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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Inactivation of the retinoblastoma protein (pRb) is a mechanism by which
tumor cells can subdue normal growth control. Among the molecules involved in control of
pRb phosphorylation, cyclin D1 and cyclin E have been found to be deregulated and
overexpressed in various types of cancers. Methods : Immunohistochemical stains for pRb,
p16, cyclin D1 and cyclin E were performed in 73 cases of infiltrating duct carcinomas of the
breast. In addition to analysis of their expression rates,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ir
expressions and the clinicopathologic parameters were evaluated. Results : pRb, p16,
cyclin D1 and cyclin E were positive in 64.7% (44 out of 68 cases), 24.6% (15 out of 61
cases), 43.8% (32 out of 73 cases) and 61.6% (45 out of 73 cases), respectively. Their
expression rates were not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clinicopathologic prognostic factors.
33 out of 38 cases with p16-negative reactions were pRb positive, while 10 out of 15 cases
with pRb-negative reactions were p16 positive. There was a significant inverse relationship
between pRb and p16 expressions (p<0.005). 25 out of 32 cases with cyclin E-positive
reactions were cyclin D1-positive, and 25 out of 45 cases with cyclin D1-positive reactions
were cyclin E-positi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association was observed between cyclin
D1 and cyclin E expressions (p<0.05). Conclusions : The main mechanism during tumori-
genesis of breast carcinoma depends on the cyclin D1/p16/pRb pathway, but cyclin E
might play a role in the absence of cyclin D1. The inverse correlation between the pRb and
p16 expressions may represent one of the important mechanisms in tumorigenesis,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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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의 침윤성 관암종에서 pRb, p16, Cyclin D1, Cyclin E의 발현

서 론

유방암종은 서구 여성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악성 종양이

며, 우리나라 여성에서도 위암종에 이어 두번째의 높은 발생 빈

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그 발생 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

고 또한 자가검진 및 유방촬 술의 발달로 발견 빈도도 높아지

고 있다.1

유방암종은 형태학적 소견, 침윤과 전이, 호르몬 수용체의 발

현 및 종양 세포의 증식과 관련된 인자의 발현 양상 등이 다양

하다. 그 치료 방법의 선택과 예후 추정을 위하여 종양 세포 역

동학에서는 전통적으로 세포증식과 관련된 지표들인 유사분열지

수,2 증식세포핵항원,3 Ki-67,4 AgNOR5 등을 이용하기도 하지

만 체적으로 에스트로겐 수용체(ER)와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PR) 발현에 의존하고 있다.6,7 최근에는 종양의 발생에 있어서

세포분열에 관여하는 세포주기 조절인자의 조절장애가 다양한

수준에서 연구되어 인체에서 발생한 악성 종양에서의 임상적인

의의에 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8,9

세포주기 조절에 관련된 cyclin, cyclin dependent kinase

(CDK) 및 CDK 억제인자(CDK inhibitor, CDKI)의 발견과

이들에 관한 활발한 연구는 세포주기를 조절하는 분자생물학적

기전을 이해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 다. 더구나 종양억제유전자

인 Rb가 이들 세포주기 조절인자들과 접한 관계가 있고 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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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열과 분화, 그리고 암발생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서 세포주기 조절기전에 한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세포주기 조절에서 cyclin D1/p16/pRb 경로는 중요하며, 이

때 활성화된 pRb는 G1기에서 S기로의 진행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Cyclin D1이 CDK4/6와 복합체를 형성하여 활성화되면서

pRb를 인산화하여 불활성화하고 E2F 전사인자를 유리시키면

세포주기는 G1기에서 S기로 진행하게 된다.9 또한 세포주기는

p16과 같은 CDKI에 의해 조절되는데, p16은 선택적으로 CDK4

와 cyclin D1 복합체의 활성도를 억제한다. p16의 전사는 E2F

에 의해서도 활성화되기도 한다. 즉 pRb의 인산화로 유리된

E2F가 p16 유전자의 전사를 활성화하여 세포주기를 억제함으

로써 이들은 세포주기 억제인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yclin E는 G1기의 말기에 발현되는데, CDK2와 결합하

