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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요요요약약약

구구구강강강 편편편평평평세세세포포포암암암종종종의의의 증증증식식식과과과 침침침습습습을을을 유유유도도도하하하는는는
간간간세세세포포포성성성장장장인인인자자자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녹녹녹차차차추추추출출출물물물의의의 효효효과과과

(((연연연구구구배배배경경경)))
간세포성장인자(Hepatocytegrowthfactor,이하 HGF)는 다양
한 종양에서 증식,침습,전이 및 혈관형성에 관여하는 중요한
예후인자로서 최근 항암표적인자의 하나로서 다양한 연구가 진
행되고 있다.본 연구는 구강암에서의 HGF/c-Met의 과발현에
따른 임상적 의의를 확인하고,현재 항암제로서 임상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고 있는 녹차추출물의 주성분인 (-)-epigallo
catechin-3-gallate(EGCG)의 구강암세포사멸효과와 HGF/c-Met
knock-down시에 EGCG의 효과에 대해 비교분석하고자 하였으
며 invivo실험으로 동계 마우스(syngenicmouse,C3H)을 이
용하여 EGCG의 항암효과를 분석하였다.

(((대대대상상상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구강 편평세포암 61명에 대해 HGF와 c-Met에 대한 면역조직
화학염색을 시행하고 3명 구강설 편평세포암 환자의 정상조직과
암조직에서 HGF와 c-Met의 발현을 RT-PCR과 Westernblot
으로 확인하였다.In vitro실험으로 구강 편평세포암 세포주
(KB cellline)에 EGCG을 처리한 뒤 MTT assay을 시행하였
고,EGCG의 HGF 억제효과를 보기위해 woundhealingas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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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invasionassay을 시행하였다.또한 EGCG의 세포사멸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Tunnelassay,DNA fragmentation analysis,
FACS with Annexin V staining and PI,cellcycle분석,
mitochondrialmembranepotential변화,ROS의 형성에 대한 분
석을 시행하였다.EGCG에 의한 HGF/c-Metsignal억제기전과
세포사멸 신호전달기전 분석을 위해 다양한 유전자에 대해
Western blot을 새행하였다. 또한 c-Met knock-down시의
EGCG의 효과를 알아보기위해 siRNA를 이용하여 구강암 세포
주(KB cellline)에서 c-Met을 knock down 시킨후 위의 in
vitro실험을 시행하였다.Invivo실험을 위해 마우스의 구강암
세포주인 SCC7와 동계 마우스 C3H을 이용하였다.5×105개의
SCC7세포를 8주된 동계마우스 피하로 주입 후 2일째부터 녹차
추출물인 EGCG을 매일 0,0.5mg,1mg,1.5mg투여군으로 나누
어 각 마우스에 매일 투여하였다.이틀마다 종양의 부피를 측정
하여,3주째 종양을 절개하여 크기와 무게를 측정하였다.얻어진
조직에서 TUNEL염색을 통해 EGCG의 세포사멸을 확인하였고
HGF/c-Met의 발현정도를 확인하였다.

(((결결결과과과)))
면역조직화학적 검사상 c-Met의 발현은 54.1%에서 양성이었으
며 림프절전이(p=0.005),병기(p=0.004)및 재발(p=0.018)등과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연관성이 있었고,HGF와는 통계학적 유
의성이 없었다.생존율분석에서 c-Met의 발현이 양성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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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에 비해 생존율이 낮았다.(p=0.0032)구강암 세포주(KB)에
서 HGF에 의해 유도되는 암증식과 침습이 EGCG에 의해 억제
되고 Tunnelassay,FACS with Annexin V-FITC and PI,
DNA fragmentationanalysis등에서도 세포사멸이 HGF존재시
에도 효과적으로 증가됨이 확인되었고, Flow cytometry상
subG1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HGF에 의해 유도되는
c-Met의 발현은 0.15µM의 EGCG에서도 효과적으로 억제되었고
phosph.AKT와 phosph.ERK의 발현이 감소됨을 확인할 수 있
었다. 한편,c-Met을 knockdown시킨 경우 wildtype에 비해
EGCG에 의한 항암효과가 감소되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C3H 동계마우스에서 EGCG의 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종양의 부피와 무게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mg혹은 1.5mg투여군의 일부에서 EGCG에 의한
약물부작용으로 식욕부진,무기력,체중감소 및 사망 등이 관찰
되었다.3주 뒤 마우스를 희생하여 얻은 조직에서 시행한
TUNEL염색상 EGCG의 투여량에 비례하여 세포사멸이 증가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종양의 진행에 관여하는 HGF와 c-Met
의 발현도 EGCG처리시 감소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결결론론론)))
본 연구를 통하여 HGF의 수용체인 c-Met이 구강암진행에 중
요한 예후인자이며,EGCG는 구강암세포주에서 HGF/c-Met
signaling을 억제하고 이를 통해 강력한 항암작용이 있음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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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할 수 있었다.또한 EGCG는 구강암 모델인 동계 마우스
(C3H)에서 강력한 항암효과가 확인되었고 HGF/c-Met의 발현
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구강 편평세포암의 치료에 있
어서 항암치료물질로서의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핵핵핵심심심되되되는는는 말말말 ::: 간세포성장인자(Hepatocyte growth factor,
HGF), c-Met, 구강암, 침습, 전이, 녹차추출물,
(-)-epigallocatechin-3-gallate(EGCG),세포사멸,C3H 마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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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구강강강 편편편평평평세세세포포포암암암종종종의의의 증증증식식식과과과 침침침습습습을을을 유유유도도도하하하는는는
간간간세세세포포포성성성장장장인인인자자자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녹녹녹차차차추추추출출출물물물의의의 효효효과과과

<지도교수 최은창>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고고고 윤윤윤 우우우

III...서서서론론론

구강,구인두,하인두 및 후두를 포함하는 두경부암은 선진국 남자
에서 6번째로 흔한 암이다.1최근 수십년간 많은 진단과 치료기술의
발달로 기능보존적인 치료와 제한적으로나마 치료율의 항상은 있었지
만 진행성 두경부 편평세포암의 5년 생존율은 50%을 맴돌고 있다.특
히 구강암은 침습성이 강하고 초기에 경부 림프절 전이를 잘하며 미
세전이가 많아 술 후 재발률이 높고 재발 후 치유율이 낮은 특성이
있어 다양한 연구와 치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간 생존율이 크게
향상되지 못한 상태이다.최근에는 분자생물학적인 접근을 통해 이
러한 두경부암의 치료율을 높이려는 시도가 많아지고,암의 증식,전
이와 세포사멸과 관련된 표적치료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또한 암을 억제할 수 있는 물질로 식물,해양 등에서 유래한 천연
추출물 혹은 항산화제 등을 이용한 항암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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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의 발생과정은 복잡한 유전자의 변화에 의해 발생하며 이러한 유
전자의 변화는 초기에 세포에 큰 위험을 주지 않지만(nonlethal
geneticdamage)반복적인 손상과 일련의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결국
암세포로 변화하게 된다.2암발생으로의 변화단계에는 종양발생유전자
(proto-oncogenes),종양억제유전자(tumorsuppressorgenes),세포고
사(apoptosis)등에 관여하여 세포의 수명을 조절하는 유전자 등이 관
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이러한 종양의 발생과 진행에 있어서 중
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신생혈관의 생성(angiogenesis),종양의 침습
(invasion)과 전이(metastasis)등이다.3,4종양의 침습과 전이의 과정에
는 종양과 숙주(host)사이의 여러 반응(tumorandhostinteraction)이
필요한데 이에는 간질 변화(stromalalterations)가 종양의 악성화에
선행되고 이어 종양세포와 섬유아세포(fibroblast), 대식세포
(macrophage),임파구(lymphocyte),중성구(neutrophils)와 내피세포
(endothelialcells)등과 같은 간질세포간의 반응을 통해 세포외 기질
의 변화,신생혈관생성,종양의 전이 및 침습에 관여한다는 것이 알려
져 있다.4암의 진행 과정에서 가장 초기에 발생하는 현상은 원발 병
소에 존재하는 암세포간의 결합이 소실되는 과정이다.상호 결합이
소실된 암세포는 이동을 하게 되고 주변조직으로의 침윤을 거쳐 원격
전이를 하게 된다.세포간의 결합이 소실된 암세포는 아무 방향으로
나 이동하거나,일정한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때 관련된 인자
로 autocrine motility factor,hepatocyte growth factor,tumor
necrosisfactor등이 알려져 있다.5기질의 섬유아세포에서 분비되어
종양세포의 성장과 이동을 촉진하고 혈관형성에 관여하는 인자로 알
려진 간세포성장인자(hepatocytegrowthfactor,이하 HGF)는 최초
발견시에는 간세포의 증식을 촉진하는 인자로 알려졌으나,6,7이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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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세포뿐 만 아니라 위장관 상피세포,각질세포 등을 위시한 여러 상
피세포의 증식을 촉진하는 능력이 있음이 알려졌으며,일부 암세포에
있어서는 protease의 분비를 통해 종양의 활동(motility)과 침습
(invasiveness)을 유도하고 형질생성(morphogenesis)과 신생혈관의 생
성(angiogenesis)에 관여한다고 알려지게 되었다.3,8 HGF에 대한 수
용체인 c-Met는 c-metprotooncogene의 산물이며 190kDa의 receptor
tyrosinekinase로서 170kDa의 전구물질이 glycosylation과정을 거쳐
완성된 단백질로 세포외(extracellular)의 50kDa α-subunit과 경세포막
(transmembrane)형태로 존재하여 tyrosinephosphorylation이 일어나
는 145kDa의 β-subunit로 구성되어 있다.9이 protooncogene은 위장
관암,폐암,췌장암,백혈병,유방암 등 다양한 암종에서 과발현됨이
알려져 있다.9

한편 천연추출물로 강한 항산화효과를 보이는 녹차의 polyphenol은
다양한 연구에서 암예방효과와 항암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10,11

녹차에서 확인되는 catechin은 크게 네가지로(-)-epigallocatechin
-3-gallate(EGCG), (-)-epicatechin(EC), (-)-epigallocatechin(EGC)
와 (-)-epicatechiin-3-gallate(ECG)로 구성되어 있다.이중 EGCG가
가장 큰 비중(60%정도)을 차지하고 가장 강력하고 주된 polyphenol로
알려져 있고,다양한 암세포주에서 세포사멸을 유도하고 종양의 성장
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0Crespy등은 EGCG가 invivo마
우스실험에서 UV에 의해 유도되는 암화과정(carcinogenesis)을 억제
하는 강한 예방 화학약물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11또한 Kavanagh등
은 DMBA로 처리된 백서에서 녹차추출물이 종양의 발현시기를 억제
하고 발병된 종양의 무게와 전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하였다.12

