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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구개부 외향성 종양의 

후향적 연구 

 

 

구개부의 외향성 종물을 주소로 내원하는 환자들이 종종 있다. 그러나 

구개부 종물에 대한 기존의 보고들은 대부분 단일증례 발표에 한정되어 있어 

감별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학적 연구가 부족하다. 이에 

저자는 1991년부터 2008년까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구강악안면 외과에서 

조직생검을 시행하고 구강악안면 병리과에서 진단된 증례들 중 경구개와 

연구개에 발생한 외향성 진성 종양 161례를 후향적으로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양성 종양이 123례(76.4%), 악성 종양이 38례(23.6%)였다.  

2. 타액선 기원 종양이 128례(79.5%)였으며, 비타액선 기원 종양이 33례 

(20.5%)였다. 비타액선 기원 종양은 모두 양성 종양 이었고, 악성 종양은 

모두 타액선 기원 종양이었다. 

3. 양성종양은 다형성 선종, 유두종 순으로 호발하였고, 악성 종양은 

점액표피양 암종, 선양낭성 암종, 다형성 선종 기원 암종 순으로 호발하였다.  

4. 양성과 악성 종양 모두 여성에서 호발하였다. 발병 시 평균 연령은 여성이 

남성보다, 양성이 악성종양보다 낮았다. 호발부위는 양성과 악성 종양 모두 

경구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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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성 타액선 종양에서 주 호소증상은 무통성 종창이었고(94.3%), 

표면궤양을 호소하는 경우는 드물었다(5.7%). 악성 타액선 종양에서 주 

호소증상은 동통이 42.1%였으며, 표면궤양이 23.7%였다.    

6. 선양낭성 암종에서 신경주위 침습은 12례 중 10례로 빈도가 높았으며 

(83%), 8년 생존율이 22%로 구개부 악성 종양 중 가장 낮았다. 

 

구개부 외향성 종양의 경우 대부분이 타액선 기원 종양이었으며, 타액선 

종양은 양성과 악성 종양 간 크기, 호발 부위, 발병 양상 등이 비슷하여 감별 

진단이 어려웠다. 악성 종양은 양성에 비해 동통을 주소로 내원한 경우가 많고, 

표면궤양의 빈도도 높으므로, 동통을 호소하거나 표면 궤양이 있는 경우 악성 

종양을 의심해야 할 것이다. 악성 종양 중 선양낭성 암종은 신경주위 침습소견이 

빈번하며, 5년까지는 비교적 양호한 생존율을 보이나, 이후 원격전이로 인해 8년 

생존율이 급격히 감소하므로 주의 깊은 경과관찰이 요구된다.  

 

 

 

 

 

 

 

 

 

핵심되는 말 : 경구개, 연구개, 소타액선 종양, 외향성 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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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개부 외향성 종양의 

후향적 연구 

 

 

<지도: 김 형 준 교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최 세 경 

 

 

I. 서론 

 

구개(Palate)는 크게 경구개(Hard palate)와 연구개(Soft palate)로 구분된

다. 전방 2/3는 골조직을 포함한 경구개이며, 후방 1/3은 주로 근조직으로 구성된 

연구개로 이루어져 있다. 경구개는 구강의 상방 경계를 이루며, 구강과 비강을 나

누는 역할을 한다. 연구개는 구강의 후상방 경계를 이루며, 구강과 비인두를 나누

는 역할을 한다. 구개는 두꺼운 점막층으로 덮여 있으며, 점막 하층에는 구개선으

로 불리는 풍부한 점액분비 샘들이 존재한다. 그 하방으로 대구개 신경 및 동정맥, 

소구개 신경 및 동정맥이 존재한다(Norton and Netter, 2007).  

임상에서 종종 구개부의 외향성 종물(Exophytic mass)을 주소로 내원하는 

환자들을 볼 수 있다. 종물은 병리학적으로 진성 종양과 반응성 병소로 구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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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이 중 구개부에 발생하는 진성 종양을 조직학적 발생기원에 따라 분류하

면, 점막상피 기원과 결합조직 기원의 종양으로 나눌 수 있다. 구개부에는 결합조

직 내 타액분비 샘들이 특히 풍부하므로 타액선 기원을 따로 분류할 수 있으며

(Barnes, 2005), 임상적으로도 구개부에 발생한 종양의 대부분이 타액선 기원 종

양이다(Pires et al., 2007; Waldron, el-Mofty, and Gnepp, 1988).  

이제까지 발표된 구개부의 진성종양에 대한 논문들은 대부분 단일증례 발

표이거나 소타액선 기원 종양의 연구에서 부가적으로 얻어진 결과(Buchner, 

Merrell, and Carpenter, 2007; Pires et al., 2007; Waldron, el-Mofty, and 

Gnepp, 1988)에 한정되어 있어, 구개부의 외향성 종양에 대한 역학적 연구는 부

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구개 및 연구개에 발생한 외향성 종양들의 후

향적 역학 연구를 통해 질환 별 발병률, 임상적 특징, 조직병리 소견 등을 비교 

평가하여 향후 구개부 외향성 종양의 감별진단 및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제

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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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 대상 및 방법 

 

1991 년부터 2008 년까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구강악안면 병리학교실의 

진단병리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경구개와 연구개에 발생한 종물의 증례를 

선별하였다. 이 중 타 기관에서 조직검사를 시행한 후 판독 의뢰된 증례들은 

제외하고,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구강악안면외과에서 조직생검을 시행한 

증례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종물은 외향성의 융기된 병소로 제한하였으며, 

침습적 성향을 가지며 감별이 비교적 용이한 병소인 구강편평상피암종(Oral 

squamous cell carcinoma)은 제외하였다. 종물의 조직병리학적 분류는 2005 년에 

발표된 세계 보건 기구(WHO)의 두경부 종양 분류법을 따랐다(Barnes, 2005). 

