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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 of Angiogenesis and Expression of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in Mouse Skin Carcinogenesis

Aeree Kim, Byoung-Kook Kim, Hosu Chun, Ju-Han Lee and Jong-Sang Choi

Department of Pathology, College of Medicine,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Background : Angiogenesis is crucial for many biological processes such as embryogenesis,
cyclic changes in the endometrium and wound healing. It is also critical for the growth, inva-
sion and metastasis of solid tumors.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VEGF) acts as a mito-
gen for endothelial cells and is expressed by the presence of various tumor cells. The objec-
tiv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if angiogenesis is involved in the mouse skin carcinogenesis
and if VEGF is related to angiogenesis. Methods : We induced premalignant and malignant
lesions on mouse (BALB/c) skin using the two stage chemical carcinogenesis model, DMBA
(7,12-dimethylbenzanthracene) initiation and TPA (tetra decanoyl-phorbol-acetate) promotion.
And we analysed the microvessel densities (MVD) and expression of VEGF in various stages
of premalignant and malignant lesions by immunohistochemical studies. Results : Squamous
papillomas, keratoacanthoma, dermatofibroma, and squamous cell carcinomas were devel-
oped in 20 weeks.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the incidence of benign and malignant tumors
between 10-week and 20-week promotion groups. There were significant increases in MVD
from normal and hyperplastic skin through premalignant lesion to invasive squamous cell car-
cinoma (p<0.0005). But the degree of VEGF expression neither correlated with neither MVD
nor the tumor groups. Conclusions : Increased angiogenesis begins from the hyperplastic
stage. VEGF produced by tumor cells may not play major roles in the angiogenesis in the two
stage chemical carcinogenesis model of the mouse s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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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의피부발암과정에서혈관형성능과혈관내피성장인자의발현

신생혈관의 형성은 창상의 치유나 종양의 성장 과정에서 양

분과 산소의 공급 및 노폐물의 제거를 위해서 필수적이다.1 혈관

형성을 조장하는 성장인자로 섬유모세포성장인자(basic fib-

roblastic growth factor: bFGF), 알파 및 베타 전환성장인자

(transforming growth factor- , ), angiogenin, 혈소판 기원

내피성장인자(platelet-derived endothelial growth factor: PD-

ECGF), 알파 종양괴사인자(tumor necrosis factor- : TNF- ),

혈관내피성장인자(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VEGF)

등이 알려졌다.2,3 위의 인자들이 여러 가지 인체의 종양과 배양

된 종양세포에서 신생혈관형성을 조장한다고 보고되었는데, 특

히 자궁경부, 유방, 소화기, 췌장, 피부 등에서 발생한 악성 종

양에서는 종양의 혈관 형성이 많을수록 예후가 나쁘다고 보고되

어, 신생혈관형성이 중요한 예후인자로 두되었다.4-8

DMBA는 H-ras 유전자 61번 codon의 두 번째 염기를 A에

서 T로 치환하여 발암 과정을 개시시킨다고 알려졌으며,9-11 발

암 과정의 초기에 Ha-ras의 활성화와 함께 VEGF의 분비가 증

가되는 것이 보고된 바 있다.12 VEGF는 혈관투과인자(vascular

permeability factor, VPF)로도 알려져 있는데, VEGFR-1

(Flt-1), VEGFR-2 (FLk-1/KDR)같은 VEGF 수용체와 결

합하여 내피세포의 증식을 유발하고 혈관 투과성을 증가시켜,

종양의 성장과 전이에 관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13 그러나 화학

적으로 유발된 피부종양의 발암 과정에서 VEGF와 신생혈관

형성과의 연관성에 관한 논문은 보고된 바가 거의 없으며, Bolon-

trade 등14이 신생혈관형성을 DMBA-유발 피부 종양에서 관찰

했을 뿐이다.

저자들은 발암 과정중의 피부 병변을 생검하여 병리학적인 소

견에 따라 이들을 표피 증식, 양성 종양, 악성 종양으로 분류하

고, 신생혈관의 증식을 측정하기 위해 CD31 (PECAM-1) 면

역조직화학 염색을 시행하여 어느 단계에서 혈관의 증식이 일어

나는 가를 관찰하 다. 또 항-VEGF 항체를 이용하여 어떤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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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가 VEGF를 분비하며, VEGF와 피부발암과정 중의 신생혈

관형성과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알아보았다.