이러한 EGCG의 종양억제효과에 대한 기전으로 인정된 것 중 하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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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CG가 성장인자의 신호전달체계를 invivo에서 억제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를 통해서 c-metoncogene이 상피세포에서
발현되며 또한,상피에서 유래한 여러 암종에서 발현됨을 기초로 하
여 두경부암종 중 림프절전이와 전신전이로 인해 예후가 불량하고
HGF와 연관된 연구가 미진했던 구강 편평세포암종에서의 c-met
oncogene과 HGF의 발현여부에 따른 임상적 의의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구강암에서의 녹차추출물과 HGF억제에 관한 연구가 미진하였던
바 구강 편평세포암 세포주(KB)에서 녹차추출물인 EGCG가 HGF에
의해 유도되는 증식,분산,이동과 침습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확
인하였고,Tunnelassay,DNA fragmentationanalysis,FACS with
AnnexinV stainingandPI,cellcycle분석,mitochondrialmembrane
potential변화,ROS의 형성 등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였으며,대표적인
세포사멸경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또한 c-Metknock-down시
EGCG의 효과를 알아보기위해 siRNA를 이용하여 구강 편평세포암
세포주(KB)에서 c-Met을 knockdown시킨후 invasionassay,FACS
withAnnexinV stainingandPI,mitochondrialmembranepotential
변화,ROS의 형성 등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였다.동물생체실험으로
동계 마우스(syngenicmouse,C3H)이용하여 녹차추출물의 항암효과
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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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재재재료료료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111...구구구강강강암암암 환환환자자자의의의 조조조직직직을을을 통통통한한한 연연연구구구

가가가...대대대상상상 환환환자자자
면역조직화학적 염색을 위해서 연세대학교 이비인후과학 교실에서
1997년 4월부터 2003년 4월까지 구강설암으로 수술받은 환자 중
Hematoxylin-eosin염색 표본을 검토하여 파라핀 포매조직의 보관 상
태가 양호한 61명을 선정하여 대상으로 하였다.이들의 평균 나이는
53.5±9.2(평균±표준편차)세로서 22세에서 79세까지 분포하였으며 남
자는 41명 여자는 20명이었다.대상 환자들은 모두 구강설암의 편평
세포암으로 구강설부분절제술 혹은 구강설전절제술을 시행받은 환자
였다.AJCC(2002)의 규정에 따라 병기를 분류하였을 때 I기는 15명
(24.6%), II기는 10명(16.4%), III기는 11명(18.0%), IV기는 25명
(41.0%)이었다.조직의 분화도는 병리조직학적 소견에 따라 well,
moderate,poorlydifferentiation으로 구분하였다.환자들의 생존 여부
는 진료기록부 및 전화상담을 통하여 모두 확인할 수 있었다.
구강암 조직의 Westernblot의 시행을 위해서 1년 이내에 수술한
구강설암 환자로 조직절제 직후에 질소통에 넣어 급속동결된 신선조
직으로 3명의 정상과 암조직을 이용하였다.3명 모두 구강설의 편평
세포암으로 구강설부분절제술을 시행받은 환자였다.

나나나...ccc---MMMeeettt와와와 HHHGGGFFF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면면면역역역조조조직직직화화화학학학적적적 염염염색색색
면역조직화학적 염색은 labelled streptoavidin biotin kit(LS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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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KO Co.,CA.USA)를 이용하였다.파라핀 블록을 5㎛ 두께로 박
절하여 슬라이드에 부착시킨 후 조직 슬라이드는 xylene으로 탈파라
핀 과정을 거친 후 계열별 ethanol에 처리한 후 증류수로 5분간 함수
시켰다.10mM citratebuffer(pH 6)에서 10분간 microwave에서 끓여
항원을 노출시킨 후 내인성 과산화 효소의 활동을 억제시키기 위해
3% H2O2가 포함된 100% methanol액으로 10분간 처리하였다.HGF에
대한 일차항체는 human 항 HGF affinity purifiedpolyclonalgoat
antibody(R&D systems,Inc,MN,USA)를 사용하였고 c-Met에 대한
일차 항체는 human 항 HGF receptor(c-Met) polyclonal goat
antibody(R&D system,Inc,MN,USA)를 1:100으로 희석하여 사용하
고, 4℃에서 하루 밤동안 반응시킨 후 universal secondary
biotinylated antibody와 R.T.U VECTASTAWⓇ ELITE ABC
kit(VectorLaboratories,Inc.,CA,USA)로 상온에서 각각 30분간 처
리하여 이차항체염색 및 표지항체염색을 하였다. 발색제인
DAB(DAKO)로 약 5분간 반응시키고,10초 동안 Hematoxylin으로 대
조염색하였다.Semisynthetic crystalmount(DAKO)로 mounting한
후,coverglass로 덮어서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다다다...WWWeeesssttteeerrrnnnbbblllooottttttiiinnnggg을을을 이이이용용용한한한 ccc---MMMeeettt의의의 발발발현현현 검검검색색색
3명의 환자에서 얻은 구강암 조직을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으로 세척한 다음 단백질분해 억제제(100㎍/㎖ phenylmethyl
sulfonyl fluoride, 1㎍/㎖ leupeptin)가 첨가된 RIPA
(RadioImmunoPrecipitation)buffer1㎖ {150mM NaCl,1% NP-40,
50mM Tris(pH 8.0),1mM EDTA,0.5% Deoxycholate}에 넣고 균질
화 하였다.이 균질액을 15,000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 후 상층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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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Western blotanalysis에 이용하였는데 단백질의 양은 Bio-Rad
proteinassay(Bio-Rad,Hercules,CA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Well당 20㎍의 단백질을 분리하기 위해 sodium dodesylsulfate
(SDS)-polyacrylamidegelelectrophoresis(PAGE)를 사용하여 분리
한 후 nitrocellulosefilter(Amersham,ArlingtonHeights,IL.USA)
에 옮긴 다음 4℃에서 하루 밤 동안 항 c-Met항체를 반응시켰다.다
음날 filter를 0.1% Tween-20이 함유된 Trisbufferedsaline(TBS)용
액으로 세척한 후 peroxidase-conjugated donkey anti-rabbit
antibody(Amersham)와 donkeyanti-mouseantibody(Amersham)로
각각 반응시킨 후 enhanced chemiluminescence detection system
(ECL,Amersham)을 이용하여 X-rayfilm으로 확인하였다.

222...구구구강강강암암암 세세세포포포주주주를를를 이이이용용용한한한 연연연구구구

가가가...세세세포포포배배배양양양
AmericanTypeCultureCollection(ATCC)으로부터 구입한 구강 편
평세포암 세포주 KB(HTB-43,ATCC)를 EMEM(10% FBS)배지에
서 5% CO2,37°C에서 배양하였다.

나나나...실실실험험험에에에 사사사용용용한한한 항항항체체체와와와 녹녹녹차차차추추추출출출물물물
HGF에 대한 일차항체는 human항HGF affinitypurifiedpolyclonal
goatantibody(R&D systems,Inc,MN,USA)를 사용하고 c-Met에
대한 일차 항체는 human항HGF receptor(c-Met)polyclonalgoat
antibody(R&D systems,Inc,MN,USA)를 사용하였다.세포사멸기
전의 분석을 위해 p38,AKT,ERK,p-SAPK/JNK(cellsigna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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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P, cleaved caspase3(cell signaling), cleaved caspase9(cell
signaling)의 항체를 사용하였다.녹차추출물로는 whole green tea
(-)-epigallocatechin-3-gallate(EGCG), (-)-epicatechin(EC), (-)-epigallo 

catechin(EGC) 와 (-)-epicatechiin-3-gallate(ECG)을 사용하였다.

다다다...RRRTTT---PPPCCCRRR에에에 의의의한한한 HHHGGGFFF와와와 ccc---MMMeeettt의의의 mmmRRRNNNAAA 발발발현현현분분분석석석
구강암 세포주 1ml의 TRIzol(GIBCOBRL,GrandIsland,NY,USA)
시약에 균질화시킨 후,총 RNA를 추출하였다.구강암 세포주에서 추
출된 총 RNA 2㎍을 각각 Omniscript Reverse Transcriptase
kit(20511,Qiagen Germany)의 반응혼합물{10X BufferRT 2.0㎕,
dNTPMix(5mM eachdNTP)2.0㎕,Oligo-dT primer(10mM)2.0㎕,
RNaseinhibitor(10units/ml)1.0㎕,OmniscriptReverseTranscriptase
2units,RNase-freewater}20㎕에 넣고 37℃에서 60분,94℃에서 5분
간 역전사하여 cDNA를 합성하였다. PCR은 MinicyclerTM(MJ
research,USA)를 사용하고 합성된 cDNA를 TaqDNA polymerase1
unit(RocheDiagnosticsCo,Indianapolis,USA)과 각각의 primer를
넣어 증폭시켰다.PCR과정은 초기변성을 96℃에서 3분간 실시한 후,
96℃에서 30초,55℃에서 30초,72℃에서 30초간을 총30cycles을 실
시하였고 신전(extension)은 72℃에서 5분간 시행하였다.

라라라...WWWeeesssttteeerrrnnnbbblllooottttttiiinnnggg을을을 이이이용용용한한한 ccc---MMMeeettt의의의 발발발현현현과과과 녹녹녹차차차추추추출출출물물물에에에
의의의한한한 발발발현현현억억억제제제확확확인인인
구강암세포주를 phosphatebufferedsaline(PBS)으로 세척한 다음 단
백질분해 억제제(100㎍/㎖ phenylmethylsulfonyl fluoride, 1㎍/㎖
leupeptin)가 첨가된RIPA(RadioImmunoPrecipitation) buffe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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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mM NaCl,1% NP-40,50mM Tris(pH 8.0),1mM EDTA,0.5%
Deoxycholate}에 넣고 균질화하였다.이 균질액을 15,000rpm에서 10
분간 원심분리 후 상층액을 Westernblotanalysis에 이용하는데 단백
질의 양은 Bio-Radproteinassay(Bio-Rad,Hercules,CA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well 당 20㎍의 단백질을 분리하기 위해
sodium dodesylsulfate (SDS)-polyacrylamide gelelectrophoresis
(PAGE)를 사용하여 분리한 후 nitrocellulose filter (Amersham,
ArlingtonHeights,IL.USA)에 옮긴다음 4℃에서 하루 밤 동안 항
c-Met항체를 반응시켰다.다음날 filter를 0.1% Tween-20이 함유된
Tris buffered saline(TBS) 용액으로 세척한 후
peroxidase-conjugated donkey anti-rabbitantibody (Amersham)와
donkey anti-mouse antibody (Amersham)로 각각 반응시킨 후
enhancedchemiluminescencedetectionsystem (ECL,Amersham)을
이용하여 X-rayfilm으로 확인하였다.

마마마...MMMTTTTTT aaassssssaaayyy
96wellplate에 구강암세포주를 well당 2×103cells로 seeding을 한
뒤 37℃,5% CO2incubator에서 2일간 배양하였다.녹차추출물을 0,
5,10,20,40,80,100,150,200μM로 각 sample당 5번의 실험이 되도
록 한 뒤 incubator에서 16시간 배양하였다.well당 1mg/ml의 MTT
solution으로 처리한 뒤 4시간 incubator에서 배양한 뒤 well당 100㎕
DMSO로 formazan을 용해시킨뒤,540nm에서 용해된 formazan의
opticaldensity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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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바바...WWWooouuunnndddhhheeeaaallliiinnngggaaassssssaaayyy을을을 통통통한한한 종종종양양양세세세포포포의의의 이이이동동동성성성 분분분석석석
구강암세포를 24wellplate에 1×106개씩 접종한 후 성장 인자와 혈청
이 없는 배지에서 48시간 동안 배양하여 세포가 plate에 포화된(90%
이상)상태가 되도록 하였다.Bluetip을 이용하여 dish바닥을 십자로
그어 균일한 너비로 injuryline을 만들었다.PBS로 세포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세척한 뒤 PBS를 제거한 후에 배지를 천천
히 넣고 HGF0,30ng/㎖로 처리한 구강암세포주에 녹차추출물(1,10,
50μM)로 처리하였다.Woundhealingassay는 현미경 배율 ×100으로
시간대별(4,8,12,24,36,48시간)로 사진을 찍어 비교하고 현미경내
에 내장된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측정된 두 양단간의 거리를 통계
적으로 처리하였다.