따라서 반응성 병소인 자극성 섬유종(Irritation fibroma)과 구개 골융기(Torus 

palatinus)는 제외하였다. 조사된 증례 대부분이 타액선 기원 종양이었으므로 

전체 종양에 대한 분석과 타액선 기원 종양에 대한 분석을 따로 시행하였다. 

의무기록(입원 의무기록, 외래 의무기록), 수술기록, 조직 검사 결과를 

토대로 종물의 임상적 특성, 환자의 나이, 성별 및 치료예후를 후향적으로 

조사했으며, 생존 여부는 연세의료원 암 등록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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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1. 전체 종양의 발생 빈도 

양성 종양은 123 례(76.4%), 악성 종양은 38 례(23.6%) 였다. 발생 

기원에 따른 분류에서 타액선 기원 종양이 128 례(79.5%)로 대부분이었고, 점막 

상피 기원 종양이 27 례(16.8%), 결합조직 기원 종양이 6 례(3.7%) 였다(Table 

1). 점막상피 기원 종양과 결합조직 기원 종양은 모두 양성 종양 이었고, 

악성종양은 모두 타액선 기원 종양이었다.  

조직학적 분류에 따르면 다형성 선종(Pleomorphic adenoma)이 

87 례(54.0%)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유두종 (Papilloma)이 27 례(16.8%), 

점액표피양 암종(Mucoepidermoid carcinoma)이 15 례(9.3%), 선양낭성 

암종(Adenoid cystic carcinoma)이 13 례(8.1%), 다형성 선종 기원 

암종(Carcinoma ex pleomorphic adenoma)이 5 례(3.1%) 였다(Table 1). 

 

2. 타액선 기원 종양의 발생 빈도 

구개부 타액선 기원 종양의 빈도 조사 및 기존 연구들과의 비교분석 

결과(Table2), 다빈도 질환의 분포는 이전의 연구들과 거의 일치하였다(Buchner, 

Merrell, and Carpenter, 2007; Pires et al., 2007; Waldron, el-Mofty, and 

Gnepp, 1988). 그러나 다형성 선종의 빈도(67.9%)가 Waldron et al.(51.9%), 

Buchner et al.(46.6%) 등 기존의 연구들에 비해 높았고, 따라서 양성 종양의 

비율(70.3%)이 Waldron et al.(58.0%)와 Buchner et al.(56.7%) 등에 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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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다. 다형성 선종 기원 암종(Carcinoma ex pleomorphic adenoma)의 

빈도(3.9%) 또한 Waldron et al.(2.2%), Buchner et al.(0.4%) 등에 비해 

높았다(Buchner, Merrell, and Carpenter, 2007; Pires et al., 2007; Waldron, 

el-Mofty, and Gnepp, 1988).  

 

Table 1. Frequency distribution of 161 palatal tumors according to 
histopathologic diagnoses 

Histopathologic diagnoses 
Number 

of cases

% of all

tumors

% of same 

origin 

tumors 

% 

of benign 

tumors 

% of 

malignant 

tumors 

Salivary gland tumors 

Benign 

Pleomorphic adenoma 

Myoepithelioma 

Inverted ductal papilloma 

Malignant 

Mucoepidermoid carcinoma 

Adenoid cystic carcinoma 

Carcinoma ex pleomorphic 

adenoma 

Polymorphous low grade 

adenocarcinoma 

Clear cell adenocarcinoma 

Lymphoepithelial carcinoma 

Metastatic adenocarcinoma  

Total 

 

 

 

87 

2 

1 

 

15 

13 

5 

 

2 

 

1 

1 

1 

128 

 

 

54.0%

1.2% 

0.6% 

 

9.3% 

8.1% 

3.1% 

 

1.2% 

 

0.6% 

0.6% 

0.6% 

79.5% 

 

 

 

67.9% 

1.5% 

0.8% 

 

11.7% 

10.1% 

3.9% 

 

1.5% 

 

0.8% 

0.8% 

0.8% 

100% 

 

 

70.7% 

1.6% 

0.8% 

 

- 

- 

- 

 

- 

 

- 

- 

- 

73.1% 

 

 

- 

- 

- 

 

39.4% 

34.2% 

13.1% 

 

5.2% 

 

2.6% 

2.6% 

2.6% 

100% 

Epithelial tumors 

Papilloma 

 

 

27 

 

 

16.8%

 

 

100% 

 

 

22.0% 

 

 

Connective tissue tumors 

Leiomyoma 

Neurofibroma 

Fibrolipoma 

Total  

 

3 

2 

1 

6 

 

1.9% 

1.2% 

0.6% 

3.7% 

 

50% 

33.3% 

16.7% 

100% 

 

2.5% 

1.6% 

0.8%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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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frequency of palatal salivary gland tumors to other 
literatures 

Histopathological diagnoses This study
Buchner   et 

al. (2007) 

Pires et al. 

(2006) 

Waldron    

et al. (1988) 

Total numbers of cases 
 

Benign 

Pleomorphic adenoma  

Monomorphic adenoma 

Myoepithelioma 

Basal cell adenoma 

Canalicular adenoma 

Ductal papillomas* 

Cystadenoma 

Total (90) 
 

128 
 

 

87(67.9%)

- 

2(1.6%) 

- 

- 

1(0.8%) 

- 

90(70.3%)

206 
 

 

96(46.6%)

- 

2(0.9%) 

- 

- 

7(3.4%) 

12(5.8%) 

117(56.7%)
 

181 
 

 

72(39.8%)

- 

- 

- 

4(2.2%) 

4(2.2%) 

16(8.8%) 

96(53.0%)

181 
 

 

94(51.9%) 

2(1.1%) 

- 

- 

- 

5(2.7%) 

4(2.2%) 

105(58.0%) 

 

Malignant 

Mucoepidermoid carcinoma  

Adenoid cystic carcinoma  

Acinic cell adenocarcinoma 

Carcinoma ex pleomorphic  

 adenoma 

Polymorphous low grade 

adenocarcinoma  

Adenocarcinoma, NOS 

Clear cell carcinoma 

Lymphoepithelial carcinoma 

Other malignant tumors 

Total (38) 

