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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ignant tumors of the human salivary glands may arise from major or minor salivary glands. Adenoid

cystic carcinoma (ACC) is the second most common malignant neoplasm in the salivary glands. ACC is

occasionally highly aggressive tumor that readily invades adjacent tissues and metastasize to distant

organs at early stages of the disease. Although ACC tends to grow slowly, treatment outcome may be poor

due to wide local infiltration, perineural or intraneural spread and a propensity for hematogenous metasta-

sis. Therefore, knowledge of cellular and molecular characteristics that influence the growth, survival and

metastasis of tumor cells, is important for new treatment strategies of salivary ACC. I determined expres-

sions of epiderma growth factor (EGF)-signaling molecules using surgical specimens of human ACCs.

Protein expressions of EGF, transforming growth factor(TGF)-α, EGF receptor (EGFR), phosphorylated

EGFR (pEGFR), and human EGF receptor (HER)-2 were assessed in 18 cases of salivary ACC by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Adjacent normal salivary tissues and mucosal tissues, uninvolved by the

malignant tumor, served as internal controls. Most of the tumors, especially ACC with a tubulocribriform

pattern, were positive for EGF signaling molecules. The overall percentages of the 18 specimens expressing

EGF, TGF-α, EGFR, pEGFR, and HER2 were 50, 89, 61, 61 and 83% respectively. Moreover, tumor-asso-

ciated endothelial cells and infiltrating immune-related cells in the stroma of ACC, also expressed these

biomarkers. Taken together, EGF-signaling molecules are actively expressed in salivary ACC. Therefore,

we suggest that these biomarkers can be molecular targets for new treatment strategies of salivary tum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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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과제고유번호: A06-0174-AL1018-

06N1-00010A)

Ⅰ. 서 론

타액선은 타액선과 소타액선으로 구분되며 타액선에

는 이하선, 악하선, 설하선이 있고, 소타액선은 정상적으로

구강 점막과 입천장, 그리고 입술 부위에 600-1,000개 정

도가 분포한다. 타액선 종양은 전신적으로는 비교적 드문

질환이지만 두경부 종양중에는 빈발하는 병소로 서양에서

연간 발생율이 10만명당 2.5-3명 정도로 두경부 종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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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상을 차지한다1). 이중 약 20%가 악성종양으로 타액

선 악성종양은 이하선, 악하선, 설하선의 주타액선 혹은 구

개부, 혀, 입술, 구강점막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소타

액선으로부터 발생될 수 있다. 타액선암의 부위별 발생빈도

는 임상적으로 차이가 있어 이하선 종양의 17-34%, 악하

선 종양의 30-55%, 설하선 종양의 80-90%, 그리고 소타

액선 종양의 40-85%가 악성종양으로 보고되었다2).

타액선은 발생학적으로 다양한 세포들로 구성된 기관으로

이같은 특성상 타액선 조직에서 유래된 종양은 매우 다양한

조직학적 소견을 보인다. 임상 진단 시에는 여러가지 표현

형이 있어, 일반적으로 타액선 암종에는 그 발생빈도가 높

은 것부터 점액표피양암종 (mucoepidermoid carcino-

ma), 선양낭성암종 (adenoid cystic carcinima, ACC),

선암종 (adenocarcinoma), 선포세포암종 (acinic cell

carcinoma), 타액선관암종 (salivary ductal carcinoma)

등이 있다. 타액선 암종은 임상적으로 종물의 성장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아 광범위 절제술에 이은 방사선 치료로 치

료성적이 두경부 편평상피세포암에 비교하여 양호한 편이

다3). 그러나 선양낭성암종 등 몇몇 표현형에서는 계속적인

국소적 재발과 신경주위 조직으로의 침투, 그리고 종래의

항생제에 반응성이 낮다는 문제점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재발성, 전이성 타액선

암종에 한 새로운 치료책이 요구되며, 새로운 치료전략의

개발은 타액선 암종의 생물학적 특성에 기초해야 할 것이다. 

상피성장인자 수용체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

tor, EGFR)는 쥐의 악하선에서 발견된 이래 지난 20년간

집중적으로 연구되어 온 타이로신 활성화효소 수용체이

다4,5). EGFR은 I형 수용체 타이로신 활성화효소 중

ErbB1/HER1을 가리키며, 같은 종류의 수용체 군에

ErbB2 (HER2/neu), ErbB3(HER3), ErbB4(HER4)가

확인되었다6). 이들 중 EGFR과 ErbB2는 세포생물학적으

로 그 활성화 기전과 기능이 확립되었지만 ErbB3와

ErbB4의 기능은 아직 정확히 정립되지 않았다. EGFR은

170-180 kDa 크기의 당단백으로 특히 외배엽(ectoderm)

으로부터 유래된 세포의 세포막에 존재한다. EGFR은

EGF나 TGF-α와 같은 특정 리간드의 결합에 의해 활성화

되어 몇가지 경로의 하부흐름 조절인자들을 각기 인산화

(phosphorylation)시킴으로써 세포분열을 통한 세포의 증

식을 위주로 세포의 이주, 생존, 전이 등 종양의 활성을 증

진시킬 수 있는 세포활동을 촉진한다7-9). 

ErbB2/HER2-neu는 종양단백으로 유방암과 같이 선조

직으로부터 유래된 종양에서 과발현된다고 알려져 있다10).

두경부 종양에서는 그 기능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구강점막

편평상피세포암의 20% 정도에서 발현되며 환자 생존률의

감소와 임파절 전이와 연관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11). 기능

적으로는 EGFR과 유사한 기능을 하며 EGFR과 이합체를

이루어 활성화되기도 한다. 

