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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구강 편평세포암종에서 악하선으로의 

전이의 임상적 의의 

 

 

두경부 암에서 방사선 치료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나 이와 

관련된 주요 합병증인 구강건조증이 적지 않게 보고되고 있다. 

구강 건조증을 예방하기 위해 악하선을 보존하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의 종양학적인 안전성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에 대해 국내에서는 아직 보고된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구강 편평세포암에서 악하선의 전이 빈도 및 그 

양상을 파악하여 악하선을 보존하는 데 대한 종양학적 근거를 

찾고자 한다.  

본 연구는 1991년 2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세브란스 병원 

이비인후과에서 구강 편평세포암종으로 진단 받고 수술을 시행 

받은 환자 201명을 대상으로 그 의무기록과 조직 표본을 

후향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2 명에서 악하선의 종양 

침투 소견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원발 부위의 

직접 침습에 의한 것이었으며 경부 level I 부위의 전이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이를 통해 구강 편평세포암에서 악하선의 전이는 그 빈도가 

극히 낮으며 악하선에 종양 세포가 침윤된 경우는 원발 부위 

암의 직접적인 침습이 있을 때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구강 편평 세포암의 원발 부위가 가까이 위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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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침습이 의심되는 경우가 아니면 악하선을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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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되는 말 : 악하선, 전이, 구강 편평세포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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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 

구강 편평세포암종에서 악하선으로의 

전이의 임상적 의의 

 

<지도교수  최 은 창>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변 형 권 

 

 

Ⅰ. 서론 

 

방사선 치료는 현재까지도 많은 두경부 암환자들의 치료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방사선 치료와 관련하여 적지 

않은 합병증이 보고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침샘에 대한 손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구강건조증은 환자의 일상 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야

기할 수 있다. 침은 구강 내 윤활 작용을 할뿐만 아니라 구강 내 항

균 작용 및 치아의 재석회화, 구강 점막 면역의 유지, 저작 작용 중 

음식덩이의 형성에도 필수적이며 침 분비의 장애가 초래될 경우, 구

강 내 불편감을 가져다 주며 점막염, 치주질환, 치아우식증 등의 질환 

발생, 혀의 갈라짐, 미각의 저하, 의치 착용시 불편감, 그리고 저작작

용과 연하작용의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방사선 치료 후 침샘의 손

상으로 인한 구강건조증은 1911년 Jean Bergonie에 의해 처음 보고

된 바 있으며 적게는 35Gy의 방사선 조사량으로도 영구적인 침샘 분

비의 장애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경부 암 환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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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방사선 치료 이후 발생하는 구강건조증의 유병률은 대체적으로 

94%에서 100%까지 보고되고 있으며1,2,3, 방사선 치료 후 구강건조증

에 따른 음식물 섭취의 장애로 야기되는 불충분한 영양분 섭취는 임

상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잔존하는 침샘의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여러 약물이 최근에 

많이 개발되었지만 이들 중 많은 약물이 적지 않은 부작용을 가져오

며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아직 방사선 조사 이후 침샘의 온전한 기능 회복을 가져다 주는 치료

법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방사선 치료에 대비하여 구강 건조증을 사

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방사선 치

료시 악하선 등 침샘을 차폐하는 방법이 제시되었으나 이는 종양학적

인 견지에서 치료가 온전하지 못할 수 있으며 실제로 많은 경우에 있

어 효과가 높지 않다는 보고가 있다. 최근에는 수술 당시 침샘의 기

능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연구 중이며 1982년 Bourdin 등

은 병변 반대측의 경부 림프절 전이가 없는 환자에 있어 반대측의 악

하선을 턱밑 부위로 전위시켜 방사선 치료로부터 구강건조증을 예방

할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4. 이후에도 Jha와 Seikaly 등은 수술시 

동측의 악하선을 턱밑 부위로 전위시켜 역시 방사선 조사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술식을 고안하였으며 전체 대상군의 83%에서 구강 건조증

을 예방할 수 있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5,6. 이와 같이 여러 연구를 통

해 볼 때, 한 쪽의 침샘만으로도 구강건조증을 예방하는 데에 유의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으로 사료되며 최근에는 동물을 상대로 악하선

을 서혜부로 자가이식한 뒤 이후에 원래 부위에 재이식하여 그 기능

이 유지됨을 보고한 바 있어 아직은 연구 단계가 미비하나 추후에 이

의 임상 적용도 많은 기대를 불러모으고 있다7.  

