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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ression of Cyclin D1, CDK4, p16 and Rb Proteins in Human
Soft Tissue Sarco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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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Altered cell cycle regulation may underlie the development and/or progres-
sion of human malignanc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if the oncogenesis of
soft tissue sarcomas could be better explained by examining the components involved in G1
phase progression. Methods : Sixty-seven soft tissue sarcomas were studied for the
immunohistochemical expression of cdk4, cyclin D1, retinoblastoma (Rb) and p16 proteins.
For Rb and p16, samples showing either negative or heterogeneous (<80% of tumor cells)
staining were considered to be altered. Results : The cdk4 protein was observed in 64
cases (95.5%). Cyclin D1 was expressed in 14 cases (20.9%). The Rb expression was
altered in 48 (71.6%). Sixty-three (94%) sarcomas demonstrated altered p16 expressions.
All of the samples displayed altered expressions of either Rb or p16. A high percentage of
the tumors with altered Rb were observed in relapsed patients (p<0.05). Conclusions : Dis-
turbance in the cell cycle regulatory system involving the Rb/p16/cdk4/cyclin D1 pathway
appears to be relatively frequent in soft tissue sarcomas and may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tumorigenesis of these tumors. It is noteworthy that the reduced Rb expression corre-
lates with tumor relapse, suggesting its prognostic signific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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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연부조직 육종에서 Cyclin D1, CDK4, p16 및 Rb 단백의 발현

연부조직 육종은 연부조직 내의 조혈계, 세망내피계 및 신경

교세포를 제외한 다양한 세포 성분에서 발생하는 비상피세포성

골외조직 기원의 종양들을 광범위하게 포함하며, 모든 악성 종

양의 1% 미만을 차지하고 모든 암 사망의 약 2%를 차지하는

흔치 않은 종양이다.1 연부조직 육종의 발생 원인에는 화학적 발

암 물질이나 방사선에 노출된 경우와 같은 환경적 요소, 종양바

이러스 감염, 면역학적 요소 또는 유전적 요소 등이 관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병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최근

분자생물학적 기법이 발달함에 따라 일부 육종에 한 세포유전

학적, 분자생물학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정 염색체 이상

과 p53, ras, Rb 및 mdm2 유전자의 변이나 증폭이 보고되고

있다.2-4

p16/cdk4/cyclin D1/Rb 경로는 암 발생과 연관된 유전자 변

화 시 세포주기 조절에서 단일 표적으로 작용하는 중요한 요소

이며, cyclin-cdk (cyclin-dependent kinase) 복합체와 cdk 억

제 단백 사이의 균형에 의한 일련의 활성, 불활성화 과정을 통

해 조절된다.5 Cyclin 계열 단백은 cyclin A, B1, B2, C, D1,

D2, D3, E로 구성되고 cdk는 1, 2, 3, 4, 5, 6의 아형이 있는데,

이들 각각은 세포주기 G1, S, G2, M기에 따라 발현양의 변화

가 수반되어 세포주기의 진행에 관여하게 된다.6 세포주기 진행

과정 중에 G1/S 이행 단계가 가장 중요하며 이 단계에 필수적

인 복합체가 cyclin D1-cdk4이다. Cyclin D1 유전자는 염색체

11q13에 위치하며 종양의 발생과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유방암종, 두경부와 식도의 편평세포암종, 간세포암종, 방

광암종 등에서 재배열 및 증폭에 의한 과발현이 관찰되었고, 종

양세포주를 이용한 연구에서도 종양 형성에 관여한다고 보고되

었다.6 Cdk4 유전자는 염색체 12q13-14에 존재하며 증폭과 과

발현이 육종에서 관찰되었다.7 Rb 단백은 G0/G1 단계에서 저

인산화 상태로 활성화되며 E2F와 같은 전사인자와 결합하여 세

포가 S기로 진행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5 한

편, cyclin D1에 의하여 cdk4가 활성화되면 cyclin D1-cdk4 복

합체는 Rb 단백을 인산화시켜 불활성화함으로써 세포 증식을

초래해서 궁극적으로 암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은 p16

과 같은 억제 단백에 의해 조절될 수 있다. 지금까지 이러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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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주기 조절 인자들에 관한 연구가 여러 종양에서 활발히 진행

되어 왔으나, 연부조직 육종에서 이들의 발현에 한 연구는 그

리 많지 않다.

