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J Oral Maxillofac Pathol 2015;39(1):393-402
ISSN:1225-1577(P rin t); 2384-0900 (Online)

http;//dx.doi.org/10.17779/KAOMP.2015.39.1.393

한국인에서 구강 편평세포암의 발생 연령과 부위에 대한 연구
국수경, 김보경, 윤혜정, 홍성두, 홍삼표, 이재일*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구강병리학 교실
<Abstract>

Investigation on the Age and Location of Oral Squamous Cell
Carcinoma Incidence in Korea
Su-Kyung Kuk, Bo-Kyoung Kim, Hye-Jung Yoon, Seong-Doo Hong, Sam-Pyo Hong, Jae-Il Lee*
Department of Oral Pathology, College of Dentis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Many researchers have been reported recent trends for rising incidence particularly related to cancer of the tongue
in young peopl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 the changes of OSCC(oral squamous cell carcinoma) incidence
distribution. After Institutional Review Board approval, 1,345cases of OSCC were reviewed from 1993 to 2012 at the
department of Oral Pathology at the University of Seoul National Dental Hospital with respect to gender, age, locations.
As the results, the most prevalence ages were between 45-69 years old(mean:59.68). There is a noticeable incidence
on the eighth decade of life. There are no changes of incidence distribution on sex(male:female=69:31) at each year.
The most common incidence area was tongue at 1993 but the mandible was the most popular site after 2001. Comparing
the incidence rates of the predilection sites over and under 44 years old patients, among patients under 44 years old
showed the tongue is the common site steadily.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significant increase on the mandible in
the over 44 years old patients. In conclusion, this study showed similar results on overall sex distribution and median
ages. The trends of locations over 20 years have been increased on the old adult’s mandible. Also, tongue is the common
site for the young adults constantly. There are needs for further studies to elucidate the behind etiology. In addition,
the true impact of young age on OSCC clinical behavior will remain difficult to determine unless intranational and multi-institutional databases will be combined.
Key words：Oral Squamous Cell Carcinoma, Age, Gender, Location

Ⅰ. INTRODUCTION

째이다. 그리고 구강암의 94%를 차지하는 가장 흔
한 악성 암이 ③구강 편평세포암(oral squamous

2007년 미국의 보고에 의하면 삶의 어떤 시점에 이르

cell carcinoma)이다. 미국에서는 매해 22,000명의

면 3명 중 1명은 악성 암으로 진단을 받는다고 한다1. 이

환자가 구강 편평세포암으로 진단을 받고 매해

중 구강암은 미국의 모든 암에서 3%를 차지하고 있지만

5,300명 넘게 이 암종에 의해 죽음에 이른다. 하지

남성에서는 8번째로 흔한 암이고 여성에서는 14번

만 발병률과 치사율은 인종과 성별과 나이에 따라
매우 다른 비율을 보이고 있다. 다른 암종과 비슷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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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구강암의 발생 위험도는 특히 남성과 나이 많은
연령에서 증가를 하고 미국에서는 특히 65세 이상
의 백인 남자에게서 호발을 한다고 보고 되어있다.

전체 적으로 남성과 여성은 3:1의 비율을 보이고 있

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20년간 한국인에게서 발생

다고 한다. 미국 외의 지역은 발병률과 치사율에서

한 구강 편평세포암 환자의 진단 당시 나이와 성별, 발생 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심하게는 20배 정도의

위를 비율 변화로 확인을 해보았다.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생활습관의 차이와
기대 수명, 암 예방에 대한 교육 기회, 의학 진료 기
록의 질 차이로 예상된다1).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Ⅱ. MATERIALS AND METHODS

한국인에게 발생한 구강 편평세포암의 발병에 관해
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1. 연구방법