그러나 기능적 악하선 보존에 우선하여 두경부암 환자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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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악하선을 보존하는 것이 종양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 안전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아

직까지 국내에서는 보고된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구강 편평

세포암에서 악하선의 전이 유무 및 그 빈도를 파악하고 나아가 경부 

절제술을 포함한 구강암의 수술적 치료를 시행시 악하선이 보존 가능

하다면 그 타당성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추후에 방사선 치료 등을 

시행할 때 구강건조증 등의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참고 지침이 되고

자 한다.  

 

 

 

 

 

 

 

 

 

 

 

 

 

 

 

 

 

 

 



 6 

Ⅱ. 대상 및 방법 

 

1991년 2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세브란스 병원 이비인후과 

두경부암전문클리닉에서 근치적 목적의 수술을 시행 받은 구강암 예

는 총 241예이었다. 이 중 비편평세포암종의 예와 경부 절제술을 시

행하지 않은 예를 제외하고 구강 편평세포암종으로 진단 받은 환자 

중 치료 과정의 일환으로 경부 절제술을 포함한 수술적인 치료를 시

행 받고, 수술 당시 얻어진 조직 병리 표본이 보존되어 검토가 가능

한 환자 201명을 본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각 환자에 대한 의무기

록 및 병리 결과를 통해 각 환자의 진단시 연령, 성별, 원발 병변의 

위치, 수술 전후 TNM 병기, 조직학적인 유형, 경부 절제술 시행시 

각 지역별 림프절 전이 유무 및 전이 림프절 개수, 악하선 전이 여부 

등을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적출된 경부 절제술의 시료는 수술실에

서 술자에 의해 각 level 별로 분리한 다음 이를 표시하여 조직병리

검사를 의뢰하였으며 이는 우선 시료를 잘라서 육안 검사하였고, 이

후 표본을 3~4 µm 두께로 절편하여 슬라이드로 제작하여 현미경하 

검토하여 각 경부 지역별 림프절의 개수와 림프 전이 유무, 특히 경

부 level I의 림프절 전이 여부 그리고 악하선 전이 유무를 확인하였

다. 본 연구에서 병기 분석은 2002년판 AJCC (American Joint 

Committee on Cancer) 분류법을 이용하였다8. 

대상 환자 201명 중 남자는 144명, 여자는 57명이었다. 환자군

의 연령 범위는 20세부터 89세까지 였으며 평균 연령은 56세였다. 

201명의 환자 중 양측 경부 절제술을 시행 받은 환자는 115명이었으

며 316개의 악하선에 대해 검토가 가능하였다. 구강 편평세포암종의 

원발 부위로는 구강부 혀가 132예, 구강저부 35예, 후구치삼각부 10

예, 상하부 치조돌기 6예, 협부 점막 14예, 구순 1예 그리고 치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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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예가 있었다. (Table 1) 

 

Table 1. Primary subsites of oral cavity carcinoma (n=201) 

 

Subsite Number of case (%) 

Oral tongue 132 (65.7) 

Floor of mouth         35 (17.4) 

Retromolar trigone            10  (5.0) 

Upper/ Lower alveolar ridge 6  (3.0) 

Buccal mucosa 14  (7.0) 

Lip 1  (0.5) 

Gingiva 3  (1.5) 

 

 

 

 

 

 

 

 

 

 

 

 

 

 

 

 



 8 

Ⅲ. 결과 

 

경부절제술을 통해 얻어진 시료 316개에서 한 시료당 경부 

level I의 획득된 림프절의 개수의 범위는 1개부터 34개까지였으며 

평균값은 7개였다. 경부절제술을 시행 받은 환자 중에서 수술 전 

임상적으로 경부 level I 림프 전이가 있었던 경우와 임상적으로 경부 

전이가 없었던 경우 모두 합해서 수술 이후 조직 검사를 통해 동측의 

경부 level I 의 전이 소견을 보인 경우는 44례 (21.9%) 있었고 

반대측의 경부 level I 의 림프 전이가 보고된 경우는 7례 (6.1%) 

이었으며 모든 예에서 악하선 내 종양 세포 침윤 소견은 확인되지 

않았다. (Table 2)  

 

Table 2.  Level I nodal metastasis of oral cavity carcinoma 

 

