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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암 마우스모델에서 림프관형성 인자가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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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 of Lymphangiogenic Factors on Survival in a Murine Model of 
Oral Squamous Cell Carcinoma

Young-Wook Park, Ju-Won Cho

Department of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 College of Dentistry,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Purpose: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VEGF)-C and its tyrosine kinase receptor, VEGF receptor (VEGFR)-3 are recently 

known to have lymphangiogenic activities in various tumor types. In this study, we determined whether the expression of lymphangio-

genic factors correlate with nodal metastasis or survival in a nude mouse model of oral squamous cell carcinoma (OSCC).

Methods: Three OSCC cells (KB, SCC4, SCC9) were xenografted into the right mandibular gland of athymic nude mice. 

The mice were followed for tumor development and growth, and the mice were sacrificed when they had lost more than 

20% of their initial body weight, or the diameter of the induced tumor exceeds 20 mm. After necropsy, the murine tumors 

were examined histologically and radiologically (micro-positron emission tomography computed tomography) for regional 

or distant metastasis. We performed immunohistochemical assays with anti-VEGF-C, VEGFR-3, CD105, and D2-40 antibodies. 

Immunofluorescence double staining for LYVE-1/CD31 was also performed. To quantify the VEGF-C and VEGFR-3 level in 

the cancer tissue, Western blotting was performed. Finally, we determine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degree of expression 

of VEGF-C/VEGFR-3 and the mean survival time.

Results: OSCC tumor cells into the mandibular gland of the nude mice successfully resulted in the formation of recapitulating 

orthotopic tumor. Tumor cells of the induced tumor did not express VEGF-C. VEGF-C/VEGFR-3 expression was mainly distributed 

in the endothelial cells of the stromal area. There were no correlation between the degree of expression of VEGF-C/VEGFR-3 

and the mean survival time of mice injected with different OSCC cell lines.

Conclusion: An recapitulating orthotopic model of OSCC in nude mice was established, which copies the cervical nodal 

metastasis of human OSCC. Overexpression of lymphangiogenic factors seems to have no effect on survival of hosts in this 

in vivo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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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구강 편평상피세포암(oral squamous cell carcinoma, OSCC)

은 인간에게 6번째로 빈발하는 암종으로[1] 흡연과 함께 그 발생빈

도가 증가하므로 중대한 공공 건강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초기나 

진행된 구강암은 주로 외과적으로 절제하고 방사선 치료나 항암약

물치료를 병행하기도 하여 완치를 목표로 접근한다. 그러나 말기

암의 경우 더 이상의 진행을 막고 생존율을 높임과 동시에 환자의 

삶의 질이 악화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외과적으로 접근하

여 치료전략을 세운다. 다른 악성종양에서와 마찬가지로 구강암 

역시 분자 생물학, 암 유전학과 암 생물학에 근거한 분자표적 

치료(targeted molecular therapy) 등의 여러 분야를 통하여 

새로운 치료방법을 모색 중에 있다.

악성종양의 특징 중 하나는 종물 내에 새로운 혈관형성

(angiogenesis)을 지속한다는 점이다. 이 angiogenesis를 촉진

하는 혹은 억제하는 인자들이 존재하는 바 혈관내피성장인자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VEGF)는 정상적이거나 

병적인 angiogenesis에 대한 결정적인 양성 조절자, 즉 혈관형성 

촉진인자로서, 지금까지 VEGF-A, B, C, D, E, placental growth 

factor의 6개 VEGF family가 발견되었다[2]. VEGF의 수용체

(VEGF receptor, VEGFR)로는 VEGFR-1/Flt-1, VEGFR-2/Flk-1, 

VEGFR-3/Flt-4의 3가지가 보고되었다[3].

구강암과 대부분의 OSCC 세포주에서 VEGF 발현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4], 특히 VEGF-A와 VEGF-C가 중요한 조절자

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5]. VEGF-A는 VEGFR-1, 

VEGFR-2와 작용하여 내피세포의 성장과 분화, 이주를 강화시키

고, 혈관의 투과성을 증가시킨다. 두경부 편평상피세포암에서 

VEGF-A가 과발현되면 환자 생존율이 감소한다는 연구보고가 

있으나[6], 반면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보고도 있다

[7]. VEGF-A 과발현과 림프절 전이율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상반된 보고가 있는데, 12 연구, 총 1,002명의 두경부 편평상피세

포암 환자에 대한 메타분석(meta-analysis)에 의하면 VEGF-A 

과발현과 환자 사망률과는 연관성이 있으나, 림프절 전이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8]. 

VEGF-C는 림프관의 발생에 중요한 인자로 여겨져[9] VEGF-C

가 과발현되면 VEGFR-3와 작용하여 종양관련 림프관신형성

(lymphangiogenesis)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10]. OSCC에

서도 많은 경우에서 VEGF-C 발현이 보고되었으며[11] VEGF-C 

과발현과 림프절 전이율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으나[12] 생존율과의 연관관계는 확실하게 규명

된 바 없다[13,14]. 