사사사...종종종양양양세세세포포포의의의 침침침습습습성성성 분분분석석석
종양세포의 침습성을 분석하기 위해 Transwellchamber(Costar)를 사
용하였다.먼저 polyethylenefilter(8㎛ pore-sized)의 윗면에 EMEM
100㎕에 녹인 typeIcollagen (6㎍/filter)을 부은 후 하루밤 동안
laminar flow hood에서 coating시켰다.하부 well에 0.5% FBS
medium 500㎕를 넣은 후 녹차추출물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HGF
0,30ng/㎖로 처리한 구강암세포주에 녹차추출물(0,10,50μM)로 처리
한 well을 각각 만들었다.MitomycinC(8㎍/㎖)를 30분간 전처리 한
뒤 상부 well의 filter위에 105cells(in100㎕ ofgrowthmedium)를 부
착하였다.이 chamber를 37℃,5% CO2에서 48시간 배양한 다음 상부
well의 filter를 제거하고 pore를 통과하여 아랫면에 부착된 세포를
hematoxylin으로 염색한 후 광학 현미경을 통하여 그 숫자를 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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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자자...구구구강강강암암암세세세포포포주주주에에에서서서 녹녹녹차차차추추추출출출물물물에에에 의의의해해해 유유유도도도되되되는는는 세세세포포포사사사멸멸멸현현현
상상상과과과 기기기전전전분분분석석석

(((111)))TTTUUUNNNEEELLLAAAssssssaaayyy
TUNEL방법을 사용한 insitucelldeathdetectionkit,POD(Roche,
Germany)를 이용하여 H31을 처리한 구강암세포주의 세포사멸을 확
인하였다.6-well에 3×105 cell을 seeding하여 배양한 뒤 24시간동안
starvation시킨 후 조건별로 녹차추출물을 처리하여 24시간 배양하였
다.4% paraformaldehyde를 첨가하여 상온에서 30분간 고정한 후,
PBS로 2회 세척하고,0.1% TritonX-100이 포함된 permeablilization
용액을 상온에서 10분간 처리하였다.PBS로 다시 2회 세척한 후
terminaldeoxynucleotidyltransferase(TDT)와 nucleotidemixture를
첨가하고 37℃에서 빛을 차단한 후 1시간 배양하였다.PBS로 2회 세
척하고 난 후,형광 현미경하에서 세포사멸을 조사하였다.세포사멸이
일어나지 않은 세포의 대조 염색을 위하여 4, 6-diamino
-2-phenylindole(DAPI,sigma)용액을 이용하였다.

(((222)))DDDNNNAAA fffrrraaagggmmmeeennntttaaatttiiiooonnn분분분석석석
ApopLadderEXTMDNA fragmentationkit(TaKaRa,Korea)를 사용
하여 세포사멸에 의한 DNA fragmentation을 확인하였다.60mm dish
에 3×105 cell을 seeding하여 배양한 뒤 24시간동안 starvation시킨
후 조건별로 녹차추출물을 처리하여 24시간 배양하였다.배양액을 제
거하고 PBS로 2회 세척 후 lysisbuffer100㎕를 첨가하여 12,000xg
에서 5분간 원심분리하였다.새로운 tube에 상등액을 수거하고 SDS
solution10㎕를 넣어 56℃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그 후 다시
enzyme B 10㎕를 넣어 37℃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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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ipitation colution을 첨가하여 DNA를 추출하였다. DNA를
Tris-EDTA solution에 녹인 후,etidium bromide가 포함된 2%
agarosegel에 전기영동을 하여 관찰하였다.

(((333)))FFFAAACCCSSScccaaannnwwwiiittthhhAAAnnnnnneeexxxiiinnnVVV---FFFIIITTTCCCaaannndddPPPIII
AnnexinV-FITC ApoptosisDetectionkitI(BD Biosciences,San
Diego,CA)를 이용하여 세포사멸정도를 분석하였다.60mm dish에
3×105 cell을 seeding하여 배양한 뒤 24시간동안 starvation시킨 후
조건별로 녹차추출물을 처리하여 24시간 배양하였다.배양액을 제거
하고 PBS로 2회 세척 후 bindingbuffer에 세포수가 1×106cells/ml이
되도록 부유시킨 후 이 용액 100㎕를5 mltube로 옮기고 5㎕의
AnnexinV-FITC를 tube에 첨가한 후 잘 혼합하여 약 15분간 암처에
서 반응시켰다.이후 400㎕의 binding buffer를 첨가한 후 Becton
DickinsonFACSscan(LysisIIVer.1.0)에서 10,000개 이상이 될 때
까지 세포를 측정하며 FACScan유세포계측기 (flowcytometry)의 판
독결과를 AnnexinV-FITC의 발현유무에 따라 apoptosis정도를 측
정하였다.또한 형광현미경하에서 세포의 세포사멸 정도를 측정하였
다.
(((444)))세세세포포포내내내 RRROOOSSS발발발생생생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녹녹녹차차차추추추출출출물물물의의의 효효효과과과

세포내 ROS측정을 위해 5-(and 6)-carboxyl-2',7'-dichlorodihydro
fluorescein diacetate (DCFDA) (Molecular probes,Eugene,OR,
USA)을 이용하여 산화시 DCFDA가 높은 형광물질인 2,
7-dichlorofluorescein(DCF)로 변환되는 것을 측정하였다.구강암세포
를 6-well에 넣고 HGF를 처리한 다음 녹차추출물을 넣고 24시간 배
양한 뒤 33℃에서 10분간 암실에서 10μM DCFDA를 처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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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Scan flow cytometer(488and 530 nm)를 이용하여 oxidative
burst를 측정하였다.

(((555)))MMMiiitttoooccchhhooonnndddrrriiiaaalllMMMeeemmmbbbrrraaannneeePPPooottteeennntttiiiaaalll변변변화화화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녹녹녹차차차추추추출출출
물물물의의의 효효효과과과
살아있는 세포에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mitochondrial membrane
potential는 세포가 손상을 받게 되면 변화가 오게되고 이는 세포손상
의 민감한 지표가 된다.정상적인 세포들을 membrane-permeable
(lipophilic) cationic 형광염색약에 반응시키면 미토콘드리아의
transmembranepotential에 의해 이 염색약을 빠르게 미토콘드리아에
축적되나 세포사멸 초기에 미토콘드리아가 손상을 받으면 더 이상 염
색약을 축적할 수 없게 된다.본 실험에서는 lipophiliccationicprobe
(JC-1;MolecularProbesInc.)로 flow cytometry(BectonDickinson)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녹차추출물에 의해 유도되는 세포사멸시 감
소되는 mitochondrialmembranepotential의 변화를 JC-1dye의 색변
화를 통해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666)))녹녹녹차차차추추추출출출물물물의의의 세세세포포포주주주기기기에에에 대대대한한한 효효효과과과분분분석석석
구강암세포를 6well에 넣고 밤동안 배양한 뒤 녹차추출물을 함께 처
리하였다.세포를 트립신처리하고 PBS로 씻어낸 뒤 상온에서 배양하
였다.상온에서 staining solution (5mg/mlpropidium iodide,20
mg/mlRNaseA)을 15분 처리한 뒤 염색된 세포를 flow cytometry
cellsorter(BectonDickinson)로 세포주기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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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차차...sssiiiRRRNNNAAA를를를 이이이용용용한한한 ccc---MMMeeetttgggeeennneee의의의 KKKnnnoooccckkkdddooowwwnnn유유유도도도 및및및 실실실험험험
Lipofectamine2000(invitrogen,USA )을 사용하여,siRNA를 세포
에 삽입시켰다.c-Met siRNA을 제작하여,100pmol의 농도가 되도
록,stocksolution을 만들어 실험에 사용하였다.각 세포를 60mm
Dish에 분주하여 배양하여,세포밀집도가 50% 정도일 때,siRNA을
opti–MEM ( GIBCO )와 50㎕이 되도록 희석하여 주고,
Lipofectamine200010㎕와 opti-MEM 을 50㎕이 되도록 희석하여
준 뒤,5분간 상온에 두었다.siRNA와 opti– MEM이 희석된 용액
과 Lipofectamine2000과 opti–MEM이 희석된 용액을 섞고 20분간
상온에서 반응시켰다.반응이 끝난 용액을 Dish에 골고루 잘 뿌려 세
포에 삽입시킨 후,6시간 후에 배양액을 갈아주었다.이 세포를 수거
하여 사용하였다.c-Metknock-down시의 EGCG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c-Met을 knock down 시킨 세포를 invasion assay,FACS
withAnnexinV stainingandPI,mitochondrialmembranepotential
변화,ROS의 형성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여 비교하였다.

333...sssyyynnngggeeennniiicccmmmooouuussseee에에에서서서 SSSCCCCCC777으으으로로로 종종종양양양형형형성성성후후후 녹녹녹차차차추추추출출출물물물의의의 효효효
과과과 분분분석석석
5×105개의 SCC7세포(in 100㎕ of phosphate-buffered saline)와
transfection을 통해 c-Met이 과발현되는 세포주를 만든 뒤,8주된
syngenicmouse의 피하로 주입한 뒤 이틀에 한번씩 종양의 부피를
측정하고,종양투여후 3주에 종양을 절개하여 크기와 무게를 측정하
였다.얻어진 조직에서 TUNEL염색을 통해 EGCG의 세포사멸을 확
인하였고 HGF/c-Met의 발현정도를 Westernblot으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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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통통통계계계적적적 분분분석석석
MTT assay,woundhealingassay,침습분석과 동물실험에서의 종양
증식분석은 SPSS(version12)을 이용하여 시행하였고,통계는 p값이
0.05이하인 경우를 통계학적으로 의의있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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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결결결과과과

