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사기질모세포종은악골에서발생하는가장흔한치성종양

으로서2), 구강종양의약 1%를차지한다3). 육안소견에따라고

형성(solid), 단낭성(unicystic), 주변성(peripheral) 유형으로 나눈

다4). 조직소견에따라고형성종양은난포형(follicular), 가시세

포종형(acanthomatous), 망상형(flexiform), 과립형(granular cell),

결합조직증식형(desmoplastic), 기저세포형(basal cell type)으로

나눌 수 있으며 모든 유형에서 성숙한 섬유성 기질내에 사기

질 기관(enamel organ)의 상피와 유사한 종양세포로 이루어진

종양소가 관찰된다4). 종양세포의 정확한 기원은 알려져 있지

않으며, 치아판(dental lamina) 잔유물, 퇴축치성상피, Malassez

잔존상피, 치성낭종의 상피세포, 발생중인 사기질 기관, 구강

상피의기저층등에서기원하 을것으로추정된다5).

Cytokeratin(CK)은상피세포에서발현되는 intermediate filament

로서, Moll 등이 1982년에전기 동법을이용하여 19가지의 poly-

peptide로 세분하 으며 1990년에 CK 20이 발견되어 현재

모두 20가지종류가있다6,7). 상피세포기원의종양세포들은기

원세포들의 cytokeratin polypeptide 아형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

으므로 CK를 종양의 감별진단 및 기원세포를 알기위한 표지

자로이용할수있다. CK 7과 19는여러종류의단순상피혹은

각화된편평상피의기저세포와부기저세포에서발현되며, CK

8과 18은 배아기의 상피와 단순 상피에서 발현된다. CK 10과

13은 각화된 편평상피의 부기저세포에서, CK 14는 기저세포

에서 발현된다. Vimentin은 간질세포(mensenchymal cell)에서

발현되는가장특징적인중간세사이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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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loblastoma is the most common odontogenic tumor of the jawbones, but the origin of this tumor has been remained to be unproven. Cytoke-

ratins (CKs) are specific intermediate filament of epithelial cells, and vimentin is expressed in mesenchymal cells. The immunohistochemical dete-

ction of different CKs and vimentin has made it easier to know the origin of tumor. Paraffin-embedded tissue sections from 15 ameloblastomas and

1 ameloblastic carcinoma were used for immunohistochemical evaluation of CK 7, 8, 13, 14, 19 and vimentin. Their expression is evaluated in dif-

ferent tumor cells, which are observed in different type of tumors. In the follicular and reticular subtype, central stellate cells of tumor nests expre-

ssed CK 8, 14, 19 and peripheral columnar cells expressed CK 14. CK 7, and 13 were not expressed. Vimentin was detected in fibrous stroma around

tumor nest, not in tumor cells. The tumor cells of ameloblastic carcinoma expressed CK 7, 14 and 19, but CK 8 was more weakly stained than that

in ameloblastoma. Central stellate cells and peripheral columnar cells of acanthomatous subtype showed same expression pattern with others. Meta

plastic squamous cells expressed CK 8, 14, 19 and keratinizing squamous cells expressed CK 13, 19. CK 7 and vimentin were not detected in tumor

cells and vimentin was expressed in fibrous stroma. Most of the tumor cells of ameloblastoma showed CK 14 and CK 19 and did not express CK 7

and vimentin. These findings were similar to the immunophenotype of dental lamina. And these results will be beneficial to differential diagnosis

of odontogenic tumors and other kind of tumors arising at the oral ca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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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치성종양과 dental germ에서 CK 아형들과 vimentin

의발현을연구한결과는많지않다. 이에저자들은사기질모

세포종에서 CK 아형과 vimentin의발현을조사하고이를치배

조직및다른종양에서의발현양상과비교하여사기질모세포

종의기원을알아보고자하 다. 

Ⅱ. 상 및 방법

1. 상

1990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부산백병원구강외과에내

원하여악골에발생한사기질모세포종으로진단받고종양적

출술을시행한증례를재검하 다. 이들중파라핀블록의보

관상태가양호하며임상적소견에 한조사가가능한16예의

파라핀블록을이용하여연구를시행하 다.    

