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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록

리신 산화효소(lysyloxidase,이하 LOX)는 교원질(collagen)과 탄성섬유(elastin)

분자의 리신 잔기를 산화시켜서 이들이 교차결합을 형성하는데 여하는 효소로,

세포외 기질이 축 되고 성숙하는데 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인자이다. 한 LOX

family가 상피간엽 환 (EpithelialMesenchymalTransition,EMT)에 여하여 세

포의 이동과 침습에 향을 갖으며 LOX가 다양한 암의 진행과 이에 여하여 좋

지 않은 암의 후와 련 있다.구강 편평상피세포암종에서도 LOX의 발 과 임상

지표 조직학 소견과의 상 계가 밝 졌다.그러나 타액선의 표 인 암종

인 선양낭성암종(adenoidcysticcarcinoma,ACC)에서 LOX의 발 에 한 연구는

없어,본 연구에서는 ACC에서 LOX의 발 을 조사하고,LOX의 과발 정도와

ACC의 진행 정도 이 등 후와의 상 계를 연구하 다.

31증례의 타액선의 ACC검체를 실험군으로, 표 인 타액선 양성종양인 다형성

선종 28증례의 검체를 조군으로 하 다.환자의 의무기록 방사선 상,조직검

사 결과 등의 기록을 통하여 임상 지표를 수집하 고,통계청에서 생존여부

사망 시 생존기간 사망원인에 한 정보를 얻었다.31례의 ACC는 남성 8명,여

성 23명,평균연령은 55세 다.림 이는 11명에서,원격 이는 4명에게서 나

타났고,재발은 12명의 환자에게서 찰되었다.5년 생존률은 82.6%로 나타났다.

실험군과 조군의 조직 검체들은 LOX에 한 면역조직화학 방법을 시행하

고,그 결과는 두 명의 연구자가 독립 으로 찰하여 염색 수를 측정하고,두 사

람의 수를 종합하여 평가하 다.핵과 세포질의 염색 수는 4단계로,양성 세포의

비율(PP)은 6단계로 평가하 다.양성 세포의 비율(PP)과 염색 강도(SI)를 곱하여

0-15 범 의 값을 갖는 면역반응성 지수(IRS)를 산출하 고,이를 LOX 발 정

도의 지표로 사용하 다.결과를 분석하여 LOX의 발 정도를 분류하고,각 임상자

료 병리학 자료와의 상 계를 통계 처리하 다.

면역조직화학염색 결과,ACC에서 핵과 세포질에서 모두 LOX발 수가 조군

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타액선 종양 악성 여부를 감별해내기 어려운 경우

LOX의 발 양상을 유용한 감별 표지자(marker)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하 다.ACC 환자군의 LOX 발 의 정도는 연령,성별,TNM 단계,암종의 크기,

재발여부, 이여부 등의 임상 지표와의 유의한 상 계는 없었으나,핵에서의

LOX발 정도가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의 생존 곡선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존재

하 다.

주요어:선양낭성암종,ACC,면역조직화학염색,리신산화효소,LOX

학 번:2012-2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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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론

리신 산화효소 (lysyl oxidase, 이하 LOX)는 세포외 기질에서 발견되는

copper-dependentamineoxidase로,교원질(collagen)과 탄성섬유(elastin)분자의 리

신 잔기를 산화시키는 효소이다.1)LOX에 의해 산화된 리신 잔기를 통해 세포외 기

질을 구성하는 교원질과 탄성섬유 분자들은 교차결합을 형성하고,이는 섬유구조의

인장강도와 구조 안정성을 증가시켜 세포외 기질(extracellularmatrix,ECM)이

축 되고 성숙하는데 요한 역할을 한다.2),3)따라서 LOX의 비정상 발 과 활성

이상은 Menkes’disease와 같은 결합조직의 질병 섬유성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4)-7)

한편,LOX는 세포내에서 세포 신호 달을 조 함으로써 유 자 발 을 조 하는

기능을 한다.8)최근 연구들에 따르면,다양한 종양 조직에서 나타나는 산소 조건

하에서 LOX mRNA 단백질의 발 이 증가한다는 사실이 알려졌으며,9) 한

LOX family가 상피간엽 환 (EpithelialMesenchymalTransition,EMT)에 여하

여 세포의 이동과 침습에 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10),11)유방암12)과 장

