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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구강편평상피세포암에서의 치성요인에 관한 연구

구강편평상피세포암의 원인적 요소로서 지금까지 가장 많이 연구되어 온 것은

흡연이다. 흡연은 구강뿐만 아니라 신체 다른 부위 원발암의 발암원인으로서 광범

위한 역학적 연구에서 분자생물학적인 수준까지 매우 많은 연구가 되어져 왔다.

구강암은 흡연 이외에도 햇빛, 음주, 바이러스, 기호품을 씹는 습관, 비타민 결

핍, 온도자극 등이 원인적인 요인들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구강은 이런 일반적인

원인요소 이외에도 다른 장기와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외인성 자극 물

질과의 빈번한 접촉은 물론, 구강내의 많은 치성요인들도 연조직을 지속적으로 자

극하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치성 요인에 관한 것은 지금까

지도 특이적인 연구가 거의 이루어진 바 없어 치과의사나 구강암의 진단과 치료

에 종사하는 전문인들조차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더욱이

국내에서는 이러한 요인에 대하여 심도 있게 이루어진 연구는 아직까지 없었다.

이에 저자는 구강편평상피세포암의 발생에 치성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고자 각 치성요인 항목을 세분화하여 구강편평상피세포암과의 연관성 및 의치장

착과의 연관성을 조사하였으며, 임상기록상 특기할 사항과 흡연 및 음주의 영향요

인을 배제하고 구강편평상피세포암에서의 치성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연세의료원에서 병리조직학적으로 편평상피세포암으로 진단 받은

환자 100명(남: 75명 여: 25명)과 전신적으로 종양의 병력이 없는 154명을 대조군

으로 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치아항목 6개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흡연군과 비흡

연군, 음주군과 비음주군으로 다시 나누어 역시 각 집단에서의 치성요인을 분석하

였다. 한 변수에 대한 환자군과 대조군의 구강편평상피세포암과의 연관성을 카이

자승검정(χ2-test) 방법을 이용한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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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강편평상피세포암의 발생에서 치성요인은 수복치 항목이 통계적인 유의

성을 보여 과거 불량한 구강위생상태와 불량한 치아수복에 의한 지속적인

자극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2. 상실치는 흡연자에서, 수복치와 치조골 흡수정도는 비흡연자에서 구강편평

상피세포암의 발생과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었다.

3. 음주와 흡연 자체는 구강편평상피세포암의 발생에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

었지만, 두 가지가 병행될 경우 구강편평상피세포암의 발생에 유의한 연관

성을 나타내었다.

상기한 바와 같이 구강편평상피세포암의 발생에 있어서 구강내 치성요인의 위

험성이 존재하는 경우, 흡연 및 음주의 위험요인과 함께 그 위험성은 더욱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금연 및 금주와 함께 적절한 치아수복과 청결한 구강

위생 관리가 구강편평상피세포암의 예방적 측면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핵심되는 말 : 구강편평상피세포암, 치성요인, 흡연,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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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편평상피세포암에서의

치성요인에 관한 연구

(지도 차 인 호 부교수 )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남 웅

I . 서 론

1953년 Slau gh ter 등2 3 )은 광범위하고 반복적인 발암물질에 노출된 결과로 상기

도소화기계(u p p er aerodigestive tract)에는 산발적이며 서로 다른 진행단계를 보이

는 암종이 발생한다는 field can cerization " 을 주장하였다. 최근에는 여러 가지

유전자 실험과정을 통해서 구강편평상피세포암의 발생은 정상적인 세포생리

(n orm al cellu lar p hysiology)를 관장하는 신호전달체계(sign al tr an sd u ction

p ath w ays)내 유전자의 양적, 질적인 변화에 기인하는 다단계 과정(m u ltistep

p rocess)을 거친다는 것이 구강암 발암기전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2 0 ) .

구강편평상피세포암의 치료로서 외과적 수술방법, 방사선 조사요법, 항암화학

요법, 면역요법 및 복합요법 등이 개발되어 임상에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구강암

치료 후에 국소재발 (region al recu rrence) 과 이차성 종양 (secon d p rim ary

m align an cies) 발생을 예방하지 못하여 치료성적이 크게 향상되지 않았다. 이런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강편평상피세포암의 원인을 보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확히 규명하고 전암병소단계에서 치료하거나, 이미 구강암을 치료받은 환자들에

서도 이차성 종양을 예방하기 위한 치료가 필요하다.

