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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타액선 선양낭성암종에서

claudin-3의 발현이

신경주위침습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지도교수 홍삼표)

김 찬 영

1. 연구목적

타액선의 선양낭성암종(adenoid cystic carcinoma)에서 claudin-3 단백

질의 발현이 신경주위침습(perineural invasion)을 비롯한 여러 임상병리

학적 지표들과 형성하는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2. 연구방법

타액선의 선양낭성암종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은 31증례를 대상으로,

진료기록부를 통해 각 증례들의 나이, 성별, 발생 부위, 재발 여부, 림프

절 전이 및 원격 전이에 대해 분석하였고, 조직 슬라이드를 통해 조직학

적 등급과 신경주위침습 여부를 관찰하였으며, 면역조직화학적 염색을

통해 claudin-3의 발현도를 측정하였다. 각 지표들 간의 관계는 상관분

석법과 카이제곱검정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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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1) 전체 31명 환자들의 평균 연령은 53.7세였으며, 발생 빈도는 여성이

2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부위별로는 구개부 소타액선에서 16증례(52%)

로 가장 호발하였다.

(2) 3분의 2 이상의 환자들에게서 동통 및 조직학적 신경주위침습이 관

찰되었다. 림프절 전이의 빈도는 19% 정도로 낮았으며, 원격 전이가 림

프절 전이보다 2배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병소의 재발은 5명(16%)에게

서 평균 42.8개월의 기간을 두고 발생하였다.

(3) 종양 세포에서의 claudin-3의 발현도는 모든 임상병리학적 지표들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재발 여부는 병소 인접

골의 파괴 (P=0.011) 및 원격 전이 여부 (P=0.023)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결과적으로, clandin-3는 신경주위침습을 비롯한 타액선 선양낭성암종

의 임상적 병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며, 골 파괴 및

원격 전이가 존재할 경우 특히 장기적 관찰이 필요할 것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요어: 타액선 선양낭성암종, claudin-3, 신경주위침습

학 번: 2010-2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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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의학 발전에 힘입어 전반적인 암 발생률이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

하고, 전체 암의 약 3~4%를 차지하는 구강암의 발생빈도는 해마다 증가

하고 있다.[1] 최근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국내

에서도 매년 1500명 이상의 신규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40대 이후의

중장년층에서 높은 발병률을 나타낸다고 한다.[1] 구강암은 혀, 치은, 구

강저, 협점막, 구개부와 입술 등에서 주로 발생하며,[2] 구강 편평세포암종

(oral squamous cell carcinoma)이 전체 구강암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

으나, 최근 들어 타액선암의 발암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타액선 암이란 이하선, 악하선, 설하선 등의 주타액선과 구강 내 점막에

다수 존재하는 소타액선 조직들로부터 유래하는 악성종양을 의미한다.

이 중,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타액선의 선양낭성암종(adenoid

cystic carcinoma)은 점액표피양암종(mucoepidermoid carcinoma)에 이어

타액선에서 두 번째로 호발하는 악성종양으로, 전체 타액선 악성종양의

5~10% 빈도로 나타난다.[3] 타액선 뿐 아니라 부비동, 유방, 피부 등 신체

의 다양한 부위에서 발견되며, 초기에는 무통성 종괴를 형성하면서 서서

히 증식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동통을 동반한 급성장이 일어난다.[4]

선양낭성암종은 조직학적으로는 개재관 세포(intercalated duct cells)에

서 유래된 종양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5], 사상형(cribriform), 관형

(tubular), 고형(solid)의 3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단일 병소에서 이들 중

특정 형태가 우세하게 나타나거나 모든 형태들이 혼합된 형태로 나타나

기도 한다. 사상형은 가장 전형적인 형태로, 기저양 상피 세포(basaloid

epithelial cells)로 구성된 원통형의 가성 낭성 공간(cylinderical

cyst-like space)을 갖는 종양 둥지(tumor nest)가 특징이다. 관형은 초

자질 기질(hyalinized stroma) 안에 도관들이 존재하는 형태로 관찰되며,

고형은 가성낭성 공간이나 도관의 형성을 거의 보이지 않는 큰 종양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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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mor islands) 혹은 판형(sheet-like)으로 나타난다.[6] 다형성 저등급 선

