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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ist Expression in Upper Urinary Tract Urothelial Carcinoma
Affects Patients Disease Free Survival and is Associated with
Tumor 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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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Epithelial-mesenchymal transition (EMT) is critical for morphogenesis during
embryonic development and is also implicated in the conversion of early-stage tumors into
invasive malignancies. Recently, Twist has been identifie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EMT-
mediated metastatic progression of several types of human cancer. The present study exam-
ined the expression of Twist and evaluated its clinicopathologic significance in urothelial car-
cinoma of upper urinary tract. Methods :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for Twist expression
was performed on 70 upper urinary tract urothelial carcinomas (UUT-UCs) using tissue microar-
ray. Results :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for Twist was positive in 31/70 cases (44.3%)
of UUT-UCs. Twist expression was associated with high-grade and advanced-stage (ISUP
grade, p<0.01; stage, p=0.045). The patients with Twist positive-tumors revealed lower dis-
ease free survival rate than those with Twist negative-tumors (p<0.01). The overall survival
for patients with Twist positive-tumors was slightly worse than the patients with Twist nega-
tive-tumors, but the differenc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p=0.12). Conclusion : Our
results suggest that Twist is a novel marker for advanced UUT-U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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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요로상피세포암종에서 Twist의 발현이환자의무병생존에미치는 향

및종양등급과의연관성

요로상피세포암종(Urothelial carcinoma)은 요로에서 발생하

는 암종 중 가장 흔한 암종으로, 신우와 요관으로 국한하 을

경우 90% 이상을 차지한다.1 신우와 요관에 발생하는 요로상피

세포암종은 근치절제술 이후에도 재발하거나 원격 전이되는 경

우가 많으며, 방광에서 발생하는 요로상피세포암종에 비해 좀

더 진행된 병기와 등급을 보인다.2,3 수술 후 재발이나 원격 전이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상으로 적절한 보조요법이 필요하므로

종양 등급이나 병기 외에 다른 예후 인자에 한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

상피-중간엽 이행(Epithelial-mesenchymal transition, EMT)

은 상피세포가 극성(polarity)과 세포 간 접촉(cell-cell contact)

을 잃고 세포뼈 (cytoskeleton)가 재형성(remodeling)되는 과

정을 의미하며, 최근에 일부 종양의 전이 및 진행에 관여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4 상피세포 유착(Epithelial cell adhesion)과

세포뼈 성분(cytoskeleton component)을 동시에 잃음으로써

세포는 EMT를 거쳐 중간엽 성분(mesenchymal component)을

발현하게 된다. 상피-중간엽 이행이 배아의 형태 발생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1980년 에 처음으로 알려졌으며

최근 들어 암의 진행과도 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고되었다.4,5

Twist는 고도로 보전된 기초 나선-고리-나선 전사 인자(highly

conserved basic helix-loop-helix transcription factor)이며

EMT를 조절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다.6 최근 다양한 암

에서 Twist의 발현이 암의 높은 병기 및 전이 가능성과 관련이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5,7-11 예를 들면, 흑색종 환자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 Twist가 과발현된 그룹이 저발현된 그룹보다 생존

율이 낮다고 보고하 으며,11 또 Twist 발현 양상이 골육종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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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서 화학요법에 한 반응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

다.12 Zhang 등13은 Twist 발현이 방광암 진행과 관련이 있다

고 보고하 다. 그러나 Zhang 등13은 Twist 발현과 환자의 생

존율의 관련성을 언급하지 않았고 방광에 발생한 요로상피세포

암종에 국한된 보고를 했을 뿐이다. 이에 저자들은 요관 및 신우

에서 발생한 상부 요로상피세포암에서 Twist 발현과 암의 진행

및 환자의 생존율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 다.

