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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치은 편평상피세포암의  
특성 및 예후 

 
 

치은은 구강에서 혀 다음으로 편평상피세포암이 호발하는 부위로, 비교적 

초기에 인지되는 편이지만 간혹 치주염 등의 질환과 감별이 용이하지 않아 발치 

등의 외과적 처치가 선행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런 경우 인접조직으로의 침윤이 

쉽게 일어나 다른 구강 부위에 발생한 암에 비해 불량한 예후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은암의 치료 후 장기간 결과에 대한 보고는 

극히 적으며, 진단 전 병소에 대한 국소적 외상이나 원발병소의 골 침윤정도가 

예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저자는 1993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구강악안면외과에 내원하여 상악 및 하악 치은의 편평상피세포암으로 치료받은 

79명의 환자들의 기록을 추적 조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편평상피세포암의 예후를 결정하는 유의성 있는 변수들은 원발부 종양의 

크기, 인접 연조직으로의 침윤, 경부 임파절 전이여부이다. 

2. 치은 편평상피세포암이 무치악 부위에서 발생한 경우 17.2%가 발치 등의 

침습적 처치를 받은 것에 비해, 치아주위에서 발생한 경우에 72.9%의 

환자들에서 침습적 처치가 이루어졌다. 

3. 상악보다는 하악 치은암이 경부 임파절 전이가 많았다. 상악 치은암은 골 

침윤이 있는 경우에 경부 임파절 전이가 많았으나, 하악 치은암은 골 침윤여부에 

관계없이 경부 임파절 전이를 보였다. 

4. 수술 후 원격 전이된 증례 6증례 중 술후 6개월 이내에 발견된 경우가 4 

증례였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악 치은암의 경우 골 침윤여부에 관계없이 경부 

임파절 절제술을 고려해야 하며, 진행된 치은암의 경우에는 수술 후 6개월까지 



v 
 
 
 

 

원격 전이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적관찰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었다. 치은암은 

원발병소의 크기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치은의 두께가 얇아서 하부 악골조직에 

비교적 쉽게 침윤되기 때문에 T4병기로 분류되는 현재의 병기 분류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치은암을 적절히 치료하고 좋은 예후를 보장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이다. 따라서 치과 치료시 치은을 항상 관찰할 수 있는 

치과의사들의 구강암에 대한 관심이 절실히 요구된다. 

 

 

 

 

 

 

 

 

 

 

 

 

 

 

 

 

 

 

 

 

 

 

 

핵심되는 말 : 치은, 편평상피세포암, 5년 생존율, 예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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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지도지도지도    차차차차    인인인인    호호호호    교수교수교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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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최최최    은은은은    주주주주    

 

` 

ⅠⅠⅠⅠ. . . . 서론서론서론서론    

    
질병의 국제분류법(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coding 

system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1994)에 따르면 구강암의 발생 

부위는 입술, 혀, 대타액선, 구강저, 치은 및 주위조직, 비인두, 편도, 구인두, 

치은 및 주위조직, 하인두와 협부로 분류된다. 구강암의 80~90%를 차지하는 

구강 편평상피세포암은 혀에서 가장 호발하며 (31.7%) 하악 치은 (22.5%), 

상악 치은 (15.5%), 후구삼각부 (9.2%), 협점막과 구강저 (5.6%) 순으로 

발생한다(오민석, 2005). 

치은암은 궤양, 출혈이나 동통을 동반한 의치의 부적합, 치통, 치아 동요, 

치유의 지연 등의 증상을 보이며, 드물게 입술 부위의 감각 이상 증상을 보인다. 

이런 임상적 특징으로 인해 치은에서 기원한 암은 초기 검사가 대부분 

치과의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암으로 진단되기 전 치주 질환으로 오인되어 

발치나 다른 처치가 선행되는 경우가 많다.  

치은암은 인접한 협점막, 구강저, 후구삼각부로 쉽게 이환될 수 있고, 골막 및 

골조직으로 침윤이 일어날 수 있다. 그 밖에도 익돌하악간극, 협근, 내측 익돌근, 

협측 지방대, 대구개공이나 하치조신경관 등으로 침윤하기도 한다(김명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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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이와 같이 치은암은 주변 근육 및 골조직과 신경 및 혈관으로의 침윤이 

쉽게 일어나 불량한 예후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의 치료 결과에 대한 

보고가 극히 적다.   

치은암의 예후에 대해서도 다양한 변수가 제기되고 있는데, Soo 등 (1988)은 

진전된 병기(advanced stage)의 경우에 치은암 진단 전 발치한 병력이 있거나, 

골 침윤이 있거나, 수술 변연이 양성인 경우에 생존율이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Overholt 등 (1996)은 치은 편평상피세포암 환자들의 예후는 T 병기와 수술 

변연, 하악골 침범 여부, 그리고 경부 전이여부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치은암의 국소적 재발율과 생존율에 어떤 변수가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구강악안면외과에서 치은 

편평상피세포암으로 진단되어 치료받은 환자들의 의무기록을 조사하여 임상적 

특징, 조직병리 소견, 치료방법에 따른 치료 결과 및 예후를 평가하여, 향후 치은 

편평상피세포암의 예후 평가와 치료방법 선택에 도움을 얻고자 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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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Ⅱ. . . . 연구연구연구연구    대상대상대상대상    및및및및    방법방법방법방법    

    

1.1.1.1. 연구대상연구대상연구대상연구대상    

 

1993년부터 2007년까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구강악안면외과에 내원하여 

상악 및 하악 치은의 편평상피세포암으로 치료받은 환자(다른 원발부위에서 

치은으로 확산된 환자는 제외) 중, 본원에서 처음 치료를 시작하여 임상기록의 

추적이 가능한 79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2.2.2.2. 연구연구연구연구    방법방법방법방법    

    

1) 의무기록지(입원 의무기록지, 외래 의무기록지), 수술기록지, 조직 검사 

결과지를 조사하였고, 생존 확인은 연세의료원 암센터 의무기록실 암 등록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2) 병기(Stage)는 TNM 분류표(American Joint Committee on Cancer 2002, 

6
th
 edition)에 준하여 분류하였다. 

 

3) 경부 청소술(neck dissection)은 미국 이비인후과-두경부 외과학회 경부 

청소술의 분류(Greene 등, 2002)을 이용하여 고전적 경부 청소술(Radical 

neck dissection), 변형적 경부 청소술(Modified radical neck dissection), 

선택적 경부 청소술(Selective neck dissection)로 구분하여 분류하였다. 

 

4) 분화도는 세계 보건 기구(WHO)의 제시안에 따라 고분화도, 중분화도, 

저분화도로 분류하였다. 

 

5) 생존율은 Kaplan-Meier method를 이용하였으며 SPS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원발 부위별, 성별, 흡연 및 음주 여부, 수술 처치 여부, 병력기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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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기별, 분화도별, 복합치료여부, 경부 청소술, 재발에 따른 생존율을 계산하였다. 