구강 편평세포암이 발생하는 해부학적 부위별 특성을
살펴보면 구강 내에서 가장 호발 하는 부위는 미국에서

1993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구

50% 이상을 차지하는 혀이다. 혀 암은 1970년 이후로 미

강병리과로 생검 의뢰되어 구강 편평세포암으로 진단 받은

국과 유럽 중국에서 소수를 차지하는 젊은 환자의 비율

환자 1,345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증례들의 진단 시 성

증가에 대한 보고2와도 관련성을 보인다. 우선 Shiboski는

별과 연령, 발생 부위를 의무기록으로 확인을 하였다. 성별은

젊은 환자에서 혀와 편도, 혀의 기저부에서 발병률의 증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을 하였고, 나이는 0-19세와 20-44세,

가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를 하였다3). Scandinavian의 연

45-69세, 70세 이상으로 구분을 하였다. 또한 발생 부위는

구에서는 40세 이상에서 혀의 발생 비율이 2배로 증가한

2010년 American Joint Committee on Cancer에 의거하여

반면 40세 이하는 혀의 발생 비율이 5-6배의 증가가 보

분류를 하였으며11)크게는 혀와 하악, 상악, 협 점막, 구강 저,

고되었다4). 특히 젊은 여성 환자의 혀에서 발병률 증가도

입술로 여섯 부분과 이에 포함 되지 못하는 그 외로 구분을

보고되었다5). 그러나 젊은 여성 환자의 발병률 증가에 대

하였다. 그 외의 영역에는 인두와 편도 부위, 구강 전정, 볼

한 정확한 이유가 알려진 바는 없고 논란이 되고 있다.

피부, 목, 이하선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앞의 분류 중 혀는

구강암의 35%는 구강 저에서 발생을 하고 보통 혀 소대

전방과 측면, 등면, 배면, 후방 부위로 구분을 하였고, 하악은

근처 중간 부위에서 호발을 한다고 한다1). 담배와 구강암

치은과 구후 융기, 치조 점막으로 구분을 하였다. 상악은 치

과의 관련성에 관한 보고에 의하면 흡연과 관련이 깊은

은과 경구개, 연구개, 상악 결절, 치조 점막으로 구분을 하였

부위로 혀의 후방 측면과 구강 저를 말 한다6,7). 치은과

고, 협 점막은 오른편과 왼편으로 구분을 하였다. 구강 저는

치조골에서 발생하는 암은 보통 하악 후방 부위에서 주

전방 부와 오른편과 왼편 측방 부로 구분을 하였고 입술은

로 발생을 한다. 특히 치아 주위로 발생하는 구강암은 치

하순과 상순, 입술 내부 점막과 구각부로 구분을 하였다. 이

주 질환과 매우 유사하고 이들은 담배 흡연과 관련성이

렇게 조사된 구강 편평세포암 환자들의 임상 정보를 SPSS를

가장 적고 여성에서 더 호발을 한다고 한다.

이용하여 chi-square test를 시행 (유의 수준: 0.05) 하였고

구강 편평세포암의 원인인자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대표

연도별 성별과 연령별, 발생 부위별 분포 비율을 그래프로

적으로 흡연과 과음, 자외선이 있다. 그 외에 여러 화학 물질

나타내었다.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연구 윤리 심의

과 철분과 비타민 A 부족, 면역 기능 저하, 암 관련 유전자가

위원회의(IRB) 승인을 받고 진행을 하였다.

있다1). 감염성 질환으로 매독과 candida 감염, 인유두종 바이
러스8,9)가 보고되고 있다. 이런 원인 인자의 기여 정도는 각

Ⅲ. RESULTS

나라별 문화와 식습관10) 및 생활 습관의 차이로 조금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원인 인자에 관한 연구에 앞서
지역별로 많은 발병률 차이를 보임으로 한국인에게서 발생한
구강암의 나이와 성별, 부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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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별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한 구강 편평세포암 환자는 총

의 변화를 확인해본 결과 45-69세 환자가 가장 높은 비

1,345명으로 성별 분포는 남성 932명(69.3%)과 여성 413

율(63.2%)을 보였고, 70세 이상(24.1%), 20-44세(12.4%),

명(30.7%)이었다. 이 남녀 성비는 1993년부터 2012년까

0-19세(0.3%) 환자 순서였다. 1993년부터 2012년까지 연

지 연도 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령별 비율의 변화를 보면 70세 이상의 환자의 비율이 상
대 적인 증가를 보였다(그림 1).

