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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감사사사의의의 글글글

박사과정 시작에서부터 본 논문이 완성될 때까지 아낌없이 지도해 주시고 이끌
어 주신 김진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바쁘신 중에도 보다 완성된 논
문을 위해 깊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육종인 교수님 및 이은주 교수님,차인호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또한 남서울대학교 치위생학과 학과장이신 조
영식 교수님께도 귀중한 도움과 넓은 아량을 보여주신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 실험을 위해 바쁜 일정 속에서도 아낌없이 도와주신 김현실 선생님,차충민
선생님,김은정 선생님,류주경 선생님,김남희 선생님,곽영은 선생님,차소영 선
생님,전남경 선생님,지원주 선생님 이하 모든 구강병리학 교실원 분들에게 감사
드리며,엄청난 양의 unstainedslide를 만들어 주신 구강병리학교실 홍준철 선생
님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홍 선생님의 도움과 조언이 없었으면 본 논
문을 완성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그리고 남서울대학교 치위생학과에서 도와주고
있는 이수영 선생님과 김경진 선생님,함께 병리를 공부할 때 친분을 맺은 이후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순천향대학교 부속병원 해부병리학 교실 권계원
선생님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논문 작성중인 둘째 딸을 위해 항상 걱정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아버님과
어머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해 드리며,처제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생각해주고 조
언해 주는 형부와 언니,의기소침할 때면 기운을 잃지 않게 해주는 동생에게도 고
마운 말을 전합니다.그리고 보석 같은 두 조카에게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전해 주고 싶습니다.

저의 가장 좋은 조력자이며 항상 바쁜 아내에게 격려와 질책의 말을 잊지 않는
남편 안재열 고르넬리오에게 사랑과 감사의 말을 전하며,엄마의 부재의 시간을
꿋꿋히 견뎌주며 엄마에게 미소를 잃지 않는 사랑스러운 두 아이,안나영과 안상
진이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며 주님의 은총이 항상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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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국문요약국문요약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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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상처 치유 기전에 작용하는 인자들의 발현과 증식능을 통하여 자
극성 섬유종의 발생 기전을 규명하기 위하여 2001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구강병리학 교실에서 진단된 자극성 섬유종 88예와 정상
구강 점막 9예의 면역조직화학적 염색 결과를 비교하였다.세포의 증식능
(PCNA)과 TGF-β1,EGFR,MMP-1,TIMP-1에 대한 항체를 이용한 면역조
직화학적 검색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11...PCNA의 면역조직화학염색 결과,정상 구강 점막과 자극성 섬유종의 상
피 PCNA 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결합 조직의 경우 정상
구강 점막의 PCNA 지수(3.94)에 비해 자극성 섬유종 종괴내 섬유아세포의
PCNA 지수(13.09)가 높게 나타나 자극성 섬유종 종괴내 섬유아세포의 증식
능력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p<0.05).

222...TGF-β1의 면역조직화학염색 결과,정상 조직의 경우 TGF-β1이 각화
층을 제외한 전층에 발현되었고(77.8%),자극성 섬유종의 경우 발현이 안되거
나,부분적인 발현이 나타났으나(58.4%)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반
면 결합 조직에서는 정상 구강 점막은 70% 이상 발현되는 경우가 11.1%였으
나 자극성 섬유종 경우는 58.4%로서 자극성 섬유종 종괴내 섬유아세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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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GF-β1발현이 증가하였다(p<0.05).

333...EGFR의 면역조직화학염색 결과,정상 구강 점막 상피에서는 88.9%에서
기저층에 한정되어 EGFR의 발현을 보였으나 자극성 섬유종의 경우는 각화층
을 제외한 전층에 EGFR발현을 보인 경우가 52.5%로서,정상 구강 점막에 비
교하여 자극성 섬유종 군의 상피에서 EGFR의 발현이 증가하였다(p<0.05).

444...MMP-1의 면역조직화학염색 결과 정상 구강 점막과 비교하여 자극성 섬
유종 군의 상피,결합 조직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성 반응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555...TIMP-1의 면역조직화학염색 결과 정상 구강 점막의 결합 조직은 30%
이하에서 양성 발현을 보인 경우가 55.6%였으나 자극성 섬유종 종괴내 섬유아
세포는 73.5%에서 70% 이상의 양성 발현율을 보여 자극성 섬유종 종괴내 섬
유아세포의 양성 발현의 증가를 보였다(p<0.05).

이상의 연구 결과 자극성 섬유종의 발생 과정은 상처 치유 기전에서 작용하
는 인자 중 TGF-β1,EGFR과 TIMP-1의 발현 증가와 섬유아세포의 증식능
증가가 자극성 섬유종 형성 과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핵심 되는 말:자극성 섬유종,상처 치유 기전,PCNA,TGF-β1,EGFR,
MMP-1,TIM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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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성 자극성 자극성 자극성 섬유종에서 섬유종에서 섬유종에서 섬유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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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김  김  김  김  진진진진>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유 유 유 유 미 미 미 미 현현현현

ⅠⅠⅠⅠ. . . . 서 서 서 서 론론론론

구강에서 발생하는 자극성 섬유종은 구강 내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흔한 증
식성 질환 중 하나이다.발생 원인은 교합력,잘 맞지 않는 의치,치석 등에
의한 지속적인 자극,협점막과 입술 등을 지속적으로 깨무는 행위 등이며,이
에 의하여 상피 하부 결체 조직의 증식이 초래되는 병소이다.자극성 섬유종
은 성인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고 치은,입술,협점막,혀의 가장 자리,교합
면 연조직 등 흔히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서 주로 발생한다.임상적 소
견은 정상 색깔의 매끈한 점막 표면과 함께 반구형 모양의 양상을 나타낸다.
구강 내 발생하는 자극성 섬유종의 크기는 2㎜에서 수 ㎝ 정도로,평균 1㎝의
크기로서 절제가 쉬우며 치료시 재발은 흔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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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구강내 섬유종은 진성 종양인지는 의문시되며,대부분 단순한 자극에
의한 반응성 질환으로 여겨진다.1-3 자극성 섬유종은 만성 자극에 대해 섬유
아세포와 교원질(collagen)성 산물의 과증식을 나타내어 형성된 병소로 생각된
다.1-2

