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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수술적 치료만 받은 구강암 환자에서의  

생존율 및 예후 인자 분석 

 

 

<지도교수 : 남  웅>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김  진  규 

 

 

편평세포암종이 주가 되는 구강암은 근치적 절제가 가능할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일차적으로 선택되며, 진행된 암종의 경우 수술적 치료로 최대한 안전 변연을 

확보한 후, 보조 요법으로서 방사선 치료가 단독, 혹은 항암화학요법과 병행하여 

시행된다. 보조 요법은 진행된 암종에서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데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보조 요법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합병증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양성의 절제연이 명백하게 환자의 생존율을 낮추는 인자임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이에 저자는 구강암 환자의 생존율에 영향을 주는 양성의 절제연 외의 

조직병리학적 인자를 알아보고자, 본원에서 수술적 치료만으로 치료 받은 104명의 

환자에 대한 후향적인 조직병리학적 분석을 시행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경부 림프절 전이 여부는 무질병 생존율과 전체 생존율 모두에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 유일한 조직병리학적 요인이었다(P=0.000). 분화도의 경우 무질병 생존율에 

있어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으나(P=0.102), 전체 생존율의 경우 

저분화의 편평세포암종의 환자가 고분화 혹은 중등도 분화 편평세포암종 환자들에 

비해 불량한 예후를 보임이 확인되었다(P=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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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또 한 가지는 안전 변연이 5mm 미만인 Close 

margin과 5mm 이상의 충분한 안전 변연인 Clear margin의 환자 군 사이에서 

생존율의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점은 안전 변연의 분류 기준을 

다시 정하는 것에 대한 추가적 논의의 필요성과 Close margin이 확인되었을 경우 

보조 요법의 필요성에 대한 결정을 좀 더 숙고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후향적 연구라는 점, 단일 기관의 환자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 표본 

환자 군의 수가 적어 다변량 분석 결과 상의 신뢰 구간이 넓다는 한계는 있으나 

임상가로 하여금 보조 요법의 필요성이나, 원발 부위 혹은 경부 림프절에 대한 추가 

수술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고 

생각된다. 보다 가치 있는 치료 가이드 라인을 만들기 위해 여러 기관에서의, 더 

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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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적 치료만 받은 구강암 환자에서의  

생존율 및 예후 인자 분석 

 

 

<지도교수 : 남  웅>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김  진  규 

 

Ⅰ. 서  론 

 

구강암의 치료 방법으로는 수술적 치료, 방사선 치료, 항암화학요법이 단독 혹은 

복합적으로 선택되어 사용된다. 그 중에서도 근치적 절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일차적으로 선택되며 가장 낮은 재발률을 보인다.(Carvalho, et al., 2003; 

Omura, 2014) 3, 4기의 진행된 암종에 대해서도 수술적 치료로 최대한 안전 변연을 

확보한 후, 보조 요법으로서 방사선 치료 단독 혹은 항암화학요법과의 병행 요법을 

시행하는 것이 현재 구강암에 대한 일반적인 치료 원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Rhodus, et al., 2014) 보조 요법으로 시행되는 방사선치료의 경우 환자의 

무질병 생존 기간을 늘리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방사선 골괴사증(osteoradionecrosis), 

구강건조증, 개구 제한, 절제된 부위의 재건을 위해 사용한 피판의 괴사 등의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Onoda, et al., 2014)  

편평세포암종이 주가 되는 구강암의 예후 인자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임상적, 

진단검사의학적, 조직병리학적, 분자생물학적 분석 등 여러 연구들이 이루어져왔다. 

이렇게 많은 인자들 중 임상가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오직 절제연의 

상태뿐으로, 양성의 절제연이 국소 재발률을 높인다는 근거는 이미 여러 연구에서 

발표되었다.(Ribeiro, et al., 2003; Sieczka, et al., 2001) 이 연구의 목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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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만으로 치료 받은 구강암 환자들에서, 음성의 절제연이 확보된 경우, 전체 

생존율과 무질병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어떤 조직병리학적 예후 인자가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이 예후 인자들을 확인함으로써 수술 후 조직병리학적 

결과를 확인한 임상가로 하여금, 환자의 보조 요법 필요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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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2006년 1월 이후에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구강악안면외과에서 구강의 

편평세포암종으로 진단되어 수술 받은 443명의 환자에 대한 후향적인 진료 기록 

확인을 시행하였다.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는 104명의 환자가 이 연구에 포함되었다.  