이와같이 세포의 증식과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EGF

신호전달 물질들 중 특히 EGF/EGFR은 두경부 편평상피

세포암을 비롯한 많은 상피성 종양에서 과발현되고, 해당종

양의 임상병리학적 지표들과 의미있는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12,13). 그러나 구강암의 일종인 타액선암에서 종양

성장이나 암세포의 아포프토시스에의 저항성과 관련된 인

자들에 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저자는 상피성 종양의 일종인 타액선 종양

중 선양낭성암종에서도 암세포의 성장과 증식, 생존 그리고

전이와 관련된 인자들이 과발현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

고, 인간암 수술표본에서 관련인자들의 단백 발현정도를 연

구하 다. 

Ⅱ. 연구재료 및 연구방법

1. 수술 표본

악안면부의 타액선과 소타액선에 원발성 종양을 가진

18명의 환자에서 수술시 절제된 조직으로부터 표본을 제작

하 다. 상이 된 모든 환자는 수술 전에 항암 약물치료를

시행받은 적이 없었다. 광범위 절제된 조직의 일부를 떼어

통상적인 방법에 의해 포르말린으로 고정하고, 파라핀으로

포매하 다. 이 표본으로부터 조직학적 슬라이드를 제작하

여 먼저 헤마톡실린과 에오신 염색을 통하여 종물의 조직학

적 소견을 전반적으로 검색하 다. 이후 제작된 파라핀 블

록을 4-6 μm로 세절하여 면역조직화학염색에 이용하 다.

2. 면역조직화학염색 기법

1) EGF 염색

조직절편은 양성 전하를 띤 슬라이드 위에 올려놓고, 57-

60℃ 정도의 열을 30-40분 정도 가하여 왁스성분을 녹이고

표본이 슬라이드에 잘 접착되도록 하 다. 자일렌 용액으로

파라핀을 제거하고 계열 알코올 용액으로 재수화시킨 후

phosphate buffered solution (PBS)을 이용하여 조직절

편이 건조되지 않도록 하 다. 항원성 노출(antigen

retrieval)을 위하여 PBS를 제거하고, 조직절편을 10mM

sodium citrate 완충용액 (pH 6.0)에 담근 상태에서 마이

크로웨이브로 10분간 가열 후 20분 정도 식혔다. PBS로 3

분간 3차례 수세 후, 내인성 과산화효소 (endogenous

peroxidase)의 활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3% H2O2 메탄올

용액을 12분간 적용하 다. 조직절편을 다시 PBS로 3분간

3차례 수세 후, 비특이 단백의 결합을 방지하기 위하여 5%

정상 말혈청과 1% 정상 양혈청을 PBS에 섞은 단백 차단액

에 20분간 반응시켰다. 단백 차단액 제거 후 단백 차단액에



타액선 선양낭성암종에서 상피성장인자 신호전달 단백의 발현에 관한 면역조직화학적 연구

501

1:100으로 희석시킨 일차항체인 rabbit polyclonal anti-

human EGF (Santa Cruz Biotechnology, Santa Cruz,

CA, USA)를 4℃에서 밤새 결합시켰다. PBS로 3분간 3차

례 수세하고 단백 차단액을 10분간 적용한 후, 단백 차단액

을 제거하고 단백 차단액으로 희석시킨 biotinylated sec-

ondary antibody를 상온에서 1시간동안 반응시켰다. 조직

절편을 PBS로 3분간 3차례 수세 후 streptavidin을 결합

시키고, 발색반응을 위하여 DAB (3,3-diaminobenzidine,

Research Genetics, Huntsville, AL, USA)을 적용하

다. 발색반응은 현미경으로 그 정도를 확인해가며 적정시간

시행하되 10분을 넘지 않도록 한다. 증류수로 3분간 3회 수

세 후 브리지 용액 (50ml 증류수에 brij용액 1방울을 떨굼)

으로 린스하고, 헤마톡실린 (Gill’s hematoxylin, Sigma,

St. Louis, MO, USA)으로 조염색을 10-20초간 시행하

다. 흐르는 증류수로 조염색을 중지시키고, 세포핵을

푸른 색으로 강조하기 위하여 PBS를 30-60초간 적용하

다. 증류수로 모든 염기 성분이 제거되도록 철저히 수세한

후 Universal mount (Research Genetics)를 2-3방울 적

용하고 50-60℃의 열판에서 5-10분 정도 중합시켜 고정하

다. 음성 조 표본은 일차항체 신 단백 차단액만을 적

용하 다. 

2) TGF-α염색

포르말린으로 고정하여 파라핀 포매한 조직절편을 이용하

여 전술한 방법으로 파라핀을 제거하고, 계열알코올로 재수

화시켰다. 항원성 노출 (antigen retrieval)은 추가적으로

시행하지 않았으며, 내인성 과산화효소의 활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조직절편을 3% H2O2 메탄올 용액에 12분간 두었

다. PBS로 수세 후, 상온에서 비특이 단백의 결합을 차단

하기 위하여 정상혈청에서 20분간 반응시켰다. 단백 차단

액 제거 후 단백 차단액에 1:50으로 희석시킨 일차항체인

mouse monoclonal anti-TGF-α(Oncogene, Cambri-

dge, MA, USA)를 4℃에서 밤새 결합시켰다. PBS로 3분

간 3차례 수세하고 단백 차단액을 10분간 적용한 후, 단백

차단액을 제거하고 단백 차단액에 1:200으로 희석시킨 이

차항체인 rat anti-mouse IgG2a HRP를 상온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슬라이드를 PBS로 3분간 3차례 수세 후