여 G1/S기에 CDK2의 활성도가 최고조에 달하게 도와줌으로써

DNA 복제를 유도한다. 최근 몇몇 연구자들은 유방암종 조직에

서 cyclin E의 과발현이 있음을 보고하 다.10,11 특히 p16이 과

발현된 종양 조직에서 cyclin E의 과발현이 있다는 보고는

cyclin D1/p16/pRb 경로 이외의 다른 경로가 G1/S 전이기를

조절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 다.12

유방암종에서 pRb, p16, cyclin D1 및 cyclin E 각각의 발현

과 여러 임상 병리학적 소견들과의 상관관계에 한 보고들이

있으나 연구자들마다 상이한 결과를 보여 이에 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다. pRb는 일반적으로 종양의 악성도가 증가

함에 따라 유전자 돌연변이, 결손, 소실 등으로 pRb의 발현율이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으나,13 pRb 발현 이상이 종양의 크기가

작고 림프절 전이가 없는 종양에서 관찰되어 좋은 예후 인자라

는 보고도 있다.14 Cyclin D1의 발현이 조직학적 등급,15 종양의

크기,16 림프절 전이17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보고가 있지만, 한편

이러한 예후 인자들과 상관관계가 없다는 보고도 있다.18

이에 본 연구자는 유방의 침윤성 관암종 조직에서 세포주기

조절에 관여하는 인자들 중 pRb, p16, cyclin D1 및 cyclin E

단백의 발현에 하여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시행하여 그 발현빈

도를 관찰하고, 이들의 발현빈도를 상호 비교하여 유방암종의

발생에서 이들 세포주기 조절인자들의 세포증식에 관한 역할을

알아보고자 하 다. 더불어 이들의 발현과 유방암종에 한 기

존 예후인자들로 알려진 종양의 크기, 림프절 전이 유무, 병기,

조직학적 등급 및 ER과 PR의 발현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봄으로

써 예후 추정 인자로서의 유용성을 알아보고자 하 다.

재료와 방법

연구재료

1990년부터 1995년까지 동아의료원에서 유방의 침윤성 관암

종으로 진단받고 변형근치 유방절제술과 림프절 절제술이 시행

된 환자 중 파라핀 포매 조직의 보관 상태가 양호한 유방암조직

73예를 상으로 하 다.

연구방법

임상 및 조직학적 검색

연구 상 환자의 임상 기록과 병리 검사 결과 보고지들을 재

검토하여 환자의 연령, 종양의 크기, 림프절 전이 유무, 병기 및

ER과 PR의 발현 유무를 조사하 다. 본 연구의 상은 모두

World Health Organization 기준에 따라 분류된 침윤성 관암

종으로 하 다. 조직학적 등급은 Bloom과 Richardson의 분류

방법에 근거한 Ellis-Elston의 변형적 방법을 사용하여 핵의 다

형성, 유사분열의 활동성과 세관 형성의 정도에 따라 1등급(고

분화), 2등급(중분화)과 3등급(저분화)으로 분류하 다.19 림프

절 전이는 액와 림프절의 전이 유무와 주변 조직과의 유착 유무

에 따라 N0에서 N3로 나누었고, 병기는 국제 암 연합위원회의

TNM 병기에 따라서 I기부터 IV기로 나누었다.20

면역조직화학 염색

10% 포르말린액에 고정한 후 파라핀에 포매한 종양 조직을

사용하여 통상적인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시행하 다. 일차 항체

는 pRb (monoclonal, 1:40, Zymed, San Francisco, CA,

U.S.A.), p16 (monoclonal, 1:50, Neomarkers, Fremont, CA,

U.S.A.), cyclin D1 (monoclonal, 1:100, Zymed, San Fran-

cisco, CA, U.S.A.) 및 cyclin E (polyclonal, 1:100, Santa

Cruz Biotechnology, Santa Cruz, CA, U.S.A.)를 사용하 다.