VEGF 수용체의 발현과 역할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바 VEGFR-1은 세포 운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인자인 액틴

(actin)의 재구성화(reorganization)를 조절함으로써 세포 이주

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5]. VEGFR-2는 혈관 투과성, 

내피세포의 증식성과 침투, 이주, 그리고 생존으로 대표되는 

VEGF의 대부분의 하부흐름(downstream) 영향을 매개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2]. VEGFR-3의 경우 대부분이 성인의 림프관 

세포들에 분포되어 활성화되면 림프관 세포의 증식과 이주, 그리

고 생존을 유도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16]. 최근 림프관 내피세

포에 대한 선택적 표지자들이 개발되면서 VEGFR-3가 종양관련 

림프관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

어지고 있지만 OSCC에 대한 실험적, 임상적 연구는 미미한 단계

이다.

위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임상적으로 림프절 전이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구강 편평상피세포암에서 림프관 형성에 관여

하는 주인자인 VEGF-C/VEGFR-3의 역할을 실험적으로 규명하

고자 하였다. 즉 VEGF-C/VEGFR-3가 과발현될수록 림프절 전이

율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개체의 생존율은 감소할 것이라는 가설

을 설정하고, 누드 마우스에서 유도된 실험적 종양을 통하여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1. 세포주 및 세포배양

인간 구강 편평상피세포암종으로부터 확립된 세포주 3종(KB, 

SCC4, SCC9)과 일차배양한 치주인대 세포주(periodontal liga-

ment, PDL) 1종이 본 실험에 이용되었다. KB 세포주는 한국세포

주 은행(KCLB, Seoul, Korea)으로부터 구입하였으며, SCC4, 

SCC9 및 PDL 세포주는 본 교실의 김성곤 교수로부터 분주받았

다. KB와 PDL 세포주는 10% 우태혈청(fetal bovine albumin, 

Invitrogen, Carlsbad, CA, USA), 100 units/mL penicillin 

(Invitrogen) 및 100 mg/mL streptomycin (Invitrogen)이 함

유된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 (DMEM, 

Invitrogen)을 사용하여 배양하였다. 또한 SCC4와 SCC9 세포주

는 DMEM/F-12 HAM 배지(1:1, v/v, Invitrogen)를 사용하여 

배양하였다. 모든 세포주들은 단일층으로 배양하였고, 세포들은 

55% 습도를 유지하면서 5% CO2, 95% 공기 상태로 37
o
C에서 

배양되었다.

2. 실험동물

생후 6주된 웅성 누드 마우스(BALB/cAnNCrj)를 업체(Orient 

Bio, Seoul, Korea)로부터 구입하여 7주 시점에서 실험에 이용하

였다. 누드 마우스는 병원성 미생물이 존재하지 않는 환경에서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의 실험동물 관리원칙(Animal Care & 

Use Guidelines)에 의거하여 사육하였다. 모든 실험은 강릉원주

대학교 산학협력단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동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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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For establishment of 
recapitulating orthotopic tumor 
model of oral SCC, 5×105 cells of 
human OSCC (KB, SCC-4, SCC-9) 
were injected into the right mandi-
bular gland. (B) Mice were sacrificed
when there was more than 20% 
reduction from its initial body 
weight, or (C) the largest diameter
of the tumor exceeds 20 mm. (D) 
Dissected view of the recapitulating
orthotopic tumor of OSCC. OSCC, 
oral squamous cell carcinoma.

험승인번호: GWNU 2011-21)을 받아 시행하였다.

3. 실험동물에의 종양세포 이종이식

생체 내 이종이식을 위한 세포 부유액(cell suspension)을 

만들기 위하여 배지에 포화상태에 이르지 않은 종양세포를 트립신 

처리(0.25% 트립신+0.02% 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 

[EDTA]) 후 정해진 수만큼을 50 μL의 Ca
2+

과 Mg
2+

이 함유되지 

않은 Hanks’ balanced salt solution에 부유시켰다. 세포밀도는 

종양 발생이 가능하다고 추정되는 최소 세포수로서 모든 세포주에

서 5×10
5
개로 하였다[17]. 마취상태를 유도하기 위하여 zolaze-

pam (Zoletil
Ⓡ

; Virbac, Carros, France) 1.5 mg/kg과 xyla-

zine hydrochloride (Rumpun
Ⓡ

; Bayer Korea, Seoul, Korea) 

3.5 mg/kg의 혼합액을 대퇴부에 근육주사하였다. 10분 경과 

후 실험동물의 목부위를 노출시키기 위하여 앙와위(supine posi-

tion)로 위치시킨 후 경부에 수직으로 1 cm의 절개선을 가하였다. 

우측으로 피부를 이단(dissection)하여 하악선(mandibular 

gland)을 노출시킨 후, 1 mL 시린지와 27게이지의 피하주사침을 

사용하여 누드 마우스의 하악선 중앙부 내부에 정해진 수의 종양

세포를 이종이식하였다(Fig. 1A). 