Level Ipsilateral neck 

(n=201) 

Contralateral neck 

(n=115) 

Total 

I 44 (21.9%) 7 (6.1%) 51 (16.1%) 

 

 

 더 나아가 경부 절제술 당시 적출된 시료를 경부 level I의 세부 

부위(sublevel)별로 구분하지 않은 경우가 동측의 경부 절제술 

시료의 경우 97예, 반대측의 경우 36예가 있어 이를 제외한 총 

183예의 경우에 한해 구강암의 원발 부위별 경부 level I의 세부 

부위별 전이 빈도는 다음과 같다. (Table 3) 경부 level I의 림프 

전이를 보인 경우는 구강암의 원발 부위가 구강부 혀, 구강저부, 

상하부 치조돌기, 협부 점막인 경우였으며 구강부 혀가 원발 부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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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반대측 경부의 level Ib 전혈관군(prevascular)의 림프 전이를 

보인 한 예를 제외하고는 모두 동측의 경부 level I에서 발견되었다.  

 

 

Table 3. Prevalence of level I nodal metastasis by sublevel according to primary 

subsites (n=183) 

 

Primary site 
Level 

OT FOM U/L AR BM 
Total 

Ia 6 1 0 0 7 

Ib 2 0 0 1 3 

PV 5 1 0 1 7 

RV 3 0 0 0 3 

PG 4 0 1 0 5 

RG 0 1 0 0 1 

IG 1 0 0 0 1 

OT: Oral tongue, FOM: Floor of mouth, U/L AR: Upper/ Lower alveolar ridge, 

BM: Buccal mucosa, PV: Prevascular, RV: Retrovascular, PG: Preglandular, 

RG: Retroglandular, IG: Intraglandular 

 

 

대상 환자 201명의 병리학적인 병기는 다음과 같다. (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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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athologic staging of oral cavity carcinoma (n=201) 

 

 T1 T2 T3 T4 Total 

N0 43 59 6 7 115 (57.2) 

N1 6 18 1 1 26 (13.0) 

N2a 1 3 3 2 9 (4.5) 

N2b 8 18 6 7 39 (19.4) 

N2c 1 4 1 6 12 (6.0) 

Total 59 (29.4) 102 (50.7) 17 (8.5) 23 (11.4) 201(100%) 

  

 

 검토된 316개의 악하선에서 종양의 침윤 없이 정상 소견을 

보인 경우는 296개였다. 2개의 악하선에서 동측의 원발 부위로부터 

종양 세포의 직접적인 침윤 소견이 확인되었다. (Table 5) 이들은 

각각 원발 부위가 동측의 구후삼각 및 구강저로부터 발생한 

경우였으며, 구후삼각암의 경우 임상적 병기는 T2N0M0, 수술 후 

조직학적 병기는 T4aN1M0 이었으며 구강저암의 경우, 임상적 병기는 

T1N0M0, 조직학적 병기는 T2N0M0 이었다. 두 경우 모두 경부 level I 

의 전이가 동반되지 않았다. 나머지 다른 악하선에 대한 조직 병리 

소견은 만성 타액선염, 지방 침윤, 위축, 관주위 섬유화 및 염증 세포 

침윤 등의 만성 양성 변화이었다. 악하선 내 직접적인 종양 세포 

침윤 소견과 반면에 만성 양성 변화를 보인 악하선에 대한 조직 

소견은 다음과 같다. (Figure 1,2) 조직 병리학적으로 원격 전이를 

보인 악하선은 한 예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반대측의 악하선 또한 

모두 악성 조직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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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Pathology of submandibular glands (n=316) 

 

Histology Number of SMGs 

Normal 298 

Malignant changes:  

Direct extension from primary tumor (all glands ipsilateral) 

   Retromolar trigone 1 

   Floor of mouth 1 

Benign Changes:  

   Chronic sialadenitis 1 

   Mild fat ingrowth 7 

   Atrophy 4 

   Periductal fibrosis and  

lymphocytic infiltration 

4 

Total 316 

SMG: Submandibular g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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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Pathology of a submandibular gland with benign changes. 

