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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절제술 후 구강기 연하장애 동물 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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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l Animal Model of Oral Dysphagia Following Hemiglossectomy
Min Ji Kim, M.D., Ho Minh Tri, M.D., Jeong Mi Kim, Ph.D., Mi Eun Choi, M.S.,
Young-Mo Kim, M.D., Ph.D., Jeong-Seok Choi, M.D., Ph.D., Ji Won Kim, M.D., Ph.D.
Department of Otolaryngology, Inh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Incheon, Korea
Objective: This study aimed to establish an animal model of oral dysphagia for translational research purposes.
Methods: Four week old C57BL/6 mice were randomized to a surgical partial glossectomy group (horizontal resection, n=13 vs. vertical resection, n=15) and a nonsurgical group (control, n=7). The survival rate, mouse weight,
amount of food, and water consumption were compared. Comparisons were made using a Kruskall Wallis test, and
survival was analyzed using Kaplan-Meier method.
Results: Eleven of the 13 (84.6%) horizontal resection animals and 11 of the 15 (73.3%) vertical resection animals survived to the study endpoint. Compared to the non-surgical control mice, the mice that had undergone a horizontal
and vertical resection had a significantly lower mean body weight (P＜0.05) during experimental day (ED) 5, with the
greatest dysphagia observed in ED 2. The horizontal resection-type mice showed greater mean body weight loss and
food consumption in the early stages of the experiment than the vertical resection-type mice. In contrast, the horizontal
resection-type mice showed greater body weight gain and food consumption in the late stages of the experiment.
Conclusion: This study provides novel evidence that the proper timing for an animal model of oral dysphagia was
within ED 5; severe dysphagia was observed in ED 2. The horizontal-type partial glossectomy had a better survival rate
than the vertical-type model. Furthermore, the prolonged dysphagia model mimics the vertical resection-type mice.
(JKDS 2021;1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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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을 담당한다 .
구강ㆍ구인두 연하장애는 알츠하이머 치매, 파킨슨병,

연하는 여러 근육들과 신경들의 조화로운 조절에 의해

뇌졸중, 혹은 두경부 질환의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후, 신

구강으로부터 인두를 거쳐 식도로 진행하는 일련의 생리

경학적 질환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 .

적 과정으로, 그 중 구강기 연하 과정은 음식을 구강에서

특히 구강암의 편평 상피세포암(squamous cell carcinoma)

인두로 보내는 과정으로 혀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한 역할

은 두경부암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그 중에서도 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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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흔하게 나타나며, 수술적 치료가 표준 치료법으로
3,4

후 구강기 연하 장애를 모사하려고 하였다. 부분 설 절제

확립되어 있다 . 그러나 수술적 치료 후에는 발음, 삼킴,

술을 수평 또는 수직으로 시행한 군과 수술을 시행하지

저작 운동 등의 기능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수

않은 대조군을 포함하여 세 그룹의 연하장애 정도를 평가

분 및 영양소 섭취를 감소시켜 적절한 중재가 이루어지지

하였다. 혀 첨부를 기준으로 약 3.6 mm 부분을 수평으로

않을 경우 영양 실조와 탈수를 초래하게 될 수 있으며 환

부분 설 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혀 첨부를 기준으로 6 mm

5-8

자의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 이러한

부분 및 혀의 정중면을 따라 수직으로 부분 설 절제술을

기능적 문제들은 수술적 절제 위치 및 범위, 남은 혀의 기

시행하였다. 절제된 혀는 수평으로 부분 설 절제술을 시

능, 재건 방법 등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

행하는 경우 3.6 mm*5 mm, 수직으로 부분 설 절제술을

이후 기능적 결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에 관한 연구들

시행한 경우 3*6 mm로 혀의 높이는 동일하다고 가정하

9-12

이 보고되고 있다

2

였을 때 18 mm 으로 동일한 면적을 갖도록 절제되었다.

.

본 연구에서는 부분 설 절제술 후 발생 가능한 구강기

(Fig. 1A) 수직 또는 수평 절제를 시행 후 지혈제(보스민)

연하 장애의 병태 생리를 이해하고 치료 방법이나 그 효

를 묻힌 거즈로 압박하여 지혈하였다. 수술 이후 2일째까

과를 평가하기 위한 구강기 연하장애 동물 모델을 개발하

지 100-300 mg/kg IP (복강주사)하였고, 모든 동물에게

고자 하였으며, 부분 절제 방법에 따른 연하의 영향을 평

동일한 사료와 물을 제공하였으며, 정해진 시간마다 소비

가하고자 하였다.