 

(1) 수술적 치료만으로 치료 받았을 것. 

(2) 수술 검체에 대한 광범위하고 정확한 병리적 검사가 이루어졌을 것.  

(3) 수술 절제연에서 모두 종양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을 것.  

 

재발한 경우, 원격 전이가 있었던 경우, 이차성 원발암으로 발생한 구강암이었을 

경우의 환자들은 배제하였다. 모든 환자들은 수술 전에 자기공명영상, 양전자 방사 

단층 촬영 등의 경부 림프절 전이 여부, 원격 전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적합한 

영상 검사를 시행하였다. 시행한 영상 검사와 임상 검사를 바탕으로 임상적 N0 

경부(Clinically negative neck node)를 갖는 환자에서는 병소의 발생 부위나 T 

stage를 바탕으로 잠재 전이(Occult metastasis)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예방적 경부 청소술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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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T stage, 종양의 분화도, 림프혈관으로의 침윤, 신경 주위로의 침윤 여부, 

절제연으로부터 병소까지 5mm의 안전 변연이 확보되었는지 여부가 기록되었다. 

생존율과의 연관성이 있는 변수를 확인하기 위한 단변량 분석을 위해 

로그순위검정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다변량 분석을 위해 비례위험모형 분석이 

사용되었다. 0.05 보다 작은 P 값에 대해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통계적 분석은 소프트웨어 SPSS version 23로 시행하였다.  

국소 재발(Local recurrence)은 원발 부위와 원발 부위 주변에 재발된 경우로 

정의하였고 경부 재발(Regional recurrence)은 동측 경부 림프절에 재발된 경우로 

정의하였다.   

병리학적 소견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구강병리학 교실에서 수술로 제거된 

조직편을 헤마톡실린-에오진 염색(Hematoxylin-Eosin staining)하여 판독 후 

보고된 결과를 바탕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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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1. 환자 분석 (Patient analysis) 

 

총 104명의 환자 중, 64명(61.5%)의 환자가 남성이었고 40명(38.5%)의 

환자가 여성이었다. 환자들의 평균 연령은 60세였으며 23살의 환자로부터 85세의 

환자까지 있었다. 이 중 38명의 환자가 국소 및 경부 재발의 소견을 보였으며, 

12명이 사망하였다. 

 

(1) 종양 발생 부위 

 

38명(36.5%)의 환자가 혀에서 종양이 발생하였고, 하악 치은에서 

29명(27.9%), 협점막에 13명(12.5%), 상악 치은에서 13명(12.5%), 구강저에서 

5명(4.8%), 후구삼각부에서 4명(3.8%), 그리고 입술에서는 2명(1.9%)이었다. 

 

(2) T stage 

 

American Joint Committee on Cancer 7판에 따라서 TNM 병기 결정을 

시행하였다. 29명(27.9%)의 환자가 T1 stage였고, 41명(39.4%)의 환자가 T2 

stage, 11명(10.6%)의 환자가 T3 stage, 23명(22.1%)의 환자가 T4 stage였다.  

 

(3) 경부 림프절 전이  

 

전이된 림프절의 소견은 오직 4명의 환자에서만 확인되었다. 이 4명의 

환자들에서 림프절 피막 외 침범(extracapsular extension) 소견은 보이지 않았으며, 

술 후 방사선치료보다 보조 요법 없이 외래를 경유한 면밀한 추적 관찰을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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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화도 

 

고분화 혹은 중등도분화 편평세포암종이 87명(83.7%), 저분화 편평세포암종이 

15명(14.4%)에서 확인되었다. 2명(1.9%)의 환자에서는 분화도가 확인되지 않았다. 

 

(5) 림프혈관계 침윤 & 신경 주위 침윤  

 

3명(2.9%)의 환자에서 림프혈관계 침윤이 확인되었고, 4명(3.8%)의 환자에서 

신경 주위로의 침윤이 확인되었다. 