2. 방 법

1)면역조직화학염색

파라핀 블록을 4μm 두께의 절편을 aminoprophyltriethoxysila-

ne (APEAS, Sigma, USA)이도포된유리슬라이드에부착시키고

60℃에서 1시간파라핀을녹인후 100% xylene에서 10분간 2회

탈파라핀과정과 90%, 85%, 80%, 70%, 60%, 50% 계열알코올로

10분간함수과정을거친후증류수로세척하 다. 항원성회복

을 위하여 1% zinc sulfate (Sigma, USA)가 포함된 10mM citrate-

완충액 (pH 6.0)에슬라이드를넣고 microwave 오븐을이용하여

5분간 3회가열하 다. 항체에 한비특이적반응을억제하기

위하여 0.5% normal horse serum (Vector, USA)을함유한TBS용액

에30분간실온에서반응시켰다. 메탄올과30%과산화수소수가

9:1의비율로섞인용액에 10분간처리하여내인성 peroxidase을

차단한후 Tris buffered saline (10 mM Tris, 150mMNaCl, pH 7.2, 이

하 TBS로명함)으로 3회수세하 다. 이후의과정은 DAKO 회

사의 LSAB (Labeled streptavidine biotin) kit를이용하여시행하

다. 15분간 normal gout serum을처리한후 CK 7(DAKO, Glostrup,

Denmark)에 한 일차항체를 1:70으로, CK 8(DAKO, Glostrup,

Denmark)에 한 일차항체를 1:50으로, CK 13(DAKO, Glostrup,

Denmark)에 한일차항체를 1:50으로, CK 14(Novocastra, Newca-

stle, UK)에 한 일차항체를 1:20으로, CK 19(DAKO, Glostrup,

Denmark)에 한일차항체를 1:50으로, vimentin(DAKO, Glostrup,

Denmark)에 한일차항체를 1:50으로희석하여실온에서 60분

간반응시켰다. TBS로10분간세차례수세한후2차항체인hors

ebiotinylated anti-rabbit IgG (1:50 in TBS, Sigma)을실온에서30분간

반응시켰다. TBS로다시세차례수세한후peroxidase-conjugatedst

reptavidin(1:500 in TBS, DAKO)과실온에서 30분간반응시킨후

TBS로 수세하고 AEC (amino-ethyl-carbazole)로 10-20분간

실온에서 발색시켰다. 다시 TBS로 세 차례 수세한 후 Mayer’s

hematoxylin으로 조 염색하고 Crystal mount를 사용하여 봉입

한후검경하 다. 음성 조 표본은일차항체 신TBS를사용

하여위와동일한방법으로염색하 다. 

2)면역조직화학염색의판독

사기질모세포종의 종양세포를 각각의 유형별로 관찰되는

다양한형태, 즉, 1)종양소중심부의별모양세포, 2)종양소변

연부의원주형세포, 3)화생성편평상피세포, 4)각화된편평상

피세포로나누어 CK와 vimentin의발현을관찰하 다. 관찰하

고자하는세포의세포질에서진한갈색으로염색되는경우를

양성으로 판독하 으며, 10% 이상의 종양세포들에서 염색되

는경우를양성(+)으로하 다. 10% 미만의종양세포들에서발

현되는경우는약양성(±)으로하 다.

Ⅲ. 결 과

1. 임상 및 병리소견

총 16명의환자들중 2회이상재발을보인경우가 7예 다.

환자들의나이는최소 13세, 최고 63세, 평균 32.8세 다. 환자

들의성별은남자가 9명, 여자가 7명이었다. 종양의발생부위

는하악골 15예, 상악골 1예 다. 방사선소견에서다방형을보

인경우가 7예, 단방형을보인경우가 9예 다. 조직소견에서

난포형이 6예, 망상형이 5예, 가시세포종형이 5예 다. 난포형

으로진단된 6예중 1예는세포학적으로악성의소견을보 다

(Table 1). 

2. 면역조직화학염색 결과

난포형종양과망상형종양에서사기질기관의상피와유사

한종양세포들이성숙한섬유성기질내에종양소를이루는것

이 관찰되었다. 종양소의 중심부에는 별그물(stallate reticulum)

을닮은별모양세포들이성 게배열되어있었으며이들은사

기질모세포와유사한한층의원주형세포들로둘러싸여있었

다. 원주형세포들중일부는세포질에공포를가지고있었다.