2. 연령

3. 발생 위치

전체 환자의 평균 연령은 59.68세 이며 남성 환자의

1993년부터 2012년까지 구강 편평세포암의 발생 부위

평균 연령은 59.14세이었고 여성 환자의 평균 연령은

별 호발 순위를 보면 1993년에는 혀가 가장 호발 부위였

60.83세로 남성보다 조금 높았다. 20년간 나이대별 비율

으나 2001년을 기점으로 하악이 가장 호발 부위로 전환

Figure. 1. Trends in oral squamous cell carcinoma rates among ages 0–19, 20-44, 45-69, and 70+ years, 1993–2012.
(N=1,343)

Figure. 2. Trends in oral squamous cell carcinoma rates among locations; tongue, mandible, maxilla, buccal mucosa,
floor of mouth, and lip, 1993–2012. (N=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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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었다(그림 2). 그 다음으로 상악과 협 점막, 구강

편평세포암의 발생 부위별로 세부 해부학적 위치를 살

저, 입술 순서였다. 하악과 함께 협 점막에서 구강암의

펴보면 혀에서는 측면(77.62%)과 배면(15.38%), 등면 그

발생 비율이 증가 추세를 보였다. 45세 이상의 환자

리고 혀의 전방 부와 뿌리 부위 순서로 호발을 하였다

(87.2%)의 20년간 발생부위 비율 변화와 44세 이하 환자

(그림 6a). 하악에서는 치은(73.58%)과 구후 융기(23.77%),

(12.8%)의 발생 부위 비율 변화를 비교해본 결과 44세

치조 점막 순서로 호발을 (그림 6b) 하였고, 상악에서는

이하 환자에서는 꾸준히 혀가 최 호발 부위를 유지하였

치은(50.57%)과 경구개(31.61%), 상악 결절, 연구개, 치조

다(그림 3). 반면 45세 이상 환자에서는 하악과 협 점막

점막 순서로 호발을 (그림 6c) 하였다. 협 점막은 왼편

에서 유의성 있는 증가를 보였고 (p=0.008), 최 호발 부

(59.77%)과 오른편(40.23%) 비율이었고, 구강 저는 전방

위는 혀에서 하악으로 전환이 되었다(그림 4). 또한 입술

부(33.82%)와 오른편 측방(33.82%), 왼편 측방(32.35%)으

에서 발생한 구강 암 환자들 모두는 70세 이상의 환자로

로 (그림 6d) 거의 비슷한 발생 비율 분포도를 보였다.

만 구성 되어 있어 45세 이하 젊은 환자에서는 입술 암

끝으로 입술은 하순(68.18%)에서 호발을 하였고 입술 내

증례가 없었다.

부 점막(13.64%), 상순(9.09%), 구각부(9.09%) 순서였다.

남성과 여성에서 구강 편평세포암의 발생 부위별 비율
을 비교 해보면 최 호발 부위가 하악과 혀, 상악, 협 점
막 순서로 비슷한 분포도를 보였다(그림 5). 그러나 구강

IV. DISCUSSION

저와 입술에서는 남성과 여성에서 차이를 보였다. 남성은
여성에 비하여 구강 저에서 더 많은 비율로 구강암이 발

환자 연령별로 1993년부터 2012년까지 연도별 분포도

생을 하였고 여성에서는 입술이 구강 저보다 더 호발 부

를 보면 45세 이상 69세 이하 환자 집단이 가장 높은 비

위였다.

