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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ression of p16 and Rb in 9,10-Dimethyl-1,2-Benzanthracene
Induced Rat Ovarian Carcinogenesis

Ki Kwon Kim and Dong Hun Kim

Department of Pathology, College of Medicine, Dongguk University, Kyungju, Korea

Background : In order to investigate the roles of p16 and Rb, their expression was evaluat-
ed in 9,10-dimethyl-1,2-benzanthracene (DMBA)-induced ovarian cancers of rats. Methods :
DMBA-coated silk was inserted into both ovaries of 20 9-week-old Sprague-Dawley rats. The
experimental period lasted 20 weeks. The tumor histology was classified and the expression
of p16 and Rb in the ovarian tumors was analyzed by immunohistochemistry and Western
blot. Results : The p16 and Rb labeling index was significantly lower in the ovarian cancers
than the normal ovarian surface epithelium of a rat. There were no differences among the
cancer types. In Western blot analysis, the expressions of p16 and Rb in ovarian cancers
were lower than those in normal ovarian tissue. No correlation was present between p16 and
Rb. Conclusions : The abnormal expression of p16 and Rb occurs in DMBA-induced rat
ovarian cancer and might be involved in carcinogen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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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Dimethyl-1,2-Benzanthracene 삽입에 의해 유발된 백서

난소 종양에서 p16과 Rb의 발현양상

난소암의 원인과 발암기전에 한 여러 연구가 있었는데,

Venter1는 인체나 실험동물 모두를 통해 난소암의 85%는 난소

의 표면상피에서 기원한다고 하 다. 난소암의 원인으로는 화학

물질이나 방사선 등이 알려져 있으며, 저자가 발암물질로 사용

한 9,10-dimethyl-1,2-benzanthracene (DMBA)은 이들 중 하

나이다. 방향성 탄화수소의 일종인 DMBA는 cytochrome

P450s와 epoxide hydrolase에 의해 사되어 3,4-diol-1,2-

epoxide가 되고, 이것이 DNA와 결합하여 DNA의 돌연변이를

초래하는 발암물질로 작용한다.2 DMBA는 백서의 난소 뿐만

아니라 백서의 유방, 생쥐의 폐, 피부, 간 등에 종양을 발생시키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과거 실험동물에서 난소암을 유발하려

는 시도가 있었으나, 이것은 난소암 중 흔한 선암이 아니고 비

교적 드문 간질세포종양이나 생식세포종양 등이었다.1 1973년

Kato 등4은 백서의 난소에 DMBA가 부착된 실을 삽입하는

clipping method를 이용하여 난소의 선암을 유발했으며, 1979

년 Sekiya 등5도 clipping method로 50주 만에 선암을 유발하

다. 

세포의 주기를 정확히 조절하기 위해서 세포는 cyclin이나

cyclin dependent kinase (CDK)같은 positive regulator 이외

에도 p15, p16, p21, p27 등의 CDK inhibitor (CDKI)들을 가

지고 있으며, 이들 CDKI들은 세포주기의 진행을 억제하는 역조

절인자로서 필수적인 인자들이다.6 p27은 cyclin 혹은 cyclin-

CDK 복합체와 결합하며, cyclin A, B, D 및 E와 결합할 수

있다. p27은 cyclin D-CDK4 복합체 및 cyclin E-CDK2 복합

체에 결합하여 CDK의 활성을 억제함으로써 Rb의 인산화를 억

제한다. Rb의 인산화가 촉진되면 여러 가지 유전자의 전사가

증가하게 되는데 주로 DNA합성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발현이

증가하고, 그 뿐만 아니라 특이하게도 p16이 증가한다. 합성된

p16은 CDK4 및 CDK6과 결합하고 그 결과 cyclin D는 CDK

와 결합하지 못하고 따로 떨어지게 되어 분해되고 사라지게 된

다.7 그런데 transforming growth factor- 1 (TGF- 1)이나

접촉억제(contact inhibition) 등의 신호가 오게 되면 p15의 발

현이 증가하게 된다. p15는 CDK4 및 CDK6와 결합하여 억제

하며, 동시에 CDK4나 CDK6와 결합한 p27로부터 이들을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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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효과를 나타내어 p27은 cyclin E-CDK2에 집중적으로

