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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피세포간 결합 물질인 E-cadherin은 여러 종양에서 악성 전환시 발현이 억제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전사 조절인자인 Snail은 E-cadherin의 promoter에 결
합하여 E-cadherin의 발현을 억제시킴으로써 세포간 결합을 상실하게 하고 세포
표현형도 변화시키며 세포 생존 및 이동에도 관여한다.
본 연구는 Snail발현을 이용한 이종이식 생체내 종양 형성 모델을 개발하여,형
성된 종양이 주위 조직으로 침투되는 과정과 이에 대한 주위 조직들의 반응을 연
구하는 모델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Snail발현 retroviralvector를 이용하여 구강편평세포암종 세포주인 YD-10B세
포 및 종양 형성능이 없는 immortalkeratinocytes 세포주인 HaCaT 세포에
transfection시킨 후 이를 누드마우스에 이종이식하여 생체내 종양 형성을 유도하
고,생성된 종양에 대하여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1.YD-10B-Snail실험군에서는 5예 모두에서,YD-10B대조군에서는 5예중 2예에
서 종양이 형성되었다.HaCaT-Snail실험군에서는 5예중 4예에서 종양이 형성된
반면,HaCaT 대조군에서는 모두 종양이 형성되지 않았다.

2.YD-10B-Snail실험군에 의해 형성된 종양은 잘 분화된 편평세포암종의 전형적
인 조직학적 특징을 보이며,주위 조직과 경계를 이룬 팽창성 성장 양상을 보였다.
HaCaT-Snail세포주에 의해 형성된 종양은 저분화 편평세포암종으로 부분적 중
심성 괴사,주위 근육 및 골조직 침범 등 침윤성 성장 소견을 보였다.



3.면역조직화학염색 결과 YD-10B-Snail실험군에서는 YD-10B 대조군과 같은
양상으로 E-cadherin및 cytoketain발현 양성,vimentin및 N-cadherin발현 음
성을 보였다.HaCaT-Snail실험군에서는 E-cadherin 및 cytoketain 발현 감소,
vimentin및 N-cadherin의 발현 증가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로 누드마우스에서 Snail발현 세포주의 이종이식은 높은 종양 형성
능을 가지며,생성된 종양은 인체내 종양 형성과 유사한 다양한 조직학적 특징과
침윤성 성장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종양의 진행 과정과 주위 조직들의 반응을 연
구하는데 적합한 종양 연구 모델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되는 말 :Snail,E-cadherin,구강암,동물 모델,종양 침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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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론론론

다단계로 진행되는 발암 과정에는 약 300개 이상의 유전인자 및 그 단백질들이
관여하며,각 과정의 특징은 특정 유전인자들의 돌연변이에 의한 활성화나 상실
등에 의해 결정된다(Bronchud,2004).동물을 이용하여 발암 과정을 실험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생체내 종양 및 전이 모델들이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왔다.그러나 아직까지도 종양의 형성 및 전이 과정에 관여하는 많은 유
전인자들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을 모두 연구할 수 있는 최적의 단일 모델은 없는
실정이다.
일부 상피성 암세포들은 발암 과정에서 내적 유전인자에 의해 세포 표현형의 변
화가 일어나 상피성 세포가 간엽 세포로 전환되는 epithelial-mesenchymal
transition(EMT)과정이 일어난다(Arias,2001).최근 EMT의 분자생물학적 기전
이 점차 밝혀짐에 따라 암종 진행 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EMT의 중요성이 더
욱 강조되고 있다(Thiery,2002).이러한 EMT 과정에서 상피 세포간 결합 물질인
E-cadherin의 발현 억제도 나타난다(Savagner,2001).
정상 상피 세포에서 세포간 결합을 유지하는 중요 인자인 E-cadherin은 세포외
로는 adherensjunction부위에서 상대 세포쪽의 동일 분자와 결합하는 동형 세포
간 결합(homotypiccell-celladhesion)에 관여하며,세포질 쪽은 catenin계 단백질
을 매개로 세포 골격계 중 actin과 결합하여 세포 골격 유지에 기여한다.
E-cadherin은 악성 상피성 종양 세포의 역분화(dedifferentiation)와 악성도 증가시
발현 억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침윤 억제 유전인자(invasionsuppressorgene)라