 

15(11.7%)

13(10.1%)

- 

5(3.9%) 

 

2(1.5%) 

 

- 

1(0.8%) 

1(0.8%) 

1(0.8%) 

38(29.7%)

 

39(18.9%)

18(8.7%) 

- 

1(0.4%) 

 

21(10.2%)

 

6(2.9%) 

2(0.9%) 

- 

2(0.9%) 

89(43.3%)

 

43(23.7%)

14(7.7%) 

4(2.2%) 

- 

 

11(6.1%) 

 

9(4.9%) 

1(0.5%) 

- 

3(1.6%) 

85(47.0%)

 

18(9.9%) 

19(10.5%) 

3(1.6%) 

4(2.2%) 

 

29(16.0%) 

 

- 

2(1.1%) 

- 

1(0.5%) 

76(42.0%) 

*Ductal papillomas : Inverted ductal papilloma, Intraductal papilloma,  
Sialoadenoma papilliferum 

 

3. 전체 종양의 성별 및 연령 분포 

질환 별 성별 분포를 보면(Table 3), 남성 대 여성의 비율이 양성 

종양에서는 1:1.05, 악성 종양에서는 1:1.53 이었다. 따라서 전체 종양에서 

여성의 발병율이 높았고, 양성 종양보다 악성 종양에서 여성의 비율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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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 시 양성 종양에서 남성의 평균 연령은 48.1±15.0 세, 여성의 평균 

연령은 44.8±16.6세 였으며, 악성 종양에서 남성의 평균 연령은 58.5±12.9세, 

여성의 평균 연령은 49.5±13.7 세로 나타나 양성과 악성 종양 모두 여성이 

젊은 연령에 발병하는 양상을 보였다. 양성 종양 대 악성 종양의 평균 연령은 

46.4±15.9 세 : 53.0±14.0 세로 악성 종양의 발병 연령이 양성 종양보다 

높았다.  

 

Table 3. Gender and age distribution of 161 palatal tumors according to 
histopathological diagnoses 

Histopathological diagnoses(n) 
Gender [n (%)] 

 
Mean age ± SD(years) 

M F 
 

M F Total 

Benign 

Pleomorphic adenoma(87) 

Papilloma(27) 

Leiomyoma(3) 

Neurofibroma(2) 

Myoepithelioma(2) 

Inverted ductal papilloma(1) 

Fibrolipoma (1) 

Total (123) 

 

37(42.5)

17(62.9)

1(33.3) 

2(100) 

2(100) 

1(100) 

- 

60(48.8)

 

50(57.5) 

10(37.1) 

2(66.7) 

- 

- 

- 

1(100) 

63(51.2) 

 

 

 

47.1±15.2

47.9±14.2

42.0 

40.5±6.3 

74.0±4.2 

59.0 

- 

48.1±15.0

 

45.0±16.1 

42.9±20.7 

38.5±6.3 

- 

- 

- 

67.0 

44.8±16.6 

 

45.9±15.7 

46.2±16.7 

39.7±4.9 

40.5±6.3 

74.0±4.2 

59.0 

67.0 

46.4±15.9 

Malignant 

Mucoepidermoid carcinoma(15) 

Adenoid cystic carcinoma(13) 

Carcinoma ex pleomorphic 

adenoma(5) 

Polymorphous low grade 

adenocarcinoma(2) 

Clear cell adenocarcinoma(1) 

Lymphoepithelial carcinoma(1) 

Metastatic adenocarcinoma(1) 

Total (38) 

 

5(33.3) 

6(46.1) 

3(60) 

 

- 

 

1(100) 

- 

- 

15(39.4)

 

10(66.7) 

7(53.9) 

2(40) 

 

2(100) 

 

- 

1(100) 

1(100) 

23(60.6) 

 
 

52.6±12.4

58.8±11.8

64.7±17.8

 

- 

 

68.0 

- 

- 

58.5±12.9

 

41.3±12.3 

57.3±10.4 

50.5±28.9 

 

60.0±0.0 

 

- 

51.0 

53.0 

49.5±13.7 

 

45.1±13.1 

58.0±10.6 

59.0±20.7 

 

60.0±0.0 

 

68.0 

51.0 

53.0 

53.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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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체 종양의 크기 및 발생부위 분포 

질환 별 병소의 크기와 발생부위 분포를 조사하였다(Table 5). 병소의 

크기는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 중 큰 값을 택하여 측정하였으며, 발생부위는 

경구개, 연구개, 그리고 경구개와 연구개의 경계부로 분류하였다.  

양성 종양의 평균 크기는 2.11±1.16cm 였으며, 가장 큰 병소는 근상피종 

(Myoepithelioma) 으로 6.0cm였다. 악성 종양의 평균 크기는 2.44±1.06cm였으며, 

가장 큰 병소는 투명세포 선암종(Clear cell adenocarcinoma)으로 4.0cm 였다. 

 
Table 5. Size and location distribution of 161 palatal tumors according to 

histopathological diagnoses 

Histopathological diagnoses(n) 
Mean size 

± SD (cm)

Location [n (%)] 

Hard Soft Border 

Benign 

Pleomorphic adenoma (87) 

Papilloma (27) 

Leiomyoma (3) 

Neurofibroma (2) 

Myoepithelioma (2) 

Inverted ductal papilloma (1) 

Fibrolipoma (1) 

Total (123) 
 

 

2.52±0.88

0.69±0.38

1.33±0.57

3.00±1.00

4.50±2.10

1.50 

0.50 

2.11±1.16 

 

 

1.93±0.59

2.40±1.20

3.80±0.83

 

2.50±0.70

 

4.00 

3.00 

2.00 

2.44±1.06 

 

48(55.1)

5(18.5) 

2(66.7) 

2(100) 

- 

1(100) 

- 

58(47.2)
 

 

24(27.6) 

20(74.1) 

1(33.3) 