결합하여 억제함으로써 Retinoblastoma (Rb)의 인산화가 억제

된다. 그 결과 Rb는 E2F 등의 전사조절인자를 계속 억제하여

세포가 G1 주기에서 정지하게 된다.8 이와 같이 cyclin-CDK들

과 E2F는 세포주기의 Gl 주기에서 S 주기로의 이행을 촉진시

켜 세포의 분열증식을 촉진시키고, p27, p21, p15 및 p16 등의

CDK 억제인자들은 cyclin-CDK들의 기능을 억제하여 세포를

G1 주기에 머물게 하는데, 이 모든 조절인자들의 궁극적인 목

적은 Rb다.7

Rb는 p53와 더불어 세포주기 진행의 중요한 기점인 제한점

(Restriction point, Gl/S checkpoint)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

고 있다. Rb 경로 이상과 발암과정과의 관계를 조사해 보면, 망

막모세포종 등에서 Rb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음이 보고되었

다.9 이러한 보고들은 Rb가 망막모세포종뿐 아니라 여러 형태의

종양 형성에 관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Rb가 암세포의

침투성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과10 세포외기질의 발현도

조절한다는 것이 보고되어,11 Rb는 G1 arrest를 통한 암세포 성

장억제뿐만 아니라 암의 전이와 관계 있는 인자도 조절하고 있

는 것으로 알려졌다. p16은 9p21에 위치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종양에서 동형접합성 결손이나 돌연변이, 과메칠화, 그리고 이

종접합성 소실(loss of heterozygosity)이 있음이 보고되었다.12

p16 단백질은 G1 세포주기로의 진행을 조절하는 과정에 작용

하며, 이 경로에 CDK4, cyclin D, Rb 등의 중요한 조절단백이

관여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단백질들의 발현 정도와

활성도에 의해 종양세포에서 p16 유전자의 변화와 p16 단백질

발현의 감소가 관찰된다.13

이에 저자는 clipping method로 백서 난소에 DMBA를 투여

하여 종양을 유발시킨 다음, p16과 Rb단백의 발현을 조사함으

로써 종양형성과정에서 이들 세포주기 조절인자들의 역할에

해 알아보고자 하 다. 

재료와 방법

실험동물

생후 8주 된 Sprague-Dawley계 암컷 백서 24마리를 1주간

동일조건 하에서 사육한 후 실험에 사용하 다. 조군은 4마리,

실험군은 20마리를 이용하 다. 실험군 20마리 가운데 실험 중

사망한 4마리는 제외하 다. 

난소종양 유발

실험동물을 1주간 적응하게 하고 생후 9주 후에 isoflurane과

N2O로 전신마취하여 Kato 등5의 clipping method에 따라

DMBA를 130℃ 정도에서 녹인 후 봉합사의 중앙부에 부착시

킨 다음 양측 난소에 DMBA (Sigma Chemical Co, MO,

U.S.A.)를 직접 삽입하여 종양을 유발시켰다. 조군은 DMBA

을 삽입하지 않고 동일조건 하에서 사육하 다.

육안관찰 및 조직 채취

난소종양 발견을 위하여 DMBA 삽입 후 20주 동안 주 1회

씩 촉진하 다. 실험군 및 조군을 20주 후 각각 도살하여 종

양을 포함한 좌우측 난소를 절제하 다. 난소종양의 무게, 크기

와 출혈 및 괴사 유무 등을 개체에 따라 조사한 후 일부는 조직

학적 검사를 위하여 10% 중성 포르말린에 24시간 고정하 고,

일부는 단백질 분리를 위하여 액화질소에 급냉 후 -70℃로 보관

하 다. 

광학현미경 관찰

조직학적 검색을 위해서 10% 중성 포르말린에 고정한 조직

에서 표적인 절편을 절제하여 파라핀에 포매 후 6 m의 절

편을 만들어 HE염색을 하 다. 종양의 조직학적 분류는 WHO

분류법14을 이용하 다.