재료와 방법

연구 상

1999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서울 학교병원에서 콩팥요

관절제술(nephroureterectomy)이나 구역 요관절제술(segmen-

tal ureterectomy)을 받은 70명의 상부 요로상피세포암 환자를

상으로 하 다. 진단 당시 환자의 연령은 43세부터 80세까지

분포하 으며 평균 64.2세 다. 환자의 남녀 성비는 2.9:1이었고,

평균 추적관찰 기간은 16.8개월이었다. 

면역조직화학염색

Tissue microarray (TMA)는 상 증례의 헤마톡실린-에오신

염색 슬라이드를 재검색하여 각 증례의 표적인 병변과 정상

부위를 표시하고, 해당하는 파라핀 포매 조직에서 tissue array

block 제작기구를 이용하여 2 mm 지름으로 각 증례당 병변 두

개의 core와 정상 하나의 core를 채취하여 제작하 다. 그런 다

음 10행 6열로 배열하여 TMA 파라핀 블록 여섯 개를 만들었

다. TMA 파라핀 블록을 5 m 두께의 절편으로 박절하여 슬

라이드에 부착한 후 크실렌에 5분간 3회 탈파라핀시켰다. 그런

다음 함수 과정을 거친 후 증류수로 세척하 다. 항원성 회복을

위해 TMA 슬라이드를 citrate 완충용액(10 mM, pH 6.0)에

담근 후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여 95℃에서 15분간 끓 다. 비특

이 단백의 결합을 제거하기 위해서 normal goat serum에 실온

에서 10분간 작용시켰다.

일차 항체로는 Twist (Santa Cruz Biotechnology, Inc.,

Santa Cruz, CA, USA)를 사용했으며 1:100으로 희석한 후

실온에서 90분간 반응시킨 다음 biotin이 부착된 이차 항체(bio-

tinylated anti-mouse immunoglobin antibody, Dako Co., Ltd.,

Kyoto, Japan)를 30분간 반응시켰다. 세척 완충액으로 3분씩 3회

씻어낸 후 streptavidin peroxidase detection system (Zymed,

San Francisco, CA, USA)으로 실온에서 10분간 방치하여

biotin-avidin 특이 결합을 유도하 다. 다시 세척 완충액으로

씻어낸 후 diaminobenzidine으로 10분간 발색시켰다. 그런 다음

증류수로 세척하고 Meyer’s hematoxylin으로 조염색 후 봉

입하 다.

면역조직화학염색 결과 판독

종양세포 내의 염색 강도를 네 등급(0: 음성, 1: 약양성, 2:

양성, 3: 강양성)으로 나누고 전체 종양세포 중 양성을 보이는

종양세포의 비율을 다섯 등급(0: 0%, 1: 1-25%, 2: 26-50%,

3: 51-75%, 4: 76-100%)으로 나누어 염색 강도에 해서 0,

1, 2, 3점, 염색 범위에 해서 0, 1, 2, 3, 4점을 매겼다. 염색

범위는 종양세포의 도가 높은 부분을 4개 이상의 고배율 시야

(×400배)에서 1,000개의 종양세포 중 양성인 세포의 수를 세어

백분율을 구하 다. 염색 강도와 범위의 점수를 곱한 후 그 수치

가 4점 이상인 것을 양성으로 판정하 다. 

통계학적 분석

종양의 분화도, 임상 병기, 림프절 전이 유무에 따른 발현율의

차이를 Pearson’s chi-square test를 사용하여 분석하 다. 무병

생존(disease free survival)은 수술을 받은 시점부터 최종 추적

관찰 또는 요로상피세포암이 진행한 증거를 발견한 시기까지의

기간으로 정의하 고, 총 생존(overall survival)은 수술을 받은

시점부터 최종 추적 관찰 또는 요로상피세포암으로 사망하기까

지의 기간으로 정의하 다.

Twist 발현에 따른 환자들의 무병 생존율 혹은 총 생존율의

차이는 Kaplan-Meier test를 이용하여 분석했으며 log-rank test

로 유의성을 평가하 다. 무병 생존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인

자(factor)들의 상 적인 기여도를 평가하기 위해 Cox regres-

sion model을 사용하 다. 통계 분석에 사용한 프로그램은 SPSS

12.0 (SPSS Inc., Chicago, IL, USA)이며, p값이 0.05 미만일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정하 다.