불리며(Vleminckx등,1991),진행된 상피성 종양 세포에서는 전이능 획득시 발현
이 억제된다(Campbell,2001).같은 cadherin계 물질중의 하나인 N-cadherin은 신
경 조직이나 섬유모세포 등에서 발현되며,E-cadherin과 달리 이형 세포간 결합
(heterotypiccell-celldhesion)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다.E-cadherin발현 억제
와 N-cadherin 발현 증가는 흔히 서로 연관되어 나타나기 때문에(Tomita 등,
2000)N-cadherin은 침윤 촉진 인자(invasionpromoter)라고도 불리며,일반적으로
암 진행과 N-cadherin발현 증가 사이에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Rosivatz등 2002).
E-cadherin발현을 억제시키며 EMT 과정을 유도하는 물질로 Snailsuperfamily
가 있다(Nieto,2002).Boulay등(1987)에 의해 처음 Snail이 기술되었으며,이후
여러 무척추 및 척추동물계에서 50개 이상의 유사 단백질이 보고되었다
(Hemavathy등,2000;Manzanares등,2001).Snail은 삼차원적으로 zinc이온과
결합할 수 있게 되어있는 cysteine과 histidine으로 구성된 C2H4 형 zincfinger
domain을 4-6개 가지며,promoter내 특정 염기서열 CACCTG (또는 CAGGTG)
에 특이적으로 결합하여 유전인자 전사 억제인자(transcriptionalrepressors)로서
작용한다(Batlle 등,2000).E-cadherin 유전인자 발현 조절 promoter 중 5'
proximalfragment에 위치하는 E-box의 염기 서열이 5'-CACCTG로 구성되어 전
사 억제인자인 Snail의 결합 부위에 상응한다.실제 Snail을 transfection시킨 세포
주에서 E-cadherin의 발현이 억제되는 것이 관찰되었다(Cano등,2000).이러한
Snail은 세포 이동과 결합을 조절하며 세포 생존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Barrallo-Gimeno및 Nieto,2005).
최근에는 Snail의 발생 과정에서의 연구뿐만 아니라 발암 과정 중 종양 세포 침
윤 및 전이 과정 등에서의 역할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유방암 (Cheng등,
2001;Blanco등,2002),위암 (Rosivatz등,2002)그리고 간암 (Sugimachi등,
2003;Miyoshi등,2005)등의 환자에서 얻은 조직 시편 내 침윤 세포에서 Snail의
발현이 관찰되었으며,Moody등(2005)은 마우스 재발성 유방암 모델에서 Snail발
현 증가 소견을 보여 재발 여부 예후인자로서의 가능성을 시사하였다.Yokoyama
등(2001)은 구강편평세포암종 배양 세포주에서 SnailmRNA 발현시 E-cadherin



발현이 억제된다고 하였다.
Cano등(2000)과 Peinado등(2004)은 개의 신장에서 유래한 정상 상피 세포인
MDCK 세포주에 Snail을 transfection시켜 누드마우스에 피하 주사시 종양이 형성
되었음을 보고하였다.이는 종양 형성능이 없는(non-tumorigenic)세포에 Snail발
현을 유도하면 종양 형성능이 생김을 의미한다.그러나 Snail을 transfection시킨
세포주를 이용해 생체내 종양을 형성한 후 주위 조직을 포함한 종양 세포의 조직
학적 특징에 대한 연구나 종양 또는 전이 모델로서의 유용성에 대한 심도있는 연
구는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이에 저자는 Snail발현을 이용한 이종이식 생체내 종양 형성 모델을 개발하여,
형성된 종양이 주위 조직으로 침투되는 진행 과정과 이에 대한 주위 조직들의 반
응을 연구하는 모델로서의 그 활용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ⅡⅡⅡ...연연연구구구 재재재료료료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 재재재료료료

가.실험 동물
생후 4주(평균 체중 20g)된 자성의 athymicnudemice를 이용하였다.Clean
bench에서의 일주일의 적응 기간 후 임의로 각 군으로 나누어 실험에 이용하였다.

나.Plasmid제작
Yook 등(2005)이 기술한 방법으로 C-terminalFLAG(Sigma-Aldrich,Saint
Louis,MO)epitope tag을 가진 human SnailcDNA를 pBabePuro retroviral
vector(University of Michigan, Comprehensive Cancer Center 제공)에
subcloning하여 pBabePuro-Snail-FLAG plasmid를 제작하였다.1 mM sodium
pyruvate,100units/mlpenicillin,100 μg/mlstreptomycin 및 10% fetalcalf
serum(FBS)을 첨가한 Dulbecco'smodifiedEagle'smedium(DMEM;GibcoBRL,
Grandisland,NY)상에 배양한 amphotropicPhoenix retroviruspackaging cell
line에 위에서 제작한 plasmid를 FuGENETM6(Boehringer Mannheim,Roche
Diagnostics,Laval,PQ)을 이용하여 transfection시켜 retroviralstock을 만들었다.