 

(6) 안전 변연  

 

수술적으로 절제된 변연은 모든 부위에 대해서 평가되었고 절제연으로부터 

종양까지의 가장 짧은 거리가 기록되었다. The Royal College of Pathologists에서 

정의한 바에 따라 5mm보다 안전 변연이 작을 경우 Close margin으로 분류하였으며 

5mm 이상의 안전 변연이 확보된 경우 Clear margin으로 분류하였다.(Batsakis, 

1999) 전체 환자 군 중 13명(12.5%)의 환자에서 Close margin이 확인되었다.  

 

인구학적, 조직 병리학적 세부 사항은 Table 1에 요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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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profile of the study patients 

 

Variable Total 104 patients % 

Age 60y (range 23~85)  

Gender  

Male 60 61.5 

Female 44 38.5 

Site  

Buccal cheek 13 12.5 

Floor of mouth 5 4.8 

Lip 2 1.9 

Mandible 29 27.9 

Maxilla 13 12.5 

Retromolar trigone 4 3.8 

Tongue 38 36.5 

T stage  

T1 29 27.9 

T2 41 39.4 

T3 11 10.6 

T4 23 22.1 

Nodal metastasis  

N(-) 100 96.2 

N(+) 4 3.8 

Differentiation  

Well or Moderately 87 83.7 

Poorly 15 14.4 

Not identified 2 1.9 

Lymphovascular permeation (LVP)  

LVP(-) 101 97.1 

LVP(+) 3 2.9 

Perineural invasion (PNI)  

PNI(-) 100 96.2 

PNI(+) 4 3.8 

Margin clearance  

<5mm (Close margin) 13 12.5 

≥5mm (Clear margin) 91 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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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존 분석 (Survival Analysis) 

 

(1) 단변량 분석 결과 

 

로그순위검정을 이용한 단변량 분석 결과는 Table 2, 3에 기록되어있다.  

전체 환자의 평균 무질병 생존 기간(Mean disease-free survival time)은 

4.5년이었으며, 평균 전체 생존 기간(Mean overall survival time)은 5.2년이었다. 

 

1) T stage 에 따른 무질병 생존율과 전체 생존율  

 

T1, T2 stage를 Early stage, T3, T4 stage를 Advanced stage로 

분류하였을 때 각각의 5년 무질병 생존율은 69.3%, 67.1%였으며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Fig. 1)(P=0.680). 또, 각각의 5년 전체 생존율은 92.3%, 87.9%였으며 

이들 간에도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Fig. 2)(P=0.435). 

 

 

Fig. 1. Disease-free survival curves correlated with T st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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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Overall survival curves correlated with T stages 

 

2) 경부 림프절 전이 여부에 따른 무질병 생존율과 전체 생존율 

 

경부 청소술 결과 경부 림프절 전이의 소견을 보인 환자들과 경부 림프절 

전이의 소견이 없거나 경부 청소술을 시행하지 않은 환자들의 5년 무질병 생존율은 

0%, 71.3% 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ig. 3)(P=0.000). 또 이들의 

5년 전체 생존율은 각각 37.5%, 92.7%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ig. 

4)(P=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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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isease-free survival curves correlated with nodal metastasis 

 

 

Fig. 4. Overall survival curves correlated with nodal metast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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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화도에 따른 무질병 생존율과 전체 생존율 

 

종양의 분화도에 따른 5년 무질병 생존율은 고분화 혹은 중등도분화 

편평세포암종의 환자에서 72.9%, 저분화 편평세포암종의 환자에서 46.7%, 분화도가 

밝혀지지 않은 두 환자에서는 50%였다. 고분화 혹은 중등도분화 편평세포암종 

환자들과 저분화 편평세포암종 환자들 간의 무질병 생존율 곡선 간에는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Fig. 5)(P=0.102). 반면에 5년 전체 생존율은 고분화 혹은 

중등도분화 편평세포암종의 환자에서 95.2%, 저분화 편평세포암종 환자에서 66.0%, 

분화도가 밝혀지지 않은 환자에서는 100%였으며 고분화 혹은 중등도분화 

편평세포암종 환자들과 저분화 편평세포암종 환자들 간의 전체 생존율 곡선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Fig. 6)(P=0.000). 

