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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연구배경 및 목적 : 면역학적인 측면에서 혈액학적인 영양상태와 림프구 분포가

암환자의 예후와 연관되어 있다. 호중구 대 림프구 비율 (NLR; neutrophil-to-

lymphocyte ratio)과 혈소판 대 림프구 비율 (PLR; platelet-to-lymphocyte 

ratio)가 대장암, 위암, 췌장암, 자궁내막암 등 타 부위의 치료 후 장기적 예후에

기여하는 면역지표로서 유용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최근 예후

영양지표(PNI; prognostic nutritional index)도 여러 암종에서 심각한 합병증과

질병의 재발, 낮은 생존 률 등의 불량한 예후를 예측하는데 유의한 지표가 되는

예들이 보고된 바 있다. 두경부암에서도 혈액학적 영양학적인 지표들이 예후인자

로서 가지는 중요성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보고된 대부분의

연구들이 항암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수술을 시

행 받은 환자에게서 회복과 연관한 연구는 드물다. 두경부암에서도 특히 인두부

에서 국소 침윤이 진행된 환자의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 후 심각한 연하장애로

인한 영양실조에 빠질 위험성이 높다. 이러한 환자들에서 치료 전 영양지표는 항

암화학치료를 받은 환자들에서 못지않게 수술 후 회복과 관련하여 중요할 것으

로 예측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두부(구인두, 하인두)에서 발생한 진행성 편평

상피세포암에서 수술적 치료를 하였을 때 회복속도와 합병증의 발생에 영향을

끼치는 혈액학적 면역학적 지표들을 검토하고, 이러한 지표들이 환자의 예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여 향후 인두암 치료결과를 예측하는 지표로 삼

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2008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서울 아산병원 이비인후과에서

구인두암과 하인두암으로 원발병소를 포함한 근치목적의 수술적 치료를 받은 환

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진단 당시에 원격전이가 있거나 이전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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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의 두경부암을 진단 받았던 경우를 제외하고, 조직학적으로 편평상피세포암

이면서 원발암의 병리학적 병기가 진행된 T 병기 (T3, T4)인 환자 중 2년 이

상 추적관찰이 가능하였던 총 65예를 대상으로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

다. 나이, 흡연량, 음주량, 체질량지수(BMI), 전신 활동도(ECOG performance 

status), 인두암의 원발병소, 경부 림프절 전이와 병기, 인유두종바이러스(HPV) 

상태, 수술 후 보조항암화학요법 혹은 보조방사선요법의 여부, 수술 전 1개월 이

내에 검사한 혈액학적 영양지표들인 NLR, PLR, PNI 등과 암 특이 생존율과 전

체 생존율, 재발률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Cox 비례위험모델을 이용하여

변수들의 단변량분석과 다변량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HPV/p16 양성군과 구제

수술을 시행받은 군에 대해 소집단 분석(subgroup analysis)를 시행하였다. 혈

액학적, 영양학적 요인들의 결정값(cut-off value)은 ROC 곡선을 이용하여 구

하였다.

연구결과: 전체 환자의 2 년 전체 생존율(overall survival)은 64 % 였다. 기존

에 알려졌던 T/N 병기와 예후인자를 제외하고 NLR 3.0, PLR 152, PNI 46 을

기준으로 환자를 나누어 2 년 생존율을 비교하였다. NLR이 높은 경우 33.7 %, 

낮은 경우 65.5 % 의 생존율을, PLR이 높은 경우 30 %, 낮은 경우 67.5 %의

생존율을, PNI 가 높을 경우 76.1 %, 낮은 경우 11.2 %의 생존율을 보였다. 단

변량 분석에서는 낮은 전신활동도 (ECOG 2-4), 낮은 체질량지수 (BMI <18.5), 

N2-3병기, 높은 PLR , 낮은 PNI 일수록 재발률이 증가하였고 낮은 전신활동도, 

낮은 체질량지수, 높은 NLR, 높은 PLR, 낮은 PNI 일수록 암 특이 사망률이 증

가하였으며 낮은 전신활동도, 낮은 체질량지수, 원발부위 중 하인두, 높은 NLR, 

높은 PLR, 낮은 PNI 가 전체 생존률의 감소와 연관있는 인자였다. 다변량 분석

을 시행하였을 때 N2-3병기와 낮은PNI가 재발률에 대해, 높은 PLR이 암 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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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률에 대해, 그리고 낮은 전신활동도, 높은PLR과 낮은PNI가 전체 생존률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위험인자로 확인되었다. HPV/p16 양성군에 대한 단변

량 분석에서는 낮은 PNI만이 재발률및 전체생존률과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

다. 항암화학 방사선 치료 혹은 방사선치료의 실패 후 구제수술을 시행한 경우인

13예(20.3%)에 대하여 소집단분석을 시행한 결과 음주력만이 재발률, 암 특이

생존률, 전체 생존률 모두에 대해 유의한 위험인자로 확인되었다.