CK 7은난포형종양에서발현되지않았으며, CK 8과 19는종

양소 중심부에 위치한 종양세포들에서 양성반응을 보 으며

CK 14는종양소중심부에위치한별모양세포와변연부의원

주형세포에서모두양성반응을보 다. CK 13은발현되지않

았다. Vimentin은종양소주변의섬유성기질에서발현되었으

며종양세포들은모두음성이었다 (Table 2 & Fig. 1).

난포형종양중 1예는악성의조직소견을보 는데, 이때관

찰되는종양세포들은 CK 7, 14, 19 염색에는양성반응을보

으나, CK 8은사기질모세포종의종양세포들에비해약하게발

현되었다.

가시세포종형종양에서관찰되는화생편평상피는CK 8, 14,

19 염색에양성반응을보 으며, 각화편평상피는CK 13에양

성이었고CK 19도일부에서발현되었다. CK 7과 vimentin은종

양세포에서 발현되지 않았으며, vimentin은 종양소 주변의 섬

유성기질에서양성반응을보 다 (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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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xpression of CKs and vimentin in ameloblastoma : CK7 (A) are not expressed in tumor cells and

positive in ductal cells of salivary glands(arrow). CK8 (B) was positive in the central stellate cells of tumor

nest, and CK13 (C) was expressed in the keratinizing cells. CK 14 (D) was expressed in central stellate

cells, peripheral columnar cells, and metaplstic cells. CK 19 (E) was positive in the central stellate cells,

metaplastic cells. Vimentin (F) was expressed in fibrous stromal cells around tumor nests. 

Table 1. Clinicopathologic features of ameloblastoma and ameloblastic carcinoma.

No. of Case Age Sex Location Gross type Microscopic type Recurrence

1 27 F mandible polycystic plexiform yes

2 56 M mandible polycystic acanthomatous yes

3 44 M mandible polycystic follicular yes

4 58 F mandilble polycystic acanthomatous yes

5 26 M mandible polycystic follicular yes

6 63 F maxilla unicystic follicular (carcinoma) yes

7 44 M mandible polycystic follicualr yes

8 13 F mandible polycystic plexiform no

9 36 F mandible unicystic acanthomatous no

10 16 F mandible unicystic plexiform no

11 14 M mandible unicystic acanthomatous no

12 27 M mandible unicystic plexiform no

13 21 M mandible unicystic acanthomatous no

14 13 F mandible unicystic follicular no

15 16 M mandible unicystic plexiform no

16 50 M mandible unicystic follicular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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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치아는사기질(enamel), 시멘트질(cementum), 상아질(dentin)의

세부분으로구성되어있다. 사기질은치아머리(crown)를덮고

있는 무세포광물조직이며 입안의 외배엽성 상피세포에서 유

래한 사기질 기관(enamel organ)의 사기질모세포(ameloblast)에

서형성된다. 치아발생의시작은입안상피세포(oral epithelium)

가분열하여위턱과아래턱이발생되는인접한중간에서치아

판(dental lamina)이라는말발굽모양의세포띠를형성하는것으

로나타난다. 장차치아가될부위에는치아판에서세포의증

식이 계속되어 세포성의 둥근 싹과 같은 증식물(outgrowth)인

한개의치배가바닥의중간엽조직으로부터돌출되어나온다.

이증식물은싹시기(bud stage), 모자시기(cap stage)를지나종시

기(bellstage)에 이르면 네 가지의 뚜렷한 세포성분, 즉, 바깥사

기질상피(outer enamel epithelium), 속사기질상피(inner enamel epi-

telium), 중간층(stratum intermedium), 별그물(stellate reticulum)으로

구성된 사기질 기관을 형성한다. 속사기질상피와 인접한 종

(bell) 안의중간엽세포(mesenchymal cell)는원주형으로변화하

여 상피세포의 형태를 갖는다. 이들은 후에 치아의 상아질

(dentin)을 형성하는 상아질모세포(odontoblast)로 분화한다. 사

기질기관의속사기질상피세포는후에사기질모세포(amelobla-

st)로 분화한다. 이들은 중간층(stratum intermedium)의 세포와

함께사기질생성을담당하게된다16).

