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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1.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선양낭성암종 환자의 임상적, 조직병리학적 지표와

claudin-5 단백질의 발현 양상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2. 방법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서 수술적 절제를 통해 치료된 총 37례의 선양

낭성암종 환자에 대한 조직 슬라이드와 진료기록부를 통하여 임상병리

학적 지표를 조사하였다. 각 환자의 조직학적 특성을 선행논문에서 제

시된 바에 따라 이분화 하였다. 면역조직화학적 검사를 시행하여 각 증

례에 대한 claudin-5의 발현을 조사하였으며 각각의 지표 간의 상관관

계는 chi-square test로 분석하였다. 또한 질병이 발생한 뒤 재발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Kaplan-Meier 생존분석을 통하여 도식화하였다.

3. 결과

(1) 임상적 특징

선양치성낭종 환자 37명의 평균 연령은 54.5세로, 6명에게서 림프절

전이가 관찰되었다. 이 중 5명은 원발병소와 동시에 림프절 전이를 보

였으며, 다른 1명은 4년 후 림프절 전이를 나타냈다. 10명에게서 병소의

재발이 있었고, 재발되기까지의 평균기간은 39.2개월에 해당하였다.

(2) 조직학적 특징

림프절 전이를 보인 6명의 환자 모두의 원발병소에서 신경조직 침습

이 관찰되었으며 조직학적 등급은 grade 1이 3명, grade 2가 2명,

grade 3가 1명으로 나타났다. 림프절 병소와 원발병소의 조직학적 등급

은 6명 모두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3) 면역조직화학적 염색 결과 및 임상병리학적 지표와의 관계

4년 후 림프절에서 재발 병소가 관찰된 1명의 환자에서는 claudi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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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현이 원발병소와 다르게 나타났으나, 다른 5명에서는 원발병소와

림프절 병소에서의 claudin-5 발현도 및 발편패턴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Claudin-5의 염색 강도 및 염색의 분포를 평가하여 최종 점수를 계산

한 뒤 중간값을 기준으로 이분화 하였을 때 다른 임상적, 조직병리학적

지표와의 통계학적인 상관관계를 관찰할 수 없었다.

(4) 임상병리학적 지표 간의 관계

재발과 원격전이 (p=.017), 그리고 재발과 조직학적 등급 (p=.036) 사

이에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어: 선양낭성암종, 타액선암, Claudin-5

학 번: 2009-2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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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구강악안면 영역에서의 악성종양은 다른 부위와 차별화되어 다루어질

수 있다. 구강악안면 영역에서의 악성종양을 제거해 내는 치료는 다른

부위의 악성종양과 달리 결손부위로 인한 신체추형으로 환자의 사회생

활에 큰 영향을 끼치며, 이는 삶의 질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진단 및

치료방법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구강악안면 영역에서 많은 종류의 악성종양 중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선양낭성암종 (adenoid cystic carcinoma, ACC)이다. ACC는

유방, 눈물샘, 폐, 기관지, 부비동 등 신체의 여러 부위에서 발생할 수

있으나, 두개악안면 부위에서는 특히 타액선에서 호발한다. ACC는 타

액선 전체에 발생하는 악성종양 중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고, 악하선

(submandibular gland)에서는 가장 많이 발생하며 악하선 전체 타액선

종양의 28%를 차지한다. ACC 환자의 대부분은 40대에서 60대 사이에

진단이 되며, 3:2 정도로 여성이 남성보다 조금 더 많이 생긴다. 외과적

절제가 주된 치료법으로, 보조적으로 방사선요법 (radiotherapy)이나 화

학요법 (chemotherapy) 등이 사용될 수 있다.