이에 저자들은 연부조직 육종에서 G1기에 관여하는 cdk4,

cyclin D1, Rb, p16 단백들의 발현 정도를 면역조직화학 염색

을 통해 관찰하고, 이들 사이의 상관성을 조사하여 조직학적 유

형 및 등급, 재발에 따른 발현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연부조직

육종의 발생이나 진행 과정에 이들 세포주기 조절 단백들이 미

치는 향을 알아보고자 하 다. 

재료와 방법

재료

가톨릭 학교 의과 학 임상병리학교실에서 1991년 1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조직학적으로 진단된 연부조직 육종 67예(지

방육종 11예, 평활근육종 9예, 악성 섬유성조직구종 14예, 악성

말초신경초종 14예 및 횡문근육종 19예)를 상으로 하 다.

수술 전에 방사선 요법이나 화학 요법을 받은 예는 연구 상에

서 제외하 다. 모든 조직은 광학현미경 하에서 병리 진단을 확

인하고 조직학적 등급에 따라 재분류하 으며, 환자의 임상 기

록을 검토하여 현재 생존 여부 및 경과를 추적 조사하 다. 추

적 조사가 가능한 예는 총 61예이었고, 최소 36개월부터 87개월

동안의 경과 관찰 기간 중 전이나 국소 재발이 18예에서 관찰되

었다.  

면역조직화학 염색

파라핀 포매 조직으로부터 5 m두께의 절편을 얻어 micro-

probe immunostaining station (Biomeda Co. Foster City,

CA, U.S.A.)을 사용하여 모세관법으로 다음과 같이 면역조직

화학 염색을 시행하 다.

조직절편을 특수 처리된 슬라이드(Poly-L-lysine coated,

Probe On Plus Microscopic slides, Fisher Scientific, Pitts-

burg, PA, U.S.A.)에 부착시킨 후 80℃ 오븐에 15분간 넣은

후 자일렌으로 실온에서 2분간 4회 반복 처리하여 파라핀을 제

거하 다.  100% 알코올로 10초간 3회 처리한 다음, 10% cit-

rate buffer (Zymed, San Francisco, CA, U.S.A.)에 담근 후

121℃의 고압멸균기에서 15분간 방치하고 다시 실온에서 20분

간 방치하 다. 45℃의 세척 완충액으로 3분씩 3회 세척하고,

조직 내의 내인성 과산화효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3% 과산화수

소 용액에 45℃에서 4분간 반응시켰다. 이어서 세척 완충액으로

3회 수세 후 비특이 단백의 결합을 제거하기 위하여 비면역 염

소혈청(Zymed)에 45℃에서 10분간 작용시켰다. 

사용한 일차 항체는 cdk4 (Santa Cruz Biotechnology,

Santa Cruz, CA, U.S.A.), cyclin D1 (NeoMarkers, Fre-

mont, CA, U.S.A.), Rb (PMG3-245: PharMingen, San

Diego, CA, U.S.A.), p16 (PharMingen)에 한 단클론 항체

들이었다. Cdk4는 1:50으로 희석하고 cyclin D1은 2.0 g/mL,

Rb와 p16은 각각 1.0 g/ mL의 농도로 만들어 45℃에서 60분

간 반응시킨 다음 이차 항체(biotinylated anti-mouse

immunoglobulin antibody, Dako Co., Ltd., Kyoto, Japan)를

10분간 반응시켰다. 세척 완충액으로 3분씩 3회 수세한 후

streptavidin peroxidase detection system (Zymed)으로 45℃

에서 10분간 방치하여 biotin-avidin 특이 결합을 유도하 고,

다시 수세 후 AEC (3-amino-9-ethyl carbonate)를 이용한 10

분간의 발색을 거쳐 Mayer's hematoxylin (Zymed)으로 조

염색을 하여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 다.

