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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ression of E-cadherin in Chromophobe Renal Cell Carcinoma
and Its Prognostic Im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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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Chromophobe renal cell carcinoma is a category of renal cell carcinoma com-
posed of histologically characteristic tumor cells. E-cadherin is an intercellular adhesion pro-
tein that has been correlated with tumor aggressiveness in many carcinomas, including clear
cell renal cell carcinoma. However, the significance of an E-cadherin expression in chromo-
phobe renal cell carcinoma is not known. Methods : We evaluated the E-cadherin expres-
sion status of 65 chromophobe renal cell carcinomas by performing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with the tissue microarray method. The percentage of positively stained tumor cells
was evaluated and this was then classified into two categories: a low expression where 0 to
25% of the cells are positive, and a high expression where more than 25% of the cells are
positive. Results : Among 65 cases, 11 cases (17%) showed a low expression, and 54
cases (83.0%) showed a high expression. The tumors with low expression were more likely to
have a higher stage but this was not significant (p=0.056). On the survival analysis, a low E-
cadherin expression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poor cancer-specific survival (p=0.005)
and progression-free survival (p=0.003). Conclusions : The E-cadherin expression is a good
prognostic marker for survival in patients with chromophobe renal cell carcin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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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색소성 신세포암(Chromophobe Renal Cell Carcinoma)에서

E-cadherin 단백의 발현 양상과 임상적 의의

신세포암은 전체 성인에게 발생하는 암의 3%를 차지하는 악

성 종양이다. 세계 보건 기구에서는 신세포암을 투명세포 신세

포암(clear cell RCC), 유두상 신세포암(papillary RCC), 혐색

소성 신세포암 등으로 분류하고 있는데1 이 중 혐색소성 신세포

암은 1985년 Thoenes 등에 의해 처음 제안된 분류로서2 전체

신세포암의 3-5%를 차지하는 드문 아형이다. 이는 비교적 젊은

연령에서 발생하며 다른 아형과 구분되는 특징적인 조직학적, 면

역조직화학적 소견을 보이며, 일반적으로 투명세포 신세포암에

비해 좋은 예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4 또한 투명세포

신세포암이 근위세뇨관 기원인데 반해 혐색소성 신세포암은 호

산성 과립세포종(oncocytoma)과 함께 원위 세뇨관 기원의 종양

이며5 전자현미경적 구조에서도 호산성 과립세포종과 비슷한 조

직학적 구조를 갖는다고 알려져 있다.6

한편, cadherin은 막성 당단백(transmembrane glycoprotein)

의 한 종류로 적어도 20개 이상의 특이적인 cadherin이 존재하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7 그 중 표적인 것으로 E-cadherin

과 N-cadherin이 있다. E-cadherin과 N-cadherin은 cadherin의

type I에 속하며 여러 세포에서 칼슘 의존적 기전으로 작용하여

세포와 세포의 유착과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이 E-cadherin

발현의 저하는 여러 상피성 종양의 악성도와 연관이 있으며8 N-

cadherin은 상피성 종양에서 종양 세포의 침윤을 자극하고 파생

을 돕는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세포의 자멸사를 막는 역할을 하

여 암의 진행에 향을 준다고도 보고되어 있다.9 지금까지 연구

된 바에 의하면 E-cadherin과 N-cadherin은 여러 상피성 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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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임상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자이지만 아직까지 신세

포암, 특히 혐색소성 신세포암에서의 E-cadherin 단백의 발현

양상과 그 임상적 의미는 정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았다.10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먼저 65예의 혐색소성 신세포암의 임

상병리학적 특징을 분석하고, 면역조직화학염색을 통해 E-cad-

herin 단백과 N-cadherin 단백의 발현 양상을 확인하 다. 또

한 E-cadherin 단백의 발현과 임상병리학적 특성과의 관련성을

평가하고 E-cadherin 단백의 발현에 따른 혐색소성 신세포암

환자들의 생존율의 차이를 비교하여 예후 예측 인자로서의 E-

cadherin의 의미를 평가하 다.