111...면면면역역역조조조직직직화화화학학학적적적 염염염색색색
c-Met과 HGF에 대한 면역조직화학염색을 시행한 후 Taniguchi등
이 제안한 대로 면역조직화학염색시 세포막이나 세포질에서의 발현이
전체 세포 중 30%미만에서 양성을 보이는 경우를 음성,30%이상의
세포에서 양성을 보이는 경우를 양성이라고 판정하였다.
HGF의 면역조직화학염색시 대상 61예의 환자 중 35예(57.3%)에서
양성을 보였는데(Table1),대부분의 조직슬라이드에서 HGF의 발현
은 주로 암세포주변의 기질세포(stromalcell)에서 강하게 염색이 되었
다.기질세포내에서는 주로 세포질내에 미만성으로 진하게 염색된 경
우가 가장 많았으며 일부는 세포막을 따라 염색되기도 하였다.일부
조직에서는 암세포에서도 HGF의 염색이 확인되기도 하였으며 일부
종양 주변의 정상세포에서도 상피세포의 기저층에서 약한 염색이 확
인되기도 하였다(Fig.1).종양의 크기에 따른 HGF의 염색양상을 보
면 원발종양의 크기가 4cm이하인 T1과 T2에서는 54.9%,종양의 크
기가 4cm이상인 T3와 T4에서는 70.0%로 종양의 크기가 큰 경우에
HGF의 발현이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인 의의는 없었다
(Table1).림프절 전이가 없는 경우 HGF가 13/27예(48.1%)에서 발현
되었으나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 22/34예(64.7%)에서 발현되어 림
프절전이시 HGF의 발현이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인 의의
는 없었다.전신전이의 경우 전이가 없는 군(55.9%)에 비해 전이가 있
는 군(100%)에서 HGF의 발현이 높았으나 두 군간의 통계적인 차이
는 없었다.병기에 따른 분류에서는 조기암에 속하는 I,II기에서는
HGF의 발현이 11/25예(44.0%)였으나 진행암에 속하는 III,IV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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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4/36예(66.7%)로 병기가 진행할수록 HGF의 발현이 증가하였으
나,통계적 의의는 없었다.병리학적인 분화도에 따른 HGF의 발현의
차이는 없었고 재발여부에 따른 분석에서는 재발이 있는 경우 10/16
예(62.5%)에서 발현되었고 재발이 없는 경우 25/45예(55.6%)에서 발
현되어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한편 c-Met의 경우 면역조직화학염색시 HGF와는 달리 기질세포에
는 발현이 거의 없고 주로 암세포에서 강하게 발현이 관찰되었으며
일부 정상세포에도 약하게 염색이 되었다.암세포내에서는 세포질에
미만형으로 강하게 염색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Fig.2).대상 61예의
환자 중 33예(54.1%)에서 양성을 보였다(Table2).종양의 크기에 따
른 c-Met의 발현은 T1,T2에서는 26/51예(51%)였고 T3,T4에서는
7/10예(70%)로 종양이 클수록 c-Met의 발현이 증가되었으나 통계적
인 차이는 없었다.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 24/34예(70.6%)로 전이가
없는 경우 9/27예(33.3%)에 비해 c-Met의 발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증가되었다(p=0.005).전신전이의 경우 전이가 없는 군 31/59예
(52.4%)에 비해 전이가 있는 군 2/2(100%)에서 c-Met의 발현이 높았
으나 두 군간의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병기에 따른 분류에서는 병
기가 진행암인 경우(69.4%)가 조기암(32%)에 비해 c-Met의 발현이
증가되었고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었다(p=0.004).병리학적인 분화도에
따른 c-Met의 발현에는 차이가 없었고 재발에 따른 c-Met의 발현에
서도 재발된 경우(81.2%)가 재발되지 않은 경우(37.5%)에 비해 발현
율이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p=0.018). 단일변
량분석(Uunivariateanalysis)에서 무병생존률 (diseasefreesurvival)
과 통계적 의의가 있었던 림프절전이,재발 및 c-Met발현여부에 대해
다변량분석(multivariateanalysis)결과 상대적 위험도(relative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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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림프절전이여부 3.896,재발여부 7.990,c-Met발현여부 1.535였고,
림프절전이와 재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Table.3).
추적기간 중 전체 61예의 환자중 22예(36%)가 사망하였는데 이중
20예는 국소재발에 의해서 사망하였고 1예는 전신전이에 의해,1예는
국소재발과 전신전이에 의해 사망하였다.생존분석은 Kaplan-Meier법
을 이용하였고 그 의의는 Log-ranktest로 평가하였을 때 c-Met의
발현이 없었던 군이 있었던 군에 비해 생존율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위
한 차이가 있었고(Fig.3,p=0.0032)HGF의 발현여부는 생존율에 있
어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ig.3,p=0.9957).

Fig. 1. Immunohistochemical localization of HGF protein in human oral 

squamous cell carcinoma(SCC) tissue. HGF was stained mainly in stromal 

tissue around cancer cells, but occasionally in cancer cells and in basal 

layer of normal cells(A:⨯100, B: ⨯400).

            

Fig. 2. Immunohistochemical expression of c-Met in the human oral SCC 

tissue. There was strong c-Met expression in cytoplasm of cancer cells, 

AAA BBB

AAA 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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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not in normal cells(A: ×100). It was shown that the expression was 

in the cytoplasm of cancer cells diffusely and strongly(B: ×400). 

Table. 1 Correlation between the expression of HGF and clincopathologic 

factors.                                                                                  

  

1) calculated by Fisher's exact test (p<0.05)

2) calculated by Person Chi-Square's test (p<0.05)

Table. 2 Correlation between the expression of c-Met and clincopathologic 

factors. 

1) calculated by Fisher's exact test (p<0.05)

2) calculated by Person Chi-Square's tes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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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Univariate and Multivariate Analyses of Prognostic Factors for 

Disease-Free Survivals. 

0.99570.99570.99570.9957HFG (HFG (HFG (HFG (negnegnegneg/pos)/pos)/pos)/pos)

0.4520.4520.4520.4520.5020.5020.5020.502----4.6944.6944.6944.6941.5351.5351.5351.5350.00320.00320.00320.0032cccc----Met (neg/pos)Met (neg/pos)Met (neg/pos)Met (neg/pos)

0.0000.0000.0000.0002.8802.8802.8802.880----22.16822.16822.16822.1687.9907.9907.9907.9900.0000.0000.0000.000RecurrenceRecurrenceRecurrenceRecurrence

0.68360.68360.68360.6836Metastasis (Metastasis (Metastasis (Metastasis (negnegnegneg/pos)/pos)/pos)/pos)

0.0260.0260.0260.0261.1761.1761.1761.176----12.91112.91112.91112.9113.8963.8963.8963.8960.00270.00270.00270.0027Node (Node (Node (Node (negnegnegneg/pos)/pos)/pos)/pos)

0.06320.06320.06320.0632Tumor (1,2/3,4)Tumor (1,2/3,4)Tumor (1,2/3,4)Tumor (1,2/3,4)

PPPP valuevaluevaluevalue95% CI95% CI95% CI95% CIRRRRRRRRUnivariateUnivariateUnivariateUnivariate analysis analysis analysis analysis P vP vP vP valuealuealuealue

Multivariate Multivariate Multivariate Multivariate anlaysisanlaysisanlaysisanlaysis

0.99570.99570.99570.9957HFG (HFG (HFG (HFG (negnegnegneg/pos)/pos)/pos)/pos)

0.4520.4520.4520.4520.5020.5020.5020.502----4.6944.6944.6944.6941.5351.5351.5351.5350.00320.00320.00320.0032cccc----Met (neg/pos)Met (neg/pos)Met (neg/pos)Met (neg/pos)

0.0000.0000.0000.0002.8802.8802.8802.880----22.16822.16822.16822.1687.9907.9907.9907.9900.0000.0000.0000.000RecurrenceRecurrenceRecurrenceRecurrence

0.68360.68360.68360.6836Metastasis (Metastasis (Metastasis (Metastasis (negnegnegneg/pos)/pos)/pos)/pos)

0.0260.0260.0260.0261.1761.1761.1761.176----12.91112.91112.91112.9113.8963.8963.8963.8960.00270.00270.00270.0027Node (Node (Node (Node (negnegnegneg/pos)/pos)/pos)/pos)

0.06320.06320.06320.0632Tumor (1,2/3,4)Tumor (1,2/3,4)Tumor (1,2/3,4)Tumor (1,2/3,4)

PPPP valuevaluevaluevalue95% CI95% CI95% CI95% CIRRRRRRRRUnivariateUnivariateUnivariateUnivariate analysis analysis analysis analysis P vP vP vP valuealuealuealue

Multivariate Multivariate Multivariate Multivariate anlaysisanlaysisanlaysisanlaysis

RR : relative risk, CI : confidence interval, neg : negative, pos : positive

        

Fig. 3. Survival curves of oral SCC patients according to the expression 

of HGF(A) and c-Met(B). 

222...구구구강강강암암암환환환자자자의의의 정정정상상상 및및및 암암암조조조직직직에에에서서서 HHHGGGFFF와와와 ccc---MMMeeettt의의의 발발발현현현분분분석석석
구강암 환자 3명에서 시행한 Westernblotting의 결과상 HGF와 인
산화 c-Met의 발현이 검체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정상조직에 비해
암조직에서 강하게 발현되는 것이 확인되었다(Fig.4).

BBB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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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Western Blotting in Oral SCC tissue. The increased expression of 

HGF and phosphorylated c-Met protein were detected in cancer tissues. 

333...WWWeeesssttteeerrrnnnbbblllooottttttiiinnnggg을을을 이이이용용용한한한 ccc---MMMeeettt의의의 발발발현현현과과과 녹녹녹차차차추추추출출출물물물에에에 의의의
한한한 발발발현현현억억억제제제확확확인인인
구강암 세포주(KB)를 이용한 RT-PCR의 결과 HGF의 발현은 없었
으나 c-Met의 발현은 강하게 나타났고 Westernblotting상 c-Met의
강한 발현이 확인되었다(Fig.5).

Fig. 5. Expression analysis of c-Met and HGF in KB cell line.  A : The 

expression of c-Met mRNA on RT-PCR were detected in oral SCC cell 

line(KB cells). B : The protein of c-Met on Western blotting were 

detected in KB cells. However, HGF was not detected in the RT-PCR 

AAA 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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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Western blotting.

EGCG에 의한 HGF억제효과를 보기 위해 시행한 Westernblotting에
서,HGF에 의해 KB cell에서 phosphorylatedc-Met의 발현이 time
sequential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Fig.6A),EGCG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HGF에 의해 activation된 form인 phosphorlyated
c-Met의 발현이 억제되는 것을 Westernblot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
데,EGCG의 양이 0.15µM이상에서는 활성화된 c-Met이 현저하게 감
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6B).
                                                        

Fig. 6. EGCG inhibits HGF-induced c-Met signaling in KB cells. 3☓104 

KB cells were serum starved for 4-5 h and pretreated with the indicated 

concentrations of EGCG alone for 0.5 hour. The media was removed and 

the cells were treated with 30ng/ml HGF (A), combined with and without 

the presence of the indicated concentrations of EGCG for 15 min. Protein 

lysates were taken with boiling laemmli buffer. Protein(10㎕ ) was loaded 

per well for Western blot analysis and probed with c-Met. Treatment 

with 0.15μM EGCG inhibits HGF-induced c-Met phosphorylation (B).

HGF에 의해 유도되는 종양의 진행에 있어 EGCG가 c-Met관련 기전
에 대한 억제정도를 비교실험하기위해 siRNA을 이용하여 c-Met을

BBB

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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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ckdown시켰다(Fig.7).

Fig. 7. Western Blot of identification of knockdown. Pre-designed siRNA 

against c-Met was purchased from invitrogen, Inc. The sense sequence 

for c-Met siRNA is: 5-GCC AAU UUA UCA GGA GGU GUT T-3 

and the antisense sequence is: 5-ACA CCU CCU GAU AAA UUG 

GCT T-3 . Twenty-four hours before transfection. KB cells were 

subcultured in 24-well plates so that they would be at 70% confluence 

on the following day. The siRNA was mixed with the transfection agent 

for siRNA analysis, 100,200 pmol siRNA specific for c-Met were 

transfected into KB cells using the Lipofectamine 2000 transfection kit 

(Invitrogen). Immunoblots and invasion were performed according to the 

planat 36 h after transfection.

