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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두경부암에서는 중복암이 일반적으로 필드 종양화 

(field cancerization)와 관련하여 상부 호흡-소화기계에 

잘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1) 중복암은 처음 Billroth에 

의해 정의되었으며 이후 Warren과 Gates에 의해 수정된 

정의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다. 그에 따라 중복암은 

종양은 각각 조직학적으로 악성으로 증명되야 하고, 서
로 전이의 가능성이 배제되어야 하며, 각 종양간의 연결

이 없어야 한다는 것으로 정의된다.2) 중복암은 또한 시

기에 따라 분류하기도 한다. 중복암이 6개월 이내에 진단

된 경우를 동기성 (synchronous) 중복암, 6개월 이후에 

진단된 경우를 이기성 (metachronous) 중복암으로 분류

한다. 학자에 따라 중복암이 동시 또는 1개월 이내에 발

견된 경우 동시성 중복암 (simultaneous multiple primary 
malignancy)이라고 하여 세 군으로 분류하기도 한다.3)

두경부암 환자에서 6개월 이내에 진단된 동기성 중복

암의 발생률은 매년 3~7%에 달하고 있으나,4) 동시 또는 

1개월 이내에 발견된 경우인 동시성 중복암 은 많지 않

다. 게다가 동시성 중복암을 한꺼번에 수술 및 재건을 

시행한 경우는 국내 보고가 많지 않았다. 이에 저자들은 

진단시 구강저암과 동시에 발견된 식도암에 대해 한꺼번

에 수술 및 재건을 시행한 사례를 경험하였기에 문헌고

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42세 남자가 내원 8개월전 우측 하악 어금니 발치후 

통증이 발생하였다. 내원 1개월 전부터는 우측 턱부위에 

부종이 발생하면서 우측 구강내 통증이 악화되어 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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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Simultaneous second primary tumors are not uncommon in patients with oral cavity squamous cell carcinoma. 
Many studies have previously shown that oral cavity squamous cell carcinoma patients with simultaneous second 
primary tumor generally have a poor prognosis. Additionally, the choice of the optimal therapeutic modality for 
oral cavity squamous cell carcinoma patients who present with simultaneous second primary tumor remains 
problematic. We reported a case of simultaneous squamous cell carcinomas in mouth floor and esophagus, that 
multidisciplinary team performed resection and reconstruction simultane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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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에게 한달간 치료를 받았으나 효과가 없어 대학병

원 진료를 권유받고 본원 이비인후과 외래를 방문하였

다. 과거력상 고혈압, 당뇨를 비롯한 다른 질환은 없었다. 
신체 검진상 우측 턱부위에 4 cm의 압통과 발적을 동반

한 고정되어있는 부종이 있었다(Fig. 1A). 우측 구강 기저

부에는 약 2 cm의 치아를 침범하고 있는 불규칙한 경계

의 출혈성 종괴가 보이고 있었다(Fig. 1B). 내원 당시 구

강 기저부의 출혈성 종괴에서 조직검사 시행하였으며 

고분화도의 편평세포암이 확인되었다. 
병기 설정을 위해 경부 컴퓨터 단층 촬영, 자기공명영

상, 양전자 단층 촬영, 식도위내시경 및 대장내시경 검사

를 시행하였다. 경부 컴퓨터 단층 촬영상 우측 경부 level 
IB, 좌측 경부 level IA, IB 에 림프절 전이 소견이 의심되

어 양측의 경부 level IB 에 위치한 림프절에서 각각 세침

흡입검사 시행하였으나 악성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Fig. 
2A, B). 자기공명영상 소견상 T1에서 저신호를 보이는 

5 cm의 종양이 우측 구강 기저부에서부터 기시하여 하악

골의 골파괴를 동반하고  악하부 부위의 피부까지 침범된 

소견을 보이고 있었다(Fig. 3). 양전자 단층 촬영상 원격 

전이 소견은 보이지 않았지만 식도위내시경 검사상 식도

에서 불균질하게 혈류가 소실된 소견을 보이는 점막 3부
분이 있어 조직 검사 시행하였고 검사 결과상 편평세포암

으로 확인되었다(Fig. 4A, B). 다학제 진료 시행후 구강암

에 대한 근치적 제거, 양측 경부절제술 및 비골 유리피판

술을 계획하였고 동시에 식도암에 대해서도 식도전절제

술 및 위간치술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수술전 우측 비골

A

B

Fig. 1. (A) Profile photo of patient. A patient had a sub-
mandibular skin invasive mass. (B) Irregular shaped, hemor-
rhagic tumor was observed in floor of mouth.