암종(polymorphous low-grade adenocarcinoma)은 선양낭성암종의 이러

한 조직학적 형태뿐만 아니라, 신경주위침습(perineural invasion)을 일으

키는 등 여러 특징들이 유사하므로 정확한 감별진단이 필요하다.[7]

최근 연구에 의하면, 타액선 선양낭성암종 발병 환자군의 5년 생존율은

89%로 비교적 높지만, 15년 생존율은 40%로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8] 이러한 원인으로는 첫째, 타액선 선양낭성암종이 다른 악성

종양들에 비해 초기 증식이 천천히 일어나 종양으로서의 특성이 발현되

는 시기가 비교적 늦기 때문이다. 둘째, 두경부에 발생하는 다른 악성종

양들과는 달리 주변 림프절로의 전이보다 원격 장기로의 전이가 더 많

이 나타나기 때문이다.[4] 원발 부위인 타액선에서 비교적 먼 곳에 위치

한 폐, 간 등의 장기로 전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초기 치료시기를 놓치기

쉬워 완치가 어렵다. 마지막으로, 종양이 신경주막(perineurium)을 따라

성장하는 신경주위침습이 일어난다는 점이다. 악성종양에서 신경주위침

습 여부는 종양의 악성도를 나타내는 예후 인자(prognostic marker)로

주목받고 있는데,[9] 신경주위침습을 보이는 악성종양들은 병소의 완전한

제거가 어려워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예후를 보인다. 타액선 선양낭성암

종의 경우에도 타액선 주위의 안면신경 혹은 삼차신경으로 침습하여 안

면마비를 일으키거나, 치료 이후에도 신경을 따라 국소적으로 재발하는

경향이 높다.[10]

신경주위침습은 타액선 선양낭성암종, 다형성 저등급 선암종 등의 일부

악성종양들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지만, 그 기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종양세포의 특정 막단백질이 신경주위 세

포들(perineural cells)의 밀착연접(tight junction)에 존재하는 특정 막단

백질과 상호작용하여 신경주위침습을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11]

밀착연접은 사람을 비롯한 척추동물에서 존재하는 세포 간 연접의 일종

으로, 연결되어 있는 세포들 사이의 물질 이동을 제한하며, 서로 분리되

지 않도록 고정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10]

밀착연접을 구성하는 occludin, claudin, zonula occludens, cingulin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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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종류의 세포막 단백질 중에서 claudin은 밀착연접의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단백질로,[13] CLDN family genes으로부터 발현되어 20가지 이

상의 아형(subtypes)을 갖는 내재성 막단백질(integral membrane

protein)이다. 이러한 claudin의 아형들은 claudin-claudin 상호작용을 통

해 밀착연접의 상피 투과 저항성(transepithelial resistance) 및 침투 계

수(permeability coefficient)를 조절한다.[12] 다양한 claudin 아형들 중에

종양의 예후와 관련되어 특히 주목받고 있는 것이 claudin-1, claudin-3,

claudin-5이다.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정상 성인의 신경주막에서는

claudin-1과 claudin-3은 발현되지만, claudin-5는 발현되지 않는다고 알

려져 있다.[13]

Claudin-1의 유전자인 CLDN-1은 종양억제유전자(tumor suppressor

gene)로, 밀착연접에서 claudin-1의 발현은 암의 전이를 억제한다.[14] 즉,

claudin-1의 발현도가 낮을수록 암의 전이가 증가하고, 조직 분화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예후가 악화된다. 단, 이러한 claudin-1의 발

