선 치료가 많이 시행되고 있으며 국소 진행된 단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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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경부암에서도 항암제와 병행하여 근치적 목적의 방사선 치료가 많이 시행되고 

있다는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Pfister et al., 2013)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급성 중증 방사선 피부염 발생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단변량 분석에서 원발병소 위치에 따른 분류에서 

구강암을 기준으로 후두암이 3.256 배 위험도가 높았으며 동시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한 경우 1.916 배, 방사선 치료 전 수술을 시행한 경우 0.457 배, 총 

방사선조사량 1Gy 당 1.094 배, 1 회 방사선 조사량 1Gy 당 15.276 배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변량 분석에서 유의한 항목은 원발병소 위치에 

따른 분류에서 구강암을 기준으로 후두암이었으며 위험도는 2.835 배로 나타났다. 

이는 후두암의 해부학적 특성상 방사선 치료 표적 병변의 위치가 피부 표면과 

5mm 미만의 간격으로 근접하게 위치하고 있어 피부에 조사되는 방사선량이 다른 

두경부암에 비해 높게 조사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Radvansky et al., 

2013) 그 밖에 원발병소 위치에 따른 분류에서 인두암, 기타암, 

동시항암화학요법 여부, 방사선 치료 전 수술 여부, 총 방사선 조사량, 1 회 

방사선 조사량 및 방사선 치료의 목적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후두암 환자의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시 급성 

중증 방사선 피부염 발생의 위험 인자로 간주하여 방사선 치료 시행 전 

환자에게 피부 자가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함께 치료 과정 중 피부염 

발생 시 신속히 중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치료 기간 중 면밀한 피부 관찰과 

정확한 피부사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현재는 주관적인 평가 방법인 

RTOG 등급으로 방사선 피부염을 측정하고 있지만, 이와 함께 피부염 측정장비나 

도구를 이용한 객관적인 평가 방법을 병행하여 방사선 피부염을 평가하는 것이 

정확한 방사선 피부염 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기존 연구는 일반적으로 유방암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방사선 피부염에 대한 연구이거나 표본수가 적거나 연구 대상자에 제한을 

두었다면 본 연구는 단일 종합병원에서 두경부에 방사선 조사를 받은 364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비교적 많은 표본수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미 작성된 의무기록을 조사한 후향적 연구라는 제한점으로 

인해 선행 연구들에서 언급된 위험 인자 항목, 즉 피부에 조사된 방사선량, 

방사선량 분포와 피부염 발생 위치, 테이프 알러지 등과 같은 방사선 민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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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염 예방을 위해 적용된 크림 종류 및 도포 횟수, 대상자의 예방 행위 

이행도, 혈액검사 결과 등과 같은 방사선 피부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인자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이를 

보완하여 체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전향적 연구를 시행하여 본 연구에서 

확인된 급성 중증 피부염 발생 인자뿐만 아니라 기존에 언급된 위험 인자를 

다시 한번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방사선 

피부염 발생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체계적인 피부사정 방법을 수정 보완하는 

것과 동시에 방사선 피부염의 위험 인자에 따른 효과적인 예방 방법을 개발하고 

검증하기 위한 다학제적인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방사선 

피부염에 대한 체계적인 간호사 교육과 정확한 피부 사정 도구 개발 및 

드레싱과 같은 실무 능력 향상을 통해 방사선 종양학 분야에서 교육자 및 

실무제공자로서 간호사의 전문적인 역할 확대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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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두경부에 방사선 치료를 받은 두경부암 환자의 방사선 피부염 발생 

빈도 및 대상자의 일반적, 임상적, 치료적 특성을 확인하고 급성 중증 방사선 

피부염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인자를 확인함으로써 방사선 피부염의 

중증도 감소를 위한 중재 활동 마련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된 후향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2017 년 8 월 1 일부터 2019 년 9 월 30 일까지 서울 소재 A 상급 

