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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임상적 경부 림프절 전이가 의심되는 환자에서 Level IV-V 영역

경부 청소술의 유용성

<지도교수 : 남 웅>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김 현 민

편평세포암종이 주가 되는 구강암은 수술적 치료 및 방사선치료, 항암 화학

요법을 단독 혹은 복합적으로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그중에서도 level

IV, V를 포함하는 전 영역의 근치적 경부 청소술은 임상적으로 전이가 의심

되는 경부 림프절에 대해서 표준화된 치료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경부 청소

술의 범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 환자의 중증도, 수술 후 예후 등과 더불어 고

려해야 하는 것은 수술 후 합병증이며, 그 범위가 확장될수록 합병증의 정도

와 범위가 확대됨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에 저자는 경부 림프절에 전이가 의심되는 환자에게서의 level IV-V 영역

의 경부 청소술의 필요성을 알아보고자, 본원에서 근치적 경부 청소술을 시행

받은 83명의 환자에 대한 후향적인 조직병리학적 분석 및 예후 분석을 시행하

였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Level IV, V로의 림프절 전이 여부는 타 영역으로의 림프절 전이 여부에

의해서만 유일하게 영향을 받았으며, 그 잠복 전이율 또한 매우 낮았다

(P=0.005). 5년 후 생존율과 재발율, 전이율을 비교하였을때 Level IV,V를 포

함하여 경부 청소술을 시행하였을 때와 시행하지 않았을때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Level IV, V를 포함하지 않는 선택적 청소

술을 시행 받은 환자의 대부분이 수술 후 보조 요법을 시행 받았으며,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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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 전이율에 비해 미세 잠복 전이의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경부

청소술을 시행할 영역의 결정은 본 연구뿐 아니라 여러 기관에서의, 더 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추가적인 연구 및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임상가의 신중

한 선택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되는 말 : 구강 편평 세포 암종, 경부 청소술, 잠복 전이, 생존분석



1

임상적 경부 림프절 전이가 의심되는 환자에서

Level IV-V 영역 경부 청소술의 유용성

<지도교수 : 남 웅>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김 현 민

I. 서 론

구강암의 치료 방법으로는 수술적 치료, 방사선치료, 항암 화학요법이 단독

혹은 복합적으로 선택되어 시행되며, 그중에서도 경부 청소술은 지난 한 세기

동안 임상적으로 전이가 의심되는, 또는 전이가 확인된 경부 림프절에 대해서

표준화된 치료로 자리 잡았다.(Bocca et al., 1967) 그중에서도 특히 임상적으

로 경부 림프절의 전이가 의심되는 경우 근치적 경부 청소술이나 변형 근치적

경부 청소술을 시행하는 것이 표준적 치료로 제시되어 있다. (Myers et al.,

1998) 하지만 근치적 경부 청소술이 시행된 환자들에서 혈종 또는 장액종 등

의 작은 합병증부터 수술적 개입이 필요한 창상의 열개, 광범위한 피부 괴사,

유미루 등의 합병증 및 개선되지 않는 shoulder dysfunction 등이 다수 보고

되고 있다.(Pellini et al., 2013; Davidson BJ et al., 1999; Nouraei SA, 2008)

또한, 구강악안면 영역의 수술이 점점 표적화되고, 그 실효성을 유지한 채 기

능과 심미를 보존할 수 있도록 술식이 발전됨에 따라(Patel RS et al., 2008),

전이가 확인된 부위의 경부 청소술 시행 후 방사선치료를 시행하고, 추후 잔

류한 부위의 경부 청소술을 시행하는 방향의 치료방안들이 최근의 경향으로

대두되고 있다.(Hamoir M et al., 2013) 본 연구의 목적은 임상적으로 경부 림

프절의 전이가 의심되어 Level I-V 영역의 경부 청소술을 시행한 환자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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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IV-V 영역에 경부 청소술을 시행하지 않은 환자군을 비교하여 그 예후

를 조사한 후, 경부 림프절 전이가 의심되었던 환자에게 Level IV-V를 배제

한 경부 청소술이 환자의 수술 후 치유적 관점 및 종양학적 관점에서 Level

IV-V를 포함하는 경부 청소술에 비해 효용성이 있는지를 검증하며, 임상가로

서 경부 청소술의 범위를 적절하게 결정하는데 가치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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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1990년 8월 이후에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구강악안면외과에서 이전에 치

료받지 않은 구강의 편평세포암종으로 최초 진단받은 590명의 환자에 대한 후

향적인 진료기록 확인을 시행하였다.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는 83명의 환자가

이 연구에 포함되었다.