염색 방법을 간략히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파라핀 포매 조직을

5 m 두께로 박절하고 크실렌으로 파라핀을 제거한 후 여러

단계의 알코올을 거쳐 증류수로 재함수하 다. 항원성 회복을

위하여 10 mM 구연산 완충액에 조직 절편을 담근 후 전자오

븐에서 10분 정도 끓이고 나서 실온에서 식혔다. 인산염 완충액

에 30분간 담근 후, 3% 과산화수소수로 5분간 처리하여 세포내

의 내인성 과산화효소 활성을 저지하 다. 비특이적 염색을 감

소시키기 위하여 정상 말의 혈청과 30분간 반응시킨 후 4℃에

서 일차 항체와 밤새 반응시켰다. 비오틴이 부착된 이차 항체에

10분간 반응시키고 수세한 후 스트렙타비딘 과산화효소에 10분

간 반응시키고 인산염 완충액으로 수세하 다. 3-amino-9-

ethylcarbazole (AEC)를 5-10분간 도포하여 발색시키고 헤마

톡실린으로 조염색을 한 후 봉입제로 봉입하 다.

염색 후 단백 발현에 한 양성 판정은, pRb와 p16의 경우에

는 먼저 주변의 정상 세포들의 핵에서 발현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종양 세포를 관찰하여 종양 조직 전반에 걸쳐 확실한 핵염색

이 확인되면서 종양 세포의 10% 이상에서 핵이 적갈색으로 염

색되면 양성으로 하 다. 전체 종양 세포에서 핵염색이 안되거

나, 국소에서만 핵염색이 관찰되는 경우는 모두 음성으로 간주

하 다. Cyclin D1과 cycline E의 판정은 종양 세포의 5%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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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서 핵이 적갈색으로 염색되면 양성으로 하 다.

통계학적 분석

통계학적 분석은 Window용 SPSS version 7.5 (SPSS Inc.,

Chicago, U.S.A.)프로그램을 이용하여 chi-square test, Fish-

er's exact test로 각 단백의 발현 유무와 예후인자와의 상관성

을 검정하 다. 유의수준은 p값이 0.05 미만일 때로 하 다.

결 과

임상적 소견

총 73예의 침윤성 관암종 환자의 연령 분포는 27세부터 73세

까지 으며, 평균 연령은 48세 다. 종양의 크기는 2 cm 이하의

T1이 18예(24.7%), 2 cm에서 5 cm까지인 T2가 44예

(60.3%), 5 cm 이상의 T3는 8예(10.9%) 고, 흉벽이나 주변

피부조직에 침윤을 보이는 T4가 3예(4.1%) 다. 림프절 전이가

없는 N0가 32예(43.8%), N1이 34예(46.6%), N2가 6예

(8.2%), N3가 1예(1.4%) 다. 병기는 I기가 9예(12.3%), II기

가 51예(69.9%), III기가 12예(16.4%), IV기가 1예(1.4%) 다.

조직학적 등급

총 73예의 침윤성 관암종에 하여 Ellis-Elston의 변형적 방

법으로 조직학적 등급을 나누었을 때 2등급이 34예(46.6%)로

가장 많았고, 1등급이 23예(31.5%), 3등급이 16예(21.9%) 다. 

면역조직화학 염색 결과 및 예후 인자와의 상관관계

면역조직화학 염색 양상

pRb는 종양 세포와 종양 주변의 비종양성 상피세포, 섬유모

세포 및 간질에 침윤된 림프구의 핵에 염색되었다(Fig. 1). 세

포질에 비특이적 양성 반응이 관찰되어 염색 결과 판정에 곤란

한 예들이 다소 있었다. 총 73예 중 조군인 주변의 정상 세포

에서 핵염색이 관찰된 68예를 상으로 염색 결과 판정을 하

다. ER과 PR의 면역조직화학 염색이 행해졌던 예는 68예 중

49예 는데, pRb의 발현 유무와 ER 및 PR의 발현은 통계학적

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p16은 종양 세포와 종양 주변

의 비종양성 상피세포 및 간질에 침윤된 림프구의 핵에 염색되

었는데 pRb에 비해 비교적 약한 염색을 보 다(Fig. 2). 총 73

예 중 조군인 주변의 정상 세포에서 핵염색이 관찰된 61예를

상으로 염색 결과 판정을 하 다. ER과 PR의 면역조직화학

염색이 행해졌던 예는 61예 중 44예 는데, p16 발현 유무와

ER 및 PR의 발현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Cyclin D1과 cyclin E는 73예 모두에서 종양 세포의 핵과 일부

종양 주변의 정상 상피세포의 핵에 염색되었다(Fig. 3, 4). ER

과 PR의 면역조직화학 염색이 행해졌던 예는 73예 중 53예 는

데, cyclin D1과 cyclin E 발현과 ER 및 PR의 발현은 통계학

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Fig. 1.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for pRb. Tumor cell nuclei
in grade II infiltrating duct carcinoma show relatively weak posi-
tive immunoreaction.