각 항체에 한 양성 조군으로 cdk4는 정상 피부 조직을,

cyclin D1은 유방암종 조직을, Rb는 장암종 조직을, p16은

편도 조직을 이용하 고, 음성 조군으로는 일차 항체 신

PBS를 썼다. 

결과 판독 및 통계학적 분석

결과 판정은 광학현미경 하에서 핵단백질이 붉은 갈색으로 염

색된 조직 표본을 양성으로 판정하되, cdk4와 cyclin D1은 네

가지 군으로 구분하 다. 종양 세포 역의 5% 이내에서 핵에

염색된 경우는 음성으로, 5-10%의 종양 세포 핵에서 양성 소견

이 보이는 경우는 1+, 11-50%는 2+, 50% 이상은 3+로 분류

하 다. Rb와 p16은 종양 세포의 10% 이하에서 염색되는 경우

를 음성, 11-79%는 불균질 양상, 80% 이상은 양성으로 판정하

여, 음성이나 불균질 양상을 보일 때 발현 감소군으로 간주하

고 양성 반응은 발현 유지군으로 판독하 다.

통계학적 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종양의 조직학

적 유형, 등급, 재발 여부와 cdk4, cyclin D1, Rb 및 p16 단백

의 발현 사이의 상관성을 Chi-square test와 Fisher's exact

test로 검정하 고 유의 수준은 0.05 미만으로 하 다.

결 과

총 67예 중 남자는 32예이고 여자는 35예 으며, 평균 연령은

각각 62.7세 및 59.0세 다. 모든 종양을 조직학적 등급 기준인

분화, 괴사, 유사분열 수에 따라 조직학적 등급으로 나누었을 때

1등급이 4예(6%), 2등급이 39예(58.2%), 3등급이 24예

(35.8%) 다.

본 연구의 표본에서 G1 세포 주기 관련 단백들의 발현에 관

한 염색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1, 2). Cdk4 단백은 64예

(95.5%)에서 양성이었으며, 이 가운데 지방육종 11예(100%),

평활근육종 8예(88.9%), 악성 섬유성조직구종 14예(100%), 악



성 말초신경초종 13예(92.9%), 횡문근육종 18예(94.7%) 다

(Fig. 1). 종양의 종류에 따른 염색 정도의 차이는 없었다. 조직

학적 등급과 cdk4 단백 발현을 비교하 을 때 1등급은 4예

(100%), 2등급은 37예(94.9%), 3등급은 23예(95.8%)에서 양

성을 보 고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Cyclin D1 단백은 14예(20.9%)에서 양성으로, 지방육종, 평

활근육종, 악성 섬유성조직구종, 악성 말초신경초종, 횡문근육종

에서 각각 1예(9.1%), 5예(55.6%), 2예(14.3%), 5예(35.7%),

그리고 1예(5.3%)씩이었다(Fig. 2). 1등급 암종은 모두 음성이

었고(0/4), 2등급 중 9예(23.1%), 3등급 중 5예(20.8%)가 양

성으로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종양의 종류나 등급에 따른 염

색 정도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Rb 단백은 67예 중 19예(28.4%)가 양성이었고 48예

(71.6%)가 음성이거나 불균질 양상으로 발현 감소를 보 는데,

횡문근육종에서 가장 높은 양성률(11/19, 57.9%)을 보 고 다

음이 평활근육종(2/9, 22.2%), 악성 말초신경초종(3/14,

21.4%), 악성 섬유성조직구종(2/14, 14.3%), 지방육종(1/11,

9.1%)순이었다(Fig. 3). 조직학적 등급에 따라 Rb 단백 발현

을 비교하 을 때 1등급은 4예 모두 음성이었고, 2등급은 12예

(30.8%)에서, 3등급은 7예(29.2%)에서 양성 반응을 보 으며

Rb 단백 발현과 조직학적 등급과의 상관성은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다.  