현은 암의 재발과는 무관하다고 알려져 있다.[15] 이에 반해, claudin-3는

과다 발현 시, 암세포의 이동과 주위 조직 침습을 유발하여[16] 유방암,

난소암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구강암인 점액표피양암종의 예후에도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17] 이처럼 악성도가 높은 난치성 종양들에서

claudin-3의 발현도가 높은 경우가 많지만, 유사한 특성을 지닌 악성종

양인 타액선 선양낭성암종에서의 claudin-3 발현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

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타액선 선양낭성암종의 claudin-3가 신경주막의

claudin-3와 상호작용하여 신경주위침습을 일으킬 수 있다는 가정 하에,

타액선 선양낭성암종의 claudin-3 발현과 신경주위침습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하고, 더 나아가 림프절 전이, 재발여부 등 여러 지표들과의 연관성

을 임상병리학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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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료 및 방법

1. 연구대상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서 타액선 선양낭성암종

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은 31증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하선, 악하선,

설하선 및 소타액선 등 모든 타액선에서 발생된 증례들을 포함하며, 수

술적 절제를 받지 않은 증례는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2. 임상조직병리학적 검사

전체 31 증례 환자들의 나이, 성별, 발생 부위, 재발 여부, 림프절 전이

및 원격 전이 여부 등의 임상적 특성들을 조사하였다. 또한 해당 환자들

의 조직 슬라이드를 관찰함으로써 타액선 선양낭성암종의 조직학적 등

급과 신경주위침습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조직학적 등급은 Szanto 등의

기존 연구에 따라 아래와 같이 3단계로 분류되었다.[18]

Grade 1 : 관형 및 사상형 패턴이 100%인 경우 (그림 1A)

Grade 2 : 관형 및 사상형에 더불어 고형 패턴이 전체의 30% 미만인

경우

Grade 3 : 관형 및 사상형에 더불어 고형 패턴이 전체의 30% 이상인

경우 (그림 1B)

또한 신경주위침습 여부는 Liebig 등의 연구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종양세포가 신경내막(endoneurium), 신경주막, 신경외막(epineurium) 중

하나 이상의 막에 침습하였거나, 침습하지는 않았지만 막을 33% 이상

둘러싸는 경우로 정의하였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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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역조직화학적 검사 및 결과의 판독

각 증례의 파라핀 블록을 4um의 두께로 박절하여 실레인(silane)이 코

팅된 유리 슬라이드에 부착하였다. 이 후, 자일렌(xylene)을 이용하여 탈

파라핀 처리한 뒤, 에탄올을 이용한 함수(hydration) 과정을 거쳤다. 조

직 내 항원 복구(antigen retrieval)를 위하여 조직 슬라이드를 pH 6.0의

citrate buffer에 침지한 채로 20분 간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여 97도로 가

열하였다. 가열 후에는 내인성 과산화효소의 활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3% 과산화수소를 처리한 뒤, 1차 항체인 rabbit-polyclonal claudin-3

(Clone Z23.JM, Invitrogen Corporation, Camarillo, CA)를 1:100으로 희

석하여 1시간 동안 상온에서 반응시켰다. 이 후에는, Dako envision kit

(Dako, Glostrup, Denmark)를 이용하여 1차 항체를 검출한 뒤 상기 반

응을 3,3-diamino-benzidine tetrahydrochloride로 발색시켰다. 염색 결과

는 5개의 HPF에서 각각 아래와 같이 염색 분포와 강도의 등급을 평가

한 뒤, 두 값을 곱하여 얻은 5개의 값의 평균을 구하여 최종값을 계산하

였다.