결론 : 수술 전 영양학적, 혈액학적 요소 중 특히 PLR과 PNI가 수술적 치료를

받은 진행된 병기의 인두암 환자에서 치료 결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특히

PNI가 진행된 인두암의 수술 후 재발률과 전체 생존률에 관여하는 요소였다. 낮

은 PNI는 또한 HPV (+) 군의 나쁜 예후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수술

을 받을 예정인 인두암 환자의 영양상태를 적극적으로 교정함으로써 환자의 예

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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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진행된(advanced) 구인두암과 하인두암의 치료방법으로는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화학 방사선 병합요법(combined chemoradiation therapy; CCRT)이 적용될

수 있다. 특히 후두를 보존하기 어려운 T4a병기의 하인두암의 경우 후두 절제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수술과 수술 후 보조적 방사선치료(radiation therapy;RT)를

병행하는 방법이 수술 또는 방사선 단독치료보다 효과적이다1. T3, T4와 같은

국소 진행된 구인두암의 무병생존율은 27-74%이며 하인두암의 경우 24-45%이다2-

10. 기관 보존(organ preservation)을 위해서는 수술보다 CCRT를 선호하지만11,12

상당수의 환자들에서 수술적 치료가 진행되고 있다. 경구강으로 수술단독치료가

가능하며 경부전이가 없는 T1, T2 인두암, RT에 반응이 좋지 않은

인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 virus;HPV) 음성 인두암, 원발부위나

경부전이가 진행되어 경부절제술이 필요한 인두암의 경우에는 수술 후 RT나

CCRT를 추가적으로 사용하며, 초치료로서 CCRT에 실패한 인두암의 구제요법으로

수술적 치료를 적용할 수 있다13. 수술적 치료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한 불량한

예후인자들은 고령, 진행된 TNM병기, 병리조직검사상 원발 종양의 피막 외 침범, 

동시적 항암화학요법의 유무, 일차치료의 실패 등이 있고 구인두암에서 특히

HPV와의 연관성이 중요한 예후인자로 밝혀졌다4,7,14-18. 구인두암의 원인인자로는

HPV가 있으며 HPV양성인 구인두암 환자는 좋은 예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하여 HPV와 관련성이 없는 구인두암 환자는 대체로 고령이고 흡연력과

음주력이 있으며 나쁜 예후를 보인다4,19,20. 하인두암을 가진 환자들 중 상당수는

치료 전 영양상태가 불량하며 이는 수술 전 환자의 흡연력과 음주력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21-24.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인두암 환자의 예후가

치료의 반응을 비롯하여 환자의 전신건강상태(general health condition)와

연관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인두부는 특히 영양상태와 밀접한 연하에

영향을 많이 주는 곳이기 때문에 치료 전 영양상태를 평가하는 것이 예후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암환자의 치료 전 영양학적 면역학적 상태는

치료 후 장기적인 예후와 관련하여 임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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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성 암이나 말기 암에서 영양불량이나 염증이 발생시 항암치료의 부작용이

나오기 쉽고 수술 후 봉합부전이나 감염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28-33. 특히

인두부에서 국소 침윤이 진행된 환자의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 후 심각한

연하장애로 인한 영양실조에 빠질 위험성이 높다. 이러한 환자들에서 치료 전

영양지표는 항암화학치료를 받은 환자들에서 못지않게 수술 후 회복과 관련하여

중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혈액학적 지표 중 알부민이 낮으면 영양상태가 나쁜

것을 의미하고 림프구 수가 적은 것은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34-38. 이러한 두 가지 상태를 모두 반영할 수 있는 지표로 예후

영양지표(PNI; prognostic nutritional index)가 있다39. 유방암환자에서

유방절제술 후의 생존율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PNI의 중요성에 대해 분석한

Mohri T40의 연구에 의하면 수술 전의 PNI가 52.8 이하인 그룹이 PNI가 높은

그룹에 비해 질병특이 생존율과 전체 생존율이 유의하게 낮았다. 대장암, 폐암, 

간암, 위암, 전립선암에서도 낮은 PNI가 심각한 합병증과 질병의 재발, 낮은

생존 률 등의 불량한 예후를 예측하는데 유의한 지표가 되는 예들이 보고된 바

있다41-45.

이 외에도 전신의 염증상태를 잘 반영해주는 호중구 대 림프구 비율 (NLR; 

neutrophil-to-lymphocyte ratio)과 혈소판 대 림프구 비율 (PLR; platelet-to-

lymphocyte ratio)가 대장암, 위암, 췌장암, 자궁내막암 등 타 부위의 치료 후

장기적 예후에 기여하는 면역지표로서 유용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46-50. 최근 두경부암에서도 혈액학적 영양학적인 지표들이 예후인자로서

가지는 중요성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항암화학 방사선 병합요법을 시행 받은

두경부 편평상피세포암 환자에서 NLR과 PLR이 높을수록 생존율이 낮아진다는

주장이 보고된 바 있다51. 그러나 현재까지 보고된 대부분의 연구들이 항암화학

방사선 병합요법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수술을 시행 받은

환자에게서 회복과 연관한 연구는 드물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두부 (구인두, 하인두) 에서 발생한 진행성 편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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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피세포암에서 수술적 치료를 하였을 때 회복속도와 합병증의 발생에 영향을

끼치는 혈액학적 면역학적 지표들을 검토하고, 환자의 예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향후 인두암 치료결과를 예측하는 지표로 삼고자 하였다. 또한

