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구강 편평세포암(Oral Squamous cell carcinoma)의 발

생율은 전 세계적으로 점점 높아지고 있다. 최근의 보고에

의하면 미국에서 매년 약 36,000례의 새로운 구강 편평세

포암이 발생하고 20,000명 정도가 이로 인해 사망한다1).

구강 편평세포암의 발생과정에 한 광범위한 연구와 치료

방법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5년 생존율은 약 53%에 불과하

며 이 수치는 25년째 큰 차이가 없다. 구강 편평세포암의

특징은 국소적 침습과 경부 임파절 전이와 원격전이는 드문

편으로 보고되고 있다. 사망하는 환자의 부분은 국소적

파괴와 경부 임파절 전이로 인한 것이다. 그러므로 국소적

재발을 감소시키거나 저해하는 술식은 구강 편평세포암의

처치 효율의 제고와 생존율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2). 

종양세포의 침습과 전이는 세포의 구조변화를 매개하는

단백질분자에 의해 세포와 세포사이 그리고 세포와 기질과

의 부착이 조절됨으로써 세포의 탈락과 부착이 반복되는 복

잡한 단계를 거쳐 일어난다. 종양 조직에서의 세포부착분자

감소는 종양세포의 탈분화를 유발하고, 세포 부착과 극성

배열의 소실로 세포와 세포간, 세포와 기저막간의 부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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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s in cell adhesion molecules are associated with infiltration and metastatic progression of cancer.

Reduced expression of E-cadherin and β-catenin complex in some carcinomas has been reported. The

changes in the expression in oral squamous cell carcinoma (OSCC) is not fully understood and it also

remains undetermined whether the expression of these adhesion molecules in metastatic lesions differs

from that in the primary lesions. 

In the present study, therefore, we immunohistochemically examined the expression of E-cadherin and β-

catenin in 45 primary OSCCs and 19 metastatic lymph nodes. We compared the expression of these mole-

cules between primary and metastatic lesions and investigate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expression and

clinicopathologic parameters. The expression of E-cadherin and β-catenin was reduced in 35/45 (78.2%),

14/45 (31.2%) of primary tumors respectively, but 18/19 (94.7%) and 17/19 (89.4%) of lymph nodes

showed preserved expression. The reduced expression of the E-cadherin was associated with lymph node

metastasis, invasive mode and marginal status but no significant relationship was not found with β-

catenin. 

In conclusion, the loss of E-cadherin and β-catenin complex function is associated with progression of

OSCC and suggest that the expression of this complex will be a supplementary prognostic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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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로 침습성을 갖게 되므로 종양에서 세포부착분자의 소실

은 침윤과 전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Cadherin은 세포 표면의 당단백으로서 칼슘의존성 접착

물질로 작용하며 태아의 발생과 성인의 조직 구조 유지에

주된 역할을 한다4,5). 세포간 인지, 부착, 신호전달과정에서

cadherin의 역할이 중요하여, E-, N-와 P-cadherin이 암

의 발생과 진전과정에서 미치는 향에 한 많은 연구가

있었다6-8). E-cadherin은 주로 상피세포에서 발현되는 세

포부착 단백질로 침습과 종양억제인자로 받아들여지고 있

다. E-cad의 발현 감소는 구강 편평세포암을 포함한 상피

성 악성종양에서 세포 접착성의 감소와 악성도의 증가와 관

련되어 있다. 특히 구강 편평세포암에서 E-cadherin의

down-regulation은 매우 의미 있는 재발과 생존이 관련된

예후 인자이다. 본 연구진의 최근 연구에 의하면 E-cad-

herin의 표현감소가 임파절 전이와 재발 양상에 유의한 의

미를 갖고 있다고 밝혀진바 있다9).

Catenin은 α- (102 kDa), β- (88 kDa)와 γ-catenin

(82 kDa)의 3종으로 구성된 단백질로, β-와 γ-catenin은

e-cadherin의 세포내 도메인과 직접 결합하여 세포내 골격

물질인 actin을 연결하고 α-catenin은 E-cadherin과 β-,

γ-catenin complex를 actin과 연결한다. 그러므로 E-cad-

herin의 부착능력은 catenin system의 완전성 여부에 따

라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E-

cadherin에 의해 유도되는 세포간 부착능력의 유지가 구강

암의 침습 및 전이와 관계가 있음이 밝혀진 바 있으며, 다른

많은 암에서도 catenin의 발현이 저하되었음이 보고되고

있다10-13). 