* 염색 분포 등급 분류

0 : 발현된 세포가 전혀 없을 경우

1 : 발현된 세포가 25% 미만일 경우

2 : 발현된 세포가 25-50%일 경우

3 : 발현된 세포가 50% 이상일 경우

* 염색 강도 등급 분류

0 : 발현되지 않는 경우

1 : 내피세포보다 약한 강도로 발현되는 경우

2 : 내피세포와 비슷한 강도의 발현되는 경우

3 : 내피세포보다 강한 강도로 발현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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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계학적 분석

각 증례의 임상 및 조직병리학적 특성, claudin-3 발현도와의 상관관

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Claudin-3 발현여부에 따른 신경주위침습,

골파괴, 림프절 전이, 원격 전이와의 관계들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법

(correlation analysis)과 카이제곱검정(chi-square test)을 활용하였다. 모

든 통계는 SPSS version 19 (IBM Corp., New York, NY)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유의수준은 P value < 0.05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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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 과

1. 임상적 특징 (표 I)

총 31명의 타액선 선양낭성암종 환자를 조사한 결과, 연령 분포는 38세

부터 78세이며, 평균 연령은 53.7세 (σ=10.6)로 나타났다. 성별 분포를 살

펴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2배 정도 높은 빈도로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남성 11명, 여성 20명).

발생부위는 크게 이하선, 악하선, 설하선, 구개부, 혀로 분류하였는데,

구개부에서 전체의 절반 이상인 16건(51.6%)이 발생하였고, 악하선 6건

(19.3%), 이하선 5건(16.1%), 설하선 3건(9.7%), 혀 1건(3.2%) 순으로 조

사되었다.

22명(71.0%)의 환자들이 구강 내 통증을 호소하였고, 종양으로 인한 골

파괴는 15명(48.4%)으로 확인되었다. 두경부 림프절로의 전이는 총 6명

(19.3%)에게서 발견되었고, 원격 장기로의 전이는 총 11명(35.5%)에게서

나타났다. 원격 전이 부위는 폐가 9명(81.8%), 갑상선이 2명(18.2%)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수술을 받은 5명(16.1%)의 환자들에게서 병소가 재발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 재발 기간은 평균 42.8개월이었다 (48개월, 31개월, 56개월, 54

개월, 25개월).

2. 조직병리학적 특징

현미경 관찰 시 총 31명의 환자 중 24명(77.4%)에게서 신경주위침습이

관찰되었다 (그림 2; 표 I). 조직학적 등급은 grade 1이 19명(61.3%),

grade 2가 5명(16.1%), grade 3가 7명(22.6%)으로 나타났다. (표 I)



- 8 -

3. Claudin-3의 면역조직화학적 염색 결과 (그림 3)

및 임상병리학적 지표와의 관계

13명(41.9%)에서 claudin-3의 발현이 관찰되었고 (표 I), 발현도를 수치

화한 결과값은 0.2부터 9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중간값인 1을 기준으

로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눈 뒤, 신경주위침습, 골 파괴, 림프절 전이,

원격 전이, 재발, 조직학적 등급 등의 임상병리학적 지표들과 claudin-3

발현 여부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II와 같다. 요약하자면,

claudin -3의 발현과 신경주위침습은 유의할만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P=0.957), 골 파괴, 림프절 전이, 원격 전이, 재발,

조직학적 등급 등의 조사된 모든 지표들과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

지 않았다. 카이제곱검정을 이용하여 상관분석법과 동일하게 claudin-3

와 다른 지표들과의 연관성을 검토하였지만 (표 III), 마찬가지로 모든

항목들에서 유의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임상병리학적 지표들 사이에서도 대부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얻을 수

없었으나, 다만 재발 여부는 골파괴 및 원격 전이와 각각 P=0.011,

P=0.023의 유의확률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표 II). 즉, 골파괴 정

도가 심할수록, 원격 장기로의 전이가 일어날수록, 술 후 재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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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본 연구에서는 타액선 선양낭성암종으로 확진된 31명의 환자들을 대상

으로 임상병리학적 특징들을 조사하였다. 타액선 선양낭성암종은 주로

중장년층에서 성별에 관계없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는데,[19] 이번 연구

대상 환자들의 경우, 평균 연령은 53.7세지만 성별 분포 현황에서 남성

(11명)보다 여성(20명)에서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나 기존의 연구 결과와