ACC는 다른 악성종양과 마찬가지로 림프절이나 원격 장기로 전이

(metastasis)가 일어날 수 있다. 악성종양의 전이는 종양의 임상 병기

(clinical stage)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이며, 이는 치료의

난이도와 그 예후에 많은 영향을 준다. ACC는 일반적으로 천천히 증식

하고 잘 분화된 경우가 많아서 5년 생존율이 89%이지만, 15년 생존율

이 40%로 떨어지기 때문에 전이 가능성을 두고 오랜 기간 동안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 림프절 전이와 더불어, 두경부의 ACC에서 원격

전이 (distant metastasis)가 가장 잘 일어나는 장기는 폐이며, 그 다음

으로는 간의 순서이다.1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전이 현상은 종괴로부터 세포가 떨어져

나와 혈관, 림프관 등을 타고 다른 장기나 조직으로 이동하여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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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여겨진다. 세포 간의 긴밀한 부착에는 여러 종류의 막 단백질

(membrane protein)이 관여하는데, 이 중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자 하는

것은 밀착 연접 (tight junction, TJ)을 이루는 분자이다. TJ는 세포들을

긴밀하게 접촉시킴으로써 물이나 다른 분자들이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것을 막는 ‘방어막 (barrier)’ 역할과 막 단백질이 제 위치에 있도록 고

정해주는 ‘울타리 (fence)’역할을 한다. TJ는 occludin, claudin, ZO-1,

ZO-2, ZO-3, cingulin 등 세포막에 위치하는 분자와 함께 세포내에 위

치하는 분자들로 이루어진다. 그 중, claudin은 TJ의 유지 및 기능에 필

수적인 단백질로 여겨지고 있으며 four-transmembrane domain의 구

조를 가지고 있고, 현재까지 적어도 24종류의 아형(subtype)이 발견되

었다.2

몇몇 악성 상피성 종양에서 claudin의 아형에 따라 그 발현의 증감이

종양의 임상적 병태 (clinical behavior)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아직 그 역할이나 기전이 완벽하게 알려져 있

지 않다. 대표적으로 claudin-1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는데,

claudin-1 단백질은 세포와 세포사이의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기 때문에

악성종양이 전이를 일으키는데 억제자로 작용하며, 따라서 예후의 중요

한 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3 반면 유방암에서

claudin-1이 과발현 되어있는 환자에게 림프절 전이가 더 많이 일어나

는 것으로 보고한 상반된 결과도 볼 수 있는데, 이는 claudin-1이 신호

전달체계에 관여하여 matrix metalloproteinase와 같은 단백질 분해효소

의 생산을 활성화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4 이

와 같은 결과들은 claudin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들이 더 행해져야 할

필요성을 보인다고 하겠다.

종양의 전이는 반드시 단일 세포에서만 시작되지는 않는다. 전통적인

단일 세포 이동 (single-cell migration) 이론에 대응되는 집단 세포 이

동 (collective cell migration) 이론에 따르면, 세포간 결합은 유지된 채

로, 세포외기질 (extracellular matrix)에 부착하고 세포외기질을 분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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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며, 여러 개의 세포 이동을 이끄는 서로 다른 분자들이 세포 집단 내

에서 세포의 위치에 따라 다양하게 발현된다. 또한 단일 세포 이동의

경우 상피-중간엽 이행 (epithelial-mesenchymal transition, EMT)이 동

반되어야 하는 반면, 집단 세포 이동에서는 세포 집단의 최전방에 위치

한 종양세포에서만 EMT가 필요하며, 그 외 세포들은 상피세포의 특징

을 유지한 채 존재한다.5, 6 이 때 상피성 종양세포간의 TJ를 구성하는

분자들이, 종양세포가 주변 신경이나 혈관에 부착하는 과정 중에 어떠

한 식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혈관 및 림프관 내피세포에 특이적으로 발현하는 claudin-5

가 종양세포에서 발현되는 claudin-5와 연접하여 전이를 일으킬 수 있

다는 가정 하에7 claudin-5 분자가 ACC에서 발현되는 패턴을 조사하고,

claudin-5의 발현이 ACC의 림프절 전이 및 조직학적, 임상병리학적 지

표들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조사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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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료 및 방법

1. 연구대상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서 수술적 절제를 통해 치료된 총 37명의 ACC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2. 임상조직병리학적 검사