 

 

Fig. 5. Disease-free survival curves correlated with different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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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Overall survival curves correlated with differentiation 

 

4) 신경주위 침윤 여부에 따른 무질병 생존율과 전체 생존율 

 

신경주위 침윤이 있는 경우에서의 5년 무질병 생존율은 25%였던 반면, 

신경주위 침윤이 없는 환자 군에서는 70.3%였다. 두 군간의 무질병 생존율 곡선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7)(P=0.108). 또한, 신경주위 

침윤 소견을 보인 환자 군에서의 5년 전체 생존율은 75.0%였으며, 보이지 않은 

환자 군에서는 91.6%였다. 두 군간의 전체 생존율 곡선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ig. 8)(P=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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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Disease-free survival curves correlated with perineural invasion 

 

Fig. 8. Overall survival curves correlated with perineural inva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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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림프혈관계 침윤 여부에 따른 무질병 생존율과 전체 생존율 

 

림프혈관계 침윤이 있었던 3명의 환자 군에서 5년 무질병 생존율은 

66.7%였으며, 림프혈관계 침윤이 없었던 환자 군에서는 68.7%였다. 이들 간의 

무질병 생존율 곡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ig. 9)(P=0.815). 또한, 

림프혈관계 침윤의 소견을 보인 환자 군에서의 5년 전체 생존율은 100%였으며, 

보이지 않은 환자 군에서는 90.6%였고 이들 간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Fig. 

10)(P=0.492). 

 

Fig. 9. Disease-free survival curves correlated with lymphovascular perme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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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Overall survival curves correlated with lymphovascular permeation 

 

6) 안전 변연에 따른 무질병 생존율과 전체 생존율 

 

술 후 안전 변연이 Close margin의 소견을 보였던 환자 군에서의 5년 

무질병 생존율은 59.3%였으며 Clear margin의 소견을 보였던 환자 군에서는 

69.8%의 무질병 생존율을 보였고,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Fig. 

11)(P=0.564). 또한, Close margin 의 환자 군에서의 5년 전체 생존율은 

92.3%였으며, Clear margin 환자 군에서는 90.8%였고 이들 간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Fig. 12)(P=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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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Disease-free survival curves correlated with margin clearance 

 

Fig. 12. Overall survival curves correlated with margin clea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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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Univariate analysis of disease-free survival 

 

Variable Total 

N 

Locoregional 

Recurrence 

N (%) 

P value 

T stage   

T1-T2 (Early stage) 70 25 (35.7)  

T3-T4 (Advanced stage) 34 13 (38.2) 0.680 

Nodal metastasis    

N(-) 100 34 (34)  

N(+) 4 4 (100) *0.000 

Differentiation    

Well or Moderately 87 29 (33.3)  

Poorly 15 8 (53.3)  

Unidentified 2 1 (50) 0.102 

Lymphovascular permeation (LVP)    

LVP(-) 101 37 (36.6)  

LVP(+) 3 1 (33.3) 0.815 

Perineural invasion (PNI)    

PNI(-) 100 35 (35)  

PNI(+) 4 3 (75) 0.108 

Margin clearance    

<5mm 13 5 (38.5)  

≥5mm 91 33 (36.3) 0.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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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Univariate analysis of overall survival 

 

Variable Total 

N 

Patient death 

N (%) 

P value 

T stage    

T1-T2 (Early stage) 70 7 (10.0)  

T3-T4 (Advanced stage) 34 5 (14.7) 0.435 

Nodal metastasis    

N(-) 100 10 (10.0)  

N(+) 4 2 (50.0) *0.000 

Differentiation    

Well or Moderately 87 6 (6.9)  

Poorly 15 6 (40.0)  

Unidentified 2 0 (0.0) *0.000 

Lymphovascular permeation (LVP)    

LVP(-) 101 12 (11.9)  

LVP(+) 3 0 (0.0) 0.492 

Perineural invasion (PNI)    

PNI(-) 100 11 (11.0)  

PNI(+) 4 1 (25.0) 0.412 

Margin clearance    

<5mm 13 1 (7.7)  

≥5mm 91 11 (12.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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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변량 분석 결과 

 

비례위험모형 분석을 이용한 다변량 분석 결과는 Table 4, 5에 기록되어있다. 