구강 점막에 만성적인 자극이나 외상이 가해졌을 경우 점막 상피에서 가장
먼저 자극을 받아들이게 된다.이러한 자극에 대한 신호가 기저막을 거쳐 상
피 하부 결체 조직으로 전달되면 상처 치유 기전이 일어나 세포의 반응과 세
포 기질의 반응,이를 조절하는 인자들의 작용 등에 의하여 정상적인 조직으
로 복구된다.연조직에 외상을 받았을 경우 혈관계 반응이 가장 먼저 일어나
고,염증성 세포들인 호중구,단핵구 세포,림프구,대식 세포들의 유주,혈관
증대 등에 이어 상처 부위의 상피 세포화와 육아 조직의 형성이 일어난다.육
아 조직에서는 섬유아세포의 수가 증가하고,섬유아세포는 세포 밖의 교원질
과 procollagen 합성에 능동적인 역할을 한다.섬유아세포는 파이브로넥틴
(fibronectin),글라이코스아미노글라이칸(glucosaminoglycan),교원질,탄력 섬
유(elasticfiber)등의 결체 조직 성분을 다량으로 형성한다.교원질은 상처가
생긴 이후 4～5주 동안 계속 생산량이 증가하며,제 Ⅰ,Ⅲ,Ⅳ 형 교원질 등
이 시기별로 다른 비율로 생산된다.세포외기질들은 상처 치유 기전이 진행됨
에 따라 용해되고 재구성되어 정상적인 연조직 점막을 형성하는 과정을 거친
다.이 과정에서 정교한 세포간 반응과 세포 활동 조절,PDGF(platelet
derivedgrowthfactor),TGF(transforminggrowthfactor)-β,EGF(epidermal
growth factor), bFGF(basic fibroblast growth factor), VEGF(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TNF(tumor necrosis factor)-α, 인터루킨
(interleukin),프로스타글란딘(prostaglandin)등의 cytokine과 교원질 분해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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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collagenase),엘라스틴 분해 효소(elastase),TIMP(tissue inhibitor of
metalloproteinase)등 기질 조절 인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Fig1).1,4- 10

FFFiiiggg111...Pathwayfornormalandchronicwounds.Adaptedfrom Armstrong
etal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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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 치유 기전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경우 chronicwoundhealing,
proliferativescar,keloid,submucosalfibrosis,gingivalovergrowth,palmar
fibromatosis등의 질환이 일어날 수 있다.11-15이들 질환은 상처 치유 기전에
서 TGF-β,EGF,MMP와 TIMP등의 균형 이상에 의해 일어난다고 보고되었
다.16-17TGF-β는 상처내 세포외기질 합성을 촉진하고 MMP의 합성을 억제하
며 TIMP의 합성을 촉진하여 상처 치유 기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18점막
상피의 변화에 관여한다.EGF는 상피 세포의 이동과 상처 부위의 재상피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섬유아세포의 교원질 합성과 재구성 과정에서는 MMP
와 TIMP가 작용하여 육아 조직을 정상 조직으로 복구시킨다.7자극성 섬유종
은 진성 종양이라기보다는 만성 자극에 의한 반응으로서 나타나는 반흔 조직
을 닮은 교원질의 광범위한 합성으로 인한 병소이다.2그러나 이들 질환에서
세포의 증식 능력,TGF-β,EGF,MMP와 TIMP등의 인자를 체계적으로 연
구하여 질환의 발생 기전을 규명한 논문은 거의 없고 대부분 단편적으로 1～2
종류의 인자들만 연구하였을 뿐이다.따라서 상처 치유 기전에서 작용하는 인
자 중 TGF-β,EGFR,MMP-1와 TIMP-1의 분비 변화 양상과 세포 증식능
을 관찰함으로서 자극성 섬유종의 병인론 중 발생 과정에서 이들 인자가 기여
하는 정도와 상호 연관 관계를 상처 치유 기전과 연관지어 체계적으로 연구하
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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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Ⅱ. . . . 연구 연구 연구 연구 대상 대상 대상 대상 및 및 및 및 방법방법방법방법

111...연연연구구구 대대대상상상

가.정상 구강 점막
정상 구강 점막의 연구 대상으로는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부속 병원에 내원

한 성인 남녀로서 흡연의 기왕력이 없으며 다른 구강 점막 병소가 없는 정상
성인의 구강점막을 채취하였다.정상 구강 점막으로 사용한 연구 대상은 총 9
예였다.

나.자극성 섬유종
2001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구강병리학 교실에서

자극성 섬유종으로 진단된 예를 대상으로 하였다.자극성 섬유종의 진단 기준
은 피개 상피는 정상이거나 위축성을 보이며 경우에 따라 경도의 과각화증이
나타나고 염증 반응이 다양한 정도 동반되어 있었으나 이 연구에서는 염증 세
포에 의한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염증 세포의 군집성 침윤이 있는 경우는 모
두 제외하였다.피개 상피 하방 결합 조직은 반흔 모양의 성숙 교원질로 구성
되어 있는 치밀한 섬유성 결합 조직으로 이루어진 종괴를 형성한 경우를 대상
으로 하였다.연구에 사용한 자극성 섬유종은 총 88예로서,조직 보관 상태가
양호하며 H/E(hematoxylinandeosin)슬라이드의 검색이 가능한 예를 대상
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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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연연연구구구 방방방법법법

가.조직학적 검토

H/E슬라이드를 검경하여 자극성 섬유종의 조직학적 양상을 관찰하였다.

나.H/E염색과 면역조직화학적 염색

조직학적 관찰을 위해 생검된 정상 성인의 조직과 자극성 섬유종 환자의 조
직을 10% 중성 포르말린(덕산 약품,경기도,대한민국)에 24시간 고정하고 증
류수에 20분 세척하였다.이후 에틸 알코올(ethylalcohol,덕산 약품,경기도,
대한민국)으로 탈수하고 xylene(덕산 약품,경기도,대한민국)으로 세척하여
파라핀으로 포매한 후 3㎛의 박절 표본을 제작하였다.이 박절 표본을 탈파라
핀화 과정과 에틸알코올 함수 과정,수세 과정을 거쳐 H/E염색을 시행하였
다.
면역조직화학염색을 시행하기 위해 상기의 파라핀 포매 블록에서 박절 표본