전체 37례 환자들의 진료기록부를 통해 환자의 나이, 성별, 발생 부

위, 림프절 전이, 원격 전이, 재발 여부 등의 임상적인 특징을 조사하였

으며, H&E 염색 슬라이드를 재검토 하여 ACC의 조직학적 등급 및 현

미경적으로 관찰되는 신경주막침습(perineural invasion, PNI) 여부를 조

사하였다. 조직학적 등급은 Zhang 등의 연구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

라 세 개로 나누어졌다.8 즉, 종양 세포의 배열이 tubular 및 cribriform

형태로만 이루어진 경우를 grade 1 (그림 1A), tubular 및 cribriform

형태와 더불어 solid 형태가 전체 종양의 30% 미만인 경우를 grade 2,

tubular 및 cribriform 형태와 더불어 solid 형태가 전체 종양의 30% 이

상인 경우를 grade 3으로 정하였다 (그림 1B). 또한 PNI는 Liebig 등의

연구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판단되었다.9 즉, 종양세포가 세 층의 신

경막 (nerve sheath) 중 하나 이상에 침습되었을 경우와 (그림 1C) 침

습하지는 않았으나 신경 다발을 33% 이상 둘러싸는 종양 세포 둥지가

관찰되는 경우를 PNI로 정의하였다.

3. 면역조직화학적 검사

각 증례의 파라핀 블록을 4㎛의 두께로 박절하여 실레인이 코팅된 유

리 슬라이드에 부착시킨 뒤 자일렌을 이용해 탈파라핀하고 알코올에 침

지시켜 함수하였다. 항원의 복구 (antigen retrieval)를 위하여 pH 9.0

Tris/EDTA 완충액으로 20분간 마이크로웨이브 처리 후, 3% 과산화수

소로 5분 간 차단 처리 하였다. 1:100으로 희석한 일차 항체 (mouse

monoclonal claudin-5, Clone 4C3C2, Invitrogen Corporation, Camari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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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를 1시간 동안 처리한 뒤 DAKO envision kit로써 일차항체를 검

출하였으며 상기의 반응을 3,3'-diamino-benzidine tetrahydrochloride로

발색시켰다. 메이어 헤마톡실린 대조 염색 후, 탈수, 청명, 봉입하여 현

미경으로 관찰하였다.

면역조직화학염색의 분석함에 있어, 종양세포의 세포막에 염색이 되

는 경우 claudin-5 표지자에 양성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염색 분

포 등급은 발현된 세포가 전혀 없을 경우 0, 발현된 세포가 25% 미만

일 경우 1, 25-50%일 경우 2, 50% 이상일 경우 3으로 정하고, 염색 강

도 등급은 음성일 때 0, 내피세포보다 약한 발현을 보일 때 1, 내피세포

와 비슷한 강도의 발현을 보일 때 2, 내피세포보다 강한 강도로 염색되

었을 때 3으로 평가하였다. 염색 분포와 강도의 값을 곱하는 작업을

400배율 5군데 (5 HPF)에서 시행하여 5개의 값을 모두 합한 최종 점수

를 계산하였다.

4. 통계학적 분석

ACC의 임상적, 조직병리학적 지표 그리고 claudin-5의 최종 점수 간

의 상관관계를 통계 분석하였다. 조직학적 등급의 경우 Grade 1과 2를

하나의 군, grade 3을 다른 한 군으로 이분화 하였으며, Claudin-5 점수

는 중간값을 기준으로 이분화하여 chi-square test로 분석하였다. 통계

분석 프로그램은 SPSS version 19를 이용하였으며 유의수준은 p value

< 0.05로 하였다. 악성 종양이 발견된 후 재발 전까지 질병이 없이 생

존한 기간은 Kaplan-Mier 생존분석을 이용하여 도식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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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 과

1. 임상적 특징

본 연구에서 조사한 총 37명의 ACC 환자의 평균 연령은 54.5세였으

며 (σ=11.7), 남성은 10명, 여성은 27명으로 여성에서 호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림프절 전이를 보인 환자는 6명이며 그 중 5명

에게서 원발병소와 동시에 림프절 전이가 관찰되었다. 다른 1명은 4년

후 림프절에서 전이가 발견되었다 (환자 2). 이를 도표화하면 표 1과

같다. 또한 표 2에서와 같이 ACC를 수술적으로 절제한 뒤 재발 병소가

관찰된 총 10명에서, 재발되기 전까지의 평균 기간은 39.2개월로 나타났

다 (σ=18.1).