1) 처음으로 병리학적 진단을 받은 후 수술적 치료를 가장 먼저 받았을 것.

2) 수술 전 경부 림프절의 전이가 임상적으로 의심되어 level I-III 영역에 제

한되는 선택적 경부 청소술이나 level I-V영역의 근치적 경부 청소술 또는 변

형 근치적 경부 청소술을 시행 받았을 것.

그러므로 수술 전 경부 림프절 전이가 의심되지 않아 제한된 영역의 선택적

경부 청소술 만을 시행 받은 경우 및 재발 또는 이차성 원발암으로 발생한 경

우, 원격 전이가 있었던 경우의 환자들은 배제하였다.

경부 림프절 전이 여부, 원격 전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환자는

수술 전 임상 검사 및 자기 공명 영상, 양전자 단층 촬영 등의 영상검사를 필

수적으로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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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TN stage, 림프절 피막 외 침범의 여부, 시행된 경부 청소술의 종류, 종양

의 분화도를 기록하였다. Level IV-V 영역의 림프절 전이의 여부와 임상병리

학적 요인 간의 비교는 Fisher's exact test를 사용하였다. Level IV-V 영역에

발생한 잠복 전이에 대한 각각 환자의 위험요인 분석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각 치료법에 따른 생존율은 Kaplan-Meier 분석을 통해 얻어졌으

며, 각 생존 곡선의 비교를 위해 로그 순위검정이 사용되었다. 통계적 분석은

IBM SPSS (ver 25.0; IBM, Armonk, NY, USA)로 시행하였으며, 0.05보다 작

은 p 값에 대해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병리학적 소견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구강병리학 교실에서 수술로 제거된

조직 편을 헤마톡실린-에오신 염색 (Hematoxyline-Eosin staining)하여 판독

후 보고된 결과를 바탕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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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1. 환자 분석

구강의 편평세포암종으로 최초 진단받은 590명의 환자 중 앞서 언급된 기준

을 만족하는 총 83명의 환자 중 60명(72.3%)의 환자가 남성이었고, 23명(27.7%)

의 환자가 여성이었다. 환자들의 평균 연령은 58.4세이었으며, 연령층은 27세

부터 87세까지 분포되었다. 인구학적 세부사항은 Table 1에 요약하였다.

(1) 종양 발생 부위

29명(34.9%)의 환자에서 하악 치은 종양이 발생하였고, 혀에서 14명(16.9%),

후구치부에서 14명(16.9%), 상악 치은에서 12명(14.5%), 협점막에서 8명(9.6%),

그리고 구강저에서는 6명(7.2%)이었다.

(2) TN stage

American Joint Committee on Cancer 8판에 따라 TNM 병기 결정을 시행

하였다. 모든 환자의 수술 전 임상적 세부사항은 Table 2에 요약하였다.

(3) 경부 청소술

경부 청소술은 원발 종양을 절제함과 동시에 시행되었고, 선택적 경부청소

술은 Traynor가 제시한 기준(Traynor SJ et al., 1996)에 따라 크기가 크지 않

고, 가동성이 있는 림프절의 경우에 시행되었다. 83명 중 63명의 환자에서

level I-V 영역의 근치적 경부 청소술이, 20명의 환자에서 Level I-III영역의

선택적 경부 청소술이 시행되었다.

(4) 경부 림프절 전이

총 103개의 림프절 검체가 얻어졌으며, 병리학적 검사를 통해 이 중 70개의

검체에서 림프절 전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중 level I-III 영역의 선택적

절제술을 시행한 환자에서 동측 림프절에서는 20명의 환자 모두 림프절 전이

가 있었고, 비이환측 림프절에서는 없었다. 경부 청소술을 시행한 림프절 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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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전이가 확인된 림프절의 분포는 Table 3과 4에 요약하였다. 비이환측에 선