는 차이가 있었다. 다만, 부위별 발생률을 살펴보았을 때, 구개부에서

50%, 이하선과 악하선에서 15~20% 정도의 분포를 나타내어 기존 연구

결과에 부합했다.[19]

통증은 타액선 선양낭성암종 환자들에게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

으로, 본 연구의 환자들 역시 병의 진행 초기 단계에서부터 동통을 느끼

는 경우가 많았고, 동통의 정도는 병이 진행되면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

였다. 또한 구개부와 악하선에 발생한 경우 방사선학적으로 골파괴가 관

찰되는 경향성이 높았고, 이하선과 설하선에 발생한 경우에는 골파괴 경

향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타액선

이 골과 인접한 해부학적 정도 차이 때문으로 생각된다.

타액선 선양낭성암종의 림프절 전이는 약 10% 비율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주로 전이되는 부위는 혀뿌리, 혀, 구강저로서, 그 비율이

각각 19.2%, 17.6%, 15.3%로 보고된 바 있다.[20] 이번 연구에서는 6명의

환자에게서 림프절 전이가 일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모집단인

원의 19.3%에 해당하며, 기존 연구 수치인 10%보다 2배 정도 높은 수치

이다. 이러한 차이는 모집단의 크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

에 너무 작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n=31).

또한 31명의 환자들 중 36%에서 원격 장기로의 전이가 관찰되었는데,

이는 림프절 전이보다 2배 가량 높은 비율로, 기존 연구결과인 35~50%

에 부합한다.[21] 이와 같은 원격 전이는 선양낭성암종의 주요 특징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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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종양의 크기가 클수록, 림프절 전이가 수반될수록 전이 빈도가

증가하며, 종양의 조직학적 형태 및 등급과는 무관하다고 알려져 있

다.[22] 최근 연구에 의하면, 종양 세포에서 podoplanin이 과발현되는 경우

원격 전이가 증가한다는 결과가 보고되기도 하였다.[21] 원격 전이가 호발

하는 부위가 기존 연구 결과에서는 폐, 골, 간 순으로 나타났지만,[23] 본

연구에서는 폐와 갑상선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 역시 모집단의 크기

가 지나치게 작아 발생한 통계적 오류로 추정된다.

타액선 선양낭성암종의 재발은 종양의 크기 및 수술적 절제 시, 경계부

에서의 종양세포 존재 유무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0] 본

연구에서는 5명(16.1%)의 환자들에서 재발이 나타났으며, 이는 골파괴

및 원격 전이 지표들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타

액선 선양낭성암종이 인접골을 파괴할 정도로 성장한 경우에는 외과적

절제나 방사선 치료로 완전한 제거가 어려우며, 원격 전이 현상의 경우,

병소의 초기 형성 단계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원발부 병소의 제거만으로

는 이를 억제하기 어렵다.[24] 따라서 타액선 선양낭성암종의 골파괴와 원

격 전이 현상이 관찰되는 경우에는 술 후 재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과적 술식을 통한 접근 시 신중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신경주위 세포들 간의 밀착연접을 구성하는 분자

들 중 하나인 claudin-3가 타액선 선양낭성암종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

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결론적으로 claudin-3의 발현도는 종양의 조직학

적 등급 및 신경주위침습 여부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

지 않았다. 이는 타액선 선양낭성암종의 claudin-3가 신경주막의

claudin-3와 연접하여 신경주위침습을 야기할 것이라는 본 연구의 초기

가정과 배치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로 크게 3가지 가

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종양 세포가 신경 주막 혹은 신경 외막을 침습할 때 claudin-3가

아닌 다른 막단백질이 이에 관여하는 경우이다. 종양세포의 특정 막단백

질이 신경막의 밀착연접에 존재하는 막단백질과 동형접합체(homodimer)