444...MMMTTTTTT aaassssssaaayyy
4개의 두경부암 세포주(KB:humanoralSCCline,SNU-899,1066
:humanlaryngealSCC line,FaDu:HumanhypopharyngealSCC
line)를 선택하여 0 - 200µM의 다양한 농도의 녹차추출물(whole
greentea,EGCG,EGC,ECG,EC)을 24시간 처리하여 세포의 생존
수를 MTT assay로 확인한 결과,농도 의존적으로 세포사멸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다양한 두경부암 세포주에서 EGCG와 whole
greenteaextract가 가장 높은 항암효과가 있었다.특히 하인두암세
포주인 FaDu는 EGCG가 가장 좋은 세포사멸효과를 보여 EGC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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µM의 저농도에서도 대조군에 비해 40%가 감소하고 100µM에서 대
조군에 비해 70%가 감소하는 강력한 세포사멸 효과를 보였고,구강암
세포주인 KB의 경우 EGCG에 의해 100µM에서 약 50%의 세포사멸
을 보였으나 FaDu에 비해서는 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이와는 다르게 후두암세포주인 SNU899,1066에서는 세포사멸효
과가 상대적으로 미미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Fig.8).
                    

                        

    

            

Fig 8. Concentration-dependent growth measurement of various head and 

neck cancer cell lines treated with green tea extracts(A～D). Cell viability 

assays were done using the MTT assay system. Green tea extracts 

inhibited the survival of cancer cell , as compared with control. *, P < 

0.05, **, P < 0.01, two-way ANOVA. Means ± SEM are shown.

555...WWWooouuunnndddhhheeeaaallliiinnngggaaassssssaaayyy을을을 통통통한한한 종종종양양양세세세포포포의의의 이이이동동동성성성 분분분석석석

AAA BBB

CCC D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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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undhealingtest를 통해 확인한 세포의 이동과 증식에 관한 검
사에서 EGCG을 처리한 경우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용량에
비례하여 wound양단간의 간격이 넓어지는 것이 확인되었다.이러한
EGCG에 의한 이동과 증식억제는 HGF를 처리한 경우에도 EGCG의
효과가 유지되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ig.9).

                        

                                

AAA

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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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Wound healing assay. KB cells were plated in a 6-well plate and 

grown to confluency in serum containing media. The cells were starved 

for growth factors for 48hours. The monolayer was scratched with a 

pipette tip and washed with PBS. In order to evaluate the effect of HGF 

and EGCG on both migratory and proliferative activities, KB cells were 

treated with HGF [ 0ng/㎖ , 30ng/㎖ ] and with increasing concentrations 

of EGCG(0, 10μM, 50μM). Incubation of KB cells with 0.1% BSA 

produced a marked cell migration in the wound area 48 h after 

wounding, whereas wounds treated with EGCG showed dose-dependent 

delays in wound healing under the same conditions(A & B). *, P < 

0.05, **, P < 0.01, two-way ANOVA. Means ± SEM are shown.

666...종종종양양양세세세포포포의의의 침침침습습습성성성 분분분석석석
Transwellchamber에 typeIcollagen을 coating하고 시행한 침습 검
사에서 대조군에 비해 EGCG 처리군에서 용량에 비례하여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KB cell의 침습이 감소하였다.한편,HGF30ng을 처리
한 경우에는 HGF를 처리하지 않은 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침습이 증가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EGCG 처리에 의해 다시 억제되었
고 이러한 침습현상의 억제는 EGCG의 용량에 비례되는 양상으로 나
타났다(Fig.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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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Invasion assay. Transwell chambers (Costar) were used to verify 

the level of cell invasiveness. KB cells were seeded on upper membrane 

in HGF (0, 30ng/㎖ ) +/- increasing concentrations of EGCG. After 

48-hours of incubation, plugged cells in 8-㎛ pore or cells attached to 

undersurface or membrane were counted, and the cells attached in the 

lower section were stained with hematoxylin and counted by light 

microscope. HGF stimulated cell invasion, and this effect of HGF was 

inhibited by EGCG(A & B). *, P < 0.05, **, P < 0.01, two-way 

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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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VA. Means ± SEM are shown.

KB 세포주에 siRNA을 이용하여 c-Met을 knockdown 시킨 후
Transwellchamber에서 시행한 침습성 검사에서 c-Met발현이 감소
되었을 때 세포의 침습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EGCG에 의한 침습억제 효과에
있어서 c-Metknockdown시킨 경우에는 EGCG에 의한 침습억제효
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EGCG 50µM 처리시 siRNA로
knockdown시킨 경우 세포의 침습이 상대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것처
럼 확인되었으나 Mock과 통계적 차이는 확인할 수 없었다(Fig.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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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Invasion assay according to c-Met knockdown in KB cells. 

c-Met knockdown inhibited KB cells invasion in Transwell chamber but 

the effect of EGCG on invasion was decreased in c-Met knockdown KB 

cells(A & B). *, P < 0.05, **, P < 0.01, two-way ANOVA. Means ± 

SEM are shown.  

777...HHHGGGFFF에에에 의의의해해해 유유유도도도된된된 MMMMMMPPP---222,,,999에에에 대대대한한한 EEEGGGCCCGGG의의의 억억억제제제효효효과과과
HGF에 의해 MMP-9이 약간 증가되는 양상을 보였고 EGCG처리시
MMP2와 MMP9이 모두 억제되는 양상을 보였고 이러한 현상은
EGCG의 용량과 비례하였다(Fig.12).

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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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Effect of EGCG on the expression of HGF-induced MMP-2 and 

-9 in KB cells. EGCG inhibited significantly decreased   MMP-2, 9 

mRNA expression for 24hours in a dose-dependent manner, revealed by 

RT-PCR. 

888...구구구강강강암암암세세세포포포주주주에에에서서서 녹녹녹차차차추추추출출출물물물에에에 의의의해해해 유유유도도도되되되는는는 세세세포포포사사사멸멸멸현현현상상상과과과
기기기전전전분분분석석석
가가가...FFFAAACCCSSScccaaannnwwwiiittthhhAAAnnnnnneeexxxiiinnnVVV---FFFIIITTTCCCaaannndddPPPIII
세포사멸의 초기에 주로 염색이 되는 AnnexinV과 세포사멸의 말기
혹은 세포괴사로 인해 세포막이 손상되어 염색되는 PI에 의한 이중염
색 후 시행한 Flow cytometry검사에서 EGCG투여시 일어나는 세포
사멸이 EGCG의 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이러한 EGCG의 세포사멸 현상은 HGF를 처리한 경우
에도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났다(Fig.13).그러나 c-Metknockdown
한 경우에는 EGCG의 세포사멸유도현상이 현저하게 감소된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Fig.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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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FACScan with Annexin V-FITC and PI. KB cells were treated 

with media only, HGF 30ng, 10µM EGCG, 10µM EGCG + HGF 30ng, 

EGCG 50µM, or EGCG50 µM + HGF 30ng. In c-Met knockdown, KB 

cells were treated with HGF 30ng, EGCG 10µM + HGF 30ng, EGCG 

50µM + HGF 30ng. EGCG increased apoptosis of KB(A) but the 

apoptotic effect of EGCG was decreased in c-Met knockdown KB 

cells(B).  

나나나...세세세포포포내내내 RRROOOSSS발발발생생생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녹녹녹차차차추추추출출출물물물의의의 효효효과과과
다양한 세포사멸에 중요한 기전으로 알려져 있는 ROS형성에 대한
녹차추출물의 효과를 확인한 결과 HGF를 전처리한 후 EGCG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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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을 때 10µM처리한 군에 비해 50µM를 처리하였을 때 ROS의 형
성이 증가되었다.그러나 c-Metknockdown시에는 EGCG에 의한
ROS형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14).

                

Fig. 14. Effect of EGCG on ROS generation in KB cells. Cells were 

treated with HGF or EGCG for 24 h. Then, the level of intracellular 

ROS was measured by FACScan flow cytometry using the peroxide 

sensitivefluorescent probe, DCFDA. Treatment of EGCG significantly 

increased the generation of intracellular ROS. c-Met knockdown inhibited 

the intracellular ROS generation induced by EGCG. *, P < 0.05, 

two-way ANOVA. Means ± SEM are shown.

다다다...MMMiiitttoooccchhhooonnndddrrriiiaaalllMMMeeemmmbbbrrraaannneeePPPooottteeennntttiiiaaalll변변변화화화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녹녹녹차차차추추추출출출물물물
의의의 효효효과과과
녹차추출물인 EGCG에 의해 유도되는 세포사멸시 일어나는
mitochondrialmembranepotential(MMP)의 변화를 JC-1으로 측정한
결과 EGCG 10µM을 처리한 경우에는 mitochondrialmembrane
potential의 변화가 거의 없다가 EGCG 50µM을 처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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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ochondrial membrane potential가 크게 변화하였다. 이러한
mitochondrialmembranepotential의 변화는 c-Met을 knockdown한
경우에는 변화의 폭이 감소하였다(Fig.15).

                

Fig 15. Inhibition of mitochondrial membrane potential in EGCG-treated 

KB cells by c-Met knockdown. Cells were treated with or without EGCG 

in the absence or presence of HGF, stained with JC-1, and visualized 

under a fluorescence microscope. c-Met knockdown inhibited changes in 

the mitochondrial membrane potential and cell morphology that were 

induced by treatment with EGCG. The change in MMP was objectively 

measured using flow cytometry FACScan. *, P < 0.05, two-way 

ANOVA. Means ± SEM are shown.

라라라...TTTUUUNNNEEELLLAAAssssssaaayyy
세포사멸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한 TUNEL염색에서 대조군에 비해
EGCG의 농도에 비례하여 TUNEL 양성세포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EGCG의 효과는 HGF를 처리한 경우에도
증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DAPI을 통한 핵염색에서 세포사
멸시에 잘 관찰되는 apoptoticbody,핵의 응축현상과 핵의 분절이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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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되었다(Fig.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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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6.  Apoptotic effect of EGCG in HGF treated KB cells. 

3-(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 2H-tetrazolium bromide (MTT; 

Sigma Chemical Co.) was added to 40μl of cellsuspension for 4 h. The 

insoluble formazan product was dissolved in dimethyl sulfoxide (DMSO). 

The optical density (OD) of each culture well was measured using a 

microplate reader (Bio-Tek, Winooski, VT) at 560nm. KB cells were 

treated with media only, EGCG 50 µM alone, or EGCG + HGF. EGCG 

increased nuclear condensation, DNA fragmentation,and perinuclear 

apoptotic body of KB(A). The analysis by TUNEL assay confirmed that 

EGCG induced TUNEL-positive cells(B & C). 

마마마...DDDNNNAAA fffrrraaagggmmmeeennntttaaatttiiiooonnn분분분석석석
세포사멸시 일어나는 DNA의 분절현상을 보기위해 시행한 DNA
fragmentation결과 EGCG의 농도에 의존적으로 DNA의 분절현상이
증가되었다.HGF30ng를 EGCG 10µM와 함께 처리한 경우 EGCG만
처리한 경우에 비해 분절현상이 감소된 듯이 보였으나 EGCG 50µM
을 처리한 경우에는 HGF를 함께 처리한 경우에 보다 많은 분절현상
이 일어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ig.17).