p16 단백은 악성 섬유성조직구종 3예(21.4%)와 횡문근육종

1예(5.3%), 총 4예(6.0%)에서만 양성 반응을 보 고 나머지는

모두 발현 감소를 보 다(Fig. 4). 1등급은 모두 음성, 2등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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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for cdk4 demonstrates
intense nuclear positivity in malignant peripheral nerve sheath
tumor (A) and no nuclear staining in rhabdomyosarcoma (B).

A B

Fig. 2.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for cyclin D1 shows strong
reaction in most of the tumor cell nuclei in leiomyosarcoma (A)
and negative reaction in malignant fibrous histiocytoma (B).

Histologic type

LS (%) LMS (%) MFH (%) MPNST (%) RMS (%) Total (%)

cdk4 11/11 (100) 8/9 (88.9) 14/14 (100) 13/14 (92.9) 18/19 (94.7) 64 (95.5)
cyclin D1 1/11 (9.1) 5/9 (55.6) 2/14 (14.3) 5/14 (35.7) 1/19 (5.3) 14 (20.9)
Rb 1/11 (9.1) 2/9 (22.2) 2/14 (14.3) 3/14 (21.4) 11/19 (57.9) 19 (28.4)
p16 0/11 (0) 0/9 (0) 3/14 (21.4) 0/14 (0) 1/19 (5.3) 4 (6.0)

LS: liposarcoma, LMS: leiomyosarcoma, MFH: malignant fibrous histiocytoma, MPNST: malignant peripheral nerve sheath tumor, RMS: rhab-
domyosarcoma.

Table 1. Expression status of cdk4, cyclin D1, Rb and p16 in different types of sarcoma

Histologic grade

1 (%) 2 (%) 3 (%) p value

cdk4 4/4 (100) 37/39 (94.9) 23/24 (95.8) NS
cyclin D1 0/4 (0) 9/39 (23.1) 5/24 (20.8) NS
Rb 0/4 (0) 12/39 (30.8) 7/24 (29.2) NS
p16 0/4 (0) 1/39 (2.6) 3/24 (12.5) NS

Table 2. Correlation of expression of cdk4, cyclin D1, Rb and
p16 with tumor grade



1예(2.6%), 3등급은 3예(12.5%)에서 양성이었고 통계적 유의

성은 없었다.

Cdk4, cyclin D1, Rb 및 p16 단백 발현 사이의 연관성을 보

면 cyclin D1 단백과 Rb 단백 사이에 의의 있는 상관 관계가

관찰되었다(Table 3). Rb 단백에 발현 감소를 보인 48예 가운

데 41예(85.4%)가 cyclin D1 단백에 음성인 반면, Rb 단백에

양성인 19예 중 7예(36.8%)가 cyclin D1 단백에 양성으로 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p<0.05). 또한 p16 단백 저발현군 63

예 중 3예(4.8%)가 cdk4 음성이고, cdk4 양성인 64예 중 60예

(93.8%)가 p16 발현 감소로 이들의 역상관 관계는 거의 통계

적 유의 수준에 근접하 다(0.05<p≤1). 모든 증례에서 Rb나

p16 중 적어도 한 가지 단백의 발현 감소를 관찰할 수 있었으며

Rb와 p16 단백에 동시에 발현 감소를 보인 예는 44예(65.7%)

다. 기타 단백들 사이에 의의 있는 상관 관계는 관찰되지 않

았다.

추적 조사가 가능한 환자 총 61명 중 18명에서 국소 재발이

있었는데, 조직학적 등급 및 cdk4, cyclin D1, Rb, p16 단백과

의 상관 관계를 조사한 결과, Rb 단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Table 4). 즉, Rb 단백은 재발군 중 6예에서 발현이 유지된

반면, 저발현은 12예로 훨씬 높았다(p<0.05). 그 밖의 단백들과

재발 및 등급 사이에 유의한 상관 관계는 없었다.  

