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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타액선종양은두경부 역에서약 3%이하의비율로매우드

물게발생하는종양이다1-4). 그중에서도악성타액선종양은더

욱 드물게 발생하며 타액선에서 발생하는 종양 중 약 21-46%

정도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 또한 악성타액선종양

은 임상병리학적으로 매우 다양한 종류가 있다. 소타액선의

종양에 해서는발생빈도와조직학적인종류에 해서리비

아, 미국, 일본, 브라질, 등에서 인종적 지리적인 분포에 한

연구결과가 많이 나와있으며 인종적, 지리적 여건에 따라 발

생하는종양의종류, 발생부위등의임상적양상이조금씩차

이를보 다1-4). 그러나아직까지한국인에서는악성타액선종

양의발생에 한연구가미비한실정이다. 이번연구의목적

은 한국인에서의 발생한 67례의 악성타액선종양을 임상적으

로분석하고문헌고찰을통하여인종적, 지역적인역학연구의

비교가되는정보를제공하기위한것이다. 

Ⅱ. 연구재료 및 방법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서울 학교 치과병원 구강악

안면외과에서 생검 후 구강병리과에서 조직학적으로 악성타

액선종양으로진단받은환자 67명을 상으로조사하 다. 이

에따라조직학적인진단명, 환자의나이, 성별, 발생부위를구

분하여통계를냈으며, 조직학적인진단은 1991년 WHO의분

류법을따랐다. 

Ⅲ. 결 과

환자의 연령 는 20 에서 80 까지 다양하게 발생하 으

며 50 에서 19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 다. 환

자의평균나이는 51.7세 다. 특이하게 20 에발생한종양은

모두mucoepidermoid carcinoma(MEC) 다. 성별은여성이 39례,

남성이 28례로 성비는 남성 여성이 1:1.39로 여성에서 약간

호발하는경향을보 다(Fig. 1). 가장많이발생한종양은 ade-

noid cystic carcinoma(ACC)로전체 67례중 23례로약 34.3%를차

지하 고, 그다음으로 MEC로 67례중 21례로전체종양발생

율중 31.3%를차지하 다. 그외에 adenocarcinoma, NOS 가 8례

(11.9%), salivary duct carcinoma(SDC)가 4례(6.0%), carcinoma ex

pleomorphic adenoma(CXPA)와 myoepithelial carcinoma 가각각 3

례(4.5%), polymorphous low grade adenocarcinoma(PLGA)가 2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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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pithelial-myoepithelial carcinoma(EMCa), cystadenocarcino-

ma, adenosquamous carcinoma(ASC)가 각각 1례(1.5%) 다(Table

1). 호발부위는전체적으로경구개부위가가장많았으며소타

액선에서 발생한 종양이 83%로 타액선보다는 소타액선에

서호발하는경향을보 다. 타액선부위에서는이하선에서

7례로 가장 많이 발생하 으며, 소타액선에서는 경구개부위

가 19례를차지하여 28.4%의발생율을보 다. 그외에목과임

파절전이를보인증례가3례 다(Table 2). 

조직학적인분류에따르면ACC에서는조직학적으로는 crib-

riform type이가장많이차지하 다. 또한 perineural invasion이 4

례에서나타났고, 1례에서주변의골에침습하는양상을보

다. MEC는조직학적으로주로 low grade 양상을보 다. SDC는

comedo 양괴사가특징적으로관찰되었다. 

Ⅳ. 고 찰

소타액선에발생한타액선종양에 한연구에서남성 여

성의 성비는리비아인에서 1:1.02, 일본인에서 1:2.0 정도로남

성보다는여성에서호발하는경향을보 고1,4), 미국인에서소

타액선에 발생한 악성타액선종양에서도 남성 여성이 1:1.9

로 여성에서 호발하 다3). 이번 연구결과에서는 악성타액선

종양만을 상으로하 으나성비는남성 여성이 1:1.39정도

로다른연구결과와비슷하게여성에서호발하는경향을보

다. 그러나악성종양의경우일본에서는남성에서더많이발

생하는인종적지역적특성을보 다4). 많은연구에서악성타

액선종양은주로소타액선부위에서호발하며그중에서도구

개부가가장높은발생율을보이는것으로보고되고있으며2,4,6)