아직까지는 구강암에서의 E-cadherin-catenin system

의 발현 변화 여부가 현재 인정되고 있는 다른 예후 인자와

의 상관관계나 생존율에 끼치는 향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14-16).

이에 저자들은 구강 편평세포암으로 진단받고 외과적 절

제술을 받은 환자의 파라핀 포매 조직을 이용하여 면역 조

직화학적 염색방법으로 E-cadherin과 β-catenin의 발현정

도를 관찰하여 이를 구강 편평세포암종의 조직학적 분화도,

침습의 형태, 외과적 절제술의 변연의 침범여부, 임파절 전

이의 유무 및 임상병기와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여 예후 인자

로서의 유용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연구 재료 및 방법

1. 연구 재료

구강과 구인두부위의 원발성 편평세포암종을 가진 50명

의 환자로부터 50개의 원발성 부위의 종양과 22개의 임파

절 전이 조직을 얻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포르말린으로 고정

하고, 파라핀으로 포매된 절편을 이용하 다. 임상 자료와

추적 자료로써 나이, 성별, 흡연, 음주 습관, 종양의 원발 부

위, UICC의 분류에 따른 임상적, 병리학적 TNM 병기, 종

양의 조직 병리학적 단계 (WHO에 따른 분류)등을 조사하

다.

2. 면역조직화학적 연구

발생된 종양부위와 임파절을 파라핀으로 포매하 다.

4 μm두께의 절편을 얻어 슬라이드에 부착하고 xylene으로

15분 동안 파라핀을 제거하고, 3단계의 에탄올 (100%,

95%, 80%)에 각각 담가 xylene을 제거하고 탈수하 다.

내인성 peroxidase의 작용을 막기 위해 조직 절편을 실온

에서 0.3 % 과산화수소에 30분간 반응시켰다. Tris-

buffered saline (TBS, pH 7.6)로 수세한 후 항원 수득률

을 높이기 위해 조직 절편을 citrate buffer (pH 6.0)에 담

아 2100 Retriever (PickCell Laboratories B.V.

Amsterdam, Netherlands)에 120℃에서 8분 동안 배양

하 다. 비특이적 결합은 희석된 normal horse serum에

30분 동안 배양함으로써 배제하 다. 특이적 면역반응의

관찰을 위해 제작한 단일클론항체로 절편을 4℃에서 12시

간동안 배양한 후에 biotinylated anti-mouse 2차항체

(Jackson laboratory, MA, USA)로 30분간 적용 후, 완

충액으로 수세하고 ABC complex로 다시 30분간 배양하

다. 마지막 발색 과정으로 조직 절편을 2분간 3,3’-

diaminobenzidine and hydrogen peroxide (DAB

Substrate Kit, Vector, Burlingame, CA. USA)로 발색

한 후, Mayer’s haematoxylin (Fisher Scientific,

Pittsburgh, PA. USA)으로 조염색하고, 탈수한 조직절

편을 Permount (Fisher Scientific, Pittsburgh, PA.

USA)로 봉하 다.

3. E-cadherin과 β-catenin의 발현에 한 결과 판독

정상 구강점막의 E-cadherin과 β-catenin의 발현을 외부

양성 조군으로 사용하 고, 각 조직 절편의 인접 정상 상

피를 내부 양성 조군으로 사용하 다. 음성 조군으로는

일차 항체를 생략하 다. 염색된 조직절편은 임상적 정보가

전혀 없는 병리의사가 반정량적으로 판독하 다. 조직 절편

들은 종양의 침범부위 가장자리에서 세포막이 강하게 염색

된 종양세포의 비율에 따라 분류하 다. 약술하면 score 0:

정상 발현이 5% 미만일 경우, score 1: 5-25%인 경우,

score 2: 26-50%인 경우, score 3: 51-75%인 경우 그리

고 score 4: 76-100%인 경우로 세분하 다.

종양세포의 염색결과가 score 4를 보일 때 발현의 보존

(preserved)으로 정의하고, 종양세포가 score 1, 2, 3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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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때 발현의 감소 (reduced)로 정의하 다.

4. 통계 분석

E-cadherin과 β-catenin의 발현정도에 따른 임상, 병리

적 척도와의 연관성은 Chi-Square test를 사용하 고

Fisher’s exact test로 검증하 고, 유의수준은 P값이

0.05이하일 경우로 하 다. 