4. 실험동물의 관찰 및 희생 

실험동물은 종양세포 이종이식술 후 희생시점까지 면밀히 관찰

되었다. 즉 종양결절이 육안으로 인지될 때까지는 매일 관찰되었

고, 종양결절 발생 후에는 4일마다 종양의 크기와 함께 체중을 

측정하여 기록하였다. 즉 종물의 크기는 캘리퍼를 이용하여 그 

장경(L)과 단경(S)을 cephalad-to-caudad/left-to-right로 측정

하여 부피=π/6ㆍLS
2
를 계산하였다[18]. 실험동물의 체중 역시 

동일 시점에서 측정하였고, 실험동물은 종양세포 이식 시의 체중

과 비교하여 20% 이상의 체중 감소가 진행되거나(Fig. 1B) 종물

의 장경이 20 mm를 초과하는 시점에서(Fig. 1C) 희생하였다

[19]. 희생 시에는 마취제를 심장에 주입하여 안락사시키고, 원발

성 종양을 절제한(Fig. 1D) 후 종물을 이등분하여 반은 헤마톡실

린-에오신(hematoxylin-eosin, H&E) 염색을 위하여 포르말린 

고정 후 파라핀에 포매하였고, 나머지 반은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70
o
C에 보관하였다. 원발성 종양 외에도 실험동물 1마리

당 좌, 우측에서 각 2개씩 총 4개의 경부 림프절과 폐조직, 그리고 

간조직을 절제하여 전이병소 발생 여부에 대해 H&E 염색을 통한 

조직학적 검사를 시행하였다. 

5. Micro-positron emission tomography (micro-PET) 

computed tomography (CT)

실험동물의 전신에 대한 전이병소 유무를 결정하기 위하여 

각 군당 2개체씩 Korea Basic Science Institute에 비치된 ani-

mal INVEON system (Siemens, Knoxville, TN, USA)을 이용

하여 micro-PET CT를 촬영하였다. 즉 마우스에 IV로 fludeox-

yglucose-fluorodeoxyglucose (7.4∼11.1 MBq)를 주입하고 

60분 후, 20분간 static scan을 수행하였다. 모든 영상은 2D 

filtered back-projection algorithm을 이용하여 재구성하였다. 

Regions of interest는 Inveon Research Workplace (IRW, 

Siemens Medical Solutions, USA)를 이용하여 설정하였다. 

Micro CT 스캐너는 60 kVp 볼트의 X-ray tube, 400 μA 전류의 

X-ray source, 그리고 400 msec의 노출시간으로 세팅하고, 디텍

터와 X-ray source는 180 rotation step으로 360도 회전시켰다. 

calibration exposure 수는 30, 확대율은 axial field of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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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V) 85.5 mm, trans-axial FOV 57 mm였다. 

6. 면역조직화학염색을 위한 항체 및 시약

면역조직화학염색에는 다음의 일차항체들이 사용되었다.

(1) Polyclonal goat anti-VEGF-C (Abcam, Cambridge, 

MA, USA)

(2) Polyclonal rabbit anti-VEGFR-3 (Abcam) 

(3) Polyclonal rabbit anti-CD105 (Abcam)

(4) Ponoclonal mouse D2-40 (Dako, Carpinteria, CA, USA)

(5) Polyclonal rabbit anti-LYVE-1 (Santa Cruz Biotechnology, 

Santa Cruz, CA, USA) 

(6) Polyclonal goat anti-CD31 (Santa Cruz Biotechnology)

이차항체로는 goat anti-rabbit HRP, peroxidase conjugated 

goat anti-rabbit IgG (Jackson ImmunoResearch Laboratories, 

West Grove, PA, USA), rabbit polyclonal anti-goat IgG 

(Abcam)가 이용되었으며, 발색을 위하여 DAB (3,3-diamino-

benzine, Research Genetics, Huntsville, AL, USA)이 사용되

었다. 면역형광을 위한 이차항체로는 Alexa Fluor 594/488-con-

jugated IgG (Molecular Probes, Eugene, OR, USA)를 적용하

였다.

7. 면역조직화학염색 

면역조직화학염색을 위해서 파라핀 포매 조직을 이용하였으며, 

항체 제조사의 지시대로 다음과 같이 염색을 시행하였다. 파라핀 

포매 조직을 4∼6 μm로 세절하여 생긴 조직절편을 양성 전하를 

띤 슬라이드 위에 올려놓고, 57∼60
o
C 정도의 열을 30∼40분 

정도 가하여 왁스성분의 제거를 용이하게 하였다. 자일렌 용액으

로 왁스를 제거하고 계열 알코올 용액으로 재수화시킨 후 phos-

phate buffered solution (PBS)를 이용하여 마르지 않게 하였다. 

항원성 회복(antigen recovery)을 위하여 VEGFR-3, D2-40 염

색의 경우 조직 슬라이드를 10 mM sodium cirate 완충액(pH 

6.0)에 담근 상태에서 전자렌지에서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하여 

2분 30초간 강가열 후 7분 30초간 약가열하였다. VEGF-C와 

CD105 염색의 경우 항원성 회복을 위한 특별한 처리는 시행하지 

않았다. 이후 내인성 과산화효소(endogenous peroxidase)의 

활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3% H2O2 메탄올 용액에서 12분간 두었

다. 이후 조직절편을 다시 PBS로 3분간 3차례 수세 후, 상온에서 

비특이 단백의 결합을 차단하기 위하여 5% 정상 말 혈청과 1% 

정상 양 혈청을 PBS에 섞은 단백 차단액에 20분간 반응시켰다. 