A

B

Fig. 2. (A) Axial view of contrast-enhanced CT. LN enlarge-
ments were observed in both level IA. (B) Axial view of con-
trast-enhanced CT. Lt.level IB LN enlargement was ob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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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한 하악골 재건을 3D 프린터로 사전 제작하여 

비골 유리피판의 범위를 결정하였다(Fig. 5A, B). 
이비인후과에서 구강저부의 종양 및 하악골을 제거하

였으며(Fig. 6A), 성형외과에서 비골 유리피판을 이용해 

재건하였다 (Fig. 6B). 식도암에 대해서는 흉부외과에서 

식도 절제술후 위장관외과에서 위간치술을 이용해 재건

하였다. 수술후 조직 검사 결과 5 cm의 종괴가 확인되었

고 절제연에서 양성 소견은 보이지 않았으나 신경 및 

림프혈관계 침범소견이 있었다 (Fig. 7A). 경부 림프절은 

절제된 모든 림프절중 1개에서만 악성 소견을 보였다. 
식도에서도 1.5 cm의 편평세포암이 확인되었고 절제연

은 음성이었다 (Fig. 7B, C). 수술후 특별한 문제없이 퇴

원하였으며 현재 방사선 치료를 시행받는 중이다.

고찰

두경부암에서 중복암의 발생 빈도는 16~36%로 다양

하며 폐, 식도와 같은 상부 호흡-소화기계에 흔히 발생한

다고 알려져 있다.5)6) 두경부암이 상부 호흡-소화기계에 

중복암이 잘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으나 

필드 종양화라는 술, 담배와 같은 발암물질에 노출된 전 

부위가 서로 독립되어 종양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이론

에 대해 일반적으로 설명되고 있다.1) 두경부 암에서 중

복암이 있을 경우 5년 생존률은 20%정도로 알려져 있으

며, 이는 50%의 5년 생존률을 보이는 일반적인 두경부 

Fig. 3. MRI T1 image. Low signal tumor was found in right floor 
of mouth. Tumor destructed right mandibular body portion 
and extended to buccal space and skin.

A

B

Fig. 5. (A) 3D printer reconstruction was used to reconstruct 
a mandible. (B) Mandible reconstruction with fibula free 
flap, planned by preoperative 3D printer reconstruction.

A

B

Fig.  4. Two reddish mucosa with loss of vascularity were ob-
served in esopha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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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다 현저히 낮다.7)8)

식도에서 발생한 편평세포암의 경우에 대부분 진단 시

기가 늦어 나쁜 예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

되어 점막층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는 5년 생존률이 

50~100%로 높은 편이다. 두경부암 환자에서 동시성 식

도암은 약 1~2%정도 발견된다고 하며 이는 일반적인 식

도암의 발병률보다 10배 정도 높은 편이다.9) 구강암과 

동반되는 동시성 식도암은 일반적으로 예후가 나쁘다고 

알려져 있다.10)11) Liao등은 절제가능한 구강암에서 동시

성으로 발생한 중복암 환자 77명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

인 5년 생존율을 53%이지만 다른 부위보다 식도와 간에 

동시성으로 발생한 경우에서 예후에 좋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논문에서 처음 분석의 대상이 되었던 

1822명의 절제가능한 구강암 환자들중 식도에 동시성으

로 발생한 환자는 총 4명으로 이러한 경우가 매우 드문 

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4명의 환자

중 1명만 치료후 18개월째까지 재발없이 생존하였으며 

나머지 3명은 모두 2년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어 

예후가 좋지 않았다.12) 또한 두경부암과 동시성으로 발

견되는 중복암은 모두 절제가능한 경우에도 수술적 치료

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지 순차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지 아직까지는 연구된 바가 많이 없어 명확하지는 

않다.13) 하지만 동시성 중복암에 대한 몇몇 논문에서 순

차적인 치료보다는 동시에 수술 혹은 항암방사선 요법과 

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중복병변에 대해 치료하는 것이 

A

B

C

Fig. 7. Histopathologic findings and gross fingding (A) 
Histopathologic findings of FOM ca. showed that tumor 
cells form round nodules with concentric, laminated layers 
(Keratin pearl)(White arrow). The surrounding stroma was 
reduced and contained inflammatory infiltrate containing 
lymphocytes. (B) Esophageal cancer, gross finding (C) 
Histopathologic findings of esophageal cancer was con-
fined to submucosa.

A

B

Fig. 6. (A) Wide excision for floor of mouth cancer and seg-
mental mandibulectomy were performed. (B)Mandible re-
construction with right fibula osteocutaneous free flap 
co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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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합리적이라고 권유하고 있었다. 수술과 항암 혹은 

방사선 요법의 생존율에 대한 비교는 아직까지 드물었

다.10)12)13)  앞으로 국내에서도 두경부암과 동시성으로 

발생한 중복암을 한꺼번에 치료한 증례들에 대해 분석을 

하여 발표할 수 있다면 좋은 정보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중심 단어：구강저ㆍ식도암ㆍ중복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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