고 찰

염색체 13q14에 위치하는 Rb 유전자는 정상 조직에서 발현

하는 110 kd의 핵내 인산 단백을 encoding하며, 세포주기 조절

기전에서 성장 억제 역할을 하는 주요 인자로 종양 발생에 관여

한다.5,8 변이나 결손이 있을 경우 그 산물의 생산이 감소하거나

기능이 소실되어 G1/S 이행 단계의 조절에 이상을 초래하는데,

이때 cdk4/cyclin D1 복합체가 Rb 단백을 인산화시키면 E2F

와 같은 전사 요소가 축적되어 S기로의 이행에 필요한 유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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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for Rb using PMG3-245
demonstrates no nuclear staining (A), heterogeneous pattern (B)
and positive nuclear reaction (C) in three different samples.

A CB

Fig. 4.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for p16 shows no nuclear
staining (A), heterogeneous pattern (B) and dark nuclear
immunoreactivity (C) in three different cases.

A CB

cdk4 cyclin D1 Rb

- + - + - +

p16 - 3 60 49 14 44 19
+ 0 4 4 0 4 0

p value NS NS NS
cdk4 - 3 0 2 1

+ 50 14 46 18
p value NS NS

cyclin D1 - 41 12
+ 7 7

p value <0.05

Table 3. Correlation between the cdk4, cyclin D1, Rb and p16
proteins in sarcomas  

Grade cdk4 cyclin D1 Rb p16

1 2 3 - + - + - + - +

Relapsed 0 7 11 2 16 13 5 12 6 16 2
p value NS NS NS <0.05 NS

Disease- 3 28 12 1 42 35 8 30 13 41 2
free

Table 4. Correlation between grade, cdk4, cyclin D1, Rb, or
p16 and tumor relap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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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를 활성화하여 세포 증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9 유