Ⅲ. 연구 결과

1. 연구 상의 임상병리학적 특징

50명의 원발성 구강 편평세포암종을 가진 환자로부터 50

개의 원발성 종양과 22개의 임파절 전이 조직을 얻어 통상

적인 방법으로 포르말린으로 고정하고, 파라핀으로 포매된

절편을 이용하 다. 그러나 원발부위와 전이된 임파절에서

동시에 염색이 불가능하 던 원발성 부위 5개와 임파절 3

개의 증례는 연구에서 제외하 다. Table 1에서 환자의 임

상병리학적 특징을 정리하 다. 

2. E-cadherin과 β-catenin 발현 양상 (Fig. 1-4) 

정상 구강점막세포의 세포막에서 E-cadherin과 β-

catenin의 발현은 기저층에서 극세포층에 이르기까지 관찰

되었다. 발현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세포막에 분명하고 균질

하게 분포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나, 발현이 감소된 경우

에는 비균일한 염색소견과 양성 세포와 음성세포가 혼재된

양상을 나타내었다. 특히 종양세포에서는 이들 단백질의 발

현이 세포막 뿐 아니라 세포질 내와 세포핵 내에서도 관찰

되었다. 특히 β-catenin의 세포핵 내에서의 발현은 세포질

내에서 발현과 이에 따른 세포막에서의 발현 감소와 동반하

는 예가 관찰되었다. 종양 조직 내에서 cadherin과

catenin의 발현의 분포는 증례마다 달랐으며 심지어 같은

증례에서도 다른 분포의 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있었다. 

표적인 면역조직화학적 염색 소견은 그림과 같다. 모두 45

건의 증례 중에서 원발 부위에서 E-cadherin과 β-catenin

의 발현 감소는 각각 35예 (78.2%), 14예 (31.2%)이었

고, 임파절 전이 조직 19례 중 E-cadherin과 β-catenin의

발현 감소는 각각 1예 (6.3%), 2예 (10.6%)이었다(Table

2).

3. 임상병리학적 지표와 E-cadherin과 β-catenin의

발현

E-cadherin의 발현에 있어서는 암종의 조직학적 분화도,

종양의 국소적 크기 (T-category)와 임상적 진전 상태에

따른 병기 (Stage)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구강암이 주변의 정상 결합조직으로 침윤하는 부위에서 침

습성이 높은 single cell 유형이 pushing 유형이나 band 유

형보다 E-cadherin의 발현감소가 유의성 있게 나타났다

(P=0.030). 또한 수술후 조직 변연의 종양 세포의 존재와

관련된 변연상태(marginal status)에 따른 분류에서도 E-

cadherin의 발현 감소군에서 positive가 유의성 있게 높게

나타났다 (P=0.038). 원발 부위에서 E-cadherin의 발현

이 감소된 예에서 주위 임파절로 전이가 많이 나타났다

(P=0.029).

그러나 β-catenin의 발현과 여타 임상병리학적 관계에 있

어서는 종양의 크기가 작을 때 (T1, T2), 상 적으로 β-

catenin의 발현이 적은 것으로 밝혀졌으나 (P=0.045), 이

외에 다른 임상적 지표와는 특이할 만한 상관관계가 나타나

지 않았다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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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linicopathologic Characteristics of Patients
with Squamous Cell Carcinoma

Patient Data No(%)

Age 65.06 ± 8.5 years

Gender

Male 30(66.7)

Female 15(33.3)

Site 

Gingiva 12(26.7)

Tongue 7(15.6)

Floor of Mouth 13(28.9)

Palate and tonsil 8(17.8)

Lip and buccal mucosa 5(11.1)

Histologic grade

Well 13(28.9)

Moderate 11(24.4)

Poorly 21((46.7)

Pattern of invasion

Pushing 7(15.6)

Band 13(28.9)

Cord 17(37.8)

Cell 8(17.8)

Size of primary tumor

T1+T2 28(62.2)

T3+T4 17(37.8)

Lymph node involvement

N(-) 22(48.9)

N(+) 23(51.1)

Clinical stage

S1+S2 13(28.9)

S3+S4 32(71.1)



구강 편평세포암종에서 E-cadherin과 β-catenin의 발현과 임상병리학적 특징

399

Table 2. E-cadherin and β-catenin Expression Pattern in Primary Lesion and Metastatic Lymph Node

E-cadherin β-catenin

Frequency % Frequency %

Primary(n=45)

preserved 10 22.2 31 68.8

reduced 35 78.2 14 31.2

Lymph node(n=19)

preserved 1 94.7 17 89.4

reduced 18 6.3 2 10.6

Table 3. Correlation between the Expression of E-cadherin and β-catenin in the Primary Lesion and
Clinicopathologic Findings 