2. 조직학적 특징

조직 슬라이드 상에서 PNI가 관찰된 환자는 총 27명으로, 림프절 전

이를 보인 6명의 환자 모두 원발병소에서 PNI가 관찰되었다. 조직학적

등급은 전체 37명 중 grade 1이 3명, grade 2가 2명, grade 3가 1명으

로 나타났으며, 림프절 병소와 원발병소의 조직학적 등급은 6명 모두에

게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grade 1, n=3; grade 2, n=2; and grade 3,

n=1).

3. 면역조직화학 염색 결과 및 임상병리학적 지표와의 관계

Claudin-5의 발현은 37명 중 20명에게 관찰되었으며, 발현도의 최종

점수는 0.6부터 9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근상피세포 (myoepithelial

cell) 형태의 종양세포에서는 염색이 거의 되지 않았으며, 주로 도관세

포 (ductal cell) 부위에서 claudin-5의 발현이 관찰되었다(그림 2와 그

림 3). Solid 형태로 성장하는 ACC의 경우 증례에 따라 다양한 발현이

나타났다(그림 4). 림프절 병소와 원발 병소에서의 claudin-5 발현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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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하였을 때, 5명의 환자들은 유사한 발현도를 보였으나 4년 후 림프절

에서 재발 병소가 관찰된 환자에서는 claudin-5의 발현이 원발병소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Claudin-5의 발현과 임상적, 조직병리학

적 지표와의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그림 5는 Kaplan-Meier 생존분석과 log-rank test를 통하여 ACC의

재발과 clandin-5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claudin-5의 발현정도를 변

수로 할 때, 두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p=0.997).

4. 임상병리학적 지표 간의 상관관계

재발이 일어났던 환자들에게서 더 높은 조직학적 등급이 관찰되는 것

은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재발과 조직학적 등급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36). 재발 여부와 원격 전이 여부 역시 통계학적

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7). 이 외의 다른 임상병리학

적 지표 사이에는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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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ACC는 두경부에서 발생하는 전체 악성종양 중 2%를 차지한다.10 또

한 ACC는 여성에서 좀 더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본 연구에

서 조사한 ACC의 성별에 따른 발생 빈도는 1:2.7로, 남성보다 여성에게

서 두 배 이상 호발하여 일반적인 통계와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NI는 조직학적, 방사선학적으로 나타나는 ACC의 대표적인

병태로서, PNI가 발견되는 ACC는 Barrett 등에 의해 전체의 22～46%

정도로 보고된 바 있으며 PNI와 예후나 조직학적 등급에 대한 관련성

은 아직 일치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11 본 연구에서는 총 37례 중

28례에서 PNI가 발견되었으며 Barrett 등이 발표한 비율보다 높다

(76%).

원발부에서의 ACC의 재발에 관여하는 요소에는 종양의 크기 및 수

술적 절제 시 경계부에서의 종양세포의 존재 유무 등이 있다.12, 19 본

연구에서는 조직학적 등급과 재발 사이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36). 이는 총 2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Rapidis 등의 보고와는 상반된 결과로, 그들은 재발을 보인 80%

의 종양이 조직학적으로 더 높은 등급에 해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계

학적인 상관관계를 찾아내지 못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Rapidis 등은 구

강악안면 영역에서의 ACC에 대하여 조사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병

소의 발생 위치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조직학적 등급을

American Joint Committee on Cancer (AJCC)에서 제시하는 기준인

cribriform과 tubular 형태를 낮은 조직학적 등급으로, solid 형태를 높

은 조직학적 등급으로 이분화 하였다는 점12에서 본 연구와 차이를 보

이며, 이로 인하여 서로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통계학적으로

일관된 결과를 얻어낼 만큼 환자 집단의 수가 충분하지 못한 데에서 비

롯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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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

다음으로 원발 병소의 재발과 원격 전이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p=0.017), Sung 등은 원발부의 치료 방식, 수술시 병소의