브리지 용액 (50ml PBS에 brij용액 1방울을 떨군 후 pH를

7.6으로 맞춤)으로 린스하고, 발색반응을 위하여 DAB

(3,3-diaminobenzidine, Research Genetics, Hunt-

sville, AL, USA)을 적용하 다. 이때 발색반응을 현미경

으로 확인해가며 적정시간 적용하되 10분을 넘지 않도록

한다. 증류수로 3분간 3회 수세 후 브리지 용액 (50ml 증

류수에 brij용액 1방울을 떨굼)으로 린스하고, 헤마톡실린

(Gill’s hematoxylin, Sigma, St. Louis, MO, USA)으로

조염색을 10-20초간 시행하 다. 흐르는 증류수로 조

염색을 중지시키고 세포핵을 푸른 색으로 조염색하기 위

하여 PBS를 30-60초간 적용하 다. 증류수로 모든 염기

성분이 제거되도록 철저히 수세한 후 Universal mount를

2-3방울 적용하고 50-60℃의 열판에서 5-10분 정도 중합

시켜 고정하 다. 종물에 인접한 정상 타액선 조직의 관구

조물과 역시 종물 주변의 각화상피 조직을 내부 조군으로

설정하 다. 

3) EGFR 염색

포르말린으로 고정하여 파라핀 포매한 조직절편을 이용하

여 면역효소법 (immunoenzyme technique)으로 면역조

직화학 염색을 시행하 다. 즉 PBS로 알코올을 수세한 후,

내인성 과산화효소의 활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3% H2O2 메

탄올 용액에 12분간 두었다. PBS로 수세 후, 상온에서 단

백 차단을 위하여 5% 정상 말혈청과 1% 정상 양혈청을

PBS에 섞은 단백 차단액에 20분간 반응시켰다. 단백 차단

액 제거 후 단백 차단액에 1:200으로 희석시킨 일차항체인

rabbit polyclonal anti-EGFR (Santa Cruz Biotechno-

logy)을 4℃에서 밤새 결합시켰다. PBS 수세 후 단백 차단

액을 10분간 적용한 후, 단백 차단액을 제거하고 단백 차단

액에 희석시킨 이차항체인 goat anti-rabbit HRP (horse-

radish peroxidase, Jackson Immuno Research Labo-

ratories, West Grove, PA, USA)를 상온에서 1시간동안

반응시켰다. PBS로 3분간 3차례 수세 후 전술한 바와 같이

DAB을 이용하여 양성반응을 가시화하 다. 헤마톡실린으

로 조염색을 시행한 후 universal mount를 이용하여 고

정하 다. 음성 조 표본은 일차항체를 사용하지 않고 이차

항체만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면역조직화학염색을 시행

하 다. 종양 주변의 정상 조직들 중 타액선 조직과 각화상

피를 내부 조군으로 설정하 다. 

4) Phosphorylated EGFR 염색

파라핀 포매 조직에 57-60℃정도의 열을 가한 후 파라핀

을 제거하고 수화하 다. 항원성을 회복, 증가시키기 위하

여 조직절편을 10mM sodium citrate 완충용액 (pH 6.0)

에 담근 상태에서 마이크로웨이브로 10분간 가열하 다.

20분간 식힌 후 PBS로 3분 3회 수세하고 3% H2O2 메탄

올 용액으로 내인성 과산화효소의 반응을 억제하 다. PBS

수세 후 정상혈청으로 비특이 단백의 결합을 차단한 후 일

차항체인 rabbit polyclonal anti-phosphorylated EGFR

(pEGFR, Y1173, Biosource International, Camarillo,

CA, USA)을 정상혈청에 1:25로 희석하여 4℃에서 밤새

반응시켰다. PBS 수세 후 다시 정상혈청으로 10분간 비특

이 단백의 결합을 차단한 후 biotin과 결합한 goat anti-

rabbit HRP를 상온에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streptavi-

dine을 30분간 반응시켰다. PBS 수세 후 전술한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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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색반응 및 조염색을 시행하 다. 음성 조군은 역시

이차항체만을 적용하 으며 종양 주변의 정상 타액선 조직

과 점막조직을 비교의 상으로 하 다.

5) ErbB2/HER2 염색

포르말린에 고정한 파라핀 포매 조직을 이용하 다.

10mM sodium citrate 완충용액과 열로 항원성 에피토프

를 노출시키고, 3% H2O2 메탄올 용액으로 내인성 과산화

효소의 반응을 억제하 다. PBS 수세 후 정상혈청으로 비

특이 단백의 결합을 차단한 후 일차항체인 rabbit poly-

clonal anti-HER2/ErbB2 (Cell Signaling Technology,

Beverly, MA, USA)을 정상혈청에 1:50으로 희석하여 4

℃에서 밤새 반응시켰다. PBS 수세 후 다시 정상혈청으로

10분간 비특이 단백의 결합을 차단한 후 biotin과 결합한

goat anti-rabbit HRP를 상온에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streptavidine을 30분간 반응시켰다. PBS 수세 후 전술한

바와 같이 정색반응 및 조염색을 시행하 다. 음성 조

군은 역시 이차항체만을 적용하 으며 종양 주변의 정상 타

액선 조직과 상피조직이나 점막조직을 내부 조군으로 하

다. 또한 양성 조군으로 c-erbB2를 발현하는 것으로

알려진 실험동물의 피부종양을 이용하 다.