Fig. 2.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for p16. Tumor cell nuclei
in grade II infiltrating duct carcinoma show relatively weak posi-
tive immuno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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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b

pRb는 면역조직화학 염색의 판독이 가능하 던 68예 중 44

예(64.7%)에서 양성이었고 24예(35.3%)에서는 음성이었다.

pRb의 발현 유무와 종양의 크기, 림프절 전이 유무, 병기 및 조

직학적 등급과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Table 1).

p16

p16 발현은 면역 반응의 판독이 가능하 던 61예 중 15예

(24.6%)에서 양성이었고 46예(75.4%)에서는 음성이었다. p16

Fig. 3.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for cyclin D1. Most of the
tumor cells in grade I infiltrating duct carcinoma show strong
positive nuclear staining.

Fig. 4.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for cyclin E. Most of the
tumor cells in grade II infiltrating duct carcinoma show strong
positive nuclear staining.

pRb (n=68) p value p16 (n=61) p value Cyclin D1 (n=73) p value Cyclin E (n=73) p value

Total 44/68 (64.7) 15/61 (24.6) 32/73 (43.8) 45/73 (61.6)
Tumor size NS NS NS NS

T1 9/16 (56.3) 3/16 (18.8) 8/18 (44.4) 12/18 (66.7)
T2 27/42 (64.3) 11/37 (29.7) 18/44 (40.9) 28/44 (63.6)
T3 7/8 (87.5) 1/7 (14.3) 5/8 (62.5) 5/8 (62.5)
T4 1/2 (50.0) 0 (0) 1/3 (33.3) 0 (0)

Lymph node status NS NS NS NS
N0 21/30 (70.0) 4/27 (14.8) 14/32 (43.8) 17/32 (53.1)
N1 20/32 (62.5) 10/31 (32.3) 14/34 (41.2) 24/34 (70.6)
N2 3/5 (60.0) 1/3 (33.3) 4/6 (66.7) 3/6 (50.0)
N3 0 (0) 0 (0) 0 (0) 1/1 (100)

Stage NS NS NS NS
I 5/8 (62.5) 1/8 (12.5) 4/9 (44.4) 4/9 (44.4)
II 32/49 (65.3) 12/45 (26.7) 20/51 (39.2) 34/51 (66.7)
III 7/10 (70.0) 1/7 (14.3) 7/12 (58.3) 6/12 (50.0)
IV 0 (0) 1/1 (100) 1/1 (100) 1/1 (100)

Histologic grade NS NS NS NS 
I 12/21 (57.1) 4/18 (22.2) 11/23 (47.8) 14/23 (60.9)
II 23/33 (69.7) 8/29 (27.6) 14/34 (41.2) 22/34 (64.7) 
III 9/14 (64.3) 3/14 (21.4) 7/16 (43.8) 9/16 (56.3)

Table 1. Relationships between pRb, p16, cyclin D1 and cyclin E expressions and clinicopathologic parameters in infiltrating duct
carcinoma

No. of positive expression / No. of total cas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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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현 유무와 종양의 크기, 림프절 전이 유무, 병기 및 조직학

적 등급과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Table 1). 

Cyclin D1과 cyclin E

Cyclin D1의 발현은 침윤성 관암종 73예 중 32예(43.8%)

고, cyclin E의 발현은 45예(61.6%) 다. Cyclin D1 및 cyclin

E의 발현과 종양의 크기, 림프절 전이 유무, 병기 및 조직학적

등급과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Table 1).

pRb와 p16 발현 간의 상관관계

pRb와 p16 모두 조군인 주변의 정상 세포에서 핵염색이

관찰된 예는 58예 다. pRb와 p16 발현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

보면 pRb 양성인 38예 중 33예(86.8%)가 p16 음성을 보 고,

p16 양성인 15예 중 10예(66.7%)가 pRb가 음성을 보여 역비

례 관계가 관찰되었다(p<0.005)(Table 2).