- 

- 

- 

1(100) 

46(37.4) 

 

15(17.3)

2(7.4) 

- 

- 

2(100) 

- 

- 

19(15.4)

Malignant 

Mucoepidermoid carcinoma (15) 

Adenoid cystic carcinoma (13) 

Carcinoma ex pleomorphic  

adenoma (5) 

Polymorphous low grade 

adenocarcinoma (2) 

Clear cell adenocarcinoma (1) 

Lymphoepithelial carcinoma (1) 

Metastatic adenocarcinoma (1) 

Total (38) 

 

8(53.3) 

9(69.2) 

4(80) 

 

2(100) 

 

- 

1(100) 

1(100) 

25(65.7)

 

4(26.6) 

3(27.1) 

1(20) 

 

- 

 

1(100) 

- 

- 

9(23.6) 

 

3(20.1) 

1(3.7) 

- 

 

- 

 

- 

- 

- 

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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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부위 분포를 살펴보면, 양성 종양에서는 경구개에 58 례(47.2%), 

연구개에 46 례(37.4%), 경계부에 19 례(15.4%)로 나타났다. 악성 종양에서는 

경구개에 25 례(65.7%), 연구개에 9 례(23.6%), 경계부에 4 례(10.7%)로 나타나, 

양성 및 악성 종양 모두 경구개에서 가장 호발하였다. 

 

6. 타액선 기원 종양의 크기 및 발생부위 분포 

타액선 기원 종양에서 종양의 크기와 발생부위 분포를 조사하였다(Table 

6). 양성 종양의 평균 크기는 2.56cm±0.95 이었으며, 악성 종양의 평균 크기는 

2.44cm±1.06 으로 양성 종양과 악성종양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발생부위 

분포를 보면, 양성 종양에서 경구개에 49 례(54.4%), 연구개에 24 례(26.7%), 

경계부에 17 례(18.9%)로 나타났으며, 악성 종양에서는 경구개에 25 례(65.7%), 

연구개에 9 례(23.6%), 경계부에 4 례(10.7%)로 나타나, 양성 및 악성 종양 모두 

경구개에서 가장 호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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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Size and location distribution of 128 palatal salivary gland tumors 
according to histopathological diagnoses 

Histopathological diagnoses(n) 
Mean size 

± SD (cm)

Location [n (%)] 

Hard Soft Border 

Benign 

Pleomorphic adenoma (87) 

Myoepithelioma (2) 

Inverted ductal papilloma (1) 

Total (90) 

 

2.52±0.88

4.50±2.10

1.50 

2.56±0.95

 

 

1.93±0.59

2.40±1.20

3.80±0.83

 

2.50±0.70

 

4.00 

3.00 

2.00 

2.44±1.06

 

48(55.1)

- 

1(100) 

49(54.4)

 

 

24(27.6) 

- 

- 

24(26.7) 

 

15(17.3) 

2(100) 

- 

17(18.9) 

Malignant 

Mucoepidermoid carcinoma (15) 

Adenoid cystic carcinoma (13) 

Carcinoma ex pleomorphic  

adenoma (5) 

Polymorphous low grade 

adenocarcinoma (2) 

Clear cell adenocarcinoma (1) 

Lymphoepithelial carcinoma (1) 

Metastatic adenocarcinoma (1) 

Total (38) 

 

8(53.3)

9(69.2)

4(80) 

 

2(100) 

 

- 

1(100) 

1(100) 

25(65.7)

 

4(26.6) 

3(27.1) 

1(20) 

 

- 

 

1(100) 

- 

- 

9(23.6) 

 

3(20.1) 

1(3.7) 

- 

 

- 

 

- 

- 

- 

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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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구개부 외향성 종양에 대하여 임상적인 관점에서 후향적으로 연구 분석하

였다. 발생 기원에 따라 타액선 기원 종양과 점막상피 기원 종양, 그리고 결합조

직 기원 종양으로 분류하였는데, 타액선 기원 종양이 128례(79.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이는 타액분비조직이 구개부에 많이 분포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1. 비타액선 종양(Non-salivary gland tumor) 

비타액선 종양은 33례로 전체 종양 161례 중 20.5%, 양성 종양 123례 중 

26.9%를 차지하였으며, 점막 상피 기원 종양과 결합조직 기원 종양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점막상피 기원 종양은 유두종(Papilloma) 27 례(16.8%), 결합조직 기원 

종양은 평활근종(Leiomyoma)이 3례(1.9%), 신경섬유종(Neurofiboma)이 2례

(1.2%), 섬유지방종(Fibrolipoma)이 1례(0.6%) 였다. 비타액선 종양은 모두 양

성 종양이었다.  

유두종은 전체 종양 중 두 번째로 호발하였으며(27 례), 전체 증례 중 

16.8%를, 양성 종양 중 22.0%를 차지하였다. 유두종은 양성 상피성 종양으로 

형태는 유경형(pedunculated) 또는 무경형(sessile)이며, 색상은 백색 또는 

분홍색을 띤다. 크기는 주로 1cm 미만이며, 호발 부위는 연구개, 혀, 협점막 

순이다(Neville, 2009). 본 연구에서도 27 례 중 20 례가 연구개에 

발생하였으며(74.1%), 평균 크기는 0.69cm±0.38 으로 기존의 연구들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Abbey, Page, and Sawyer, 1980; Bouquot and Wrobleski,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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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연령은 11세부터 73세 까지 다양하였으며, 평균 발생 연령은 46.2±16.7세 

였다. 남성 대 여성의 비율은 1.7:1.0 으로 남성에서 호발하는 양상을 보였다.  

평활근종은 평활근에서 기원하는 양성종양으로 구강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혈관을 구성하는 평활근에서 유래된다. 호발 부위는 혀이지만 구개에서도 종종 

발견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Baden, Doyle, and Lederman, 1994; Neville, 

2009), 본 연구에서도 3 례가 조사되었다.  