생존기간의 시작점은 치료를 개시한 날로 설정하였으며, 그룹간 생존율의 

차이는 Log-Rank test를 이용하여 유의수준 95%로 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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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Ⅲ. . . . 결과결과결과결과    

 

1.1.1.1. 환자환자환자환자    분석분석분석분석    

1) 성별 및 연령 분포 

남성은 56명, 여성은 23명으로 남성에 호발하였다(2.43:1). 환자의 연령 

분포는 32세-83세로, 호발 연령대는 50대, 60대, 70대, 40대 순이었으며, 

평균연령은 59.3세였다(표 1). 

표 1. 치은 편평상피세포암의 성별, 연령별 분포 

 

2) 원발 부위 

상악 치은(24례)보다 하악 치은(55례)에 호발하였고, 전치부(5례)보다 

구치부(74례)에 호발하였으며, 전체적으로 하악 구치부가 가장 많았다(표 2). 

 

표 2. 치은 편평상피세포암의 원발 부위별 분포 

 상악 치은 하악치은              전체  

 환자수(명) 비율(%) 환자수(명) 비율(%)  환자수 비율(%) 

전방부 2 8.3 3 5.5  5 6.3 

후방부 22 91.7 52 94.6  74 93.7 

전체 24 30.4 55 69.6  79 100 

남성 여성 전체 
연령(세) 

환자수(명) 비율(%) 환자수(명) 비율(%) 환자수(명) 비율(%) 

30-39 5 8.9 0 0 5 6.3 

40-49 7 12.5 2 8.6 9 11.4 

50-59 18 32.1 8 34.8 26 32.9 

60-69 17 30.4 8 34.8 25 31.6 

70-79 8 14.3 3 13.0 11 13.9 

80-89 1 1.8 2 8.7 3 3.8 

전체 56 100 23 100 7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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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흡연, 음주 

흡연,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환자는 76명(96.2%)이었다. 이 중 

흡연자는 24명 (31.6%), 음주자는 31명 (40.8%)이었고, 이 중 흡연자와 

음주자 둘 다에 해당하는 환자들은 20명 (26.3%)이었다. 

 

4) 증상별 

원발부의 주 증상(chief complaint) 증상은 치아 통증이나 치아 동요 등 치아 

불편감을 호소한 경우가 29례(36.7%), 치은의 궤양이나 출혈이 22례(27.9%), 

치은 통증이 15례(19.0%)였다. 그 외 부종이나 종괴, 치주질환 등으로 인해 

발치한 후 치유지연 등을 주소로 내원한 경우가 13명(16.5%) 였다(표 3). 

 

표 3. 치은 편평상피세포암 환자의 증상별 분포 

주 증상 환자수(명) 비율(%) 병력기간(개월) 

치아통증, 흔들림 29 36.7 5.8 

잇몸의 통증 15 19.0 3.5 

궤양, 자발적 출혈 22 27.9 8.4 

부종, 종괴 10 12.7 3.6 

기타 (발치와, 상처 치유 지연 등) 3 3.8 7.3 

 

5) 병력별 

치아 주위 치은이나 정상적으로 치유되지 않는 발치와에서 진단된 경우가 

48명 (60.8%), 무치악 부위에서 진단된 경우가 29명 (36.7%)으로 그 중 

가철성 의치를 사용하던 환자는 10명이었다. 예외적으로 임플란트 주위에서 

진단된 경우가 2명이었다. 

처음 증상을 인지한 후부터 암으로 진단되어 치료받기까지 평균 5.8개월이 

소요되었다. 치은암과 관련된 증상을 인지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침습적 

처치(surgical access)를 받았던 환자가 40명(50.6%)이었고, 그 후부터 수술을 

받기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4.9개월이었다. 침습적 처치 없이 바로 조직검사를 

받은 경우가 39명(49.4%)이었다. (표 4) 

 



- 7 - 
 
 
 

 

표 4. 치은 편평상피세포암의 발생부위 특성 및 병력에 따른 분류 

 치아주위 무치악부위 기타* 

Surgical access 35 (72.9%) 5 (17.2%) 0 

No Surgical access 13 (27.1%) 24 (82.8%) 2 (100.0%) 

전체 48 (100%) 29 (100%) 2 (100%) 

*기타 : 임플란트 주위에서 발생한 경우로, 한 례는 임플란트 식립 후 수년 후 

발생하였고, 한 례는 임플란트가 실패하여 의뢰된 환자였다. 

 

 

2.2.2.2. 병기병기병기병기    분석분석분석분석    

    

1) T 병기별 

T4 병기인 환자가 전체 환자의 62%였고, T4 병기인 환자들은 모두 

T4a병기에 해당하였다(표 5). T4 병기인 49명의 환자들 중 원발부에 치아가 

존재했던 경우가 31명이었고, 그 중 27명이 발치나 치주치료 등의 처치를 

받았으며, 병력기간이 3개월 이상인 환자들이 25명이었다.  

 

표 5. 치은 편평상피세포암의 T 병기에 따른 분포 

상악치은 하악치은 전체 
 

환자수(명) 비율(%) 환자수(명) 비율(%) 환자수(명) 비율(%) 

T1 4 16.7 9 16.4 13 16.5 

T2 4 16.7 8 14.6 12 15.2 

T3 2 8.3 3 5.5 5 6.3 

T4 14 58.3 34 43.0 49 62.0 

 

2) N 병기별  

경부 임파절 전이가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환자는 상악에서 6명(25%), 

하악에서 26명(47.3%)으로 하악에서 더 많았다(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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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치은 편평상피세포암의 N 병기에 따른 분포 

 상악치은 하악치은 전체 

 환자수(명) 비율(%) 환자수(명) 비율(%) 환자수(명) 비율(%) 

N0 18 75.0 29 52.7 47 59.5 

N1 4 16.7 8 14.6 12 15.2 

N2a 1 4.2 1 1.8 2 2.5 

N2b 1 4.2 16 29.1 17 21.5 

N2c 0 0 1 1.8 1 1.3 

 

3)  M 병기별 

처음 진단 시점에 원격 전이가 발견된 환자는 수술보다는 항암요법 등의 

처치로 치료를 종결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본 연구에서는 제외되었다. 

 

4) 최종 병기별 

Stage Ⅰ은 11명 (13.9%), stage Ⅱ는 6명 (7.6%), stage Ⅲ는 6명 (7.6%), 

stage Ⅳ는 56명 (70.9%) 이었다(표 7).  