단백 차단액 제거 후 단백 차단액에 일차항체를 적용하여 4
o
C에서 

밤새 결합시켰다. 일차 항체는 제조사에서 제시한 희석비율에 

따라 VEGF-C (1:50), VEGFR-3 (1:100), D2-40 (1:100), 

CD105 (prediluted)의 비율로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음성대조 

표본은 이차항체만을 적용하였다.

PBS로 3분간 3차례 수세하고 단백 차단액을 10분간 적용한 

후, 단백 차단액을 제거하고 단백 차단액에 1:500으로 희석시킨 

이차항체를 상온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슬라이드를 PBS로 

3분간 3차례 수세 후 브리지 용액(50 mL PBS에 brij용액 1방울을 

떨군 후 pH를 7.6으로 맞춤)으로 린스하고, 발색반응을 위하여 

DAB을 적용하였다. 이때 발색반응을 현미경으로 확인해가며 적

정시간 적용하되 10분을 넘지 않도록 한다. 증류수로 3분간 3회 

수세 후 브리지 용액으로 린스하고, 헤마톡실린(Gill’s hematox-

ylin, Sigma, St. Louis, MO, USA)으로 대조염색을 10∼20초간 

시행하였다. 흐르는 증류수로 대조염색을 중지시키고 세포핵을 

푸른 색으로 강조하기 위하여 PBS를 30∼60초간 적용하였다. 

증류수로 모든 염기 성분이 제거되도록 철저히 수세한 후 마운트

를 2∼3방울 적용하고 50∼60
o
C의 열판에서 5∼10분 정도 중합

시켜 고정하였다. 

8. 이중면역형광 염색 

이중면역형광 염색을 위하여 70
o
C에 보관되었던 신선조직을 

사용하였다. 조직시편을 아세톤 고정 후, PBS로 세척하고 단백 

차단액에 20분 반응시킨 후 rat anti-mouse CD31 항체(1:400)

에, 4
o
C에서 밤새 결합시켰다. 세척 후 상온, 암실에서 Alexa 

Fluor 594 (red)에 결합된 이차항체(1:600)에, 1시간 반응시켰

다. 이중염색을 위하여 조직시편을 LYVE-1항체(1:200)에, 4
o
C에

서 밤새 결합시켰다. PBS 세척 후, 상온, 암실에서 Alexa Fluor 

488 (green)에 결합된 이차항체에, 1시간 반응시켜 이중염색을 

완성하였다. 

9. 웨스턴 블로팅

마우스 종양에서 세포주에 따른 림프관 형성인자의 발현량의 

차이를 결정하기 위하여 웨스턴 블로팅을 시행하였다. 냉동 보관

한 종양조직을 ethylene glycol tetraacetic acid (pH 8.0), 0.2% 

NP-40, 10 mM EDTA (pH 8.0), 15 mM sodium py-

rophosphate, 100 mM β-glycerophosphate, 50 mM NaF, 

150 mM NaCl, 2 mM sodium orthvanadate, 1 mM PMSF 

and 1 mM DTT가 포함된 50 mM PBS (pH 7.4) 용액에 균질하

게 분쇄하였다. 원심분리 후 상층액의 단백 레벨을 Micro BCA 

protein assay kit를 사용하여 결정하였고, 비교 표준으로는 bo-

vine serum albumin (Pierce Chemical, Rockford, IL, USA)를 

적용하였다. 20 μg의 총단백을 150 mM Tris (pH 6.8), 3 

mM DTT, 6% SDS, 0.3% bromophenol blue and 30% glycer-

ol이 포함된 완충액(loading buffer)에서 끓인 후 적정량을 10% 

polyacrylamide gel에 로딩하였다. 전기영동 후 젤을 nitro-

cellulose transfer membranes (PallCrop, EastHills, NY, 

USA)에 전위시켰다. 비특이 결합을 방지하기 위하여 멤브레인을 

0.1% Tween 20가 포함된 5% 무지방 탈지 우유를 녹인 P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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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Histological features of recapitulating orthotopic tumors and cervical lymph nodes, lung, and liver (H&E). Arrow heads indicate
the metastatic lesion of the recapitulating orthotopic tumor.

용액에 45분간 담근 후 rabbit anti-VEGF-C (1:200), rabbit 

anti-VEGFR-3 antiserum (1:200), 그리고 peroxidase-con-

jugated goat anti-rabbit IgG (Sigma) 항체를 적용하였다. 면역

반응된 단백은 ECL kit (Pierce Chemical)를 사용하여 가시화하

였다. 결과는 스캔 후 relative optical density (ROD)를 계수하

는 Scion Image software (Scion Corp., Frederick, MD, USA)

로 분석하여 정량화하였다. SCC4를 기준으로 한 ROD 비율은 

%로 제시하였다.