Cyclin D1과 Cyclin E 발현 간의 상관관계

Cyclin D1과 cyclin E 발현 빈도 사이에는 비례관계가 관찰

되었는데, cyclin D1 양성인 32예 중 25예(78.1%)가 cyclin E

에도 양성이었고, cyclin E 양성인 45예 중 25예(55.6%)가

cyclin D1에도 양성이었다(p<0.05)(Table 3)

Cyclin D1의 발현과 pRb 및 p16의 발현 사이, 그리고 cyclin

E 발현과 pRB 및 p16의 발현 사이에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고 찰

세포주기에는 한 기에서 다음 기로 진행하는 과정을 주관하는

조절인자들이 관련되어 있는데, 이에는 cyclin, CDK 그리고 억

제인자인 CDKI 등이 있다. Cyclin D1/p16/pRb 경로는 세포

주기 조절에서 중요한 요소로서 Rb 유전자의 결손이나 기능의

소실, cyclin D1의 과발현, p16 유전자의 결손이나 변이는 공통

의 결과, 즉 억제점(checkpoint)의 조절을 벗어나 E2F를 유리

시킴으로써 G1기에서 S기로의 진행을 촉진하게 된다. E2F는

DNA 복제에 필요한 유전자들의 전사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cyclin E의 발현을 유도한다고도 알려져 있다.21

Rb 유전자는 종양억제유전자로서 유방암종을 포함한 많은 종

양에서 유전자의 이상이 보고되었다.9 원발성 유방암종에서 pRb

의 발현 이상은 연구자에 따라 10%에서 45%까지 비교적 큰

차이로 보고되었는데, 이것은 연구자에 따라 각기 다른 면역조

직화학 염색법을 시행하 고, 또한 다른 항체들보다 면역조직화

학 염색의 판정에 있어서 판정 기준이 다양하기 때문이었다.22,23

본 연구에서는 Xu 등23이 사용한 판정법에 따랐고, pRb 발현

이상은 68예 중 24예(35.3%)에서 음성을 보여 이전의 연구들과

비슷한 결과를 보 다. 한국 여성에게서 발생한 유방암종에서

pRb 발현과 임상 병리학적 예후 인자와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조 등24과 이 등25은 조직학적 등급이 증가할수록 pRb 발현율이

증가함을 보고하 다. 그런데 이는 종양의 악성도가 증가함에

따라 Rb 유전자의 돌연변이, 결손, 소실 등으로 인해 발현율이

감소한다는 보고와는 반 되는 결과 다.13 본 연구에서는 pRb

의 발현은 임상 병리학적 예후 인자와 통계학적인 유의성이 없

었다.

p16 유전자는 9번 염색체 9p21에 위치하며, 유전자 돌연변이

나 결손, 혹은 DNA의 과메틸화에 의한 이상이 보고되어 있는

데, 그 빈도는 유방암종 세포주에서는 30-60%, 종양 조직에서

는 그보다 적게 보고되었다.26 p16은 불안정하여 파라핀 포매 조

직이 장기간 보존되거나 조직의 포르말린 고정 시간이 긴 경우,

그리고 항원복구법에 의해 손상된 경우에 면역조직화학 염색에

의한 검출시 항원성 회복에 문제가 된다. 본 연구에서도 73예

중 12예가 종양 조직뿐 아니라 주변 정상 조직에서도 핵염색이

관찰되지 않아서 연구 상에서 제외하 다. p16 발현의 염색

결과 판정이 가능한 61예 중 46예(75.4%)에서 음성을 보여 다

른 세포주기 조절인자들에 비해 음성률이 높았다. p16과 예후

인자와의 상관관계도 연구자마다 다양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

데, 본 연구에서는 Dublin 등13의 보고와 마찬가지로 p16 음성

률과 예후 인자 사이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Cyclin D1 유전자는 11번 염색체 11q13에 위치하며, 유방암

종의 15-20%에서 cyclin D1 유전자의 증폭이 보고되었다.27 그

러나 cyclin D1의 단백 발현 빈도는 약 35%에서 80%까지 다

양하게 보고되었다.18 본 연구에서는 73예의 유방암종 중 32예

*p<0.005.

pRb 
Total 

Positive Negative

p16 Positive 5 10* 15
Negative 33* 10 43

Total 38 20 58

Table 2. Correlation between pRb and p16 expressions in infil-
trating duct carcinoma

*p<0.05.