종합 병원에서 두경부 부위에 방사선 치료를 받은 두경부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430 명 중 선정 기준 및 제외 기준에 따라 364 명을 선정하여, 전자 

의무기록 열람을 통해 RTOG 3 등급 이상의 급성 중증 방사선 피부염 발생군과 

비발생군의 일반적, 임상적, 치료적 특성을 비교 분석하고 급성 중증 방사선 

피부염 발생 위험 인자를 확인하였다. 급성 중증 방사선 피부염 발생군은 19.5%, 

비발생군은 80.5%였고 대상자의 일반적, 임상적 특성에서 통계상 유의한 항목은 

없었으며 치료적 특성 중 원발병소 위치에 따른 분류(χ²=19.066, p<.001), 

동시항암화학요법 여부(χ²=5.997 p=.017), 방사선 치료 전 수술 시행 

여부(χ²=8.438 p=.005), 총 방사선 조사량(t=-3.645, p<.001), 1 회 방사선 

조사량(t=-2.736, p=.007), 방사선 치료의 목적(χ²=15.434, p<.001)이었다.  

단변량 분석에서 통계상 유의하게 나타난 항목은 원발병소 위치에 따른 

분류에서 구강암을 기준으로 후두암 군(OR: 3.256, 95% CI: 1.359~7.799, 

p=.008), 동시항암화학요법 병행 여부(OR: 1.916, 95% CI: 1.133~3.238, 

p=.015), 방사선 치료 전 수술 여부(OR: 0.457, 95% CI: 0.268~0.781, p=.004), 

총 방사선 조사량(OR: 1.094, 95% CI: 1.041~1.151, p<.001), 1 회 방사선 

조사량(OR: 15.276, 95% CI: 2.087~111.813, p=.007)이었다. 다변량 분석에서 

급성 중증 방사선 피부염 발생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원발병소 

위치에 따른 분류에서 구강암을 기준으로 후두암(OR: 2.835, 95% CI: 

1.029~7.814, p=.044)이었다. 그 밖에 원발병소 위치에 따른 분류에서 인두암, 

기타암 및 동시항암화학요법 여부, 방사선 치료 전 수술 여부, 총 방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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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량, 1 회 방사선 조사량, 방사선 치료의 목적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방사선 치료를 받는 환자의 방사선 피부염의 중증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방사선 치료를 시작하기 전, 특히 후두암 환자에서 방사선 

피부염에 대한 예방적 중재로 피부 자가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함께 

치료 과정 중 피부염 발생 시 중재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치료 기간 중 

면밀한 피부 관찰과 정확한 피부 사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방사선 피부염 발생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체계적인 

피부사정 방법을 수정 보완하는 것과 동시에 방사선 피부염의 위험 인자에 따른 

효과적인 예방 방법을 개발하고 검증하기 위한 전향적, 종단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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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IRB 심의결과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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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증례기록서 (Case report form) 

 

일련번호   

1. 일반적 특성 

나이  만 (        세) 

성별  ① 남    ② 여 

흡연력  ① 유    ② 무 (금연포함) 

체질량지수  (       kg/m²) 

ECOG 활동수준  ① 0    ② 1    ③ 2    ④ 3    ⑤ 4 

2. 임상적 특성 

방사선 피부염 등급(RTOG)  ① 0    ② 1    ③ 2    ④ 3    ⑤ 4 

동반 질환  ① 고혈압    ② 당뇨    ③ 무   

체중감소율(CTCAE grade)  ① 1    ② 2    ③ 3    

크림처방갯수  (            개) 

피부염외의 부작용  
 ① 구강점막염     ② 구강건조증    ③ 미각변화 

 ⑤ 무                ⑥ 3 개 중 2 개 이상 

3. 치료적 특성 

원발 병소에 따른 분류  ① 구강암     ② 인두암    ③ 후두암   ④ 기타 

병기(AJCC staging 8 판)  ① Ⅰ    ② Ⅱ    ③ Ⅲ    ④ Ⅳ 

동시항암화학요법 여부  ① 유   ② 무  

방사선 치료 전 수술 여부  ① 유   ② 무  

총 방사선 조사량  (           Gy) 