10. 통계

종양성장곡선과 체중변화에서 각 군 간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를 이용하여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실험동물에서 암세포주의 

종류에 따른 전이병소 발생에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유의

성 평가 시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Kaplan-Meier 생존율 

곡선에서 각 군 간의 유의성 검정은 log-rank test를 시행하였으며, 

역시 유의수준은 0.05 이하로 하였다. 각 군의 림프관 형성인자

(VEGF-C/VEGFR-3)의 발현정도와 평균 생존시간의 상관관계는 

Spearman 분석을 통하여 시행하였다.

결  과

1. 구강암 세포주의 이종이식 소견

구강 편평상피세포암 세포주를 누드 마우스의 하악선에 이종이

식할 경우 종양의 발생과 진행(progression)을 평가하기 위하여 

각 세포주의 5×10
5
개의 종양세포를 각 10마리의 누드 마우스의 

하악선에 이종이식하였다. 그 결과 30마리 모두에서 종양이 발생

되었는데 종양세포를 이식한 후 육안으로 인지 가능한 종양결절이 

생기기까지 KB군의 경우 평균 약 6일이 경과되었으며, SCC4군의 

경우 평균 약 9일, SCC9군의 경우 평균 약 7일이 경과되었다. 

누드 마우스의 하악선에서 유도된 구강 편평상피세포암은 조직학

적으로 3개 세포주 모두에서 편평상피세포암의 특성이 보존되었

다(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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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 Tumor growth curve of the murine tumors, induced by the xenograft of human oral squamous cell carcinoma cells. Data
indicates mean+standard deviation (SD). (B) Body weight changes of each group. Data indicates mean+SD.

Fig. 4. Micro-positron emission to-
mography (micro-PET) computed 
tomography of each group. From 
the left panel, pictures of KB, SCC4
and SCC9. Red arrow indicate in-
duced primary tumor.

2. 유도된 종양(recapitulating orthotopic tumor)의 종양

성장곡선

각 군의 종물증식 속도는 종양의 부피로 표현한 종양성장곡선

으로 나타내었다(Fig. 3A). 각 군마다 종양이 발생된 시점이 달라 

시간의 경과에 따른 단순비교보다는 종물의 장경이 6 mm, 단경이 

4 mm에 이른 시점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인 종양부피의 비율로 

종양 성장 추이를 파악하였다. 또한 종물의 장경이 20 mm에 

이르러 실험동물이 희생되기 시작한 이후에는 더 이상 데이터를 

제시하지 않았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유도된 종양의 상대적인 

성장속도는 SCC9, KB, SCC4군의 순으로 빨랐으며, 비교 32일 

시점에서 SCC9군의 종양이 SCC4군의 종양보다 유의하게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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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Kaplan-Meier survival of mice injected with three different
OSCC cell lines. Half million KB, SCC-4, or SCC-9 cells were 
injected into the mandibular glands of nude mice. The mice were
killed when they had lost ＞20% of their preinjection body weight
or the largest diameter of the tumor exceeds 20 mm. Survival 
analysis was computed using the Kaplan-Meier method. OSCC,
oral squamous cell carcinoma.

Table 1. Tumorigenicity and the incidence of regional (lymph node) and distant (lung and liver) metastases in the murine recapitulating
orthotopic tumors of human OSCC 

Cell lines Tumorigenicity (%) Nodal metastasis (%) Lung metastasis (%) Liver metastasis (%)

KB
SCC-4
SCC-9

100
100
100

20
0

10

0
0

20

0
0
0

OSCC, oral squamous cell carcinoma.

3. 실험동물의 체중변화

실험기간 동안 실험동물의 건강 상태와 유도된 종양의 숙주에 

대한 전신적인 종양 부하(tumor burden)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

여 실험동물의 체중 변화를 측정하였다. 실험동물이 사망하기 

전까지만 체중변화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3B와 

같았다. 즉 KB군과 SCC4군에서는 몇몇 개체를 제외하고는 전반

적으로 실험동물의 체중이 증가하는 양상이 관찰되었으나, SCC9

군에서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실험동물의 체중이 전반적으로 감

소하였다. 그러나 각 군 간의 체중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었다. 

4. 실험동물에서 전이율

실험동물에서의 경부 림프절 전이율과 원격 전이율을 평가하기 

위하여 micro-PET CT 촬영과 함께 조직학적 검사를 시행하였다. 

Micro-PET CT는 실험비용을 고려하여 각 군당 2개체에서 촬영

하였는데 8개체 모두에서 전이 병소는 관찰되지 않았다(Fig. 4). 

부검(necropsy) 시 특히 체중 감소로 인하여 희생된 실험동물들

에서 경부 림프절의 크기가 정상보다 증가된 소견이 관찰되었으

나, 이는 대부분 면역관련 세포들의 침윤으로 인한 과증식

(hyperplasia)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반면에 폐전이 병소의 경우 

육안으로도 결절화된 비정상적 폐를 관찰할 수 있었다. 

Micro-PET CT 소견과 조직학적 검색 결과와 종합한 각 실험군에

서의 전이율은 Table 1과 같았다. 세포주에 따른 전이율 정도가 

차이는 유의성이 없었다(P＞0.05). 