결 과

임상 및 병리학적 소견

전체 상부 요로상피세포암 환자 70명 중 원발 부위가 신우인

환자는 60명(85.7%), 요관인 환자는 10명(14.3%)이었다. T병

기에 따라 분류하면 Ta/Tis는 5예(7.1%), T1이 23예(32.9%)

고, T2, T3, T4가 각각 10예(14.3%), 30예(42.9%), 2예(2.9%)

다. 림프절 전이 여부에 따라 분류하면 림프절 전이가 없는 군

이 66예(94.3%), N1이 1예(1.4%), N2가 3예(4.3%) 다. 임상

병기에 따라 분류하면 병기 0a/0is가 5예(7.1%), 병기 1이 23예

(32.9%), 병기 2가 10예(14.3%), 병기 3이 24예(34.3%), 병기

4가 8예(11.4%) 다. ISUP 등급에 따라 분류하면 저등급은 39

예(55.7%), 고등급은 31예(44.3%)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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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및 병리학적 특징과 Twist 단백의 발현

Twist 단백은 상부 요로상피세포암 70예 중 31예(44.3%)에

서 양성, 39예(55.7%)에서 음성으로 나타났다(Table 1). Twist

단백은 ISUP 등급이 높을수록 발현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p<0.01). 또한 Twist 단백은 임상 병기가 증가할수록 발현이

증가하 고(p=0.045) (Fig. 1), T병기가 증가할수록 발현이 증

가하는 양상을 보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p<
0.01). Twist 단백 발현과 N병기, M병기는 통계적 관련성을 보

이지 않았는데 이는 림프절 전이나 원격 전이가 있는 증례 수가

적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임상 병리학적 특징, Twist 발현과 무병 생존 기간의 연관성

전체 환자의 평균 추적 관찰 기간은 1개월에서 83개월이었으

며 평균 16.8개월이었다. 70명의 환자 중에서 7명(10%)이 재발

또는 원격 전이하 고, 12명(17.1%)이 사망하 다. 여러 임상

병리학적 인자들과 무병 생존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임상 병

기가 높을수록 무병 생존율이 감소하 고(p<0.01), ISUP 등급

이 높을수록 무병 생존율이 감소하 다(p=0.02). Twist 단백

양성인 환자군이 음성인 환자군보다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무병

생존율이 낮았다(p=0.01)(Fig. 2A). 총 생존율은 Twist 단백

양성인 환자군이 음성인 환자군보다 낮은 경향을 보 으나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p=0.12)(Fig. 2B). Cox regression

model을 사용한 다변수 분석에서는 T병기만이 무병 생존 기간

에 향을 미치는 독립적인 예후 인자로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

다(p=0.02)(Table 2).

고 찰

이번 상부 요로상피세포암 70예에 한 연구에서 Twist 단백

발현의 증가가 높은 임상 병기 및 종양 미분화도와 관련이 있음

이 나타났다. 이는 이전의 Zhang 등13이 방광 요로상피세포암

에 해 시행한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 다. Zhang 등13의 연구

에서는 Twist와 더불어 E-cadherin 면역염색을 시행하 고

Twist 발현이 증가할수록 E-cadherin의 발현이 감소한다고 보

고하 고, 이 결과는 Twist와 E-cadherin을 함께 염색함으로써

원발성 방광암의 침윤성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 다. Twist와 E-cadherin이 역관련성(reverse relationship)

Twist expression

Negative
Variables

No. of
patients

p-
valuePositive

Sex
Male 52 30 22 0.48
Female 18 9 9

Stage
0a/0is 5 4 1 0.045
1 23 15 8
2 10 6 4
3 24 11 13
4 8 3 5

Grade (ISUP)
Low 39 28 11 <0.01
High 31 11 20

Table 1. Association between twist expression and clinicopatho-
logic factors in patients with upper urinary tract urothelial carci-
noma