암,13) 립선암,14)폐암,15)편평세포암종16)등 다양한 암종에서 LOX familygene의

발 이 연구되었으며, 반 으로 LOX의 발 이 높게 나타날수록 암의 후가 좋

지 않고17) LOX가 암의 진행과 이에 여한다는 공통 결론에 도달하고 있

다.18),19)

구강 편평상피세포암종 (oralsquamouscellcarcinoma,OSCC)에서도 LOX의 발

과 임상 지표 조직학 소견과의 상 계에 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며20),

LOX를 암의 후 측 인자로서 혹은 진단에 도움이 되는 지표로서 사용할 수 있

는지에 한 연구들도 보고되고 있다.

선양낭성암종(adenoidcysticcarcinoma,이하 ACC)는 타액선 조직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이다.ACC는 타액선의 어느 부 에나 발생 가능하나,약 50-60%가 소타

액선에서 발생한다.선양낭성암종은 일반 으로 천천히 자라며, 에 띄게 붓기

에 통증을 먼 호소하여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제거한 후에도 재발되거나

이되는 경우가 많아 후가 좋지 못하다.5%의 환자에서 이가 일어나며,주로

폐와 로의 이가 많다.5년 생존률은 70%,10년 생존률 50%,20년 생존률은

25% 가량으로 보고되고 있다.21),22)

이와 같이 후가 좋지 못한 암종의 진단과 치료를 해서는 보다 효과 인 진단

표지자(diagnostic marker)를 개발함으로써 조기에 진단해내는 것이 필요하다.

ACC에 한 지표로서 CpG islandmethylation등에 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으

나,23) LOX의 발 에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다양한 암종에서 LOX발

의 상 성에 하여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나,구강악안면 역의 악성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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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액선의 병소로 특징 인 암종인 ACC에서의 LOX발 과 해당 암종의 후에

하여 알아보는 연구는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본 연구에서는 ACC조직에

서 LOX의 발 정도를 평가하여 특징 과발 양상이 존재하는지 살펴보고,LOX

의 발 정도와 암종의 진행 정도 이 여부,크기,생존기간 등의 후 요소 사

이에 상 계가 있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II.연구 상 방법

1.연구 상

2000년 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서울 학교치과병원 구강병리과에서 타액선의

ACC(adenoidcysticcarcinoma)로 진단된 환자 31명에서 제한 검체를 상으로

하 다.같은 기간에 양성 종양인 다형성 선종(pleomorphicadenoma,PA)으로 진단

된 환자 28명에서 제한 검체를 조군으로 설정하 다.환자에게서 별도의 검체

를 습득하지 않고,통상 인 진료과정에서 이미 만들어진 진단용 라핀 블럭과 슬

라이드를 이용하 다.

2.연구방법

(1)임상병리학 정보의 검색

환자의 의료기록 방사선 상,조직검사 결과 등의 기록을 통하여 각 환자의

나이,성별,TNM 단계,병기,수술날짜,병소의 크기,림 이여부,원격 이여

부, 이날짜,재발여부,재발날짜,최종방문일 등의 정보를 수집하 다.각 환자의

생존여부 사망 시 생존기간 사망원인은 통계청에 질의하여 정보를 얻었다.

(2)면역조직화학 염색

각 증례의 라핀 포매 조직을 4μm의 두께로 단하여 실 인(silane)이 코 된

유리 슬라이드에 부착하고,자일 (xylene)으로 탈 라핀 처리한 뒤 알코올 용액에

서 재함수화시켰다.처리된 조직 시료를 60°C항온기에 한 시간 둔 뒤,조직 내의

LOX항원 복구(antigenretrieval)를 하여 0.01mol/L시트 이트 완충액 (pH 6.0)

내에서 10분간 마이크로웨이 처리하 다.이후 5분간 3% H2O2에 처리하여 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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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과산화효소 활성을 차단하 다.일차항체 LOX mousemonoclonalantibody

(1:200,ORIGENE,Rockville,USA /Cat.No:TA500863)로 상온에서 1시간 처리한

후,REALTM EnVisionTM/HRPkit(Dako,Glostrup,Denmark)을 사용하여 일차

항체를 검출한다.면역조직화학 반응은 diaminobenzidine(DAB)으로 발색시키고,

Mayer'shematoxylin을 이용하여 조염색을 시행한다.