Table 1. Distribution of malignant salivary gland

tumors in oral cavity

Types of tumors No. of cases

Mucoepidermoid carcinoma(MEC) 21

Adenoid cystic carcinoma(ACC) 23

Adenocarcinoma, NOS(ADC, NOS) 8

Salivary duct carcinoma(SDC) 4

Carcinoma ex plemorphic adenoma(CXCa) 3

Myoepithelial carcinoma(MME) 3

Polymorphous low grade adenocarcinoma(PLGA) 2

Cystadenocarcinoma 1

Adenosquamous carcinoma(ASC) 1

Epithelial-myoepithelial carcinoma(EMCa) 1

Total 67

Table 2. Location of malignant slaivary gland tumors in oral cavity

MEC ACC PLGA SDC ADC,NOS CXPA EMCa Cystadeno ASC MME
carcinoma

Major gland

parotid 2 3 1 1

submandibular 1 1

sublingual 2

Minor gland

hard palate 6 5 1 2 3 2

soft palate 1 1 1

buccal mucosa 2

mx.gingiva* 4 6 1 2

mn.gingiva# 3 1 1

tongue 2 1

FOM@ 2

retromolar 1 1

Metastasis 2 1

*; maxillary, #; mandibular, @ ; floor of mouth

Fig. 1. Correlation of age and gender in malignant

salivary gland tum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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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 다. 다만 리비아인에

관한연구에서는혀가가장호발하는부위 다1). 본연구에서

MEC는 약 31%의 발생비율을 보 으며 ACC(34.4%)가

MEC(31.3%)보다 약간 호발하는 경향을 보 다. 국인에서

발생한 악성타액선종양의 연구에서도 ACC(33.3%)가

MEC(28.6%)보다 약간 호발하 다7).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는

MEC가 ACC가더많이발생하는경향을보 는데, Neely 등의

연구에서는 MEC가 34%, ACC가 17%로 두 배 가까이 MEC가

많이 발생하 고6), 브라질인에서는 MEC가 41%, ACC가 24%

의 발생율을 보 다2). 다른 연구에서는 12%~29%의 발생율로

악성타액선종양중가장호발하는것으로보고하고있으며8),

또 다른 연구에서는 악성타액선 종양 중 약 30%의 발생율로

발생하는것으로보고하고있다9). MEC의경우가장호발한부

위는경구개 으며, 이는Triantafillidou 등8)과Yih10) 등의결과와

같았으나, Rapidis 등9)은 이하선에서 66%로 가장 많이 발생하

며, 소타액선에서는약 33%정도의발생비율을보인것으로보

고하 다. 다른연구에서는백인과흑인에서인종적특이성을

보 는데백인에서MEC의발생율이약 78%로상당히높은결

과를 보 고 반면 흑인에서는 MEC가 12.1%, ACC가 42.9%의

비율로 발생하 다3). 특이하게 본 증례들에서 MEC가 20 에

서가장많이호발하는경향을보 으며평균나이는 38.1세

다. 이는 다른 악성타액선종양과도 판이하게 다른 양상을 보

으며 MEC에 한 다른 연구결과들과도 다른 결과를 보

다. Rapidis 등9)의 연구에서 MEC의 호발연령 는 60 으며

평균나이는 56.7세 다. Yih10) 등의연구에서도MEC는악성타

액선종양중약 47.9%의발생율을보 으며환자들의평균나

이는 58.6세이며본연구와는다르게남성에서 2.5배정도호발

하는것으로보고하 다. 

ACC는약 34.4%의발생율을보 고, 가장많이발생한부위

는 상악치은부와 구개부 으며 평균나이는 54.4세 으며 여

성에서 14례, 남성에서 9증례로여성에서호발하 다. 일본인

에서발생한 ACC는약 37.0%의발생율을보여본연구결과와

비슷하 고, 호발부위도경구개로본연구결과와비슷한양상

을보 다4). 리비아인에서는ACC가 17.3%의발생율로MEC다

음으로많이발생하는종양임을보고하 다1). Yih10) 등의연구

에서나이와호발부위에 해비슷한결과를보 으나발생율

은 23.4%의발생율을보여본증례보다낮은발생율을보 다.

또 다른 연구에서 발생율은 타액선 악성종양 중 약 10%를 차

지하며발생하는부위는경구개에서가장많이발생하며 타

액선에서는 이하선이 가장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호발연령 와발생성비도본연구와비슷한것으로보고하

다11). 

