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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무엇보다 중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임상적으로 경부림프절 전이가 의심되는 경부는 치료적 경

두경부암의 예후인자 중 가장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는 종

부청소술을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의견에는 큰 이의가 없으나,

양의 경부 림프절 전이이다. 구인두의 편도에 발생하는 편평

경부 림프절 전이가 없는 종양에 있어서 예방적 경부청소술

세포암종도 예외가 아니며, 전이 빈도가 커서 문헌보고에 따

의 시행유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란의 여지가 많다.

라 많게는 50%까지 보고되고 있다.1)2) 따라서, 편도 편평세

편도 편평세포암종은 해부학적 이유로 일측으로 편향된 종

포암종의 치료에 있어서 경부 림프절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양위치를 가지기 때문에 반대측 경부 림프절의 전이는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조기 병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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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물어 환자 내원시 이미 연구개나 혀기저부로의 진행된 병
변을 가지며, 병변측으로의 경부 림프절 전이가 의심되는 경
우가 많아 이럴 경우 양측으로의 림프절 전이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많은 기관에서 일차 치료로 방사선 치료를 선호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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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경부 림프절 전이의 조직병리학적 자료를 알기 어려워 반

적 경부청소술을 2예 시행하였으며 임상적으로 경부전이가

대측 경부 림프절 전이의 빈도를 보고한 문헌은 극히 드물다.

없었던 10예의 병변측 경부의 치료는 모두 상견갑설골 경

이에 저자들은 수술적 초치료를 시행한 편도 편평세포암

부청소술을 시행하였다. 임상적 N0인 반대측 경부는 상견

종 환자의 반대측 경부 림프절 잠재전이 및 예후에 미치는

갑설골 경부청소술이 40예였으며, 확장형 상견갑설골 경부

영향을 검토하여 향후 치료의 지표로 삼고자 본 연구를 시

청소술, 외측 경부청소술 및 변형적 경부청소술이 각 1예

행하였다.

씩이었다.

대상 및 방법

술 후 방사선 조사
대상환자 43예 중 병리학적으로 경부전이가 관찰되거나
양성의 수술 변연을 가진 33예에서 술 후 방사선치료를 추

환자 및 종양특성
1992년 5월부터 2003년까지 12월까지 만 11년 7개월

가하였으며, 10예에서는 수술만으로 치료를 종결하였고, 방

간 본원에서 편도의 편평세포암종을 진단받고 완치를 목적

사선 조사량은 5040 cGy에서 6780 cGy로 평균 조사량은

으로 수술을 초치료로 시행받았던 76예 중 병변 반대측 예

5986 cGy였다.

방적 경부청소술을 시행한 43예 환자의 의무기록을 후향적
으로 분석하였다. 남자가 37예, 여자가 6예였으며, 진단 당

추적조사 및 평가

시 환자연령 분포는 32세에서 78세로 평균 56세였다. 병

추적 관찰 기간은 최소 2개월에서 120개월로 평균 38개

리 조직학적 소견은 43예 모두 편평세포암종이었다. 병기

월이었으며, 생존 시 최소 1년 이상 추적 관찰하였다. 통계

는 2002년 AJCC 분류법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모든 예에

학적 분석은 윈도우용 SPSS(V12)를 이용하여, 생존율은

서 CT 또는 MRI를 촬영하여 Mancuso의 기준에 따라 경

Kaplan-Meier 방법과 Log-rank test를 사용하였고, 성별,

부 병기를 결정하였다. 원발병소의 임상적 병기는 T1이 3예,

나이, 원발병소의 병기, 병변측 경부림프절의 병기, 편도주

T2가 22예, T3가 14예, T4가 4예였으며, 림프절의 임상적

위 침범 등과 같은 임상인자들과 반대측 경부전이와의 관

병기는 N0가 10예, N1 10예, N2a 8예, N2b 11예 및 N3

계는 Fisher’
s exact test를 이용하였다. p-value가 0.05

가 4예였다(Table 1).

이하인 경우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하다고 판정하였다.