전성 망막모세포종 환자의 암종에서 이 유전자의 결손이 처음

발견되었다. 망막모세포종이 있었던 환자 가운데 육종의 발생률

이 높은 점으로 미루어 Rb 유전자의 결손이 육종의 발생과도

연관이 있으리라 추측된다.10,11 지금까지 일부 육종 및 육종의

세포주에서 Rb 유전자의 결손이나 재배열, Rb 단백의 발현 이

상이 산발적으로 보고되었다.12-18 육종 중 4.8% (3/63)에서 동

형접합성 결손(homozygous deletion)이 발견되었고 조군과

의 비교 검색이 가능했던 육종 가운데 22.7% (5/22)에서 LOH

(loss of heteozygosity)가 관찰되었으며,12 9예의 골육종 중 3

예(33.3%)와 29예의 연부조직 육종 중 4예(13.8%)에서 유전자

결손이 있었다.13 그러나 이들의 연구에 이용된 방법들은 South-

ern blot으로 주로 돌연변이를 검색하는 데는 유용하나 Rb 유

전자 발현과 같은 미세한 변화를 관찰하기에는 부적합해서 그

빈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Rb의 기능적 불활

성화는 유전자 변화를 수반하지 않고도 Rb 단백이 인산화되었

을 때 가능한데, Rb 유전자 단클론 항체를 이용한 면역조직화

학 염색법은 원인에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초래되는 활성 단백의

소실을 검출해 내는 데 매우 민감한 방법이다. 이는 DNA나

RNA를 이용하는 분자생물학적 방법들과 비교해 볼 때 신선 조

직은 물론 파라핀 포매 조직도 이용할 수 있고, 종양 내에서 암

세포와 정상 또는 양성 세포를 구별해서 결과를 판정할 수 있으

며 염색의 강도 및 양상, 즉 균질한지 불균질한지도 동시에 관

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방법을 이용한 본 연구에서 Rb

단백은 총 67예의 연부조직 육종 중 19예(28.4%)에서 발현 유

지를 보 고 48예(71.6%)에서 음성이거나 불균질 양상(hetero-

geneous pattern)의 저발현이 관찰되었다. 이 결과는 일부 연구

자들의 보고와 일치하 다. Cance 등14은 고등급 원발성 육종

가운데 70% (31/44)와 고등급 전이 육종 전부(12/12)에서 면

역조직화학 염색으로 Rb 단백의 발현 감소를 관찰하 다.  그

러나 이들의 연구 상에는 골육종과 소아기에 발생한 육종도

포함되었는데, 이러한 암종들은 화학 요법에 한 반응이 좋고

성인에서 발생한 육종과는 여러 면에서 다르므로 분리해서 연구

되어야 한다. 이어 Karpeh 등15이 성인에서 발생한 연부조직 육

종만을 상으로 시행한 실험 결과 75%에서 발현 감소가 있었

다고 하 다. Wang 등16은 53%의 저발현을 관찰하 고 Cohen

등17은 다소 낮은 24%라고 보고하 는데 이는 면역조직화학 염

색 결과의 판정 기준이 분석의 결과에 적지 않게 향을 미친

것이라고 판단된다. Cohen 등17은 25%-75%의 세포핵이 양성

을 보이는 경우도 발현 유지로 간주하 기에 저발현율이 그만큼

낮았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와 지금까지의 보고는 연부조직 육

종에서 Rb 단백의 발현 감소가 예상보다 흔하며 이러한 저발현

이 육종의 발암 기전에 중요하게 관여하리라는 것을 보여 준다.

Wunder 등18은 골과 연부조직 육종에서 Rb 유전자의 이상이

고등급의 40%, 저등급의 9.1%로 조직학적 등급과 연관이 있었

기 때문에 Rb 유전자의 이상이 육종의 예후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 다. 그러나 그들의 자료 중 연부조직 육종만 볼

때 고등급과 저등급에서 각각 41.7% (5/12)와 33.3% (1/3)로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Rb 단백 발현 감소는 2

등급과 3등급 암종 가운데 각각 70% 정도에서 관찰되었으나 1

등급 4예 또한 모두 발현 감소를 보여 Wunder 등18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없었다.  

한편 고등급 육종에서 Rb 단백의 발현 유지군과 발현 감소군

을 비교하 을 때 발현 감소군에서 5년 생존율이 더 낮았다는

보고가 있다.14 그러나 다른 연구자에 의하면 저등급 육종의 경

우 원발성보다 전이된 병소에서 Rb 단백 발현이 감소하여 암

진행과 Rb 단백의 발현 사이에 역상관 관계가 추정되지만, 고

등급 육종에서는 원발 병소와 전이 병소 사이에 Rb 단백 발현

의 차이가 없었다고 한다.15 지금까지 각 종양의 악성도나 예후

에 미치는 Rb 단백 발현 양상은 종양의 종류에 따라 또 연구자

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 다. 즉 조직학적 등급이 증가할수록

Rb 단백 발현이 감소하는 예도 있고 반 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 다. 전자의 경우 Rb 유전자의 변이나 결손 등으

로 설명하고 있고, 후자의 기전으로는 종양 세포의 성장을 억제

하기 위해 이차적으로 Rb 단백이 증가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12,13 또한 Rb 단백 발현 감소는 조직학적 악성도와 상관이

없다는 보고도 있다.19 예후와의 연관성도 일치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예를 들어 유방암의 경우 조직학적 등급 III에서