5. 생존율(survival)

이종이식된 3종 세포주로부터 유도된 종양의 진행이 숙주의 

생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Kaplan-Meier법에[18] 

의한 생존율을 분석하였다. 결과는 Fig. 5에서와 같이 SCC4, 

KB, SCC9군의 순으로 생존기간이 길었으며, SCC9군의 경우 

평균생존기간이 40.2±10일로 KB군(평균생존기간, 85.8±18.8

일)이나 SCC4군(평균생존기간, 98.9±25.9일)보다 유의하게 생

존율이 짧았다.

6. 림프관 형성인자의 발현분포

인간 편평상피세포암 세포주에 의해 유도된 마우스 종양 조직

에서 림프관형성 관련인자들의 발현분포와 발현양상를 관찰하기 

위하여 VEGF-C, VEGFR-3, CD105, 그리고 D2-40 항체에 대한 

면역조직화학염색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실험적으로 유도된 종

물의 종양세포에서 세포주와 관계없이 VEGF-C 단백의 발현은 

미약하였으며, VEGFR-3는 간질에 존재하는 종양관련 내피세포

들에서 발현되었다(Fig. 6). LYVE-1 (lymphatic endothelial 

cell marker, green)/CD31 (endothelial cell marker, red) 

이중면역형광염색 결과 종양관련 림프관 내피세포들은 yellow로 

그 분포가 확인되었다(Fig. 7). 

7. 림프관 형성인자의 발현정도 

인간의 구강 편평상피세포암 세포주에 의해 유도된 마우스 

종양에서 림프관 형성인자의 상대적인 발현량을 평가하기 위하여 

웨스턴 블로팅을 시행한 결과 VEGF-C/VEGFR-3 모두 KB, SCC4, 

SCC9 순으로 발현량이 감소하였다. KB군에서는 VEGFR-3가 

과발현되었다(Fig. 8).

8. 림프관 형성인자의 발현량과 생존시간의 상관관계 

각 군의 림프관 형성인자의 발현정도와 평균 생존시간의 상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 실험군 중 VEGF-C/VEGFR-3의 발현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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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Immunohistochemical determination of VEGF-C, VEGFR-3, CD105 or D2-40 of submandibular tumors established with different
OSCC cell lines. Tissue sections were stained for VEGF-C, VEGFR-3, CD105 or D2-40, as described in "Material and Methods" (×200).
VEGF,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VEGFR,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receptor; OSCC, oral squamous cell carcinoma.

가장 낮은 SCC9군의 평균 생존시간이 타 실험군과 비교하여 가장 

짧았다. 또한 VEGFR-3가 과발현된 KB군의 평균 생존시간은 

실험군 중 중간 정도로 평가되었다. 통계적으로 각 실험군의 

VEGF-C/VEGFR-3의 각 발현량과 평균 생존시간의 상관관계는 

인정되지 않았다(Fig. 9). 

고  찰

구강암의 대표적인 표현형인 구강 편평상피세포암은 임상적으

로 경부 림프절 전이로 인하여 그 예후가 악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0]. 저자는 본 연구를 통하여 구강 편평상피세포암의 림프

절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종양생물학적 인자들을 규명하고, 이 

인자들의 발현정도와 종양의 성장과 전이, 그리고 개체의 생존율

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인간 구강 편평상피

세포암으로부터 확립된 수종의 세포주를 면역결핍된 마우스에 

이종이식함으로써 인간 구강 편평상피세포암의 경부 림프절 전이

가 재현된 마우스 모델을 제작하고, 암세포의 특성에 따른 실험적 

종양의 성장과 전이율, 그리고 생존율을 분석하여 림프관형성 

인자가 개체의 생존율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구강 편평상피세포암은 임상적으로 국소적 침습과 경부 림프절

로의 전이를 특징으로 한다. 암세포의 침습과 전이는 복잡한 다단

계 과정을 거치는 바 암세포의 부착, 세포 골격구조의 재배열, 

세포 이주 및 세포막의 재형성, 세포내 혈관형성, 혈류에서의 

생존, 원거리로의 침습과 전이세포의 성장에 이은 신생물의 성장

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들 각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종양생물학적 

인자들이 지금까지 규명된 바, 구강 편평상피세포암과 같은 상피

성 고형암의 경우 혈관 형성인자와 림프관 형성인자가 전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20].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내피세포 성장인자인 VEGF와 그 수용체의 림프관형성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그 발현정도와 종양의 진행에 미치는 영향

을 평가하였다. 사용된 종양세포들은 저자의 선행 연구[21]에서 

림프관 형성 촉진인자인 VEGF-C 유전자를 발현하는 것으로 입증

되어, 본 생체연구(in vivo study)에 적용하였다. 선행 연구 시, 



 Young-Wook Park: Effect of Lymphangiogenic Factors on OSCC  9

Vol. 35 No. 1, January 2013

Fig. 7. Double immunofluorescence
staining for LYVE-1 (green) and 
CD31 (red) of submandibular tumors
established with four different OSCC
cell lines. Frozen tissue sections 
were stained for LYVE-1 and CD31, as
described in "Material and Methods"
(×200). Yellow means double-stained
lymphatics.