경계에서 음성 결과의 여부, 조직학적 등급, PNI와 원격전이 사이에 유

의미한 관계가 없었다고 하였으며, 이는 원격전이가 아주 초기에 일어

나기 때문에 원발부의 완벽한 치료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

다.20 한편, Rapidis 등은 PNI 여부가 원격 전이와 상관관계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12 이와 같이 원격 전이에 대한 일치된 결과는 아직 도출되

지 않고 있으며 원격 전이는 질병이 발생한 환자의 예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므로 선행 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합할 수 있는 연구

가 진행되어, 원격 전이에 대한 체계적인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

다.

본 연구에서는,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ACC 세포가 발현하는

claudin-5가 혈관 및 림프관의 내피세포에서 발현되는 claudin-5와 동

형이합체를 형성하여 종양세포가 내피세포와 긴밀한 접촉을 시작함으로

써 전이가 일어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러나 claudin-5의 면역조직화

학적 염색 결과는 림프절 전이 여부를 비롯하여 환자의 다른 임상적,

조직병리학적 특징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는 우선 claudin-5 단백질이 종양세포 내에서 항상

발현되지 않을 가능성을 들 수 있다. 13 종양세포와 내피세포가 연접을

하기 위해서는 claudin 등의 분자들을 통한 긴밀한 접촉이 필요하지만

claudin-5 단백질이 항상 발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이가 일어날 시

점에만 특이적으로 발현이 된다면 림프절 전이와의 상관관계를 찾기 어

려울 것이다. 실제로 많은 종류의 claudin 아형들은 한 종류의 세포 내

에서도 분화도나 발생 시점 등에 따라 다르게 발현되는 것으로 보고되

어 왔다.14 두번째로, claudin은 때때로 동형이합체보다 이형이합체를 형

성하므로,15 혈관이나 내피세포에 발현되는 claudin-5 단백질이 ACC 세

포에서 발현되는 claudin-5와 동형이합체를 형성하지 않을 가능성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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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claudin-5 단백질은 세포 간의 긴밀한 연

접을 형성할 뿐 아니라 세포내에서 신호전달체계에 관여할 가능성이

다.
16

즉, 과발현된 claudin-4 단백질이 세포내 신호전달체계를 거쳐 위

암 세포의 matrix metallo -proteinase 생산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종양의

침습 전연 (invasive front) 부위에서 종양세포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듯

이,18 claudin-5 역시 신호전달자로 작용하여 세포간의 긴밀한 접촉을

파괴하는 물질을 생성하거나, 세포외 기질을 연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러한 경우 claudin-5의 발현보다는 최종 생산되는 분자의 양적 분석

(quantitative method)이 필수적이며 체계적인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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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총 37개의 ACC 증례에 대한 임상적, 조직병리학적 고찰을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ACC의 발병 평균연령은 54.5세로, 여성에 호발하며, 외과적 치료 후

재발 전까지의 평균기간은 39.2개월이다.

2. ACC에서 claudin-5의 면역조직화학적 염색 결과는 환자의 예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3. ACC의 재발은 조직학적 등급 및 원격 전이 여부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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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진료기록부 및 조직슬라이드 검토를 통한 임상병리학적 결과

나이

   범위 31~78

   평균 54.5 ± 11.7

성별

   남성 10

   여성 27

   남성 : 여성 1 : 2.7

발생부위

   이하선 6

   악하선 3

   설하선 3

   구개측 18

   기타 소타액선 7

림프절 전이 6

재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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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재발환자의 재발까지 걸린시간 및 평균기간

환자번호 재발기간(개월) 평균 비고

#2 49

39.2

(σ = 18.1)

환자 #2

 림프절 재발

#7 72

#11 28

#15 30

#23 26

#26 57

#28 57

#29 20

#30 33

#34 20

표 3 Claudin-5에 대한 면역조직학적 염색정도와 임상병리학적 지표들

과의 상관관계

림프절

전이
PNI 성별 재발 원격전이

조직학적 

등급

p value .498 .074 .236 .763 .498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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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조직학적, 임상병리학적 지표들과의 상관관계.