결

원발 병소의 치료 및 재건

과

경구강 접근법으로 종양을 제거한 3예를 제외한 나머지
40예에서는 방정중 하악골절제술(paramedian mandibulo

병리학적 경부병기

tomy)을 통해 편도의 병변을 제거하였으며, 결손부위의 재

cN0인 10예에서는 병변측 및 반대측 모두 병리학적 전

건은 37예에서 전완 유리피판을, 대흉근 피판 및 외측 대

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임상적으로 림프절 전이가 의심되었

퇴부피판을 각 1예를 이용하였으며, 4예에서는 특별한 재건

던 병변측에서는 대상 환자 33예 모두 병리학적 전이가 관

없이 이차적 치유를 도모하였다.

찰되었으며, 반대측에서는 7예에서 병리학적 전이가 관찰
되었다. 따라서 전체 43예의 반대측의 잠재적 경부 전이율
은 16%(7/43)을 나타냈으며, 병변측의 경부전이가 있는 경

경부 림프절의 치료
경부전이가 의심되었던 33예의 병변측 경부는 고식적 경

우에는 21% (7/33)를 나타내었다. 임상적 원발 병소의 병

부청소술을 25예, 확장형 고식적 경부청소술을 6예, 변형

기에 따른 반대측 잠재적 경부림프절 전이의 비율을 보면,
T2가 5%(1/20), T3 36%(5/14), T4가 25%(1/4)였으며,

7DEOH&OLQLFDOVWDJLQJIRURYHUDOOSDWLHQWSRSXODWLRQ(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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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n=3)의 경우 1예도 없었다(Table 2). 잠재전이가 관찰
되었던 전이 림프절의 위치를 보면, Ⅱ에서 4예(57%, 4/7),
Ⅲ에서 2예(29%, 2/7), Ⅳ에서 1예(14%, 1/7)가 관찰되었
으며, Ⅰ에서 관찰된 예는 1예도 없었다.
경부림프절 전이와 임상인자와의 관계
병변측 경부 림프절 전이가 관찰된 33예 환자의 임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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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의의 있게 많았다(p=0.016)(Table 3).

인자들과 반대측 경부림프절 전이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성별, 나이, 병변측 다발성 경부림프절의 전이 및 편도주위
침범과 반대측 경부림프절 전이와는 통계학적 차이는 없었

경부림프절 전이와 생존율과의 관계

으나 원발병소의 임상적 병기가 진행된 경우에는 조기 병

대상 환자 43예 중 무병생존은 34예였고, 질병으로 사

기에 비해 반대측 병리학적 경부 림프절 전이가 통계학적

망한 예는 6예, 다른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가 2예였으며, 나

7DEOH  ,QFLGHQFH RI FRQWUDODWHUDO RFFXOW PHWDVWDVHV E\ 7
VWDJH(Q )

머지 한 예는 수술과 관련하여 술 후 1개월 뒤 폐혈증으로
사망하였다. pN0인 환자 10예는 모두 무병 생존하였다. 반

76WD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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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사망하였고 사망시까지 평균기간은 술 후 22개월이었

7



()

다. Kaplan-Meier 방법에 따른 5년 생존율 및 무병생존

7



()

율은 반대측 경부림프절 전이가 있는 7예가 각각 28%로, 전

7RWDO



()

이가 없는 36예의 80%, 92%보다 통계학적으로 의의있게

대측 경부림프절 전이가 있었던 7예 중 4예(57%)가 질병




7DEOH&OLQLFDOIDFWRUVDIIHFWLQJWRWKHFRQWUDODWHUDOSRVLWLYH
QRGHLQWRQVLOODUFDQFHUSDWLHQWVZLWKLSVLODWHUDOS1(+) (Q )

낮았다(p=0.0377 & 0.0069)(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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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 전이 림프절의 정도는 편도 편평세포암종의 예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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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인자이다.3-6) Givens 등7)은 162
예 편도암 편평세포암종 환자의 후향적 분석에서 N0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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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생존율 분석에서 병변측의 경부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