재료와 방법

연구 상

1995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서울 학교 병원에서 근치

적(radical) 혹은 부분적(partial) 신절제술을 받은 65명의 혐색

소성 신세포암 환자를 상으로 하 다. 진단 당시 환자의 연령

은 28세부터 76세까지 분포하 으며 평균 51.9세 다. 또한 환

자의 남녀 성비는 1.5:1이었고 평균 추적 관찰 기간은 50.9개월

이었다.

면역조직화학염색

상 증례의 헤마톡실린에오신 염색슬라이드를 재검색하여 신

세포암의 아형을 확인하 고 종양의 병기를 2002년 AJCC clas-

sification system에 따라 그리고 Fuhrman 등급에 따라 핵의 등

급을 재판독하 다.11

이후 각 증례의 표적인 병변 부위를 표시하고 해당하는 파라

핀 포매 조직에서 tissue array block 제작 기구를 이용, 2 mm

지름으로 각 증례당 하나의 core를 채취하여 tissue microarray

(TMA, Superbiochip, Seoul, Korea)를 제작하 다. 그 다음

TMA 파라핀 블록을 4 μm 두께의 절편으로 박절하여 슬라이

드에 부착한 후 크실렌에 5분간 3회에 걸쳐 탈파라핀시키고 함

수 과정을 거친 후 증류수로 세척하 다. 또 항원성 회복을 위해

TMA 슬라이드를 citrate 완충용액(10nM, pH 6.0)에 담근 후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여 95℃에서 15분간 끓 다. 그리고 비특이

단백의 결합을 제거하기 위해 실온의 normal goat serum에 10

분간 작용시켰다.

일차 항체로 E-cadherin (Zymed, South San Francisco,

CA, USA)과 N-cadherin (Zymed)을 사용했는데 각각 1:100

으로 희석한 후 실온에서 60분간 반응시켰다. 이후 biotin이 부

착된 이차항체(biotinylated anti-mouse immunoglobulin anti-

body, Dako, CA, USA)를 30분간 반응시켰다. 그리고 세척 완

충액으로 3분씩 3회 씻어낸 후 streptavidin peroxiase detec-

tion system (Zymed)으로 실온에서 10분간 방치하여 biotin-

avidin 특이 결합을 유도하 다. 그런 후 이를 다시 세척 완충

액으로 씻어내고 diaminobenzidine으로 10분간 발색시킨 후 증

류수로 세척하고 Meyer’s hematoxylin으로 조 염색 후 봉입

하 다.

면역조직화학염색 판독

두 명의 병리 의사가 면역조직화학염색을 판독하 다. 종양

내의 염색 범위를 4등급(0: 음성, 1+: 1%에서 25% 양성, 2+:

25%에서 50% 양성, 3+: 50%에서 75% 양성, 4+: 75% 이상

에서 양성)으로 나누어 점수화하 다.

통계학적 분석

종양의 임상병리학적 특성에 따른 E-cadherin 단백의 발현을

Pearson’s chi-square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또한 질병 특

이 생존(disease-specific survival)은 수술을 받은 시점부터 암

으로 인한 사망 혹은 최종 추적 관찰까지의 기간으로 정의하

고 무진행 생존(progression-free survival)은 수술을 받은 시점

부터 신세포암이 재발하거나 전이한 시기, 또는 암의 진행이 없

는 최종 추적 관찰까지의 기간으로 정하 다.

그리고 혐색소성 신세포암에서 E-cadherin의 발현에 따른 생

존율의 차이는 Kaplan-Meier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 으며,

log-rank test를 이용해 통계적 유의성을 평가하 다. 또한 생존

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인자들의 상 적인 기여도를 평가하기

위해 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을 사용, 다변량 분석을

시행하 다. 이때 통계 분석에 사용한 프로그램은 SPSS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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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정하 다.

