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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암세포는 종양이 원래 발생한 부위에서 떨어져 나와 주변조직

으로 침윤해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암세포가 증식되어

원발성부위로부터떨어져나오고침윤하는과정에서주변의숙

주세포나 세포외기질 성분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상호작용

하게된다1-3). 상호작용시암세포들은세포접합분자를이용하여

숙주세포나 세포외 기질 등의 주변환경과 접하게 된다. 이러한

상호작용에 관련된 접합 분자는 여러 가지가 밝혀져 있고 다양

한 생물학적 과정에서의 중요성이 연구되고 강조되어 왔다3-5).

세포표면 당단백인 CD44 또한 접합 분자의 하나로 세포외기질

의 hyaluronate (hyaluronic acid)와 chondroitin sulfate, type I colla-

gen 그리고 fibronectin과 결합한다. 세포내 골격인 액틴 세사

(actin filaments)와세포외기질사이에서세포막간신호전달(trans-

membrane signalling)에 관여하며, lymphohemopoiesis, T 세포 활

성화시, 세포이주시, 그리고 세포가 전이될 때 조직에서 발현되

는것으로알려져있다6-12). CD44는림프구외에도 식세포, 많은

종류의 상피세포, 조섬유세포와 평활근세포 그리고 중추신경계

의 glial cell을 포함하여 많은 세포들에 분포하고 있음이 보고되

고 있다. 전립선 암, 림프종, 직장암 등의 여러 조직에서 CD44 발

현에 관한 여러 연구가 있어 왔으나 구강내 조직에서의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은 편이다. 또한 구강내 편평세포암종에서의

CD44 발현과분포양상, 암종의악성도와발현정도사이의상관

관계 등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진하다. 저자들은 면역조직화학

염색법을이용하여정상치은상피와치은에서발생한편평세포

암종에서의 CD44 분포, 발현정도와양상등을비교하 다. 또한

세포의 악성 변화 내지는 생물학적 성질 변화와 CD44 발현 상관

관계를파악하고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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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ell surface glycoprotein CD44 is a kind of adhesion molecule, which binds hyaluronic acid, type I collagen and fibronec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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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CD44 was strongly expressed in granular, spinous and basal layers of normal marginal and attached gingiva, in spinous and
basal layers of normal sulcular gingiva, and in all epithelial layers of normal junctional gingiva.  

2. In SCC of gingiva, the CD44 was expressed in all but one case. In most of the cases the CD44 was expressed at cell membrane
and the degree of expression was relatively strong.   

3. In low-grade SCC of gingiva, the CD44 was strongly expressed, especially at the basal and spinous layers of abundantly keratinized
cancer nests. In high-grade SCC of gingiva, the CD44 expression tended to be weak but was strong at cells showing individual ker-
atinization.

This study suggest that the CD44 expression of normal and cancerous gingival epithelium is associated with the degree of prolifera-
tion and differentiation of epithelial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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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 편평세포 암종에서의 CD44 발현

Ⅱ. 재료 및 방법

1. 조직표본 제작

부산 학교 병원 치주과 환자의 치주수술(periodontal flap

operation)과 치관연장술(crown lengthening)때 절취된 염증 치은

과 정상 치은을 이용하 다. 절제한 즉시 4% paraform-

aldehyde(pH 7.2)에 담가 실온에서 6시간 고정하 다. 이 조직을

흐르는 물에 6시간 동안 수세한 다음,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alcohol과 xylene으로 탈수와 투명화를 한 후 파라핀에 포매하고

5μm 두께의연속절편을만들었다. 구강편평세포암종조직은부

산 학교병원해부병리과에소장되어있는파라핀블록중치은

에서발생한구강편평세포암종 12례를선택하여 5μm 두께의연

속절편을제작하 다.