는 28%의 생존율을 나타내나 양측으로의 경부림프절 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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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을 시는 8%로 생존율이 감소함을 보고하였다. 또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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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생존율은 70%이나 N1 이상의 경부 림프절전이가 있을
시에는 27%로 급격히 낮아짐을 보고하였다. Spiro 등8)도
1069명의 경부 청소술을 시행한 구강 및 구인두암 환자의

부 재발 시 구재율이 30% 내외 정도로 매우 낮아 편도의 편
평세포암의 초 치료시 경부 림프절의 치료는 무엇보다 중요
하다 하겠다.9)10)
편도의 편평세포암은 진단 당시 이미 경부 병기가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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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된 경우가 많다.11-13) 따라서 병변측의 경부 림프절 전

다고 생각한다.

이가 있는 경우에는 일차 병변의 초 치료로 방사선 치료를

편도암 수술치료의 경부 절제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논

시행한다 하더라도 경부에 대해서는 고식적 혹은 변형적 경

란의 여지가 많다. Candela22)나 Shah 등23)은 Ⅰ보다는 Ⅳ에

부청소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14)15) 또한 T2 이상

서 전이가 더 많이 관찰되므로 선택적 경부 청소술로 외측

에서 동측의 잠재 경부 전이율은 많게는 35%까지 보고됨으

경부청소술을, Spiro17) Byers24) 및 가장 최근의 보고인

16)17)

예방적 경부 청소술 시행여부에 대해서도 일정 정

Vartanian 등13)은 Ⅰ, Ⅱ, Ⅲ을 포함하는 상견갑설골 경부

도 의견의 일치가 있다. 그러나 병변 반대측의 잠재적 경부

청소술이 더 적합하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 경부 level

림프절 전이율과 함께 이에 따른 치료방법에 대한 보고는

Ⅰ에서는 잠재전이가 한 예도 없지만 대상 예가 작아 결론

극히 드물다.

을 내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기존 문헌의 고찰을 통해 확

로써

본 연구에서 편도 편평세포암의 반대측 경부의 잠재전이

장형 상견갑설골경부청소술(Ⅰ-Ⅳ)이 아직은 합당하다고 생

율은 16%(7/43)로 나타났으며, 모두 병변측 경부전이가 있

각하나, 앞으로 충분한 예의 전향적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

을시 존재하였다(21%, 7/33). 또한 일차병변의 병기가 T3

각한다.

이상인 경우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반대측 림프절 전이가
나타났으며, 반대측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 생존율이 급격

결

론

히 저하됨을 관찰 할 수 있었다. 따라서 T3N(+) 이상의 편
도 편평세포암종의 경부 치료에 있어 반대측의 경부를 예방
적 치료에 포함시켜야 한다.

편도 편평세포암종 43예의 반대측 경부의 예방적 경부
청소술을 시행한 본 연구에서 동측의 경부 전이가 있을시 반

이와 같은 T3이상의 편도 편평세포암종의 반대측 N0 경

대측 경부의 잠재전이율은 21%로 나타났다. 또한 일차병변

부 치료의 방법에는 방사선 치료와 수술적 치료 모두를 고

의 병기가 T3 이상인 경우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반대측

려해 볼 수 있다. 통상적인 방사선 치료는 양측 port를 사용

경부림프절 전이가 나타났으며, 반대측 림프절 전이가 있

해 방사선 조사를 시행함으로써 방사선 치료의 가장 치명적

는 경우 생존율이 급격히 저하됨을 관찰 할 수 있다. 따라서

인 합병증인 구강건조증(xerostomia)의 발생을 피할수 없

T3N(+) 이상의 편도 편평세포암종의 반대측의 경부는 예

다. 물론 최근에 구강건조증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방적인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일측만으로 방사선 port를 설정하여 치료한 보고들이 발표
되고 있으나 종양학적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의 일치

중심 단어：편도암·림프절 전이·경부청소술.