(3)면역조직화학 염색 결과의 독

두 명의 연구자가 개별 환자의 임상 지표를 인지하지 않은 상태로 각각 면역조

직화학 시료를 찰하고 염색 수를 측정한 후 두 사람의 의견을 종합하여 각 시료

의 염색 수를 정하 다.각 시료의 핵과 세포질에 하여 각각 염색 수를 측정하

다.염색 강도 (SI)는 0부터 3까지 4단계로,양성 세포의 비율 (PP)은 0부터 5까

지 6단계로 아래와 같은 기 에 따라 평가하 다.양성 세포의 비율 (PP)과 염색

강도 (SI)를 곱하여 0-15 범 의 값을 갖는 면역반응성 지수 (IRS)를 산출하 고,

이를 LOX발 정도의 지표로 사용하 다.

*염색 강도 (SI)등 분류

0:음성

1:약한 정도의 염색

2: 간 정도의 염색

3:강한 정도의 염색

*양성 세포의 비율 (PP)

0:염색된 세포가 없는 경우

1:염색된 세포가 1~20%인 경우

2:염색된 세포가 21~40%인 경우

3:염색된 세포가 41~60%인 경우

4:염색된 세포가 61~80%인 경우

5:염색된 세포가 81~100%인 경우

LOX 양성반응을 보이는 종양세포의 수를 어도 3개의 표 부분에서 측정하

여 염색된 세포의 염색 수의 간값을 구한다. 간값 미만을 LOX low

expression, 간값 이상을 highexpression으로 구분하 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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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LOX면역화학조직염색 처리된 조직 미경 사진

(A)핵에서 낮은 LOX염색을 나타낸 (low expression)선양낭성암종 조직

(B)핵에서 높은 LOX염색을 나타낸 (highexpression)선양낭성암종 조직

(C)핵에서 낮은 LOX염색을 나타낸 (low expression)다형성선종 조직

(D)핵에서 높은 LOX염색을 나타낸 (highexpression)다형성선종 조직

(4)통계 분석

실험군(ACC)과 조군(다형성 선종)의 LOX 발 정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지 여부를 알아보기 해 두 군의 염색지수 (IRS)를 Student’st-test로 비교하 다.

ACC환자군의 LOX의 면역조직화학 염색 결과와 임상 지표들 간의 연 성을 알

아보기 해 chi-squaretest와 Fisher’sexacttest가 사용되었다.각 지표들은 간

값(median)을 기 으로 두 군으로 나 어 분석하 고,염색지수 (IRS)의 경우 핵

염색은 간값인 8을,세포질 염색은 간값인 2.5를 기 으로 하 다.생존분석은

Kaplan-Meiermethod을 통하여 생존곡선을 얻고 log-ranktest로 분석하 다.유의

수 은 P value< 0.05로 설정하 고,모든 통계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version21(IBM Corp.,New York,NY,USA)을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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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연구결과

(1)ACC환자군의 임상병리학 정보

ACC환자 31명 남성이 8명,여성이 23명이었고,평균연령은 55세 다.림

이는 11명의 환자에게서 찰되었으며,원격 이는 4명에게서 나타났고,재발은

12명의 환자에게서 찰되었다.발병 부 별로는 구개 상악의 소타액선에 발병

한 경우가 17명이었고,구강 하악 부 소타액선에서 발병한 경우가 7명,악하

선과 이하선에서 발생한 경우가 각 1명,이하선에서 발생한 경우가 5명이었다.종양

의 최 크기는 평균 3.6cm 으며,병기는 stageI-III에 해당하는 환자가 7명,

stageIV에 해당하는 환자가 21명이었다.조사시 에서 10명이 사망하고 21명이 생

존해 있었으며,5년 생존률은 82.6%이었다.