혹은 이형접합체(heterodimer)를 형성하여 침습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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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는 claudin-3가 특정 시기에만 발현될 가능성이다. 기존 연구 결과

에 의하면, claudin의 각 아형들은 같은 세포내에서도 세포소기관의 발생

및 세포 분화도에 따라 발현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5]

즉, claudin-3가 특정 시점에서만 일시적으로 발현되었다면, 이번 연구에

서 이를 적절히 포착하고 분석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마지막 가능성은

모집단의 크기가 통계적 유의관계를 파악하기에 지나치게 작다는 점이

다. 타액선 선양낭성암종의 경우, 위암, 대장암 등의 보편적인 암들에 비

해 매우 낮은 빈도로 발병하기 때문에, 최근 10여 년간 본원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이번 연구에서 모집단의 수는 31개로 극

히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여러 통계적 분석들의 신뢰도가

낮아지는 결과로 나타났을 수 있다. 신경주위침습이 타액선 선양낭성암

종의 예후를 악화시킨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9]도 이번 연구에서는 유의

미한 상관관계를 얻지 못했다는 점도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근거

로 들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집단의 규모를 보다 늘린 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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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본 연구에서 총 31개의 타액선 선양낭성암종 증례에 대한 임상병리학

적 고찰을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환자들의 평균연령은 53.7세로,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2배가량 높은

빈도로 발생했다. 발생부위는 구개부 소타액선에서 50% 이상 나타났

으며, 악하선, 이하선, 설하선 등의 순으로 호발하였다.

2. 동통 및 조직학적인 신경주위침습은 70% 이상의 환자들에게서 관찰

되었다.

3. 림프절 전이의 빈도는 20% 미만으로 낮았으며, 원격 전이가 림프절

전이보다 2배 가량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4. 병소의 재발은 5명(16.1%)에게서 평균 42.8개월의 기간을 두고 발견

되었으며, 병소 인접골의 파괴 및 원격 전이 여부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5. 종양 세포에서의 claudin-3의 발현도는 신경주위침습을 비롯한 모든

임상병리학적 지표들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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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타액선 선양낭성암종의 현미경 사진. 관형(tubular) 및 사상형

(cribriform) 패턴으로만 구성된 경우 grade 1로 분류되었으며 (A; H&E,

×100), 관형 및 사상형과 함께 고형(solid) 패턴이 전체의 30% 이상인

경우 grade 3으로 분류되었다 (B; H&E, ×100).

그림 2. 타액선 선양낭성암종의 신경외막침습 현미경 사진 (H&E,

x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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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타액선 선양낭성암종에서 claudin-3의 면역조직화학적 염색 결

과. Claudin-3는 정상 신경의 신경막에 양성을 보인다(A, ×400). 선양낭

성암종의 종양 세포에 의한 claudin-3 발현은 주로 도관세포에 한정되어

있으며(B, ×200), 바깥쪽의 근상피세포에서는 (white arrow) 발현이 거

의 관찰되지 않는다(C, ×400). 신경 조직 내부로 침습한 선양낭성암종

세포 역시 바깥쪽이 아닌 안쪽의 도관세포의 세포막 (black arrow) 에서

양성을 나타낸다(D,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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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범위 38-78세

평균 (표준편차) 53.7세 (10.6세)

성별

남성 11명 (35.5%)

여성 20명 (64.5%)

발생부위

이하선 5명 (16.1%)

악하선 6명 (19.3%)

설하선 3명 (9.7%)

구개부 16명 (51.6%)

혀 1명 (3.2%)

통증 22명 (71.0%)

claudin-3 발현 13명 (41.9%)

신경주위침습 24명 (77.4%)

골 파괴 15명 (48.4%)

림프절 전이 6명 (19.3%)

원격 전이 11명 (35.5%)

재발 5명 (16.1%)

조직학적 등급

grade 1 19명 (61.3%)

grade 2 5명 (16.1%)

grade 3 7명 (22.6%)