Crivelini 등8)의연구결과를보면, 정상치배의상피세포들은

CK 7, 13, 14, 19를발현하며 CK 8, 18과 vimentin은발현하지않

았다. CK 14는 사기질조직형성(amelogenesis)이 진행된

곳의별그물과중간층세포들의일부와분비성사기질모세포

를제외한사기질기관과치아판의세포들에서발현된다. CK

19는 전사기질모세포(preameloblast), 분비성 사기질모세포, 바

깥사기질상피, 치아판의 일부에서 발현된다. CK 7은 Hertwig

rooth sheath와 별그물의 세포들에서 강하게 발현되나, 사기질

기관에인접한치아판의세포들에서는발현강도가약해진다.

CK 13은치아판의일부세포들에서발현된다. 본연구는이와

같은 결과를 사기질모세포종의 CK 발현 양상과 비교하여 종

양세포의기원을알고자하 다. 

본연구의결과, 사기질모세포종에서가장광범위한발현을

보이는표지자는 CK 14 다. CK 14는별모양세포, 원주형세

포, 화생형 편평상피, 각화 편평상피의 부분에서 발현되었

다. 정상적으로 CK 14는치배조직중사기질조직형성이진행

된곳에서는발현되지않는데이는아마도세포들이분비능을

획득하여 세포질 내에 공포가 형성되기 때문으로 추정되며,

본 연구에서도 일부의 종양세포들에서 CK 14가 발현되지 않

은것은이러한이유일것으로생각되었다. 

종양소의 변연부에서 관찰되는 원주형 세포는 전사기질모

세포와유사한모양을보이나CK 19 염색에는음성이었다. CK

19는종양소중심부의별모양세포와화생성편평상피에서양

성으로발현되었다. 이러한결과는 CK 19가분화가완전히이

루어진 전사기질모세포와 사기질모세포에서만 발현되며, 사

기질모세포종의 종양세포들은 분화가 불완전하기 때문이라

고기술한논문도있었다8).    

사기질모세포종 중 기저세포형은 피부의 기저세포암, 침샘

의 기저세포 선종 또는 암종등과 유사한 조직소견을 보인다.

특히기저세포암이구강내에서발생한경우도보고되어있으

므로 감별이 필요하다17,18). Vigneswaran 등15)은 사기질모세포종

의종양세포들은 CK 5, 14, 8/18, 19 염색에미만성으로양성반

응을보이고, 기저세포암의종양세포들역시 CK 5, 14 발현을

나타내지만CK8/18, 19의발현은사기질모세포종에비해일부

종양에서만부분적으로발현되는차이를보 다고하 다. 침

Table 2. Expression of CKs and vimentin in ameloblastoma and ameloblastic carcinoma.

CK7 CK8 CK13 CK14 CK19 Vimentin

Follicular ameloblastoma

Stellate cell - +* - + + -

Columnar cell - - - + - -

Plexiform ameloblastoma

Stellate cell - + - + + -

Columnar cell - - - + - -

Acanthomatous ameloblastoma

Stellate cell - + - + + -

Columnar cell - - - + - -

Metaplastic cell - + - + + -

Keratinizing cell - - + - ± -

Ameloblastic carcinoma + ±# - + + -

* : Positive

# : Weak pos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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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의정상관상피세포및기저세포선종에서도 CK 14가발현

되지만이들은모두CK 7에 한염색에서강양성을보이는점

으로사기질모세포종과다르다19). 

CK 7은사기질모세포종에서발현되지않았는데, 이는다른

연구자의 결과와 일치하 으며8), calcifying odontogenic tumor,

ameloblastic fibroma, odontoma에서는 양성을 보 다는 결과도

있으므로8) 다른 치성 종양과 사기질모세포종의 감별진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또한 사기질모세포종

의종양소에서관찰되는별모양세포들은CK 7을발현하지않

으므로사기질기관의별그물과세포의모양은유사하지만서

로다른세포들임을알수있었으며, Hertwig root sheath도 CK 7

을발현하는것으로밝혀져있으므로사기질모세포종의기원

조직이아니라고생각되었다. 