단변량 분석과 마찬가지로, 환자의 무질병 생존율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는 유일한 

인자는 경부 림프절의 전이 여부였으며 조정된 위험 비율은 23.366이었다(95% 

신뢰구간: 7.053,77.410)(P=0.000). 

또한, 환자의 전체 생존율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인자는 경부 림프절 전이 

여부와 분화도가 있었다. 경부 림프절 전이 여부의 경우 조정된 위험 비율은 

37.997이었으며(95% 신뢰구간: 5.289,272.980)(P=0.000), 저분화의 편평세포암종의 

경우 고분화 혹은 중등도분화 편평세포암종에 대한 조정된 위험 비율이 

12.974였다(95% 신뢰구간: 3.600,46.755)(P=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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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ultivariate analysis of disease-free survival 

 

Variable Total 

N 

Locoregional 

recurrence 

N (%) 

Relative risk 

(95% CI) 

P 

value 

T stage    

T1-T2 70 25 (35.7) 0.644 (0.313, 1.325)  

T3-T4 34 13 (38.2) 1.00 0.232 

Nodal metastasis    

N(-) 100 34 (34) 1.00  

N(+) 4 4 (100) 23.366 (7.053, 77.410) *0.000 

Differentiation    

Well or Moderately 87 29 (33.3) 1.00  

Poorly 15 8 (53.3) 2.119 (0.946, 4.746) 0.068 

Unidentified 2 1 (50) 0.981 (0.122, 7.865) 0.985 

Lymphovascular 

permeation (LVP) 

   

LVP(-) 101 37 (36.6) 1.00  

LVP(+) 3 1 (33.3) 1.017 (0.134, 7.732) 0.987 

Perineural invasion (PNI)    

PNI(-) 100 35 (35) 1.00  

PNI(+) 4 3 (75) 3.570 (1.028, 12.402) 0.045 

Margin clearance    

<5mm 13 5 (38.5) 1.00  

≥5mm 91 33 (36.3) 0.654 (0.246, 1.742) 0.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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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Multivariate analysis of overall survival 

Variable Total 

N 

Patient death 

N (%) 

Relative risk 

(95% CI) 

P 

value 

T stage    

T1-T2 70 7 (10.0) 0.319 (0.086, 1.178)  

T3-T4 34 5 (14.7) 1.00 0.086 

Nodal metastasis    

N(-) 100 10 (10.0) 1.00  

N(+) 4 2 (50.0) 37.997 (5.289, 

272.980) 

*0.000 

Differentiation    

Well or Moderately 87 6 (6.9) 1.00  

Poorly 15 6 (40.0) 12.974 (3.600, 46.755) *0.000 

Unidentified 2 0 (0.0) 0.000 (0, 0) 0.992 

Lymphovascular permeation 

(LVP) 

   

LVP(-) 101 12 (11.9) 1.00  

LVP(+) 3 0 (0.0) 0.000 (0, 0) 0.989 

Perineural invasion (PNI)    

PNI(-) 100 11 (11.0) 1.00  

PNI(+) 4 1 (25.0) 5.776 (0.611, 54.587) 0.126 

Margin clearance    

<5mm 13 1 (7.7) 1.00  

≥5mm 91 11 (12.1) 1.823 (0.130, 25.543)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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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경부 림프절 전이는 약 30-50%의 구강암 환자에서 확인되며, 환자의 

불량한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믿을 만한 인자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바이다.(Clark, et al., 2006; Huang, et al., 2019; 

Mehanna, et al., 2010; Patel, et al., 2013; Sano and Myers, 2007; Tankere, et al., 