인두암의 수술적 치료 전 영양상태 및 면역상태의 적극적인 교정이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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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 및 방법

환자 및 종양특성

2008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서울 아산병원 이비인후과에서 구인두암과

하인두암으로 원발병소를 포함한 근치목적의 수술적 치료를 받은 환자는

186예이었다. 이 중에서 진단 당시에 원격전이가 있거나 이전에 다른 부위의

두경부암을 진단 받았던 경우를 제외하였으며, 조직학적으로

편평상피세포암이면서 원발암의 병리학적 병기가 진행된 T 병기 (T3, T4)인

환자 중 2년 이상 추적관찰이 가능하였던 총 64예를 대상으로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본원의 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에 의해서 승인을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승인번호 2017-1113). 수술 후

2년 이내에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는 분석에 포함시켰으며 수술 후

합병증으로 인해 조기 사망한 2명은 제외되었다. 나이, 성별, 흡연량, 음주량, 

체질량지수(BMI), 전신 활동도(ECOG performance status), 인두암의 원발병소, 

경부 림프절 전이와 병기, 인유두종바이러스(HPV) 상태, 수술 후 보조항암요법

혹은 보조방사선요법의 여부, 수술 후 발생한 연하곤란의 여부, 수술 전 1개월

이내에 검사한 혈액학적 영양지표들인 NLR, PLR, PNI 에 대해 자료 수집하였다. 

각 혈액학적 영양지표들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39,52,53. 

NLR= 총 호중구 수/ 총 림프구 수

PLR= 총 혈소판 수/ 총 림프구 수

PNI = 총 알부민 수 x 10 + 0.005 x 총 림프구 수

그리고 혈액학적 영양지표수준이 인두암의 재발률과 암 특이 생존율, 전체

생존율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치료 방법

이비인후과, 종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 영상의학과 전문의와의 상의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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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방법을 결정하였다. 국소적으로 진행한 구인두암의 경우 환자의 상태와

환자의 요구에 따라, HPV status를 고려하여, 혹은 방사선치료 후 잔존암이

있거나 재발한 환자에 대해서 수술을 시행하였다. 하인두암의 경우 AJCC 

병기에서 부분 혹은 전후두적출술이 요구되는 T3-T4병기의 환자와 방사선치료를

받고 잔존암이 있거나 재발한 환자에게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다54. 단독

수술군 5예(7.8%), 수술 후 방사선치료군 24예(37.5%), 수술 후 항암화학

방사선 병합요법 22예(34.4%), 항암화학 방사선 병합요법 혹은 방사선치료의

실패 후 구제수술을 시행한 경우가 13예(20.3%)였다. HPV 상태를 알기 위하여

p16조직면역화학염색법 (immunochemistry, IHC)와 HPV 동소교잡법(in situ

hybridization, ISH)을 모두 이용하였다. 포르말린 고정된 조직을 p16항체와

반응시킨 후 면역염색에서 양성이 나오면 p16(+)로 정의하였고 PCR/DNA chip 

검사방법에서 최종적으로 DNA chip Scanner상 양성으로 나오면 HPV (+)로

정의하였다 55. 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재발의 증상이나 징후가 나타난 처음으로

나타난 시점까지의 기간을 무재발 생존기간(recurrence free survival, RFS)로, 

치료시작부터 암으로 인한 사망까지의 기간을 무병 생존 기간(disease free 

survival, DFS)로, 치료시작부터 어떠한 이유로든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을

전체 생존기간(overall survival, OS)로 정의하였다. 

통계분석

혈액학적, 영양학적 요인들의 결정값(cut-off value)은 ROC 곡선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Kaplan-Meier 생존분석법을 이용하여 생존율을 구하였고, Cox 

비례위험모델을 이용하여 암 특이 생존율과 전체 생존율, 재발률에 대한

변수들의 단변량분석과 다변량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HPV/p16 양성군과

구제수술을 시행 받은 군에 대해 소집단 분석(subgroup analysis)를 시행하였다. 

통계학적 처리는 IBM SPSS software version 22.0 (Chicago, IL) 을

사용하였으며,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95%이상(p value<0.05)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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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환자들은 남자 59명, 여자 5명이었으며 초진 당시 연령은 27 ~ 85세까지

분포하였고 중앙값은 64세였다. 대상 환자들은 평균 19.8(0.9~58.3)개월 간

추적 관찰되었다. 원발부위로는 구인두암이 40예(62.5%), 하인두암이

24예(37.5%)이었으며 원발암의 병리학적 병기는 T3이 15예(23.4%), T4가

49예(76.6%)이었고 전반적인 Stage는 IV기로 60예(93.7%)이었다. 경과관찰

기간동안 전체 환자 64예 중 30예에서 재발하여 전체적으로 46.9%의 재발률을

보였고 국소재발(local recurrence)이 7예(10.9%), 구역재발(regional 

recurrence)이 10예(15.6%), 원격재발(distant recurrence)이

13예(20.3%)이었다. 총 41예에서 사망하였는데 32.8%인 21예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 15.6%인 10예는 다른 원인으로 인한 사망이었다 (Table 1).