3. 양성반응의 판독 및 통계분석

EGF, TGF-α, EGFR, pEGFR, HER2 염색에 한 양

성반응의 강도는 -, no staining; +, weak staining;

++, strong staining의 3단계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

다. 해당 단백의 정상조직에 한 종양조직에서의 발현 정

도, 즉 면역조직화학적 염색의 강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양

성반응을 보인 표본 중에서 조염색을 시행하지 않은 슬라

이드를 5개씩 제작하 다. ×200 현미경야에서 5개 슬라이

드로부터 정상조직과 종양조직을 10부위 (1부위는

0.039mm2)씩 선택하 다. 선택된 화상을 CCD 카메라

(Hamamatsu Corp., Bridgewater, NJ, USA)를 이용하

여 컴퓨터에 입력하 다. Optimas 상분석 소프트웨어에

서 DAB에 의한 양성반응의 강도를 OD (optical density)

값으로 수치화한 후, 비모수 검정 (Wilcoxon’s rank sum

test)으로 비교하 다. OD값 측정시에는 목표지점에서의

수치 측정 후 해당 슬라이드에서의 배경 염색 (background

staining)된 수치를 빼서 데이터로 이용하 다. 통계 분석

시 0.05 이하의 P값을 유의성 있는 차이로 인정하 다.

Ⅲ. 연구결과

1. 조직학적 소견

본 연구의 상이 된 환자의 연령은 29-80세 으며 남자

환자는 7명이었고, 여자환자는 11명이었다. 18례 선양낭성

암종의 원발 부위는 이하선 5례, 설하선 1례, 그리고 소타

액선에서 발생된 12례 다. 소타액선에서 발생된 악성종양

의 발생부위는 구개부 6례, 상악 2례, 구강내 2례, 혀 1례,

그리고 구인두부 1례 다. 조직학적으로는 충실형 (solid

type)이 6례 고 관사상체형 (tubulocribriform type)이

12례로 관사상체형이 많았다. 충실형 6례 중 3례는 구개부

소타액선에서 발생한 종양이었고, 2례는 이하선 종양, 그리

고 나머지 1례는 설하선 종양이었다 (Table 1). 

Table 1. Clinical Specimens of Adenoid Cystic Carcinoma

Age/Sex Location Histological Pattern

Specimen 1 48/F Oropharynx Tubulocribriform

Specimen 2 70/F Sublingual Solid

Specimen 3 77/F Parotid Tubulocribriform

Specimen 4 58/M Parotid Tubulocribriform

Specimen 5 49/M Palate Solid

Specimen 6 71/F Palate Tubulocribriform

Specimen 7 45/F Parotid Solid

Specimen 8 46/F Palate Solid

Specimen 9 46/F Palate Solid

Specimen 10 48/F Parotid Solid

Specimen 11 29/M Intraoral Tubulocribriform

Specimen 12 62/F Maxilla Tubulocribriform

Specimen 13 67/M Intraoral Tubulocribriform

Specimen 14 80/F Nasopharynx Tubulocribriform

Specimen 15 31/M Parotid Tubulocribriform

Specimen 16 52/F Maxilla Tubulocribriform

Specimen 17 31/M Tongue Tubulocribriform

Specimen 18 63/M Palate Tubulocribri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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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액선 선양낭성암종에서 EGF의 발현

검색된 18례의 선양낭성암종 중 9례(50%)에서 EGF가

발현되었다. 관사상체형에서 50%(12례 중 6례), 그리고

충실형에서도 50%(6례 중 3례)에서 EGF가 발현되었다

(Table 2). 내부 조군인 종물 주변의 정상 타액선 조직

중 도관세포들은 EGF를 발현하 으나 선포세포 (acinar

cell)에서는 EGF가 발현되지 않았다 (Fig. 1-C). 또다른

조군인 점막세포 역시 EGF를 강하게 발현하 으며

(Fig. 1-B), 종물내의 종양관련 혈관내피세포 (Fig. 1-E)

와 간질에 존재하는 면역관련 세포들 (Fig. 1-F)도 역시

EGF단백을 발현하 다. 특히 관사상체형 종양 중 2-3례에

서 종양세포의 세포질에 EGF 발현이 현저하 으나, 전체

적으로 종양세포에서의 발현정도는 그리 강하지 않아 (Fig.

1-D) 정상 타액선 조직이나 점막조직에 비교하여 유의성

있게 증가되어 있지 않았다 (Table 3). 

3. 타액선 선양낭성암종에서 TGF-α의 발현

전체적으로 18례의 선양낭성암종 중 16례 (89%)에서

TGF-α가 발현되었다. 조직학적 아형 중 관사상체형에서

83% (12례 중 10례), 그리고 충실형에서는 100% (6례

중 6례)에서 TGF-α가 발현되었다 (Table 2). 내부 조군

중 점막세포에서는 TGF-α의 발현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

으나 (Fig. 2-A), 종물 주변의 정상 타액선 조직에서는 도

관세포와 선포세포 모두에서 TGF-α가 발현되었다 (Fig.

2-B). 종물내의 종양관련 혈관내피세포에서도 TGF-α가 미

약하게 발현되었으며 (Fig. 2-E) 간질에 존재하는 면역관

련 세포들과 특히 조직 고유의 섬유아세포들에서 TGF-α단

백이 강하게 발현되었다 (Fig. 2-F). 전체적으로 종양세포

에서의 발현정도는 매우 강하여 정상 타액선 조직에 비교하

여 유의성 있게 증가되었다 (P<0.05, Table 3, Fig. 2-C,

D).