C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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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Analysis of DNA fragmentation. The KB cells were treated with 

each concentration EGCG and HGF, cells were harvested, washed with 

PBS (pH 7.4) and incubated with lysis buffer at 37℃ for 2 to 3 hours. 

One microgram of DNA was resolved over 2.0% agarose gel following 

gel electrophoresis. The gel was then stained with 0.5Ag/mL of ethidium 

bromide in 1Tris-borate-EDTA buffer. The bands were visualized under a 

UV transilluminator followed by polaroid photography. (C: control, H : 

HGF, E : EGCG)

바바바...녹녹녹차차차추추추출출출물물물의의의 세세세포포포주주주기기기에에에 대대대한한한 효효효과과과분분분석석석
EGCG에 의해 세포주기억제 부위를 보고자 flow cytometry를 측정
한 결과 주로 G0-G1arrest가 일어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EGCG에
의해 subG1의 분획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현상
은 HGF를 함께 처리한 경우에 EGCG 단독처리보다 subG1의 분획이
약간 감소되는 양상을 보였고 EGCG의 농도에 의존하여 subG1의 분
획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Fig.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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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8. Flow cytometric cell cycle analysis. To determine apoptosis, cell 

cycle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propidium iodide staining. Cells were 

seeded into a six-well plates at 106cells/ml and incubated overnight. The 

cells were treated with EGCG, HGF alone or in combination as indicated 

above for 24 hrs. The DNA contents of stained cells were analyzed 

using WinMDI Software with a FACSVantage (BD Biosciences San Jose, 

CA) flow cytometry system.

999...HHHGGGFFF에에에 의의의해해해 활활활성성성화화화된된된 pppaaattthhhwwwaaayyy를를를 억억억제제제하하하는는는 EEEGGGCCCGGG기기기전전전
HGF/c-Met신호전달체계는 extracellular signal-regulated kin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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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c,phosphatidylinositol3-kinase등 다양한 신호전달물질이 관여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본 연구에서는 구강암세포주에서 HGF를 처
리하고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된 Erk와 Akt의 활성을 보고자 하였다.
HGF30ng을 처리한 결과 인산화된 Erk와 Akt의 각각 5분대에서 발
현이 되었고 Akt의 경우 15분에 가장 강하게 발현이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Fig.19).EGCG에 의한 HGF억제효과를 보기 위해 시
행한 Westernblotting에서,HGF에 의해 KBcell에서 phospholyrated
c-Met의 발현이 timesequential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고(Fig.19),EGCG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HGF에 의해 activation된
form인 phosphorlyatedc-Met의 발현이 억제되는 것을 Westernblot
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EGCG의 양이 0.15µM이상에서는 활성화된
c-Met이 현저하게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19).이때
EGCG의 농도의 증가에 따라 활성화된 p-Akt와 p-Erk도 억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19).
EGCG 50µM 처리시 phosphorylatedp38,p-JNK가 증가되고 PARP,
caspase-3의 cleavedform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19).

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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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9. Suppression of HGF-activated Met, Akt and ERK pathway by 

EGCG. KB cells were deprived of serum overnight and then incubated 

for 24 hours in the absence or presence of HGF (30ng/㎖ ) together with 

indicated concentrations of EGCG. Cell lysates were subjected to Wetern 

blot is with antibodies to phosphorylated forms  c-Met, Akt and Erk as 

well as antibodies to total Met, Akt, or Erk. Met/HGF signaling pathways 

have been known to be capable of activating a number of downstream 

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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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aling pathways, including extracellular signal-regulated kinase, src, and 

phosphatidylinositol 3-kinase pathway. In order to assess the downstream 

signaling events induced by HGF in KB cells, we treated the cells with 

30ng/ml HGF, and cell lysates were prepared at regular intervals for up 

to 24 hours and then analyzed for the activity of Erk and Akt. Erk and 

Akt phosphorylation was increased in the HGF (30ng/ml)-treated cells 

with strong activation within 5 minutes and a decrease of phosphorylation 

by 30 minutes post-treatment(A). Next, in order to investigate whether 

EGCG can block HGF signaling at the level of c-Met receptor activation 

and also aforementioned HGF-activated downstream Akt and Erk 

signaling pathway, we examined the phosphorylation activity of Met, Akt, 

and Erk following treatment with 30ng/ml HGF for 24 hours together 

with increasing concentrations of EGCG (0.15μM ~ 30μM)(B). The result 

showed that the phosphorylation of Met, Akt, and Erk was decreased or 

disappeared at concentrations of 0.15, 30, and 50μM EGCG, 

respectively(B & C). EGCG activated p38, pJNK and increased cleaved 

form of PARP and caspase-3 in KB(C).

111000...sssyyynnngggeeennniiicccmmmooouuussseee에에에서서서 SSSCCCCCC777으으으로로로 종종종양양양형형형성성성 후후후 녹녹녹차차차추추추출출출물물물의의의 효효효
과과과 분분분석석석
8주된 syngenicmouse(C3H)에 mouse의 구강암세포인 SCC7을 주
입한 후 EGCG의 항암효과를 본 실험에서 EGCG용량에 비례하여 항
암효과가 나타나 1.5mg투여한 군이 가장 효과는 좋았으나 1.5mg투
여군인 경우에는 약물용량에 따른 독성현상으로 마우스가 실험 종료
전에 죽은 경우와 식욕감퇴 및 전신상태 약화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
도 했다.이러한 항암효과는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용량간에도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Fig.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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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Antitumor effect of EGCG on xenograft C3H mouse model. 

Six-week-old C3H  mice were purchase from Samtaco and housed in 

pathogen-free conditions. Mice were then injected subcutaneously with 5 

×105 viable SCC7 cells. Beginning 1 days later, mice were given daily 

intra peritoneal injections of control (distilled water, D.W.), EGCG 0.5mg, 

1.0mg, 1.5mg. Animal were observed daily for tumor growth, and when 

tumor appeared they were measured every 2 days. Tumor volume was 

calculated as length × width × high. On day 22, animal were sacrificed 

and the tumor removed(A). Each sample was calculated final tumor 

weight, growth. Green tea extracts showed reduction in tumor volume, as 

compared with control(B & C). *, P < 0.05, **, P < 0.01, two-way 

ANOVA. Means ± SEM are shown.

C3H 마우스에서 얻어진 조직을 파라핀블럭으로 제작한 다음 조직에
서 시행한 TissueTUNEL검사 상 대조군에 비해 EGCG를 처리한 군
에서 조직내에 TUNEL염색이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나 EGCG
의 용량이 증가함에 따른 TUNEL염색의 증가는 확실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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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1).

Fig. 21. Result of tissue TUNEL assay of xenograft C3H mouse model. 

Tumor specimens were immediately removed from sacrificed mice and 

prepared for histological examination. Tumors were fixed in 10% neutral 

buffered formalin overnight, embedded in paraffin, and sectioned to 4㎛ 

thickness. The tumor sections were immobilized and deparaffinized by 

immersing in xylene, dehydrated in a graded series of ethanol and 

washed with distilled water. For antigen retrieval, the tumor sections were 

boiled in 10 mM sodium citrate buffer (pH 6.0) for 10 min and cooled 

at room temperature, after washing with Tris-buffered saline (TB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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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s were stained with antibodies for proliferating cell nuclear antigen 

(PCNA, Dako A/S, Glostrup, Denmark) over-night at 4 ℃using ABC kits 

(Vector Lab., Inc., Burlingame, CA) and also counterstained with Hoechst 

solution. Terminal deoxynucleotidyl transferase-mediated dUTP nick end 

labeling (TUNEL) staining was performed using a TdT-FragELTM DNA 

fragmentation kit (Oncogene, Boston, MA) and counterstained Hoechst 

solution. All stained sections were photographed under an Axiovert S 100 

light microscope (Carl Zeiss, Inc., USA).

C3H 마우스에서 얻어진 신선조직과 암조직을 이용하여 대조군과
EGCG 처리군(0.5mg)으로 구분하여 c-Met과 HGF의 발현을 비교한
결과 대조군의 경우 정상조직에 비해 암조직에서 HGF와 c-Met의 발
현이 증가된 반면 EGCG를 처리한 경우에는 대조군에 비해 암조직에
서의 HGF와 c-Met의 발현이 억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22).

Fig. 22. Suppression of HGF and c-Met by EGCG in xenograft C3H 

mouse model. (N = normal tissue, C = cancer t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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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고고고찰찰찰

HGF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세포의 증식,이동,침습,관(tube)형성과
혈관형성에 관여하여 상처의 치유나 몸의 기관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3이러한 생리적이고 발생학적
으로 중요한 기능 외에 종양 등의 병적인 상태에서도 이와 유사한 기
능을 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종양의 침습이나 전이에 있어 HGF의 역
할에 대한 연구가 위장관암,폐암,췌장암,백혈병,유방암 등의 다양
한 암종에서 진행되어 왔다.13-16이러한 연구의 결과 HGF가 종양주변
의 섬유아세포에서 분비되어 암세포의 주변 기질로의 침습을 돕는 역
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게 되었다.이러한 암세포의 이동과 침습이
종양의 림프절 전이와 전신전이의 기초가 될 수 있는데 두경부암에서
이러한 침습과 전이를 가장 흔한 종양 중 하나가 구강암이다.HGF가
종양의 진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구
강암의 종양학적 특성을 발현하는데 HGF가 관여하리라고 생각되지만
현재까지 구강암에서 HGF에 관한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며 종양의 증
식과 전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HGF를 억제하는 물질에 대한 연구
는 더욱 드문 상태이다.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구강암에서 HGF와
그 수용체인 c-Met의 발현이 임상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그리
고 구강암의 증식,이동과 침습에 어떠한 역할을 하며 녹차추출물에
의한 HGF/c-Met신호전달의 억제현상과 세포사멸기전을 확인하고
궁극적으로 invivo모델에서의 녹차추출물인 EGCG의 효능을 확인하
는데 있었다.
c-Met은 190kDa의 receptortyrosinekinase로서 170kDa의 전구물
질이 glycosylation과정을 거쳐 완성된 단백질로 세포외(extracell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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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50kDa α-subunit과 경세포막(transmembrane)형태로 존재하여
tyrosinephosphorylation이 일어나는 145kDa의 β-subunit로 구성되
어 있다.9 이러한 c-Met을 발현하는 세포는 간세포,섬유아세포,각
질세포,멜라닌 세포 등과 신장,폐,비장,조혈 세포,난소 등으로 알
려져 있다.13 이 단백질에 결합하여 활성을 유발하는 ligand는
100kDa의 heparin-bindingpolypeptide인 HGF로 세포의 증식,분산,
이동,침습과 혈관형성 등에 관여한다.HGF는 주로 섬유아세포,평활
근과 백혈구 등에서 생성 된다.3Uchida등에 의하면 구강의 섬유아세
포는 HGF,TGF-β,IL-1,IL-6,IL-8,tumor necrotic factor-α,
bFGF,vascularendothelialcellgrowthfactor등의 다양한 성장인자
(growthfactor)와 cytokine을 분비하는데 이러한 물질 중 HGF가 구
강암세포의 침습과 전이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한다.17