재발률과 생존률

전체 환자의 2 년 전체 생존율(overall survival)은 64 % 였다. 기존에 알려졌

던 T/N 병기와 예후인자를 제외하고 NLR 3.0, PLR 152, PNI 46 을 기준으로 환

자를 나누어 2 년 생존율을 비교하였다 (Figure 1). NLR 3.0일 때 민감도는

58.1%, 특이도는 78.8%이었고, PLR 152일 때 민감도는 71.0%, 특이도는 75.8%이

었고, PNI 46일 때 민감도는 35.5%, 특이도는 18.2% 이었다. NLR이 높은 경우

33.7 %, 낮은 경우 65.5 % 의 생존율을, PLR이 높은 경우 30 %, 낮은 경우

67.5 %의 생존율을, PNI 가 높을 경우 76.1 %, 낮은 경우 11.2 %의 생존율을 보

였다 (모두 p<0.05) (Figure 2). 단변량 분석에서는 낮은 전신활동도 (ECOG 

2-4), 낮은 체질량지수 (BMI <18.5), N2-3병기, 높은 PLR , 낮은 PNI 일수록

재발률이 증가하였고 낮은 전신활동도, 낮은 체질량지수, 높은 NLR, 높은 PLR, 

낮은 PNI 일수록 암 특이 사망률이 증가하였으며 낮은 전신활동도, 낮은 체질량

지수, 원발부위 중 하인두, 높은 NLR, 높은 PLR, 낮은 PNI 가 전체 생존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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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findings (n=65)

Variables n %

Age, median (range), years 64 (27-85)

Sex male 59 92.2 

female 5 7.8 

Smoking current 33 51.6 

former(10YA) 14 21.9 

never 12 18.8 

≥20 PY 41 64.1 

Alcohol ≥1 drinks/day 24 37.5 

KPS 80-90 46 71.9 

≤70 18 28.1 

ECOG 0-1 45 70.4 

2-4 19 29.6 

BMI <18.5 7 10.9 

18.5-25 43 67.2 

25≤ 14 21.9 

Site of primary tumor Oropharynx 40 62.5 

Hypopharynx 24 37.5 

pTNM stage

T stage T3 15 23.4 

T4 49 76.6 

N stage N0 14 21.9 

N1 10 15.6 

N2 39 60.9 

N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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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all stage III 4 6.3 

IV 60 93.7 

Nutritional index

NLR (Neutrophil-to-lymphocyte  ratio) <3.0 38 40.6 

≥3.0 26 59.4 

PLR (Platelet-to-lymhocyte ratio) <152 34 53.1 

≥152 30 46.9 

PNI (Prognostic Nutritional Index) ≥46.0 39 60.9 

<46.0 25 39.1 

HPV status Positive 17 26.6 

Negative 15 23.4 

Unknown 32 50.0 

p16 status Positive 16 25.0 

Negative 11 17.2 

Unknown 37 57.8 

Treatment modality Surgery alone 5 7.8 

Sx+postop RT 24 37.5 

Sx+postop CRT 22 34.4 

Salvage Sx 13 20.3 

Follow-up period, (range), months 34.8 (1-124.7)

Recurrence local 7 10.9 

regional 10 15.6 

distanta 13 20.3 

total 30 46.9 

Abbreviations: KPS, Karnofsky Performance Scale; ECOG, Eastern Cooperative 

Oncology Group status; BMI, Body Mass Index; TNM, tumour-node-metastasis stage 

(AJCC, 7th ed. 2010); HPV, Human papillomavirus; RT, radiotherapy; C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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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oradiotherapy; Sx, surgery.

a Mutually overlapping in recurrent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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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ROC) curve analyses defining the cut-off values of 

NLR, PLR, and PNI in surgicallly treated pharyngeal cancer. Area under the ROC curves 

(AUCs) were determined to estimate 2-year overall survival according to NLR, PLR, and 

PNI.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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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와 연관있는 인자였다 (모두 p<0.05) (Table 2).

다변량 분석을 시행하였을 때 N2-3병기와 낮은PNI가 각각 4배와 2.8배의

위험도로 재발률을 증가시켰으며, 높은PLR이 4.5배의 위험도로 암 특이

생존률을 증가시켰고, 전체 생존률에서는 낮은 전신활동도, 높은PLR과

낮은PNI가 각각 3.7배, 3배의 위험도를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위험인자로

확인되었다 (모두 p<0.05) (Table 3). 

HPV/p16 양성군에 대한 소집단 분석

HPV ISH 검사는 총 32예의 구인두암에서 시행되었으며 HPV(+)가 17예, 

HPV(-)가 15예 이었다. P16 면역염색은 총 27예에서 시행되었으며 p16(+)가

16예, p16(-)가 11예 이었다. 두가지 검사중 한가지라도 시행한 37예 중에서

한가지 검사에서라도 양성이 나온 경우인 22예를 대상으로 소집단분석을

시행하였다 (Figure 3). HPV/p16 양성군에 대한 단변량 분석에서는 낮은

PNI만이 재발률및 전체생존률과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각각 p=0.002, 