Relative
hazard

95% confi-
dence interval

p-valueVariables

Twist 2.461 0.828-7.317 0.11
ISUP grade 1.866 0.562-6.199 0.31
T stage 2.641 1.209-5.770 0.02

Table 2. Multivariate analysis of prognostic factor in 70 patients
with upper urinary tract urothelial carcinoma

Fig. 1.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for Twist shows positive Twist expression in high grade urothelial carcinoma (A) and negative Twist
expression in low grade urothelial carcinoma (B).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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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이는 이유는 Twist가 직간접적으로 촉진자 부위(promoter

region)의 E-box를 통해서 E-cadherin을 전사 단계에서 억제

하기 때문이다.5

사람 세포에서 Twist가 하는 기능은 머리뼈붙음증(craniosyn-

ostosis)을 특징으로 하는 흔한 보통염색체 우성 증후군(autoso-

mal dominant syndrome)인 Saethre-Chotzen 증후군에서 처

음으로 알려졌다.14 이후 Twist는 뼈모세포 분화(osteoblastic

differentiation)와 세포자멸사에서 중요한 조절인자(regulator)

로서 역할을 한다고 보고되었다.15-18 Twist의 종자계 돌연변이

(germ line mutation)는 뼈모세포에서 Twist 단백을 불활성화

시켜 조기에 머리뼈를 골화(premature cranial ossification)시

킨다.16,18 최근 인간에게서 발생하는 다양한 암에서 Twist의 과

발현이 보고되었지만 암의 발생 및 진행에 Twist가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5,7-11 그렇지만

Twist가 p53/ARF, N-myc, Wnt, EMT 등 다양한 암관련

신호 경로(cancer-related signaling pathway)에서 조절인자

(regulator) 역할을 한다는 보고가 있다.5,7,8,15,19-21

Zhang 등13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고등급

의 상부 요로상피세포암에서 Twist 발현이 증가하 고, 그 외 미

분화 고등급 전립선암종과 고등급의 신경아교종에서도 발현이

증가한다고 보고되었다.8,10 유방상피세포에서 Wnt1 경로(path-

way)를 통해서 Twist가 과발현되어 세포 분화를 억제할 수 있

다는 보고가 있고,19 최근 연구에 따르면 Wnt 길항제(antago-

nist)의 불활성은 방광암에서 흔히 일어나는 현상으로 전이 가능

성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한다.22-24 본 연구 결과

와 연관시켜 볼 때, 요로상피암세포에서 Twist 과발현은 Wnt1

경로를 통해서 세포 분화를 억제하고 암의 진행을 증진시킨다고

예상할 수 있다.23,24 Zhang 등13은 저등급에 비해 고등급 방광암

에서 Twist 발현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 으므로 Twist 발현의

증가가 낮은 병기의 방광암이 높은 병기로 진행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록 논란이 있지만 EMT는 암종의 진행(carcinoma pro-

gression)에 중요한 단계로 제안되고 있으며,25,26 최근 연구에서

는 Twist가 세포 분화를 억제하고 p53 종양 억제 인자 경로(p53

tumor suppressor pathway)를 방해함으로써 암종의 진행을 촉

진한다고 보고하고 있다.27,28 사람에게서 발생한 암세포가 항암제

내성(chemoresistance)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Twist가 하는 기

능이 보고되었다. Twist의 과발현은 미세관표적 항암제(micro-

tube-targeting anticancer drug)에 한 세포 저항성(cellular

resistance)과 연관이 있다고 한다.29 Dupont 등30의 연구에서는

Twist가 비활성화(downregulation)되면 DNA를 손상시키는

항암제인 etoposide에 한 감수성이 증가된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들은 Twist가 약제 유도 세포자멸사(drug-induced apop-

tosis)에 한 암세포의 감수성을 증가시키는 치료 표적(thera-

peutic target)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Twist 발현이 증가할수록 무병 생존율이 낮아