택적 경부 청소술을 시행한 환자들은 동측 림프절에 진전된 단계의 전이가 의

심되거나, 기타 임상가의 판단에 의해 비이환측의 경부 청소술이 필요한 경우

에 시행되었다. Level I, II 가 가장 많이 이환된 영역이었으며, 각각 49.4%,

47.0%의 이환율을 보였다. Level IV 또는 V의 림프절 전이는 동측의 46개 검

체 중 각각 5개(10.9%), 3개(6.5%) 에서 나타났으며, 비이환측의 2개 검체 중

에서는 각각 1개(5.6%), 0개에서 나타났다. 수술 전 촬영한 영상에서 동측

Level IV영역에 전이가 의심된 환자 1명이 잠복 전이에서 제외되어 Level IV

및 V의 occult metastasis의 비율은 각각 6.3%(5/80), 3.7%(3/8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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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환자 정보 (n=83)

Table 2. 모든 환자의 임상 병기

cT=clinical tumor stage, cN=clinical nodal stage

Patient demographics Number (%)

Age in years

(mean & range)
58.4 (27-87)

<60 49 (59.0)

≥60 34 (40.9)

Gender

M 60 (72.3)

F 23 (27.7)

Primary site

Buccal mucosa 8 (9.6)

Lower gingiva 29 (34.9)

Mouth floor 6 (7.2)

Retromolar trigone 14 (16.9)

Tongue 14 (16.9)

Upper gingiva 12 (14.5)

cN

cT N1 N2a N2b N2c N3 Total (n)

T1 5 1 0 0 0 6
T2 11 1 6 1 0 19

T3 4 2 3 1 0 10

T4 14 2 24 7 1 48
Total 34 6 33 9 1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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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경부 청소술을 시행한 모든 림프절 검체의 분포

Level No. ipsilateral neck region No. contralateral neck region

level I-III 20 2

level I-V 63 18

Table 4. 전이가 확인된 경부 림프절의 분포

Level No. of ipsilateral

Positive nodes

No. of contralateral

Positive nodes
I 41 2

II 39 1
III 16 1

IV 5 1

V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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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변수 분석

변형 근치적 경부 청소술을 시행받은 환자의 동측 Level IV 및 V 영역의

림프절 전이 여부와 임상의학적 요인 간의 상관성 분석에 Fisher's exact test

를 이용하였다. 나이와 성별, 임상적 T stage 또는 원발부위와 N stage, 분화

도 및 피막 외 침범의 여부 간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으나, Level IV 및 V 외

영역에 다수 림프절 영역의 전이가 있는 경우 Level IV-V 영역에 전이가 있

을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았고(p=0.005), Table 5에 요약하였다.

3. 단변수 분석

로그 순위검정을 이용한 단변량 분석 결과는 Table 6에 기록하였다. Level

I-III 영역의 선택적 청소술만 시행한 환자들과 Level IV-V 영역까지 변형된

근치적 경부 청소술을 시행한 환자들의 5년 생존율은 23.6%, 48.3%였으나 이

들 간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Figure 1) (p=0.171). 또한, 5년간 locoregional

control rate 및 distant control rate는 각각 62.0%, 69.1%과 90.9%, 93.1%이었

으나, 이들 간 통계적 유의성 또한 없었으며(Figure 2, 3) (p=0.602, 0.957),
Table 6에 요약하였다.

4. 위험인자 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한 위험인자 분석 결과는 Table 7에 기록하였다.

Level IV-V 영역에 잠복 전이가 발생한 환자들과 발생하지 않은 환자들에서

병리학적 T 병기와 N 병기 및 분화도, 원발암의 lymphovascular permeation,

perineural invasion를 분석하였으며 이 중 잠복 전이의 발생을 유의미하게 일

으키는 위험 인자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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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mRND 또는 RND를 시행받은 환자에서 동측 Level IV-V 영역의

전이가 확인되었을 때의 요인 (n=63)

Variables
Patients with
positive level IV-V nodes,
n, (%)

P
value

Age 0.667
<50 2/48 (4.2)

≥50 5/15 (33.3)

Sex 1.000
Male 5/44 (11.4)

Female 2/19 (10.5)
Clinical T stage 0.667

≤T2 2/15 (13.3)
≥T3 5/48 (10.4)

Primary site 0.545

Buccal mucosa 1/6
Lower gingiva 2/23

Mouth floor 0/4
Retromolar trigone 2/12

Tongue 2/10
Upper gingiva 0/8

Clinical N stage 0.700

≤N2a 0/30 (13.3)
≥N2b 7/33 (9.1)

Extranodal
extension

1.000

Positive 4/24 (16.7)
Negative 3/21 (14.3)