0.022) (Table 4, Figur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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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Kaplan-Meier curves of overall survival according to pre-treatment neutrophil-

lymphocyte ratio (NLR) (A), platelet-lymphocyte ratio (PLR) (B), and prognostic nutritional 

index (PNI) (C). P<0.05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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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Univariate analysis of survival outcomes of patients

RFS DSS OS

HR 95%CI p HR 95%CI p HR 95%CI p

Age >50yr 1.26 0.38-

4.16

0.703 0.84 0.25-

2.88

0.787 1.26 0.38-

4.18

0.697

Sex male 2.99 0.41-

22.00

0.281 1.81 0.24-

13.52

0.563 1.37 0.33-

5.77

0.665

Smoking ever 1.34 0.52-

3.52

0.544 2.35 0.55-

10.11

0.25 1.33 0.51-

3.47

0.558

Alcohol ever 1.25 0.54-

2.93

0.595 1.56 0.52-

4.63

0.426 1.28 0.55-

2.98

0.563

KPS ≤80 1.60 0.78-

3.29

0.199 1.40 0.59-

3.37

0.448 1.85 0.90-

3.80

0.095

ECOG 2-4 2.65 1.26-

5.58

0.01 3.00 1.23-

7.32

0.016 4.08 1.96-

8.47

<0.001

BMI <18.5 1.92 1.88-

25.05

0.004 9.27 1.75-

49.04

0.009 8.77 2.13-

36.10

0.003

Site of primary 

tumor

Hypopharynx 1.64 0.80-

3.38

0.179 2.10 0.88-

4.99

0.094 2.13 1.05-

4.34

0.037

pTNM stage

T stage T4 0.56 0.26-

1.20

0.136 0.69 0.27-

1.78

0.444 0.98 0.42-

26.00

0.953

N stage N2-3 3.39 1.38-

8.31

0.008 1.89 0.73-

4.90

0.191 1.38 0.66-

2.90

0.391

Overall stage IV 2.52 0.34- 0.364 1.62 0.22- 0.638 2.47 0.34- 0.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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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1 12.09 18.14

Hemoglobin

(g/dl)

M<13,

F<12

1.55 0.74-

3.27

0.248 2.10 0.88-

5.01

0.094 2.29 1.13-

4.66

0.022

Albumin

(g/dl)

<3.5 2.51 0.94-

6.69

0.065 2.85 0.94-

8.64

0.064 3.35 1.33-

8.38

0.01

NLR(neutrophil-to-

lymphocyte ratio)

≥3.0 1.99 0.97-

4.10

0.061 2.87 1.20-

6.84

0.018 3.04 1.48-

6.23

0.002

PLR(platelet-to-

lymphocyte ratio)

≥152 2.32 1.12-

4.80

0.023 6.09 2.20-

16.90

0.001 4.87 2.21-

10.69

<0.001

PNI(prognostic 

nutritional index)

<46.0 5.41 2.48-

11.82

<0.001 6.57 2.35-

18.34

<0.001 6.14 2.75-

13.70

<0.001

Abbreviations: CI, confidence interval; RFS, recurrent free survival; DSS, disease specific 

survival; OS, overall survival; KPS, Karnofsky Performance Scale; ECOG, Eastern 

Cooperative Oncology Group status; BMI, Body Mass Index; TNM, tumour-node-

metastasis stage (AJCC, 7th ed.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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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ultivariate analysis of survival outcomes of patients 

RFS DSS OS

HR 95% CI p HR 95% 

CI

p HR 95% 

CI

p

ECOG 2-4 2.01 0.84-

4.85

0.119 1.90 0.65-

5.59

0.242 3.70 1.41-

9.71

0.008

BMI <18.5 1.75 0.50-

5.14

0.426 1.52 0.24-

9.79

0.661 1.55 0.30-

8.06

8.064

pNstage N2-3 4.03 1.51-

10.74

0.005

Anemia

(g/dl)

Hb 

M<13

F<12

0.81 0.33-

1.96

0.636

Albumin

(g/dl)

<3.5 0.53 0.17-

1.69

0.282

NLR(neutrophil-to-

lymphocyte ratio)

≥3.0 0.63 0.20-

2.05

0.443 0.82 0.31-

2.18

0.683

PLR(platelet-to-

lymphocyte ratio)

≥152 1.66 0.71-

3.91

0.243 4.49 1.14-

17.61

0.031 3.71 1.21-

11.44

0.022

PNI(prognostic 

nutritional index)

<46.0 2.82 1.10-

7.21

0.031 3.05 0.84-

11.10

0.091 3.09 1.02-

9.35

0.046

Abbreviations: CI, confidence interval; RFS, recurrent free survival; DSS, disease specific 

survival; OS, overall survival; ECOG, Eastern Cooperative Oncology Group status; BMI,  

Body Mas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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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ases segregated by test results. ((+) indicates positive; (-),negative; un, unknown 

status; HPV, human papillomavirus; ISH, in-situ hybrid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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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Univariate analysis of survival outcomes of HPV(+) patients 

RFS DSS OS

HR 95% CI p HR 95% CI p HR 95% CI p

Age >50yr 29.84 0.01-

624.45.