 

표 7. 치은 편평상피세포암의 최종병기에 따른 분포 (단위: 명) 

 N0 N1 N2a N2b N2c 전체 

T1 11 0 0 2 0 13 

T2 6 2 0 4 0 12 

T3 4 0 0 1 0 5 

T4 26 10 2 10 1 49 

전체 47 12 2 17 1 79 

 

원발부 병소의 골 침윤과 경부 임파절 전이 여부의 관계를 확인한 바, 골 

침윤이 있는 경우에 상악은 5명/14명(35.7%), 하악은 18명/35명(51.4%)에서 

경부 임파절 전이가 있었다. 하악은 골 침윤이 없는 경우에도 8명/20명(40%)에서 

경부 임파절 전이를 보였다(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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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치은 편평상피세포암의 원발부 인접골 침범, 임파절 침범여부에 

따른 분포(단위: 명) 

상악 치은 하악 치은 

 
골침윤 

없는 경우 

골침윤 

있는 경우 

골침윤 

없는 경우 

골침윤 

있는 경우 

경부전이 없는 경우 9 9 12 17  

경부전이 있는 경우 1 5 8 18 

전체 10 14 20 35 

 

 

3.3.3.3. 조직학적조직학적조직학적조직학적    분석분석분석분석    

 

1) 분화도별  

치은 편평상피세포암은 고분화도인 경우가 58.2%로 가장 많았다. (표 9) 

 

표 9. 치은 편평상피세포암의 분화도에 따른 분포 

 환자수 비율(%) 

고분화도 46 58.2 

중분화도 23 29.1 

저분화도 10 12.7 

 

2) 수술 변연 

수술 변연이 음성인 환자가 70명이었고, 양성인 경우가 6명, 상피 이형성이 

있었던 경우는 3명이었다. 수술 변연이 양성이었던 6명 중 한 명은 경조직 수술 

변연이 양성으로, 나머지 다섯 명은 연조직 수술 변연이 양성이었다. 수술 변연이 

양성인 경우, 다섯 명에서 T4병기였고, 수술 변연이 상피 이형성인 경우, 두 

명에서 T4였다. (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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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치은 편평상피세포암의 수술 변연에 따른 분포 

 상악치은 하악치은 전체 

 환자수(명) 비율(%) 환자수(명) 비율(%) 환자수(명) 비율(%) 

양성 1 4.2 5 9.1 6 7.6 

상피 이형성 1 4.2 2 3.6 3 3.8 

음성 22 91.7 48 87.3 70 88.6 

 

3) 원발부 신경-혈관 침윤, 경부 전이 임파절의 피막외 침윤(extracapsular 

spread)(표 11) 

신경-혈관 침윤이 있는 환자는 상악에서 1명, 하악에서 3명이었다. 경부 

임파절의 피막외 침윤은 하악 치은암 환자 두 명에서 나타났다. 

 

표 11. 치은 편평상피세포암 환자의 혈관-신경 침범과 

경부 전이 임파절의 피막외 침윤에 따른 분포 

 상악치은 하악치은 전체 

 환자수(명) 비율(%) 환자수(명) 비율(%) 환자수(명) 비율(%) 

신경-혈관침범 1 4.2 3 12.5 4 16.7 

피막외 침윤 0  2 8.3 2 3.6 

 

4) 잠재성 경부 전이 

잠재성 경부 전이는 하악에서 더 많이 관찰되었다(표 12).  

 

표 12. 치은 편평상피세포암 환자의 잠재성 경부 전이 

 상악치은 하악치은 

임상적 경부 전이가 없는 경우 16 23 

조직학적 경부 전이가 확인된 경우 0 5 

경부 재발 1 0 

잠재성 경부 전이 6.3%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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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 치료방법치료방법치료방법치료방법    분석분석분석분석    

 

1) 치료 방법 

수술만 시행한 경우가 42명 (53.2%), 수술 후 방사선 치료를 병행한 경우가 

36명 (45.6%), 항암 화학 요법을 우선 시행하고 수술 및 방사선 치료를 시행한 

경우가 1명이었다. 

 

2) 하악에서 T 병기에 따른 하악골 수술방법 

T1, T2 병기인 환자의 70.6%에서 하악골 변연 절제술(marginal mandibulectomy)을 

하였고, T3, T4병기인 환자의 84.2%에서 하악골 부분 절제술(segmental 

mandibulectomy), 혹은 편측 절제술 (hemimandibulectomy)을 하였다(표 13). 

 

표 13. 하악 치은 편평상피세포암 환자에서 T 병기에 따른 수술방법 

 T1, T2 T3, T4 

 환자수(명) 비율(%) 환자수(명) 비율(%) 

변연 절제술 12 70.6 6 15.8 

부분 절제술 4 23.5 27 71.1 

편측 절제술 1 5.9 5 13.2 

전체 17 100 38 100 

 

3) 경부 청소술 적용 

경부 청소술은 65명의 환자들에서 시행하였으며, 이 중 조직학적으로 경부 

임파절 전이가 확인 된 경우는 32명 (49.2%) 이었다. 임상적으로 경부 전이가 

의심되었던 40명의 환자들 중 13명에서 조직학적으로 경부 전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경부 전이의 임상적 증거가 없었던 39명 중 25명에서 선택적 경부 

청소술을 시행하여 5명에서 조직학적으로 경부 전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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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치은 편평상피세포암의 임상적- 조직학적 경부 전이 및 재발 (단위:명) 

 

4) 경부 청소술 방법 

환부의 동측에서 시행한 경부 청소술의 종류에 따라 분류하였다. 원발부가 

상악인 환자들의 선택적 경부 청소술은 모두 level Ⅰ, Ⅱ, Ⅲ를 절제하는 

상설골 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원발부가 하악인 환자들은 6명에서 level Ⅰ, Ⅱ를, 

26명에서 level Ⅰ, Ⅱ, Ⅲ를 절제하였다. 원발부가 하악인 환자들 중 13명에서 

반대측 경부 청소술을 함께 시행하였으며, 5명은 level Ⅰ만, 4명에서 level Ⅰ, 

Ⅱ를, 3명에서 level Ⅰ, Ⅱ, Ⅲ를 절제하였다(표 14). 

 

표 14. 치은 편평상피세포암 환자에서 경부 청소술 방법 

 상악치은 하악치은 전체 

 환자수(명) 비율(%) 환자수(명) 비율(%) 환자수(명) 비율(%) 

No ND 13 54.2 1 2.8 14 17.7 

SND 5 20.8 32 58.2 37 46.8 

MRND 6 25.0 17 30.9 23 29.1 

RND 0 0 4 7.3 4 5.1 

RND +level Ⅵ 0 0 1 1.8 1 1.3 

*No ND : 경부 청소술을 하지 않은 경우, SND :선택적 경부 청소술, MRND : 변형 고전적 경부 

청소술, RND : 고전적 경부 청소술 

 



- 13 - 
 
 
 

 

5) 술 후 결손부 처리 

경조직 재건술은 비골 피판 이식술 1명, 심장골회전동맥 피판 이식술(Deep 

circumflex iliac artery flap)이 2명에서 시행되었고, 그 외 모든 환자에서 1차 

재건술은 재건 금속판(Reconstruction plate)을 이용하여 시행되었다. 연조직 

재건술은 28명 (50.9%)에서 전완부 피판(Radial forearm free flap) 이식술을, 

13명 (23.6%)에서 대흉근 피판 (Pectoralis major myocutaneous 

flap)이식술을 시행하였다. 그 외 일차봉합만 한 경우가 6명 (10.7%)이었다. 

 

 

5.5.5.5. 예후예후예후예후    분석분석분석분석    

 

1) 원발부 국소재발 

원발부에서만 재발한 경우가 15명, 원발부와 경부 재발한 경우가 2명, 원발부 

재발 및 원격 전이한 경우가 1명, 경부만 재발한 경우 4명, 경부 재발 및 원격 

전이한 경우가 1명, 그리고 원격 전이만 있는 경우가 4명이었다(표 15) 

. 