Positive neck level 0.005*

Solitary 0/32
Multiple 7/31 (19.4)



11

Table 6. cN+에서 SND와 mRND 또는 RND를 시행했을 때 5-year Overall

survival, Locoregional control, Distant control의 비교

Figure 1. 경부 청소술의 범위에 따른 5년 생존율의 비교

Overall Survival
(%)

Locoregional control
(%)

Distant control
(%)

SND (n=20) 23.6 P=0.171 62.0 P=0.602 90.9 P=0.900
mRND (n=63) 48.3 69.1 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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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경부 청소술의 범위에 따른 5년 국소경부재발률의 비교

Figure 3. 경부 청소술의 범위에 따른 5년 원격 전이율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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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Level IV-V 영역에 잠복 전이가 있는 환자에서의 위험요인의 비교

n=7 잠복 전이가 있는 환자의 수 p-value

Perineural invasion 4 0.790

Lymphovascular permeation 1 0.543

pT pT1 1 0.983

pT2 1 0.909

pT3 1 0.934

pT4 4 0.713

pN pN1 0 1.000

pN2 5 0.998

pN3 2 0.998

분화도 Well 1 0.996
Mod. 4 0.955

Poor 2 0.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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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본 연구에서는 수술 전 임상적으로 경부림프절의 전이가 의심되는 환자군

에서 Level I-III 영역에만 선택적으로 경부 청소술을 시행한 환자군과 level

I-V영역에 변형 근치적 또는 근치적 경부 청소술을 시행한 환자군 간의 예후

및 임상병리학적 결과를 비교하였다.

근치적 경부청소술은 1906년 Crile이 보고한 이후로 1세기 동안 구강 내 발

생한 편평세포암종의 경부 전이에 대해 전통적인 치료 방법으로 쓰여 왔

다.(Crile GW, 1906) 그러나 그 수술의 범위가 넓어 혈종 또는 장액종 등의

가벼운 합병증 부터 유미루, 상처의 열개, 수술 부위의 감염, 피부 피판의 광

범위한 괴사 등의 다양한 합병증이 보고되었고, 그 비율은 1999년의 Davidson

이 보고한 26%부터 2013년의 Pellini와 2014년의 Guo가 각각 20.2%, 17.4%

까지 보고되었다.. 또한 청소술의 시행 중 노출이 불가피한 더부신경을 아무리

조심스럽게 보존하더라도 높은 비율로 발생하는 shoulder dysfunction이 발생

하는 점에 대해서도 두 보고 모두 선택적 경부 청소술에 비해 근치적 또는 변

형 근치적 경부청소술에서 삶의 질이 단연 낮다고 보고한 것으로 미루어 보

아(Myers EN et al., 1998; Pellini R et al., 2013; Davidson BJ et al., 1999;

Guo CB et al., 2014), 경부 청소술을 시행하는 그 영역이 확장될수록 심미적

또는 기능적 관점에서 분명한 합병증들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제한된 영역의 선택적 경부 청소술에 비해 위와 같은 합병증들이

적지않은 비율로 존재하는 근치적 또는 변형 근치적 경부 청소술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은 구강악안면 영역의 술식이 발전함에 따라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

었다.(Patel RS et al., 2008; Frohwitter G et al., 2019) 또한, 두경부 편평세포

암종의 경우 림프 배출의 형태는 많은 해부학적, 영상의학적, 병리학적, 임상

적 연구를 통해 체계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져 있다.(Rouviere H.

et al., 1938; Werner JA et al., 2003, Fisch UP et al., 1964; McGavran MH

et al., 1961; Skolnik EM et al., 1976; Candela et al., 1990; ShahJP et al.,

1990; Davidson BJ et al., 1993; Lindberg R.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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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구강 내 발생한 편평세포암종에서 level IV 또는 V 영역의 림프절에

발생하는 전이가 level I-III 영역의 림프절을 건너 뛰는 비율이 낮고, 잠복 전

이율 또한 낮다면, 임상적으로 림프절의 전이가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선택적

경부 청소술이 근치적 또는 변형 근치적 경부 청소술을 대체할 만한 근거가

될 것이며, 각각의 경부 청소술을 시행하였을 때 그 전체 생존율과 국소경부

재발률 또는 원격 전이율의 차이가 유의미한 값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선택적