다.세포주 배양
실험 세포주는 DMEM과 Ham's nutrient mixture F12(Gibco BRL,Grand
island,NY)를 3:1로 혼합한 배지에 10% FBS,1×10-10M choleratoxin,04mg/ml
hydrocortisone, 5 μg/ml insulin, 5 μg/ml transferrin 및 2×10-11M
triiodothyronine(T3)를 첨가하여 5% CO2대기하에 37℃에서 배양하였다.
위에서 제작한 retroviralstock에서 virus를 함유한 부유액을 채취하여 각각의 실
험 세포에 투여하였다.



222...연연연구구구 방방방법법법

가.실험 세포주 Westernblotanalysis
위에서 구축된 실험 세포주에서 세포 용해물(celllysate)을 얻어 단백질을 추출하
기 위해 50mM Tris-HCl(pH 8.0),150mM NaCl,0.1% SDS(sodium dodecyl
sulfate, Sigma, Saint Louis, MO), 1% NP4O, 그리고 1× Protease
inhibitors(Roche,Indianapolis,IN)를 포함한 완충 용액을 사용하였다.50 μg의 단
백질을 12%와 8% SDS polyacrylamidegel을 통해 전기 영동하여 분리한 후,
nitrocellulosemembrane(PallCorporation,NorthernBoulevardEastHills,NY)으
로 이동시켰다.이 membrane에 차단제(blockingagent)로 5% 탈지유(skim milk)
를 약 2시간 적용한 후 일차 항체를 넣어 반응시켰다. 일차 항체로는
Anti-FLAG(monoclonal, Sigma-Aldrich, Saint Louis, MO), Anti-E-
cadherin(polyclonal,SantaCruz,SantaCruz,CA),및 Anti-β-actin(polyclonal,
Sigma-Aldrch, Saint Louis, MO)을 이용하였다. Membrane은 20 mM
Tris-HCl(pH 7.5),100mM NaCl,0.1% Tween20을 포함한 phosphatebuffer
saline tween-20(PBST)으로 3회 세척한 후 horseradish peroxidase가 접합
(conjugate)된 각 일차 항체에 대한 이차 항체를 적용하여 반응시키고 화학형광법
으로 관찰하였다.

나.실험 세포주 면역형광염색
배양된 세포를 약 2×104 cells/chamber농도로 chamberedslideglass에 넣고
-20℃에서 5% aceticacidinethanol로 약 10분간 고정한 후 차단제로 2mg/ml
bovineserum album inphosphate-bufferedsaline(BSA-PBS)를 약 30분간 적용
하였다.일차 항체로 cytokertain AE 1/3(1:50,monoclonal,DAKO,Glostrup,
Denmark),E-cadherin(1:100,monoclonal,BD Bioscience,San Diego,CA)및
vimentin(1:100,monoclonal,DAKO,Glostrup,Denmark)를 이용하여 4℃에 약 30
분간 적용하였다.세척 후 AlexaFluor594dye(MolecularProbesInc.,Eugene,



OR)가 부착(conjugate)된 이차 항체를 적용 후 ice-coldmetanol에 10분간 고정하
였다.FluoroGuard anti-fade mounting reagent(Bio-Rad,Hercules,CA)하에서
fluorescencemicroscopy로 관찰하였다.

다.실험 동물군 설정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구강병리학교실에서 확립한 설부 구강편평세포암종 세포주
YD-10B 세포주 (Lee 등,2005)및 immortalkeratinocytes인 HaCaT 세포주
(University of Michigan, Comprehensive Cancer Center 제공)에 각각
transfection시킨 후,YD-10B대조군과 YD-10B-Snail실험군을 1×107cells/100μl
농도로 누드마우스 등 부위에,그리고 HaCaT 대조군과 HaCaT-Snail실험군을
5×106cells/100μl농도로 누드마우스 구강내 협측 전정부에 각각 0.1ml용량으로
주사 후 경과를 관찰하였다.