된 사료와 물의 양을 측정 및 체중을 측정하였다. 각 쥐의
케이지는 동일한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하였다. 각 군의 하

대상 및 방법

루의 총 소비된 사료 및 물의 양, 몸무게를 각각 합하였으
며, 이를 n 수(각 대조군, 실험 군 속하는 쥐의 수)로 나누

1. 연구 대상

어 평균값을 구하였다. 실험은 수술 시점을 시작으로부터

C57BL/6 종 암컷 쥐 35마리(체중: 20 g)를 무작위로 3
그룹으로 분류하여 수술 방법을 달리하였다(수평 절제 13
마리, 수직 절제 15마리, 비수술 대조군 7마리). 구강기
연하장애 개발 동물 실험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가이드
라인을 따라 시행했고 실험 계획서는 본원 동물 실험 윤
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INHA 191104-667).

12일 후를 실험 종료 시점으로 설정하였으며 동물 실험
윤리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을 따라 안락사를 시행하였다.

3. 통계 방법
통계 분석은 Graph Pad Prism 5 package (GraphPad
Software Inc. USA)를 사용하였다. 측정값은 평균±표준
오차(SD.: standard deviation)로 표시하였고, 그룹 간 차

2. 연구 방법

이를 보기 위해 Kruskall Wallis test를 사용하였다. 각 그

설암의 가장 호발하는 부위는 측면부이며 그 다음으로
13

룹간 생존율의 차이는 Kaplan-Meier method를 사용하

는 전방 2/3에 호발한다 . 임상적으로 설암 수술시 부분

였으며 P value는 0.05 이하를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

설 절제술 시행 후 일차 봉합을 시행하는데 이때 수평(혀

단하였다.

의 전후 부분을 연접하여 봉합) 또는 수직(혀의 배면과 구
강저부를 봉합)모양의 봉합을 시행한다. 본 동물 실험에서
는 봉합 대신 절제 방법을 달리함으로써 부분 설 절제술

Fig. 1. (A) Schematic illustration, (B) and (C) morphology of vertical and horizontal model in hemiglossectomy, (D) morphology of specimens (left: horizontal, right: vertic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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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2. 구강기 연하장애 평가지표

1. 생존율

Table 1은 대조군 및 두 실험 군의 평균 체중 및 먹이

부분 설 절제술을 수평 절제로 시행한 13마리 중 2마리

섭취량, 물 섭취량을 보여주고 있다. 쥐의 평균 체중 및

가, 수직 절제한 15마리 중 4마리가 수술 후 2일째에 사

섭취량은 실험 5일째까지는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에서 통

망하였으며, 이후 사망은 없었다. 부분 설 절제술을 수직

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나(P＜0.05) 5일 이후

으로 시행한 군의 생존율(11/13, 84.6%)은 수평으로 시행

부터는 군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쥐의 평균 체중은 초

한 군의 생존율(11/15, 73.3%)에 비해 더 높은 것을 확인

기 2일까지 부분 설 절제술을 시행한 두 군 모두 대조군

할 수 있다.(Fig. 2)

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하였으며 3-5일째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 이후 부분 설 절제술을 시행한 두 군 모두 대조
군에 비해 통계학적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부분 설 절
제술을 수평으로 시행한 군이 수직으로 시행한 군에 비해
대조군에 근접하게 회복되었다.(Fig. 3A) 평균 사료 섭취
량 및 물 섭취량은 부분 설 절제술을 받은 두 군에서 대조
군에 비해 초기 2일간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현저하게
감소되어 있으나 3-5일째에 회복기를 거쳐 대조군과 유사
해짐을 확인 할 수 있다.(Fig. 3B, C)

고찰
본 연구는 부분 설 절제술을 시행 후 발생하는 구강기
연하 장애에 대한 동물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생존율 및
연하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최적의 동물 실험 모델 조건을
Fig. 2. Experimental animal survival. Eleven of the 13 (84.6%)
horizontal resection animals and eleven of the 15 (73.3%) vertical resection animals survived to the study endpoint of 12
days. Two (in horizontal group) and four (in vertical) subjects
died during 2 days.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하란 음식물을 삼키는 동작을 일컫
는 말로 구강 단계, 인두 단계, 식도 단계의 3단계로 나뉜
다. 구강기에는 혀가 음식 덩어리를 목구멍으로 밀어 넣
는 과정으로, 혀는 전후 회전활동을 통해 음식을 위쪽으