율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였다. 구강 편평세포암으로 진단

Figure. 3. Trends in age-adjusted oral squamous cell carcinoma rates among adults (age 20-44 years) by tongue,
mandible, maxilla, buccal mucosa, and floor of mouth, 1993–2012. (N=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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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rends in age-adjusted oral squamous cell carcinoma rates among adults (age 45-69 years) by tongue,
mandible, maxilla, buccal mucosa, floor of mouth, and lip, 1993–2012. (N=1,113)

Figure. 5. The relative distribution among tongue, mandible, maxilla, buccal mucosa, floor of mouth, and lip by gender.
(N=1,314)

받은 환자 중에서 상대적으로 비율의 증가를 보인 집단

집단이 상대적으로 발병률 증가를 보였다는 서구의 보고

은 70세 이상의 환자 군이었다. 이 결과는 젊은 환자의

와는 다른 결과이다12,13). 그 이유는 한국 전체 인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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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The relative incidences by a) tongue, b) mandible, c) maxilla, and d) floor of mouth. (N=286, 265, 174
and 68, respectively

한 연령별과 성별 발생률을 확인하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구강 편평세포암의 호발 부위를 보면 하악과 혀의 비

한다. Van Monsjou도 구강 편평세포암의 젊은 환자의

율이 높은데 특히 하악에서 상대적인 발생률 증가를 보

증가와 임상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 기관 연구가

였다. 그 이유는 연령별 발생 부위의 변화 추이를 나타낸

14)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였다 . 각 연령과 성별 인구대비로

그림 3와 4를 보면 알 수 있고, 전체 환자 군의 87.2%를

다 기관에서 발생한 구강 편평세포암의 발생률을 계산함

차지하는 45세 이상의 환자에서 유의성 있는 하악의 발

으로 전체 인구의 노령화 경향을 보정을 해줄 수 있다고

생률 증가를 확인 할 수 있다. 여러 보고에서 입안에서

생각한다. 또한 서구의 젊은 환자 집단의 증가 중 남성은

편평세포암의 호발 부위를 혀라고 한다16,17). 그러나 우리

주로 인유두종 바이러스(Human papilloma virus)와 관련

환자의 45세 이상 나이든 집단에서는 2001년을 기점으로

15)

된 인두 암(pharyngeal cancer)의 증가로 인한 것이다 .

최 호발 부위가 혀에서 하악으로 전환을 하였다. 그 이유

인두 암은 우리 연구의 영역인 구강 내부와는 차이가 있

는 아마도 2000년에 발표된 논문으로 세계적으로 흡연율

다고 생각한다.

감소로 흡연과 관련된 두경부 암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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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구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한다18). 추가적인 한

이상에서는 여성 환자가 더 높은 비율을 보인다고 한다22).

국인의 45세 이상의 연령에서 흡연율 변화를 확인해보아

우리 연구에서도 성별 나이의 평균이 여성이 더 높았지

야 하지만 구강 내부에서 담배와 관련성을 보이는 부위

만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며 70세 이상의 환자에서

6)

는 주로 혀의 후방 측면과 구강 저라고 한다 . 반면 술

는 전체 여성과 남성의 비율인 31:69보다 여성이 조금 높

과 담배를 모두 안 하는 환자 군에서 가장 호발 부위는

은 37:63을 보여 주었지만 여전히 남성의 비율이 더 높았

19)

하악과 상악으로 보고되어 있다 . 따라서 담배 흡연율의

다. 높은 나이에서 여성 비율의 증가는 Kruse가 언급 하

감소로 혀 발생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하악의 발생 비율

였듯이 여성이 남성보다 생명 기대치가 높아서 더 높은

이 증가했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리고 그림 2와 4에서

나이에서 구강암이 발생해서라고 생각한다.

협 점막에서의 발병률이 증가를 보였는데 협 점막은 흡
7)

연과 음주와의 관련성이 적다고 보고되어 있다 .