표 15. 치은 편평상피세포암의 치료 후 국소 재발된 환자 및 기간 

상악치은 하악치은 전체 
 

환자수(명) 비율(%) 환자수(명) 비율(%) 환자수(명) 비율(%) 

재발 3 12.5 15 27.3 18 22.8 

재발까지의 

기간(개월) 
5.7 19.4 17.1 

 

2) 경부 임파절 재발  

총 7명의 환자에서 경부 임파절에 재발이 있었다(표 16). 임상적으로 경부 

전이가 의심되었고 조직학적으로 경부 전이가 있었던 27명 중 4명과, 

임상적으로 경부 전이가 의심되었으나 조직학적으로 경부 전이가 없었던 환자 

14명 중 1명에서 경부 임파절 재발이 있었다. 선택적 경부 청소술을 시행한 

25명 중 20명은 조직학적으로 경부 전이가 없었으나 이 중 1명은 차후에 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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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파절 전이가 발견되었고, 경부 전이가 없다고 판단하여 선택적 경부 청소술을 

시행하지 않은 환자 14명 중 1명에서 경부 임파절 전이가 발견되었다(그림 1). 

 

표 16. 치은 편평상피세포암의 치료 후 경부 재발된 환자 및 기간 

상악치은 하악치은 전체 
 

환자수(명) 비율(%) 환자수(명) 비율(%) 환자수(명) 비율(%) 

재발 1 4.2 6 10.9 7 8.9 

재발까지의 

기간(개월) 
21 22.3 22.1 

 

3) 술 후 원격전이  

원격 전이를 보인 환자 6명 중 4명은 골침윤이 있었던 환자였고, 5명은 경부 

전이가 있었으며, 이 중 3명에서 2개 이상의 임파절 전이가 있었다. 6명 중 

4명의 환자는 수술 후 2개월~6개월 사이에 원격전이가 진단되었으며 나머지 두 

명은 각각 16, 51개월 후 진단되었다(표 17). 

 

표 17. 치은 편평상피세포암 수술 후 원격 전이된 환자 

증례  나이/성별 
원격전이된 

기관 

원발병소 

골침윤여부 
N`병기 병기 

국소재발 

여부 

경부재발 

여부 

원격전이 

까지 

기간(개월) 

1  67/F Lung/liver ○ N0 ⅣA × × 51 

2  50/M Lung ○ N2b ⅣA × × 4 

3  56/M Lung × N2b ⅣA ○ × 16 

4  47/M 
Acetabulum 

ilium 
○ N2c ⅣA × ○ 2 

5  32/M Spine × N2b ⅣA × × 6 

6  67/F 

Spine/Sacrum 

Pelvic bone 

Femur 

proximal 

○ N1 ⅣA ○ × 5 

 

4) 국소적 합병증  

수술 부위 국소적 합병증을 보인 환자는 24명이었다. 두 가지 이상의 합병증을 

보인 환자는 중복해서 표시하였다(표 18). 



- 15 - 
 
 
 

 

표 18. 치은 편평상피세포암의 치료 후 합병증 

    

    

6.6.6.6. 생존율생존율생존율생존율    분석분석분석분석    

    

1) 전체 생존율 

전체 환자의 3년 생존율은 68.2%, 5년 생존율은 58.0%였고, 전체 환자의 

50%가 생존하는 중간값(Median survival time)은 98개월이었다(그림 2). 

그림 2. 전체 치은 편평상피세포암 환자의 생존율 

 

2) 부위별 생존율 

상악에 발생한 치은암의 경우 5년 생존율이 60.5%였고 하악에 발생한 

치은암의 경우 5년 생존율이 57.5%로, 상악의 경우에 다소 생존율이 높았으나 

두 환자군간 생존율에 유의할 만한 차이는 없었으며(P>0.05), 상악 치은암 

환자들의 생존율은 5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그림 3). 

 합병증 환자수(명) 

술 후 출혈 4 
초기 합병증 

피판의 문제 (정맥성 울혈, 피판부분괴사, 피판괴사) 8 

창상 열개, 누공 4 

재건판 노출, 파절 13 지연 합병증 

기타 1 

기타 전신적 합병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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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치은 편평상피세포암 환자의 원발부위별 생존율 

 

3) 성별 생존율 

남성의 경우 53.2%, 여성의 경우 72.0%로 여성이 남성보다 5년 생존율이 

높았으나 그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05) (그림 4). 

그림 4. 치은 편평상피세포암 환자의 성별 생존율 

 

4) 흡연여부에 따른 생존율 

비흡연자의 5년 생존율은 64.7%, 흡연자의 5년 생존율은 45.0%로 비흡연자의 

5년 생존율이 높았으나 그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05)  

(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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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치은 편평상피세포암 환자의 흡연여부에 따른 생존율 

 

5) 흡연-음주여부에 따른 생존율 

흡연과 음주를 같이 하는 군의 5년 생존율은 44.4%, 그 외의 환자군의 5년 

생존율은 63.7%로 흡연-음주자가 아닌 경우에서 높았지만, 두 군 간 유의할 

만한 차이는 없었다(P>0.05) (그림 6). 

그림 6. 치은 편평상피세포암 환자의 흡연-음주 여부에 따른 생존율 

 

6) 원발부 치아 존재여부에 따른 생존율 

원발부에 치아가 존재했던 군의 경우 55.4%, 무치악이었던 군의 경우 

66.1%로 무치악군에서 5년 생존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05) (그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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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치은 편평상피세포암 환자의 원발부 치아존재여부에 따른 생존율 

 

7) 수술 전 처치(surgical access)여부에 따른 생존율 

수술 전 처치가 있었던 군과 그렇지 않은 군의 경우 5년 생존율은 수술 전 

처치를 받지 않은 군이 다소 높았으나, 장기간 추적 관찰한 결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그림 8). 

그림 8. 치은 편평상피세포암 환자의 수술 전 처치여부에 따른 생존율 

 

8) 치아 주위 병소에서 수술 전 처치 여부에 따른 생존율 

치아주위에서 편평상피세포암으로 진단되었던 환자들 중 수술 전 처치를 

받았던 군의 5년 생존율은 54.6%로 처치를 받지 않았던 군에 비해 낮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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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5년 이후 생존율은 처치를 받지 않았던 군이 더 

낮았다(P>0.05)(그림 9). 

그림 9. 치은 편평상피세포암 환자의 치아 주위 병소에서  

수술 전 처치 여부에 따른 생존율 

 

9) 병력기간에 따른 생존율 

처음 증상이 생긴 후 3개월 이내에 내원했던 환자들의 5년 생존율은 53.2%, 

3개월이 지나 내원했던 환자들의 5년 생존율은 64.6%였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지 않았다 (P>0.05)(그림 10). 

그림 10. 치은 편평상피세포암 환자의 병력기간에 따른 생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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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초기 원발 병소와 진행된 원발 병소의 생존율 

T1, T2를 초기 원발 병소, T3, T4를 진행된 원발 병소로 분류하여 비교하였다. 

두 군의 5년 생존율은 각각 67.3%, 54.9%로 초기 병소에서 다소 높은 5년 

생존율을 보이지만, 두 군 간의 생존율 차이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P>0.05) (그림 11). 