구강편평상피세포암 발생에는 흡연과 음주가 중요한 원인적 요소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비흡연자에 대한 흡연자의 상대적인 위험도는 연구자들마다 다양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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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보고하고 있다2 ,4 ,6 ,9 ,1 6 ,1 7,1 9 ,2 2 ,24 ,2 6 ,2 8 ,3 0 ) . Wyn der 등2 8 )은 구강암 환자에서 흡연자의

비율이 많았음을 보고하였고, 류 등3 0 )은 비흡연자보다 흡연자에서 구강암 발생 위

험도가 2.1배 높음을, Grah am 등9 )은 과흡연자에서 이러한 위험성이 5.6배 높음을

보고하였다.

구강편평상피세포암의 발생에 있어서 음주의 역할은 의견이 다양하다

2 ,9 ,1 6 ,1 7,2 2 ,24 ,2 6 ) . 실험적으로 순수한 알코올 그 자체는 암 발생과 연관성이 없다는 주

장1 2 )과 달리 Grah am 등9 )과 Boffetta 등2 )은 음주 자체의 위험성을 보고하였다. 더

구나 Rothm an과 Keller 2 2 )는 흡연과 음주를 같이함으로써 구강암 발생의 위험도가

더 증가된다고 하였다.

이밖에도, 구강편평상피세포암의 발생원인으로서 식이 습관 및 영양상태4 ,9 ,1 6 ,2 8 ),

유전자 변형1 0 ,1 1 ), 바이러스7), 구강청정제5 ,1 8 ), 햇빛2 8 ), 구강위생상태 및 치성요인

5 ,9 ,1 2 ,1 5 ,1 6 ,2 5 ,2 7,2 8 ,3 1 )등이 보고되었고, 현재에도 보다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다양

한 연구들이 진행중이다.

불량한 구강위생상태나 치아상태에 기인한 구강편평상피세포암 발생 위험성에

대한 연구로는 Wyn der 등2 8 )이 치성요인의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한 바 있고,

Grah am 등9 )은 음주 및 흡연의 영향요인을 배제하였을 때, 부적절한 치열

(in adequ ate den tition)을 가진 경우 구강편평상피세포암 발생의 위험성이 높음을

보고하였다. M arsh all 등1 6 )은 치아상태를 세분하여 상실된 후 수복되지 않은 치아

의 수가 구강편평상피세포암과 연관되어 있었으며, 그 외 우식치나 상실치, 수복

된 치아의 수가 많을수록 구강암의 위험성이 증가함을 보고하였다. Maier 등1 5 )은

구강암 환자에서 칫솔질 횟수와 치과 정기검사 횟수로 표현되는 구강위생상태가

불량하였음을 보고하였다. 이들은 또한 구강암 환자들의 사회적 지위(social strata)

가 낮은 것이 불량한 구강위생상태와 관련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최근에 Lock art 등1 4 )은 비록 의치나 보철물과 직접적으로 접촉되어 수년간 만

성적인 자극을 받으면서도 종양이 발생되지 않은 환자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

강편평상피세포암의 대다수는 그러한 부위에서 발생된다는 것과 의치장착시 종양

및 임파절 크기와 연관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Velly 등2 7)은 칫솔질 횟수가 적을수

록 구강암 발생 위험성이 높았으나 파절치와는 연관성이 없다고 하였다. 또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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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그 자체가 구강편평상피세포암 발생의 원인이 아니라 잘 맞지 않는 의치가

종양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국내에서도 민3 1 )은 잘 낫지 않는 발치창과 연

관된 구강편평상피세포암의 원인으로서 우식치아의 개수 등을 언급한 바 있다.

이런 연구결과들에서 구강편평상피세포암 발생에서 흡연은 물론이지만 구강위

생상태나 치아상태는 구강암발생에 있어서 구강내 연조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구강암에서만 특징적인 원인 요소로 여겨지는 치성요인 중

에서 수복치, 상실치, 우식치, 치조골 건강정도 및 의치장착기간 등을 조사하여 이

런 요소들이 구강편평상피세포암 발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고, 또한

구강암은 물론이고 신체 다른 부위 원발암의 원인 요소로 알려진 흡연과 음주의

영향을 고려한 상태에서 이런 치성요인과 구강암 발생과의 관계를 후향적 방법으

로 밝혀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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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1) 환자군

1986년부터 2000년 2월까지 연세의료원에서 구강편평상피세포암으로 진단된

환자중 임상기록과 초진시 파노라마 사진(p an oram ic radiograp h)의 검토가 가능하

고 신체 다른 부위의 악성종양 병력이 없는 1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대조군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에 내원한 환자중 전신적으로 특기할 종양의 병력이

없는 2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한 후, frequ en cy m atch in g법을 이용하여 환자군과 연

령, 성비가 비슷한 154명을 표본추출 하여 대조군으로 선정하였다.