Clinicopathologic 
E-cadherin β-catenin

feature
Reduced Preserved

P-value
Reduced Preserved

P-value
(n=35) (n=10) (n=14) (n=31)

Histologic grade

well 9 4 P=0.805 5 8 P=0.249

moderately 9 2 2 9

pooly 17 4 7 14

Mode of invasion

pushing 5 2 P=0.030 3 4 P=0.058

band 13 0 3 10

cords 11 6 4 13

single cell 6 2 4 4

Marginal status

positive 12 1 P=0.038 9 4 P=0.641

negative 23 9 5 27

Tumor size

T1 + T2 22 6 P=0.578 12 16 P=0.045

T3 + T4 13 4 2 15

Node involvement*

N(-) 14 2 P=0.029 6 14 P=0.744

N(+) 21 8 8 17

Clinical Stage

stage1, 2 8 6 P=0.256 6 8 P=0.721

stage3, 4 27 4 8 23

( * N(-): No Lymph Node Involvement, N(+): Metastatic Lymph Node Including N1, N2, N3 case.)

Table 4. Association between Expression of E-cadherin and β-catenin in Primary Lesion and Metastatic Lymph Node

β-catenin

Primary Lymph node

preserved reduced P-value preserved reduced P-value

Primary(n=45) 31 14 P<0.025

preserved 9 1 χ2=5.184

reduced 22 13

Lymph node(n=19) 17 2 P�1.0

preserved 1 0 χ2=0.124

reduced 16 2



4. E-cadherin과 β-catenin의 발현의 상관관계

원발 부위에서 E-cadherin과 β-catenin의 발현은 서로

유의성있게 나타났다 (P<0.025). 그러나 전이된 임파절에

서는 서로의 발현이 서로에게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P�1.0)(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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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pattern in primary oral squamous cell carcinoma. (a) Preserved stain-
ing of E-cadherin and (b) β-catenin shows distinct and evenly distributed membrane staining, × 100. 

Fig. 2.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pattern in primary oral squamous cell carcinoma. (a) Reduced staining
of E-cadherin and (b) β-catenin with heterogeneous staining with mixed negative and positive cells, × 100.

Fig. 3.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pattern in metastatic lymph node. (a) Preserved staining of E-cadherin
and (b) β-catenin, × 40.



Ⅳ. 총괄 및 고찰

E-cadherin과 β-catenin은 정상 구강상피조직에서 중요

한 부착 분자이다. α-, β-, 와 γ-의 3종으로 구성된 catenin

은 E-cadherin에 의해 매개되는 세포간 신호전달과 세포간

부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상 부착능력의 변화 또

는 상실은 종양생물학 분야에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종양 세포의 세포간 부착능력의 변화는 종양 성

장의 형태와 응집에 미세한 수준에서 반 된다. 종양세포의

분리는 주변조직으로 침습이나 장기로의 원격 전이의 초기

단계이며, 이 과정에서 세포 부착능력의 변화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여러 연구에서 E-cadherin-catenin

system이 여러 종류의 종양의 성장 매개와 세포 부착의 유

지에 기여함이 밝혀졌다17-19).

따라서 세포 부착인자의 발현은 종양의 생물학적 행동과

특성을 반 하며, 수술한 환자의 재발과 전이의 위험성을

예측하고 평가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개인의 특성에 맞춘 치

료를 제공함에 실제적인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20).

구강 편평세포암에서 경부 전이의 발생은 상 적으로 높

은 편이다21). 본 연구에서는 비록 통계적인 처리는 시행하지

않았으나, T 분류가 임파절 전이의 발생과 가장 관련이 깊

은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다른 연구와 일치한다 (미발표 결

과). 

이번 연구에서는 E-cadherin 발현과 임파절 전이와 의미

있는 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Bukholm들에 따르면 유방

암에서 E-cadherin과 β-catenin 중 최소 하나의 면역화학

적 반응도의 감소가 전이와 관계있다고 하 다22). 이 연구에

서는 E-cadherin의 향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으나 β-

catenin은 의미를 밝힐 수는 없었다. 그러나 아직 어떤 단

백질의 발현이 진단과 전이 또는 종양의 침습 정도에 한

예측에 유용할 지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보다 정확한 통

계학적인 분석을 위해서 구강암 증례수를 확 하여 모집단

을 크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반면 E-cadherin과 β-catenin의 발현이 서로 연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여겨진다. 즉 원발 부위에서 E-cadherin이

보존된 증례에서 β-catenin이 보존된 형태를 보이고, E-

cadherin이 감소하면 β-catenin도 따라서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P<0.025). β-catenin은 E-cadherin의 세포질