신경섬유종은 신경주위 섬유모세포로부터 유래된 종양으로 잘 경계 지워진 

융기된 병소로 나타난다(Barnes, 2005; Neville, 2009). 본 연구에서 2례가 조사

되었으며, 모두 경구개부에 발생하였는데, 이는 대구개 신경(Greater palatine 

nerve)이 경구개부에 존재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2. 타액선 종양(Salivary gland tumor) 

구개부에 발생한 종양 중 타액선 기원 종양 128례를 추적 조사하였으며, 

기존의 연구들과 비교 분석하였다(Buchner, Merrell, and Carpenter, 2007; Jaber, 

2006; Jansisyanont, Blanchaert, and Ord, 2002; Kusama et al., 1997; Pires et 

al., 2007; Toida et al., 2005; Waldron, el-Mofty, and Gnepp, 1988; Yih, 

Kratochvil, and Stewart, 2005).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전체 구강 내에서 발생

한 소타액선 종양에 대한 연구들만 존재하고, 구개부에 발생된 소타액선 종양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여 본 연구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구개부에 발생한 전체 타액선 종양 중 양성종양은 90례 

(70.3%)였고 악성종양은 38례(29.7%)으로, 양성 종양의 비율이 현저히 높아 

Toida 등의 연구(67.1%) 및 Kusama 등의 연구(62%)와 유사하였다. 이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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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모두 같은 인종(동양인)을 대상으로 하였고, 단일기관에서 조사된 결과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다른 인종(서양인)을 대상으로 하고 다기관 조사를 시행한 

Buchner 등(59%), Pires 등(55.9%), Yih 등(56%)의 연구들은 양성종양의 비율

이 약간 우세한 결과를 보여 본 연구와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Jansisyanont 등

(23.7%) 및 Lopes 등(12%)의 연구에서는 양성종양의 비율이 현저히 낮았는데, 

이는 조사기관이 악성종양 전문치료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 의뢰된 환자

들로 인해 악성 종양의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발생 질환 별 빈도에 대하여 기존 연구들과 비교분석 결과 다빈도 질환의 

순서는 기존 연구들과 거의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Table2). 그러나 다형성 

선종이 기존 연구들에 비해 높은 발생율을 보였고 이에 따라 양성 대 악성 

종양의 비율이 기존 연구들에 비해 높았는데, 이는 기존 연구들(북미지역)과의 

지역적 차이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Buchner, Merrell, and Carpenter, 2007; 

Pires et al., 2007; Waldron, el-Mofty, and Gnepp, 1988). 단형성 

선종(Monomorphic adenoma)은 존재하지 않았는데, 본 연구는 1991 년부터 

조사하였기 때문에 1991 년 WHO 분류법에 따라 단형성 선종을 진단분류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이다(Barnes, 2005; Pires et al., 2007). 선포세포 암종(Acinic 

cell carcinoma)은 보고되지 않아 Pires 등과 Waldron 등의 연구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반면 다형성 선종 기원 암종(Carcinoma ex pleomorphic adenoma)은 

기존 연구들(0.4-2.2%)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발병률(3.9%)을 보였다 

(Buchner, Merrell, and Carpenter, 2007; Pires et al., 2007; Waldron, el-Mofty, 

and Gnepp,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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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타액선 종양의 남성 대 여성의 비율은 1:1.32 로 여성에서 

호발하였으며, 양성종양은 1:1.25, 악성종양은 1:1.53 으로 양성 종양보다 악성 

종양에서 여성의 비율이 높았다. 기존 연구에서도 대부분 남성 보다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1:1.02-1:2.0) 나타났으나, 인종 별 차이가 존재하였다 

(Eveson and Cawson, 1985; Jaber, 2006; Kusama et al., 1997; Loyola et al., 

1995; Spiro et al., 1973; Takahashi et al., 1990; Toida et al., 2005). 

흑인종(남아프리카)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상당히 높으나(1:1.40-1.60), 

백인종(미국, 영국)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비율에 유의할 만한 차이가 없는 

것(1:0.6-1.2)으로 보고되었다(Chaudhry et al., 1984; Eveson and Cawson, 

1985; Isacsson and Shear, 1983; Lopes et al., 1999; van Heerden and 

Raubenheimer, 1991). 황인종의 경우 남성 대 여성의 비율이 1:1.43-1.8 로 

흑인종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도 이러한 양상을 

보였다(Takahashi et al., 1990; Toida et al., 2005).    

발병 시 평균 연령 분포는(Table 5), 양성 종양에서 남성의 평균 연령은 

48.7±15.8 세, 여성의 평균 연령은 45.0±16.1 세로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3.7 세 

젊은 연령에 발병하였으며, 악성 종양에서는 남성의 평균 연령은 58.5±12.9 세, 

여성의 평균 연령은 49.5±13.7 세로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9.0 세 젊은 연령에 

발병하였다.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의 비교에서는 악성 종양이 평균 6.4 세 높은 

연령에서 발병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연구들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Eveson and 

Cawson, 1985; Kusama et al., 1997; Lopes et al., 1999; Loyola et al., 1995; 

Pires et al., 2007; Spiro et al., 1973; Takahashi et al., 1990; Toida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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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소의 크기와 위치 분포 조사 결과(Table 6), 타액선 양성 종양의 평균 

크기는 2.56cm±0.95, 악성종양은 2.44cm±1.06 로 양성과 악성 종양의 크기는 

임상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발생부위 분포는, 양성 종양은 경구개에 54.4%, 

연구개에 26.7%, 경계부에 18.9%의 분포를 보였으며, 악성 종양은 경구개에 

48.0%, 연구개에 36.8%, 경계부에 15.2%의 분포를 보여, 양성 및 악성 종양 

모두 경구개에 가장 호발하는 양상이었다. 