경부 청소술은 유용한 방법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Shah(Shah JP et al., 1990)는 임상적으로 림프절의 전이가 의심되지 않았던

환자에 시행한 192개의 근치적 경부 청소술 후 검체에서 Level IV 영역으로의

전이가 확인된 경우는 6개, Level V에서의 전이가 확인된 경우는 1개 뿐이었

음을 보고한 바 있으며, Davidson(Davidson BJ et al., 1993) 또한 구강 내 원

발 암종의 경우 Level V 영역 림프절로의 전이가 확인된 검체는 없다고 보고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Level I-III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경부 림프절의 전이

가 의심되어 근치적 또는 변형 근치적 경부 청소술 후 얻어진 104개의 검체

중 Level IV-V 영역에서 전이가 확인된 검체는 9개 (8.6%)였으며, 잠복전이

율은 Level IV에서 6.3%, Level V는 3.7%에 그쳤다.

동일한 Shah의 보고에서 임상적으로 림프절의 전이가 의심되거나 의심되지

않은 환자에게 시행한 516개의 근치적 경부 청소술 후 검체에서 Level V만

단독적으로 전이된, 즉 건너뜀 전이를 보이는 검체는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Shah를 제외한 많은 다른 연구에서도 Level I-III 영역의 림프절에 전이가 되

지 않은 채 Level IV 또는 V 영역에 단독적인 전이를 보이는 경우는 없었다

고 보고되며(Mcduffie CM et al., 2005; Feng Z et al., 2014; Guo CB et al.,

2014) Byer와 Dias(Byers RM et al., 1997; Dias FL et al., 2006)가 15.8%,

0.9%로 낮은 확률의 건너뜀 전이를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Level IV 또는

V 영역에 전이를 보이는 모든 검체는 다른 림프절 영역에서도 전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Park(Park SM et al., 2013)이 보고한 Level I-III 영역의 림프절

전이가 있을 경우, IV-V 영역의 전이도 유의미하게 존재한다는 결과와 그 경

향이 같다(p=0.005).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나, level I 영역의

전이 여부가 IV-V 영역의 전이 여부와 양의 경향성(p=0.0530을 가짐을 보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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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연구자들은 편평세포암종이 발생하여 임상적으로 경부 림프절의 전이

가 의심되나, 원발암의 부위에 따라 선택적인 경부 청소술을 시행한 환자군에

서 5%에서 21.7%의 국소 경부 재발율을 보고하였다. Ambrosch와 여러 연구

자들(Ambrosch P et al., 2001; Andersen PE et al., 2002) 및 Liang(Liang L

et al., 2015)은 임상적 또는 영상 상으로 림프절의 전이가 의심되어 변형 근치

적 또는 근치적 경부 청소술을 총칭하는 Comprehensive neck dissection과 선

택적 경부 청소술에 대한 5개의 후향적 연구들을 분석하였으며, Yanai(Yanai

Y. et al., 2012)를 제외한 4개의 연구 모두 CND(Comprehensive neck

dissection)가 선택적 경부 청소술에 비해 낮은 재발율을 보였으나 모두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음을 보였다. 그러나 이전의 많은 연구자들도

(A. A. Simental Jr. et al, 2006; A. Ferlito et al, 2006; K.A. Pathak et al) 이

러한 선택적 경부 청소술의 예후가 CND와 비슷한 것은 수술 후 항암 또는

방사선 요법이 병행되었기 때문임을 보고하며, Level IV-V 영역으로 전이의

확률이 높거나, 원발암의 중증도에 관계없이 선택적 청소술만을 시행하는 것

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택적 경부 청소술과 근치적 또는 변형 근치적 경부 청소술

에서의 5년 생존율, 국소 경부 재발률, 원격 전이율은 각각 23.6%, 48.3%와

38.0%, 30.9%, 그리고 9.1%, 6.9%로 level I-V영역의 경부 청소술이 level

I-III영역의 선택적 경부 청소술에 비해 모두 나은 예후를 보이나 모두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값은 아니다(p=0.171, 0.602, 0.900). 그러나 본 연구에 포함된

환자의 경우 선택적 경부 청소술만을 시행한 20명 중 18명의 환자에서 모두

첫 번째 수술 후 동시항암방사선 요법을 시행하였으며, 1명은 첫 번째 수술

후 98일째 촬영한 영상 상 경부 림프절의 전이 의심되어 항암방사선 요법을

시작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선택적 경부 청소술을 시행한 환자군에서의

보조요법의 역할을 배제한 채 청소술의 종류만으로 예후를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Level IV-V 영역을 제외한 타 영역의 전이 외에, 잠복전이를 예측할만한