Table 2. Expression of EGF-Signaling Proteins 

EGF TGF-α EGFR pEGFR ErbB2

Specimen 1 ＋ ＋ －/＋ ＋ －

Specimen 2 － ＋ － － ＋

Specimen 3 － － － － －

Specimen 4 ＋ ＋＋ ＋＋ ＋＋ ＋

Specimen 5 ＋ ＋＋ ＋＋ ＋＋ ＋

Specimen 6 ＋ ＋＋ ＋＋ ＋＋ ＋＋

Specimen 7 － ＋ －/＋ ＋ ＋

Specimen 8 ＋ ＋ －/＋ ＋ ＋

Specimen 9 ＋ ＋ ＋ ＋ ＋

Specimen 10 － ＋ － － ＋

Specimen 11 ＋ ＋＋ ＋ ＋＋ ＋＋

Specimen 12 ＋ ＋＋ ＋ ＋＋ ＋＋

Specimen 13 － ＋ － － ＋

Specimen 14 － ＋ － － ＋

Specimen 15 ＋ ＋ ＋ ＋ ＋

Specimen 16 － ＋ － － ＋

Specimen 17 － ＋ －/＋ ＋ ＋

Specimen 18 － － － － －

-, No staining; +, Weak staining; ++, Strong staining

Table 3. Expression of EGF-Signaling Proteins

Tumor Salivary gland

(N=10, OD, mean±SD) (N=10, OD, mean±SD)

EGF 0.59 ± 0.10 0.58 ± 0.73

TGF-α 0.69 ± 0.11� 0.58 ± 0.09

EGFR 0.65 ± 0.17 0.52 ± 0.08

pEGFR 1.01 ± 0.28� 0  

ErbB2 0.86 ± 0.15� 0.64 ± 0.10

� : P<0.05 Compared with control (Wilcoxon's rank sum test)

OD : Optical Density  SD :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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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GF expression in clinical specimens of salivary adenoid cystic carcinoma (×100 magnification)
A : Negative control slide without application of the primary antibody.
B : Keratinized mucosa served as internal control.
C : Ductal component of normal salivary gland, which also served as control, expressed EGF.
D : EGF (++) was expressed in the cytoplasms of ACC tumor cells.
E : Tumor-associated endothelial cells as well as some tumor cells expressed EGF (+).
F : We can detect the positive signal in the infiltrating immune-related cells in the stroma of the tumor. But in this specimen,

the tumor cells didn’t express EGF.

Fig. 2. TGF-αexpression in clinical specimens of salivary adenoid cystic carcinoma (×100 magnification)
A : Some submucosal cells expressed TGF-αprotein.
B : Ductal cells of normal salivary tissues, which served as internal control, expressed TGF-α.
C : In this specimen, tumor cells of solid-type ACC expessed TGF-α, judged as “strong staining (++)”.
D : In this specimen, TGF-α(++) was strongly expressed in the cytoplasms of tumor cells of cribriform-type ACC.
E : Some endothelial cells of tumor-associated blood vessels as well as some tumor cells expressed TGF-α.
F : We can detect the positive signal in the tissue-specific fibroblasts in the stroma of the tumor.

A

D E F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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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GFR expression in clinical specimens of salivary adenoid cystic carcinoma (×100 magnification)
A: Negative control slide without application of the primary antibody.
B : Acinar cells of normal glandular tissues didn’t express EGFR.
C : Ductal cells of normal glandular tissues, which also served as control, expressed EGFR.
D : EGFR was expressed in tumor-associated endothelial cells.
E : EGFR expression of specimen 4, judged as (++).
F : EGFR expression of specimen 1, judged as (-/+).
G: EGFR expression of specimen 2, judged as (-).
H: EGFR expression of specimen 6, judged as (++).
I : EGFR expression of specimen 12, judged as (+).
J : EGFR expression of specimen 14, judged as (-).
K : EGFR expression of specimen 18, judged as (-).
L : EGFR expression of specimen 13, judged as (-).
M :EGFR expression of specimen 15, judged as (+).
N: EGFR expression of specimen 16, judged as (-).
O: EGFR expression of specimen 17, judged as (-/+).
P : EGFR expression of specimen 5, judged as (++). We can clearly see the membrane expression of the biomarker. 
Q: EGFR expression of specimen 7, judged as (-/+).
R : EGFR expression of specimen 8, judged as (-/+).
S : EGFR expression of specimen 9, judged as (+).
T : EGFR expression of specimen 11, judged a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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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rbB2/HER2 expression in clinical specimens of salivary adenoid cystic carcinoma (×100 magnification)
A : Negative control slide without application of the primary antibody.
B : Positive control slide from experimental mouse skin tumor.
C : Ductal component, which served as control, expressed c-erbB2/HER2.
D : In this specimen, tumor cells of solid-type ACC expessed ErbB2/HER2, judged as “weak staining (+)”.
E : In this specimen, tumor cells of tubular-type ACC expessed ErbB2/HER2, judged as “strong staining (++)”.
F : Especially duct-like structures in the tumor island strongly expressed the biomarker. 
G : We can detect the positive signal in the immune-related cells in the stroma of the tumor.
H : We can see the positive signal in tumor-associated endothelial cells in the stroma of the tumor.