Rb 단백 발현 감소가 자주 관찰되어 나쁜 예후와 연관이 있다

고 하 으나20 다른 연구자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암종의 크기

가 작거나 림프절 전이가 없는 군에서 오히려 발현 감소가 증가

하여 좋은 예후 인자라고 하 다.21 이렇게 다양한 연구 결과는

물론 종양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는 차이 때문일

수도 있으며, 같은 종양이라도 표본의 성상이 적지 않은 향을

미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 즉 파라핀 포

매 조직인지 신선 조직인지, 또는 사용한 시약의 종류나 열처리

여부 등 기타 검정 방법에 따른 차이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마

찬가지로 결과 판정에 있어서 판정 기준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

다. Rb 단백의 면역조직화학 염색이 불균질한 염색 양상을 보

일 수 있는데, 이러한 불균질 양상은 두 가지 클론 즉 wild

type 단백을 가지는 클론과 변이가 있는 클론 때문인 것으로 추

측된다. 이러한 불균질 양상을 일부 연구자들은 양성으로,17,22

나머지는 음성으로14,15 판독하 는데, 앞으로 표준화된 판정 기

준으로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들을 재조사하면 기존의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Karpeh 등15의 기준을 약간

변형하여 80% 이상의 핵에 양성 반응이 보일 때만 발현 유지로

간주하 고 나머지는 발현 감소(10% 이하는 음성, 11-79%는

불균질 양상)로 판정하 다. 그 결과 1등급 육종에서는 재발이

없었고 2등급 이상의 육종 가운데 재발이 있었던 환자의 66.7%

에서 Rb 단백의 발현 감소가 관찰되었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 기에 Rb 단백의 저발현이 육종의 발생뿐 아니라 진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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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여함을 시사하는 매우 의의 있는 소견이라고 하겠다.

Cyclin 계열 중 종양 형성과 가장 관련이 있다고 보고된

cyclin D1은 G1에서 S기로의 이행에 필수적인 세포주기 조절

단백으로 증식 신호에 한 감지기 역할을 한다. 침윤성 유방암

종이나 mantle 세포림프종, 비소세포 폐암종, 두경부 암종에서

과발현이 관찰되었으며 유용한 예후 인자로서의 가능성이 추정

되기도 한다. 그러나 육종에서의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Cyclin

D1은 정상 세포에서는 엄격하게 조절되지만, 외부 자극이 있을

때 특히 성장 인자들의 자극이 있을 때는 단백이 증가하고 cdk4

와 복합체를 형성하여 Rb-E2F 복합체에 작용해서 Rb 단백 또

는 다른 성장 억제 인자들의 기능을 억제함으로써 세포의 변형

이나 증식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23 본 연구 결과 전체 연

부조직 육종의 20.9% (14/67)에서 cyclin D1 단백 양성 반응

이 관찰되었고 Rb 단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 관계가 있었

지만, 조직학적 등급이나 재발과의 연관성은 없었다. Kim 등24

은 사지에 발생한 연부조직 육종에서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29%의 양성률을 관찰하 으나 이 과발현이 나쁜 예후와 연관

성이 있었다고 보고하 다. 유방암종의 경우 Kim 등24의 주장과

반 로 cyclin D1 단백 과발현이 좋은 예후와 연관이 있다는 기

술도 있지만 서로 상관이 없다는 견해가 더 우세하며, 비소세포

폐암종에서도 cyclin D1이 예후 인자로서의 유용성은 없는 것으

로 보인다.25,26 육종에서 cyclin D1의 임상적 의의에 관한 자료

는 극히 드물어서 앞으로 이에 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p16 유전자는 세포주기 조절 경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