림프절전이 PNI 성별 재발 원격전이
조직학적 

등급

림프절

전이

PNI .103

성별 .156 .156

재발 .704 .156 .280

원격전이 .214 .103 .166 .017

조직학적 

등급
.633 .624 .624 .036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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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1 타액선 선양낭성암종의 조직학적 특징. A. 주로 cribriform 패턴으로 이

루어져 있으며 조직학적 등급은 1에 해당한다. B. 좌측은 cribriform 패턴과 

ductal 패턴이, 우측에는 solid 패턴이 혼재되어 있음. Solid 패턴의 비율에 따

라 2나 3으로 나누어지며 이 사진에서는 solid 형태의 비율이 30% 이상이므로 

조직학적 등급은 3에 해당한다. C. 신경주막침습 (PNI)가 일어난 대표적인 사

으로 종양세포가 신경주막 전체를 감싸고 있으며 신경내막까지 침습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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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Claudin-5가 강하게 발현된 증례 대표적인 사진. 주로 근상피세포보다 

도관세포의 증식이 많은 부위에서 강한 발현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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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 A. 거의 발현되지 않은 증례 대표사진이며, 좌측 중간부위 혈관에서 양

성을 보인 반면 종양 세포에서는 거의 염색이 되지 않고 있다. B. 신경주막을 

침습하고 있는 종양세포에서의 발현이며, 증례에 따라 다양하게 발현되나 주로 

ductal cell에서만 발현되고 있다. 종양의 바깥쪽을 둘러싸는 근상피세포에서는  

발현되지 않았다.

A B

그림 4 A. 본 사진의 증례에서 종양세포는 solid 패턴으로 증식하고 있고 

diffuse positivity를 보인다. B. 종양은 solid 패턴이지만 좌측 사진과 달리 

claudin-5에 scattered reaction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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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Claudin-5의 발현정도를 변수로 하고 Kaplan-Meier 생존분석을 이용

하여 도표화 하였다. 두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

다 (p=0.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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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rrelation between expression of

claudin-5

and clinocopathological features of adenoid

cystic carcinomas of the salivary gland

1. purpose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evaluate the correlation

between expression of claudin-5 and clinocopathological features of

adenoid cystic carcinomas of the salivary gland

2. methods

37 cases of adenoid cystic carcinoma which were confirmed by 3

qualified oral pathologists were selected from the files of department

of oral pat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Dental Hospital, and

their histological grades were eavaluated according to the suggested

method of the previous study. The paraffin sections were made from

the 37 cases and they were processed for immunuohistochemistry of

claudin-5. The immunohistochemical reactivities were scored from -

to +++ by staining intensity, and the correlation between expression

of clauding-5 and clinicopathologic features such as recurrence and

lymph node metastasis were stasticallyt examined by the chi-squa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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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sults

1) Clinical findings

The mean age of the cases was 54.5 years. 10 of the cases showed

recurrence, and six showed metastasis to regional lymph nodes. The

10 cases showed recurrence showed the average disease-free span

of 39.2 months.

2) Histological findings

The primary site of the 6 patients who exhibited lymph node

metastasis showed perineural invation. The histological grade showed

as such: 4 people in grade 1, 1 person in grade 2, and 1 person in

grade 3. All 6 of the patients exhibited the same histological grade

of metastasized lymph node and the primary lesion.

3) The relationship between immunohistochemical and

clinicopathological features.

After 4 years, from the patient(patient #2) who exhibited reccurrent

lesion from the lymph node, the expression of the claudin-5 was

different from the primary lesions. From the rest 5 of the patients

who exhibited the lymph node metastasis, the expression of the

claudin-5 of the lesion of lymph node was similar from the primary

lesions. When the value of Claudin-5 is categorized into two groups

after the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the correlation between the

histological and the clinicopathological features are statistically

meaningless.

4) Correlation among the histological and clinocopathological findings

The correlation coefficient of recurrence and distance metastatsis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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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17, and the recurrence and the histological grade is p=.036.

Keywords: Adenoid Cystic Carcinoma, Salivary Gland Tumors,

Claudi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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