결 과

혐색소성 신세포암의 임상병리학적 특성

혐색소성 신세포암의 종양의 크기는 1.5 cm에서 20 cm까지 분

포하 으며 평균 6.0 cm 다. T병기는 65예 중에서 47예(72.3%)

에서 pT1, 12예(18.4%)에서 pT2 으며, 4예(6.2%)는 pT3 그

리고 단 2예(3.1%)에서만 pT4 다. 이렇듯 부분의 혐색소성

신세포암은 낮은 T병기에 속하 다. Fuhrman’s 등급으로 핵의

등급을 평가하 을 때, 11예(16.9%)는 2등급, 45예(69.2%)는

3등급 그리고 9예(13.9%)만이 4등급이었다. 이때 핵의 등급은

3등급이 가장 많았으며, 수술 시점에서 림프절 전이나 원격전이

가 관찰된 예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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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N-cadherin 단백의 발현 양상과 임상병리학적 특성

65예의 혐색소성 신세포암에 해 면역조직화학염색을 시행

한 결과, E-cadherin 염색 시 9예(13.8%)가 음성이었으며 56예

(86.2%)가 양성이었다. 그리고 이 양성인 예를 4등급으로 나누

어서 평가하 는데, 1+, 2+, 3+, 4+가 각각 2예(3.1%), 5예

(7.7%), 26예(40%), 23예(35.4%)를 차지하 다. 이때 통계적

분석을 위하여 면역조직화학염색 결과가 음성인 경우와 1+인

경우를 E-cadherin 저발현군, 2+ 이상인 경우를 고발현군으로

나누었는데, 이에 따라 11예(16.9%)가 저발현군, 54예(83.1%)가

고발현군에 해당되었다(Fig. 1). E-cadherin 저발현군에 속하

는 11예 중에서 낮은 T병기(pT1와 pT2)는 8예, 높은 T병기

(pT3과 pT4)는 3예 다. E-cadherin의 저발현군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고발현군에 비해 높은 T병기를 보이는 경

향성이 있었다(p=0.056). 또한 재발이나 전이가 발생한 5예 중

에서 3예가 E-cadherin 저발현군에 속하 다. 즉, E-cadherin

저발현군에 속하는 11예 중에서 3예(27.3%)에서 재발 및 전이

가 있었고 상관성 분석 결과 E-cadherin 저발현과 질병의 진행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p=0.031).

또한 환자의 연령에 있어서 E-cadherin 저발현군에 속하는 환

자들의 평균 연령은 46.1세 던 반면, E-cadherin 고발현군에 속

하는 환자들의 평균 연령은 53.1세 다. 이렇듯 E-cadherin 저

발현이 좀 더 젊은 연령에서의 발병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p=0.210). 또한 E-cadherin 발현과

여러 다른 임상병리학적 인자들과의 상관성 분석을 시행한 결과

E-cadherin의 발현은 혐색소성 신세포암 환자의 성별(p=0.177),

핵의 등급(p=0.673)과는 무관하 다(Table 1).

N-cadherin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시행한 결과 61예(93.9%)

에서 음성이었고, 2예(3.1%)에서 1+, 1예(1.5%)에서 3+ 그리

고 1예(1.5%)에서 4+의 발현을 보 다. N-cadherin 양성인 예

의 수가 매우 적었기 때문에 임상병리학적 특성과의 상관성 분

석은 시행하지 않았다.

임상병리학적 특성 및 E-cadherin 단백의 발현 양상과

생존율

전체 환자의 평균 추적기간은 2개월에서 132개월이었으며, 평

균 50.9개월이었다. 추적 관찰기간 중 65명의 환자 중에서 5명

(7.7%)이 재발 또는 원격전이하 고 5명(7.7%)이 사망하 다.

우선 혐색소성 신세포암에서 예후 예측인자에 어떠한 인자들이

Fig. 1.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for E-cadherin. (A) Chromophobe renal cell carcinoma with high E-cadherin expression. (B) Chro-
mophobe renal cell carcinoma with low E-cadherin expression.