 

※ 개별 종양들에 대한 분석 

① 다형성 선종(Pleomorphic adenoma) 

다형성 선종은 전체 타액선 종양 중 가장 호발하는 종양으로 알려져 

있다(Barnes, 2005; Buchner, Merrell, and Carpenter, 2007; Neville, 2009; 

Pires et al., 2007; Waldron, el-Mofty, and Gnepp, 1988). 본 연구에서도 전체 

종양 중 가장 높은 발생 빈도를 보였으며, 전체 종양 161 례 중 54.0%를, 타액선 

기원 종양 128 례 중 67.9%를 차지하였다. 이 종양은 어느 연령대에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주로 30 대와 60 대에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타액선 종양 중 가장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Barnes, 2005; Daniels 

et al., 2007; Neville, 2009). 본 연구에서도 9 세부터 78 세까지 다양한 연령에서 

발생하였으며, 청소년기 환자 2 례(2.3%)가 있었다. 발병 시 평균 연령은 

45.9±15.7 세, 남성은 47.1±15.2 세, 여성은 45.0±16.1 세였으며, 40-50 대의 

환자가 43 례(49.4%)로 가장 많았다. 남성 대 여성의 비율은 1:1.35 로 여성에서 

호발 하는 양상을 보였다. 병소의 크기는 1.0cm 부터 5.0cm 까지 다양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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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크기는 2.52cm±0.88 이었다. 발생한 부위는 경구개가 55.1%, 연구개가 

27.6%, 경계부가 17.3%의 분포를 보여, 경구개에서 가장 호발하였다.  

임상 증상은 대부분 무통성의 종창(painless swelling)이었으며(82 례 / 

94.3%), 초진 시 표면 궤양(surface ulceration)이 관찰된 증례는 드물었다(5 례 

/ 5.7%). 27 명의 환자들이 1 년 이상 경과관찰 되었고, 이들의 평균 관찰 기간은 

27.54±14.8 개월 이었으며, 이 중 재발된 증례는 없었다. 

 

② 점액표피양 암종(Mucoepidermoid carcinoma) 

점액표피양 암종은 타액선 종양 중 가장 흔한 악성 종양으로 알려져 

있다(Barnes, 2005; Neville, 2009; Triantafillidou et al., 2006). 본 연구에서도 

악성 종양 중 가장 호발하였으며(15례), 전체 종양 161례 중 9.3%를, 악성 종양 

38 례 중 39.4%의 빈도를 보였다. 발생 연령은 23 세부터 68 세까지 

다양하였으나 주로 30∼50 대에 12 례(80%)로 호발하였으며, 평균 연령은 

45.1±13.1세이고, 남성은 52.6±12.4세, 여성은 41.3±12.3세로 여성에서 젊은 

나이에 발병하는 경향을 보였다. 남성 대 여성의 비율은 1:2 로 여성에서 

호발하였다. 병소의 크기는 1.0cm 부터 3.0cm 까지 고루 분포하였으며, 평균 

크기는 1.93cm±0.59 이었다. 발생 부위는 경구개가 8 례(53.3%), 연구개가 

4 례(26.6%), 경계부가 3 례(20.1%)의 분포를 보여, 경구개에 가장 호발하였다.  

임상 증상은 대부분 무통성 종창을 호소하였으나(13례 / 87%), 초진 시 

표면 궤양이 관찰된 증례가 2례(13%) 있었으며, 두 증례 모두에서 동통을 

호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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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액표피양 암종은 조직학적으로 고등급(high grade), 중등급(intermediate 

grade), 저등급(low grade)으로 분류한다(Neville, 2009).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종양의 예후는 등급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저등급은 재발이나 원격전이가 드물고 

90-100%의 5 년 생존율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중등급은 저등급 보다 

나쁜 예후를 보이고, 고등급이 가장 나쁜 예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고등급에서 5 년 생존율은 30-54%로 보고되었다(Barnes, 2005; Neville, 2009; 

Triantafillidou et al., 2006). 구개부에서 발생한 점액 표피양 암종의 조직학적 

등급의 빈도를 조사한 Pires 등의 2007 년도 논문에 의하면 43 증례 중 

26 례(60.5%)가 저등급이었고, 17 례(39.5%)가 중등급이었으며, 고등급은 

존재하지 않았다(Pires et al., 2007). 본 연구에서는 고등급(high grade)이 

2 례(13%), 중등급(intermediate grade)이 10 례(67%), 저등급(low grade)이 

3 례(20%) 존재하여 Pires 등의 연구와 차이를 보였다.  

5 년 이상 경과 관찰이 가능하였던 환자 6 례(중등급 5 례, 저등급 1 례)에서 

5 년 생존율은 100% 였으며, 8 년 이상 경과 관찰이 가능했던 환자 4 례(중등급 

4 례)에서 8 년 생존율은 100%로 양호한 예후를 보였는데, 이는 조직학적 등급이 

중등급 이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③ 선양낭성 암종(Adenoid cystic carcinoma) 

전체 종양 중 네 번째로 흔하며, 악성 종양 중 두 번째로 흔한 

종양으로(13 례), 전체 종양 161 례 중 8.1%를, 악성 종양 38 례 중 34.2%를 

차지하였다. 발생 연령은 43 세부터 73 세까지 고루 분포하였으며, 주로 

50∼70 대에 10 례(77%)로 호발하였다. 평균 연령은 58.0±11.8 세이고, 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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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11.8 세, 여성은 57.3±10.4 세로 남성과 여성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남성 

대 여성의 비율은 1:1.17 로 여성에서 호발하였다. 병소의 크기는 1.0cm 부터 

4.0cm 까지 고루 분포하였으며, 평균 크기는 2.40cm±1.2 였다. 발생 부위는 

경구개가 9 례(69.2%), 연구개가 3 례(27.1%), 경계부가 1 례(3.7%)의 분포를 

보여, 경구개에 가장 호발하였다.  

임상 증상은 무통성 종창이 4 례(31%) 였으며, 통증을 동반한 종창이 

9 례(69%)였는데, 통증을 호소한 증례 중 2 례(15.3%)에서 초진 시 표면 궤양이 

관찰되었다.  