2000) Shah에 의하면, 경부 림프절 전이 여부에 따른 두경부의 편평세포암종 

환자의 5년 생존율을 비교하였을 때, 경부 림프절 전이가 없는 경우 약 80%의 

생존율을 보인 반면, 경부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 약 40%의 생존율을 

보였다.(Shah, et al., 2012) 또한, Shah는 경부 림프절 전이는 원발 병소의 크기가 

작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야기할 수 있는 예측 인자로는 원발 병소의 발생 

부위, 크기, 전후방적인 위치 관계 등을 들 수 있으며, 두경부 영역에서는 입술, 혀, 

치은, 구강저, 구인두로 갈수록 그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Pimenta 

Amaral 등(Pimenta Amaral, et al., 2004)은 종양의 근육 내 침투, 조직학적 분화도, 

혈관의 색전, 결합 조직 형성 여부가 경부 림프절 전이 여부와 관련성이 있다고 

하였으며, Nayanar 등(Nayanar, et al., 2019)은 종양의 분화도, 상피 돌기(rete 

peg)의 모양, 종양의 심달도(depth of invasion), 침윤 양상(pattern of invasion)이 

경부 림프절 전이와 관련성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AJCC(American Joint Committee 

on Cancer) 8판에 따르면, 경부 림프절 전이의 소견이 보인 림프절의 위치와 크기, 

숫자, 림프절 피막 외 침범(extracapsular extension) 소견의 여부는 구강암의 

TNM 병기 결정에 반영되며, 진행된 병기의 암종의 경우 필요 시 보조 요법을 

시행하여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Ang, et al., 2001; Parsons, et al., 1997)   

수술적 절제연은 임상가가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인자이기 때문에, 외과 

의사 입장에서는 수술 이후 충분한 변연이 확보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을 때 

실망하기 쉽다. The Royal College of Pathologists에서 정의한 바에 

따르면(Batsakis, 1999), 구강암의 경우 절제연으로부터 종양세포가 확인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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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까지의 거리가 1mm에서 5mm까지가 Close margin으로, 5mm 이상인 경우 

Clear margin으로, 절제연에 종양 세포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Involved margin으로 

분류되며 이는 구강암을 치료하는 대개의 임상가들에게 보편적인 기준으로 

받아들여져 왔다.(Alicandri-Ciufelli, et al., 2013) 절제된 검체는 조직학적 처리가 

되는 과정에서 30-50% 수축되기 때문에, 5mm의 조직병리학적 안전 변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임상적으로 병소로부터 8-10mm의 거리를 두고 광범위 

절제술을 시행하게 된다.(Johnson, et al., 1997) 수술 후에 확인된 Close margin 

혹은 Involved margin은, 보조 요법으로서 방사선 요법을 단독으로, 혹은 

항암화학요법과 병행하여 시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는 여러 인자들 중 하나로 

간주되어 왔다.(Bernier, et al., 2005; Bernier, et al., 2004) 하지만 이처럼 Close 

margin의 기준을 5mm로 보았을 경우의 예후가 정말 불량한 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왔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5mm 이하의 Close margin의 결과를 보인 

환자와 5mm 이상의 Clear margin을 보인 환자들 간에 통계적인 무질병 생존율과 

전체 생존율의 차이가 없었다. 이는 Close margin의 범위를 1-5mm로 보는 것을 

재고해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다른 연구들과 의견을 같이 한다.(Barry, et al., 

2015; Gokavarapu, et al., 2014; Stathopoulos and Smith, 2018; Weijers, et al., 

2004; Wong, et al., 2012; Zanoni, et al., 2017) Barry 등(Barry, et al., 2015)은 

Stage I, II의 초기 구강암에서는 안전 변연의 크기가 구강암의 국소 재발율과 관련이 

없음을 보고하였으며, Wong 등(Wong, et al., 2012)은 192명의 구강암 환자 

군에서의 무질병 생존율과 국소 재발률을 분석한 결과 1.6mm의 안전 변연부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고 보고하며 Close margin의 기준점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 바 있다. Ch’ng 등(Ch'ng, et al., 2013)은 Close margin만이 

수술 후 확인된 유일한 불량한 예후 인자라면 보조적 요법으로서의 방사선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을 주장한 바 있다. 절제 범위가 줄어들거나 보조 요법을 추가로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면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음은 분명하다. 안전 변연의 

분류 기준을 다시 정하는 것에 대한 추가적 연구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구강 이외의 부위에서의 다른 악성 종양과는 다르게, 구강암에서 조직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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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화도를 독립적인 예후 인자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Kademani는(Kademani, et al., 2005) 구강암 환자에서 분화도가 불량해짐에 따라 