0.384 28.13 0.00-

120.55

0.54 27.99 0.02-

40.99

0.496

Sex male 27.43 0.01-

128.22

0.442 26.17 0.00-

315.53

0.584 25.98 0.00-

10.30

0.547

Smoking ever 1.03 0.20-

5.33

0.971 1.28 0.13-

12.31

0.831 1.66 0.19-

14.90

0.649

Alcohol ever 0.63 0.14-

2.84

0.551 0.48 0.07-

3.43

0.466 0.72 0.12-

4.31

0.718

KPS ≤80 1.30 0.29-

5.83

0.73 0.55 0.06-

5.33

0.609 0.42 0.05-

3.76

0.437

ECOG 2-4 1.04 0.13-

8.69

0.969 0.04 0.00-

460.70.

0.584 0.04 0.00-

15.26

0.547

BMI <18.5 6.21 0.50-

76.63

0.154 6.45 0.40-

103.52

0.188 6.55 0.41-

10.50

0.184

pTNM stage

T stage T4 0.79 0.09-

6.62

0.829 23.80 0.00-

302.71

0.659 23.70 0.00-

79.85

0.626

N stage N2-3 27.43 0.01-

128.22

0.442 26.17 0.00-

3155.31

0.584 25.98 0.00-

10.30

0.547

Overall stage IV 22.08 0.000-

2684.01

0.665 21.80 0.00-

660.22

0.757 21.75 0.00-

10.47

0.733

Hemoglobin

(g/dl)

M<13 

F<12

3.12 0.69-

14.04

0.138 4.23 0.59-

30.26

0.151 2.69 0.45-

16.20

0.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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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R(Neutrophil

-to-lymphocyte 

ratio)

≥3.0 3.79 0.84-

17.22

0.084 7.13 0.74-

68.70

0.089 8.98 0.10-

80.71

0.05

PLR(Platelet-to-

lymphocyte 

ratio)

≥152 4.04 0.78-

20.94

0.096 115.66 0.02-

546.69

0.271 10.72 0.06-

19.17

0.221

PNI(Prognostic 

Nutritiional 

Index)

<46.0 29.29 3.41-

251.94

0.002 625.63 0.001-

344.36

0.34 13.12 1.45-

118.5

0.022

Abbreviations: CI, confidence interval; RFS, recurrent free survival; DSS, disease specific 

survival; OS, overall survival; KPS, Karnofsky Performance Scale; ECOG, Eastern 

Cooperative Oncology Group status; BMI,  Body Mass Index; TNM, tumour-node-

metastasis stage (AJCC, 7th ed.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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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Kaplan-Meier curves of recurrence-free survival according to prognostic nutritional 

index (PNI), P=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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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대한 소집단 분석

항암화학 방사선 병합요법 혹은 방사선치료의 실패 후 구제수술을 시행한

경우인 13예(20.3%)에 대하여 소집단분석을 시행한 결과, 단변량 분석에서

혈액학적 영양지표들은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고 음주력과 낮은 BMI가 재발률, 

암 특이 생존률, 그리고 전체 생존률과 연관있는 인자였다 (모두 p<0.05) 

(Table 5). 다변량 분석을 시행하였을 때, 음주력만이 재발률, 암 특이 생존률, 

전체 생존률 모두에 대해 유의한 위험인자로 확인되었다 (모두 p<0.05) (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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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Univariate analysis of survival outcomes of salvage surgery patients

RFS DSS OS

HR 95%CI p HR 95% 

CI

p HR 95%CI p

Age >50yr 2.27 0.27-

18.90

0.449 1.13 0.23-

5.68

0.88 1.76 0.37-

8.50

0.479

Sex male 31.46 0.02-

57.34

0.368 32.33 0.03-

38.23

0.336 3.51 0.43-

28.59

0.241

Smoking ever 66.06 0.14-

32.21

0.185 58.19 0.17-

19.72

0.172 4.35 0.88-

21.52

0.071

Alcohol ever 10.95 1.25-

95.95

0.031 10.93 1.29-

92.64

0.028 6.30 1.23-

32.34

0.027

KPS ≤80 2.52 0.49-

13.07

0.271 3.26 0.65-

16.41

0.152 4.93 1.02-

23.85

0.047

ECOG 2-4 1.39 0.31-

6.28

0.661 2.12 0.50-

8.91

0.307 3.20 0.81-

12.59

0.096

BMI <18.5 11.91 1.05-

134.90

0.045 13.20 1.17-

149.46

0.037 13.20 1.17-

149.47

0.037

Site of primary 

tumor

Hypopharynx 0.90 0.20-

4.04

0.887 0.76 0.19-

3.09

0.703 1.22 0.34-

4.37

0.763

pTNM stage

T stage T4 0.25 0.05-

1.24

0.089 0.35 0.08-

1.59

0.175 0.35 0.08-

1.59

0.175

N stage N2-3 53.32 0.99-

28.72

0.052 2.89 0.67-

12.48

0.155 1.10 0.56-

7.18

0.29

Overall stage IV 0.61 0.07- 0.652 0.70 0.08- 0.739 0.70 0.08-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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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5.83 5.83

Hemoglobin

(g/dl)

M≥13 

F≥12

0.59 0.13-

2.72

0.507 0.73 0.18-

2.99

0.658 0.65 0.18-

2.30

0.501

Albumin

(g/dl)