A B

Characteristics
E-cadherin

Low expression High expression
p-value

Patients (n) 11 54
Follow-up (month)
Mean 38.6 53.39
Median 28 41

Age (year) 0.210
Mean 46.1 53.1
Median 47.0 54.5

Sex (%) 0.177
Male 9 (81.8%) 30 (55.6%)
Female 2 (18.2%) 24 (44.4%)

pT stage 0.056
T1, T2 8 (72.7%) 51 (94.4%)
T3, T4 3 (27.3%) 3 (5.6%)

Stage 0.056
Stage I, II 8 (72.7%) 51 (94.4%)
Stage III, IV 3 (27.3%) 3 (5.6%)

Nuclear grade 0.673
Grade 1, 2 1 (9.1%) 10 (18.5%)
Grade 3, 4 10 (90.9%) 44 (81.5%)

Disease progression 0.031
Absent 8 (72.7%) 52 (96.3%)
Present 3 (27.3%) 2 (3.7%)

Table 1. Correlation between E-cadherin expression and clini-
copathologic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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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 찾기 위하여 여러 임상병리학적 인자들과 질병 특이 생

존, 무진행 생존의 관련성을 분석하 다. 그 결과 무진행 생존

및 질병 특이 생존에서 종양의 T병기(p<0.001, p<0.001), 임상

병기(p<0.001, p<0.001)가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생존

율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Table 2). 그러나 진단 당시

환자의 연령(p=0.763, p=0.820)과 핵의 등급(p=0.962, p=

0.987)은 환자의 생존율과 관련성이 없었다. 결국 임상병리학적

특성 중에서 T병기와 임상병기만이 환자의 예후에 관여하는 인

자임을 알 수 있었다.

다음 E-cadherin 단백의 발현 양상과 생존율의 관련성을 분

석한 결과, E-cadherin의 저발현군이 무진행 생존(p=0.003,

Fig. 2A) 및 질병 특이 생존(p=0.005, Fig. 2B)에서 E-cad-

herin 고발현군보다 현저히 낮은 생존율을 보 다. 결국 혐색소

성 신세포암에서 E-cadherin의 저발현은 낮은 생존율과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예후 예측 인자로 판명되었다.

그러나 T병기와 임상병기를 포함한 다변량 분석에서는 E-

cadherin 단백의 저발현과 무진행 생존(p=0.102) 및 질병 특이

생존(p=0.126)과의 상관성은 관찰되지 않았으므로 임상병기만이

무진행 생존(p=0.030) 및 질병 특이 생존(p=0.027)과 통계적

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보이는 독립적인 예후 인자로 추정되었다.

고 찰

세포의 유착에 관여하는 단백인 E-cadherin 단백의 저발현은

사람의 상피성 암에서 암세포의 역분화 및 침윤성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한다.12 전립선 암에서 E-cadherin 단백의 발현 저하는

암의 진행과 접한 관련이 있으며 암의 크기 및 전이와 통계적

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다고 하 고,13 위암에서도 E-cadherin

발현의 저하가 암의 진행과 림프절 전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 알려져 왔다.14 반면 신세포암, 특히 혐색소성 신세포암에서

Univariate
p-value

Progression-free survival Cancer-specific survival

E-cadherin expres- 0.003 0.005
sion (low vs high)

Age (≤54 vs >54) 0.763 0.820
Nuclear grade 0.962 0.987
(grade 1, 2 vs 3, 4)

pT (T1, 2 vs T3, 4) <0.001 <0.001
Stage (I-II vs III-IV) <0.001 <0.001

Multivariate
E-cadherin 0.182 0.126 
expression (0.298, 0.050-1.761) (4.950, 0.637-38.467)
(low vs high)

Stage 0.038 0.030
(I-II vs III-IV) (6.213, 1.109-34.797) (0.116, 0.017-0.808)

Table 2. Univariate and multivariate analysis results of progres-
sion-free survival and disease-specific survival in 65 patients with
chromophobe renal cell carcinoma

A

Fig. 2. Kaplan-Meier curves for E-cadherin expression in chromophobe renal cell carcinoma patients. (A) Patients with low E-cadherin expres-
sion shows a significantly decreased progression free survival (log-rank test, p=0.003). (B) The cancer specific survival for chromophobe
renal cell carcinoma patients with low E-cadherin expression was significantly worse than the patients with high E-cadherin expression (log-
rank test, p=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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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현 양상 및 임상적 의미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15