을 만들어 30분간 xylene용액에 담가 파라핀을 제거하고 100%,90%,70%
에틸알코올에 순차적으로 함수하였다.3% H2O2용액으로 10분간 endogenous
peroxidase를 제거한 후,EGFR(1:50,BioGenex,SanRamon,CA,USA)항체
와 TGF-β1(1:50,SantaCruzBiotechnology,SantaCruz,CA,USA)항체를
사용한 염색 시행시는 0.4% trypsin용액으로 20분간 효소 처리하여 항원을
노출시켰다.이후 horse serum(Vectastain® kit,Vector,Burlingame,CA,
USA)에 30분간 반응시킨 후 PCNA(1:100,Oncogene,SanDiego,CA,USA),
TGF-β1, EGFR, MMP-1(1:100, Oncogene, San Diego, CA,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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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P-1(1:50,Neomarkers,Fremont,CA,USA)을 일차 항체로 사용하여 각
각 avidin-biotin 방법으로 면역조직화학염색을 시행하였다.각 단계마다
phosphatebuffered saline(PBS)으로 씻어냈고,DAB(3,3'-diamonobenzidine,
DAB kit, Vector, Burlingame, CA, USA)로 발색한 다음 Mayer's
hematoxylin으로 대조 염색하고 광학 현미경(Olympus,BH-2,Tokyo,Japan)
으로 관찰하였다.음성 대조군으로는 일차 항체 대신 PBS를 반응시켰으며,양
성 대조군으로는 PCNA에서는 구강 편평세포암종,TGF-β1,EGFR과 MMP-1
은 임신 3기의 태반 조직,TIMP-1은 유방암 조직을 사용하여 함께 염색한
후 비교 관찰하였다.
염색 후 각 슬라이드당 상피 5부위,결합 조직 5부위를 임의로 선정하여

digitalcamera가 부착된 연구용 현미경(Olympus,VANOX-S,Tokyo,Japan)
을 사용하여 200배율로 사진 촬영하였다.
선정된 부위에서 상피 지수 =(양성 상피 세포수/모든 상피 세포수)×100,

결합 조직 지수 =(양성 섬유모세포수/모든 섬유모세포수)×100의 공식에 의하
여 정상 구강 조직과 자극성 섬유종에서 각각 양성 지수를 산출하였다.

다.통계 처리

SASsystem을 이용하여 PCNA,TGF-β1,EGFR,MMP-1,TIMP-1의 수
치를 상피 부위 지수,결합 조직 지수의 항목으로 나누어 독립 변수로 지정한
후 정상 구강 점막과 자극성 섬유종의 수치를 Kruskal-Wallistest로 평가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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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Ⅲ. . . . 연구 연구 연구 연구 결과결과결과결과

111...자자자극극극성성성 섬섬섬유유유종종종의의의 조조조직직직학학학적적적 양양양상상상

자극성 섬유종을 조직학적으로 관찰하는 기준으로는 상피 증식 유무와 자극
성 섬유종을 형성하고 있는 섬유아세포의 증식 양상과 교원질 섬유와의 배열
관계 등을 관찰하였다.
자극성 섬유종의 피개 상피는 42예에서는 reteridgeelongation이 관찰되지

않았고 위축되어 있었으며 결합 조직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세포 충실도를 보
이는 섬유아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사이사이에 호산성으로 염색되는 굵은 교원
질 섬유 다발이 관찰되었다.섬유아세포의 조직학적 특징은 단형의 핵을 보이
며 잘 분화된 방추형의 세포로서 이형성이나 세포 분열 등을 관찰할 수 없었
다(Fig2-a,b).종괴를 피개하는 상피에서는 46예에서 상피 증식을 보였다.

222...면면면역역역조조조직직직화화화학학학 염염염색색색 결결결과과과

가가가...PPPCCCNNNAAA 염염염색색색 결결결과과과

⑴ 정상 구강 점막
정상 대조군으로 사용된 구강 점막 상피에서는 기저층과 유극층 하방 소수

세포에서만 약한 양성 반응을 보였다(Fig3-a).상피 하부 결합 조직에서는
소수의 세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Fig3-b).양성 대조군으로 사용한 구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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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평세포암종 세포는 PCNA에 강양성 반응을 보였고,일차 항체 대신 PBS를
반응시킨 음성 대조군에서는 모두 염색되지 않았다.
상피 부위의 PCNA 지수는 4.04였고,결합 조직 부위의 PCNA 지수는 4.00

였다(Table1).

⑵ 자극성 섬유종
자극성 섬유종의 피개 상피에서는 기저층과 유극층 하방 세포에 양성 염색

되는 소견을 보였고 자극성 섬유종 종괴 내에서는 교원질 섬유 다발 사이사이
로 존재하는 섬유아세포에서 PCNA 양성 발현을 보였다(Fig3-c,d).

aaa bbb

FFFiiiggg222...Histologicalfindingofirritationfibroma
a:Overview ofirritationfibroma(H/E,×10)
b :Overlying epithelium andcollagen bundlesofirritation fibroma(H/E,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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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피 부위 PCNA 지수는 3.94였고,자극성 섬유종 종괴 부위의 PCNA 지수
는 13.09였다(Table1).
정상 구강 점막의 상피 지수와 자극성 섬유종의 상피 지수를

Kruskal-Wallistest로 검정한 결과 두 군간 상피 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정상 구강 점막과 자극성 섬유종의 결합 조직 지수는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TTTaaabbbllleee111...ComparisonofexpressionPCNA betweennormaloralmucosa
andirritationfibroma

*:p<0.05byKruskal-Wallistest

Normal oral mucosa Irritation Fibroma

Epithelium Connective tissue Epithelium Connective tissue

PCNA  

index
4.04±0.03 4.00±0.07* 3.94±0.03 13.09±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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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bbb

ccc ddd

FFFiiiggg333...ImmunohistochemicalstainingofPCNA expression
a:Normaloralmucosa-Positiveepithelialcells(arrow)inthebasaland

parabasalcelllayers.(PCNA,×200)
b:Normaloralmucosa-A few positivestainingfibroblasts(arrow)were

scattered.(PCNA,×200)
c:Irritationfibroma-Positivestainingepithelialcells(arrow)inthebasal

andparabasalcelllayer.(PCNA,×200)
d:Irritationfibroma-MostfibroblastsshowedPCNA positivereactions.