<3.5 0.90 0.17-

4.67

0.902 0.81 0.16-

4.07

0.801 1.05 0.27-

4.08

0.947

NLR(Neutrophil-to-

lymphocyte ratio)

≥3.0 0.90 0.17-

4.70

0.903 1.18 0.24-

5.88

0.845 1.46 0.31-

6.96

0.634

PLR(Platelet-to-

lymphocyte ratio)

≥152 0.61 0.07-

5.25

0.652 0.70 0.08-

5.83

0.739 0.70 0.08-

5.83

0.739

PNI(Prognostic 

Nutritiional Index)

<46.0 1.55 0.30-

8.05

0.599 1.99 0.40-

9.97

0.4 2.72 0.57-

12.92

0.208

Abbreviations: CI, confidence interval; RFS, recurrent free survival; DSS, disease specific 

survival; OS, overall survival; KPS, Karnofsky Performance Scale; ECOG, Eastern 

Cooperative Oncology Group status; BMI,  Body Mass Index; TNM, tumour-node-

metastasis stage (AJCC, 7th ed. 2010)



- 23 -

Table 6. Multivariate analysis of survival outcomes of salvage surgery patients

RFS DSS OS

HR 95% CI p HR 95% CI p HR 95% CI p

Alcohol ever 10.155 1.14-

90.80

0.038 10.46 1.22-

89.60

0.032 6.04 1.16-

31.42

0.033

BMI <18.5 9.03 0.82-

99.99

0.073 10.91 0.99-

120.54

0.051 11.11 1.01-

122.76

0.05

Abbreviations: CI, confidence interval; RFS, recurrent free survival; DSS, disease specific 

survival; OS, overall survival; BMI,  Body Mas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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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혈액학적 면역지표인 PLR과 NLR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두경부암의 수술

혹은 항암화학 방사선 병합요법 후의 중요한 예후지표라고 알려진 바 있다2-4. 

이번 연구를 통해 수술 전 영양학적, 혈액학적 요소 중 특히 PLR과 PNI가

수술적 치료를 받은 진행된 병기의 인두암 환자에서 치료 결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NLR은 진행된 인두암환자의 예후인자로서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고 PNI가 수술 후 재발률과 전체 생존률에 관여하는

요소라는 것이 밝혀졌다. 

PNI 의 중요성은 1980년대에 위장관계 수술환자의 면역학적 영양학적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처음 대두되었다. Buzby 등39은 수술 전의 낮은 PNI가

위장관계 수술 후 합병증의 위험성을 예측하기 위한 유용한 지표라고

보고하였다. 이 외에도 유방암, 전립선암, 위장관암, 인후암의 치료 후 성적과

PNI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어왔는데, 앞선 연구들에서 밝힌 PNI 

cut-value 가 48.6-56 인 것에 비해 본 연구에서 결정된 수술 전의 PNI cut-

off value가 46으로 낮은 편이다25,40,42,56,57. 인두암환자는 연하장애뿐만 아니라

고령과 흡연력이 많기 때문에 다른 암 환자군에 비해 수술 전 면역, 영양상태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낮은 PNI cut-off value가 이러한 점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다. 두경부암에서 PNI가 예후지표로 연구되기 시작한지는 얼마 되지

않았으며 가장 활발한 분야는 CCRT를 시행 받은 비인두암 환자군에서로, 역시

치료 전의 낮은 PNI군이 비인두암의 재발률과 생존률에 있어 불량한 예후를

가진다고 보고했다58,59. 수술을 받은 환자에서도 면역상태와 영양상태가

치료결과에 결정력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는데, PNI와 수술적 치료를 받은

두경부암 환자에서의 연관성에 대해 논의한 연구는 많지 않다. 하인두암의

광범위 인두절제술 후 성적과 PNI의 관계를 연구한 Lu-Lu Ye 60등의 보고에

의하면 낮은 PNI군과 더불어 진행된 T병기(T3,T4)가 PFS와 RFS의 중요한

예측인자라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진행된 T병기 환자군을 대상으로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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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I의 위험도와 중요성에 대해 국한할 수 있었다. 후두암의 후두절제술 후의

성적과 PNI의 관계를 연구한 Yan Fu56등에 의하면 낮은 PNI는 CSS, OS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했다. 두 연구 모두 방사선치료 혹은 항암화학

방사선 병합요법을 받은 경력이 있는 환자군은 제외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NCCN guideline에 따라 진행된 T병기에서 구제요법으로 수술을

받은 군도 모두 포함을 시켰다. 비인두암의 경우 초치료로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이번 연구의 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구인두, 하인두암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을 때는 PNI가 재발률과 전체 생존률에 중요한

예후인자인 것으로 나왔지만 구제요법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소집단

분석에서는 PNI를 포함한 영양학적 지표보다는 BMI와 음주력이 더 연관성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암화학 방사선 병합요법을 받은 환자들은 이미 면역력과

영양상태가 변형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룹 내에서 면역영양지표의 비교가 의미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61,62.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HPV(+) 인두암은 HPV(-) 두경부암과는 별개의