Fig. 8. (A) VEGF-C and VEGFR-3 level in murine tumors of human OSCC cells. After protein extracts of tumor tissues were obtained, 
Western blotting was done. β-actin was used as the loading control. (B) Relative optical density (ROD) of the result of the Western 
blot analysis. VEGF,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VEGFR,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receptor; OSCC, oral squamous cell carcinoma.

세포주에서 VEGF-C mRNA가 상대적으로 과발현되었던 

YD-10B 세포의 경우 본 실험에서 종양발생능이 20%에 머물러 

생존율 등의 데이터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세포주에서의 

VEGF-C 발현정도와 생체 내에서 유도된 종양 조직에서 VEGF-C

의 상대적인 발현정도는 일치하지 않았는데, 이는 생체 내 종양 

조직에서 VEGF-C의 발현에는 다른 인자들이 관여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였다.

다음 단계로 림프관 형성인자가 종양의 성장과 전이, 그리고 

개체의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동물모델을 제작

하고자 하였다. 조절된 종양부하(tumor burden)의 부여와 인자



10  박영욱: 구강암에서 림프관 형성인자와 생존율

J Korean Assoc Maxillofac Plast Reconstr Surg 

Fig. 9. (A) VEGF-C/(B) VEGFR-3 and survival distribution of mice injected with three different oral SCC cell lines. VEGF,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VEGFR,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receptor.

발현 정도의 정량적 분석, 그리고 생존율을 빠른 시간 안에 파악하

기 위한 마우스 종양모델을 계획하였다. 저자는 인간 구강암의 

임상적 전이 양상이 재현된 구강암 동위종양 모델을 구상하였다. 

대표적인 구강암 동위종양 모델인 설암(tongue cancer) 모델의 

경우 종물의 성장에 따라 섭생의 어려움으로 실험동물이 조기에 

사망하는 문제점이 있었고, 선행연구에서[22] 적용하였던 구강저

암 모델의 경우 역시 물리적 질식사의 문제점과 함께 전이율이 

높지 않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었다. 또한 본 실험에 적용된 

세포주들의 전이능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여서 림프절 전이율을 

높이고자 저자들은 경부 림프절과 가까이 위치한 하악선에 유사 

동위종양 모델(recapitulating orthotopic tumor model) 제작

을 계획하였다.

유사 동위종양 모델이란 Park 등[23]이 2010년 학계에 보고한 

종양모델이다. 동위종양(orthotopic tumor)이란 종양세포가 기

원한 똑같은 조직이나 기관에 종양세포를 이종이식하여 유도한 

실험적 종양을 지칭한다. 피하종양 모델(subcutaneous tumor 

model)과는 대조적으로 동위종양 모델(orthotopic tumor mod-

el)의 경우 종양의 전이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고, 인간에서의 

종양의 진행과 유사한 biological setting으로 치료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 두경부암 동위종양 모델은 tongue[24], thyroid 

glands[25], parotid gland[26] 등과 같은 다양한 악성 종양에서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해당 조직이나 기관의 크기나 해부학적 

위치 등의 제한으로 동위종양 모델 제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고도의 술기를 적용하여 성공한다 하여도 동물모델 확립

의 용이성과 반복성에 위배되면 좋은 종양모델이라 할 수 없다. 

박 등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구강암 동위종양 모델 제작

에 있어 비교적 기관의 크기가 크고, 해부학적으로 심부에 위치하

지 않아 접근이 용이한 타액선을 종양세포 이종이식을 위한 목표

기관으로 제시하였다. 실제로 타액선에 종양세포를 이식한 후에

는 전이가 이루어졌으며[23], 타액선 조직 자체가 epidermal 

growth factor (EGF)를 다량 발현함으로 구강암과 같이 EGF 

신호전달계에 의존하는 상피성 고형종양의 tunorigenesis를 분

석하는 데 유용하다. 따라서 종양세포를 실험동물의 타액선에 

이종이식하여 확립한 동물모델을 유사 동위종양 모델이라 보고하

였으며, 본 실험에서도 이 개념에 근거하여 동물실험을 진행하였

다.

3종의 구강암 세포를 100% 종양발생을 기대할 수 있는 최저 

세포수로 누드 마우스의 하악선에 이종이식한 결과 종양발생능

(tumorigenicity)은 성공적이었으나, 전이율이 전반적으로 저조

하여 유의성 있는 데이터 제시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 같은 

문제점은 in vivo passage 방법 등을 통하여 보다 전이능이 강화

된 세포주[27]를 제작해야 할 추후과제를 남겼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기준에 의거한 실험동물 희생 시 많은 개체에서 경부 

림프절이 증식한 소견이 관찰되었으나, 조직학적으로 침윤되어 

증식한 세포는 종양세포가 아닌 plasma cell, histiocyte, neu-

trophil 등 면역관련 세포들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본 실험의 

관심인 림프절 전이병소는 실험군 전체적으로 3개체에서 발생되

었다. 각 군 간의 전이병소 발생률의 차이도 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림프절 전이율과 림프관 형성인자의 발현정도 간의 상관관계

도 의미를 부여할 수 없었다. 