표 I. 31명의 타액선 선양낭성암종 환자들에 대한 임상병리학적 분석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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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udin-

3

Perineur
al

invasion

Bone
destructi
on

Lymph
node
metasta
sis

Distant
metasta
sis

Recurre
nce

Grade

Claudin-3 　 .957 .839 .173 .654 .388 .989

Perineural
invasion

.957 　 .613 .711 .677 .885 .885

Bone

destruction
.839 .613 　 .933 .221 .011 .178

Lymph node

metastasis
.173 .711 .933 　 .080 .970 .722

Distant

metastasis
.654 .677 .221 .080 　 .023 .584

Recurrence .388 .885 .011 .970 .023 　 .547

Grade .989 .885 .178 .722 .584 .547 　

표 II. 31명의 타액선 선양낭성암종 환자들의 임상병리학적 지표 및

claudin-3의 발현 간의 상관관계분석 (correlation analysis)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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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udin-3

P -valueCases(%) Negative(%) Positive(%)

n=31 n=13 n=18

Perineural invasion 　

no 7(22.6) 3(42.9) 4(57.1)
0.642

yes 24(77.4) 10(41.7) 14(58.3)

Bone destruction 　

no 16(51.6) 7(43.8) 9(56.4)
0.561

yes 15(48.4) 6(40.0) 9(60.0)

Lymph node metastasis

no 25(80.6) 12(48.0) 13(52.0)
0.176

yes 6(19.4) 1(16.7) 5(83.3)

Distant metastasis 　

no 20(64.5) 9(45.0) 11(55.0)
0.468

yes 11(35.5) 4(36.4) 7(63.6)

Recurrence 　

no 26(83.9) 10(38.5) 3(61.5)
0.341

yes 5(16.1) 16(88.9) 2(11.1)

표 III. 31명의 타액선 선양낭성암종 환자들의 임상병리학적 지표 및

claudin-3의 발현 간의 카이제곱검정 (chi-square test)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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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claudin-3 expression 

on perineural invasion 

in salivary adenoid cystic carcinoma  

 Chan-Young Kim

School of Dentis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am-Pyo Hong, D.D.S., M.S.D., Ph.D.)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between various clinicopathologic indices of salivary gland

adenoid cystic carcinoma (ACC), including claudin-3 expression and

perineural invasion.

Methods. A total of 31 patients with ACC were selected. Clinical

parameters, such as age, sex, location, recurrence, lymph node

metastasis and distance metastasis, were investigated by examining

the patient medical records. Histologic grading and presence of

perineural invasion were decided by tissue slides. Claudin-3

expression was evaluated by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indices were analyzed through correlation

analyses and chi-square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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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There were 11 males and 20 females, and the average age

was 53.7 years. Sixteen cases (52%) involved the minor gland of the

palate. Twenty-two patients presented with pain, and bone

destruction was observed in 15 patients. Lymph node metastasis

occurred in 6 patients, whereas distant metastasis occurred in 11

patients. Five cases recurred, with the average period for recurrence

being 42.8 months. Perineural invasion was observed in 24 patients.

Nineteen patients were histologically classified as grade 1, five

patients as grade 2, and seven patients as grade 3. On

immunohistochemistry, 13 of 31 ACC patients expressed claudin-3.

Statistical analyses revealed that claudin-3 expression was not

correlated with perineural invasion (P=0.957), and that there were no

significant relationships among the clinicopathologic indices including

bone destruction, lymph node metastasis, distant metastasis,

recurrence, and histologic grade. However, recurrence of ACC showed

positive correlations with bone destruction (P=0.011) and distant

metastasis (P=0.023).

Conclusion. It is thought that claudin-3 does not affect the

clinicopathologic behaviors of ACC including perineural invasion. The

ACC patients with bone destruction or distant metastasis would need

long-term follow-up.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words: Adenoid cystic carcinoma, claudin-3, perineural

inva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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