2. 연구방법

1) 임상기록 및 파노라마 사진의 검토

(1) 임상기록의 검토

병리조직학적으로 구강편평상피세포암으로 확인된 연구대상 환자의 임상기록

과 직접문진을 통하여 나이, 성별, 발생부위, 음주 및 흡연력을 조사하였다.

흡연력은 하루에 피는 담배 갑 수와 흡연년 수의 곱으로 표현되는 p ack-years

로 표시하였고, 음주력은 유무만 조사하였다.

(2) 파노라마 사진의 검토

환자의 초진시 파노라마 사진을 검토하여 상실치아수, 수복치아수, 우식치아수,

치조골 흡수정도, 상실된 채 수복되지 않은 치아 수를 조사하였다.

상실치아수 및 수복치아수, 우식치아수는 편의상 총 28개의 치아를 4등분하였

으며, 상실된 후 수복되지 않은 치아 수는 1-2개, 3-4개, 5-7개, 8-14개, 15-28개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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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치조골 흡수정도는 경도 (incip ien t : 백악질-법랑질 경계로부터

2-3m m 하방까지), 중등도 (m od erate : 백악질-법랑질 경계 2-3 m m 하방에서부터

치근분지부 직상방까지), 고도 (ad vanced : 치근분지부가 이환된 경우)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2) 통계학적 분석

SAS system 6.12 version을 이용, 수복치(rep aired teeth), 상실치(lost teeth), 우

식치(decayed teeth), 치조골 흡수정도(alveolar bon e resorp tion), 의치장착기간

(p eriod of d entu re u se), 상실된 후 수복되지 않은 치아 (loss bu t n ot rep laced

teeth)의 항목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연구대상 환자군 및 대조군에서의 각 치아항

목과 구강편평상피세포암과의 연관성, 발생부위와 각 치아항목과의 연관성을 비모

수적 통계분석방법인 카이자승검정(χ2-test)으로 유의수준 0.05에서 평가하였다.

음주 및 흡연 요인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환자군과 대조군을 흡연군-비흡

연군, 음주군-비음주군으로 분류하여 구강편평상피세포암 발생과의 연관성을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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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 연 구 결 과

1. 임상적 분석

1) 나이별 분포

평균연령은 환자군이 59.5세, 대조군은 57세였다 (표1).

2) 성별 분포

환자군과 대조군 모두에서 남:녀=3:1의 비율이었다 (표1).

표1 . 나이 및 성별 분포

분류
환자군 대조군

남 여 남 여

나이

80세 이상

70- 79
60- 69
50- 59
40- 49
30- 39
20- 29

1
10
25
22
11
5
1

1
3
9
6
5
1
0

1
10
33
39
32

1
0

3
6
7

10
11
1
0

인원수(비율) 75 (75%) 25 (25%) 116 (75%) 38 (25%)

평균연령 59.5세 57세

3) 흡연자 분포

흡연자는 환자군에서 남 : 여 = 53 : 1, 대조군에서는 남 : 여 = 80 : 1의 비율

이었다 (표2). 또한 환자군에서 60대가 18명, 50대가 15명으로 전체의 33 %를 차지

하고 있었으며, 대조군에서는 60대가 23명(15 %)이었으며, 50대가 26명, 40대가 26

명으로 60대 및 50대가 전체의 32 %를 차지하고 있었다.

흡연자에서 p ack-years로 표현되는 흡연정도는 표3과 같았다.

50,60대에서 흡연정도가 30 p ack-year s이상의 흡연자의 비율은 환자군에서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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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48 %)이었으며, 대조군에서는 36명(44 %)으로 환자군에서 약간 높았다.

흡연정도의 조사가 불가능했던 경우는 환자군에서 3명이었다.