신장에서 E-, N-cadherin 단백의 발현은 부위에 따라 다른

발현 양상을 보이는데, E-cadherin은 주로 원위 세뇨관에서 발

현하며 N-cadherin은 근위 세뇨관에서 발현한다. 또한 신세포

암에서 E-cadherin 단백의 발현빈도는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

다.10,16,17 본 연구에서는 전체 65예의 혐색소성 신세포암에서 E-

cadherin 단백은 56예(86.2%)에서 양성이었고, N-cadherin 단

백은 4예(6.2%)에서 양성이었다. 결과적으로 혐색소성 신세포

암에서 E-cadherin 단백의 발현은 다수에서 나타나고 N-

cadherin 단백의 발현은 거의 없었는데 이는 아마도 혐색소성

신세포암이 원위 세뇨관 기원의 종양이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

다. 혐색소성 신세포암과 함께 원위 세뇨관 기원의 종양인 호산

성 과립세포종으로 시행한 다른 연구에서도 E-cadherin 단백의

발현은 관찰되었으나 N-cadherin 단백의 발현은 관찰되지 않았

다고 한18 반면에 근위 세뇨관 기원으로 알려진 투명세포 신세

포암으로 시행한 연구에서는 E-cadherin 단백의 발현은 없었지

만 N-cadherin 단백은 58%에서 발현하 다고 보고되었다.19

신세포암에서 E-cadherin 발현이 지니는 임상적 의미에 해

서 여러 연구가 있었다. Fischer 등15의 보고에 의하면 E-cad-

herin의 저발현은 신세포암에서 낮은 생존율과 유의한 관련이 있

다고 하 고 Morel-Quadreny 등20은 E-cadherin 발현의 소실

이 환자의 증상, 종양의 크기, 높은 핵의 등급과 연관되어 있다

고 보고하 다. 최근 Katagri 등10도 신세포암에서 E-cadherin

발현의 소실이 높은 임상병기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

다고 하 으며 E-cadherin의 발현이 저하된 환자들이 원격전이

를 많이 하여 결과적으로 나쁜 예후를 보인다고 하 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신세포암도 다른 상피암과 마찬가지로 세포의 유착

기전을 조절하는 E-cadherin 단백의 소실이 종양의 진행에 관

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과거에 있었던 부분의 연구

는 투명세포 신세포암에 한 연구이거나 혹은 조직학적 아형을

구분하지 않고 시행된 연구 다. 그런데 신세포암은 조직학적

아형에 따라 예후에 많은 차이가 있는 종양이므로, 아형을 구분

하지 않고 시행한 연구는 조직학적 아형이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연구 결과의 정확성에 향을 줄 수 있다.

혐색소성 신세포암으로 시행한 본 연구 결과에서도 E-cad-

herin 저발현군은 고발현군에 비해 재발 및 전이를 하는 비율이

높았고(p=0.031), 높은 임상병기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p=

0.056). 또한 생존 분석 결과 E-cadherin의 저발현이 높은 임상병

기와 함께 질병 특이 생존(p=0.005) 및 무진행 생존(p=0.003)

에서 낮은 생존율을 보 다. 

이렇듯 아직까지 종양의 진행과 관련하여 E-cadherin 작용의

정확한 기전은 규명되지 않았지만, 본 연구 결과 E-cadherin

단백의 저발현은 혐색소성 신세포암에서 환자의 재발 및 전이 그

리고 생존율에 향을 주는 중요한 인자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투명세포 신세포암에서는 E-cadherin 단백의 발현율이 낮은데

반해 이번 연구 결과 혐색소성 신세포암은 거의 모든 예가 E-

cadherin 단백을 발현하므로, 신세포암 중 특히 혐색소성 신세

포암에서는 E-cadherin 단백이 종양의 예후 예측에 있어 유용

한 표지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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