라.실험 동물 희생
YD-10B 대조군 및 YD-10B-Snail실험군의 경우 약 12주,HaCaT 대조군 및
HaCaT-Snail실험군의 경우 약 8주 경과 후 실험 동물을 희생하고 종양을 포함
한 주위 조직을 절제하여 포르말린 고정액에 보관하였다.

마.조직학적 관찰
채취한 조직 및 장기는 10% 중성 formalin에 24시간 이상 고정한 후 파라핀에
포매하여 4μm 두께의 조직 표본을 만들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hematoxylin &
eosin염색한 후 각 군에서의 암종의 조직학적 소견 및 각 장기에서의 전이성 암
종 발현 여부를 관찰하였다.

바.면역조직화학 염색
조직 표본을 xylene용액에서 30분간 파라핀을 제거하고 95%,90%,70% 에틸알
콜과 증류수에 순차적으로 함수한 후 3% H2O2로 20분간 endogenousperoxidase
의 활성을 제거한 후 Histostan-Pluskit(Zymed,SouthSanFrancisco,CA)를 이



용하여 염색을 시행하였다.일차 항체로는 E-cadherin(1:500,monoclonal,BD
Bioscience,SanDiego,CA),N-Cadherin(1:100,monocloncal,SantaCruz,Santa
Cruz,CA),cytokeratinAE 1/3(1:100,monoclonal,DAKO,Glostrup,Denmark)
및 vimentin(1:100,monoclonal,DAKO,Glostrup,Denmark)등을 각각 이용하였
다. 각 단계마다 phosphate-buffered saline(PBS)으로 씻어냈고, DAB(3,
3'-diaminobenzidine)으로 발색한 다음 Mayer'shematoxylin으로 대조 염색을 하
여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음성 대조군으로는 일차 항체 대신 PBS를 반응
시켰으며 양성 대조군으로는 하부 결체조직을 포함하는 정상 구강 점막 상피 조
직을 함께 염색하여 비교 관찰하였다.



ⅢⅢⅢ...연연연구구구 결결결과과과

111...실실실험험험 세세세포포포주주주 확확확인인인

가.실험 세포주 Westernblotanalysis
Westernblot을 이용하여 확립된 세포주에 원하는 유전 인자의 transfection여부
를 FLAG의 발현으로 확인하였다.YD-10B-Snail세포주에서는 E-cadherin발현
억제가 일어나지 않은 반면,HaCaT-Snail세포주에서는 E-cadherin발현이 억제
되었다(그림 1).

그림 1.Snailtransfection후 Westernblot결과
(좌:YD-10B및 YD-10B-Snail세포주;
우:HaCaT 및 HaCaT-Snail세포주)

나.위상차 현미경 검사 및 면역형광염색
E-cadherin발현 억제가 확인된 HaCaT 세포주를 위상차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cytokeratin,E-cadherin및 vimentin에 대한 면역형광염색을 시행하였다.위상차
현미경 관찰시 세포간 결합이 상실되었으며,면역형광염색에서는 cytokeratin및
E-cadherin의 발현 억제,vimentin발현 증가를 보였다(그림 2).



그림 2.HaCaT 및 HaCaT-Snail세포주의
위상차 현미경 소견 및 면역형광면역 결과

222...종종종양양양 형형형성성성

가.생체내 종양 형성
등 부위에 접종한 YD-10B 대조군 및 YD-10B-Snail실험군과 구강내 접종한
HaCaT 대조군 및 HaCaT-Snail실험군에서 다음과 같이 종양 형성을 확인하였다
(표 1).

표 1.누드마우스 생체내 종양 형성

Group Back(YD-10B) Oralcavity(HaCaT)

Control 2/5 0/5

Snail 5/5 4/5



(1)YD-10B-Snail세포주에 의한 종양 형성
YD-10B-Snail실험군에서는 5개체 모두 등 부위에 종양을 형성하였으며(그림
3),YD-10B대조군에서도 2개체에서 종양 형성이 관찰되었다.

그림 3.YD-10B-Snail세포주에 의해 등 부위에 형성된 종양 (12주차)

(2)HaCaT-Snail세포주에 의한 구강 종양 형성
HaCaT-Snail실험군에서는 5개체 중 4개체에서 종양이 형성된 반면,대조군에서
는 모두 종양이 형성되지 않았다.구강전정부에서 발생한 종양은 협측 및 하안면
부까지 팽창한 소견을 보였다(그림 4).