표2 . 흡연자 분포

분류 환자군 대조군

흡연자
남자

여자

53
1

80
1

계 54명 (54%) 81명 (53%)

표3 . 흡연자에서의 흡연정도 분포

Pack- Years 환자군 (%) 대조군 (%)

1- 10

11- 20

21- 30

31- 40

41- 50

51 Pack- years 이상

6명 (12)

13명 (25)

15명 (29)

8명 (16)

7명 (14)

2명 ( 4)

14명 (17)

19명 (24)

21명 (26)

11명 (14)

6명 ( 7)

10명 (12)

계 51명 81명

4) 의치사용자 분포

환자군에서는 16명(16%:남자 15명, 여자1명)이었으며 대조군에서는 23명(15%:남

자15명, 여자8명)이었다 (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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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 의치사용자 분포

분류 환자군 대조군

의치 사용자
남자

여자

15
1

14
8

계 16 (16%) 22 (14%)

5) 원발부위별 분포

혀(ICD-O 141.1,2,3)에 40명 (남자28명, 여자12명), 상하악 치은(ICD-O 143.0,1)

에 38명 (남자29명, 여자9명), 구강저(ICD-O 144)에 12명 (남자12명, 여자0명), 후구

삼각부(ICD-145.6)에 6명 (남자4명, 여자2명), 협부(ICD-O 145.0)에 4명 (남자2명,

여자2명) 순이었다. 남녀 모두에서 혀와 치은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표5).

; WH O In tern ation 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for On cology (ICD-O)의 분류법에

따름

표5 . 원발부위별 분포

남자 여자 합계 (%)

설 28 12 40 (40%)

상하악치은 29 9 38 (38%)

구강저 12 0 12 (12%)

후구삼각 4 2 6 ( 6%)

협부 2 2 4 ( 4%)

2. 각 치아항목과 구강편평상피세포암 발생과의 연관성 (표6)

1) 수복치 (Rep aired Teeth)

수복치아의 수와 구강편평상피세포암 발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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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실치 (Lo st Teeth)

환자군은 15-28개 사이의 치아를 상실한 비율이 대조군보다 3배정도 높았다.

그러나, 상실치와 구강편평상피세포암 발생은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P〉0.05).

3) 우식치 (D ecay ed Teeth )

대조군은 90명(58%)에서 우식치가 없었으며, 환자군은 50명(50%)이었다. 우식

치아수와 구강편평상피세포암의 발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P〉0.05).

4) 치조골 흡수정도 (A lv eo lar Bon e Resorption )

전체적으로 두 집단간의 차이는 없어서 환자 및 대조군에서 중등도(m oderate)

의 치조골 흡수를 보이는 비율은 각각 67%(67명), 59 %(91명)였으며, 매우 진행된

(advan ced) 경우는 각각 32 %(32명), 40%(62명)이었다. 치조골 흡수정도와 구강편평

상피세포암 발생은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P〉0.05).

5) 의치장착기간 (Period of d en ture w earing )

환자군 및 대조군에서 1-9년 간 장착한 군과 10년 이상 장착한 군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환자군 및 대조군에서 10년 이상 의치를 장착한 환자의 비율은 각각

5 %(5명), 3.25%(5명)였으며, 의치장착시 구강편평상피세포암 발생 위험성은 장착하

지 않은 경우보다 약 1.5배 높았다 (OR=1.568, CI=0.442-5.563). 그러나, 의치 장착

기간과 구강편평상피세포암 발생은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었다 (P〉0.05).

6) 상실후 수복되지 않은 치아 (Loss but N ot Rep laced teeth )

수복되지 않은 상실치아수와 구강편평상피세포암 발생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P〉0.05).

3. 음주 및 흡연 요인의 영향

1) 치아항목별

상실치는 흡연자에서 구강편평상피세포암 발생과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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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 치성요인에 따른 구강편평상피세포암과의 연관성

항목 분류 환자군 / 대조군 (%) P - value (95%)

수복치아수

15- 28개

8- 14개

1- 7개

없음

2 / 8 ( 2 / 5 )
14 / 48 ( 14 / 31 )
48 / 72 ( 48 / 47 )
36 / 26 ( 36 / 17 )

0.001

상실치아수

15- 28개

8- 14개

1- 7개

없음

15 / 8 ( 15 / 5 )
16 / 30 ( 16 / 19 )
48 / 86 ( 48 / 56 )
21 / 30 ( 21 / 20 )