지는 결과를 보 으며, 이는 Twist가 상부 요로상피세포암 수술

후 재발이나 원격 전이를 예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예후 인자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총 생존율도 Twist 발현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 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는데, 이는 증례 수의 부족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

라서 추후에 더 많은 증례를 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Fig. 2. Kaplan-Meier curves for Twist expression in upper urinary tract urothelial carcinoma patients. Patients with Twist positive-tumors
suffered a significantly decreased disease free survival (log-rank test, p<0.01) (A). The overall survival for patients with Twist positive-
tumors was slightly worse than the patients with Twist negative-tumors (log-rank test, p=0.12) (B).

D
is

ea
se

 fr
ee

 s
ur

vi
va

l

1.0

0.8

0.6

0.4

0.2

0.0
0 20 40 60 80 100

Time (month)

Twist (+) (n=31)

Log-rank test. p<0.01

Twist (-) (n=39)

A
O

ve
ra

ll s
ur

vi
va

l

1.0

0.8

0.6

0.4

0.2

0.0
0 20 40 60 80 100

Time (month)

Log-rank test. p=0.12

B

Twist (+) (n=31)

Twist (-) (n=39)



 328 김동일∙윤선옥∙박석연 외 3인

참고문헌

1. Lynch CF, Cohen MB. Urinary system. Cancer 1995; 75 (Suppl 1):

316-29.

2. Cozad SC, Smalley SR, Austenfeld M, Noble M, Jennings S, Ray-

mond R. Transitional cell carcinoma of the renal pelvis or ureter:

patterns of failure. Urology 1995; 46: 796-800.

3. Stewart GD, Bariol SV, Grigor KM, Tolley DA, McNeill SA. A com-

parison of the pathology of transitional cell carcinoma of the blad-

der and upper urinary tract. BJU Int 2005; 95: 791-3.

4. Thiery JP. Epithelial-mesenchymal transitions in tumour progres-

sion. Nat Rev Cancer 2002; 2: 442-54.

5. Yang J, Mani SA, Donaher JL, et al. Twist, a master regulator of mor-

phogenesis, plays an essential role in tumor metastasis. Cell 2004;

117: 927-39.

6. Thisse B, el Messal M, Perrin-Schmitt F. The twist gene: isolation of

a Drosophila zygotic gene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of dor-

soventral pattern. Nucleic Acids Res 1987; 15: 3439-53.

7. Elias MC, Tozer KR, Silber JR, et al. TWIST is expressed in human

gliomas and promotes invasion. Neoplasia 2005; 7: 824-37.

8. Kwok WK, Ling MT, Lee TW, et al. Up-regulation of TWIST in

prostate cancer and its implication as a therapeutic target. Cancer

Res 2005; 65: 5153-62.

9. Entz-Werle N, Stoetzel C, Berard-Marec P, et al. Frequent genomic

abnormalities at TWIST in human pediatric osteosarcomas. Int J

Cancer 2005; 117: 349-55.

10. Kyo S, Sakaguchi J, Ohno S, et al. High Twist expression is involved

in infiltrative endometrial cancer and affects patient survival. Hum

Pathol 2006; 37: 431-8.

11. Hoek K, Rimm DL, Williams KR, et al. Expression profiling reveals

novel pathways in the transformation of melanocytes to melanomas.

Cancer Res 2004; 64: 5270-82.

12. Man TK, Chintagumpala M, Visvanathan J, et al. Expression pro-

files of osteosarcoma that can predict response to chemotherapy.

Cancer Res 2005; 65: 8142-50.

13. Zhang Z, Xie D, Li X, et al. Significance of TWIST expression and its

association with E-cadherin in bladder cancer. Hum Pathol 2007;

38: 598-606.