내 말단에 직접적으로 결합한다17). E-cadherin는 β-

catenin과 complex를 이루어 세포내 골격 물질인 actin을

연결하므로, E-cadherin의 발현 능력은 catenin system

의 완전성 여부에 따라 달려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E-cadherin과 β-catenin의 발현이 원발

부위에서보다 임파절에서 증가된 것이 관찰되었다. 이 현상

은 cadherin-catenin 복합체의 발현은 현저하게 변화하고

이 증가는 구강 편평세포암 세포의 전이 과정 중에서 재표

현 되는 것을 의미한다. Tanaka 들에 의하면 원발 부위와

전이 부위의 미세 구조학적인 측면에서 형태학적인 유사함

을 보고하 으나23), 어떤 증례에서는 둘 사이의 부착 복합체

(junctional complex)의 특징이 다르다고 하 다. 그러나

왜 원발 부위와 임파절 전이부위에서 이 cadherin-catenin

복합체의 발현이 차이가 나는 지에 하여는 밝혀진 바 없

다. 따라서 임파절 전이 과정 중에서 이들이 어떤 기전으로

그 발현이 변화하는 지에 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구강암의 국소적 전이나 임파절 전이가 원발 부위의 세포부

착 인자의 변화같은 특징에 좌우되는 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는 원발 부위와 전이 부위가 독립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이는 전이된 구강암 세포가

전이 부위의 환경에 향을 받는 것으로 사료된다.

E-cadherin의 발현이 저하된 것에 비하여 β-catenin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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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pattern in metastatic lymph node. (a) Reduced staining of E-cadherin
and (b) β-catenin, × 100.



down regulation은 상 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인다. β-

catenin은 독립적으로 세포간 부착인자로서와 세포내에서

신호전달물질로 작용한다. E-cadherin에 주도되는 세포간

부착의 조절 역할이외에도 Wnt signalling pathway에서

전사조절인자로 기능하며, 다른 종류의 암의 기시에 관여하

는 Adenomatous polyposis coli (APC) 유전자의 목표이

기도 하다24). 이번 연구에서 특히 β-catenin의 세포핵 내에

서의 발현이 되는 경우 세포질 내에서 발현과 이에 따른 세

포막에서의 발현 감소와 동반하는 예가 관찰되었다. β-

catenin이 세포막뿐 아니라 핵에서도 염색이 되는 것에

한 이유는 β-catenin이 전사조절물질로 작용하기 때문에 세

포질과 핵 내에서도 발현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따라

서 구강암에서 β-catenin의 역할과 기능을 규명하기 위하여

다른 pathway에 관여하는 β-catenin에 한 분석이 요구

된다고 하겠다.

생검된 조직에서 평가된 암종의 침투 형태가 국소적인 전

이와 관련된다고 밝혀진 바 있으며25), 이번 결과에서도 유일

하게 E-cadherin과 β-catenin이 동시에 통계학적인 의미

를 갖는 것으로 관찰된다 (P=0.030, P=0.058). 

본 연구를 통해 세포부착 단백질인 E-cadherin과 β-

catenin의 발현과 구강 편평세포암의 발생과 전이과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밝힘으로, 이를 생물학적인 표지자로 사용

하여, 진단과정에서 치료 방법의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임상적으로 적용할 경우 국소적 치료 효율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향후 연구를 수행하

여 cadherin-catenin 복합체 간의 관계를 규명하므로써 구

강암 발생 과정 면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시하여, 구강 편평

세포암의 발생에 한 이해를 높일 수 있으며, 새로운 전이

이론을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Ⅴ. 결 론

원발성 구강 편평세포암종 조직 45예와 전이성 임파절

19례에서 면역 조직화학 염색을 통하여 E-cadherin과 β-

catenin 의 발현을 조사하고 임상병리학적 특성과의 상관

관계를 알아보았다. E-cadherin의 발현은 전체 45예 중

35예에서 (78.2%), β-catenin (31.2%)은 14예에서 발현

감소를 보 다. E-cadherin의 발현 감소는 조직학적 분화

정도, 임파절 전이와 연관성을 보 으나, β-catenin은 임상

적 지표와 유의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이상의 결과로 E-

cadherin과 β-catenin complex의 발현정도는 임파절 전이

와 관련성 있는 예후인자가 될 수 있으며, 재발의 고위험군

예측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존의 병리학적 예후인자들에

근거한 위험도 추정을 보완할 수 있어 임상적으로 유용한

지표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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