재료와 방법

실험 동물과 피부 표피 종양 유발

DMBA (7,12-dimethyl benzanthracene, Sigma Co., U.S.A.)

와 TPA (tetradecanoyl-phorbol-acetate, Sigma Co, U.S.A.)

에 의한 두 단계의 발암 모델을 이용하여 쥐(BALB/c)에서 피

부표피에 병변을 만들었다.17-19 실험 동물로는 생후 4-5주 된

BALB/c 수컷 쥐 60마리를 사용하 으며, 실험 시작 전에 2주

간 사육하여 환경에 적응시켰다. 쥐의 꼬리쪽 등의 약 2×2 cm

넓이에 제모제(NEET Cream, Sanga pharmaceutical com-

pany, Korea)를 발라 털을 제거한 3일 후 40 g (0.15 M)

의 DMBA를 40 L의 아세톤에 녹여 피부에 도포하여 개시

(initiation)하 고, 도포가 끝난 실험 동물은 한 마리씩 격리시

켰다. 2주일 후부터 8 g (0.006 M)의 TPA를 20 L의 아

세톤에 녹여 1주일에 한 번씩 DMBA를 도포했던 부위에 도포

하여 촉진하 다.

촉진 10주와 20주에 약물을 도포한 부위에 생긴 종양과 그 주

변에서 각각 피부과용 5 mm 펀치생검기구를 이용하여 광학현

미경검사와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위한 조직을 생검하 다. 생검

으로 얻어진 장경 5 mm 이상 되는 병변들은 두 조각으로 나누

어, 한 조각은 아연용액에, 한 조각은 10% 중성 포름알데하이

드 용액에 고정하 다. 정상 조군으로는 발암 물질(DMBA,

TPA)을 도포하지 않은 경부 피부를 이용하 다.

광학현미경 검사

광학현미경 검사를 위해서 채취한 조직을 파라핀으로 포매한

다음 5 m 두께의 조직 절편을 만들어 탈파라핀과 함수과정을

거쳐 HE 염색하여 관찰하 다. 조직학적 소견에 따라 종양을

형성하지 않았으면 비종양성 증식성 병변으로 정의하고, 종양을

형성하 으면 조직학적 소견에 따라 유두종 및 피부부속기 양성

종양, 침윤성 편평상피세포암종으로 분류하 다.

면역조직화학 염색 및 판독

진크 용액에 고정한 조직으로 파라핀 포매조직을 만든 후 5

m 두께의 절편을 유리슬라이드에 부착시키고, 파라핀을 제거

한 후 함수과정을 거쳐, 감추어진 항원을 노출시키기 위해 EDTA

용액에 담가 10분간 중탕하 다. 30분간 실온에 두고 내인성 과

산화효소를 억제시키기 위해 3% 과산화수소수로 10분간 처리

한 후 증류수로 수세하 다. 이후의 과정은 LSAB kit (DAKO,

Netherland)를 이용하여 시행하 다. 두 가지의 일차 항체 CD31

(PECAM-1, Pharmingen, San Diego, U.S.A.)과 VEGF (A-

20, Santa Cruz Biotech, U.S.A.)를 각각 1:200 및 1:200으로

희석한 것을 처리하여 실온에서 2시간 동안 반응시켰고, TBS

(Tris-buffered saline, DAKO, Netherland)로 수세하 다. 이

차 항체로 실온에서 30분간 둔 후 TBS로 수세하고 peroxidase-

labelled streptavidin을 실온에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diamino-

benzidine으로 1-10분간 실온에서 발색시켰다. Mayer's hema-

toxylin으로 조염색하고 봉입하 다.