(PCNA,×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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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TTTGGGFFF---ββββ111염염염색색색 결결결과과과

⑴ 정상 구강 점막

정상 대조군으로 사용된 구강 점막 상피에서는 상피 전층에 걸친 양성 반응
을 보였다(Fig4-a).상피 하부 결합 조직에서는 소수의 세포에서만 양성 반
응을 보였다(Fig4-b).양성 대조군으로 사용한 임신 3기의 태반 조직에서는
태반의 융모를 둘러싸는 영양막 세포에 TGF-β1의 강양성 반응을 보였고,일
차 항체 대신 PBS를 반응시킨 음성 대조군에서는 모두 염색되지 않았다.
상피 부위에서는 과립층과 유극층에서만 국소적으로 양성 반응을 보이는 경

우가 전체 정상 점막 개수 중 22.2%이었고,각화층을 제외한 상피 전층에서
양성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전체 정상 점막 중 77.8%를 보였다(Table2).
결합 조직에서는 양성 반응을 보이는 섬유아세포 수가 전체의 30% 미만인

경우가 66.7%,30～70%인 경우가 22.2%,70% 이상의 양성 반응을 보이는 경
우가 11.1%였다(Table2).

⑵ 자극성 섬유종

자극성 섬유종의 피개 상피에서는 상피 위축을 보이는 경우에서는 기저층과
유극층,과립층에서 TGF-β1이 강양성으로 염색되는 소견을 보였으며(Fig
4-d),상피 증식을 보이는 경우는 유극층과 과립층에서만 간헐적인 양성 반응
을 보였다(Fig4-c).자극성 섬유종 종괴 내에서는 섬유아세포와 대식 세포,
혈관 내피 세포에서 TGF-β1이 강양성으로 염색되었다(Fig4-e).
상피 부위에서는 염색되지 않은 경우가 10.4%,과립층과 유극층에서만 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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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양성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전체 중 48.0%였고,각화층을 제외한 상피
전층에서 양성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전체 자극성 섬유종 중 40.3%로서 정상
구강 점막보다 자극성 섬유종 상피의 TGF-β1발현이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2).
결합 조직에서는 양성 반응을 보이는 섬유아세포 수가 전체의 30% 미만인

경우가 31.2%,30～70%인 경우가 10.4%,70% 이상의 양성 반응을 보이는 경
우가 58.4%를 보였다.정상 구강 점막보다 자극성 섬유종 결합 조직의 TGF-
β1발현이 증가하였다(p<0.05)(Table2).

TTTaaabbbllleee222...ComparisonofTGF-β1expressionbetweennormaloralmucosa
andirritationfibroma

Normal oral mucosa Irritation Fibroma

Epithelium

No stain 0.0% 10.4%

Granular + prickle cell 

layer(focal)
22.2% 48.0%

All layer except

 keratinized layer
77.8% 40.3%

Connective 

tissue

< 30% 66.7% 31.2%

30 ~ 70% 22.2% 10.4%

> 70% 11.1% 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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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bbb

ccc ddd

eee

FFFiiiggg444...ImmunohistochemicalstainingofTGF-β1expression
a:Normaloralmucosa- Positivestaining in theentirelayerexcept

keratinizedlayer.(TGF-β1,×100)
b:Normaloralmucosa-Focalpositivestainingofthefibroblasts.(TG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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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1,×100)
c:Irritation fibroma - Positivestaining oftheepithelialcellsin the

prickleandthegranularcelllayerinthecaseshowingproliferative
epithelium.(TGF-β1,×100)

d:Irritationfibroma-Positivestainingoftheepithelialcellsintheall
layers exceptthe keratinized layer in the case showing atropic
epithelium.(TGF-β1,×100)

e:Irritationfibroma-Positivestainingofthefibroblastsintheirritation
fibroma.(TGF-β1,×100)

다다다...EEEGGGFFFRRR염염염색색색 결결결과과과

⑴ 정상 구강 점막
정상 대조군으로 사용된 구강 점막 상피에서는 기저층과 유극층 하방 소수
세포에서만 약양성 반응을 보였다(Fig5-a).상피 하부 결합 조직에서는 양성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양성 대조군으로 사용한 임신 3기의 태반 조직에서는
태반의 융모를 둘러싸는 영양막 세포에 EGFR의 강양성 반응을 보였고,일차
항체 대신 PBS를 반응시킨 음성 대조군에서는 모두 염색되지 않았다.
상피 부위에서 기저층에서만 양성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88.9%,기저층과

유극층 하방 ⅓에서 양성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11.1%이었다(Tabl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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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자극성 섬유종

자극성 섬유종의 피개 상피에서는 기저층과 유극층 상방에 이르기까지
EGFR이 강양성으로 염색되는 소견을 보여주어(Fig5-b)자극성 섬유종에서
EGFR 발현이 증가하였다(p<0.05).상피 하부 결합 조직에서는 양성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상피 부위에서 기저층에서만 양성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2.0%,기저층과 유

극층 하방 ⅓에서 양성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7.0%,기저층과 유극층 ½에서
양성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39.3%,기저층과 유극층 상방 ⅓에서 양성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52.5%로 나타나 정상 구강 점막 상피보다 양성 발현이 증가하
였다(p<0.05)(Table3).

TTTaaabbbllleee333...Comparison ofEGFR expression between normaloralmucosa
andirritationfibroma

Normal oral mucosa Irritation Fibroma 

Epithelium Epithelium

Basal 

cell 

layer

Prickle cell layer Basal 

cell 

layer

Prickle cell layer

Lower ⅓ Middle ⅓ Upper  ⅓ Lower ⅓ Middle ⅓ Upper  ⅓

88.9% 11.1% 0.0% 0.0% 2.0% 7.0% 39.3%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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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bbb

FFFiiiggg555...ImmunohistochemicalstainingofEGFRexpression
a:Normaloralmucosa-Positivestainingoftheepithelialcellsinthe

basallayer.(EGFR,×100)
b:Irritationfibroma-Positivestainingoftheepithelialcellsinthebasal

celllayerandthepricklecelllayer.(EGFR,×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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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라...MMMMMMPPP---111염염염색색색 결결결과과과

⑴ 정상 구강 점막

정상 대조군으로 사용된 구강 점막 상피에서는 기저층을 제외한 상피 유극층
과 과립층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Fig6-a).상피 하부 결합 조직의 세포들
은 섬유아세포,염증 세포,혈관 조직 등 거의 모든 세포들이 MMP-1의 양성
반응을 보였다(Fig6-b).양성 대조군으로 사용한 임신 3기의 태반 조직에서
는 태반의 융모를 둘러싸는 영양막 세포에 MMP-1의 강양성 반응을 보였고,
일차 항체 대신 PBS를 반응시킨 음성 대조군에서는 모두 염색되지 않았다.