는 종양 억제 유전자로서 염색체의 9p21에 위치하며 cdk4와 관

련이 있는 단백들에 한 조사 연구 도중 처음 발견되었다. 정

상적으로 cyclin D1-cdk4 복합체에 의한 Rb의 인산화를 억제

한다고 알려져 있다. 여러 가지 암종에서 이 유전자의 결손이나

변이가 보고되었는데 변이보다는 결손이나 과메칠화가 주된 기

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27 본 연구에서 cdk4 단백은 95.5%

의 양성률을 보인 반면, p16 단백 양성률은 6.0%로 cdk4와 p16

발현 사이에 역상관 관계를 보 고, 이는 통계적으로 거의 유의

수준에 이르 다(0.05<p≤1). 이러한 결과는 p16이 cyclin D1-

cdk4 복합체를 음성적으로 조절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한편 조

직학적 등급과의 상관 관계를 보면 p16을 encoding 하는

INK4A 유전자가 결손된 고등급 육종 환자가 더 나쁜 예후를

보임에 따라 p16 기능 소실이 예후에 나쁜 향을 끼친다는 보

고가 있다.28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p16 발현 감소와 조직학적

등급 사이에 연관성이 없었으며 p16 발현 감소를 보인 환자의

28.1%와 양성인 환자의 50%에서 재발이 있었는데, 이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Cohen 등17의 결과와도 일치하 다.

한편, 일부 암종, 특히 흑색종, 유방암종, 폐암종 등에서 p16 단

백 소실이 예후와 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여 p16 단백의 예후

인자로서의 가능성을 시사하 다.20,21

정상 Rb 유전자를 가진 쥐와 동형접합의 Rb 유전자 변이를

가진 쥐로부터 채취한 배아 섬유모세포에서 p16 발현의 효과를

비교한 한 연구는, p16이 Rb 활성 단백이 있는 세포에만 작용

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Rb 단백이 주 표적임을 주장하

다.29 본 연구에서 Rb 단백 발현 감소군 48예 가운데 44예

(91.7%)가 p16 단백 발현 감소로 Rb 단백 발현 감소일 때 p16

단백도 불활성화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 지만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는 않았다. 한편 Rb 단백과 p16 단백이 동시에 발현 감소

를 보인 예가 65.7% (44/67) 는데, 이는 Rb와 p16의 돌연변

이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다른 연구자의 주장30과

상반되는 소견이다. 그러나 상 육종 모두가 Rb 단백이나 p16

단백 가운데 적어도 한 가지 단백에서 발현 감소를 보인 점으로

미루어 보아 육종의 세포주기 조절에 Rb/p16의 변화가 매우 중

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Rb나 p16 단백의 발현 감소율은 육종의 종류에 따라 다소 차

이가 있었다. 횡문근육종의 경우 Rb 단백 발현 감소의 빈도가

다른 육종에 비해 낮은 42.1% (평균 71.6%)이었고 지방육종은

90.9%로 높았으며, 악성 섬유성조직구종은 p16 발현 감소가

78.6% (평균 94%)로 상 적으로 낮았다. 문헌 고찰상 육종의

종류별로 연구된 경우는 매우 드물고 종류별로 연구된 경우라도

다양한 결과를 기술하고 있었다.22 워낙 육종이 이종 암종의 집

합이기 때문에 종류에 따라 각각 증식 조절 경로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육종의 종류에 따른 좀더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부조직 육종으로 진단되어 수술 절제한 67예

를 상으로 G1기에 관여하는 세포주기 조절 인자들의 발현에

한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시행하여 각각의 발현 정도를 관찰하

고 서로의 연관성 및 예후 인자들과의 상관 관계를 비교 분석하

다. 그 결과 Rb 단백의 발현 감소가 71.6%에서 관찰되었고,

cdk4 단백과 cyclin D1 단백은 각각 95.5%와 20.9%에서 양성

이었으며, p16 단백은 6%만이 양성으로 부분이 발현 감소를

보 다. Rb 단백과 p16 단백이 동시에 음성이거나 불균질 양상

을 보인 예는 65.7%이었고 모든 증례에서 Rb나 p16의 발현 감

소를 관찰하 다. Rb 단백은 cyclin D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

관 관계를 보 고, p16과 cdk4의 역상관 관계는 통계적으로 거

의 유의 수준에 이르 다.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 보아 육종에서

Rb/p16/cdk4/cyclin D1 경로를 통한 Rb 단백의 불활성화가 흔

한 편이며 따라서 이 종양 발생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을 확인하 다. 또한 Rb 단백의 발현 감소는 재발과 유의한 상

관 관계를 보여 암 진행과도 연관이 있음을 시사하 고 향후 육

종 환자의 예후 인자로서의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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