가 미미한 실정이다.18-20) O’
Sullivan 등21)의 최근 보고에

3&'&3&/$&4

의하면 228명의 편도 편평세포암종의 일측 port 방사선 치

4,# 6QRZ *% YDQ GHQ %UHNHO 0: /HHPDQV &5 3DWHO 3 6XUJLFDO

료의 결과에서 T2 이하의 조기 편도암에서의 반대측 N0

PDQDJHPHQWRIFHUYLFDOO\PSKQRGHVLQSDWLHQWVZLWKRUDODQGRUR
SKDU\QJHDOFDQFHU5HFHQW5HVXOWV&DQFHU5HV
5,# .RZDOVNL /3 0HGLQD - 1RGDO PHWDVWDVHV 3UHGLFWLYH IDFWRUV 2WR
ODU\QJRO&OLQ1RUWK$P
6,# %DUUV'0'H6DQWR /:2¶)DOORQ :0 6TXDPRXVFHOOFDUFLQRPD
RI WKH WRQVLO DQG WRQJXHEDVH UHJLRQ $UFK 2WRODU\QJRO 

7,# (GVWURP 6 -HIIHUVVRQ 3+ /LQGVWURP - &DQFHU RI WKH WRQVLOODU UH
JLRQ$VSHFWRQWUHDWPHQWPRGDOLWLHVZLWKUHIHUHQFHWRDVWXG\RQSD
WLHQWVWUHDWHGE\LUUDGLDWLRQ/DU\QJRVFRSH 
8,# )OHPLQJ,.0DW]*-3RZHOO:-&DUFLQRPDRIWKHWRQVLO6XUJ&OLQ
1RUWK$P
9,# 0DQWUDYDGL59/LHEQHU(-*LQGH-9 $QDQDO\VLVRIIDFWRUVLQWKH
VXFFHVVIXO PDQDJHPHQW RI FDQFHU RI WKH WRQVLOODU UHJLRQ &DQFHU

:,# *LYHQV &' -RKQV 0( &DQWUHOO 5: &DUFLQRPD RI WKH WRQVLO $Q
DO\VLVRIFDVHV$UFK2WRODU\QJRO
;,# 6SLUR5+$OIRQVR$()DUU+:6WURQJ(:&HUYLFDOQRGHPHWDV
WDVLVIURPHSLGHUPRLGFDUFLQRPDRIWKHRUDOFDYLW\DQGRURSKDU\Q[
$FULWLFDODVVHVVPHQWRIFXUUHQWVWDJLQJ$P-6XUJ
<,# 3DFKHFR2MHGD/0DUDQGDV3-XOLHURQ0/XVLQFKL$0DPHOOH*
/XERLQVNL%6DOYDJHVXUJHU\E\FRPSRVLWHUHVHFWLRQIRUHSLGHUPRLG
FDUFLQRPDRIWKHWRQVLOODUUHJLRQ$UFK2WRODU\QJRO+HDG1HFN6XUJ


경부의 치료 실패는 없으나, T3 이상의 병변에서는 반대측
N0 경부의 21%에서 재발하여 선택적 일측 방사선치료를
시행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와 더불어 T3 이상의 일차 병
변은 대개 유리피판의 의한 재건이 필요한데, 병변측의 경
부 림프절 전이로 말미암아 통상적으로 고식적 경부청소술
을 시행했을 시 내경정맥의 결찰로 인해 피판의 공급혈관
제공의 어려움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반대
측 예방적 경부 청소술을 시행한다면 반대측 경부의 혈관
을 이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더욱이 경부의 예방적 수술
치료는 합병증이 미미하고 수술시간의 연장이 그리 크지 않
으며, 조직병리학적 자료를 얻을 수 있으므로 환자와 그 보
호자에게 예후에 대해 더 정확한 지식을 제공할 수도 있을
뿐더러, 실재로 잠재전이가 발생했을시 방사선 치료를 추
가한다면, 수술 및 방사선치료를 함께 할 수 있는 장점도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저자들은 수술적 치료가 더 유리하