Adenocarcinoma, NOS는본연구에서 11.9%의발생율을보여

세번째로많이발생한악성타액선종양이었다. 여성에서 6례,

남성에서 2례로 여성에서 호발하 으며 주로 60 이후에서

발생하 다. 이는 Yih 등10)의연구결과와유사하 다. 또다른

연구에서호발부위는주로이하선에서발생하는것으로보고

한바있으며, 주로남성에서호발하는것으로보고하여12) 타

액선에 발생하지 않고 소타액선 중 구개부에서 가장 많이 발

생한본증례와차이가있었다.   

CXPA는 악성타액선종양중 11.7%정도의 비율로 발생하는

것으로알려져있으며13) 본증례에서는약 3%의비율로발생하

여다소낮은발생비율을보 으며이는브라질인2)과일본인4)

에서의발생율과거의유사한결과라할수있다. 발생부위는

모두경구개 으며, 남성이2례, 여성이1례로발생하 다. 

SDC는 4개의증례모두소타액선에서발생하 다. 일반적으

로 SDC 는주로 타액선인이하선에서발생하며소타액선에

발생하는경우는매우드문것으로알려져있다14). 본결과와는

차이가있었으나증례가충분하지않아비교하기는다소어려

움이있었다. 발생부위는주로이하선이나소타액선부위에서

는주로구개부에서발생하며남성에서많이발생하고연령

는 50 이후에많이발생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5). 본증례에

서도환자의연령 는모두 50 이후 고성비는남녀모두 2

증례로같았다. Moriki 등15)의연구결과에서는 6증례모두남성

에서그리고 타액선에서발생하 다. 

PLGA는 타액선 악성종양중 약 19%~26%의 발생율을 보이

며소타액선에서주로발생하며특히구개부에발생하는것으

로알려져있다7,16). 본증례에서는약 3%의발생율을보여일반

적인 PLGA의발생율보다현저히낮은비율을보 다. 발생부

위는구강저로역시소타액선이었다. 환자의연령 는 40 와

80 으며남성이 2 례, 여성이 1 례 다.  PLGA는미국, 남아

프리카, 네덜란드, 국등에서는 보고된 례가 많지만 일본에

서는거의보고되지않는지역적특성을보 다4,7).

EMCa는타액선악성종양중매우드물게발생하는종양으로

약 1.1%의발생율을보인다17,18). 이는 60 이후의여성에서많

이발생하며호발부위는이하선이가장많은것으로보고되었

다17,18). 본증례도매우드물게 1.5%의발생율을보 으며악하

선에서 발생하 다. 악하선에서 발생한 EMCa의 비율은 약

10%정도인것으로알려져있다18).

Myoepithelial carcinoma도매우드물게발생하는종양으로양

성종양인 myoepithlioma도 1%미만의 발생율을 보이며 악성인

경우는 이보다도 더 낮은 발생율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19). 본증례에서는총 3례로 4.5%의발생율을보여다른연구

결과보다약간높은발생율을보 다. 모두 60 후반이 으며

경구개에서 2례, 이하선에서 1례로발생하 고, 여성이 2명, 남

성이 1명이었다. 25례의Myepithelial carcinoma를분석한연구에

서 남성과 여성의 성비는 비슷하 고, 이하선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 다20). 

Cystadenocarcinoma는매우드문타액선악성종양으로남성과

여성에서비슷한비율로발생하며 50 이후에서호발한다21).

가장많이발생하는부위는이하선으로알려져있다21). 본증례

에서는하악치은부에발생한증례 다. 

ASC는극도로적게발생하는종양으로알려져있으며 50

이후에주로발생하며소타액선에서호발한다22). 본연구에서

도 1.5%의발생율로매우낮은비율을보 다. 본증례는혀에

발생한증례 으며이는보고된바와같이소타액선에서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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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발생하는부위라할수있다22). 본증례연구에서는특이하

게 acinic cell carcinoma는한증례도발견되지않았다. 일본인에

서 acinic cell carcinoma는약 11%의발생율을보여세번째로많

이 발생하는 종양이었으며4), 브라질인에서는 약 5.6%의 발생

율을보 다2). 

Ⅴ. 결 론

이상에서서울 학교치과병원구강병리과에서악성타액선

종양으로진단받은 67례를임상적으로분석하여보고하 다.

다른인종적인연구결과들과비교하 을때, 종양의발생양식

은지역적, 인종적특성이있는것으로볼수있었다. 그러나더

정확한 비교분석을 위해서 한국인에서 발생하는 악성타액선

종양의연구를위해더많은증례의분석이필요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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