본 연구에서 61예의 구강암에 대해 HGF와 c-Met에 대한 면역조
직화학염색을 시행한 결과 각각 57.3%와 54.1%에서 과발현을 관찰할
수 있었다.기존 연구 중 구강 및 구인두 편평세포암을 대상으로 한
면역조직화학염색에서는 HGF는 55%,c-Met는 62.5%의 발현을 확인
한 바 있었고18,하인두암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HGF는 77.5%,
c-Met의 경우 70%에서 과발현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19 면역조직화
학염색에 있어 중요한 것이 판독기준인데 위암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는 정상상피세포에서도 약 10%에서 c-Met의 발현이 관찰되기 때
문에 암세포에서 c-Met의 발현이 10%이상인 경우를 양성으로 정의
한 연구도 있고20,21,30% 이상의 암세포에서 c-Met이 발현된 경우에
만 양성으로 판정한 연구도 있었다.22본 연구에서는 microwave에서
항원 노출을 높이는 과정을 수행하였고 HGF와 c-Met에 대한 항체를
1:100의 높은 농도로 처리하였으므로 HGF와 c-Met의 발현이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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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암세포에서 발현되고 염색강도가 중등도이상의 강도를 보인
경우를 양성이라고 정의하였다.HGF의 경우 종양의 크기,림프절 전
이,원격전이,재발에 있어 병의 진행에 따라 HGF발현이 증가되는
양상이었으나 통계적인 의의는 없었다.그러나 c-Met의 경우에는 림
프절 전이,병기 및 재발여부에 따라 c-Met의 발현이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생존분석의 경우에도 c-Met
의 경우에는 발현정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생존율의 차이가 확
인되었다.DiRenzo등23 은 c-Met의 발현을 Westernblotting으로
분석하였는데,16예의 정상 위상피조직 모두에서 c-Met의 발현을 관
찰하였고,21예의 위암조직 모두에서도 c-Met단백질의 발현을 관찰
할 수 있었다.한편,위암조직의 경우는 정상 위조직보다는 더 강한
발현을 보였다는 점으로 보아 대부분의 암의 진행에 c-Met의 활성화
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본 연구에서 HGF와 c-Met의 발현을
보이지 않은 경우에도 실제로는 조직내에 HGF와 c-Met이 적은 양이
나마 존재할 것으로 추측되나 paraffin포매에 저장된 조직에서 측정
하기에는 미량이었기 때문에 면역조직화학적 염색법으로는 관찰할 수
없었다고 생각한다.따라서 향후에는 면역조직화학염색 상의 발현유
무 뿐 아니라 조직내에 HGF의 농도를 측정하거나 Westernblotting
등의 연구를 통해 종양의 진행에 따른 HGF와 c-Met의 농도나 발현
의 차이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이와 관련한 흥미
로운 연구 중에 하나는 정상과 종양에서 발현되는 HGF의 발현차이를
이용하여 HGF가 일종의 종양표시자(tumormarker)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보고가 있는데24혈중 HGF의 농도가 두경부 편평세포암에서
조기암에 속하는 stageI과 II에서는 정상과 비교해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stageIII와 IV에서는 정상보다 의미있게 높은 수치를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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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러한 결과는 병기의 진행에 따라 증가함이 관찰되었다.이 연구
에서 높게 측정되었던 술전 HGF수치는 술후 1개월에 정상으로 감소
하였으나 재발한 경우에는 술전보다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여 HGF가
조기암에서는 수치가 높지 않아 민감도가 떨어지나 암수술후의 재발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에는 유용한 종양표지자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
라고 보고하였다.24 이러한 연구는 종양의 성장과 전이에 있어 HGF
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구강암 세포주인 KB의 경우에도 RT-PCR결

과 HGF의 발현은 없고 c-Met의 발현만 확인되었으며 Western
blotting상에서도 c-Met의 발현만을 확인할 수 있어 KB가 다른 많은
암세포주와 마찬가지로 paracrine기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구강암 환자의 신선조직에서 시행한 RT-PCR과 Western
Blot결과 기존의 선행연구의 결과19예상대로 정상에 비해 암조직에
서 강하게 발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면역조직화학적 결과
와 일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항암물질로서 식물의 polyphenol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꾸준히
증가되고 있다.이를 통해 이미 다양한 실험조건에서 invitro와 in
vivo모두에서 강력한 항암효과가 있고 다양한 신호전달경로를 통해
암의 성장과 세포사멸을 조절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더욱이
흥미로운 것은 여러가지 역학연구를 통해 이러한 polyphenol이 암의
치료적인 역할 뿐아니라 예방적인 측면에서도 효과가 좋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중에는 소변에서의 녹차 polyphenol수치가 위암발병과
반비례한다거나, 녹차 소비가 많은 사람에서 대장암의 빈도가
적다든지,하루에 녹차를 5잔 이상 마시는 경우 1,2병기의 유방암의
예후가 좋아진다는 보고들이 있다.26 최근에 많은 연구가 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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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Bcl-2 inhibitor로서 외국의 연구기관에서 임상시험에 들어간
EGCG는 녹차의 주된 catechin으로 많은 암세포주에서 암의 성장을
억제하고 세포사멸을 유도한다고 알려져 왔다. 또한 EGCG의
종양억제효과에 대한 기전으로 인정된 것 중 하나가 EGCG가
성장인자의 신호전달체계를 invivo에서 억제한다는 것이다.10유사한
연구로서 전립선암 마우스 모델에서 녹차추출물을 내복한 경우 IGF
signaling을 억제하고 PI3K와 MAPK 경로의 활성을 억제한다고
보고하였다.25 EGCG의 성장인자 억제와 관련한 연구가 최근 몇몇
논문에서 보고되었는데 Liang등27은 A431cell에서 녹차 catechin인
EGCG,EGC,ECG 등은 EGF 신호경로를 억제한다고 발표하였으나
EC는 억제효과가 없었다고 보고하였고 몇몇 연구자들도 EGCG,
ECG, EGC 등에서는 암세포주의 증식을 억제하고 세포사멸을
유도하나 EC는 이러한 효과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HGF/c-Met신호전달경로는 많은 암에서 비정상적으로 조절되고
있고 HGF관련 신호전달경로의 과도한 활성이 암의 예후를 불량하게
한다는 보고가 있다.28 PI3-kinase/AKT와 Ras/ERK경로의
하부경로의 활성화는 HGF에 유도되는 세포의 이동과 유착(adhesion)
에 필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는 HGF이 종양의 전이와 침습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29본 연구를 시행하면서
녹차추출물의 대표적인 4가지 catechin(EGCG,EGC,ECG,EC)에
대해 4가지 두경부암 세포주에 대한 MTT assay를 시행하였는데
세포주마다 차이는 있었으나 EGCG와 whole green tea에서
항암효과가 가장 높게 나왔고 EC는 대부분의 두경부암세포의 증식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EGCG가 가장 강력한
항산화효과와 활성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으나 본 연구에서 보면 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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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을 유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EC가 포함된 whole green tea가
가장 강력한 항암효과를 보여주었다.몇몇 연구자들에 의하면 EC가
EGCG의 활성을 도와 whole green tea의 효과가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하는데 이러한 연구를 뒷받침하는 결과일 수도 있다고
판단되었다.10,11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MTT assay결과를 바탕으로
EGCG를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Uchida 등의 연구에서는 외인성 HGF는 구강암세포주의 성장을
자극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50ng/ml의 고농도 HGF는 세포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여17 저자들은 HGF 30ng/ml을
선택하여 일반적으로 HGF를 처리한 세포에서도 EGCG가 작용을
하는지를 확인하였다.이와같이 HGF를 처리한 상태에서 EGCG의
작용을 보는 것은 최근 두경부암의 환자의 혈청을 이용하여 암환자와
정상인간의 혈청 HGF를 확인한 결과 정상보다 암환자에서 혈청
HGF가 증가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 HGF가 있는 조건이 보다
생체내 환경을 더 잘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또한 HGF자체가
세포사멸로부터 암세포를 보호한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이러한
환경에서의 EGCG의 작용이 중요하다고 하겠다.24

본 연구에서 실험결과로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EGCG를 처리한
경우 세포의 증식 억제 뿐아니라 세포의 모양이 변형되고 응축되는
세포사멸시 나타나는 소견을 보였다.기존 연구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HGF처리 후 KB 세포의 분산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EGCG를 처리한 결과 분산효과가 억제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KB 세포의 경우 HGF를 처리한 뒤 초기 6시간의 관찰에서
보면 HGF를 처리하지 않은 세포에 비해 lamellipodia나 filopodia가
잘 관찰되었고 세포의 모양도 섬유아세포의 모양처럼 길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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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된 세포가 관찰되는데 EGCG를 HGF와 함께 처리한 경우 이러한
lamellipodia나 filopodia가 잘 발견되지 않고 발현시간이 지연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이러한 세포의 형태학적인 차이는 woundhealing
assay를 이용한 invasion assay에서도 유사하게 관찰되었고
EGCG을 처리한 군에서는 세포사멸시 보이는 세포모양이 많이
관찰되었다.일반적으로 암세포가 주변조직으로 침윤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포간의 결합이 소실되어야 하고 암세포가 이동하기 위해서는
주변조직의 분해가 필요한데 EGCG에 의해 세포간의 해리와 분산이
억제되고 이동능이 감소되므로써 wound healing assay와 침습성
분석에서도 EGCG를 처리한 군에서 EGCG용량에 비례하여 암세포의
이동과 침습이 억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invitro종양의 특성을 나타내는 종양의 증식,이동 및
침습의 특성을 보는 검사를 시행하면서 EGCG의 효과에 있어서
c-Met의 발현정도에 따른 차이가 있을지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
siRNA을 이용하여 c-Met을 knockdown한 후에 침습성 검사와 일부
세포사멸능 검사를 시행하였다. 침습성 검사에서는 siRNA로
knockdown시킨 경우에 Mock에 비해 종양의 침습이 감소되는 양상을
보여 c-Met의 발현이 적은 경우 이를 표적으로 하는 -다양한 표적을
갖고 있지만- EGCG의 효과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아마도
siRNA에 의한 c-Met의 감소가 종양세포의 종양학적 특성을
변화시키고 이로 인해 EGCG에 대한 감수성을 변화시킨 것이 아닐까
하는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본 실험에서 시행하지는
않았으나 c-Met의 발현이 원래 적거나 거의 없었던 세포에 c-Met
gene을 이입(transfection)하여 EGCG의 효과를 비교해본다면 본
가설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며 향후 추진해 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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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라 판단된다.이러한 c-Met발현의 변화가 EGCG의 항암효과를
변화시킨다는 증거는 세포사멸과 관련된 실험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AnexinV와 PI염색 후에 시행한 FACS분석에서도 EGCG가
농도의존적으로 KB세포를 효과적으로 사멸시키고 HGF가 있는
조건에서도 효과적인 세포사멸을 유도하였는데 c-Metknockdown
시에는 EGCG에 의한 세포사멸이 잘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KB세포에서 EGCG에 의한 세포사멸이 주로 c-Met과 관련된 기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론을 하게 된다.세포의 사멸시
나타나는 mitochondrialmembrane potential변화와 ROS의 형성은
EGCG의 투여에 의해 농도의존적으로 세포사멸이 일어나고 HGF가
있는 상황에서도 잘 나타나지만 본 실험결과에서 보여주지는
않았으나 HGF를 처리한 경우에 세포사멸의 정도가 약간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HGF가 종양세포의 세포사멸을 일부 억제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고용량의 EGCG을 처리한 경우에는 세포사멸이
증가되었다.또한 c-Metknockdown시에는 mitochondrialmembrane
potential변화가 감소하고,ROS의 형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양이 침습과 전이를 일으키려면 기저막을 파괴한 후 주변 기질