Table 1. Outcomes of control and hemilglossectomy models groups.
Variable
Number
Survival at 12 days
Mean animal weight, g (SD)
Baseline
2 days
5 days
12 days
Mean intake during 3 days
Food consumption
2 days
5 days
12 days
Water consumption
2 days
5 days
12 days

Control

Horizontal

Vertical

P value

7
100%

13
84.6% (11/13)

15
73.3% (11/15)

0.307

18.92
14.91
17.09
19.33

19.27
15.00
18.09
18.50

(0.88)
(1.19)
(2.55)
(2.74)

0.247
0.001
0.009
0.498

18.86
19.00
19.29
19.75

(0.69)
(0.58)
(0.76)
(0.50)

(0.86)
(0.83)
(1.30)
(0.52)

4.13 (0.22)
3.76 (0.22)
3.67 (0.12)

1.12 (0.32)
5.71 (0.92)
4.20 (0.32)

1.22 (0.99)
4.60 (0.64)
4.10 (0.86)

0.001
0.001
0.136

5.72 (0.89)
5.47 (0.44)
5.00 (0.11)

2.72 (1.35)
6.52 (0.99)
5.56 (0.61)

4.09 (1.75)
5.76 (0.66)
5.28 (1.08)

0.002
0.031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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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 Mean body weight, (B) mean food consumption, (C)
mean water consumption during twelve days.

로 이동시키고 연구개와 구개수(uvula)가 역류를 방지하

동물의 특성상 봉합을 시행하지는 못하였으나 전면부 부

기 위해 비인두를 닫는다. 구강기 연하 장애 발생 시 수분

피 부족은 수평 절제로, 측면부 부피 부족은 수직 모델로

5,6

과 영양 섭취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 . 구강기 연하

모사하려 하였다.

장애를 보이는 ALS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동

본 연구에서 수술 방법에 상관없이 수술 후 2일 이내에

물 실험 모델에서도 쥐의 저작 속도(mastication rate),

평균 먹이 섭취량, 물 섭취량, 평균 체중이 급격히 감소하

혀 핣는 속도(lick rate) 감소가 수분 섭취량 및 몸무게와

였으나 그 이후 호전되면서 대조군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

7

유의미한 연관성을 갖고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 . 이와는

다. 이는 수술 후 구강기 연하 장애를 보이는 환자들과 유

달리 구강 수술 후 발생하는 연하 장애는 수술 직후 발생

사한 양상으로 연하 기능의 저하는 수술 직후에 가장 그

하며, 수술 부위 및 범위에 따라 결과 및 예후가 다르다.

정도가 크며 일시적으로 식이 및 식음량이 떨어지더라도

수술 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구강 식이를 시작하면서 연

수술 2-3일 후 지속적인 식이 및 식음 따라잡기를 통해

하 훈련을 시작하게 되며 이에 적응하기 때문에 추적 관

적응하며 체중이 호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

12

찰하는 기간에 비례하여 연하 기능이 호전된다 . 임상적

기에 수술 후 발생하는 구강기 연하장애 동물 실험 모델

으로 조기 설암의 경우 측면에 호발하여 안전연(safety

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술 5일 이내가 좋을 것이고, 심한

margin)을 갖고 절제한 후 일차 봉합을 하게 되는데, 봉

연하장애(severe dysphagia) 모델은 실험 2-3일에 사용

합 방법에 따라 최종적인 혀의 모양이 다르게 보이게 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 혀의 전후 부분을 연접하여 봉합할 경우 혀의 전면부

수직으로 부분 설 절제술을 시행할 경우 수평으로 시행

의 부피가 부족하며, 혀의 배면과 구강 저부를 봉합할 경

할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사망률을 보였는데, 사망

우 혀의 측면부의 부피가 부족하다. 본 실험에서는 실험

시기가 모두 실험 2일째 초반에 이루어진 것으로 미루어

JKDS Vol. 11, No. 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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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 사망의 원인은 대부분 지혈 장애로 인하 흡인으로

이차적인 조직 치유를 유도한다. 본 실험에서는 동물 모

추정된다. 수직 설 절제술의 경우 수평 설 절제술에 비해

델의 설 크기가 작아 봉합을 시행할 수 없어 이차적인 조

절단 면적은 유사하나 혀뿌리가 포함되어 절제되지 않았

직 치유가 진행되었고 실험 5일 이후 연하장애가 호전을

어도 혀 뿌리에 가까운 혀 근육이 포함되어 지연성 동맥

보이는 이유가 단지 식이 작용을 통해 연하 운동을 시행

출혈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구강기 연하장애 동

하게 되고 이에 대한 적응으로 이루어진 것 이외에 절제

물 모델 실험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생존율을 고려하여

부위의 활발한 재생 작용으로 인한 영향을 배제할 수 없

수평 절개 부분 설 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다. 두번째는 구강기 연하 장애를 확인하는 지표로 간접

사료된다.