그리고 우리 연구의 남성과 여성 환자의 구강 암 호발
부위별 순위를 확인 해보면 하악과 혀, 상악 순서로 비슷

우리 연구의 44세 이하 환자와 45세 이상 환자의 편평

한 분포도를 보여 주었다(그림 5). 그러나 알려진 바대로

세포암의 발생 부위의 차이를 보이면 젊은 환자에서도

여성에 비해서 남성에서 구강저의 발병률은 더 높게 나

하악의 발생률 증가 추이를 보였지만 높은 비율 차이로

타났다1). 그 이유는 담배와 구강 해부학적 발병 부위와의

혀가 가장 높은 호발 부위를 계속 유지를 하였다(그림

연관성에 대한 보고에 의해서 담배와 관련성이 있지 않

5). 이 특성은 여성 환자를 비롯한 젊은 환자에서 혀에

을까 예측을 한다7,23). 하지만 남성과 여성 각각에 대한

발생한 구강암이 증가를 보이고 있다는 보고와3,5) 비슷한

흡연과 음주에 관한 추가적인 임상 정보 확인이 필요하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그 원인으로 인유두종 바이러스

다. 그리고 입술의 암 발생 비율이 여성에서 남성보다 더

와의 관련성을 의심 해볼 수 있으나 구강 내부의 편평세

높게 나타났는데 이 점은 앞에서 언급을 하였듯이 햇빛

포암과 인유두종 바이러스와의 관련성에 관해서는 아직

노출과 관련성이 있지 않나 한다1).

확실하게 정립이 되지 못했다20). 또한 30대에서 가장 높

각 구강 암 발생 부위별 자세한 해부학적 분류를 알아

은 흡연과 음주를 생각해 볼 수 있고 젊은 연령은 술과

보면 혀의 발생하는 암 중에 3분의 2는 후방 부위 측면

담배에 짧은 시간의 노출을 해도 더 많은 영향을 받는

에서 발생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1,24). 20%는 혀의 전방

다고 한다2). 음주는 구강 암 유발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부위 혹은 혀의 배면에서 발생을 하고 단지 4%만이 혀의

줄 수도 있지만 보통 흡연의 암 유발 물질이 점막에 흡

등면에서 발생을 한다고 한다1). 본 연구에서도 알려진 바

수되는 것을 도와준다고 한다21). 그리고 우리 연구에서는

와 비슷하게 혀의 측면(77.62%)과 배면(15.38%) 부위를

입술에서 발생한 구강 암 환자들 모두는 70세 이상의 환

중심으로 발생을 하였다. 예후는 혀의 측면에서 발생 시

자들로만 구성 되어 있어서 45세 이하 젊은 환자의 입술

가장 좋으며 배면에서 발생 시 가장 나쁘다고 한다25). 우

에서 발생한 구강 암 증례는 없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리 증례에서 높은 비율을 보인 하악의 경우에는 치은에

입술의 외측에 발생하는 구강 편평세포암은 병리생리학적

서 발생률이 가장 높았고 후구치부, 치조점막 순서를 보

으로 구강 내부보다 햇빛에 노출되는 피부의 편평세포암

였다. 악골의 치은에서 구강암이 발생하는 경우 임상적으

1)

과 유사하다고 한다 . 그 결과 햇빛 노출이 축적된 75세

로 치주염과 골수염으로 오진을 하게 되어 그에 준하는

이상의 환자에서 높은 발병률은 보인다고 한다.

치료를 먼저 받다 보니 편평세포암의 진단이 늦어지고

우리 환자의 전체성별 분포도는 남성 932명(69.3%)과

예후가 나쁘다고 한다26). 우리 연구의 상악에서는 치은과

여성 413명(30.7%)으로 WHO에서 보고하는 2:1의 비율과

경구개에서 주로 발생을 하였는데 이 부위에서 발생을

비슷한 성별 비율을 보였으며 연도 별로 큰 차이를 보이

해도 전이가 잘 일어나기 때문에 선택적인 경부 절제술

지는 않았다. 구강암의 성별 발생과 나이관련 보고에 의

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한다27,28). 협 점막에서 편평세포암

하면 여성 환자의 평균 나이가 남성보다 높고 특히 70세

발생하는 경우 T1-2N0 병기에서도 항암치료를 병행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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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다는 보고가 있다29). 따라서 보통 협 점막에서 구강암

하나34)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술과 담배와 무관한 젊은

이 발생을 하면 하악과 상악으로 침범을 하는 경우가 많

구강 암 환자에서 더욱 나쁜 예후를 확인 했다는 보고도

은데 진단 시 암의 발생부위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 협

있음으로35) 알려지지 않은 원인 인자에 관한 연구가 더욱

점막을 분명히 명시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강

필요하다.