44%의 전체 생존율이 감소하였음을 보고한 바 있으며, 이 외의 많은 연구에서도 

조직학적 분화도와 환자의 예후가 관련이 있음이 보고되었다.(Kademani, et al., 

2005; Larsen, et al., 2009; Roland, et al., 1992; Thomas, et al., 2014) 또한 

불량한 분화도와 높은 경부 림프절 전이의 가능성, 진행된 구강암 병기에 관한 

관련성이 통계적인 유의성을 갖는다는 점도 보고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저분화 

편평세포암종이 확인된 환자에서는 보조 요법이 권고된다.(Funk, et al., 2002; 

Pimenta Amaral, et al., 2004; Roland, et al., 1992) 반면에, 조직학적 분화도와 

환자의 생존율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보고를 한 연구들도 

있다.(Kim, et al., 2017; Moro, et al., 2018) 본 연구에서 분화도는, 무질병 

생존율에 있어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갖지 않는 요인이었던 데 반해, 전체 생존율에 

있어서는 저분화 편평세포암종 환자가 고분화 혹은 중등도분화 편평세포암종 

환자들에 비해 유의하게 불량한 결과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연구들간의 

견해에 차이가 있다는 점과 본 연구 내에서도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이는 점은, 

조직학적 분화도가 다른 관찰자 사이의 오차(interobserver variation), 동일 관찰자 

반복 관찰 사이의 오차(intraobserver variation)가 있을 수 있어 제한된 일반화 

가능성(generalizability)과 재현성(reproducibility)을 갖는다는 점이 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Sawair, et al., 2003)  

신경 주위로의 침윤 여부, 림프혈관계 침윤 여부가 구강암의 독립적인 예후 

인자로 간주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조직학적으로 신경조직 주변의 

33% 이상이 종양 세포로 둘러싸일 경우로 정의되는 신경 주위로의 침윤이, 진행된 

병기, 종양의 발생 위치, 불량한 분화도, 국소·경부 재발, 특히 높은 경부 재발의 

발생률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는 많이 보고된 바 있다.(Chinn, et al., 2013; Fagan, et 

al., 1998; Nair, et al., 2018; Rahima, et al., 2004; Soo, et al., 1986; Tai, et al., 

2013; Woolgar, 2006) 신경 주위로의 침윤이 확인된 경우 예방적 경부 청소술이나 

보조적 방사선치료와 같은 공격적인 치료를 했을 때 생존율을 증진시킬 수 있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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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향적 연구도 있었다. (Nair, et al., 2018; Tai, et al., 2013)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과 반대로, pT1-3N0의 구강암 환자에서 신경 주위로의 침윤이 존재하는 

환자 군과 존재하지 않는 환자군 사이의 5년 무질병 생존율, 전체 생존율 모두에서 

차이가 없었음을 보고한 후향적 연구도 있다.(Liao, et al., 2008) 또한, 신경 

주위로의 침윤과 경부 림프절 전이 소견과의 연관성이 없었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었다.(Wallwork, et al., 2007) 이러한 신경 주위로의 침윤이 독립적인 예후 

인자인지의 여부에 대한 상반된 의견은, 신경 주위로의 침윤의 여부가, 주요한 

신경으로의 침윤이 된 경우에 보다 불량한 예후가 예상되는 데 반해, 침윤 소견을 

보인 신경의 크기나 그 신경이 작은 신경 가지인지 명명된 큰 신경인지와 상관 없이 

기록되는 것이 한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Binmadi and Basile, 2011)  

이와 마찬가지로, 종양 조직이 림프혈관의 중막을 침투하여 내막까지 궤양을 형성한 

경우나 내피까지 침투한 경우로 정의되는 림프혈관계 침윤 여부에 대해서도, 이 것이 

독립적인 예후 인자 중 하나라고 보고한 후향적 연구들도 있었으나,(Cassidy, et al., 

2017; Huang, et al., 2010; Jones, et al., 2009) 그 반대의 결과를 보고한 연구들도 

있었다.(Jardim, et al., 2015) 