Fig. 4. Phosphorylated EGFR expression in clinical specimens of salivary adenoid cystic carcinoma (×100 magnification)
A : Negative control slide without application of the primary antibody.
B : Ductal cells as well as acinar cells of normal salivary gland didn’t express phosphorylated EGFR.
C : EGFR was activated in tumor cells of solid-type ACC .
D : EGFR was also activated in tumor cells of cribriform-type ACC.
E : EGFR was also activated in tumor cells of tubular-type ACC.
F : Keratinized mucosa served as internal control. EGFR was not activated.



4. 타액선 선양낭성암종에서 EGF 수용체의 발현과 활

성화 상태

검색된 18례의 선양낭성암종 중 11례 (61%)에서 EGFR

이 발현되었다. 관사상체형에서 58% (12례 중 7례), 충실

형에서 66% (6례 중 4례)에서 EGFR이 발현되었다

(Table 2). 내부 조군인 종물 주변의 정상 타액선 조직

중 도관세포들은 EGFR을 발현하 으나 선포세포에서는

EGFR이 발현되지 않았다 (Fig. 3-B,C). 종물내의 종양관

련 혈관내피세포도 역시 EGFR을 발현하 다. 특히 관사상

체형 종양 중 2-3례에서 종양세포의 세포질에 EGF 발현이

현저하 으나 (Fig. 3-E,H), 전체적으로는 종양세포에서

의 발현정도는 그리 강하지 않아 정상 타액선 조직이나 점

막조직에 비교하여 유의성 있게 증가되어 있지 않았다

(Table 3). 

위의 결과와는 조적으로 pEGFR의 경우 정상 타액선

조직의 도관세포와 선포세포 모두에서 발현되지 않았으며

(Fig. 4-B), 점막세포에서도 그 활성이 미약하게 관찰되었

다 (Fig. 4-F). 즉 도관세포에서 발현되었던 EGFR도 그

활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반면 오직 종양조직에서만

pEGFR이 강하게 발현되는 양상을 보여 (Fig. 4-C,D,E)

통계적으로도 유의성이 인정되었다 (P<0.05, Table 3).

5. 타액선 선양낭성암종에서 ErbB2/HER2의 발현

검색된 18례의 선양낭성암종 중 15례 (83%)에서

ErbB2가 발현되었다. 관사상체형에서 75% (12례 중 9

례), 그리고 충실형에서는 100% (6례 중 6례)에서 ErbB2

가 발현되었다 (Table 2). 내부 조군인 종물 주변의 정상

타액선 조직 중 도관세포들은 ErbB2를 발현하 으나 선포

세포에서는 ErbB2가 발현되지 않았다 (Fig. 5-C). 종물내

의 종양관련 혈관내피세포 (Fig. 5-H)와 간질에 존재하는

면역관련 세포들 (Fig. 5-G)도 역시 ErbB2단백을 발현하

다. 전체적으로 종양세포에서의 발현정도는 비교적 강하

게 판독되어 (Fig. 5-D,E,F) 정상 타액선 조직에 비교하여

유의성 있게 증가되었다 (P<0.05, Table 3)

Ⅳ. 총괄 및 고찰

본 연구를 통하여 저자는 주변조직 침투와 혈관성 전이를

종양 진행 (progression)의 주 기전으로 하는 타액선 선양

낭성암종에서 상피성장인자 신호전달계의 주요 인자들이

과발현됨을 보고하는 바이다. 즉 수많은 표현형의 악성종양

중 암세포의 성장속도가 비교적 느려 실험적으로 모델화하

기 어려운 타액선 악성종양에서 수술표본을 이용하여 종양

세포의 증식과 생존, 그리고 전이와 관련된 유전자들의 발

현정도를 단백 수준에서 검색하여 몇몇 인자들의 의미있는

발현을 제시하 다. 

선양낭성암종은 조직학적으로 암세포군의 증식상이 스위

스 치즈 모양을 닮은 사상체형, 관형 구조물을 보이는 관형,

그리고 덩어리를 형성하는 충실형으로 나누어진다. 임상적

으로 충실형의 선양낭성암종이 사상체형이나 관형 암종에

비교하여 그 예후가 불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4). 본 연구

에서는 목표 인자들의 발현을 임상적 진행 양상이 유사한

관형과 사상체형 암종을 합하여 관-사상체형과 충실형으로

나누어 분석하 다. 그 결과 일관성 있는 결론을 유도하지

는 못하 지만 전반적으로 EGF 신호전달 물질들이 선양낭

성암종의 조직학적 아형에 상관없이 고르게 분포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검색된 인자들 중 TGF-α와 ErbB2는 충실

형 암종에서만 100%의 발현율을 보이기도 하 다. 따라서

TGF-α와 ErbB2가 충실형 선양낭성암종의 증가된 악성 표

현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결론지었으며, 추후 연

구를 통하여 규명해야 할 것이다.