그림 11. 치은 편평상피세포암 환자의 T 병기에 따른 생존율 

 

11) 원발부 병소 크기에 따른 생존율 

2cm미만의 T1 병소인 경우 5년 생존율이 82.1%, 2cm이상의 T2, T3, T4 

병소의 5년 생존율이 53.5%로, 두 군 간 생존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05) (그림 12). 

그림 12. 치은 편평상피세포암 환자의 원발부 병소 크기에 따른 생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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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원발부 병소의 골 침윤여부에 따른 생존율 

골 침윤한 경우의 5년 생존율이 49.3%, 침윤하지 않은 경우 5년 생존율이 

68.4%로 차이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05) (그림 13). 

그림 13. 치은 편평상피세포암 환자의 골 침윤여부에 따른 생존율 

 

13) 원발부 인접 연조직 침윤에 따른 생존율 

원발부 병소가 골침윤 여부와 관계없이 주위조직, 협점막, 구강저, 후구삼각부, 

주변 지방대 혹은 피부로 확대된 경우의 5년 생존율은 29.2%, 그렇지 않은 

군이 67.8%로 그 차이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또한 주위연조직 

침범이 있는 환자들의 생존율은 2년 내에 크게 감소하였다(그림 14). 

그림 14. 치은 편평상피세포암 환자의 원발부 인접 연조직 침윤에 따른 생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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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세포 분화도에 따른 생존율 

고분화 편평상피세포암의 경우 56.3%, 중분화 편평상피세포암은 74.1%, 

저분화 편평상피세포암은 37.5%의 5년 생존율을 보였으며 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P>0.05) 저분화군의 경우 2년 내 50%가 사망하였다(그림 15). 

그림 15. 치은 편평상피세포암 환자의 원발부 병소 분화도에 따른 생존율 

 

15) 경부 전이여부에 따른 생존율 

경부전이(+) 군과 (-) 군을 비교했을 때, 경부전이(+) 군의 5년 생존율은 

41.3%, (-) 군은 70.9%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그림 

16). 

그림 16. 치은 편평상피세포암 환자의 경부 전이여부에 따른 생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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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최종 병기(stage)에 따른 생존율 

병기 Ⅰ, Ⅱ를 조기암으로, 병기 Ⅲ, Ⅳ를 진행된 암으로 분류하였다. 조기암과 

진행된 암의 5년 생존율은 각각 69.8%, 55.6%로 그 차이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05) (그림 17). 

그림 17. 치은 편평상피세포암 환자의 병기에 따른 생존율 

 

17) 수술 변연에 따른 생존율 

수술 변연이 양성이었던 6명은 5년 생존율이 16.4%였고, 이형성 변연을 

보였던 군은 66.7%의 생존율을 보였다. 음성이었던 군의 5년 생존율은 

59.7%로 이형성을 보였던 군과 큰 차이가 없었다(P>0.05) (그림 18).  

그림 18. 치은 편평상피세포암 환자의 수술 변연에 따른 생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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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동측 경부 청소술 시행여부에 따른 생존율 

경부 청소술을 시행하지 않은 군의 5년 생존율은 72.7%, 경부 청소술을 

시행하지 않은 군의 5년 생존율은 55.9%였으나(P>0.05), 경부 청소술을 

시행하지 않은 군의 생존율은 5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그림 19). 

그림 19. 치은 편평상피세포암 환자의 경부 청소술에 따른 생존율 

 

19)동측 경부 청소술 종류에 따른 생존율 

동측에 선택적 경부 청소술을 시행한 군의 5년 생존율은 63.9%, 치료목적의 

경부 청소술을 시행한 군의 5년 생존율은 50.7%였고 각 군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P>0.05) (그림 20). 

그림 20. 치은 편평상피세포암 환자의 동측 경부 청소술 종류에 따른 생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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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술 후 방사선 치료여부에 따른 생존율  

방사선 치료를 시행한 군의 5년 생존율은 54.4%, 시행하지 않은 군의 5년 

생존율은 61.5%로 5년 생존율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P>0.05) 

그러나 추적기간이 길어질수록 방사선 치료를 시행한 군의 생존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그림 21). 

그림 21. 치은 편평상피세포암 환자의 술 후 방사선 치료여부에 따른 생존율 

 

21) 국소 재발 여부에 따른 생존율 

원발부 재발된 경우 33.3%의 5년 생존율을 보였고, 원발부 재발되지 않은 

경우 68.6%의 5년 생존율을 보였다. 두 군간 생존율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그림 22). 

그림 22. 치은 편평상피세포암 환자에서 국소 재발 여부에 따른 생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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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경부 재발 여부에 따른 생존율 

경부 재발한 경우 5년 생존율은 57.1%, 재발하지 않은 경우 5년 생존율은 

58.9%로 재발하지 않은 경우에서 다소 높은 생존율을 보였다. 그러나 그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P>0.05), 5년 이후 경부 재발하지 않은 군의 

생존율이 계속 감소하였다(그림 23). 

그림 23. 치은 편평상피세포암 환자에서 경부 재발 여부에 따른 생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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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Ⅳ. . . . 고찰고찰고찰고찰    

 

 

구강암 환자 중 치은 편평상피세포암 환자의 발생율에 관하여 Soo 

등(1988)은 매우 드물다고 보고하였다. Funk 등 (2002)은 상악 치은이 구강 

내에서 암이 가장 드물게 발생하는 부위라고 하였고, 하악 치은은 두번째로 

드물게 발생하는 부위라고 보고하였다. 반면에, 오민석 등 (2005)은 구강암의 

원발부가 상, 하악 치은인 경우가 38.0%라고 보고하였고, 김명윤 등 (2007)은 

43.1%라고 보고한 바 있다. 이처럼 치은암의 발생 빈도가 연구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은 지역에 따른 것도 있겠지만, 연구자가 구강악안면외과 소속인지, 

이비인후과 소속인지에 대한 차이도 있다. 치은에서 발생하는 편평상피세포암은 

만성 치주염으로 오인되어 치과에서 처음 발견하고 구강악안면외과로 의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강악안면외과 의사에게 치은 편평상피세포암은 흔히 

진단되는 암이지만(김명진, 1990), 두경부외과 영역의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치은 편평상피세포암이 드물게 진단되는 것 같다. 치은 편평상피세포암은 

초기에 진단이 어렵고, 따라서 치주적 처치나 발치 등의 처치가 행해지다가 늦게 

진단되기 때문에 원발부가 혀, 구강저, 협점막인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예후가 

비교적 불량한 편이며(오민석, 2005), 인접해 있는 협점막, 후구삼각부, 구강저, 

그리고 상하악골로 쉽게 침범하므로 수술 후 심미적, 기능적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치은암의 역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Gomez 등 (2000)은 치은암의 

남녀비는 1:0.59, 평균 연령은 68세라고 하였고, Soo 등 (1988)은 상하악 

치은에 발생한 편평상피세포암 347명의 환자들을 분석하여 남녀비는 1.4:1, 

평균 연령은 63세라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경우 평균연령은 59.3세이고 

남녀비는 2.43:1로 치은암의 발생 연령이 서양인에 비해 낮았으며 남성의 

비율이 다른 연구들에 비해 더 높았다. 