그림 4.HaCaT-Snail세포주에 의해 구강 전정부에 형성된 종양(우)과 종양 절개 소견(좌)



333...조조조직직직학학학적적적 검검검사사사

가.YD-10B세포주에서의 종양 형성
대조군과 Snail군 모두에서 잘 분화된 편평세포암종의 조직학적 특징을 보였으며
(그림 5),주변 근육 및 골조직과는 미약한 경계를 보이면서 팽창성 성장을 하는
소견을 보였다(그림 6).

그림 5.YD-10B/YD-10B-Snail세포주에 의한 종양의 조직병리학적 소견
(좌:YD-10B대조군;우:YD-10B-Snail실험군,H-E염색,×100)

그림 6.YD-10B-Snail실험군에서 주위 조직과 미약한 경계를
보여주는 조직학적 소견 (H-E염색,좌:×40;우:×200)



나.HaCaT 세포주에서의 종양 형성
형성된 종양의 조직학적 소견은 부분적 중심부 괴사를 보이는 저분화 편평세포
암종 양상을 보였으며(그림 7),주위 근육 및 골조직으로의 침윤 등의 소견을 보
였다(그림 8).

그림 7.HaCaT-Snail세포주에 의한 종양의 조직학적 소견
(좌:저배율,×10;우:고배율,×400)

그림 8.주위 조직으로 침윤성 성장을 보이는 조직학적 소견
(좌:근육내 침윤 소견;우:골 침윤 소견,×40)



444...면면면역역역조조조직직직화화화학학학 검검검사사사

가.YD-10B세포주에서의 종양 형성
YD-10B 대조군과 YD-10B-Snail실험군에서 모두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Cytokeratin및 E-cadherin발현 양성,vimentin및 N-cadherin음성 또는 일부
세포에서 양성을 나타냈다(표 2).

표 2.YD-10B대조군 및 YD-10B-Snail실험군에서
형성된 종양의 면역조직화학 염색 결과

YD-10B YD-10B-SNAIL
cytokeratin +++ +++
vimentin -/+(1) -/+(1)

E-Cadherin ++(2) ++(2)

N-Cadherin -/+(1) -/+(1)
(1)일부 세포에서 양성
(2)종양 주변부 세포에서 양성



그림 9.YD-10B대조군 종양의 면역조직화학 염색 소견 (×100)



그림 10.YD-10B-Snail실험군 종양의 면역조직화학 염색 소견 (×100)

E-cadherin발현은 YD-10B 대조군과 YD-10B-Snail실험군에서 모두 종괴 주
변부 종양세포에서 양성을 보였다(그림 9,10).



나.HaCaT 세포주에서의 종양 형성
HaCaT-Snail실험군에서는 cytokeratin및 E-cadherin은 음성 또는 괴사 부위
주변 세포에서 일부 양성을 보였으며,vimentin및 N-cadherin은 발현 증가를 보
였다(표 3).

표 3.HaCaT-Snail실험군 종양의 면역조직화학염색 결과

HaCaT-Snail

cytokeratin -/+(1)

vimentin +,++

E-Cadherin -

N-Cadherin +,+++
(1)괴사 부위 주변 세포들에서 일부 양성



그림 11.HaCaT-Snail실험군 종양의 면역조직화학 염색 소견
(cytokeratin,N-cadherin:×40;vimentin,E-cadherin:×100)