14. Howard TD, Paznekas WA, Green ED, et al. Mutations in TWIST, a

basic helix-loop-helix transcription factor, in Saethre-Chotzen syn-

drome. Nat Genet 1997; 15: 36-41.

15. Maestro R, Dei Tos AP, Hamamori Y, et al. Twist is a potential onco-

gene that inhibits apoptosis. Genes Dev 1999; 13: 2207-17.

16. Yousfi M, Lasmoles F, El Ghouzzi V, Marie PJ. Twist haploinsuffi-

ciency in Saethre-Chotzen syndrome induces calvarial osteoblast

apoptosis due to increased TNFalpha expression and caspase-2

activation. Hum Mol Genet 2002; 11: 359-69.

17. Bialek P, Kern B, Yang X, et al. A twist code determines the onset of

osteoblast differentiation. Dev Cell 2004; 6: 423-35.

18. Yousfi M, Lasmoles F, Lomri A, Delannoy P, Marie PJ. Increased

bone formation and decreased osteocalcin expression induced by

reduced Twist dosage in Saethre-Chotzen syndrome. J Clin Invest

2001; 107: 1153-61.

19. Howe LR, Watanabe O, Leonard J, Brown AM. Twist is up-regu-

lated in response to Wnt1 and inhibits mouse mammary cell differ-

entiation. Cancer Res 2003; 63: 1906-13.

20. Valsesia-Wittmann S, Magdeleine M, Dupasquier S, et al. Oncogenic

cooperation between H-Twist and N-Myc overrides failsafe pro-

grams in cancer cells. Cancer Cell 2004; 6: 625-30.

21. Zi X, Guo Y, Simoneau AR, et al. Expression of Frzb/secreted Friz-

zled-related protein 3, a secreted Wnt antagonist, in human andro-

gen-independent prostate cancer PC-3 cells suppresses tumor growth

and cellular invasiveness. Cancer Res 2005; 65: 9762-70.

22. Marsit CJ, Karagas MR, Andrew A, et al. Epigenetic inactivation of

SFRP genes and TP53 alteration act jointly as markers of invasive

bladder cancer. Cancer Res 2005; 65: 7081-5.

23. Urakami S, Shiina H, Enokida H, et al. Combination analysis of

hypermethylated Wnt-antagonist family genes as a novel epigenet-

ic biomarker panel for bladder cancer detection. Clin Cancer Res

2006; 12 (7 Pt 1): 2109-16.

24. Urakami S, Shiina H, Enokida H, et al. Epigenetic inactivation of

Wnt inhibitory factor-1 plays an important role in bladder cancer

through aberrant canonical Wnt/beta-catenin signaling pathway.

Clin Cancer Res 2006; 12: 383-91.

25. Tarin D, Thompson EW, Newgreen DF. The fallacy of epithelial

mesenchymal transition in neoplasia. Cancer Res 2005; 65: 5996-

6000; discussion 1.

26. Thompson EW, Newgreen DF, Tarin D. Carcinoma invasion and

metastasis: a role for epithelial-mesenchymal transition? Cancer

Res 2005; 65: 5991-5; discussion 5.

27. Puisieux A, Valsesia-Wittmann S, Ansieau S. A twist for survival

and cancer progression. Br J Cancer 2006; 94: 13-7.

28. Stasinopoulos IA, Mironchik Y, Raman A, Wildes F, Winnard P Jr,

Raman V. HOXA5-twist interaction alters p53 homeostasis in breast

cancer cells. J Biol Chem 2005; 280: 2294-9.

29. Wang X, Ling MT, Guan XY, et al. Identification of a novel function

of TWIST, a bHLH protein, in the development of acquired taxol

resistance in human cancer cells. Oncogene 2004; 23: 474-82.

30. Dupont J, Fernandez AM, Glackin CA, Helman L, LeRoith D. In-

sulin-like growth factor 1 (IGF-1)-induced twist expression is in-

volved in the anti-apoptotic effects of the IGF-1 receptor. J Biol Chem

2001; 276: 26699-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