선양낭성 암종은 조직학적 특징에 따라 cribriform, tubular, solid 패턴으로 

구분되며, solid 타입이 가장 드물고 예후가 나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통계학적 

유의성은 아직 밝혀져 있지 않다(Barnes, 2005; Buchner, Merrell, and 

Carpenter, 2007; Neville, 2009; Rapidis et al., 2005). 본 연구에서는 전체 8 례 

중 4 례(50%)가 cribriform 패턴, 4 례(50%)가 tubular-cribriform 패턴이었고 

solid 패턴은 없었다.  

선양낭성 암종은 다른 암종 들과는 달리 국소 재발이나 국소 림프절 

전이보다 원격 전이가 더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Ellis and Auclair, 2008; 

Rapidis et al., 2005). 본 연구에서도 국소 재발(2례)과 국소 림프절 전이(1례)는 

전체 13 례 중 3 례(23.1%) 였으나, 원격 전이는 5 례(38.5)로 좀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원격 전이와 국소 재발 사이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할 상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원격 전이가 발생한 5 례 중 국소 

재발이 동반된 증례는 없었다(Matsuba et al., 1986; Rapidis et al., 2005; Sung et 

a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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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양낭성 암종은 신경주위 침습(perineural invasion)을 잘 하는 특성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12 례 중 10 례(83%)에서 신경주위 침습을 보였다. 

신경주위 침습 여부가 예후에 미치는 연관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arden et al., 1995; Huang et al., 

1997; Matsuba et al., 1986; Nascimento et al., 1986). 본 연구에서도 

국소재발이나 국소 림프절 전이, 원격 전이 등이 발생한 8 례 중 7 례(87.5%)에서 

신경주위 침습이 확인되었다.  

원격 전이가 발생한 5 례 중 4 례가 폐 전이(lung metastasis)였고, 1 례가 

척추 전이(spinal metastasis)였으며, 이들은 모두 조직병리학적으로 신경주위 

침습소견을 보였다. 원격 전이 발생 기간은 수술 후 3 개월부터 96 개월까지 

분포하였으며, 평균 28.5 개월로 기존 연구에서 조사된 60 개월 보다 

짧았다(Huang et al., 1997; Matsuba et al., 1986; Nascimento et al., 1986; 

Rapidis et al., 2005).  

Rapidis 등의 연구에 의하면 선양낭성 암종의 5 년 생존율은 비교적 높으나 

10 년부터 생존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8 년 

이상 경과 관찰이 가능했던 9 례에서 5 년 생존율은 67%였으나, 8 년 생존율은 

22%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④ 다형성 선종 기원 암종(Carcinoma ex pleomorphic adenoma) 

본 연구에서 다형성 선종 기원 암종은 총 5 례로 악성 종양 중 세 번째로 

호발하였다. 평균 발생 연령은 59.0±20.7 세 이었으며, 병소의 평균 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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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0.83cm 이었다. 발생 부위는 경구개가 4 례(80%), 연구개가 1 례(20%)로 

경구개에 호발하였다.  

총 5 례 중 4 례에서 경과 관찰이 가능하였다. 임상 증상은 1 례는 무통성 

종창, 3 례는 표면 궤양을 동반한 동통이었다. 4 례 중 1 례는 특기할 기왕력 없이 

발병하였고, 2 례는 병소부에 잘 맞지 않는 의치를 오랫동안 장착한 병력이(26 년/ 

5년) 있었으며, 1례는 10년 전 동일 부위에 발생한 다형성 선종을 절제한 병력이 

존재하였다. 5 년 생존율은 7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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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1991년부터 2008년까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구강악안면 병리학교실에서 

진단된 조직병리 결과들 중 경구개와 연구개에 발생한 외향성 진성 종양 161례를 

후향적으로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양성 종양이 123례(76.4%)였으며, 악성 종양이 38례(23.6%)였다.  

2. 타액선 기원 종양이 128례(79.5%)였으며, 비타액선 기원 종양이 33례 

(20.5%)였다. 비타액선 기원 종양은 모두 양성 종양 이었고, 악성 종양은 

모두 타액선 기원 종양이었다. 

3. 양성종양은 다형성 선종, 유두종 순으로 호발하였으며, 악성 종양은 

점액표피양 암종, 선양낭성 암종, 다형성 선종 기원 암종 순으로 호발하였다.  

4. 양성과 악성 종양 모두 여성에서 호발하였는데, 유두종은 남성에서 

호발하였다. 양성 보다 악성 종양에서 여성의 발생 비율이 더 높았다.  

5. 발병 시 평균 연령은 여성이 남성보다, 양성이 악성보다 낮았다. 

6. 종양의 평균 크기는 악성이 양성 종양보다 컸으나, 타액선 기원 종양에서는 

양성과 악성 종양 사이에 크기 차이가 거의 없었다. 

7. 병소의 발생 위치는 양성과 악성 종양 모두 경구개에 호발하였으나, 

유두종은 대부분이 연구개에 발생하였다.  

8. 양성 타액선 종양에서 주 호소증상은 무통성 종창이었고, 표면궤양을 

호소하는 경우는 드물었다(5.7%). 악성 타액선 종양에서 주 호소증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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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통이 42.1%였으며, 표면궤양이 23.7%였다. 선양낭성 암종이 가장 높은 

동통 발생율(69%)을 보였다.    

9. 선양낭성 암종에서 신경주위 침습소견을 보인 증례는 12례 중 10례로 

빈도가 높았으며(83%), 국소재발이나 국소 림프절 전이, 원격 전이 등이 

발생한 8례 중 7례에서 신경주위 침습소견이 관찰되었다. 8년 생존율은 

22%로 구개부 악성 종양 중 가장 낮았다. 