ⅣⅣⅣ...총총총괄괄괄 및및및 고고고찰찰찰

구강암은 치료법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5년 생존율이 전체적으로 약
50%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Johnson,2000).이는 구강 편평세포암종 이
경부 임파절 전이가 잘 일어날 수 있고,경부 임파절 전이시 예후에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Carew 등,2003).
발암 유전인자와 암억제 유전인자 등의 발견과 함께 암이 궁극적으로 유전인자
에 의한 질환이라는 개념이 정착되면서,발암 과정 중 각 유전인자들의 역할에 대
해 많은 연구가 있어왔으며 발암 과정은 일련의 유전인자들의 변화가 다단계적으
로 일어난 결과라는 것이 알려졌다(Vogelstein및 Kinzler,2004).암 자체는 하나
의 질병 ‘상태’이지만 발암은 진행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Bronchud,2004).따
라서 발암 진행 과정에서 암세포들은 모두 같은 특징을 갖는 세포군(monoclonal)
이 아니라 계속적인 유전인자 돌연변이에 의해 다양한 성질을 갖게 되며,이들 중
암 생존에 유리한 아클론(subclone)이 생존하여 계속 진행된다(Loeb등,2003).이
와 같이 유전인자 변이가 나타난 암 조직은 증식능,침윤능,전이능 등을 가지게
되어 악성도를 나타내게 된다(Schulz,2005).그러므로 구강암의 예방과 조기진
단,치료방법의 선택 및 예후 평가의 유용성을 위해서는 발암 기전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상피성 암세포가 전이되기 위해서는 세포간 결합의 상실 및 운동성 증가,하방
결체조직 분해 등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그 첫 단계로 epithelial-mesenchymal
transition(EMT)이 일어나며,이 때 E-cadherin발현 억제가 나타난다(Savagner,
2001).이전 연구에서도 E-cadherin발현 감소가 암종의 침윤성이나 예후와 상관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Bracke등,1996;Mareel등,1997).
발암 모델에서도 E-cadherin 억제시 악성도가 증가하며(Perl 등, 1998),
E-cadherin 재발현 유도시에는 악성도가 감소된다(Birchmeier,1995).이러한
E-cadherin의 발현을 억제하는 물질로 Snailsuperfamily가 있으며,그것의 개략
적인 관계는 그림 12와 같다.



그림 12.Snail과 E-cadherin의 관계

E-cadherin은 세포 외부에서는 동형 세포간 결합(homophiliccell-celladhesion)
을 유지하며 내부에서는 catenin계 물질을 매개로 actin과 결합하여 세포 골격 유
지에 기여한다.이 중 β-catenin은 Lef/Tcfpromoter등을 조절하는 전사 조절 인
자로서도 작용하며 Wntsignaling pathway에도 관여한다(Brabletz 등,2005).
APC(adenomatouspolyposiscoli)는 Axin,GSK(glycogen synthasekinase)-3β 

등과 multiproteincomplex를 이루어 β-catenin의 ubiquitination에 의한 분해를 유
도한다.Wntsignal이 활성화되면 GSK-3β가 억제되어 β-catenin의 분해가 억제
된다(Harwood,2001).그 결과 β-catenin이 핵내로 유입되어 Tcf를 포함한 여러
유전 인자들의 전사 조절을 수행하게 된다.이 때 E-cadherin과 결합하고 있던 β

-catenin도 핵내로 이동하게 되고 E-cadherin발현은 억제되게 된다.APC에 돌연
변이가 있어 β-catenin분해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Wntsignal이 활성화되어 APC



기능이 억제된 경우,세포질내 β-catenin이 증가되고 E-cadherin과 결합되어 있는
β-catenin pooling은 감소하여 E-cadherin 발현도 억제된다(Morin 등,1997;
Campbell,2002).Snail이 E-cadherin전사 조절 부위에 작용하여 그 발현 억제를
야기하면 E-cadherin과 결합되어있는 β-catenin을 유리시켜 세포질내 농도를 증
가시키며 증가된 β-catenin은 여러 유전인자들의 전사를 활성화한다(Nelson 및
Nusse,2004).이와 같은 기전에 의해 Snail은 E-cadherin의 발현 억제를 야기하
여 EMT를 유도하고,세포 사멸을 억제하여 세포의 생존력도 높이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Barrallo-Gimeno및 Nieto,2005).
실제 여러 원발암에서 Snail발현 증가가 보고되었으며(Blanco등,2002),Cano
등(2000)및 Peinado등(2004)은 Snailtransfection세포주의 누드마우스 피하 주
사 실험으로 생체내 종양 형성 모델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본 연구에서도
HaCaT-Snail실험군의 경우 종양 형성능이 없는 HaCaT 세포에 대한 Snail
transfection으로 E-cadherin발현 억제와 더불어 종양 형성능이 생김을 확인하였
다(표 1,그림 1및 그림 2).
조직학적 검사에서는 YD-10B-Snail과 HaCaT-Snail실험군에서 성장 양상의 차
이를 보였다.YD-10B-Snail실험군은 주위와 경계를 이룬 팽창성 성장을 한 반
면,HaCaT-Snail실험군은 주위 조직으로 침윤성 성장을 하는 소견을 보였다.이
러한 차이는 면역조직화학적 검사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었다.아직 암종 단계
까지 발전하지 않은 상태였던 HaCaT 세포주는 Snail transfection으로
E-cadherin발현 억제가 뚜렷이 나타난 반면(표 3및 그림 11),진행된 암종 세포
에서 확립한 YD-10B세포주에서는 Snailtransfection으로 E-cadherin발현 억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그림 1).YD-10B-Snail실험군에서 형성된 종양은 조직
학적으로 잘 분화된 편평세포암종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였으며(그림 5),면역조직
화학 염색에서도 E-cadherin의 양성 발현과 vimentin발현 억제를 나타냈다(표
2).
이러한 차이는 Snail발현에 있어서 각 실험 세포주의 생물학적 환경 차이로 인
한 것으로 보여진다.Snail은 GSK-3β 매개 인산화 과정으로 거쳐 ubiquitination
되어 분해되며 매우 불안정하여 약 25분 정도의 짧은 반감기를 가지고 있어 안정