타액선 암종의 생물학적 특성을 규명한 지금까지의 연구

는 부분 수술표본에서 종양성장과 관련된 인자들의 단백

발현정도와 임상병리학적 지표라든지 예후인자들과의 상관

타액선 선양낭성암종에서 상피성장인자 신호전달 단백의 발현에 관한 면역조직화학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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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ummary of Expression of the Biomarkers in Each Cell-type 

EGF TGF-α EGFR pEGFR ErbB2

Tumor cell (Solid, N=6) 3 6 4 4 6

Tumor cell
6 10 7 7 9

(Tubulocribriform, N=12) 

Acinar cells － ＋ － － －

Ductal cells ＋ ＋ ＋ － ＋

Tumor associated
＋ ＋ ＋ ＋ ＋

endothelial cells

Immune-related cells ＋ ＋ ＋ ＋ ＋

- : Negative expression

+: Positive expression



관계에 관한 것들이다. 2001년 Chen은 40례의 선양낭성

암종과 7례의 입술 소타액선 점액종 조직, 그리고 5례의 정

상 악하선 조직에서 EGF 단백의 발현정도를 면역조직화학

법으로 검색하 다. 연구 결과 정상 악하선 조직의 inter-

calated(개재관), striated(선조관), excretory(배출관) 도

관세포를 포함한 모든 관구조물에서 면역조직화학적으로

감지될 정도의 EGF가 발현되어 정상 악하선 조직의 관구

조물에서는 EGF가 합성되어 분비된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점액종에 연결된 소타액선 조직은 EGF 항체에 염색되지

않아 변성(degeneration)된 타액선 조직에서는 EGF가 합

성되지 않는다고 하 다. 40례의 선양낭성암종 중에서는

전체적으로 35%에서 EGF가 발현되었는데 충실형의 경우

20%에서, 관사상체형의 경우 37%에서 발현되었다. 그러

나 EGF 발현정도와 환자의 연령, 성별, 종물의 위치, 임상

적 진행단계, 조직학적 형태, 신경조직 침투정도, 그리고

암세포의 악성도 등과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고 하

다15). 

본 연구에서도 정상 타액선 조직의 도관세포와 특히 도관

형 선양낭성암종의 관구조물, 사상체형 종물의 도관과 유사

한 구조물 뿐 아니라 기질(stroma)에 존재하는 세포들에서

도 EGF가 발현되어, EGF가 종양생물학적으로 선양낭성

암종의 성장에 있어 암세포 분열 촉진인자임을 제시하 다.

본 연구에서 EGF에 한 면역조직화학적 검색시 효소가

크로모겐(chromogen)을 분해하여 색깔을 내게 함으로써

일차 항체의 결합을 증명하는 면역효소법으로 반응이 약하

여 소위“ABC 법 (avidin biotin peroxidase complex

method)”을 적용하 다. 즉 일차 항체를 반응시킨 후

biotin과 결합한 이차 항체를 반응시키고, 이어서 strepta-

vidin-biotinylated-enzyme 복합체를 반응시키는 방법으

로, 비타민의 일종인 biotin이 avidin과 강력하게 비공유결

합을 형성하는 특성을 적용하여 EGF 염색에 한 민감도

를 증가시킬 수 있었다. 그 결과 Chen의 연구결과에서보다

더 높은 비율의 EGF 발현이 검색된 것으로 생각된다. 

TGF-α는 EGF와 함께 EGF 수용체에 한 표적인 리

간드로 EGFR에 결합함으로써 그 기능을 활성화시킨다16) .

본 연구결과 정상 타액선 조직의 장액성 선포세포와 일부

점액성 선포세포, 그리고 모든 관구조물에서 TGF-α가 발현

되어 타액선 도관세포와 선포세포가 TGF-α의 합성과 분비

처로 확인되었다. 또한 선양낭성암종 조직에서는 모든 충실

형 암종 조직과 12례의 관-사상체형 암종 중 10례에서

TGF-α가 발현되었다. 또한 정상조직에 비교하여 유의하게

암종 조직에서 발현이 증가되어 TGF-α가 선양낭성암종의

증식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암시하 으며, 암종 조직 중에

서도 주로 충실형 암세포와 관구조물이나 낭종형을 이루는

암세포에서 강하게 발현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타액선 선

양낭성암종에서 EGF보다는 TGF-α가 종양세포의 유사분

열에 연관됨을 시사한다. 추후 TGF-α의 발현정도와 임상병

리학적 지표 사이에서는 의미있는 상관관계가 실제로 존재

하는지 연구해 보야야 할 것이다. 

EGFR에 한 면역조직화학 염색은 면역효소법으로 시

행한 결과 전반적으로 염색이 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EGFR 단백 발현에 해 내부 조군과의 상 적인 평가는

가능하 다. 즉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정상

조직에 한 암종 조직에서의 증가된 발현을 육안으로 판단

하기 보다는 염색 강도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수치화하

고, 배경 염색의 오차까지 조절하여 비교하 기에 비교적

객관적 결과가 제시되었다. 또한 일부 표본에서는 염색정도

가 상당히 미약하 는데 이는 표본의 보관상태라든지 절제

가 이루어진 후 경과된 시간 등의 요인으로부터 기인된 표

본간 오차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실제로 18증례 중 2

례에서 제작된 표본에서는 모든 인자들이 검색되지 않았고

내부 조군인 점막층 세포나 타액선 도관세포에서도 양성

반응이 미약하여 포본으로서 가치가 의심되기도 하 다. 추

후 면역조직화학염색 기법을 통한 단백발현의 정도를 평가

할 때에는 표본간 오차를 최 한 줄이는 것이 객관적 연구

와 데이터 제시를 위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2002년 Vered는 34례의 선양낭성암종 파라핀 포매 조직

에서 EGFR의 발현을 평가하 다. 면역조직화학염색 결과

는 염색된 세포 비율과 염색의 강도를 기준으로 점수화하여

평가하 다. 평가 결과 24례, 즉 68%의 표본에서 EGFR

양성 암세포가 관찰되었고 평가 점수는 표본마다 그 차이가

큰 것으로 분석되어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 다.