면역조직화학 염색

10% 중성 완충 포르말린에 고정한 후에 제작한 파라핀 포매

괴를 4 m의 두께로 박절하여 연속절편을 만든 다음 poly-L-

lysine (Sigma Chemical Co, MO, USA)이 입혀진 슬라이드

에 부착시켜 충분히 건조시켰다. 탈파라핀과 함수과정을 거친

파라핀 절편을 10 mM citrate 완충액(pH6.0)에 담근 후 auto-

clave에서 15 분간 처리하 다. 조직내 내인성과산화 효소의 작

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3% H2O2에서 15분간 처리하고, 배경의

비특이적인 반응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단혈청으로 15분 동안 전

처치 하 다. 일차항체로 Rb (SC-50-G, Santa cruz, CA,

U.S.A.) 1:100, p16 (SC-1661, Santa cruz, CA, U.S.A.)

1:500으로 희석하여 실온에서 1시간 반응시킨 후 쥐 조직에 특

이적인 DAKO-LSAB plus kit (K69O, Dako Corp, Santa

Babara, CA, U.S.A.)를 이용하여 biotinylated antibody와

peroxidase가 부착된 streptavidin을 결합시켰다. 그 다음 DAB

(3,3′-diaminobenzidine tetrachloride)로 발색시키고 hema-

toxylin으로 조염색하 다.

면역조직화학 염색의 판정

염색이 잘 된 부위를 선택한 후 고배율 시야에서 관찰하여 세

포 1,000개 중 핵에 분명하게 염색되는 양성 세포수의 백분율을

구해 labelling index (LI, 표지 지수)로 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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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ern blot 분석

Western blot은 임의적으로 선암종 4개와 편평상피암종, 육

종, 혼합종 각각 1개씩을, 그리고 정상 난소와 자궁 조직을 선택

하여 시행하 다. 방법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냉동된 정상 난소와 자궁 조직 및 종양 조직을 protease와

phosphatase을 포함한 4 volume의 sonication buffer (20 mM

Tris-HCI pH 7.4, 2 mM EGTA, 6 mM -mercap-

toethanol, 1% NP-40, 0.1% SDS, 50 mM NaF, 10 g/mL

aprotinin, 10 g/mL leupeptin, 1 mM phenylmethylsul-

fonyl fluoride)에 넣고 4℃에서 sonicator로 균질화시킨 후, 30

분간 얼음에 방치하고 10,000 g으로 10분간 원심분리시킨 다음

상층액을 실험에 사용하 다. 단백질 농도는 bovine serum

albumin을 표준 단백질로 하여 Bradford 방법으로 정량하 다.

추출된 단백질 50 g을 NuPAGE LDS sample buffer

(NP0007, Novex, CA, U.S.A.)와 혼합하여 70℃에서 10분간

가온하고, 25 L를 4-12% NuPAGE Bis-tris polyacry-

lamide 젤(Novex, CA, U.S.A.)에서 전압 100 V로 2시간 동

안 전기 동 시켰다. 그리고 NuPAGE transfer buffer

(NP0006, Novex, CA, U.S.A.)를 이용하여 전압 30 V로 10℃

에서 3시간 nitrocellulose 막(Bio-Rad Laboratories, U.S.A.)에

이동시켰다. 전기이동된 nitrocellulose 막을 1% blocking buffer

(Boehringer Mannhelm, Mannheim, Germany)로 4℃에서 하

룻밤 반응시키고, Rb (SC-50-G, Santa cruz, CA, U.S.A.),

p16 (SC-1661, Santa cruz, CA, U.S.A.)을 각각 1:500씩 희

석하여 실온에서 2시간 반응시켰다. 그 다음 TBS에 0.05%

Tween 20이 함유된 TBST로 15분 간격으로 3회 세척한 후 이

차항체를 1:1,000으로 희석하여 실온에서 45분간 반응시키고

Western blotting chemiluminescence luminol reagent (sc-

2048, Santa cruz, CA, U.S.A.)를 이용하여 검출하 다. Den-

sitometric analysis를 위해 EasyGel software를 이용하 다. 