본 연구에서는 신경 주위로의 침윤, 림프혈관계 침윤 여부가 환자의 무질병 

생존율과 전체 생존율 모두에서 유의한 예후 인자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으나, 그 

것들이 확인된 환자가 각각 4명, 3명뿐으로 적은 표본의 수로 인해 어떠한 확실한 

결론을 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들이 암종 전이의 한 형태로 간주되며, 

이로 인해 악성 종양을 국소적인 범위로 치료하는 데 제약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하면,(Binmadi and Basile, 2011; Woolgar, 2006) 이 요인들이 확인된 

환자들에 대한 보조 요법의 고려와, 좀 더 많은 표본을 바탕으로 한 전향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주된 한계점은 후향적 연구라는 점, 단일 기관에서 치료한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 점, 표본이 되는 환자의 수가 적어 다변량 분석 결과 상 신뢰 

구간이 넓다는 점이다. 또한, 흡연과 음주의 여부와 같은 구강암의 발생률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환자 개인의 특성에 대한 정보를 반영하지 않은 점도 한계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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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겠다. 하지만 윤리적인 이유로 이 분야에 있어서는 전향적 연구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를 통해 얻는 정보는 임상가로 하여금 보조 요법이나, 원발 부위 혹은 

경부 림프절에 대한 추가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다. 가치 

있는 치료 가이드 라인을 만들기 위해 여러 기관에서의, 더 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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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기관에서 음성의 절제연을 얻은 구강암 환자들의 무질병 생존율과 전체 

생존율에 대하여 시행한 후향적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경부 림프절 전이 여부는 구강암 환자의 무질병 생존율과 전체 생존율 

모두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예후 인자였다. 

 

2. 안전 변연의 경우 Close margin과 Clear margin에서의 무질병 생존율과 

전체 생존율은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 이 점은 Close margin, Clear 

margin을 나누는 5mm라는 기준점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며, Close 

margin이 확인되었을 때 보조 요법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도 숙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3. 조직학적 분화도의 경우 무질병 생존율에서는 통계적인 유의성을 갖는 예후 

인자가 아니었으나, 전체 생존율에서는 저분화의 편평세포암종의 환자가 

고분화 혹은 중등도분화 편평세포암종의 환자에 비해 불량한 예후를 보였다. 

 

4. 신경 주위 침윤, 림프혈관계 침윤에 따른 무질병 생존율의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 좀 더 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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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radical resection is possible, surgical resection is primarily preferred for 

the treatment of oral cancer, which squamous cell carcinoma(SCC) is 

predominant. In the case of advanced oral cancer, surgical treatment is firstly 

performed for acquiring the safety margin as much as possible. After that, 

radiotherapy is additionally performed solely or in parallel with chemotherapy 

as an adjuvant therapy. Though an adjuvant therapy can improve the survival 

rate of patients with advanced malignant tumor, clinicians should prudently 

decide the needs of adjuvant therapy because there is a possibility of several 

complications following the adjuvant therapy.  

It is well-known fact that the positive resection margin is a factor 

decreasing survival rat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gure out the other 

histopathologic prognostic factors affecting the survival rate of patients with 

oral cancer. We performed retrospective histopathologic analysis of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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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ients who were only surgically treated without adjuvant therapy in this 

hospital. As a result,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Nodal metastasis is the only factor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in both 

disease-free survival and overall survival(P=0.000).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disease-free survival in accordance with 

differentiation, but the overall survival of patients with poorly differentiated 

tumor was poorer than those with well and moderately differentiated 

tumor(P=0.000). 

Another point to note from this study is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survival between patients with close margin which means a safety 

margin less than 5 mm and those with clear margin which is a safety margin 

more than 5 mm. This suggests the needs for further discussion of redefining 

the classification of safety margin and for thorough consideration of adjuvant 

therapy on patients with close surgical margin.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is that it was a retrospective study, only a 

single institution was targeted, and the confidence interval on the results of 

multivariate analysis was wide due to small number of study patients. However, 

it is believed that this results provide valuable information for identifying the 

need for adjuvant therapy or the need for additional surgery on primary tumor 

site or cervical lymph nodes. Further research based on more data from several 

different institutions is needed to create more valuable treatment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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