0.06

우식치아수

15- 28개

8- 14개

1- 7개

없음

0 / 2 ( 0 / 1)
3 / 6 ( 3 / 4 )

47 / 56 ( 47 / 36 )
50 / 90 ( 50 / 59 )

0.318

치조골

흡수정도

고도 (Advanced)
중등도 (Moderat e)

경도 (Incipient )

32 / 62 ( 32 / 40 )
67 / 91 ( 67 / 59 )

1 / 1 ( 1 / 1 )
0.370

의치장착기간
10년이상

1- 9년

5 / 5 ( 5 / 3 )
8 / 17 ( 8 / 11 )

0.521

상실된 후

수복되지 않은

치아수

15- 28개

8- 14개

5- 7개

3- 4개

1- 2개
없음

2 / 2 ( 2 / 1 )
5 / 7 ( 5 / 5 )

6 / 11 ( 6 / 7 )
11 / 19 ( 11 / 12 )
30 / 48 ( 30 / 31 )
46 / 67 ( 46 / 44 )

0.991

수복치아 수와 치조골 흡수정도는 비흡연자에서 구강편평상피세포암의 발생과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 (P〈0.05).

2) 음주와 흡연의 상관관계

환자군에서 음주자의 비율은 52명(54 %), 대조군에서는 101명(65 %)이었으며, 비

흡자에서 음주는 구강편평상피세포암 발생 연관성과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 (P

〈0.05). 또한, 흡연을 같이 할 경우에도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 (P〈0.05) (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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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 구강편평상피세포암 발생에서의 음주 , 흡연의 연관성

분류 환자군 (%) 대조군 (%)
구강편평상피세포암 발생과의 연관성

(P - value)

흡연만 5명 ( 5) 8명 ( 5) 0.622

음주만 3명 ( 3) 28명 (18) 0.001

흡연 및 음주모두 49명 (49) 73명 (47) 0.001

흡연 및 음주 모두

안함
38명 (38) 45명 (29) 0.622

흡연정도(pack- year s ) 0.449

흡연만 하는 경우는 환자군에서 54명(54 %), 대조군에서는 81명(53 %)이었으며,

구강편평상피세포암의 발생과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P〉0.05).

흡연 및 음주 모두 안하는 경우에도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P〉0.05).

흡연자에서 p ack-years로 표현되는 흡연정도와 구강편평상피세포암의 발생은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P〉0.05).

음주 및 흡연 여부 파악이 불가능했던 경우는 환자군에서 5명이었다. 본 연구

결과에서 흡연 및 음주를 모두 하는 경우와 음주만 하는 경우, 흡연만 하는 경우

와 흡연 및 음주를 모두 하지 않는 경우 사이에 위험성의 차이는 없었다.

4 . 발생부위별 치아항목과의 연관성

1) 혀 (Ton gu e) 및 치은 (G in g iv a)

통계적 분석이 가능했던 원발부는 혀와 치은부위였다.

우식치 항목에서 1-7개정도의 우식치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위

험성이 1.3배 높았다 (P〉0.05, OR=1.301, CI=0.742-2.282).

상실치 항목에서 15개 이상 상실되었을 때는 상실치가 없는 경우보다 위험성

이 2배 높았다 (P〉0.05, OR=2.083, CI=0.695-6.247)

치조골 흡수항목에서는 중등도의 흡수정도를 보이는 경우가 고도의 흡수를 보

이는 경우보다 위험성이 2배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연관성을 나타내었다

(P〈0.05, OR=1.942, CI=1.062-3.549).

상기한 두 부위에서 의치를 10년 이상 장착한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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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이 1.6배 높았다 (P〉0.05, OR=1.600, CI=0.416-6.157).

5. 임상기록상 특기사항

환자군에서 보철물의 변연불량을 호소했던 증례가 4예, 날카로운 치아에 의한

만성적인 자극을 호소했던 증례가 6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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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 고 찰

Goaz 등8 )은 파노라마 사진(p an oram ic radiograp h)은 초기 치조골 흡수, 초기

우식증 발견 등 높은 해상력을 요구하는 진단도구로서는 적합하지 않으나 환자를

직접 관찰하지 않고도 대략적인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였다.

