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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melysin-3 Expression in Squamous Intraepithelial Lesions
and Invasive Squamous Cell Carcinoma of the Uterine Cerv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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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Matrix metalloproteinase (MMP)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invasion and
metastasis of epithelial neoplasms. Currently, detected stromelysin-3 (ST-3) (MMP-11) is
thought to be associated with invasiveness in epithelial neoplasms. However, the study of
the expression of stromelysin-3 in the uterine cervix is yet to be delineated. Methods :
Stromelysin-3 expression in cervical invasive squamous cell carcinoma (SCC) and in squa-
mous intraepithelial lesions (SIL) having potentiality to become invasive was studied by
immunohistochemical analysis. We examined the correlation between ST-3 expression and
the histopathological parameters of the invasive carcinoma, including growth pattern, lymph
node involvement, and degrees of differentiation. Results : The stromelysin expression rates
were as follows; 8.3% in low grade SIL (LSIL), 18.9% in High grade SIL (HSIL), and 75.6% in
SCC. A statistical difference in the expression difference was exhibited only between inva-
sive SCC and SIL, but not between LSIL and HSIL, even though HSIL showed a higher
expression rate than LSIL. No significant association was found in invasive SCC between
ST-3 expression and histopathological parameters. Conclusions : ST-3 expression is asso-
ciated with tumor invasiveness in squamous lesions of the uterine cervix and not with
histopathological parameters in invasive S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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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목의편평상피내병터와침윤편평세포암종에서 Stromelysin-3의 발현

종양 세포의 전이와 침윤 과정은 복잡한 다단계의 과정을 거

치고 있다. 종양 세포군집 내에서 분리된 종양 세포는 다양한

변화와 성장을 거치면서 침윤의 성상을 갖게 되며, 기저막에 유

착된 후 여러 효소의 작용을 통해 기저막과 세포외 기질을 분해

시키게 되고 주위로 침윤하거나 혈관 또는 림프관을 따라 다른

장기로 전이하게 된다.1,2 이중 세포외 기질과 기저막의 분해는

종양 세포 침윤에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이러한 세포외 기질을

분해하는 효소를 metalloproteinase라고 하며, 여기에는 matrix

metalloproteinase (MMP)와 serine, cysteine 그리고 aspartyl

proteases 등이 있다.3,4

MMP는 종양 세포의 침윤 과정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반응인

형태 발생이나 혈관 형성 등의 조직 개형에도 관여한다. MMPs

의 작용은 tissue inhibitor of metalloproteinase (TIMP)의 억

제 작용에 의해 적절히 조절되며,5-9 종양 세포 침윤과 같은 병

적인 반응은 이러한 MMP와 TIMP의 부적절한 조화의 결과로

발생한다. MMP 중 MMP-2와 MMP-9은 직접적으로 기저막

을 파괴하는 데 작용하고 신체 부분의 암종에서 많이 발현되

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장 잘 알려진 MMP이다.10

Stromelysin-3 (ST-3) (MMP-11; matrix metallopro-

teinase-11)는 1993년 Basset 등11에 의해 유방암에서 처음으로

알려진 MMP로서,12,13 다른 MMP와는 달리 종양 세포보다도

침윤하고 있는 종양 세포 주위의 섬유모세포에서 발현된다.14 이

후 다른 상피세포암, 예를 들어 장암, 폐암, 피부암 그리고 두

경부암 등에서도 그 발현 양상이 밝혀졌다.15-19 상피내암 중 침

윤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 예를 들어 유방 상피내암에서 면포형

(comedo type)이나 장 병터의 형성이상에서 고등급 형성이

상(high grade dysplasia)의 경우에 다른 아형들과 비교하 을

때 발현 빈도가 높아서20 이들의 임상 경과와 일치하 다.

자궁목암종은 해부학적으로 접근하기가 쉬워 종양의 발생 및

진행 경과에 해 많이 연구되어 왔고, 형성이상과 침윤암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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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에 해 가장 잘 알려진 종양 중의 하나이다.21,22 침윤암

종의 전단계인 상피내병터에 해 최근 Bethesda system에서

는 임상 경과에 따라 저등급 병터와 고등급 병터로 구분하

다.23,24 침윤암종의 경우에는 림프절 전이 유무, 종양 세포의 성

장 양상, 그리고 종양 세포의 분화도 등의 인자들에 의해 예후

가 향을 받는다. 이에 저자들은 최근의 Bethesda system을

근거로 등급간 상피내병터 및 침윤암종의 ST-3의 발현 빈도를

비교하여 자궁목 상피암종의 침윤 과정에 ST-3가 관여하는지를

알고자 하 다. 또한 침윤암종에서 3가지 조직병리학적 인자

(림프절 전이유무, 종양 세포의 성장 양상, 그리고 종양 세포의

분화도)에 따른 stromelysin-3의 발현의 차이를 관찰하 다.