⑵ 자극성 섬유종
자극성 섬유종의 피개 상피에서는 기저층과 유극층 1/2에 이르기까지
MMP-1이 양성으로 염색되는 소견을 보였고(Fig6-c)자극성 섬유종 종괴 내
에서도 섬유아세포,종괴내 혈관,염증 세포 등 종괴내 존재하는 거의 모든 세
포들이 MMP-1의 강양성 반응을 보였다(Fig6-d).정상 대조군과 자극성 섬
유종을 비교할 때 상피 조직이나 결합 조직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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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bbb

ccc ddd

FFFiiiggg666...ImmunohistochemicalstainingofMMP-1expression
a: Normaloralmucosa-Positivestainingoftheepithelialcellsinthe

entirelayersexceptthekeratinizedlayer.(MMP-1,×200)
b:Normaloralmucosa-Diffusepositivestaininginthefibroblastsand

endothelialcells.(MMP-1,×200)
c:Irritation fibroma - Positivestaining oftheepithelialcellsin the

prickleandthebasalcelllayer.(MMP-1,×200)
d :Irritation fibroma- Diffusepositivestaining in thefibroblastsand

endothelialcellsofirritationfibroma.(MMP-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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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마...TTTIIIMMMPPP---111염염염색색색 결결결과과과

⑴ 정상 구강 점막

정상 대조군으로 사용된 구강 점막 상피에서는 상피 전층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Fig7-a).상피 하부 결합 조직에서는 소수 섬유아세포,혈관 조직,침
윤한 염증세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Fig7-b).양성 대조군으로 사용한 유
방암 조직에서는 암종 세포에서 TIMP-1의 강양성 반응을 보였고,일차 항체
대신 PBS를 반응시킨 음성 대조군에서는 모두 염색되지 않았다.
상피 부위에서는 기저층에서만 양성 반응을 보이는 경우는 없었으며,기저

층과 유극층에서 양성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77.8%,각화층을 제외한 상피 전
층에서 양성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전체 정상 점막 중 22.2%였다(Table4).
결합 조직에서는 양성 반응을 보이는 섬유아세포 수가 전체의 30% 미만인

경우가 55.6%,30～70%인 경우가 33.3%,70% 이상의 양성 반응을 보이는 경
우가 11.1%였다(Table4).

⑵ 자극성 섬유종

자극성 섬유종의 피개 상피에서는 각화층을 제외한 상피 전층에서 TIMP-1
이 강양성으로 염색되는 소견을 보였고 일부는 기저층과 유극층에만 양성 반
응을 보였다(Fig7-c).자극성 섬유종 종괴 내에서는 섬유아세포,종괴내 혈
관,염증 세포 등 종괴내 존재하는 거의 모든 세포들이 TIMP-1의 강양성 반
응을 보였다(Fig7-d).
상피 부위에서 기저층에서만 양성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5.9%,기저층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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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층에서 양성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35.3%였고,각화층을 제외한 상피 전층
에서 양성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전체 자극성 섬유종 중 58.8%였으나 자극성
섬유종 상피의 TIMP-1발현을 정상 구강 점막군과 비교할 때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4).
결합 조직에서는 양성 반응을 보이는 섬유아세포 수가 전체의 30% 미만인

경우가 16.2%,30～70%인 경우가 10.3%,70% 이상의 양성 반응을 보이는 경
우가 73.5%를 보여 정상 구강 점막군보다 자극성 섬유종의 TIMP-1발현이
증가하였다(p<0.05)(Table4).

TTTaaabbbllleee444...ComparisonofTIMP-1expressionbetweennormaloralmucosa
andirritationfibroma

Normal oral mucosa Irritation Fibroma 

Epithelium

Basal cell layer 0.0% 5.9%

Prickle cell layer 77.8% 35.3%

All layers except

 keratinized layer
22.2% 58.8%

Connective 

tissue

< 30% 55.6% 16.2%

30 ~ 70% 33.3% 10.3%

> 70% 11.1% 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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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bbb

ccc ddd

FFFiiiggg777...ImmunohistochemicalstainingofTIMP-1expression
a:Normalmucosa-Positivestainingoftheepithelialcellsintheentire

layers.(TIMP-1,×100)
b:Normalmucosa-Focalpositivestaininginthefibroblasts.(TIMP-1,

×200)
c:Irritation fibroma - Positivestaining oftheepithelialcellsin the

prickleandbasalcelllayers.(TIMP-1,×200)
d :Irritation fibroma - Positive staining ofmostfibroblasts in the

irritationfibroma.(TIMP-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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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Ⅳ. . . . 총괄 총괄 총괄 총괄 및 및 및 및 고찰고찰고찰고찰

자극성 섬유종은 구강내 진성 종양인지 또는 자극성 반응에 의하여 일어나
는 반응성 종괴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어왔다.1-3진성 종양은 종양
형성 원인에 의하여 세포의 변화를 나타내어 끊임없이 증식하고 정상 조직과
상이한 종괴를 형성한다.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끊임없이 증식하며 정상과 다른 종양 세포를 형성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인
특징을 나타낸다.1-2그러나 자극성 섬유종의 경우는 어느 정도 성장하면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임상적으로도 자극이 사라지면 크기가 약간 줄어드는 양
상을 볼 수 있다.자극성 섬유종은 반응성 병소로 생각되나 그 발생 기전에
대한 연구는 이제까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본 연구에서는 자극성 섬유종의
발생기전을 구강 점막에 만성 자극이 가해질 경우 일어나는 상처 치유 기전과
연관지어 연구하였다.