통계적 검정

변수의 통계적 검정을 위하여 one-way ANOVA, t-test,

Spearman 상관계수를 시행하여 p value<0.05를 의의 있는 것

으로 하 다. 

C D

A B

Fig. 1. Immunohistochemical stain of Rb. Rb expressions in squamous cell carcinoma (A), adenocarcinoma (B) and sarcoma (C) are
weaker than that in surface epithelium of normal rat ovarian tissue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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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종양의 육안 및 조직학적 양상

종양은 실험군 20마리 가운데 생존한 16마리 중 15마리에서

발생하 으며, 이 중 14마리는 양쪽 난소에 종양이 발생하 으

나 1마리는 한쪽에서만 선암이 발생하 다. 조군에서는 종양

이 발생하지 않았다. 총 발생 종양 수는 32개의 난소 중 29개에

서 발생했으며 종양의 평균무게는 3.35±0.73 g이었고 종양의

평균크기는 장경 1.84±0.17 cm 다. 종양의 조직학적 형태는

선암이 20예(62.5%), 편평상피암이 3예(9.4%), 육종이 4예

(12.5%), 혼합종이 2예(6.2%) 다. 혼합종의 경우, 2예 모두에

서 선암과 편평상피암 그리고 육종이 같이 관찰되었다.

Rb의 면역조직화학 염색 및 Western blot

Rb가 발현된 종양세포의 표지 지수는 전체 종양에서는 29.9

±7.8인 데 비해 종양이 발생하지 않은 군이 58.0±20.3, 조군

이 66.3±10.9로, 전체 암종의 Rb의 발현지수는 종양이 발생하

Fig. 2. Western blotting of Rb. Compared to the normal ovarian
tissue (lane 1), two adenocarcinomas (lanes 3 and 8), mixed
tumor (lane 4), sarcoma (lane 5) and squamous cell carcinoma
(lane 6) show weak expression. Two adenocarcinomas (lanes 2
and 7) show increased expression partly due to hyperphospho-
rylated Rb which appears just above the 110 kDa hypophospho-
rylated 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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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Immunohistochemical stain of p16. p16 expressions in squamous cell carcinoma (A), adenocarcinoma (B) and sarcoma (C) are
less strong than that in surface epithelium of normal rat ovarian tissue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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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군이나 조군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의의 있게 낮았다

(p<0.05). 그러나 종양의 조직학적 종류에 따른 Rb의 발현의

차이는 없었다(Fig. 1)(Table 1). Western blot 검사상 Rb는

종양에서 정상 난소조직에 비하여 낮은 발현을 보 으나, 2예의

선암에서는 과인산화된 띠가 관찰되어 조군에 비해 높은 발현

을 보 다(Fig. 2).

p16의 면역조직화학 염색 및 Western blot

p16이 발현된 종양세포의 표지 지수는 전체 종양에서는 32.4

±20.5인 데 비해 종양이 발생하지 않은 군이 70.3±20.0, 조

군이 75.0±4.2로, 종양의 p16 발현지수는 종양이 발생하지 않

은 군이나 조군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의의 있게 낮았다

(p<0.05). 그러나 종양의 조직학적 종류에 따른 p16의 발현의

차이는 없었다(Fig. 3)(Table 2). Western blot 검사상 p16은

종양에서 정상 난소와 자궁조직에 비하여 낮게 발현되었으나 종

양의 종류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Fig. 4).