1 회 방사선 조사량  (           Gy) 

방사선 치료의 목적   ① 근치적    ② 보조적    ③ 고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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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o identify the risk factors affecting the incidence of acute 

severe radiation induced dermatitis by analyzing the incidence of 

radiation dermatitis and the general, clinical, and therapeutic 

characteristics of patients with head and neck cancer who received 

radiation therapy. Based on this, we plan to predict the occurrence of 

acute severe radiation induced dermatitis and use it as a basis for 

preparing interventions to reduce the severity of radiation induced 

dermatitis. 

 

Methods: From August 1, 2017 to September 30, 2019, 364 patients who met 

the selection and exclusion criteria were selected out of a total of 430 

head and neck cancer patients who received radiation therapy to the head 

and neck at a tertiary general hospital A in Seoul. This is a 

retrospective study conducted. Radiation Therapy Oncology Group (RTOG) 

common toxicity grading was used to classify radiation induced dermatitis, 

and the general, clinical, and therapeut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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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investigated through electronic medical record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25.0 for WINDOWS program to compare and 

analyze the frequency and general, clinical, and therapeutic 

characteristics of acute severe radiation induced dermatitis of RTOG grade 

3 or higher, and the risk of acute severe radiation induced dermatitis by 

performing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dentification was 

confirmed. 

 

Result: Of the 364 subjects, 71 cases (19.5%) in the acute severe 

radiation induced dermatitis group and 293 cases (80.5%) in the non-

occurring group.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items in the 

general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Among the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according to the primary cancer site 

(χ²=18.194, p<.001), whether or not concurrent chemotherapy was 

performed (χ²=5.997 p=.017), whether Major surgery was performed before 

radiotherapy (χ²=8.438 p=.005), total radiation dose (t=-3.645, p<.001), 

radiation dose per fraction (t=-2.736, p=.007), and purpose of radiation 

therapy (χ²=15.434, p<.001) were. 

The items that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univariate analysis 

were the laryngeal cancer group (Oddis Ratio [OR]: 3.256, 95% Compidence 

interval [CI]: 1.359~7.799, p=.008) based on oral cancer among the 

classifications according to the primary cancer site, concurrent 

chemotherapy (OR: 1.916, 95% CI: 1.133~3.238, p=.015), Major surgery 

before radiotherapy (OR: 0.457, 95% CI: 0.268~0.781, p=.004), total 

radiation dose (OR: 1.094, 95% CI: 1.041 to 1.151, p<.001) and radiation 

dose per fraction (OR: 15.276, 95% CI: 2.087 to 111.813, p=.007). In 

multivariate analysis, the factor significantly affecting the incidence of 

acute severe radiation dermatitis was laryngeal cancer (OR: 2.835, 95% CI: 

1.029~7.814, p=.044) based on oral cancer in the classification according 

to the primary cancer site. In addition, in classification according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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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imary cancer site, pharyngeal cancer, other cancers, concurrent 

chemotherapy, Major surgery before radiotherapy, total radiation dose, 

radiation dose per fraction, and the purpose of radiation therapy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Conclusion: In order to reduce the severity of radiation induced 

dermatitis in patients receiving radiation therapy, systematic education 

on skin self-management is needed before starting treatment, especially as 

a preventive intervention activity for the occurrence of radiation 

dermatitis in patients with laryngeal cancer. In addition, it is thought 

that close skin observation and accurate skin assessment are necessary 

during the treatment period so that prompt intervention can be made when 

dermatitis occurs during the treatment process. 

 

 

Keywords: radiation induced dermatitis, head and neck cancer, Intensity 

Modulated Radiation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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