종양성장곡선은 각 군마다 종양발생 시점의 차이가 있어 연구

방법에서 기술한 공식으로 산출한 종물의 부피가 평균 48 mm3에 

이르렀을 때를 기준으로 한 상대값을 적용하여 데이터화하였다. 

분석 결과 SCC9군의 경우 SCC4군보다 유의하게 종물이 빠르게 

증식하였는데, 희생 후 두 군 간의 종양 조직에서 림프관 형성인자

인 VEGF-C과 VEGFR-3의 발현정도는 SCC4군에서 더 높았다. 

따라서 VEGF-C 단일 경로로는 원발성 종양의 증식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론하였다. 면역조직화학염색 결과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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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과는 달리 유도된 실험종양의 종양세포에서는 림프관형성 

촉진인자인 VEGF-C 단백의 발현이 실험군 모두에서 전반적으로 

미약하였다. VEGF-C의 주 수용체인 VEGFR-3도 종양세포 자체

에서는 발현되지 않았으며, 주로 간질(stroma)에 존재하는 종양

관련 내피세포나 면역관련 세포들에서 발현되었다. 특히 KB군의 

경우 육안 소견상 내피세포에서 VEGFR-3가 타 실험군과 비교하

여 강하게 발현되었는데 이는 웨스턴 블로팅 결과와 일치하는 

소견이다. KB군의 높은 림프절 전이율은 VEGFR-3 과발현과 

연관성이 있음을 암시하였다.

발생된 종양이 숙주에 미치는 전신적인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체중변화를 분석해 보면 종물이 가장 빠르게 증식하였던 SCC9군

에서는 실험동물의 체중 감소와 함께 종양 악액질(cachexia) 현

상이 다수 개체에서 관찰된 반면, KB군과 SCC4군에서는 종양의 

증식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실험동물들의 체중 증가와 함께 자연 

성장이 지속되었다. 따라서 SCC9군에서는 본 생존율 연구의 사망

기준에 의거한 개체의 사망이, 종양세포 이종이식 시의 체중과 

비교하여 20% 이상의 체중 감소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KB

군과 SCC4군에서는 종양의 과도한 증식으로 인해 장경이 20 

mm가 초과한 시점에서 이루어졌다. 부검 후 조직학적 검색 결과 

체중 감소가 현저했던 SCC9군에서 타 실험군과 비교하여 전이병

소가 많이 발견되었다. 결과적으로 SCC9군의 경우 생존율을 평가

하여 보았을 때, 타 실험군과 비교하여 평균생존 시간이 유의하게 

짧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종양내 신생 혈관형성은 종양세포의 성장과 전이에 필수적 

요인으로 여겨지고 있다[28]. 종양관련 신생 림프관형성 역시 종

양세포의 전이에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상세한 

조절기전은 일반적으로 분명히 알려져 있지 않다. 또한 림프관 

내피세포에 특이성이 있는 표지자 역시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종양조직에서 림프관과 혈관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았

다. 그러나 최근 림프관 내피세포에 특이성이 있는 항체들이 제작

되어 종양관련 신생 림프관형성에 관한 연구에 유용하게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종양관련 혈관과 림프관을 구별하기 위하여 

림프관 내피세포 표지자로 D2-40와 LYVE-1을 적용하였으며, 

혈관 내피세포 표지자로는 CD105, 림프관과 혈관 내피세포에 

모두 반응하는 표지자로는 CD31 항체를 선택하여 유도된 종양조

직에서 신생혈관과 림프관의 형성과 분포를 관찰하였다. 

D2-40는 림프관 형성 시 림프관 내피세포의 세포표면에 발현

되는 뮤신형의 당단백인 podoplanin에 반응하는 항체이며[29], 

LYVE-1의 경우 큰 림프관보다는 림프 모세관에 더 많이 분포하는 

림프관 내피세포 세포표면 표지자이다[30]. 인체 구강암 표본을 

이용한 본 연구진의 선행실험[31]에서와는 달리 마우스 조직에서

는 CD31 이외의 항체들은 반응성이 떨어져 lymphatic vessel 

density (LVD) 결정에 어려움이 있어 림프관 형성인자의 발현정

도를 웨스턴 블로팅을 시행하여 제시하였다. 그 결과 전신 전이율

이 가장 높고, 평균 생존시간이 가장 짧은 SCC9군에서 VEGF- 

C/VEGFR-3가 가장 적게 발현되었다. 그러나 웨스턴 블로팅 결과

로는 VEGF-C/VEGFR-3의 발현 분포를 파악할 수 없다. 추후 

마우스 조직에 반응성이 강한 항체를 다시 선정하여, 종양세포의 

혈관/림프관 내로의 유입이 이루어지는 부위로 추정되는 hot 

spot[32]을 중심으로 한 LVD를 평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위의 결과들로부터 본 연구의 가설은 부정되었다. 이는 종양세

포의 증식과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은 매우 많고, 복잡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 림프관 형성인자라는 단일인자의 영향이 

절대적이지 않으며, 다른 신호전달계의 영향과 간섭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추후 림프절 전이율이 강화된 세포주를 다수 제작

한 후, 좀 더 다양한 방법론을 동원하여 림프관 형성인자의 영향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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