Cyclin E
Total

Positive Negative

cyclin D1 Positive 25* 7 32
Negative 20 21 41

Total 45 28 73

Table 3. Correlation between cyclin D1 and cyclin E expres-
sions in infiltrating duct carcinoma



(43.8%)에서 cyclin D1의 발현이 관찰되었다. Cyclin D1 발현

빈도와 종양의 임상 병리학적 예후 인자와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통계학적 유의성을 보인다는 보고가 부분이나, 이와는 상반된

연구도 보고되었다. 즉 101예의 유방암종에서 cyclin D1 발현을

분석한 김 등18은 43예(42.6%)에서 양성을 보고하 고, 종양의

크기, 병기, 림프관 침범, 혈관 침범, 핵등급, 조직학적 등급 및

림프절 전이와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는

cyclin D1 발현은 예후 인자와 통계학적인 유의성이 없어서 김

등18의 연구 결과와 같았다.

지금까지 유방암종을 포함한 다양한 종양에서 cyclin E의 과

발현이 보고되었다. 그러나 종양에서 cyclin D1/p16/pRb 경로

에 해서는 활발한 연구가 있는 반면에 cyclin E의 과발현 경

로에 한 연구는 저조하 다. Cyclin E의 과발현은 pRb가 불

활성화되면서 방출된 E2F가 cyclin E promoter region에 결합

함으로써 유도된다.21 Cyclin E의 과발현에 한 또 다른 가설

은 유전자 증폭이나 cyclin E 분해에 관계된 carboxyl 말단 부

위에서의 변화 등이 있으나, cyclin E의 발현 조절 이상에 한

자세한 기전은 아직 완전히 밝혀져 있지 않다. p16의 과발현이

관찰되는 종양에서 cyclin E의 과발현은, 종양의 성장 기전을

cyclin E를 통한 세포 성장의 기전으로 설명할 수 있는 예가 될

수 있다. 즉 널리 알려져 있는 cyclin D1/p16/pRb 경로가 아닌

다른 기전에 의해 종양이 성장할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는 것

이다. 이러한 가설은 Hinds 등28에 의해 처음 제시되었다. 그리

고 Gray-Bablin 등12은 세포주뿐 아니라 유방암종 조직에서도

p16에 의해 선택적으로 cyclin D1/p16/pRb 경로가 불활성화되

는 경우에는 이들을 신하며, cyclin E/CDK2가 pRb를 인산

화시켜 유리된 E2F에 의해 cyclin E의 과발현이 일어나서 비정

상적인 세포주기에 의한 암 세포로의 전환이 가능함을 보고하

다. 또한 Keyomarsi 등10도 42예의 유방암종 조직에서 Western

blotting을 시행하여 비종양성 조직은 낮은 수준의 cyclin E를

보이는 반면 유방암종 세포에서는 정량적으로나 정성적으로

cyclin E의 과발현이 관찰되었고, 종양의 조직학적 등급과 병기

가 높아질수록 cyclin E의 과발현이 증가됨을 보고하여 예후 인

자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 다. Cyclin E의 과발현이 pRb의 불

활성화를 일으켜 유방암종을 발생시키는 기전으로 설명될 수 있

지만, pRb에 이상이 있는 종양에서도 cyclin E가 G1기 진행의

속도 조절 역할을 한다는 결과들이 보고되었다. Wimmel 등29

은 human papilloma virus 산물인 E7 단백으로 pRb의 기능을

불활성화한 HeLa 세포에서 cyclin E의 이소성 발현이 G1기의

진행을 가속화하는 것을 보고하 다. Ohtsubo 등30은 Rb 유전

자에 결손이 있는 MDA-MB-468 유방암 세포주에 cyclin E

항체를 미세주입한 결과 종양 세포의 증식이 억제됨을 보고함으

로써, cyclin E 과발현에 의해 종양 세포의 성장이 조절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하 다. Cyclin E 과발현은 어떠한 기전