(2)ACC세포의 LOX 발 양상

면역조직화학염색 결과,ACC환자군의 LOX 발 정도는 핵과 세포질 모두에

하여 조군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표 1)

　 ACC (exp) PA (control) P-value

IRS: Nuclear LOX 9.04 7.11 0.003

IRS: Cytoplasmic LOX 2.87 1.84 0.005

표 1. ACC(실험군)와 PA(다형성선종, 조군)의 핵과 세포질에서의 평균 LOX염

색지수

(3)종양 세포에서 LOX 발 과 임상병리학 지표간의 계

ACC환자 31명에 하여 LOX 발 의 정도와 임상지표들의 연 성을 살펴본 결

과,LOX 발 의 정도는 연령,성별,TNM 단계,암종의 크기,재발여부, 이여부

등의 임상지표들과 유의한 연 성을 나타내지 않았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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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n
Nuclear LOX Cytoplasmic LOX

Low High P-value Low High P-value

Age
< 51 12 4 8

1.000 
5 7

0.756 
≥ 51 19 6 13 9 10

Gender
Male 8 4 4

0.381 
4 4

1.000 
Female 23 6 17 10 13

Tumor Size
< 3.2 13 5 8

1.000 
8 5

0.238 
≥ 3.2 13 4 9 4 9

Tumor extension
T1~T3 8 2 6

1.000 
4 4

0.683 
T4 21 6 15 8 13

Lymph node 
metastasis

Positive 11 4 7
1.000 

6 5
0.436 

Negative 20 6 14 8 12

Distant metastasis
Positive 4 2 2

0.577 
2 2

1.000 
Negative 27 8 19 12 15

Stage
I and II 6 1 5

0.633 
2 4

0.663 
III and IV 23 8 15 11 12

Recurrence
Yes 12 3 9

0.697 
4 8

0.461 
No 19 7 12 10 9

표 2.ACC환자군의 LOX발 정도와 임상병리학 지표간의 연 계

(4)생존분석

31명의 ACC환자 조사시 에서 10명이 사망하고 21명이 생존해 있었고,5년

생존률은 82.6%로 나타났다.핵에서의 LOX 발 정도가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의

생존곡선이 유의한 차이(p=0.035)를 보인 반면,세포질에서의 LOX 발 정도에 따

라 나 두 그룹에서는 생존 곡선이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못하 다.

(p=0.198)(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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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2.Kaplan-Meier방법을 사용한 생존분석 곡선

(A)핵에서 LOX발 이 높은 집단과 LOX발 이 낮은 집단의 생존곡선 비교

(B)세포질에서 LOX발 이 높은 집단과 LOX발 이 낮은 집단의 생존곡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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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고찰

인체 각 부 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암종에서 LOX의 발 과 암의 후 간에 연

이 있음을 밝힌 연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그간 ACC에 하여 LOX 발

을 살펴본 연구가 없었다.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ACC에서의 LOX발

정도가 조군으로 사용된 다형성 선종(PA)에서보다 핵과 세포질 모두에 하여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타액선에서 나타나는 종양 에는 악성 종양이 양성과 유

사한 형태를 보이거나 양성 종양이 악성의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고,이러

한 경우 종양의 악성 여부를 진단해내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이번 연구에서 보인

LOX의 발 양상은 악성 종양인 ACC와 양성 종양인 PA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이는 악성 여부의 진단이 어려운 경우 LOX의 발 양상이 악성 여부를

진단하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에서 진단학 으로 의미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즉,LOX의 발 양상이 타액선에서의 양성 악성 종양을 감별하는 데에 유

용한 진단 표지자 (diagnosticmarker)로 사용될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다.