치은암의 부위별 발병빈도에 관한 연구에서 Gomez 등 (2000)은 상악 치은과 

하악 치은의 발생 비율이 46%, 64%라고 보고하였고 정중부에 생긴 경우는 

18%라고 보고하였으나, 본 연구의 경우 상악치은에서 진단된 경우가 24명 

(30.4%), 하악치은에서 진단된 경우가 55명 (69.6%)으로 하악에 2배 이상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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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였고, 구치부위에 발생비율이 높고 정중부에 발생한 경우는 드물었다. 

구강암 환자 중 흡연자와 음주자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연구에서, Byers 등 

(1981)은 반 이상의 환자들이 음주나 흡연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고, Soo 등 

(1988)은 흡연자가 63%, 음주자가 47%라고 보고하였다. 국내의 구강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김재승 등 (1990)이 흡연자의 비율이 

79%라고 보고하였고, Gomez 등 (2000)은 치은 편평상피세포암 환자에서 

50명의 환자 중 흡연자가 31명, 음주자가 25명이라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경우 흡연자가 31.6%, 음주자가 40.8%로 비교적 흡연자와 음주자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것은 여성 암 환자들이 흡연 및 음주를 거의 하지 

않는 것과 의무기록을 철저히 하지 않는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치은 편평상피세포암의 증상에 관한 연구에서 Soo 등 (1988)은 347명의 

환자들 중 치은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54%, 궤양을 주소로 내원한 경우가 

16%, 치아의 불편감이나 부적합의치를 호소한 경우가 15%이었고, 부종이나 

종괴를 주소로 내원한 경우는 2%에 불과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86%의 

환자들이 증상이 생긴 후 3개월 이내에 내원하였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경우 

초기증상이 치아통증이나 치아의 동요였던 경우가 36.7%로 높았고, 궤양 혹은 

자발적 출혈이었던 경우가 27.9%, 잇몸의 통증이나 의치의 부적합을 호소했던 

경우가 19%였다. 본 연구에서 치아의 통증이나 동요 등의 증상의 비율이 높았던 

이유는, 치과에서 원인 모를 통증이나 동요도가 있는 치아를 발거한 후에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거나 발치와가 치유되지 않았던 증례들도 치아 통증, 

동요의 범주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치아의 통증이나 동요를 주소로 치과에 

내원하여 치은의 궤양성 병소나 침윤성의 치조골 파괴가 관찰되어 급성 혹은 

만성 치주염으로 진단, 치주적 처치나 발치를 시행하고 수개월 후 종합병원으로 

의뢰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김명진, 1990). 본 연구 결과, 국외의 다른 보고들에 

비하여 무치악 부위보다 치아 주위에서 진단된 환자 비율이 높았으며, 증상 발현 

3개월 이내에 내원한 경우가 51.9%, 6개월이 지나서 내원한 경우가 21.5%로 

병력기간도 긴 편이었다. 김명윤 등 (2007)의 연구에서도 치은암 환자들의 

병력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가 42.3%, 6개월 이상인 경우가 16.6%로 본 

연구와 크게 다르지 않아, 국내의 치은암 환자들의 병력 기간이 외국의 치은암 

환자들에 비해 길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무치악 부위에 발생하여 처치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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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17.2%)보다 치아 주위에 발생한 치은암의 경우에서 치은암으로 진단되지 

못하고 발치나 치주처치를 받은 경우가 많았다(72.9%). 이는 국민들과 일반 

치과의사들의 구강암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전문적인 구강암 치료 

기관으로의 이송이 늦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치과의사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일반 국민들에 대한 구강암의 홍보가 절실히 요구된다. 

치은암의 크기에 관한 연구에서 Soo 등 (1988)은 T2(49%), T1(30%), 

T3(15%), T4(6%) 의 순으로, Overholt 등 (1996)은 T2(44.5%), T1(22.6%), 

T3(20.6%), T4(10.3%)의 순으로 발생한다고 보고하였으나 Gomez 등 

(2000)은 T4(58%), T2(11%), T1(7%), T3(5%) 순으로 발생한다고 보고하여 

T4(62.0%), T1(16.5%), T2(15.2%), T3(6.3%)의 결과를 보인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치은암은 구강내 다른 부위와는 달리 쉽게 골 침윤이 

일어나기 때문에 T3 병기의 비율이 매우 낮으며 T4 병기의 비율이 62%를 

차지한다. 이것은 작은 크기의 병소일지라도 인접골조직으로 침윤이 있는 경우 

병기 Ⅳ로 분류될 수 밖에 없는 현재 분류쳬계의 문제점을 보여준다. 이런 병기 

분류법은 병기에 따른 5년 생존율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치은암에서 적절하게 

이용할만한 병기 분류법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치은암의 경부 임파절 전이가 있는 환자는 32명(40.5%)으로, 상악 치은암 

환자의 25%, 하악 치은암 환자의 47.3%에서 경부 임파절 전이가 있었다. 경부 

임파절 전이율이 28%라고 보고한 Soo 등 (1988)이나 18.1%라고 한 Overholt 

등 (1996), 그리고 28%라고 보고한 Gomez 등 (2000)의 연구와 비교했을 때 

본 연구에서는 더 많은 빈도의 경부 임파절 전이를 보였다. 

원발부의 골 침윤과 경부 임파절 전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상악의 경우 골침윤이 

없는 10명의 환자들 중 한 명만이 경부 임파절 전이가 있었으나(10.0%) 하악의 

경우 골침윤이 없는 경우에도 임파절 전이가 있는 경우가 40.0%였다. 경부 

임파절 전이의 가능성이 20%가 넘으면 선택적 임파절 절제술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Pitman 등 (1997)의 보고에 따르면, 편평상피세포암 환자에서 

원발부가 하악 치은인 경우 원발병소의 골 침윤 여부에 관계없이 예방적 경부 

임파절 절제술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병기에 따른 하악골 절제 술식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Soo 등 (1988)은 하악골 

부분 절제술이나 편측 절제술이 병기 Ⅰ, Ⅱ인 환자의 50%에서, 병기 Ⅲ, Ⅳ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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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90%에서 시행되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 결과, 하악 치은의 

편평상피세포암 환자 55명 중 18명(32.7%)이 하악골 변연 절제술, 

37명(67.3%)이 하악골 부분 절제술이나 편측 절제술을 시행받았다. 하악골 

부분 절제술은 T 병기가 1, 2 인 환자들의 29.4%에서 시행되었으며, T 병기가 

3, 4인 환자들의 84.2%에서 시행되었다. 변연 절제술을 시행받은 환자 18명 중 

3명(16.67%)에서, 하악골 부분 절제술을 시행받은 환자 37명 중 12명 

(32.4%)에서 원발부 재발이 있었다. Gomez 등 (2000)은 변연골 절제술을 

시행받은 경우나 부분 절제술을 시행받은 경우나 국소적 재발율은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오히려 부분 절제술을 시행받은 경우에 

더 재발율이 높아, 진행된 병기에서는 더욱 광범위한 하악골 절제술과 술 후 

방사선 치료 등이 필요하며, 종양의 통제가 어려움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 수술 변연이 음성이었던 환자는 70명(88.6%)이었고, 양성이거나 