2. CD44 발현 조사

상기 조직절편을 xylene에 넣어 파라핀을 제거하고 graded

alcohol을 거쳐 물로 수세한 후 endogenous peroxidase를 제거하

기 위해 methyl alcohol에 0.3% hydrogen peroxide를 첨가시킨 용

액에서 20분간처리하 다. Phosphate buffered saline(PBS) 용액에

서 10분간 3회 세척하고 5% normal horse serum을 30분간 적용하

다. 그 후 조직절편을 세척하지 않고 부드럽게 blotting 한 후,

각각의 조직절편에 1：200으로 희석된 mouse anti-human CD44

antibody를 각기 4℃에서 14�16시간동안 적용하 다. 이 후 PBS

로 10분씩 3회 세척한 후 2차 항체인 biotinylated horse anti-mouse

IgG(Vector Lab.)을 1：100으로 희석하여 실온에서 1시간 동안 적

용하 다.  다시조직절편을 PBS로 10분씩 3회수세한다음, 30분

전에 미리 만들어 실온에 두었다 놓은 avidin-biotin horseradish

peroxidase complex(ABC, Vector Lab.)를적용하여실온에서 1시간

동안 두었다. 조직절편을 PBS로 10분씩 3회 세척한 후, 0.05M

Tris-HCl buffer(pH 7.6)에 녹인 0.05% diaminobenzidine(DAB,

Sigma)와 0.01% hydrogen peroxide 혼합 용액에서 약 10분 동안

실온에서 발색반응을 시켰다.  그 후 Tris buffer, PBS 및 증류수에

서 각각 10분간 순서 로 세척한 후 Harris hematoxylin으로 조

염색을 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그 이후의 과정을 거쳐

Permount (Polysciences)로 봉입하 다. 조군은 상기 실험과정

중 일차항체 적용과정을 생략하거나 ABC 용액 적용과정을 생략

하 다.  염색된 조직절편의 관찰 및 사진 촬 은 광학 현미경

(Olympus BX-60)을이용하 다.

Ⅲ. 결 과

1. 사람 정상 치은

변연치은의 기저세포층과 유극세포층 및 과립세포층 하방부

의세포막에아주강한양성반응을보 고(Fig. 1), 열구치은에서

는기저세포층과유극세포층에중등도혹은약한양성반응이관

찰되었으며, 접합치은에서는 전 상피층에 걸쳐 중등도의 양성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유판에서는 림프구와 식세포에는

아주 강한 양성 반응을 보 으나, 조섬유세포에서는 반응이 없

었다.    

2. 사람 염증 치은

상피조직의 양성반응 소견은 정상치은과 비교할 때 큰 차이점

은 없었다. 고유판에서는 정상치은에서 양성반응을 보이는 세포

들, 즉 림프구와 식세포에 아주 강한 양성반응을 관찰하 으

며, 정상치은 소견과는 부착치은과 변연치은의 결합조직 지역에

서 CD44 양성 세포들이 정상치은에 비해 상 적으로 급증하

고, 특히 확장된 모세혈관 주변에 높은 세포 도를 보이는 CD44

양성세포들이 관찰된다는 차이점이 있었다. 더 나아가서 모세혈

관의 내강에서 이주해 오는 면역계세포와 혈관내피세포의 결합

양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모세혈관 내강 속의 면역계 세포들에

Fig. 1. 변연치은에서의 CD44 면역조직화학 반응.  과립층 하방과 극

세포층 기저세포층의 세포막에서 강한 양성 반응을 보이며

결합조직기질은 약한 양성반응을 보인다(CD44 면역조직화학

염색, 100배).

Fig. 2. 염증 치은의 CD44 면역조직화학 염색. 고유판에서 강한 양성

반응이 관찰된다(CD44 면역조직화학염색, 20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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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상 적으로 미약한 반응을 보인 반면, 내강 바깥으로 이주

한 면역계 세포들에서는 아주 강한 양성 반응을 관찰할 수 있었

다. 변연치은과 부착치은의 결합조직 기질은 정상치은에 비해서

상 적으로강한중등도의양성반응이관찰되었다(Fig. 2).