p16과 Rb사이의 상관관계

p16과 Rb의 발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고 찰

난소 종양의 실험적 유도는 여러 연구에서 방사선 노출, 화학

물질 투여, 호르몬 조작과 비장피막하의 난소조직 이식 등 다양

한 방법으로 시도되었다.1,15 그러나 이에 발생한 종양들의 부

분은 인체 여성에게는 비교적 드문 과립막세포종양이나 난포막

세포종양, 그리고 기질과 상피세포의 혼합종 등이었다. 1973년

Kato 등4은 20-methylcholanthrene (20-MC)을 부착시킨 봉합

사를 난소조직에 직접 침투시켜 암을 유발하는 clipping method

를 보고하면서, Wistar rat 암컷의 종양이 발생하기까지 최소

22주에서 최고 41주가 걸렸으며 종양의 발생률이 14% 고 발생

한 종양의 형태는 육종이 8예, 선암이 5예, 과립막세포종양이 1

예 다고 하 다. 1979년 Sekiya 등5은 Kato 등4과 같은 clip-

ping method로 하되, DMBA를 발암물질로 이용하고 실험동물

은 암컷 Sprague-Dawley종 백서를 이용하 다. 실험기간은 50

주 으며 종양발생률은 39% 다고 보고하 는데, 20-MC를 사

용했을 때 3%의 종양발생률을 보인 것과 비교해 볼 때 DMBA

를 이용하여 clipping method를 사용하는 것이 더 만족스러운

종양모델이라고 하 다. 1982년 Nishida 등16은 Wistar rat 암컷

에서 DMBA를 이용한 clipping method를 이용하여 종양이 발

생하기까지 30주가 걸렸다고 보고하 다. 1985년에는 Tunka

등17이 2-[4-(5-nitro-2-furyl)-2-thiazolyl]hydrazide (FNT),

N-methyl-N'-nitrosourea (MNU), DMBA 등을 이용한 clip-

ping method를 실시하여 407일 동안 실험한 결과 난소에 18예

의 선종과 4예의 선암이 발생하 다고 보고하 다. Nishida 등18

은 Wistar rat을 이용하여 DMBA를 이용한 clipping method

를 실시하여 60주 동안 실험한 결과 47.5%의 종양발생률을 보

고하 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동물은 암컷 Sprague-Dawley종

백서를 이용하 고 발암방법은 Kato 등4이 사용한 clipping

method를 이용하 다. 발암물질로는 DMBA를 이용하 고 실

Fig. 4. Western blotting of p16. Compared to normal ovarian tis-
sue (lane 2), adenocarcinomas (lanes 3-4 and 8-9), squamous
cell carcinoma (lane 7), sarcoma (lane 6) and mixed tumor (lane
5) show weak expression. Compared to normal uterine tissue
(lane 1), adenocarcinomas (lanes 3-4 and 9), squamous cell car-
cinoma (lane 7) and sarcoma (lane 6) show weak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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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 labelling index, one-way ANOVA and t-test, *#: p<0.05, @: p>0.05. 

Experimental group No of
LI (Mean±SD)

and histologic type cases

Experimental group 
Malignant tumor               29         32.4±20.5*#

Squamous cell carcinoma       3          43.3±23.1@

Adenocarcinoma                20         27.3±20.6@

Sarcoma                       4          40.0±15.8@

Mixed                          2           51.5±9.2@

No tumor                        3           70.3±20.0*
Control group                     4           75.0±4.2#

Table 2. Labelling index of p16 in ovarian tumors and normal
ovarian tissues of rat

LI: labelling index, one-way ANOVA and t-test, *#: p<0.05, @: p>0.05 

Experimental group No of
LI (Mean±SD)

and histologic type cases

Experimental group 
Malignant tumor               29         29.9±7.8*#

Squamous cell carcinoma       3          34.0±1.0@

Adenocarcinoma                20         29.8±8.7@

Sarcoma                       4          25.8±1.7@

Mixed                          2           34.0±9.9@

No tumor                        3           58.0±20.3*
Control group                     4           66.3±10.9#

Table 1. Labelling index of Rb in ovarian tumors and normal
ovarian tissues of r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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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기간은 20주 다. 종양발생률은 91% 다. 실험기간과 발암물

질에 관하여 본 실험의 결과를 Kato 등4의 방법과 비교했을 때

본 연구의 실험기간이 더 짧은 반면 종양발생률은 더 높게 나타

났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본 실험에서 양쪽 난소에 DMBA를

삽입했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지만 DMBA를 발암물질로 이용하

는 것이 20-MC를 이용하는 것보다 백서 난소의 종양모델의 발

암물질로 더 낫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 이는 Sekiya 등5의 실

험보다도 좋은 결과 다. 또한 본 실험에서도 Sekiya 등6과 같

은 Sprague-Dawley종 백서를 이용하여 더 높은 종양발생률을

보여 Sprague-Dawley종 백서가 Wistar rat 보다 더 좋은 동물

모델로 생각된다. 