이형성을 보였던 환자는 9명 (11.4%)이었다. 수술 변연이 양성이었던 6명 중 

원발부가 하악인 환자는 5명이었고, 이들은 모두 수술 후 원발부 재발을 

보였으며, 이 중 4명이 사망하였다. 술식에 따라 분류하면 상악골 부분 절제술을 

시행한 17명 중 1명(5.88%)에서, 하악골의 변연 절제술을 시행한 18명 중 1 

명(5.6%)에서, 하악골의 부분 절제술을 시행한 37명 중 5명(13.5%)에서 수술 

변연이 양성이었다. Gomez 등 (2000)은 수술 변연이 양성이었던 경우가 

14%였으며 하악골의 변연 절제술을 시행한 경우의 19%, 부분 절제술을 시행한 

경우의 12.5%에서 수술 변연이 양성이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변연 

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수술 변연이 양성이었던 경우가 1명으로 수술범위를 실제 

병기에 비해 적게 설정한 경우는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Hong 등 

(2001)이 발표한 바에 따라, 치은암에서 하악골 침범이 된 것으로 판단되었을 

때 10mm이상의 안전 변연을 설정하여 하악골 변연 절제술보다는 하악골 부분 

절제술을 시행한 결과로 사료되었다. 대부분 수술 변연이 양성인 경우는 원발부 

병소가 골조직으로 침윤한 증례였으나 2명의 환자에서는 골 침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접 연조직으로 넓게 확산되어 수술 변연을 확보하지 못했다. 따라서 

수술 변연의 확보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수술 후에라도 수술 변연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일차적으로 재수술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잠재성 경부 전이는 본 연구에서 상악의 경우 6.3%, 하악의 경우 21.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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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holt 등 (1996)은 하악 치은암에서 15%의 잠재성 경부 전이를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의 경우 임상적으로 경부 전이가 없었던 환자들에서의 경부 

임파절의 재발율은 상, 하악에서 각각 1명으로 매우 낮은 빈도를 보였다. 이것은 

하악 치은암인 경우 비교적 크기가 작은 초기 병소에서도 쉽게 경부 전이를 

일으키는 것을 고려하여 선택적 경부 청소술을 시행했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실제 본 연구에 포함된 56명의 하악 치은암 환자들 중 1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환자에서 경부절제술을 동반한 수술을 시행하였다.  

경부 재발에 관한 연구들에서 Soo 등 (1988)은 약 9.2%, Gomez 등 

(2000)은 83명 중 12명 (14.5%)에서 재발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 결과 

7명 (8.8%)의 환자에서 경부 재발을 보였으며, 이 중 4명은 경부 절제술을 

시행하였던 범위에서 재발되었고, 3명의 환자는 level Ⅴ에서의 재발되었다. 

Soo 등 (1988)은 치은암의 치료 후 원격전이는 5%라고 보고하였다. 그 중 

5명은 원발 병소에서 골 침윤이 있었던 경우였고, 4명은 경부 전이가 광범위하게 

있었던 경우였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구강암 수술 후 원격 전이가 발견된 

6명 중 4명에서 원발 병소의 골 침윤이 있었고, 5명은 경부 전이가 있던 

환자였다. 원격 전이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고한 논문은 없으나 본 연구 결과 

66%에서 6개월 이내였고, 일단 원격전이가 된 후에는 사망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수술 후 6개월까지는 자주 추적 관찰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Soo 등 (1988)은 치은 편평상피세포암 환자의 3년 완치율이 50%이고, 

39%의 치료 실패율을 보였다고 보고하였고, 김재승 등 (1990)은 전체 구강암 

환자의 3년 생존율이 27.6%, 5년 생존율이 21.3%라고 보고하였다. Gomez 등 

(2000)은 1년 생존율이 72.9%, 5년 생존율이 42.7%라고 하였고, 김경욱 

(2003) 등은 하악 치은암 환자의 생존율이 30.9%, 상악 치은암 환자들의 

생존율이 26.5%라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른 연구들과 비교하여 

생존율이 비교적 높은 편으로, 이것은 진행된 병기의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수술 방법을 사용하여 충분한 수술 변연을 확보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술 후 방사선 치료를 한 환자는 총 37명으로, 이 중 원발 병소의 골 침윤이 

있던 환자가 27명이었고, 수술 변연이 양성이었던 환자가 4명이었다. 27명이 

경부 전이가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환자였고, 이 중 14명에서 두 개 이상의 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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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파절 전이가 있었다. 수술만 한 경우와 방사선 치료를 병행한 경우의 생존율은 

각각 59.7%, 56.5%였고, 선택적 경부 청소술을 한 경우보다 근치적 경부 

청소술이나 확장 경부 청소술을 한 경우에 생존율이 현저히 낮았는데, 이것은 

치료 범위가 넓고 치료과정이 복잡한 것이 원발부 및 경부 전이가 광범위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행된 병기에서 복합 치료를 하는 것이나 

광범위한 경부 절제술을 하는 것이 좋은 예후를 보장하지 못하며, 치은 

편평상피세포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원발부위에 따른 5년 생존율은 상악과 하악에서 비슷하였으나, 하악 치은암 

환자의 경우 5년 생존율이 이후에도 어느 정도 유지되는 데 비해, 상악 치은암 

환자의 생존율은 5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 백지영 등 

(2000)의 결과와도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찾기 

어려웠으나, 추후에 상악 치은암 환자들의 사망 패턴을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흡연자와 비흡연자, 흡연-음주자와 비흡연-음주자 간 생존율의 차이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은 조사된 환자수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것은 추후 보다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확인한다면 

아마도 유의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Soo 등 (1988)은 진단 전 발치한 병력이 있는 군의 5년 생존율이 44%, 

그렇지 않은 경우 58%로 발치 병력이 있는 군의 예후가 불량하다고 

보고하였으나, Overholt 등 (1996)은 원발부가 치아 주위였던 군과 무치악 

부위였던 군 간의 생존율에 차이가 거의 없었으며 발치를 한 병력이 있는 군이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예후가 불량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치아주위에서 진단된 군의 5년 생존율이 무치악 부위에서 진단된 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또한 치은암으로 

진단되기 전 침습적 처치(surgical access)를 받은 군과 그렇지 않은 군 간에, 

치아 주위에서 발생한 환자들의 진단 전 침습적 처치를 받은 군과 그렇지 않은 

군 간에도 생존율에 큰 차이를 발견할 수는 없었다. 병력기간이 3개월 이하인 

환자들과 3개월보다 오래된 환자들의 5년 생존율 역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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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발부 재발은 수술 당시 골 침윤이 있었던 49명 중 15명(30.6%)에서, 골 

침윤이 없었던 30명 중 3명(10.0%)에서 관찰되었다. 이와 유사하게, Soo 

(1988) 등은 골 침윤이 있는 환자 81명 중 33.3%가 재발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 결과 원발부 골 침윤이 있는 환자군과 없는 환자군 간 5년 생존율은 약 

20%의 차이로 골 침윤이 있는 경우 생존율이 낮았으나 그 차이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T 병기와 생존율의 관계에 대하여 Overholt 등 (1996)은 