This surgical specimen was obtained from a patient with squamous 

cell carcinoma originating from the floor of mouth. Lymph node 

metastasis was noted in level I but however, the submandibular 

gland itself showed marked atrophy with dense lymphoid infiltrates 

with no evidence of tumor cell invasion. (H-E stain x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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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Pathology of a submandibular gland with tumor cell 

invasion. This specimen was obtained from a patient with squamous 

cell carcinoma originating from the floor of mouth. In this case there 

was no lymph node metastasis but there was direct invasion of the 

tumor within the gland. (Left lower, upper half) Marked atrophy with 

mild fat ingrowth can be seen on the right lower portion of the photo.  

(H-E stain x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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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악하선은 다른 장기와 달리 장기 내 림프관이나 혈관이 

발달하지 않은 장기이다. Rouviere는 악하선 주위 림프절을  전선군 

(preglandular), 전혈관군 (prevascular), 후혈관군 (retrovascular), 

후선군 (retroglandular), 내선군 (intraglandular)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으며 DiNardo 등은 여기에 심부군 (deep node) 을 추가하여 

분류해야 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9 (Figure 3) 이 중 내선군과 

심부군은 그 수가 매우 적을 뿐더러 개인에 따라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임상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Figure 3. The six groups of submandibular lymph nodes: 

preglandular, prevascular, retrovascular, retroglandular, deep, and 

intraglandular. DiNardo: Laryngoscope 1998; 108(2): 20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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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선으로의 전이는 두경부 이외의 부위에서 비롯된 

원발암으로부터의 혈행성 전파로서 일어나는 경우가 두경부 원발 

병소로부터의 전이보다 더 흔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0. Vessecchia 

등이 악하선으로의 전이에 관한 문헌 보고를 검토한 것에 의하면 

악하선의 전이의 대부분은 유방, 폐, 요로생식기 등의 원격 부위의 

암으로부터 보다 흔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1. 혈관이 

풍부하게 발달한 신장암의 경우 갑상선, 이하선 등의 두경부로의 

전이는 8-14%로 보고되고 있으며 악하선으로의 전이가 확인된 예도 

있었다12. 또한 유방암의 악하선 전이가 보고된 예가 여럿 있었으며, 

자궁 평활근육종의 악하선으로의 전이가 보고된 예도 있었다13,14,15,16.  

한편, 두경부암 특히, 구강암의 경우 악하선 등의 침샘으로의 

전이는 매우 드문 것으로 보고되며,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하선으로의 전이가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11. 이는 1970년대 

Evans와 Cruickshank 등이 관찰한 바에 따르면 악하선 주위 림프에 

발생한 진행된 암종에서도 악하선의 침습은 흔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된 바가 있다17. 또한 근래에 들어 Junquera 등이 3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구강저의 편평세포암종의 악하선 침습 여부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동측의 악하선 주위 림프 전이가 보고된 경우는 31.7%이지만, 

악하선의 종양 침습이 확인된 경우는 한 예도 없었다18. Spiegel 등이 

두경부 편평세포암종을 진단 받은 뒤 수술을 시행 받은 16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악하선 전이 여부를 검토한 결과 역시 종양의 

악하선으로의 전이가 확인된 경우는 한 예도 없었다. 악하선의 종양 

세포가 침투가 된 경우는 동측의 원발암이 악하선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직접 침윤된 경우 (구강저 6예)와 장기 주위 림프절 전이의 

주위 침습에 의한 경우 (3예)이었다19. 구강저암 등의 악하선 주위 

림프 전이는 흔하지만, 악하선으로의 전이는 매우 드물고 두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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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평세포암종의 반대측 악하선의 전이는 아직 보고된 바가 없다.  

두경부 편평세포암을 진단 받고 경부 절제술을 포함한 

수술적인 치료를 받은 총 20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도 악하선으로의 전이가 확인된 경우는 한 예도 없었다. 

경부 level I 의 림프 전이가 확인된 경우는 16.1%(51례) 이었으나 

전이된 림프절의 주위 침습에 의한 악하선 내로의 종양 침윤 소견은 

모두 보이지 않았다. 악하선 내 종양 세포가 침윤된 경우는 

구후삼각이나 구강저와 같이 장기와 가까운 거리 내에 위치한 동측의 

원발 부위의 암의 직접적인 침습에 의한 것이었으며 반대측의 악하선 

내에 종양 세포의 침윤 소견이 발견된 경우는 한 예도 없었다.  