결합 조직 상처 치유 기전에서는 섬유아세포 증식,교원질의 합성과 촉진하
는 TGF-β1이 치유 과정을 증진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상처받은 조직
에 TGF-β를 투여하면 골과 조직 치유 과정이 증진된다.19또한 섬유아세포의
증식과 교원질,파이브로넥틴,탄력 섬유,TIMP의 합성을 촉진하며 교원질 분
해 효소 생산을 억제한다.또 제 Ⅰ,Ⅲ,Ⅵ,Ⅹ형 교원질의 합성과 성숙 과정
에서도 TGF-β1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20-22 켈로이드
(keloid)나 과다한 흉터(hypertropicscar)를 형성하는 경우에 있어서 진피 섬
유아세포의 TGF-β의 농도가 정상 진피의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으
며 섬유아세포내 TGF-β1가 증가하는 경우 procollagen제 1형 mRNA 농도
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또한 유전적 치은 섬유증(heredi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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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ngival fibromatosis)이나 약물성 치은 과증식(drug-induced gingival
hyperplasia)의 경우에서도 TGF-β 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3-28

본 연구에서도 정상 구강 점막에 비해 자극성 섬유종의 종괴 내 존재하는 섬
유아세포의 양성 반응이 증가된 소견을 보였다.따라서 TGF-β1은 섬유아세포
를 자극하여 교원질을 다량 합성하며 자극성 섬유종 종괴 형성 과정에서
TGF-β1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TGF-β1의 면역조직화학적 염색 결과 정상 구강 점막 상피에서는 상피 전
층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상피 하부 결합 조직에서는 소수의 섬유아세포에
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자극성 섬유종의 피개 상피에서는 상피가 위축된 경
우와 증식된 경우 다른 발현 양상을 보였다.상피가 위축된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과립층까지 강양성 반응을 보였고,상피 증식상을 보이는 경우는 과립층
과 유극층에 국소적으로 양성 반응을 보였다.종괴내 섬유아세포는 대부분의
세포들이 양성 반응을 보였으며,교원질 섬유 다발 사이사이의 혈관에도 양성
반응을 보였다.TGF-β는 각화 상피세포에서는 세포 주기 중 G1에서 S단계
로의 이행 과정에서 세포 주기를 정지시켜 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
낸다.29-33그러나 결합 조직에서는 섬유아세포 증식과 교원질 합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Karatsaidis는 구강 편평태선에서 TGF-β/Smad경로가 억제될
경우 상피층의 과증식이 일어남을 보고하였다.34-37자극성 섬유종 종괴 내의
섬유아세포는 정상 구강 점막과는 달리 대부분 양성 반응을 보여 TGF-β1이
섬유아세포에 autocrineeffect를 나타내어 자극성 섬유종이 일어나는 주요 기
점으로 생각되었다.정상 대조군의 하부 결합 조직과 자극성 섬유종 종괴 내
섬유아세포의 PCNA 지수를 비교할 경우 자극성 섬유종 종괴 내 섬유아세포
의 PCNA 지수의 뚜렷한 증가 현상을 나타냈다.이는 교원질 합성 능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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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섬유아세포의 왕성한 세포 분열 능력을 반영하는 것으로서,과다한 교원질
합성을 일으키는 피부 질환인 palmarandplantarfibromatosis와 malignant
solitaryfibroustumor등의 질환에서도 PCNA/Ki-67지수가 증가하는 것이
보고되었다.23,38-40자극성 섬유종 내 섬유아세포의 PCNA 지수는 13.09로 정
상 구강 점막(4.00)보다 증가하였다.Andrade는 유전적 치은 섬유증에서
TGF-β1를 억제하였을 때 섬유아세포의 PCNA 지수가 감소함을 보고하였
다.23본 연구 결과의 자극성 섬유종 종괴내 섬유아세포의 PCNA 지수 증가와
TGF-β1의 양성 소견 증가 일치는 TGF-β1의 섬유아세포 증식 효과를 보고한
다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생각된다.상처 치유 기전에서 분비된
TGF-β1은 섬유아세포를 자극하여 증식을 유도하며 증식한 섬유아세포에서
분비된 TGF-β1은 autocrine/paracrineeffect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EGFR의 면역조직화학염색 결과 정상 구강 점막의 상피 조직에서는 기저층
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으며,유극층 하방 1/3에 염색되는 세포들은 약양성 반
응을 나타내었다.자극성 섬유종에서는 피개 상피에서 EGFR이 유극층 상방
까지 강양성의 발현을 보였으며,이러한 EGFR의 발현 증가는 만성 자극에
의한 반응성 작용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된다.분비된 EGFR은 상피 세포
근처의 제한된 부위에 축적되고,축적된 EGF근처에는 EGFR에 양성인 상피
세포가 항상 존재한다고 보고되며,41 구강 점막에서 손상을 입을 경우
keratinocyte가 TGF-α를 발현한다고 알려져 있다.42또한 EGFR의 발현은 염
증이 있는 조직이나 과증식 조직에서도 양성 반응을 보인다.Rotaru등의 연
구42에서는 자극성 섬유종의 점막 상피에서 TGF-α이 발현 증가함을 보고하였
는데,이러한 TGF-α는 인접 비증식 세포에 paracrineeffect를 나타내어 인접
상피층과 섬유아세포의 자극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구강 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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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점막 상피는 기저층에서 EGFR을 발현하며 EGFR은 상피 억제 효과를 보
이는 TGF-β1과의 균형을 이루어 상피의 증식을 조절하며 과다한 상피의 증
식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한다.43-51 자극성 섬유종의 피개 상피의
TGF-β1발현은 감소하였으나 EGFR발현은 증가하였다.그러나 자극성 섬유
종을 피개하고 있는 상피 조직을 정상 구강 점막 상피와 비교하였을 때 심한
acanthosis나 과각화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또 정상 구강 점막 상피와 비교하
였을 때 PCNA 지수도 통계학적으로 유의할 만한 차이가 없었다.따라서 자
극성 섬유종의 경우 만성 자극에 의하여 EGFR 발현이 증가하나,증가한
EGFR은 상피층의 증식 유발 효과보다는 인접 섬유아세포에 paracrineeffect
를 나타내어 세포 증식을 유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MMP-1의 면역조직화학염색 결과 본 연구에서는 자극성 섬유종의 피개
상피에서는 기저층과 유극층 상방 1/2부위에 양성 반응을 나타내었고,종괴
내 대부분의 섬유아세포가 강양성 반응을 보였다.Woessner와 Nagase등에
의하면 MMP-1은 피부의 suprabasallayer에서 과발현되는 경우 극세포증,과
각화증(hyperkeratosis),상피 증식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다52.정상 대
조군과 자극성 섬유종 종괴 내 섬유아세포의 양성 염색 빈도를 비교하여 볼
때 양성 반응을 보이는 숫자는 거의 비슷하였으나(datanotshown),자극성
섬유종 종괴 내 섬유아세포의 염색 강도에 있어서 매우 강한 반응을 나타내어
자극성 섬유종 내 MMP-1의 합성 빈도가 매우 높음을 보여주었다.