3. 사람 치은 편평세포 암종

치은에발생한구강편평세포암종 12례를 상으로하 으며,

New malignancy grading system13)에 따른 분류상 등급 I과 II인 암

종을 낮은 등급으로, 등급 III과 IV인 암종을 높은 등급으로 크게

구분하여 관찰하 다. 본 실험에 이용된 구강 편평세포 암종의

경우, 등급에관계없이한예를제외한모든암종에서 CD44가관

찰되었다(Table 1). CD44 발현이 관찰되는 암종에서는 반응의 정

도 차이는 있으나, 거의 모든 암세포가 CD44 항체에 해 양성

반응을 보 고, 양성 반응이 비교적 약하게 관찰되는 표본에서

도 최소한 절반이상의 암세포가 양성으로 관찰되어, 편평 세포

암종의 세포는 CD44가 풍부하게 발현된다고 생각되었다(Fig. 3-

5). 부분의암종에서는세포막에서 CD44가뚜렷하게관찰되었

으나, 일부 암종에서는 발현 정도는 약하지만 세포질에서도

CD44를 관찰할 수 있었다. 등급에 따른 CD44 발현 유무 또는 양

상이 뚜렷이 다르게 관찰되지는 않았으나, 낮은 등급의 암종인

경우 모든 예에서 CD44분포를 관찰할 수 있었고 강한 양성 반응

을 보이는 표본이 비교적 많았던 반면, 높은 등급의 암종들은 낮

은 등급에 비해 상 적으로 약한 양성 반응을 보 다. 하지만 통

계학적으로유의한차이를보이지않으므로이러한차이가뚜렷

하다거나 객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CD44 항체에 한 양성

반응이 비교적 약하게 나타나는 표본의 경우, 주로 세포질에서

CD44가 관찰되는 경우 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일부 세포의 세

포막에서는 강한 양성 반응을 관찰할 수 있었다. 하지만 등급에

따라 분포 부위가 구분된다는 등의 특징은 없었다. 낮은 등급의

암종에서는 각화가 풍부한 암소(cancer nest)의 기저층 부위에서

양성 반응을 뚜렷이 관찰할 수 있었으며 각화층에서는 양성 반

응을 볼 수 없었다. 전체적으로 보아 CD44 항체에 한 양성 반

응이강하게관찰되는세포는기저세포층이거나그와모양이유

Table 1. 구강 편평세포 암종에서의 CD44 발현 양상(면역조직화

학 염색법 이용)

저 0 2 1 4 7

고 1 1 2 1 5

합계 4 3 3 5 12

-: 음성반응 , +: 약양성반응, ++: 중등도양성반응, +++: 강양성반응

저등급: new malignancy grading system에서의 I 등급과 II 등급

고등급: new malignancy grading system에서의 III 등급과 IV 등급

등급

강도
- + ++ +++ 합계

Fig. 3. 저등급 편평세포암종에서의 CD44 반응.  암소(cancer nests)

의 중심 각화부는 CD44가 발현되지 않는데 비해 주변부와

기저층 부위의 악성 세포는 강한 양성 반응이 관찰된다(CD44

면역조직화학염색, 100배).

Fig. 4. 고등급 편평세포암종에서의 CD44 면역조직화학 염색.  CD44

가 세포질에 분포하며 그 발현 정도가 약하다(CD44 면역조직

화학염색, 400배).  

Fig. 5. 고등급 편평세포암종에서의 CD44 반응. 개별각화(individual

keratinization)가 뚜렷한 종양세포는 세포막부위에서 CD44 발

현이 강하게 관찰된다(CD44 면역조직화학염색, 40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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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세포들로 관찰되었다(Fig. 3). 높은 등급의 암종에서는 분화

가 나쁜 세포들이 모여있는 부위보다는 개별 각화(individual ker-

atinization)가 관찰되는 세포가 있는 부위에서 CD44 항체에 한

강한양성반응을쉽게관찰할수있었다(Fig. 5).  