ACC환자군에 한 생존분석 결과,ACC조직의 세포핵에서의 LOX발 정도가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 사이에서 생존곡선이 유의한 차이를 보 다.이는 다른 장

기의 암종 연구에서 LOX의 발 증가와 암의 진행 생존률 하가 연 이 있다

는 결과5),15),20),30),32)를 보인 것과 부합하는 것으로,ACC에서도 다른 암종과 유사한

경향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고형 암종에서는 산소(hypoxia)상태가 공통 으로 나타난다.종양 내부에는 종

양의 속한 성장에 따라 많은 산소가 소비되고,기존의 액공 으로는 이를 충족

시키지 못하여 산소 공 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생기게 된다.24)이러한 산소 부족

에 의하여 암종의 성장에 제한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일반 세포에 비해 생존의 가능

성은 더 높으며,25)원격 이의 가능성을 높이기도 한다.26),27)최근 연구에서 LOX

유 자는 심근 섬유모세포에 한 연구에서 TGF-β28) TNF-α29)에 의해 상향조

(up-regulation)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hypoxia and hypoxia inducible

factor-1α (HIF-1α)에 의해 mRNA 수 에서 조 되고,30) focal adhesion

kinase(FAK)활성과 세포-기질 부착에 의해 조 되는 hypoxichumancarcinoma의

침습 성향에 향을 으로써 산소 상태에서 상향 조 됨으로써 산소 상태를

통한 이에 핵심 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 졌다.31)이를 뒷받침하는, 산소 상

태에서 LOX의 억제가 암의 침투와 이를 감소시켰다는 연구결과가 유방암32)

폐암33)에 하여 발표된 바 있다.

LOX는 종양 세포 자체의 변화와 더불어 종양의 미세 환경 한 변화시킨다.

LOX의 발 으로 인해 세포 주변에는 fibroblast의 증가와 ECM의 무질서한 축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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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고 도의 섬유성 조직이 형성되는 desmoplasia라는 상이 발생하는데,이러

한 ECM remodeling은 LOX에 의해 유도되는 형성(angiogenesis)과 함께 세포

의 증식을 진시키는 결과를 낳는다.34)이러한 세포 수 에서의 메커니즘은 LOX

가 발 되는 경우에 종양의 증식과 이가 더 잘 일어나는 이유를 제시함으로써 생

존률 하와 LOX 발 이 연 되는 논리 근거를 제시하며,LOX가 ACC에서도

이 생존에 한 후 진단인자로 활용될 가능성을 뒷받침해 다.다만,본 연

구에서 LOX발 정도와 유의한 연 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 생존곡선 외에도

생존양상과 련되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병기, 이 여부 등의 임상지표들이 통계

연 성을 나타내지 못한 데에는 연구 상의 수가 충분하지 못하 던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으로 생각한다.연구 상을 12년간의 진단으로부터 추출했음에도 불구

하고,ACC이 아주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암종은 아니기 때문에 발병률이 높지 않

은 질병의 연구에 있어서 나타나는 문제인 것으로 악되며,이러한 은 향후 더

장기간을 설정한 연구를 통하여 발 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다른 조직의 암종을 상으로 한 LOX 련 연구에서는 세포질과 세포 표

면에서의 발 이 강하 다는 결과35) 세포질에서의 LOX 발 이 많고 핵에서의

염색 정도가 강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많았던 것과는 달리,본 연구에서는 핵에서의

LOX 염색이 세포질에 비해 특징 으로 강하게 나타났고,생존곡선과의 연 성도

핵에서의 LOX발 정도와 연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OX는 세포 외에서 ECM의 cross-linking에 여하기도 하지만,세포질에서 발

되는 외에 핵 안에도 활성 LOX 단백질이 존재한다는 문헌이 다수 존재한다.36)-38)

이러한 문헌들을 살펴보면,LOX 단백질의 핵 내에서의 기능은 명확하게 특정되는

단계는 아니지만 핵 내의 LOX가 핵의 성장을 조 하여 세포 증식을 유도할 가능성

39)-41)과 DNA repair과정에 연 되어 있을 가능성42) 등이 제시되고 있다. 한

LOX family인 LOXL2는 chromatin과 상호작용하며 histoneH3의 deamination에

여하는 것이 찰된 바 있어43)특정 유 자의 발 을 조 하는 기능이 있을 가능

성도 존재한다. ACC에서의 LOX발 양상과 후의 계에 해서는 LOX의 핵

내에서의 이러한 역할들이 후에 향을 가능성과 연 하여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인 면역조직화학염색은 방법론 인 한계를 지니는데,이

는 염색된 정도를 미경을 통해 육안으로 찰하여 수를 부여하는 방식이기 때

문에 정성 인 방법을 정량화하는 과정에서 찰자의 주 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이다. 한 실험에 사용한 조직 내에서도 세포의 종류에 따라 염색의 정도와 양

상이 달라지는데,이 방법으로는 다양한 종류의 세포 어떤 종류의 세포가 LOX

염색을 특징 으로 강하게 나타내는지 구분하지 못한다는 문제 도 존재한다.