저에서 구강암이 발생을 하는 경우 보통 설 소대 근처에

이번 연구를 통해 한국인에서 발생한 구강 편평세포암

서 주로 호발 한다고 하고 우리 연구에서는 전방과 오른

의 1993년부터 2012년까지 성별 및 연령별 분포와 발생

편과 왼편 측방의 구강 저에 고르게 분포를 보여주었다.

부위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전체 환자의 평균

입술의 경우에는 우리 연구에서도 알려진 바대로 윗입술

나이와 남녀 성별 분포는 WHO의 보고와 같게 50대와

보다 아랫입술에서 더 높은 발생률을 보였다. 그 이유는

60대에서 그리고 남성에서 호발을 하였다. 또한 알려진

아랫입술이 윗입술보다 햇빛에 더 노출이 많기 때문이라

바대로 여성보다 남성에서 구강 저의 암 발생 비율이 높

30)

고 한다 .

았다. 혀에서 구강암이 발생 시 혀의 측면과 배면에서 주

마지막으로 구강 편평세포암의 발생 연령별 치료 및

로 발생을 하였고, 입술 암은 70세 이상의 나이 많은 환

예후와 원인 인자에 관하여 확인을 해보았다. 우리 결과

자에서만 확인이 되었고 보통 아랫입술에서 호발을 하였

에서 비율의 증가 추세를 보인 70세 이상 환자들의 치료

다. 20년간 연령별 분포의 변화를 보면 다른 보고와는 달

에 관하여 알아보면 80세 이상 나이의 구강 암 환자가

리 젊은 환자 비율의 증가보다는 70세 이상의 환자 비율

그 연령에 적합한 치료를 받아도 치료 후 예후가 크게

의 증가를 확인하게 되었고 이 점은 한국 전체 인구의

31)

나빠지지 않았다는 보고가 있다 . 따라서 젊은 환자와는

노령화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 또한 20년간 구강

구분되게 고령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 방침과 계획을 따

암 발생 부위 별 분포 양상을 보면 45세 이상의 환자에

로 수립과 정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 병원

서는 1993년은 혀에서 가장 호발을 하였지만 2001년을

에 내원하여 구강암으로 진단 받은 환자 중에 어린 19세

기점으로 하악에서 가장 호발을 하게 되었다. 반면 44세

이하의 환자도 적은 수이지만 확인이 되었다. Neville도

이하의 환자에서는 20년 동안 계속해서 혀가 최 호발 부

1

혀에서의 선천성 편평세포암에 관한 보고를 하고 있다 .

위였다. 그 원인으로 각 연령별 흡연과 음주, 인유두종

이 환자들은 색소성 건피증(xeroderma pigmentosum)과

바이러스, 전신 질환, 유전적 원인 등에 관해서는 추가적

Fanconi 빈혈, 수포성 표피 박리증(epidermolysis bullosa),

인 연구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골수 이식 등과 같은 전신 질환의 가능성도 고려를 해야
한다14,32). 또한 어린 사람은 담배와 술의 적은 용량과 시
간에서 노출이 되어도 더 민감하고 암을 유발하는 돌연
변이의 증폭과 같은 내부적으로도 더 예민하다고 한다12,14).
끝으로 요즘 관심이 되고 있는 18세에서 44세의 여성에
서 증가하고 있는 혀의 편평세포암은 술과 담배, 인유두
종 바이러스와 관령성이 없어 보여서 특징적이라고 한다.
그 가능한 원인으로 Fanconi 빈혈과 같은 유전적인 원인
과 새로운 암 유발 바이러스 혹은 새로운 환경 인자에
관하여 언급을 하고 있다5). 그 근거로 40세 이하 젊은
환자의 혀 구강암에서 유전적인 불안정성이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있다33). 젊은 환자의 구강 암 치료 후 예후에 관
련해서는 나이든 환자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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