적인 평균 먹이 섭취량, 평균 물 섭취량, 평균 몸무게로만

구강암의 수술적 절제 후 발생하는 연하 장애는 절제하

평가하였다는 점이다. 삼킴 과정을 시각화하여 해부학적

는 위치 및 범위, 크기에 따라 정도의 차이를 보일 수 있

또는 생리적인 병변을 확인할 수 있는 비디오 투시 연하

으며, 혀 뿌리를 포함하여 절제한 경우 구강 준비 시간 및

검사(video fluoroscopy swallowing studies)를 통해 쥐

구강 전달 시간이 증가하고 인두 전달 시간이 길어짐에

의 핥는 횟수, 저작 횟수 등을 직접적인 지표로 확인 가능

따라 구강 내 잔여물이 증가하기 때문에 연하 장애 발병

하나 , 본 연구에서는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지

률이 높으며 수술 후 경관 식이 의존율이 높다고 보고되

표와 간접적인 지표 간의 상관관계를 알 수 없다.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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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2,7

. 본 실험 결과 상대적으로 평균 먹이 섭취량,

으로, 본 연구에서 수술 후 2일째까지 복강내 진통제 주사

평균 물 섭취량, 평균 체중 감소된 결과를 통해 연하 장애

를 하였지만, 수술 직후 통증으로 인해 구강 섭취가 어려

발생률이 혀뿌리 가까이 절제될 시 심한 연하 장애 발병

울 수 있다는 것 또한 연하 평가의 한계로 여겨진다. 이러

률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였고 이는 이전 연구 결과에 부

한 한계점을 보완하는 추가적인 연구들이 추후 필요하며,

합된다. 또한 부분 설 절제술 시 일차 봉합 시에는 연하

부분 설절제술 동물실험 모델이 구강기 연하 장애뿐 아니

기능을 고려한다면 최대한 혀뿌리 가까운 근육을 보존하

라 인두기 연하장애에까지 확장되어 사용될 수 있는지에

는 방법으로 봉합하는 방법이 급성 연하 곤란을 예방할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구강기 연하 장애를 보이는 환자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군에서 연하 장애로 인해 감소된 하루 식이 섭취 총량을

본 실험에서는 실험 초반엔 수평/수직 절제군 모두에서

유지 및 증가시키기 위해 먹는 시간을 오래하여 보상한다

체중 저하, 먹이 섭취 저하를 보이다가 실험 5일째부터 서

는 보고가 있으며, 절제 범위에 혀뿌리가 포함된 경우 구

서히 먹이량을 따라 잡고 체중을 회복한다. 하지만, 실험

강 내에서 인두로 음식물이 전달되는 시간이 길어진다 .

12일째 수평 절제 부분 설 절제술 동물은 정상 체중에 가

이를 참고하였을 때 연하 장애에 대한 간접적인 지표로

깝게 회복하지만, 수직 절제 동물은 먹이 섭취량 증가가

식이 및 식음에 소요되는 시간 또한 고려된 연구가 필요

크지 않고 체중도 대조군만큼 회복되지 못하는 결과를 보

할 것으로 생각된다.

18

였다. 이는 설 절제술 후 혀의 재생 조직의 특성에 기인한

부분 설 절제술 후 발생하는 구강기 연하장애 동물모델

것으로 추정되며, 수평 절제의 경우 절제된 전방을 향해

의 적절한 시기는 혀 조직 재생 시간을 고려하여 수술 후

조직이 재생되는 반면, 수직 절제술의 경우 소실된 혀 측

5일 이내가 적절하며, 수술 후 2일 이내가 심한 연하 장애

면에 재생된 조직이 채워지면서 소실된 쪽으로 혀가 굽으

모델로 적절한 시기이다. 생존율을 고려하여 부분 설 절

면서 자라나는 특성을 보여, 이는 재생된 혀의 모양이 쥐

제술은 수직보다는 수평 절제하는 것이 좋으며, 지연성

가 먹이를 핥는 습성과 관련하여 적절한 구강기 연하과정

연하 장애 모델의 경우 수직 절개 부분 설 절제술을 할 것

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지연성 연하

을 권고한다.

장애 모델의 경우 수직 절개 부분 설 절제술을 할 것을 권
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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