996#

⮦ல⮦⮷ᤦ⯚ᵂᐆ૮☏ҫᕮ♆Ⴚ
43,# 2JUDG\0'R\OH3-)ORUHV$'&DQFHURIWKHWRQVLO-2WRODU\QJRO

4;,# /XVLQFKL$:LEDXOW30DUDQGDV3([FOXVLYHUDGLDWLRQWKHUDS\7KH


44,# /HH6<-XQJ6+5KD.:.DQJ--6KLP-+<DQJ:,HWDO1HFN
QRGHPHWDVWDVLVRIVTXDPRXVFHOOFDUFLQRPDRIWKHWRQVLO.RUHDQ-
+HDG1HFN2QFRO
45,# -RQHV $6 )HQWRQ -( +XVEDQG '- 7KHWUHDWPHQWRI VTXDPRXVFHOO
FDUFLQRPD RI WKH WRQVLO ZLWK QHFN QRGH PHWDVWDVHV +HDG 1HFN

46,# 9DUWDQLDQ-*3RQWHV($JUD,0&DPSRV2')LOKR-*&DUYDOKR
$/ HW DO 'LVWULEXWLRQ RI PHWDVWDWLF O\PSK QRGHV LQ RURSKDU\QJHDO
FDUFLQRPDDQGLWVLPSOLFDWLRQVIRUWKHHOHFWLYHWUHDWPHQWRIWKHQHFN
$UFK2WRODU\QJRO+HDG1HFN6XUJ
47,# %UDGIRUG&5)XWUDQ13HWHUV*0DQDJHPHQWRIWRQVLOFDQFHU+HDG
1HFN
48,# *HQGHQ(0)HUOLWR$6FXOO\&6KDKD$5+LJJLQV.5LQDOGR$
&XUUHQWPDQDJHPHQWRIWRQVLOODUFDQFHU
49,# %\HUV50:ROI3)%DOODQW\QH$- 5DWLRQDOHIRUHOHFWLYHPRGLILHG
QHFNGLVVHFWLRQ+HDG1HFN6XUJ
4:,# 6SLUR-'6SLUR5+6KDK-6HVVLRQ5%&ULWLFDODVVHVVPHQWRIVXS
UDRPRK\RLGQHFNGLVVHFWLRQ$P-6XUJ


WUHDWPHQW RI HDUO\ WRQVLOODU WXPRUV ,QW - 5DGLDW 2QFRO %LRO 3K\V

4<,# -DFNVRQ60+D\-+)ORUHV$'&DQFHURIWKHWRQVLO7KHUHVXOWVRI
LSVLODWHUDOUDGLDWLRQWUHDWPHQW5DGLRWKHU2QFRO
53,# .DJHL.6KLUDWR+1LVKLRND7,SVLODWHUDOLUUDGLDWLRQIRUFDUFLQRPDV
RI WRQVLOODU UHJLRQ DQG VRIW SDODWH EDVHG RQ FRPSXWHG WRPRJUDSKLF
VLPXODWLRQ5DGLRWKHU2QFRO
54,# 2¶6XOOLYDQ%:DUGH3*ULFH%*RK&3D\QH'/LX)HWDO7KH
EHQHILWV DQG SLWIDOOV RI LSVLODWHUDO UDGLRWKHUDS\ LQ FDUFLQRPD RI WKH
WRQVLOODUUHJLRQ,QW-5DGLDW2QFRO%LRO3K\V
55,# &DQGHOD)&.RWKDUL.6KDK-3DWWHUQVRIFHUYLFDOQRGHPHWDVWDVLV
IURPVTXDPRXVFDUFLQRPDRIWKHRURSKDU\Q[DQGK\SRSKDU\Q[+HDG
1HFN
56,# 6KDK-3DWWHUQVRIFHUYLFDOO\PSKQRGHPHWDVWDVLVIURPVTXDPRXV
FDUFLQRPD RI WKH XSSHU DHURGLJHVWLYH WUDFW $P - 6XUJ 

57,# %\HUV 50 &OD\PDQ */ 0F*LOO ' 6HOHFWLYH QHFN GLVVHFWLRQV IRU
VTXDPRXV FDUFLQRPD RI WKH XSSHU DHURGLJHVWLYH WUDFW 3DWWHUQV RI
UHJLRQDOIDLOXUH+HDG1HF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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