CDK의 활성도는 CDKI들에 의해 억제된다. CDKI에는 모든

CDK에 작용하는 Kip계(p21, p27, p57)와 CDK4, CDK6를 억

제하는 INK계(p15, p16, p18-20)가 있다.6 p16은 9p21-22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종양세포에서 흔히 소실되거나 재배

열된다.12 이 유전자는 분자량이 16,000이며 종양억제유전자로

작용하여 CDK4나 CDK6와 작용하고 G1 세포주기에서 이들

키나제의 활성을 억제한다. p16 유전자의 불활성화는 여러 종류

의 종양형성에 작용하며12 생물학적으로 좀더 악성도가 높은 암

과 관련이 있다.19 p16 유전자의 불활성화의 기전은 3가지가 있

다. 첫째가 동형접합성결손이며, 둘째는 돌연변이와 결손, 셋째

로는 유전자와 촉진자 역의 과메칠화이다. 1995년 Shapiro

등13은 CDK4, cyclin D, Rb 등의 중요한 조절단백들의 발현 정

도와 활성도에 의해 종양세포에서 p16 유전자가 변화하고 p16

단백질의 발현이 감소한다고 보고하 다. 인체 난소암의 경우

Dong 등20은 난소종양세포에서 p16의 발현이 오히려 증가하

다고 보고하 다. 그러나 Kusume 등21은 종양의 33.9%에서

p16 발현의 감소가 있었다고 하 고, Marchini 등22은 26%,

Fujita 등23은 37%에서 p16 발현의 감소를 보고하 다. 본 연

구에서는 정상 난소의 표면상피세포의 p16에 한 표지 지수가

75%인 데 비해 종양의 표지 지수가 32.4%로 p16의 발현이 유

의하게 감소하 다.

염색체 13q의 결손이 가족성 망막모세포종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은 이 위치에 있는 특별한 유전자가 종양형성에 있어서 역

조절자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9 이 후 여러 연구에

서 Rb 유전자를 분리하 고,24 이 유전자를 특정 종양세포주에

주입했을 때 악성 표현형을 억제하 다고 보고하 다.25 그리고

염색체 결손으로 인한 Rb locus의 동형접합성으로의 변화는 망

막모세포종에서 이 유전자의 불활성화에 한 중요한 기전으로

생각된다.26 염색체 13q의 이종접합성 소실은 여러 종양9,27에서

보고되어 Rb가 망막모세포종뿐 아니라 다양한 성인 및 소아암

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또한 방광암에

서 Rb 단백의 변화가 관찰되어 Rb 유전자가 립유전자소실

(allelic deletion)의 목표가 되며 악성도가 높은 암일수록 Rb의

소실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27 Kim 등28은 인체 난소암에서

Rb의 발현이 정상조직과 비슷한 발현 양상을 보여 Rb 발현의

소실이나 감소가 원발성 난소암에서는 흔하지 않다고 보고하

다. 그러나 Taylor 등29은 난소암에서 Rb 발현의 감소를 보고하

면서 난소암에서 Rb의 발현의 소실이나 감소는 침윤성 난소암

의 기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 다. 본 연구에서는

Rb의 발현이 정상 난소조직이 66.3%인 데 비해 난소암 조직에

서는 29.9%로 난소암 조직에서 Rb의 발현이 유의하게 감소하

여 Taylor 등29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 다. 본 연구에서 면

역조직화학 염색에 사용한 항체는 인산화된 Rb와 저인산화된

Rb가 같이 염색이 되는 항체이다. 따라서 종양조직에서 발현한

Rb 중에는 인산화된 Rb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의

구별은 Western blot을 통해 가능하 다. Western blot에서 총

7예의 종양 중 2예의 선암에서 정상 난소조직보다 Rb 발현이

증가하 는데, 이는 다른 5예의 종양에서는 저인산화된 Rb만

발현된 데 비해 2예의 선암에서는 저인산화된 Rb 뿐 아니라 인

산화된 Rb도 같이 발현되어 Western blot에서 전체적인 Rb의

발현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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