저자는 파노라마 사진(p an oram ic radiograp h)을 이용하여 치성요인의 여러 가지

항목을 모두 얻을 수 있었지만, 수복치 조사에서 파노라마 사진(p an oram ic

rad iograp h)에만 의존하였기 때문에 수복물의 형태나 질(qu ality) 및 구강점막에

대한 자극유무 등은 알 수 없었고, 우식치 감별은 파노라마 사진(p an oram ic

rad iograp h)상의 방사선투과병소 유무로만 판정할 수 밖에 없어 초기 우식증은 판

별이 어려웠다.

Wyn der 등2 8 )은 불량한 구강위생상태(p oor oral hygiene)를 나타내는 객관적

지표는 무치악(edentia)이라 하였고, 이는 음주 및 흡연과는 상관없이 환자군에서

보다 빨리 나타난다고 하였다. Maier 등1 5 )과 Marsh all 등1 6 )은 구강위생상태를 나

타내는 지표로서 칫솔질 횟수와 주기적인 치과방문 빈도 등을 이용하였으며,

Grah am 등9 )은 치석이나 음식물 잔사 축적 정도에 의해 구강위생상태를 측정하고

자 하였다. 이런 다양한 연구방법 및 결과들에서 구강위생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

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접적인 환자의 구강

검사보다 이를 좀 더 객관화시키기 위하여 파노라마 사진 상에서 치조골의 흡수

정도를 측정하였다. 그러나 치조골의 흡수정도는 과거 구강조직의 만성적인 염증

상태를 나타내는 한 지표일 뿐 현재의 구강위생상태를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그

러므로 현재의 구강위생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과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구강

위생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를 찾는 것도 구강암 발생의 원인요소

를 규명하는데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구강편평상피세포암 발생에 음주가 미치는 영향은 이미 여러 연구들에서 밝혀

졌다2 ,9 ,2 2 ) . 이들 연구에서는 1일 음주량(Oz/ d ay) 뿐만 아니라 주종(typ e of

beverage)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연구하여 음주정도가 구강편평상피세포암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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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의 음주문화는 주기적이거

나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술의 종류를 선택하기보다는 음주 당시의 상황이나 기분

에 크게 좌우되는 습성이 있어 문진 기록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음주

량이나 술의 종류에 대한 자세한 분석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정 등3 4 )은 구강편평상피세포암이 60대에서 주로 발생하였으며, 남녀비는 2.5:1,

가장 호발하는 원발부는 하치조 및 치은, 구강저라 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강편평

상피세포암은 남녀 모두 60대에서 호발하였으며(남자 25명, 여자 9명) 남녀비는

3:1이었다. 그리고 혀와 상하악 치은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Grah am 등9 )은 구강편평상피세포암의 위험성이 우식치, 상실치, 수복치의 증가

와 밀접하게 관련 있다고 하였다. 또한, 불량한 치아상태(in adequ ate den tition)가

구강편평상피세포암의 발생에 선행하는 원인적 요소가 된다는 것과 불량한 치아

상태로 구강조직에 외상을 주어 바이러스나 화학적 발암물질들의 유입을 용이하

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수복치(rep aired teeth )의 경우, 구강편평상

피세포암의 발생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 수복치가 갖는 의미는

과거의 구강위생상태가 불량하였음을 나타내주는 객관적인 지표로서 생각되며 이

수치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과거 구강조직이 받은 외상이 많았음을 의미하므로

Grah am의 가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수복 후에도 적절하게

관리되지 못했다면 수복물 자체에 의해서도 지속적으로 구강조직에 자극을 주어

구강편평상피세포암의 발생에 기여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었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환자들에 대하여 직접적인 구강검사를 통한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 자세한 기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에는 구강암 발생환자의 구강

상태에 대한 구체적이고 면밀한 기록을 통하여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필요하

다고 생각된다.