으로든 종양 발생에 관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도

cyclin E는 73예 중 45예(61.6%)에서 양성이었다. 본 연구

상의 유방 관암종 중 p16 양성이고 cyclin D1 음성이면서

cyclin E 양성인 증례는 4예 는데, 이 중 1예는 pRb 양성이었

고 3예는 pRb 음성이었다. 증례 수는 적었지만 이러한 예에서

는 cyclin D1보다 cyclin E가 pRb를 불활성화함으로써 종양 발

생에 관여하는 중요한 세포주기 조절인자임을 암시하는 소견을

제시하 다. 본 연구에서 cyclin E 발현은 기존의 예후 인자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 목적

중의 하나가 4가지 세포주기 조절인자들과 기존의 예후 인자들

과의 상관관계를 밝혀 세포주기 조절인자가 유방암종 환자의 예

후 추정에 유용한 인자가 될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것이었으나

유감스럽게도 예후 인자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

이는 세포주기 조절인자는 없었다. 이는 본 연구의 상이 된

유방암종 조직이 73예로 증례 수가 비교적 적었다는 점과, 종양

의 크기, 조직학적 등급, 림프절 전이, 병기 등의 변수의 분포가

고르지 못하고 편중되어 있어 통계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에서, 이들간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데에는 추후 더 많은 증례를

포함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세포증식에 있어서 세포주기 조절인자들은 각기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조절인자들 간에 상호 조절적으로 작

용하므로 이들 발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종양 발생 과

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비소세포 폐암종이나 유방암종

에서는 pRb와 p16의 발현이 역비례관계를 보인다는 것이 잘 알

려져 있는데, Dublin 등13과 이 등25은 유방암종에서 pRb와 p16

에 한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시행하여 이들의 발현이 통계학적

으로 유의한 역비례관계임을 보고하 다. p16의 전사는 E2F와

같은 전사인자에 의해 활성화되는데, pRb가 불활성된 예에서는

E2F에 의해 p16 유전자가 활성화되므로 pRb와 p16 발현의 역

비례적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pRb 양성인 38

예 중 33예(86.8%)가 p16 음성을 보 고, p16 양성인 15예 중

10예(66.7%)가 pRb 음성을 보여 이전의 보고들과 유사하게

pRb와 p16 발현이 역비례관계를 보 다(p<0.005). 본 연구에서

cyclin D1 양성인 32예 중 25예(78.1%)가 cyclin E에도 양성

이었고, cyclin E 양성인 45예 중 25예(55.6%)가 cyclin D1도

양성으로 cyclin D1 발현과 cyclin E 발현이 비례관계를 보

다(p<0.05). 이는 cyclin D1 과발현시 pRb가 인산화되면서 방

출하는 E2F가 cyclin E의 발현을 유도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cyclin D1과 cyclin E가 각기 pRb와 p16 발현 간

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 등25은 본 연구와 마찬

가지로 cyclin D1 발현과 pRb 발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

음을 보고하 으나, Dublin 등13은 192예의 유방암종에서 면역

조직화학 염색을 시행하여 pRb와 cyclin D1 발현이 비례관계

임을 보고하 다. 이는 pRb와 cyclin D1 모두 분화가 좋은 ER

양성인 종양에서 강하게 발현되어 에스트로겐에 의해 유도된 것

으로 생각된다. 저자들이 문헌 검색한 바로는 유방암종에서

cyclin E와 p16 발현의 상관관계에 한 보고는 드물었고,

Gray-Bablin 등12의 연구에서 20예의 유방암종 조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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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ern blotting을 시행하여 18예가 cyclin E의 과발현을 보

는데 이 중에서 7예에서 p16의 과발현이 관찰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으로 유방암종에서 세포주기 조절인자인 pRb의 소실,

p16의 소실, cyclin D1 과발현 및 cyclin E 과발현 등의 발현

이상이 관찰되었고, pRb와 p16의 발현 사이에는 역비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cyclin D1와 cyclin E의 발현 사

이에는 비례관계가 관찰되었다. 이에 따라 유방암종의 발생에서

과발현된 cyclin D1이 pRb를 인산화하여 비활성화시킴으로써

cyclin D1/p16/pRb 경로에 의한 세포주기를 진행시킬 뿐 아니

라, cyclin E도 세포주기를 조절하여 유방암종의 발생에 관여하

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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