재료와 방법

재료

1996년부터 1997년까지 시행된 형성이상 상피병터나 상피내

암종의 진단 하에 채취된 자궁목의 원뿔생검 조직, 그리고 침윤

암종의 진단 하에 절제된 자궁경부 조직을 상으로 하 다. 연

구 상은 원뿔생검 84예, 자궁전적출술 47예로 모두 131예

다. 각각에 한 병리조직학적 진단은 형성이상(mild, moder-

ate, severe), 상피내암, 미세침윤 및 침윤암으로 구분된 것을

최근 Bethesda system을 근거로 이를 다시 크게 저등급 병터

과 고등급 병터 그리고 침윤암종으로 나누었다. 저등급 병터에

는 경도의 형성이상이 해당되며, 고등급 병터에는 중등도 및 고

도 형성이상과 상피내암을, 침윤암종으로 미세침윤암과 침윤암

을 포함시켰다. 또한, 침윤암종은 종양 세포의 분화도, 성장 양

상, 그리고 림프절 전이 유무에 따라 구분하 다. 종양 세포의

분화도에 따른 분류는 각질화형(keratinizing type), 비각질화형

(non-keratinizing type)으로 구분하 다. 성장 양상에 따른 분

류는 침윤형(infiltrative pattern)과 팽창형(expansile pattern)

으로 구분하 다. 연구 상에 이용된 조직은 두 차례의 재검토

를 통하여 분류의 일치성을 높이도록 하 다.

면역조직화학 염색 및 판정

면역조직화학 염색은 적출된 조직을 2.5% Histochoice�-중성

완충 포르말린에 고정한 후 제작한 파라핀 포매괴를 5 m 두께

로 박절하여 ProbeOn Plus� (Fisher Scientific, Pittsburg,

PA, U.S.A.)에 부착, 건조시킨 다음 검색에 사용하 다. 염색

의 전 과정은 capillary gap action의 원리를 응용하여 개발된

MicroProbe manual stainerTM (Fisher Co., Pittsburg, PA,

U.S.A.)를 이용하여 Avidin-biotin complex 방법으로 하 다.

파라핀 절편이 부착된 슬라이드는 탈파라핀과 함수 과정을 거친

후, 내인성 과산화효소의 활성을 억제시키기 위하여 3% 과산화

수소수를 이용하여 5분간 처리한 후 잘 수세하 다. 면역조직화

학 염색상 관찰될 수 있는 비특이적 항원-항체 반응을 억제하기

위하여 Protein blocker (Research Genetics)로 5분간 반응시

킨 후 일차 항체인 stromelysin-3 (1:150, Neomarkers, Fre-

mont, U.S.A.)을 실온에서 90분간 반응시켰다. 일차 항체의 검

합을 위한 이차 항체는 biotin이 부착된 anti-mouse IgG

(Research Genetics)를 이용하여 7분간 부착시킨 후 완충액으

로 씻어냈고, avidin-alkaline phosphatase 또는 horseradish

peroxidase를 7분간 작용시켰다. 완충액으로 잘 씻어 낸 후,

FRT (fast red TR salt, Research Genetics)이나 AEC (3-

amino-9-ethyl carvazole, Zymed, South San Franscisco,

U.S.A.)를 가하여 적색 또는 갈색 반응을 확인한 후에, 헤마톡

실린으로 조염색을 시행한 후 Universal Mount (Research

Genetics)로 봉입하여 관찰하 다. 양성 반응은 종양 세포 주위

의 섬유모세포에서 발현되는 정도에 따라 음성과 양성으로 나누

어 판정하 다.

통계학적 분석

통계학적 유의성 검증은 SPSS for windows 10.0 (SPSS

Inc, Chicago, U.S.A.)을 이용하여, stromelysin-3의 발현 유무

와 조직학적 등급과의 관계는 Chi-square test를, 저등급에서

고등급으로의 조직학적 등급 변화와 stromelysin-3의 발현 빈도

와의 관계는 Spearman's rank correlation을 이용하여 조사하

다. 유의 수준은 0.05 미만으로 설정하 다.

결 과

상 증례의 연령은 26-67세(평균 42.2세) 다. 병리조직학적

으로 형성이상 상피내병터가 40예(경도 12예, 중등도 9예, 고도

19예) 으며, 상피내암종 46예, 미세침윤암 8예, 그리고 침윤암

37예(각질화형 16예, 비각질화형 21예) 다. 침윤형으로 성장하

는 암종은 30예(81.1%), 팽창형으로 성장하는 암종은 7예

(18.9%) 다. 림프절 전이 유무가 확인된 침윤암종은 29예

(78.3%) 으며 이중 전이가 된 것은 7예 다.