M aier 등1 5 )은 구강암 환자들의 대부분이 사회적 지위(social str ata)가 낮았으며,

이것은 구강암 환자들의 불량한 구강위생상태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환자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능력 정도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았고 후향적

으로 파노라마 사진(p an oram ic rad iograp h)에서 구강상태를 추정해 냈기 때문에

수복물이나 보철물의 질(qu ality)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은 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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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h am 등9 )과 Marsh all 등1 6 )은 상실 후 수복되지 않은 치아(loss bu t n ot

rep laced teeth )의 수가 음주와 흡연의 영향만큼 구강암 발생의 주된 원인요소는

아니나, 상실된 치아가 많을수록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상실치(lost teeth)의 경우, 흡연자에서 유의한 연관성을 갖고 있었다. 반면, 비흡연

자의 경우에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들의 연구결과에서처럼

음주와 흡연의 영향과 치성요인이 함께 존재할 때 구강암의 원인적 요소로 상승

작용을 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일반적으로 인체의 만성적인 염증상태에 의해 활성화된 백혈구가 만성 산화성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암을 유발하는 원인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3 2 ) . 구강에서는 치

조골 흡수정도가 과거의 만성적인 염증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비흡연자의 경우에서 치조골 흡수정도가 암 발생과 유의한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치은부의 만성적인 염증도 구강암의 원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위험도에서 중등도(m od erate) 흡수정도를 보이는 경

우가 고도(ad vanced) 흡수정도를 보이는 경우보다 위험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연

구대상 분포에서 중등도의 흡수정도를 보이는 경우가 절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Rothm an과 Keller2 2 )는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할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구강암 발생의 위험성이 최고 15.5배 높았음을 보고하였다. Grah am 등9 )은 부적절

한 치열(in ad equ ate dentition )을 가진 경우, 흡연 및 음주의 위험요인과 함께 위험

성이 더욱 크게 증가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음주나 흡연자체가 갖는 구강편

평상피세포암 발생과의 연관성은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흡연 및 음주

가 병행될 경우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흡연자에서 p ack-year s의 증

가와 구강편평상피세포암의 발생과는 연관성이 없었다. 이는 흡연자 분포가 환자

군에서 60대가 18명, 50대가 15명으로 전체의 33 %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대조군에

서는 60대가 23명, 50대가 26명, 40대가 26명으로 60대 및 50대가 전체의 32 %를

차지하여 환자군과 대조군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에서

흡연이 구강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원발부가 치은 및 혀인 경우 상실치나 우식치 항목에서, 또 치조골 흡수항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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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장착 항목에서 구강편평상피세포암 발생과 유의성있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한 두 부위는 직접적으로 치아와 접촉하고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구강편평상피세포암의 발생에서 치성요인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부위로 추정할

수 있다.

M arsh all 등1 6 )은 의치를 구강암 발생의 위험적 요소로서 생각할 수 있지만 흡

연 및 음주의 영향을 고려해본다면 그 중요성은 떨어지며, 의치를 장착하는 것 자

체는 구강암 발생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보고하였다1 7,2 6 ) . 본 연구에서도 의치

장착 자체는 구강편평상피세포암의 발생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은 없었지만,

10년 이상 장착 시엔 위험성이 약 1.6배 증가하였다. 이것은 과거의 불량한 구강

위생상태로 인해 구강편평상피세포암 발생의 위험성에 이미 오래 전부터 노출되

어 왔고 오랜 기간 동안 의치를 장착함으로써 의치의 적합성이 부적절하여 구강

조직에 만성적인 자극을 주었을 수도 있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환자군에서 보철물의 변연불량을 호소했던 증례가 4예, 날카로운 치아에 의한

만성적인 자극을 호소했던 증례가 6예였다. 이것은 만성적인 구강조직 자극이 구

강편평상피세포암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요소로서 여겨지는 증례들이라고 사료된

다.

본 연구에서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거나 흡연과 같이 이미

일반적으로 구강암의 원인으로 밝혀진 것도 다소 유의성 있는 결과로만 나타난

것은 연구대상의 모집단 크기가 충분하지 않았고 환자군과 대조군 사이에 흡연정

도의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치성요인들도 후향

적인 연구였기 때문에 환자군의 구강상태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했다는 연구의

한계성을 가졌다. 향후 이런 연구는 좀 더 많은 모집단에서 상당히 장기적인 계획

하에 전향적인 연구를 시행해야 하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흡연 및 음주에 대한

연구방법도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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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결 론

저자 등은 연세의료원에 내원하여 병리조직학적으로 구강편평상피세포암으로

진단 받은 환자 100명과 치과병원에 내원한 환자 중 전신적으로 악성종양의 병력

이 없는 154명을 대조군으로 하여 구강편평상피세포암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치성요인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1. 구강편평상피세포암의 발생에서의 치성요인중 수복치 항목이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었다. 이는 과거 불량한 구강위생상태와 불량한 치아수복에 의

한 지속적인 자극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2. 상실치는 흡연자에서, 수복치와 치조골 흡수정도는 비흡연자에서 구강편평

상피세포암의 발생과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었다.