또한 평가된 3례의 구개부 암종은 모두 강하게 EGFR을 발

현하 음을 보고하 는데17). 본 연구에서도 증례분석을 해

보면 EGFR의 상 적 발현정도가 높게 나타난 증례들은 이

하선이나 구개부 소타액선으로부터 발생된 관사상체형 선

양낭성암종임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표본간 오차가 분

명히 배제되지는 못하 으나 인산화되어 활성화된 EGFR

이 정상 타액선 조직에서는 발현되지 않은 반면 암종 조직

에서는 분명하게 과발현됨이 관찰되었다. 이는 구강암을 비

롯한 타 상피성 종양에서와 마찬가지로 타액선 선양낭성암

종에서도 EGF 신호전달계의 활성화가 종양의 성장에 매우

중요하게 관여함을 사사한다. 최근 연구들에 의하면 EGFR

은 종양의 증식, 생존, 이주 뿐 아니라 혈관형성 및 전이 과

정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어떤 암종에서는

EGF가 암세포에서의 VEGF 발현을 촉진하고18) EGF를

과발현하는 종양의 혈관내피세포는 활성화된 EGFR을 발

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19,20). 

본 연구에서는 종물 내의 암세포 외에도 종양의 증식과 전

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되는 종양관련 혈관내피

세포와21) 기질 내에 존재하는 형질세포 (plasmacyte),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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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구 (neutrophil), 식세포 (macrophage) 등의 면역관

련 세포들에 한 평가도 시행하 다. 그 결과 선양낭성암

종물 내의 종양관련 혈관내피세포와 면역관련 세포들에서

EGF/EGFR이 발현되었을 뿐 아니라 그 기능이 활성화되

어 있었다. 따라서 종양관련 혈관내피세포들은 증식성이 있

으며, 본 종양에서 과발현되는 pEGFR을 억제할 수 있다면

암세포의 증식과 함께 종양 혈관의 증식을 억제할 수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혈관성 전이를 차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고찰하 다. 같은 의미에서 종물 내에 침투하여

기질에 존재하는 면역관련 세포들 역시 선양낭성암종의 종

양생물학적 특성에 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하 다. 

1994년 Karja 등은 103례의 악성 타액선 종양과 116례

의 양성 타액선 종양에서 암유전자인 c-erbB2/HER2 단백

발현을 평가하 다22). 연구결과 c-erbB2의 존재를 나타내

는 세포막 염색이 암종의 35%에서, 그리고 양성종양의

35.3%에서 관찰되어 악성종양과 양성종양 사이에 큰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악성종양 중에서는 선양낭성암종이

57.7%로 가장 높은 빈도의 발현을 보 고, 뒤이어 선암종

(adenocarcinoma)에서 39.3%의 발현율을 나타내었다.

종양의 발생부위와 연관되어서는 이하선 종양에서 가장 높

은 발현빈도를 보여 이하선 선암종의 경우 81.8%, 이하선

미분화암종에서 75%, 이하선 선양낭성암종에서 73.3%의

발현율을 보 다. 본 연구결과 분비선에서 유래된 선양낭성

암종에서도 ErbB2/HER2가 과발현됨이 관찰되었다. 타액

선 선양낭성암종에서 ErbB2/HER2의 역할은 추후 연구를

통해 밝혀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이다.

Ⅴ. 요 약

인간 타액선 선양낭성암종 조직 18례에 한 면역조직화

학적 염색을 시행하여 종물 주변의 정상 타액선 조직과 비

교,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 다.

1) EGF는 타액선 도관세포와 암종 조직의 50%에서 발현

되었으며, 정상 타액선 조직과 비교하여 암종 조직에서

발현이 증가되어 있지 않았다.

2) TGF-α는 타액선 도관세포와 선포세포, 그리고 거의 모

든 암종 조직에서 발현되었으며, 정상 타액선 조직과 비

교하여 암종 조직에서 그 발현이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P<0.05).

3) EGFR은 타액선 도관세포와 부분의 암종 조직에서 발

현되었으나, 발현의 강도에서 정상 타액선 조직과 암종

조직간의 차이는 없었다.

4) pEGFR은 정상 타액선 조직에서는 발현되지 않았으며,

암종 조직의 종양세포에서 그 발현이 증가되었다

(P<0.05).

5) ErbB2/HER2는 타액선 도관세포와 거의 모든 암종 조

직에서 발현되었으며, 정상 타액선 조직과 비교하여 암

종 조직에서 그 발현이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P<0.05).

6) 검색된 인자들 중 TGF-α와 ErbB2/HER2는 관사상체

형 암종 조직에서와는 달리 충실형 암종 조직에서

100% 발현되어, 충실형 선양낭성암종의 증가된 악성도

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암시하 다.

7) 종물 내의 종양관련 혈관내피세포에서도 위의 인자들이

모두 발현되어 종양관련 혈관내피세포는 선양낭성암종

의 증식과 전이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었다.

8) 종양 기질 내의 면역관련 세포들에서도 역시 위의 인자

들이 발현되어 이들 세포들이 종양의 증식과 생존에

향을 미칠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하 다.

위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하면 상피성장인자 신호전달계에

관여하는 인자들 중 TGF-α, pEGFR, 그리고 ErbB2/

HER2가 타액선 선양낭성암종에서 과발현 되었다. 따라서

이들 인자들이 타액선 선양낭성암종의 증식과 생존, 그리고

전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하 다. 추후 면역조직화학적 연구의 한계와 오류를 극복할

수 있는 기법으로 이들 인자들에 한 재검색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과연 이들 인자들이 암생물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임상적으로도 전이 및 환자 생존율과 관계된 인자로

서의 가치가 있는지 평가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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