자궁목병터에서 조직학적 등급에 따른 ST-3의 발현

ST-3는 침윤하고 있는 종양 세포 군집 주위의 섬유모세포 세

포질에서 발현되었으며 종양 세포에서는 음성이었다. 발현되는

세포에서 염색 강도 차이는 거의 없었다. 조직학적 등급에 따른

ST-3의 발현은 저등급 편평상피내병터 8.3% (12예 중 1예),

고등급 편평상피내병터 18.9% (중등도 형성이상 상피내병터 4예

중 1예, 고도 형성이상 상피병터 9예 중 2예, 상피내암종 47예

중 11예로 총 60예 중 14예), 침윤암종 75.6% (45예 중 34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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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관찰되었다(Fig. 1, 2). 침윤성과 연관되어 ST-3의 발현

빈도를 비교해 보았을 때, 침윤암종과 상피내병터 사이에서 통

계학적인 의의를 관찰할 수 있었다(p<0.001, 2 test). 또한,

ST-3의 발현 양상은 조직학적 등급이 높아질수록 발현 빈도 또

한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졌으며(p<0.001, r2=

0.333), 고등급 편평상피내병터에서 침윤암종으로 진행시 급격

히 증가하 다(18.9% vs. 75.6%). 상피내병터에서 등급에 따

른 발현 빈도를 비교해 본 바로는 저등급과 고등급 사이에 통계

학적으로 의의 있는 차이는 관찰할 수 없었다(Table 1).

Fig. 1.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for stromelysin-3 shows a positive immunoreactivity in high-grade squamous intraepithelial lesion
(A), and in invasive squamous carcinoma (B).

A B

Fig. 2.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for stromelysin-3 shows a
negative immunoreactivity in high-grade squamous intraepithelial
lesion.

*p-value between LSIL and HSIL: 0.114.
SIL: Squamous intraepithelial lesion; SCC: Squamous cell carcinoma.

Histologic diagnosis
Stromelysin-3

+ (%) - (%)
p-value

SIL (pre-invasive) (n=86) 15 (17.5) 71 (82.5) <0.001
Low-grade SIL (n=12) 1 (8.3) 11 (91.7)
High-grade SIL (n=74) 14 (18.9) 60 (81.1)
Invasive SCC (n=45) 34 (75.6) 11 (74.4)

Table 1. Differences between histologic diagnosis and strom-
elysin- 3 expression

Parameters
Expression rate

Negative (%) Positive (%)
p-value

Differentiation Keratinizing 3 (18.8) 13 (81.2) NS
(n=16)

Non-keratinizing 5 (23.8) 16 (76.2)
(n=21)

Growth pattern Infiltrative 7 (23.3) 23 (76.7) NS
(n=30)

Expansile 2 (28.6) 5 (71.4)
(n=7)

Lymph node Positive 2 (28.6) 5 (71.4) NS
metastasis (n=7)

Negative 6 (27.3) 16 (72.7) 
(n=22)

Table 2. Correlation between the histopathological parameters
and stromelysin-3 expression rate of invasive carcin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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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윤암종의 종양 세포 분화도에 따른 ST-3의 발현은 각질화

형 86.7% (16예 중 13예), 비각질화형 74.1% (21예 중 16예)

에서 발현되었으며, 분화 양상에 따른 통계학적 의의는 없었다.

종양 세포의 성장 양상에 따른 ST-3의 발현은 침윤형 성장 양

상 76.7% (30예 중 23예), 팽창형 성장 양상 71.4% (7예 중 5

예)에서 발현되었으며, 성장 양상에 따른 통계학적 의의는 관찰

할 수 없었다. 림프절 전이 유무에 따른 ST-3의 양성 발현은

림프절 전이가 된 경우 71.4% (7예 중 5예), 림프절 전이가 되

지 않는 경우 72.7% (22예 중 16예)에서 발현되어서, 림프절

전이 유무에 따른 통계학적 의의도 발견되지 않았다(Table 2).