이러한 을 보완하기 하여 향후 ACC에 한 LOX 단백질의 정량분석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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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NA 수 에서 RT-PCT 등을 통한 정량분석을 통하여 보다 발 된 연구를 진행

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 LOX가 질병의 후와 연 을 보이는 경우,세

포 내에서 LOX가 발 되는 치에 따른 연 요인 분석 등을 통하여 LOX가 질병

의 진행에 미치는 향을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V.결론

본 연구에서는 타액선의 악성종양인 ACC의 LOX 발 정도가 양성종양인 PA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이는 임상 방사선학 으로 악성 여

부를 진단해내기 어려운 타액선 종양에서 LOX의 발 양상이 양성종양과 악성종양

을 감별하는 데에 유용한 기 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진단학 의미를 가진다.

한 ACC의 LOX발 정도는 환자의 나이,성별,TNM 단계,병기,병소의 크기,

이여부,재발여부 등의 임상지표와 유의한 연 계를 보이지 않았으나,핵에서의

LOX 발 정도는 환자의 생존 곡선과 유의한 연 계를 나타내었다.이룰 통해

다른 암종에서와 마찬가지로 LOX의 발 이 ACC의 성장과 이에 여하여 후

와 연 이 있을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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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ysyl oxidase (LOX) is an enzyme that oxidizes lysine residues in collagen and 

elastin, to stabilize these extracellular matrix (ECM) structure components by covalent 

crosslinks. The family of this enzyme is known as a factor in accumulation and 

maturation of ECM, and recently believed to be related to epithelial-mesenchymal 

transition (EMT) and plays a role in tumor progression and metastasis. A variety of 

human malignancies are reported to be related with overexpression of the lysyl oxidase 

family. In this report, the LOX expression level in human adenoid cystic carcinoma 

(ACC) in of the salivary glands is compared to that of pleomorphic adenoma which is 

representative benign salivary neoplasm as  a control,  and the correlation between LOX 

expression and clinicopathologic indices of ACC was studied.

Tissues of adenoid cystic carcinoma were obtained from 31 patients surgically treated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Dental Hospital between 2000-2010. Pleomorphic adenoma, 

a benign neoplasm, was prepared as a control group with samples form 28 patients for 

the same period. The medical records and histologic examination results were examined 

to give clinical parameters, i.e., age, sex, TNM stage, tumor size, lymph node 

metastasis, distant metastasis, recurrence. The samples treated with LOX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were scored by consensus of 2 readers blinded to clinical 

parameters. The scores of ACC and control were compared by Student’s t-test, and the 

correlations of the parameters were analyzed through correlation analyses and chi-square 

tests. P values less than 0.05 were considere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both nuclear and cytoplasmic LOX protein 

expression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ACC than in the control. Among the ACC 

patients, there were 8 male and 23 female patients, and average age was 55 years. 

Regional lymph node metastasis occurred in 11 patients, while distant metastasis was 

observed in 4 cases. Recurrence occurred in 12 patients. Among 31 ACC patients, 10 

were deceased and 5-year overall survival was 82.6%.

The LOX expression was significantly higher in adenoid cystic carcinoma than in 

pleomorphic adenoma. On the other hands, there was no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LOX expression and clinical parameters of adenoid cystic carcinoma such as TNM 

stage, size of tumor, recurrence or metastasis; however, the nuclear LOX expression of 

ACC cells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survival of the patients. It is suggested 

that LOX be a useful marker in differentiating between malignant salivary neoplasm and 

benign one.



Keywords: adenoid cystic carcinoma, ACC,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lysyl 

oxidase, L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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