TIMP-1의 면역조직화학염색 결과를 보면 정상 구강 점막에서는 상피층에
서는 상피 전층에 양성 반응을 보였고 상피 하부 결합 조직에서는 섬유아세
포,혈관 조직,침윤한 염증 세포에 양성 반응을 보였다.자극성 섬유종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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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개 상피 부위에서는 각화층을 제외한 상피 전층에 양성 반응을 보였고 섬유
종 종괴 내에서는 섬유아세포에 강양성 반응을 보였다.자극성 섬유종의 경우
구강 점막에 가해지는 자극에 의해 섬유아세포의 기능이 활발해져 교원질 합
성량이 증가하고,합성량 증가에 따라 이를 분해하는 MMP의 합성량도 또한
증가하며,이에 따라 TIMP-1도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또한 구강
내 만성 자극이 가해지고 이에 따른 상처 치유 과정에서 섬유아세포의 증식과
교원질 성숙이 일어나지만,MMP에 의하여 결합 조직의 remodeling이 일어나
는 시점에서 cytokine간 상호 조절 기전의 교란이나 조직 분비 불균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53Liverfibrosis의 경
우 MMP-1의 합성 저하와 TIMP-1,2의 기능 저하로 인해 섬유화가 진행된
다고 보고된 바 있다.54구강내 submucosalfibrosis에서는 MMP-2과 MMP-9
의 합성과 활성도 저하,그리고 TIMP-1의 합성 증가가 보고되었다.24또 자극
성 섬유종 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된 제 Ⅰ형 교원질과 제 Ⅲ형 교원질 분해
에 관여하는 효소로는 MMP-1,MMP-7,MMP-8,MMP-10등이 있다4.이러
한 효소들이 자극성 섬유종의 교원질 합성과 분해 과정에 관여하는 기전은 아
직 알려져 있지 않다.또 TIMP-1은 앞서 고찰한 대로 MMP-1이외 여러 가
지 종류의 MMP를 억제한다.4,40,55-56본 연구에서 TIMP-1이 정상 구강 점막
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증가한 TIMP-1이 억제하는 MMP의 정확
한 종류를 알기 위해서는 추후 연구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그리고
MMP나 TIMP에 있어 합성량이 많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작용하는 경우 생화
학적으로 작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MMP와 TIMP의 발현을 조절하는 인자 중 TGF-β는 MMP-1의 분비를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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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본 연구에서는 TGF-β1의 분비 증가와
MMP-1,TIMP-1의 분비 양상은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
았다(datanotshown).유전적 치은 섬유증 환자에 대한 연구에서는 TGF-β1
에 의해 MMP-1, MMP-2 분비가 감소됨을 보고하였고,11 TGF-β1은
TIMP-1의 분비를 촉진한다고 하였다.57Martelli-Junoir등도 유전적 치은 섬
유증 환자에서 TGF-β1의 분비에 따라 MMP-1,MMP-2의 분비가 감소하였
고,제 Ⅰ형 교원질의 합성량은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58TGF-β1,MMP-1,
TIMP-1등은 모두 섬유아세포에 의해서 합성된다.섬유아세포가 상처 치유
기전에 의한 TGF-β1의 분비로 인해 자극을 받으면 세포외 기질을 합성하게
되고,이 세포외 기질을 재구성하기 위한 MMP와 TIMP를 합성하여 이들의
조화로운 작용에 의해 정상적인 조직을 형성한다.구강 점막에서는 결합 조직
에 존재하는 세포외기질 중 교원질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그중 제 Ⅰ형 교원
질의 분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4구강 점막의 상처 치유 기전
에서는 제 Ⅰ형 교원질과 제 Ⅲ형 교원질이 시기별로 생산되었다가 상처가 치
유됨에 따라 상처 내 침윤해 있는 섬유아세포와 백혈구에서 제 Ⅲ형 교원질을
분해하는 MMP-1,8이 각각 분비되어 제 Ⅲ형 교원질은 비율이 점점 낮아져
정상 조직으로 돌아오게 된다.4자극성 섬유종의 교원질 분포에 대한 조직학
적 검색 연구 결과 종괴내 교원질이 제 Ⅰ형 교원질과 제 Ⅲ형 교원질로 구성
되어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59교원질 분해 효소 중 MMP-1은 주로 섬유아세
포와 혈관 내피 세포에 의해 합성되며 제 Ⅰ형 교원질과 제 Ⅲ형 교원질을 분
해한다.5,52합성된 세포외 기질의 분해와 재구성 과정에서는 MMP와 TIMP
의 작용이 중요하게 작용하며,이들간의 균형 또한 중요하다.자극성 섬유종
내 교원질이 정상 점막의 교원질 구성과는 달리 제 Ⅰ,Ⅲ형 교원질로 구성된
점은 MMP의 작용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본 연구 결과 MMP-1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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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이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는 결과를 나타내지 않아 앞서 고찰한 연구 결과와
는 일치하지 않으며,이를 보완하기 위해 자극성 섬유종에 존재하는 교원질의
유형,이들 교원질에 작용하는 MMP에 대한 연구,MMP의 종류에 따라 이들
과 결합하여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 TIMP의 추후 연구가 시행되어야 할 것으
로 생각되고 앞서 제시된 기전 이외에 다른 기전도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자극성 섬유종을 형성하는 세포들을 조직학적으로 관찰한 결과 성숙한 교원
질로 이루어져 있었다.성숙한 교원질은 대부분의 경우 분해되지 않는다.상처
치유 기전에서 MMP와 TIMP간 교란이 일어나게 되면 합성된 교원질의
remodeling이 일어나지 않게 되며,remodeling되지 않은 교원질은 성숙 단계
를 거쳐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상태가 된다.따라서 완전히 성숙된 교원질로
구성된 자극성 섬유종은 만성 자극이 소실되어도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게 된
다.자극성 섬유종과 진성 종양성 섬유종은 형태학적으로 차이를 보이지는 않
으나 자극성 섬유종의 성장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으로 보아 자극성 섬
유종을 진성 종양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며,만성 자극에 의한 반응성 병소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보면 구강 점막에 만성 자극이 가해지면 이에 관련
한 신호가 기저막을 통하여 전달되고,상처 치유 기전이 일어나 이에 의해
EGFR과 TGF-β1이 발현되는 것으로 생각된다.EGFR은 상피를 자극하고,상
피 인접 섬유아세포를 자극하여 자극성 섬유종의 형성에 기여한다.또한 상처
치유 기전의 중요한 인자 중 하나인 TGF-β1이 발현되어 섬유아세포가 활성
화되고,교원질과 기타 세포외 기질을 합성한다.섬유아세포는 TGF-β1의
autocrineeffect를 나타내어 TGF-β1의 섬유화 촉진 기능과 상피 억제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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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고 생각된다.이렇게 합성된 세포외 기질은 상처가 치유됨에 따라 재구
성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이 과정에 관여하는 MMP-1과 TIMP-1간 상
호 작용 기전의 불균형과 교란에 의해 세포외 기질이 침착되는 것으로 생각된
다.구강 내 발생하는 자극성 섬유종은 점막의 만성 자극에 의한 EGFR,
TGF-β1과 TIMP-1의 발현 증가와 이에 따른 섬유아세포의 증식,교원질 합
성 과다 등의 복합적 작용에 의해 일어난다고 생각되며,합성된 교원질을 용
해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MMP-1과 TIMP-1의 불균형으로 교원질
이 침착되는 것으로 사료된다.그러나 만성 자극에 따른 상처 치유 기전에는
EGFR외에도 다수의 세포와 수많은 종류의 cytokine이 존재하므로,본 연구
의 PCNA,TGF-β1,EGFR,MMP-1,TIMP-1등과 더불어 이러한 인자들과
의 상호 관련성도 연구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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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Ⅴ. . . . 결 결 결 결 론론론론