고 찰

세포외기질의 시기적절한 분해는 배발생, 형태 형성, 생식 및

조직의 흡수와 재형성에 필수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종양의 전

이에 있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MMPs는

이러한 과정에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는 단백으로 세포의 성장

인자, 호르몬, cytokine 및 세포의 형질전환 등에 의해 발현이

조절되고, TIMP 등과의 결합에 의해 활성이 조절된다.2

ST-3는 최근 밝혀진 MMPs 중의 하나로서 그 유전자는 염

색체 22q11.2에 위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1 이 위치는 다른

MMP 유전자가 주로 위치해 있는 염색체 11번이나 16번 위치

와 상이하기 때문에 ST-3는 기존의 MMP와는 다른 새로운

MMP로 생각되고 있다.26 ST-3의 생물학적인 작용도 다른

MMP와는 달리 직접적으로 기저막이나 세포외기질을 침범하지

않고 종양 세포에 한 주위 섬유모세포의 버팀질반응으로 해석

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 작용에 해서는 아직까지 뚜렷이 밝혀

지지 않았다.25

ST-3 유전자의 발현은 다른 MMP와는 달리 침윤하고 있는

종양 세포 주위 섬유모세포에서 발현된다.13,14 세포외기질을 분

해하는 효소들로서 주위의 섬유모세포에 발현되는 유전자는

ST-3 뿐만 아니라 urokinase나 interstitial type I collagenase

그리고 gelatinase A 등이 있다. 하지만 다른 유전자들은 ST-3

에 비해 비섬유모세포, 특히 종양 세포 자체에서 발현되는 경우

가 많아 그 특이성이 ST-3에 비해 떨어진다.26

많은 연구를 통해 ST-3은 상피세포 암종에서 침윤 과정과 관

계가 있고 상피내암종에서도 침윤의 가능성이 높은 형에서 발현

정도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침윤암에서 몇몇 예

후 인자에 따라서도 ST-3의 발현 정도가 차이가 있음을 제시했

던 연구들도 많았다. Mueller20는 장의 샘종성 폴립에서 침윤

과 거짓침윤에서의 ST-3의 발현 정도를 비교한 결과, ST-3는

부분 침윤형에서 발현되었고 거짓침윤 부위에서와 팽창형으로

성장하는 부위에서는 발현되지 않았다.20,27 이는 ST-3가 침윤성

과도 관계가 있으나 종양의 성장 양상과도 연관성이 있음을 보

여 주는 소견이다. Steiner28는 방광의 상피내암과 비침윤성 유

두종양 그리고 침윤성 이행상피암종에서 ST-3의 발현 빈도를

비교한 결과, 부분 침윤성 암종에서만 발현되었고 비침윤성인

상피내암과 유두종양에서는 거의 발현되지 않았다고 보고하

다. 침윤성 암종의 경우에서 ST-3의 발현 빈도는 림프절 전이

가 있고, 침윤형 성장 양상의 경우, 그리고 근육층 이상을 침범

하는 경우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28

자궁목은 조직 및 탈락세포를 쉽게 얻을 수 있어 암종 발생

및 진행 과정에 하여 다른 인체 암종에 비해 비교적 명확히

규명되어 있다. 전암병터인 상피내병터에 해서도 다양한 등급

체계가 있어 왔는데, 최근 Bethesda system에서는 CIN I, II,

III으로 구분된 3등급 체계를 임상 경과와 연관하여 종전의 CIN

II와 III을 하나로 통합시켜서 저등급병터과 고등급병터로 구분

한 2등급 체계가 사용되고 있다.29,30

본 연구에서는 자궁목병터에서 비침윤성 상피내병터와 침윤

암종에서 ST-3의 발현 정도를 비교하여 ST-3이 자궁목에서 상

피암종의 침윤 과정에 관여하는지 보고자 하 다. 또한 상피내

병터를 저등급과 고등급으로 나누어 ST-3의 발현을 비교하

다. 침윤암종에서의 ST-3의 발현은 75.6% (45예 중 34예)로

비침윤성 상피내병터에서의 발현 17.5% (86예 중 15예)에 비

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01). 비침윤성 상피내병

터에서 저등급 병터에서는 8.3% (12예 중 1예)에서 발현되었고

고등급 병터에서는 18.9% (74예 중 14예)에서 발현되어, 고등

급 상피내병터의 발현 정도가 높았으나 통계학적 의의는 없었

다. 이상의 성적으로 자궁목병터에서 침윤성과 연관되어 있으나

비침윤성 상피내병터에서의 조직학적 등급과는 유의한 연관성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자궁목암의 예후에는 종양의 크기와 침습의 깊이, 림프절 전

이 정도와 연관된 임상적 병기뿐 아니라 병리학적 인자도 많은

향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침윤성 자궁목암에서 종양 세포의

성장 양상과 림프절 전이 정도, 그리고 종양 세포의 분화도에

따른 각각 ST-3의 발현을 비교하여 보았으나 발현 빈도에 큰

차이가 없었다. 이것은 Mueller28와 Steiner28가 방광 병터에서

림프절 전이 정도와 성장 양상에 따라 ST-3의 발현 정도에 유

의한 차이가 있다고 한 결론과 맞지 않는 결과 다. 이는 ST-3

의 발현 정도와 병리학적 인자와의 연관성은 각각의 장기에 따

라 상이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에

해서는 추후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결론적으로 저자들은 자궁목병터에서 ST-3의 면역조직화학

염색 결과 상피내병터의 등급 간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상피내병터와 침윤암 사이에서 유의한 발현의 차이를

보여 ST-3은 자궁목병터에서 침윤성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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