 

구개부에 발생하는 종물은 대부분이 타액선 기원 종양이었다(161례 중 

128례 / 79.5%). 타액선 종양은 양성과 악성 종양 간에 크기, 호발 부위, 발병 

양상 등에 큰 차이가 없어 감별에 주의를 요한다. 악성 종양은 양성에 비해 

비교적 높은 표면궤양의 빈도를 보이고, 동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동통을 호소하거나 표면 궤양이 있는 경우 악성 종양을 주의 깊게 감별해야 한다. 

악성 종양 중 선양낭성 암종은 신경주위 침습소견이 빈번한데, 조직병리학적으로 

신경주위 침습이 있는 경우 국소재발, 국소 림프절 전이, 원격 전이의 발생율이 

높고, 다른 암종에 비해 5년 생존율이 낮으며, 8년 생존율이 급격히 감소하므로  

주의 깊은 경과관찰 및 부가적 항암치료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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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retrospective study on palatal exophytic 

tumors 

 

 

Se Kyung Choi, D.D.S. 

Department of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Hyung Jun Kim, D.D.S., M.S.D., Ph.D.) 

 

 

 

In practice, we frequently meet patients who complain of palatal masses. 

However, most articles of the palatal tumors are case reports and 

epidemiologic researches are insufficien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report 

clinicopathologic data of the palatal tumors that may be helpful in differential 

diagnosis or treatment planning. Therefore, author reviewed 161 cases of 

exophytic true tumors of soft and hard palate that were diagnosed in the 

Department of Oral and Maxillofacial Pathology, College of Dentistry, Yonsei 

University between 1991 and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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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mong 161 cases, 123 cases(76.4%) were benign and 38 cases(23.6%) 

were malignant. 

2. 128 cases(79.5%) were salivary gland tumors and 27 cases(20.5%) were 

non-salivary gland tumors. All non-salivary gland tumors were benign and 

all malignant tumors were salivary gland origin. 

3. The most common benign tumor was pleomorphic adenoma, followed by 

papilloma. The most common malignant tumor was mucoepidermoid 

carcinoma, followed by adenoid cystic carcinoma and carcinoma ex 

pleomorphic adenoma. 

4. The benign and malignant tumors all showed female predominance. The 

mean age of incidence was younger in female than male, and benign tumors 

than malignant tumors. The predominant site of benign and malignant 

tumors was hard palate. 

5. The major symptom of benign tumor was painless swelling(94.3%). Surface 

ulcerations were rare(5.7%). The major symptom of malignant tumors was 

pain(42.1%) and surface ulceration(23.7%). 

6. Among 12 cases of adenoid cystic carcinoma, 10 cases showed perineural 

invasion, showing the highest incidence rate(83.3%). 8-year survival rate 

was 22%, the lowest among all palatal tumors.   

 

Most exophytic palatal tumors were salivary gland origin. There are 

difficulties in the differential diagnosis of benign and malignant tumor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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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타액선 기원 종양의 성별 및 연령 분포 

타액선 기원 종양에서 질환 별 성별 분포는(Table 4), 남성 대 여성의 비율이 

양성 종양에서는 1:1.25, 악성 종양에서는 1:1.53 이었다. 전체 종양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발병율이 높았으며, 양성에서 보다 악성 종양에서 여성의 비율이 높았다.  

타액선 기원 종양에서 평균 연령을 보면(Table 4), 양성 종양에서 남성의 평균 

연령은 48.7±15.8 세, 여성의 평균 연령은 45.0±16.1 세였다. 악성 종양에서 남성의 

평균 연령은 58.5±12.9 세, 여성의 평균 연령은 49.5±13.7 세로 양성과 악성 종양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젊은 연령에서 발병하였다. 양성 대 악성 종양의 평균 연령은 

46.6 세±16.0 : 53.0±14.0 세로 악성 종양의 발병 연령이 양성 종양보다 높았다. 

  

Table 4. Gender and age distribution of 128 palatal salivary gland tumors 
according to histopathological diagnoses 

Histopathological diagnoses(n) 
Gender [n (%)] Mean age ± SD(years) 

M F M F Total 

Benign 

Pleomorphic adenoma(87) 

Myoepithelioma(2) 

Inverted ductal papilloma(1) 

Total (90) 

 

37(42.5)

2(100) 

1(100) 

40(44.4)

 

50(57.5)

- 

- 

50(55.6)

 

47.1±15.2

74.0±4.2

59.0 

48.7±15.8

 

 

45.0±16.1 

- 

- 

45.0±16.1 

 

45.9±15.7 

74.0±4.2 

59.0 

46.6±16.0 

Malignant 

Mucoepidermoid carcinoma(15) 

Adenoid cystic carcinoma(13) 

Carcinoma ex pleomorphic 

adenoma(5) 

Polymorphous low grade 

adenocarcinoma (2) 

Clear cell adenocarcinoma(1) 

Lymphoepithelial carcinoma(1) 

Metastatic adenocarcinoma(1) 

Total (38) 

 

5(33.3) 

6(46.1) 

3(60) 

 

- 

 

1(100) 

- 

- 

15(39.4)

 

10(66.7)

7(53.9) 

2(40) 

 

2(100) 

 

- 

1(100) 

1(100) 

23(60.6)

 

52.6±12.4

58.8±11.8

64.7±17.8

 

- 

 

68.0 

- 

- 

58.5±12.9

 

41.3±12.3 

57.3±10.4 

50.5±28.9 

 

60.0±0.0 

 

- 

51.0 

53.0 

49.5±13.7 

 

45.1±13.1 

58.0±10.6 

59.0±20.7 

 

60.0±0.0 

 

68.0 

51.0 

53.0 

53.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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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ivary gland origin, because that tumors show similar size, location and 

nature. Malignant tumors exhibited higher rate of pain and surface ulceration, 

so such symptoms may indicate the malignant tumors. Adenoid cystic 

carcinomas frequently show extremely low 8-year survival rate due to 

perineural invasion and distant metastasis, therefore close observation would 

be required. 

 

 

 

 

 

 

 

 

 

 

 

 

 

 

 

 

Keywords : Hard palate, Soft palate, Minor salivary gland tumor, Exophytic tum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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