병인을 가지고 있으므로 병기의 설정부터 치료전략까지 달라야 하며 이는

최근에 개정된 AJCC 8판에도 반영되었다63,64. HPV(+) 두경부암 자체가 좋은

예후를 보이기는 하나 그 내부에서도 나쁜 예후를 시사하는 인자들에 대하여

드물게 보고된 바로는 많은 흡연량, 진행된 T병기, 낮은 수준의 종양침윤림프구

수 (Tumour-infiltrating lymphocytes;TILs) 들이 있다65-67. HPV (+) 군

내에서 PNI 지표의 의미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논의된 바가 없었으나 이번

연구를 통하여 낮은 PNI 또한 HPV (+) 군의 나쁜 예후의 지표로 사용할 수

있음을 주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PLR이 재발률과 암 특이 생존률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다른 암 중에서는 PLR과 췌장암 수술 후의 예후에

대한 연구50가 진행된 바 있는데, PLR ≤150, 151-300, >300 을 기준으로

세가지 환자그룹을 설정하여 각 그룹당 PLR이 낮을수록 발생하는 전체 생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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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위험도의 증가를 세분화하여 보여주었던 점이 본 연구에서와의 차이점이다. 

그러나 위 연구에서는 대상인구수가 110명이었던 반면 본 연구의 대상인구가

64명으로 소수인 점을 고려하면, PLR 152를 기준으로 두 그룹으로 나눈 것이

합당하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위 연구에서는 두경부암, 특히 인두암에서 높은

PLR이 가지는 위험도는 NLR만큼 잦은 빈도로 증명되지는 않았으며 그 역치

또한 기준치로 삼을만한 것이 없다. 본 연구에서 증명된 바와 같이, 낮은 PLR이

인두암의 재발률과 생존률에 관여하는지에 대해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더 많은

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결과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PNI의 구성요소인 알부민은 반감기가 길어 단기간에 진행된 영양불량이나

영양개선시에는 영양상태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68. 이로 인해

PNI가 두경부암 환자의 영양상태를 나타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국소

적으로 진행된 두경부암 환자에서 발생하는 영양결핍은 급속하게 진행되기

보다는 대부분 연하곤란이나 음주, 흡연 등의 만성적 원인에 의한 장기적

영양불량 상태에 해당하기 때문에 PNI를 두경부암 환자의 영양지표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영양학적 지표의 수집과 분석이 수술 전으로 국한되어

수술 후의 영양학적 지표의 개선 혹은 악화여부와 그 변화를 정량적으로

파악하지 못하였다. HPV 감염 여부는 전체 환자군의 절반인 32예의

구인두암에서만 파악 되어있어 이 또한 수적인 제한이 있었다. 비록 하인두암의

발생과 HPV감염의 연관성이 구인두암에서보다 떨어지기는 하지만 HPV감염이

하인두암의 좋은 예후인자라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는

사실이므로, 향후 하인두암을 포함한 HPV 감염군과 영양학적지표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보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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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인두암 환자의 수술 전 낮은 PNI가 환자의 수술 결과 및 예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수술 전 영양상태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PNI가 전반적인 영양상태를 가정할 수 있다면 수술을 받을 예정인 인두암

환자의 영양상태를 적극적으로 교정함으로써 수술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한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명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영양상태를 적극적인 교정한 환자에 대한 전향적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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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요약

Introduction : The importance of hematological and nutritional indicators as prognostic 

factors in head and neck cancer has been actively discussed. However, most of the studies 

reported so far have been directed to patients receiving chemotherapy. Among patients with 

head and neck cancer, especially those with localized advanced pharyngeal cancer patients 

are at high risk for malnutrition due to severe dysphagia after surgical treat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hematologic immunologic parameters affecting the rate of 

recovery and complications of surgical treatment of advanced squamous cell carcinoma of 

the pharynx.

Materials and Methods : From Jan. 2008 to Dec. 2015, the patients who underwent surgery 

for pharyngeal squamous cell carcinoma in Asan Medical Center were included. we 

retrospectively reviewed medical records of 65 patients who were followed up for more than 

2 years in pharyngeal cancer patients with advanced T stage (T3, T4).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between recurrence free survival (RFS), disease-specific survival (DSS), and 

overall survival (OS). Univariate analysis and multivariate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the 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 Subgroup analyses were also performed on HPV/p16 

positive group and survage surgery group. 

Results : The two-year overall survival of total patients was 64%. The OS were compared by 

dividing patients by NLR 3.0, PLR 152, and PNI 46. The survival rate was 33.7% for the 

high NLR and 65.5% for the low NLR, and 30% for the high PLR and 67.5% for the low 

NLR, 76.1% for the high PNI and 11.2% for the low NLR. In univariate analysis, RFS 

decreased with high PLR and low PNI. high NLR , High PLR, low PNI  decreased DSS. 

High NLR, high PLR and low PNI were associated with a decrease in OS. Multivar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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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showed low PNI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risk factors for RFS, high PLR for DSS, 

and high PLR, low PNI for OS. 

Conclusions : Preoperative nutritional and hematologic factors were closely related to the 

treatment outcome in patients with advanced stage pharyngeal cancer who underwent 

surgical treatment. The prognosis of patients with pharyngeal cancer will be improved by 

actively corrected the nutritional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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