Ⅳ. 고 찰

혈액 내에서 순환하는 림프구는 림프절, 점막 림프양조직

(mucosal lymphoid tissue) 그리고 염증관절의 활막에서 특수화된

high endothelial venules(HEVs)를 인식하고, 임파구-HEVs 인식

(recognition) 장치에 의해 혈관 바깥의 결합조직으로 이동한다.

이러한기작에서림프구에서발현되는당단백인 CD44가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기능이 밝혀진 이후로, CD44에 한 활발한

연구가 있었다6-12). 최근 CD44라고 명명되어지는 당단백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Pgp-1, Ly-24, ECMIII, gp90hermes, H-CAM 등으로

불렸고 hyaluronan receptor와 유사하나 동일하지는 않은 당단백

으로 생각되었다. 최근에 단클론 항체가 개발되고 당단백 분석

을 실시하여 이들이 CD44와 일치하는 당단백으로 hyaluronan

receptor라고 밝혀졌다. CD44는 혈관내피세포와 림프구, 혈관내

피세포와 식세포의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세포부착분자로 기

능 한다고 알려졌다14). CD44는 세포내 골격과의 상호작용을 하

며, lymphocyte homing, 교원질, laminin 및 fibronectin과 같은 단

백질과 결합할 수 있으며, hyaluronan-dependent adhesion 및

hyaluronan의 파괴에도 관여하며, 암전이에도 관계가 있는 것으

로알려지고있다15,16).

Penneys는 사람 정상피부와 염증피부에서의 CD44 분포를 연

구하여 정상적으로는 분포하지 않더라도 염증피부에서는 발현

된다는 보고를 하 다17).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사람 정상치은과

염증치은 상피조직에서의 CD44 분포가 다르지 않았다. 결합조

직의 경우 정상치은에 비해 염증치은에서 CD44 양성반응이 상

적으로 높았는데, 다수의 염증치은에서 CD44 면역 양성 세포

들이 혈관 주위에서 응집되어 다수 관찰되었으며, 혈관내피세포

에 부착되어 있는 CD44 면역양성 세포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혈관내피세포와 CD44 면역 양성 세포들의 상호

작용을뒷받침하여주는것이라판단된다.  