을 녹이는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종양세포와 주변의 간
질세포에서 분비되는 heparinase,serineproteinase,cathepsin,MMP
등에 의해 일어나며 이 중 MMP와 serineprotease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종양의 침습기전은 기저막이 주로 typeIV
collagen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typeIV collagenase계의 MMP-2
와 MMP-9이 가장 중요한 단백분해효소로 작용한다.30 최근 연구에
의하면 MMP의 작용이 종양의 침습과 전이에서의 역할 뿐아니라
proteolyticprocess에 의한 bioactivemolecule기능을 조절함으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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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자를 활성화시키고,성장인자 결합단백을 불활성화시키며,기질단
백(matrix protein)들에서 mitogenic molecule을 분비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암세포 자체의 성장을 유도하고 주위 간질세포들을 간접적
으로 조절하여 암세포가 종양을 형성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
확인되었다.31 또한 celladhesionmolecule을 매개로 하여 암세포의
이동능을 향상시키고,암세포를 apoptosis와 hostimmune defence
system 으로부터 구제하는 기능을 하며 ßFGF나 VEGF 등의
angiogenesis growth factor들을 활성화시키고 endostatin이나
angiostatin등의 naturalangiogenesisinhibitor의 생성을 억제함으로
써 혈관생성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32

결과적으로 MMP는 암세포의 성장과 주변 기질 재형성 및 혈관신생
활성화로 암의 생성부터 침윤,및 전이의 모든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본 연구에서는 구강암에서의 MMP의 역할
을 알아보기 위하여 구강암 세포와 세포 배양액에서 MMP의 발현을
측정하였고 EGCG에 의해 MMP 2,9이 변화되는지를 확인한 결과
KB세포에서는 MMP-2가 MMP-9보다 발현이 잘 되는 것으로 보였
고,MMP2,9모두 EGCG에 의해 억제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HGF
를 처리한 조건에서도 효과적으로 MMP을 억제하였다.MMP-2보다
는 MMP-9에서 EGCG의 억제효과가 좀 더 강한 것으로 보여 EGCG
50ng/ml에서 MMP-9의 발현이 거의 확인되지 않았다.
EGCG는 선택적으로 어느 한 단백질만을 억제하지 않고,앞서
기술한대로 DNA methyltransferase,JNK,AP-1,MMP와 FGF-R등
다양한 단백질을 억제한다.10,29 최신 연구에서 EGCG가 EGF의 하부
다양한 경로(AKT, ERK 등)를 억제했듯이32 Bigelow등은
유방암세포주에서 HGF에 유도되는 Met의 인산화와 Akt,Erk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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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를 억제한다고 보고하였다.33그러나 EGCG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EGCG의 다양한 기전에 대해서는 아직도 확립된
상태가 아니며 일부 연구결과들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해석에
혼란을 주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HGF에 의해 유도되는 c-Met이 EGCG에 의해
효과적으로 억제되는 것이 확인되었고 HGF처리시에 증가되는 Akt와
Erk가 EGCG에 의해 억제되는 것이 확인되었다.Akt와 Erk는 세포의
증식과 분화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에 이러한
물질의 억제에 의한 항암효과를 추론할 수 있다.EGCG50µM 처리시
phosphorylatedp38,p-JNK가 증가되고 PARP,caspase-3의 cleaved
form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EGCG가 JNK
pathway를 하나의 신호전달경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항암작용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in vitro실험을 전제로 EGCG의 항암작용에 대한 연구를
syngenic mouse(C3H)와 mouse 구강암세포주인 SCC7을 이용하여
시행하였을 때 EGCG의 농도에 비례하여 항암작용이 나타났으나
1.5mg를 투여한 경우에 3주가 못되어서 마우스가 식욕감퇴,기면과
전신상태 악화로 죽은 경우가 대부분이여서 약물 투여를 3주까지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볼 때 개체당
1mg전후가 가장 효과적인 농도일 것이라 추론하였다. C3H
마우스에서 얻어진 조직을 파라핀블럭으로 제작한 다음 조직에서
시행한 Tissue TUNEL검사 상 대조군에 비해 EGCG를 처리한
군에서 조직내에 TUNEL염색이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나
EGCG의 용량이 증가함에 따른 TUNEL염색의 증가는 확실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결과에는 포함하지 않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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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pase-3에서도 마찬가지로 용량에 의존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1.0mg이상에서 plateu를 나타내었고 세포증식의 표식자인
PCNA에 대한 면역조직화학적 염색에서도 대조군에 비해 0.5mg와
1.0mg처리군에서는 PCNA의 발현이 감소하였으나 1.5mg에서는
통계적인 의의는 없었으나 약간 증가된 양상을 보였다. C3H
마우스에서 얻어진 신선조직을 이용하여 대조군과 EGCG
처리군(0.5mg)으로 구분하여 c-Met과 HGF의 발현을 확인한 결과
대조군의 경우 정상조직에 비해 암조직에서 HGF와 c-Met의 발현이
증가된 반면 EGCG를 처리한 경우에는 대조군에 비해 암조직에서의
HGF와 c-Met의 발현이 억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 in vivo
조직내에서도 EGCG가 효과적으로 HGF와 c-Met을 억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추후에 shRNA를 이용한 c-Metknockdown 세포주와
비교하는 invivo실험이 진행된다면 invitro에서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을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 HGF에 의해 유도되는 구강암 세포주(KB)의 증식,
이동과 침습에 있어 녹차추출물인 EGCG가 이를 효과적으로
억제함을 확인하였고 세포사멸에 있어서도 강력한 효과를 보였으며
이러한 결과가 in vivo에서도 확인되었다. 일부 녹차추출물의
항암효과에 관한 많은 연구가 사람에서 도달될 수 없는 고용량의
녹차추출물을 사용하여 결론을 낸 경우가 있어 실질적인 임상
이용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보고도 있으나, 최근 다양한 약물
전달방법의 개발과 유효약리작용부분에 대한 기능강화 등의 방법을
통해 치료용량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고 있어 조만간
임상적인 응용이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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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결결결론론론

본 연구를 정리하면 면역조직화학적 염색 상 c-Met발현은 54.1%에
서 양성으로 나와 림프절전이,병기와 재발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
관성이 있었고,생존율분석에서도 c-Met양성인 경우 음성에 비해 생
존율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KB세포에서 HGF에 의해 유
도되는 암증식과 침습이 EGCG에 의해 억제되고 Tunnelassay,
FACSwithAnnexinV-FITCandPI,DNA fragmentationanalysis
에서도 세포사멸이 HGF 존재시에도 효과적으로 증가됨을 확인하였
고,Flow cytometry상 subG1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HGF에 유
도되는 c-Met의 발현유도는 EGCG의 0.15uM에서도 효과적으로 억제
되었고 phospholyatedAkt와 phospholyatedErk의 발현도 감소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c-Met을 knockdown시킨 경우 wildtype에 비해
EGCG에 의한 항암효과가 감소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러한 in
vitro결과와 유사하게 C3H 동계마우스에서도 EGCG의 용량이 증가
함에 따라 종양의 부피와 무게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고 HGF와 c-Met의 발현도 EGCG를 처리한 군에서 감소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HGF와 c-Met이 구강암에 있어서 중요
한 예후인자이며,EGCG는 구강암세포주에서 HGF/c-Metsignaling을
억제하고 이를 통해 강력한 항암작용을 나타내며 구강암 invivo모
델에서도 강력한 항암효과를 보여 향후 두경부암에서의 항암치료물질
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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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patocytegrowth factor(HGF),apotentstimulatorof
hepatocyte growth, stimulates motility, invasiveness,
proliferation,andmorphogenesisofepithelium,anditmaybe
involved in physiologic and pathologic processes such as
embryogenesis, wound healing, organ regeneration,
inflammation, and tumor invasion.
(-)-epigallocatechin-3-gallate(EGCG)can modulatethecell
signaling associated with angiogenesis, metastasis, and
migration ofcancercells.In the presentstudy,we have
investigatedtheeffectsofHGF oninvasionandmetastasis
oforalcavity cancerandtheeffectofEGCG on blocking
HGF-inducedinvasionandmetastasisinvitroandinvivo.
WeexaminedtheroleoftheHGF/c-Metoninvasionand
metastasis of oral squamous cell carcinoma(SCC).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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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edimmunohistochemicalstainson61normalmucosas
and61SCCsoforalcavitywithHGF antibodyandc-Met
antibody.ForWesternblot,freshnormaltissuesandcancer
tissuesinoralcavityobtainedfrom threepatientsandoral
cavitycellline(KB)wereused.Thechangesoftumorwith
HGFandEGCG treatmentinKB cellswereinvestigatedby
MTT assay,wouldhealingassay,andinvasionassay.The
effectofEGCG onapoptosisofKB cellswereinvestigated
by TUNEL assay,DNA fragmentation analysis,FACScan
with annexin V and PI,measurementofROS generation,
measurementofmitochondrialmembranepotentialtransition,
and cell cycle analysis. To survey effect of c-Met
expression,c-MetknockdownbysiRNA wasperformed.The
effectofEGCG wastestedinoralcavitycancermodelused
withC3H mouseandSCC7cellline.
ThepositiveratesofHGF andc-Metexpressioninoral

SCCwere57.3% and54.1%,respectively.c-Metstainingwas
significantlycorrelatedwithlymphnodemetastasis(p=0.005),
stage (p=0.004),and recurrence (p=0.018) The increased
expresssionofc-MetmRNA(RT-PCR)andprotein(Western
Blot) were detected in oralSCC tissue.EGCG showed
dose-dependentdelaysinwoundhealing.HGFstimulatedcell
invasion,and thiseffectofHGF wasinhibited by EG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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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etknockdown inhibited KB cellinvasion in Transwell
chamberbuttheeffectofEGCG oninvasionwasdecreased
inc-MetknockdownKB cells.EGCG inhibitedsignificantly
decreased MMP-2,9mRNA expression for24hoursin a
dose-dependentmanner,revealedbyRT-PCR.EGCG induced
apoptosis, altered mitochondrial membrane potential and
intracellularreactiveoxygenspecies(ROS)generationinKB
cells.Butc-Metknockdown by siRNA partially inhibited
EGCG-induced apoptosis,intracellularROS generation,and
mitochondrial membrane potential transition. The
phosphorylation ofMet,Akt,and Erk was decreased or
disappeared atconcentrationsof0.15,30,and 5μM EGCG,
respectively. EGCG activated p38, pJNK and increased
cleavedform ofPARPandcaspase-3inKB.InC3H mouse
model,EGCGrepressedmouseoralSCC(SCC7cellline)tumor
growthandinhibitedHGF andc-Metexpressionofmouse
oralSCCinWesternBlot.
TheseresultssuggestthatHGF may play an important
roleintheprogressionoforalcavitycancerandEGCG may
serveasatherapeuticagenttoinhibitHGF-inducedinvasion
inoralSCC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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