3. 음주와 흡연 자체는 구강편평상피세포암의 발생에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

었지만, 두 가지가 병행될 경우 구강편평상피세포암의 발생에 통계적인 유

의성이 있었다.

상기한 바와 같이 구강편평상피세포암 발생에 있어서 구강내 치성요인의 위험

성이 존재하는 경우, 흡연 및 음주의 위험요인과 함께 그 위험성은 더욱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금연 및 금주와 함께 적절한 치아수복과 청결한 구강

위생 관리가 구강편평상피세포암의 예방적 측면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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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s trac t s

T h e D e nt al f ac t ors in oral s qu am ou s c e ll c arc in om a

Woon g N am

Dep artm ent of Dentistry, Gradu ate Sch ool, Yon sei Un iver sity

( Directed by associate Professor In -H o Ch a, D .D .S., M .S.D ., Ph .D )

Sm okin g is an m ajor etiologic factor of the oral squ am ou s cell carcin om a

th at h as been m ost w idely stu died . Since sm okin g is also a carcin ogenic agent

of p rim ary cancer in oth er p arts of the hu m an bod y, it h as been stu died from

th e ep idem iological level to the m olecu lar biologic level.

There are m an y etiologic factor s other th an sm okin g, su ch as su n -light,

drinkin g, viru s, betel-nu t ch ew in g, an d vitam in-d eficien cy . H ow ever, the oral

cavity h as frequ ent contacts w ith m an y carcin ogen ic comp ou n d s, an d its soft

tissu e is continu ou sly stimu lated by n u m erou s dental factor s.

H ow ever, there are few sp ecific stu dies on th e effect of den tal factor s, even

den tists an d sp ecialists rarely recognized its im p ortance . Moreover, there h asn ' t

been any in -dep th stu dy on the den tal factor s in Korea .

For th is reason, w e h ave exam ined the detailed d ental factors an d its

correlation w ith oral squ am ou s cell carcin om a, an d den tu re-w earin g effects to

an alyze th e effect of th e d ental factors on the genesis of oral squ am ou s cell

carcin om a. We h ave stu died clin ical con tribu tin g factors an d th e dental factor s

in the gen esis of oral squ am ou s cell carcin om a w hen the effects of sm okin g

an d d rin kin g are controlled .

The stu d y cases are 100 p atien ts (75 m ales an d 25 fem ales) w h o w ere

diagn osed histo-p ath ologically as squ am ou s cell carcin om a at the Yon s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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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 ical Cen ter . Th e control grou p w as 154 p atien ts w h o h ave n o system ic

m align an t tu m ors.

The effects of 6 dental factor s w ere an alyzed in this stu dy . Th ey w ere

divided into th e sm okin g grou p , th e n on-sm okin g grou p , the drinkin g grou p ,

an d th e n on -drinkin g grou p . Th e effects of den tal factor s w ere an alyzed in

each grou p .

In this stu dy, w e h ave d raw n som e conclu sion s on the relation ship betw een

th e dental factor s an d oral squ am ou s cell carcin om a u sin g χ2-test .

1. The rep aired teeth h ave statistical sign ificance on the genesis of

squ am ou s cell carcin om a. This is p robably du e to the com bin in g effects

of p ast p oor oral hy giene an d continu ou s stim u lation d u e to p oor

p rosth esis.

2. Th ere is statistical significan ce of the lost teeth in th e sm okin g

grou p , an d the rep aired teeth an d the degree of alveolar bone

resorp tion h ad statistical significance in the n on -sm okin g grou p .

3. Sm okin g an d d rin kin g by-itself h ave n o statistical significance in th e

genesis of oral squ am ou s cell carcin om a. H ow ever, in combin ation , they

h ave statistical significance .

In th is stu dy, den tal factors h ad a synergistic effect w ith sm okin g an d

drinkin g. Together w ith avoid an ce of sm okin g an d drinkin g, ap p rop riate

restoration an d oral hygiene con trol are m ost im p ortant factor s in the

p reventive asp ects of th e oral squ am ou s cell carcin om a.

Key w ords : Oral squ am ou s cell carcinom a, Dental factors, Sm oking, Dr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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