상피조직에서는 분화하지 않는 세포들에서보다 상당히 동적

으로 분화를 하는 세포들에서 더욱 많이 CD44가 발현된다. 종양

의 성장 과정에는 주변조직으로의 침윤, 전이 등을 포함하는 종

양세포와 숙주세포, 종양세포와 숙주의 세포외기질 성분간의 부

착(adhesion)과 상호작용이 항상 수반된다. 따라서 세포와 세포,

세포와 세포외기질간의 상호작용을 매개한다고 알려져 있는

CD44 발현 정도와 세포의 악성도, 종양의 성장, 침윤, 전이도 등

이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16). 앞선 몇몇 연구에서

여러 가지 유형의 암종, 신경교종, 비호지킨 림프종에서는 CD44

분포가 증가됨이 관찰되었다18-20). 본 연구에서도 한 예를 제외한

모든암종에서 CD44 분포가관찰되었으므로구강편평세포암종

에서 CD44 분포는풍부하다고볼수있다. 그러나종양조직에인

접한 정상 조직에서 과립세포층, 각화층에서는 CD44를 거의 관

찰할 수 없었으나 기저층, 유극세포층에서 강한 양성 반응을 볼

수 있었으므로 정상 구강편평상피에서보다 구강편평세포암종

에서 CD44 분포가 증가된다고 볼 수 없다. Alho와 Underhill이 활

발히증식중인상피세포에서 CD44가선택적으로분포한다고보

고한 것처럼21) 구강 편평 상피 기원의 조직의 경우 분열중인 정

상조직에서도 CD44가 관찰되므로, CD44 분포는 세포 증식 유무

와 관계가 있는 것이지, 종양성 유무를 판가름하는 기준으로는

유용하지않은것같다.  Hudson 등은분화가나쁜구강편평세포

암종에서 여러 가지 CD44 variant exon의 소실이 흔하게 관찰된

다고보고하 다22). 본실험또한등급이높은즉, 분화가나쁜암

종에서 CD44 분포가 적은 양상을 보 다.  또한 같은 암종 표본

내에서도 individual keratinization 등의 분화 양상이 관찰되는 세

포들에서는양성반응이쉽게관찰되었으나분화가나쁜세포들

이 모인 부위에서는 양성 반응을 거의 관찰할 수 없었다. 이러한

양상으로 미루어 CD44 발현이 종양성 판별에 결정적인 표지자

라고 할 수는 없으나 세포 분화와 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

다. Alho와 Underhill은 장상피 세포에서 세포가 성숙되어 탈락되

는 과정을 거칠 때 hyaluronate receptor 분포가 변화하는 것은 세

포가 성숙되면서 그 부착성(adhesive properties)이 변화하는

developmental sequence를 반 한다고 주장하 다21). Hudson 등

은 분화가 나븐 구강편평세포 암종의 경우 CD44 variant exon 소

실이 세포의 접합성, 나아가서는 종양의 성장에 향을 미친다

고 하 다22). 이런 주장들과 본 실험의 결과로 미루어 구강 편평

세포암종에서분화가좋은암세포의경우정상세포가성숙되어

지는 과정과 유사하게 CD44 분포와 그에 따른 세포 접합성이 유

지되나, 분화가 나븐 암종의 세포는 CD44 분포가 급속히 감소하

면서 developmental sequence에따른세포접합성변화과정을거

치지 않고 주변 조직으로 침윤하게 된다고 추정된다.  일부 연구

에서는 CD44 분포가종양발생조절이나종양세포의침윤성, 전

이성, 예후 등에 향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다15,22,23). 구강편평세

포암종 경우 분화가 나쁜 암종일수록 예후가 더 나쁜 것으로 알

려져 있다. 본 실험에서는 분화가 나쁠수록 CD44 분포가 적었으

므로 CD44 양성 반응이 약하게 나타나는 암종일수록 전이정도

가 높고, 예후가 나쁠 것으로 추정된다. 구강편평세포 암종에서

도 더 많은 증례와 술후 연구를 통해 CD44 분포와 종양의 전이

유무, 그 정도, 예후 등을 연관지어 보는 것도 의의가 있다 하겠

다.

Ⅴ. 결 론

저자는 본 연구에서 정상 치은 상피와 치은에서 발생한 편평

세포암종에서의 CD44 분포, 발현정도와양상등을비교하고세

포의 악성 변화 내지는 생물학적 성질 변화와 CD44 발현 상관관

계를관찰하고자하 다.  

정상 치은 상피중 변연치은은 기저세포층과 유극세포층 및 과

립세포층 하방부의 세포막에서, 열구치은은 기저세포층과 유극

세포층에서, 접합치은에서는 전 상피층에 걸쳐 양성 반응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염증 상피조직의 양성반응 소견은 정상치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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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할때큰차이점은없었으나정상치은과는달리부착치은과

변연치은의결합조직지역에서 CD44 양성세포들이정상치은에

비해상 적으로많았다.  

구강편평세포암종의경우낮은등급의암종에서는각화가풍

부한 암소(cancer nest)의 기저층 부위에서 양성 반응을 뚜렷이

관찰할 수 있었으며 각화층에서는 양성 반응을 볼 수 없었다. 높

은등급의암종에서는분화가나쁜세포들이모여있는부위보다

는개별각화(individual keratinization)가관찰되는세포가있는부

위에서 CD44 항체에 한강한양성반응을쉽게관찰할수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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