조기에(T1, T2) 진단된 군이 진행된 암(T3, T4)으로 진단된 군보다 생존율이 

높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초기 

원발부 병소 군의 생존율이 더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것은 골 

침윤이 있는 경우에 예후가 불량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수술범위를 넓게 

설정하고, 하악골의 경우 변연 절제술보다는 부분 절제술을 시행한 것이 

유효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병기에 따른 생존율을 살펴보았을 때, 초기 병소와 진행된 병소간 차이보다는 

2cm 미만 병소와 2cm 이상의 병소간 차이가 유의하였으며, 골 침윤 여부에 

따른 차이보다 인접 연조직 침윤 여부에 따른 차이가 더 유의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병기 분류법은 골 침윤과 연조직 침윤을 구분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 

인접 연조직 침윤이 있던 환자는 19명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항목에 대해 

앞으로 더 많은 수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예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병기 분류법에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단일변량 분석(univariate analysis) 상 원발부, 성별, 흡연여부, 

흡연-음주 여부, 치아-무치악 여부, 수술 전 발치 등의 처치 여부, 세포 분화도, 

방사선 치료 여부 등은 생존율에 특이할 만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원발부의 크기(2cm 기준), 원발부의 인접 연조직 침범 여부, 경부 임파절 전이 

여부는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발부 병소가 인접 

연조직으로 침윤된 경우 생존율이 29.2%로 낮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환자들이 

2년 내에 사망하였다. 따라서 주위 인접 연조직을 침범한 병소에서 방사선 

치료효과를 비교하여, 생존율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비슷한 결과로, Soo 등 (1988)은 치은암 진단 전 발치한 병력이 

있는 경우 예후가 불량하며, 골침윤이 있는 경우, 수술 변연이 양성인 경우, 경부 

임파절 전이가 하부에 있는 경우 등에 예후가 불량하다고 보고하였다. Overho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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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1996)은 원발부 병소 크기가 3cm 이상인 경우, 말기 원발부 병소의 경우, 

경부 임파절 전이가 있는 경우, 수술 변연이 양성인 경우, 하악골 침윤이 있는 

경우에 생존율이 낮아지며, 발치와에 외상을 가한 경우 국소 재발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Gomez 등 (2000)은 연령, 성별, 원발부 위치 (상-

하악에 따라), 골 침윤 여부는 예후에 영향이 적고, 양성 수술 변연, 진행된 

원발부 병기, 그리고 경부 임파절 전이가 생존율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치은 편평상피세포암은 2cm이상의 크기로 진행되면 하부 골조직뿐만 아니라 

주위 연조직으로도 쉽게 침윤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의 수가 적어 연조직 

및 경조직 수술 변연과 국소 재발율 및 생존율과의 관계를 명확히 규명하지 

못했으나, 주위 연조직 침윤을 보였던 군에서 생존율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양자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연구는  

수술 전 종양의 범위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진단방법과, 변연을 충분히 

확보하는 술기, 술 후 방사선 치료 등으로 현재보다 치료 결과 및 예후를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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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Ⅴ. . . . 결론결론결론결론    

 

 

저자는 1993년부터 2007년까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구강악안면외과에 

내원하여 상악 및 하악 치은의 편평상피세포암으로 치료받은 79명의 환자들의 

기록을 추적 조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편평상피세포암의 예후를 결정하는 유의성 있는 변수들은 원발부 종양의 

크기, 인접 연조직으로의 침윤, 경부 임파절 전이여부이다. 

2. 치은 편평상피세포암이 무치악 부위에서 발생한 경우 17.2%가 발치 등의 

침습적 처치를 받은 것에 비해, 치아주위에서 발생한 경우에 72.9%의 

환자들에서 침습적 처치가 이루어졌다. 

3. 상악보다는 하악 치은암이 경부 임파절 전이가 많았다. 상악 치은암은 골 

침윤이 있는 경우에 경부 임파절 전이가 많았으나, 하악 치은암은 골 침윤여부에 

관계없이 경부 임파절 전이를 보였다. 

4. 수술 후 원격 전이된 증례 6증례 중 술후 6개월 이내에 발견된 경우가 4 

증례였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악 치은암의 경우 골 침윤여부에 관계없이 경부 

임파절 절제술을 고려해야 하며, 진행된 치은암의 경우에는 수술 후 6개월까지 

원격 전이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적관찰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었다. 치은암은 

원발병소의 크기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치은의 두께가 얇아서 하부 악골조직에 

비교적 쉽게 침윤되기 때문에 T4병기로 분류되는 현재의 병기 분류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치은암을 적절히 치료하고 좋은 예후를 보장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이다. 따라서 치과 치료시 치은을 항상 관찰할 수 있는 

치과의사들의 구강암에 대한 관심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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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AbstractAbstractAbstract 
Characteristics and prognosis of 

gingival squamous cell carcinomas 
 

Eun-Joo Choi 

Department of Dent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In-Ho Cha, D.D.S., M.S.D., Ph.D.) 
 

Gingiva is the region in which squamous cell carcinoma occurs most frequently but the 

tongue in the mouth, and squamous cell carcinoma in the gingiva is detected relatively early, 

but sometimes it is not easily distinguished from other diseases such as periodontitis, and as a 

result, surgical treatment like dental extraction is performed first and it is known that, in such 

a case, infiltration into adjacent tissue happens easily and thus prognosis is poor compared to 

cancers in other regions of the mouth. Nevertheless, there have been few reports on long-

term results of the treatment of gingival cancer, and controversies have been continued on 

how the prognosis is affected by a local trauma in the lesion before diagnosis or by the 

degree of bone infiltration of the primary lesion. 

Thus, the present author followed up the records of 79 patients who visited the Department 

of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 of the Dental Hospital of Yonsei University and were 

treated for squamous cell carcinoma in the maxillary or mandibular gingiva during the period 

from January 1993 to December 2007, and obtained results as follows. 

1. Significant variables determining the prognosis of squamous cell carcinoma were the 

size of the primary tumor, infiltration into adjacent soft tissue, and cervical lymph 

node metastasis. 

2. Among the cases that squamous cell carcinoma in the gingiva occurred in the 

edentulous jaw region, 17.2% had invasive treatment like dental extraction, but 

among the cases that it occurred around the teeth, 72.9% had invasive treatment. 

3. Cervical lymph node metastasis was more frequent in mandibular gingival cancer than 

maxillary one. Among the cases of maxillary gingival cancer, those with b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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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iltration had cervical lymph node metastasis more frequently than those without, 

but the cases of mandibular gingival cancer had cervical lymph node metastasis 

frequently regardless of bone infiltration. 

4. Among 6 cases with postoperative remote metastasis, 4 cases were detected within 6 

months from the operation. 

Considering the results above, for mandibular gingival cancer, it is necessary to perform 

cervical lymph node resection regardless of bone infiltration and to diagnose closely with the 

possibility of remote metastasis in mind until 6 months from the operation. Because 

squamous cell carcinoma in the gingiva infiltrates into lower osseous tissue despite the small 

size of the primary mass, and is classified as T4 stage due to the thin nature of the gingiva 

itself. Therefore, current classification system needs to be improved.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proper management with good prognosis is early diagnosis. Thus, dentists need to 

be well concerned about oral cavity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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