된 Snailtransfectant에서만 E-cadherin발현 억제가 나타난다고 하였다(Zhou등,
2004).HaCaT 세포주는 p53돌연변이나 telomerase활성 증가 이외의 다른 발암
단계 유전인자 변이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태인 반면(Fusenig 및 Boulamp,
1998),YD-10B 세포주는 진행된 암종으로 많은 유전 인자 변이 및 염색체 이상
등이 이미 되어진 상태라 여겨진다.본 실험에서 YD-10B 세포주와 HaCaT 세포
주에서 Snailtransfection후 E-cadherin발현 조절 양상의 차이를 보인 이유는,
YD-10종양 세포의 생물학적 특성과 연관된 어떤 원인에 의해 Snail전사에 의한
특정 유전인자 발현 조절이 차단된 결과로 사료된다.
N-cadherin의 발현은 HaCaT-Snail실험군에서 증가되었다.이는 높은 침윤성을
가지는 E-cadherin발현 억제 종양 세포군에서는 역으로 N-cadherin발현이 증가
된다는 Hazan등(1997)의 보고와 일치한다.N-cadherin은 간엽세포에서 발현되나
일부 종양세포에서도 발현되어 세포 이동과 침윤에 기여한다(Hazan,2000).
N-cadherin은 이형 세포간 결합(heterophiliccell-celladhesion)도 가능하여 세포
상태에 따라 세포간 결합을 증진시키기도 하고,세포 이동을 유도하기도 한다
(Derycke및 Bracke,2004).또한 Oda 등(1998)은 N-caderhin 발현 증가에도
Snail이 관여한다고 하였다.본 실험에서도 Snail발현 유도에 의해 종양이 침윤성
성장을 보여줄 때 N-cadherin발현 증가가 관찰되었다.
배양 세포를 이용한 실험 모델은 암세포의 특정 유전인자 조작으로 야기되는 세
포의 형태학적 및 분자생물학적 변화를 쉽게 관찰할 수 있으나,주위 인접 결체조
직과의 관계나 종양 내 암세포들의 다양한 변화 등 실제 생체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결과들을 관찰하기에는 부족하다.생체내 종양 형성 모델은 종양 중심
부 괴사 부위,인접 조직으로의 침윤 부위,신생 혈관 생성 부위 등 다양한 암세
포 아클론(subclone)들을 관찰할 수 있다.실제 본 연구 결과에서도 HaCaT-Snail
실험군에서 형성된 종양은 조직학적 검사에서 일반적인 생체내 종양에서의 특징
인 부분적 중심성 괴사,인접 조직으로의 침윤성 성장 등의 소견 등을 보였으며
(그림 7 및 8),면역조직화학염색에서 생성된 종양내 모든 부위에서 똑같이
E-cadherin발현 억제나 vimentin발현이 나타나지 않고 부위별로 다르게 나타나
는 결과를 보였다(그림 11).이는 이식된 후 종양 증식과 더불어 조직내 산소 분