본 연구에서는 자극성 섬유종의 병인론을 이해하고자 2001년 1월부터 2004
년 12월까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구강병리학 교실에서 자극성 섬유종으로 진
단된 88예의 자극성 섬유종과 9예의 정상 구강 점막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상처 치유 기전에서 작용하는 인자 중 세포의 증식능(PCNA)과 TGF-β1,
EGFR,MMP-1,TIMP-1에 대한 면역조직화학적 염색을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 만성 자극에 의해 발생한 자극성 섬유종의 발현 과정에서 PCNA

의 발현은 자극성 섬유종 종괴내 섬유아세포에서 증가되었으며,TGF-β1은
자극성 섬유종 종괴내 섬유아세포에서는 발현 증가되었다.EGFR의 발현은
피개 상피에서 증가하였고 TIMP-1는 자극성 섬유종 종괴내 섬유아세포의 양
성 발현의 증가를 보였다.MMP-1는 통계적으로 유의할만한 발현 증가를 보
이지 않았다.이와 같은 결과로 자극성 섬유종의 발생 과정에서 상처 치유 기
전에서 작용하는 인자 중 TGF-β1,EGFR의 발현 증가와 섬유아세포의 증식
능 증가가 자극성 섬유종 형성 과정에 기여하는 소견으로 생각되었다(Fig8).
그러나 자극에 의한 상처 치유 기전에는 다른 인자도 작용하므로 추후 연구의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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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AbstractAbstractAbstract

Expression of PCNA, TGF-β1, EGFR, 

MMP-1, TIMP-1 in irritation fibroma

MiHeon Ryu

Department of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Jin Kim, DDS, Ph.D)

Irritationfibromaisthemostcommontumor-likelesioninoralmucosa
thatis evolved in response to chronic irritation.Irritation fibroma is
characterizedbyextensiveelaborationofcollagenresemblingscartissue.
TGF-β1,EGFR,MMP-1andTIMP-1areimportantfactorsthatplayan
essentialroleinextracellularmatrixremodelingduringscarformation.The
pathogenesisofirritationfibromamaybeconnectedwithdisturbanceof
wound healing.In the present study,we examined the proliferative
activity(PCNA)andexpressionofTGF-β1,EGFR,MMP-1andTIMP-1in
the fibroblastsofirritationfibromausingimmunohistochemistry.We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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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casesofIFand9casesofnormaloralmucosaasnormalcontrol.

Theresultsareasfollows:
1.PCNA expressionwasfoundinthebasalandparabasalcelllayersof
bothnormaloralmucosaandirritationfibroma.andPCNA indexofthe
epithelium showednosignificantdifferencebetweentwogroups.However,
PCNA index of fibrous portion of irritation fibroma was three fold
higher(13%)thanthatofnormaloralmucosa(4%),whichwasstatistically
significant(p<0.05).

2. TGF-β1 expression was distributed in the entire layer except
keratinizedlayerin77% among9casesofnormaloralmucosa,whileno
orpatchexpressionwasfoundin58% ofmucosalepithelium ofirritation
fibroma.On the other hand,the fibrotic portion ofirritation fibroma
showedhigherTGF-β1expressioncomparedtosubmucosalportionofthe
normaloralmucosa,evidencedbytheresultsthat58% ofirritationfibroma
showed diffuseexpression(morethan 70%)compared to11% in normal
oralmucosa.

3.EGFR expressionwasconfinedtothebasalandparabasalcelllayerin
88% ofnormaloralmucosa,while52.5% ofirritation fibroma showed
EGFR expressionintheentirelayerexceptkeratinizedlayer.Thisresult
showing high EGFR expression ofirritation fibroma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comparedtoEGFRexpressionofnormaloralmucosa(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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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MMP-1 expression of the overlying mucosa of irritation fibroma
revealedpositivereactioninthebasalcelllayerand1/2ofpricklecell
layer. In the fibroma, nearly 100% of fibroblasts showed positive
expression.MMP-1 expression showed no statisticaldifferencebetween
normalmucosaandirritationfibromagroups.

5.TIMP-1 expression of fibrotic tissue demonstrated that 73.5% of
irritationfibromashowedmorethan70% ofpositivereaction,comparedto
such lowerexpression ofnormaloralmucosa that55.6% of9 cases
showedlessthan30% ofpositivereaction.

Takentheseresults,itisthoughtthattheincreasedexpressionofTGF-β1,
EGFR andTIMP-1andincreasedproliferativeactivitycouldbeconnected
topathogenicmechanism ofirritationfibroma.Butothercausingfactors
involvedinthewoundhealingshouldbefurthersearched.

Key words:irritation fibroma,wound healing,PCNA,TGF-β1,EGFR,
MMP-1,TIM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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