이전의 여러 저자들이 보고한 바와 본 연구에서의 결과를 

토대로 볼 때 구강 편평세포암종의 악하선 전이는 그 가능성이 극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를 포함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병리학적인 분별, 즉 표현형(phenotype)에 의거한 분별을 한 것으로 

악하선의 암침습 여부를 구분하였다. 유전적인 이상현상 

(genotype)에 의한 방법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면 암침습 여부에 

대해 보다 더 정밀한 분자생물학적인 수준에서 구분 가능한 여지가 

있을 것이다. 실제로 유방암, 대장암과 같은 일부 고형암에서는 

유전적 발현 양상 차이(gene expression pattern), DNA 복제수의 

양상 차이, DNA 메틸화 현상의 차이 등에 의해 구분이 가능하다는 

보고가 있으며 임상적으로 활발히 적용 중이다. 또한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많지는 않지만, 유방, 폐, 요로생식기 등 타 부위의 

암종과는 달리 두경부암종의 악하선 전이가 낮은 데 대한 분자 

생물학적인 원인 규명을 하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서 구강저암과 같은, 악하선과 가까이 위치한 

원발암이 있는 경우 악하선을 보존하는 것은 종양학적인 견지에서 볼 



 17 

때 안전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타 부위로 이식을 하기 위한 조작이나 악하선을 보존을 하는 등의 

술식은 비교적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구강건조증을 예방하는 

데 있어 좋은 대안이 될만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경부 level I 절제술시 악하선을 보존하기 위한 구체적인 술식을 

고안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악하선을 타부위로 이전시키고 추후에 다시 원래 부위로 

재이식하는 술식을 동물 대상으로 실험을 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며7 이는 추후 더 많은 연구를 거친 후에 인체에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방사선 치료 기술의 

발전으로 세기조절방사선치료 (Intensity modulated radiation 

therapy; IMRT)를 통해 침샘 부위를 제외하고 종양만을 선택적으로 

방사선 조사하여 치료 후 구강 건조증의 발생이 유의하게 낮았다는 

보고가 있었는데20, 이 또한 본 연구가 종양학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좋은 근거를 제공해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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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악하선은 장기 내 림프관이나 혈관이 발달하지 않은 장기이다. 

본 연구를 통해서 구강 편평세포암에서 악하선의 전이는 그 빈도가 

극히 낮으며 악하선에 종양 세포가 침윤된 경우는 원발 부위 암의 

직접적인 침습이 있을 때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구강 편평 세포암의 원발 부위가 가까이 위치하여 직접적인 침습이 

의심되는 경우가 아니면 악하선을 보존할 수 있으며 이는 

종양학적으로 안전한지 향후 정기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지만, 추후에 방사선 치료 등을 시행할 때 구강 건조증을 

방지하는 데 있어 참고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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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요약> 
Abstract  

 

Clinical significance of metastasis to the submandibular gland  
in oral cavity squamous cell carcinomas 

 
Hyung Kwon Byeon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Eun Chang Choi) 
 
 

Radiotherapy stands as an important mode of treatment for carcinomas 

of the head and neck. However, radiation therapy has significant 

associated morbidity including injury to the major and minor salivary 

glands resulting in xerostomia. Methods of preserving the submandibular 

gland for prevention of xerostomia are being proposed by many authors, 

but evaluation on the oncologic safety of these procedures are required. 

This study aims to determine whether and how the submandibular gland 

is involved in metastases of squamous cell carcinoma of the oral cavity 

and to provide oncological basis as to preserve the submandibular gland. 

This retrospective study reviewed the records and pathologic specimens 

of 201 patients who were diagnosed as oral cavity squamous cell 

carcinoma and underwent surgery at Yonsei Severance Head and Neck 

Cancer Center from 1991 February to 2006 December. The results 

revealed 2 cases with evidence of carcinoma involvement in the 

submandibular gland. All 2 cases had direct extension from an ipsilateral 

primary lesion and there was no evidence of level I metastasis for both 

cases. No submandibular glands showed pathologic evidenc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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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stasis.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the incidence of submandibular gland 

metastasis in oral cavity carcinoma is extremely rare and its involvement 

is through direct extension from a primary lesion. Therefore, if the 

primary lesion of the oral cavity carcinoma is not in close proximity and 

hence does not provide suspicion of direct extension, it may be safe to 

preserve the submandibular g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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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 Words : Submandibular gland, metastasis, oral cavity squamous cell 

carcin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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