본연구에는 1예의사기질모세포암종이포함되었으며, 종양

세포들은사기질모세포종과다른 CK 발현양상을보 다. 악

성의세포소견을보이는종양세포들은 CK 7, 14, 19 염색에는

양성반응을보 으나, CK 8은사기질모세포종의종양세포들

에 비해 약하게 발현되었다. 이는 Vigneswaran 등14)의 결과와

같았으며 이들은 사기질모세포암의 종양세포들은 사기질모

세포종이나 기저세포암이 아니라 분화가 나쁜 편평상피암의

면역형과 유사하다고 하 다20). 종양세포가 악성화되거나 암

세포가전이하는데CK의변화가관여한다는연구결과가있으

나21) 정확한기전은밝혀져있지않으며, 사기질모세포암의CK

발현에관한연구는좀더많은증례를가지고시행되어야할

것으로생각된다. 

CK 19는세포의분비성을나타내며전사기질모세포와분비

성사기질모세포에서발현된다고알려져있으나본연구의결

과 CK 14와함께종양소를둘러싸고있는사기질모세포와유

사한세포들외에별모양세포와화생성편평상피, 각화편평

상피에서도발현되었다. 

CK 13은가시세포종형종양의중심부에화생성편평상피세

포들에서만 관찰되었으므로 이는 편평상피로의 분화를 나타

내는표지자로생각되었다. 

본논문의결과로볼때 CK 14가사기질모세포종의가장특

이적인표지자로생각되며종양세포의기원으로사기질기관

의 별모양 그물, Hertwig rooth sheath는 제외할 수 있었다.

Crivelini 등8)은 사기질모세포종의 종양세포들이 CK 13, 14, 19

를 발현하며 CK 8, 18 염색에는 음성을 보이므로 치아판에서

기원한것으로생각하 다. 본연구에서도종양세포들이CK 14,

19를발현하 으며 CK 7, vimentin은음성이었으므로치배, 특

히치아판과가장유사한면역표현형을보 다. 그러나본연

구에서는CK 8이양성반응을보여이들의결과와차이를보

다. 본연구의결과, 사기질모세포종은치아판으로부터기원하

을가능성이가장클것으로보았으며, 사기질모세포종에서

CK 발현결과를다른연구의결과들과비교하여다른종류의

치성 종양 혹은 구강에 발생한 다른 종양과의 감별진단에 도

움을받을수있을것으로생각한다. 

Ⅴ. 결 론

사기질모세포종의기원을알고, 감별진단에도움을얻고자,

총 16예의사기질모세포종조직의파라핀블록을이용하여CK

7, 8, 13, 14, 19와 vimentin에 한면역화학염색을시행하 으며

다음과같은결과를얻었다. 

1. 난포형종양과망상형종양에서관찰되는종양소중심부

의별모양세포들은 CK 8, 14, 19 염색에양성반응을보

다. 종양소주변부의원주형세포들은 CK 14 염색에양성

반응을 보 다. CK 7, 13은 발현되지 않았다. Vimentin은

종양소주변의섬유성기질에서발현되었으며종양세포

들은모두음성이었다. 

2. 난포형종양중 1예는악성의조직소견을보 는데, 이때

관찰되는 종양세포들은 CK 7, 14, 19 염색에는 양성

반응을보 으나, CK 8은사기질모세포종의종양세포들

에비해약하게발현되었다.  

3. 가시세포종형종양의별모양세포, 원주형세포들의발현

은난포형종양과같았으며, 화생성편평상피는 CK 8, 14,

19 염색에양성반응을보 다. 각화편평상피는 CK 13에

양성이었고CK 19도일부에서발현되었다. CK 7과 viment

in은종양세포에서발현되지않았으며, vimentin은종양소

주변의섬유성기질에서양성반응을보 다. 

4. 종양의재발, 발생부위에따른 CK 발현은차이를보이지

않았다.  

이상의결과로종양세포들이CK 8, 14, 19를발현하 고CK 7,

vimentin은음성이었으므로치아판과가장유사한면역표현형

을보 다. 또한사기질모세포종에서CK 아형과 vimentin의발

현결과를조합하여다른종류의치성종양혹은구강에발생

한다른 종양과의 감별진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

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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