위험인자로써 Bittar(R.F. Bittar et al, 2016)가 보고한 근육으로의 침습 여부,

혈관 및 주변 신경으로의 침습, 종양의 침윤도 및 T 병기 등의 다양한 요인을

제시하였으나, 그 중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인자는 없었다. 본 연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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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전이가 일어난 환자군의 수가 매우 적어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하기 어려

우나, 그 통계적 한계성은 집단의 모수가 증가하지 않는 이상 수정되기 어려

울 것으로 보인다.

보조 요법을 동반한 선택적 경부 청소술과 근치적 경부 청소술의 예후가

통계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견해를 같이하는 많은 연구들과, 본 연구의 결과가

그 경향성을 같이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보조요법을 동반하는 경우 선택적

경부 청소술이 근치적 경부 청소술의 대체 요법으로써 선택될 만하며, 구강

원발암에서 Level IV 또는 V 영역의 건너뜀 전이 또는 잠복 전이율이 낮다는

연구의 결과들은 Level I-III 영역의 제한된 경부 청소술을 시행하는 것에 대

한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주된 한계점으로는 후향적 연구라는 점과 단일 기관에서 치료한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표본이 되는 환자의 수가 적게 되어 통계적

분석 시 그 신뢰 구간이 넓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특성상 윤리적

인 이유로 무작위 배정 임상시험을 포함하는 전향적 연구가 어려우므로, 이러

한 연구의 결과만으로도 임상가로 하여금 임상 또는 영상 상에서 림프절의 전

이가 의심되는 환자의 경부 림프절 청소술의 범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도움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치료의 표준화의 명확성을 위해서는 여러 기관에

서의 추가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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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본 연구에서는 Level IV, V 영역의 전이가 확인되어 경부 청소술을 시행한

환자들에 대하여 시행한 후향적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Level IV, V로의 림프절 전이 여부는 타 영역으로의 림프절 전이 여부에

의해서만 유일하게 영향을 받았으며, 그 잠복 전이율은 매우 낮았다. 또한, 선

택적 경부 청소술을 시행 받은 환자군의 생존율과 재발율, 전이율을 포함한

예후가 근치적 경부 청소술을 시행 받은 환자군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이나

통계적 유의성이 없어, 경부 림프절의 선택적 청소술은 level IV-V를 포함하

는 근치적 청소술에 비해 수술 후 합병증의 관점 및 종양학적 관점에서도 안

전한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선택적 청소술을 시행 받

은 환자의 대부분이 수술 후 보조 요법을 시행 받았으며, 미세 잠복 전이의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어 환자의 중증도 및 수술 후 보조 요법의 시행 여

부 등을 고려한 경부 청소술 영역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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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tili ty of Level IV-V Node dissection in with clinical

Node-positive neck

Hyounmi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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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l cavity cancer, which consists mostly of squamous cell carcinoma, can be

treated with surgical treatment, radiation therapy or chemotherapy. Among them,

radical neck dissection in all levels, including level IV and V, is a standardized

treatment for cervical lymph nodes with clinically suspected metastasis.

However, what should be considered to determine the levels of neck dissection

is postoperative complications along with the patients' severity and prognosis.

However, it is obvious that the degree and scope of complications expand as the

scope of surgery expands.

Accordingly, the author conducted retrospective histopathological analysis and

prognostic analysis of 83 patients who underwent radical neck dissection in this

hospital to find out the need for level IV-V area of patients suspected of

metastasis to cervical lymph nodes, and obtained the following results.

Whether or not lymph node metastasis to level IV and V was only affect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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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mph node metastasis to other areas, and its occult metastasis was also very

low(P=0.005), When comparing the overall survival rate, recurrence rate, and

metastasis rate after 5 years,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when neck dissection was performed and when not performed, including

level IV and V. However, most of the patients who underwent selective neck

dissection without Level IV,V underwent postoperative radiotherapy, and the

possibility of micro metastasis could not be ruled out compared to low occult

metastasis rates, so further studies based on multiple institutions and patient

choice.


Key words : Oral squamous cell carcinoma, Neck dissection, Occult metastasis,

Survival analys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