압 농도 등 주위 환경 차이에 따라 각기 다른 클론내 변이(intraclonalvariant)또
는 아클론(subclone)이 생기게 된 결과로 생각된다.
배양 세포를 이용한 woundassay나 invasionassay등은 암세포 침윤능을 간접
적으로 시사할 수는 있으나 이를 근거로 실제 원격 전이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
렵다.반면 생체내 모델은 host-tumor간 상호 작용도 연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Khanna및 Hunter,2005).본 연구에서도 HaCaT-Snail실험군에서
형성된 종양이 주위 근육 또는 골조직을 침범하는 조직학적 소견이 관찰되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조직학적 및 생물학적 특징을 보인 결과는 본 실험 모델을 생
체내 종양 형성 모델로서 적절히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HaCaT-Snail실험군의 경우 구강내 접종시 급속한 종괴 크기 증가로 누드마우스
가 급속히 쇠약해져서 등 부위에 접종한 YD-10B-Sanil실험군에 비해 관찰 기간
을 오래 지속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따라서 관찰 기간을 보다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상으로 Snail발현 세포주를 이용한 이종이식 모델은 종양 형성 및 침윤성 성
장 등의 연구에 적합한 모델로 이용될 수 있으며,향후 더 많은 다른 암종 세포주
를 이용한 추가적인 실험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ⅤⅤⅤ...결결결 론론론
Snail을 transfection시킨 구강편평세포암종 유래 YD-10B 세포주 및 immortal
non-tumorigenickeratinocyte인 HaCaT 세포주를 이용하여 누드마우스 생체내 종
양 형성을 유도시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에서 더 높은 종양 형성능을 보였다.
YD-10B-Snail실험군에 비해 HaCaT-Snail실험군에 의해 형성된 종양은 조직병
리학적으로 저분화 편평세포암종 소견과 함께 부분적인 중심성 괴사,주위 근육
및 골조직 침범 등을 보였고,면역조직화학 검사 결과 E-cadherin발현 억제를 보
였다.
이에 누드마우스에서 Snail발현 세포주의 이종이식은 높은 종양 형성능을 가지
며,생성된 종양은 인체내 종양 형성과 유사한 다양한 조직학적 특징과 침윤성 성
장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종양의 형성 과정과 주위 조직들의 반응을 연구하는데
적합한 동물 실험 모델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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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SSSTTTRRRAAACCCTTT

IIInnnddduuuccctttiiiooonnnooofffiiinnnvvvaaasssiiivvveeegggrrrooowwwttthhhbbbyyySSSnnnaaaiiillleeexxxppprrreeessssssiiiooonnn
ooofffxxxeeennnooogggrrraaafffttteeedddtttuuummmooorrrsssiiinnnnnnuuudddeeemmmiiiccceee

MOON KEY KIM
DepartmentsofDentalScience,GraduateSchool,YonseiUniversity

(DirectedbyProf.InhoCha,D.D.S.,Ph.D.)

E-cadherin,which mediatesepithelialcell-celladhesions,isdown-regulated
during malignanttransformation ofvarious tumors.The Snailtranscription
factor binds to the promoter ofE-cadherin and represses its expression,
resultinginlossofcell-celladhesionandphenotypicchanges,andalsoinduces
cellsurvivalandmigration.
Inthepresentstudy,theauthorinducedinvivotumorigenesisinnudemice
bySnailexpressiveretroviralvectorsintheoralsquamouscellcarcinomacell
line,YD-10B,andtheimmortalnon-tumorigenickeratinocytecellline,HaCaT,
andfoundsomeresultsasfollows:

1.TheYD-10B-Snailexperimentalgroupproducedtumorsinevery 5mice,
whiletheYD-10B controlgroupproduced2outof5mice.TheHaCaT-Snail
experimentalgroup produced tumors in 4 cases outof5 mice,while the
HaCaT controlgroupsproducednoneof5mice.

2.ThetumorsintheYD-10B-Snailgroupshowedthecharacteristicfeatures
of well-differentiated squamous cell carcinoma and demarcated expansile



growth,whilethetumorsintheHaCaT-Snailgroupshowedthefeaturesof
poorlydifferentiatedcarcinomawithpartialcentalnecrosisandinvasivegrowth
toneighboringmusclesorbones.

3.Intheimmunohistochemicalstudies,theYD-10B-Snailgroupshowedthe
positiveexpressionofE-cadherinandcytokeratinwhilethenegativeexpression
ofvimentin and N-cadherin.And the HaCaT-Snailshowed the decreased
expression ofE-cadherin and cytokeratin whiletheincreased expression of
vimentinandN-cadherin.

Thesefindingssuggestthatimprovedproductivityoftumorscanbeobtained
by xenograsftswith Snailexpression and varioushistopathologicalfeatures
includinginvasivegrowthcanbeobtainedwiththeseinvivotumors.These
animalmodelsmightassistinstudyingtumorprogressionandinteractionwith
thesurroundingtissues.

Keywords: Snail,E-cadherin,oralcancer,animalmodel,
neoplasm invas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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