CD31 면역조직화학 염색의 판정은 가장 혈관 도가 높은

세 부위를 택하여 광학현미경 200배 시야에서 양성인 혈관의 수

를 세어 시야별 평균치를 구하 다. 혈관 중에서 6-8개의 적혈

구가 들어갈 만할 큰 직경의 혈관, 두꺼운 근층이 있는 혈관은

제외하 다. 한 개의 혈관 내피세포 또는 내강이 없는 내피세포

의 소군집은 군집 하나를 각각 한 개의 혈관으로 간주하여 계산

하 다. VEGF 면역조직화학 염색의 판정은 표피 및 종양 세포

에서 발현 부분이 10% 미만인 경우 음성, 10-30% 세포에서

발현된 경우 1+, 30-50% 세포에서 발현된 경우 2+, 50% 이

상의 세포에서 발현된 경우 3+로 판정하 다.

통계

SPSS (Version: 7.5, Microsoft, U.S.A.) 프로그램을 이용

하 다. 조군, 비종양성 증식성 병변(증식군), 양성 종양군(유

두종, 양성 피부부속기 종양), 악성 종양군의 평균 신생혈관의

수, 10주군과 20주군 간의 신생혈관의 수의 차이, VEGF 발현

정도와 신생혈관의 수와의 상관성을 ANOVA 검사와 T 검사

를 이용하여 비교하 다.

결 과

종양의 발생 및 조직학적 소견

종양의 형성은 4주부터 시작되었다. 10주 촉진군에서는 30마

리 중 18마리에서 19개의 양성 종양과 5개의 편평상피세포암종

이 발생하 고, 20주 촉진군 30마리 중 22마리에서 21개의 양성

종양과 7개의 편평세포암종이 발생하 다. 육안 소견은 유두종

의 소견을 보이거나 구진이었고(Fig. 1), DMBA와 TPA를 도

포하 으나 종양이 발생하지 않은 주변 피부는 태선화 혹은 반

흔의 소견을 보 으며 조직학적으로 6-11층의 표피증식이 관찰

되었다. 10주군에서 발생한 종양의 조직학적 유형은 편평상피유

두종이 9개, 각화극세포종이 2개, 편평상피유두종과 각화극세포

종이 복합된 형태가 8개 으며, 편평상피세포암종이 5개 있었다.

그러나 20주군에서의 양성 종양은 부분 편평상피유두종이며

(Fig. 2), 모낭 기원의 양성 종양 1예, 방추세포종양 1예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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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고, 편평상피세포암종 7예 중 1예는 분화가 나빴다(Fig. 2).

신생혈관의 증식

양성 종양에서는 유두상 상피증식이 일어나는 기저부에서 섬

유-혈관 기질로 자라는 신생혈관이 잘 관찰되었고(Fig. 3), 악

성 종양에서는 종양 세포의 군집과 군집 사이의 기질에서 신생

혈관의 증식이 관찰되었다(Fig. 3). 미세혈관의 수는 한 개의

200배 시야당 정상 피부에서 평균 3.35 (±0.50)개, 상피 증식

군은 4.94 (±1.8)개, 양성 종양에서 34.28 (±9.68)개, 악성 종

양에서 42.63 (±10.59)개가 관찰되었고, 각 군간의 차이는 통

계학적으로 유의하 다(p<0.005)(Fig. 4). 신생혈관 수는 조

군과 증식군, 양성 종양군과 악성 종양군 간에도 각각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5). 그러나 10주군과 20주군 간

에는 신생혈관 수의 차이는 없었다.

Fig. 1. Small polypoid (A) or large nodules (B) are developed 10
weeks' (A) and 20 weeks' application of 7,12-Dimethylbenzanth-
racene (DMBA).

A B

Fig. 2. The papilloma (A) shows church-spike like papillomatosis
with thick and compact layers of keratin. Squamous cell carcino-
ma (B) shows, pleomorphic squamous cells infiltrating dermis. 

A B

Fig. 3. Immunohistochemical stains against anti-CD31 (PECAM-
1) antibody visualize blood vessels in benign (A) and malignant
(B) tumors.

A B

Fig. 4. The scatterogram shows an increase of microvessel den-
sities from normal and hyperplastic skin through premalignant
lesion to invasive squamous cell carcinoma.
MVD: microvessel density, No: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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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GF의 발현 양상

VEGF는 정상과 증식군에서는 혈관에서 관찰될 뿐 상피세포

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면역조직화학 염색이 가능하

던 양성 종양 37예 중 26예, 악성 종양 12예 중 10예에서 일부

종양 세포가 VEGF를 발현하 는데, 특히 편평상피세포의 증

식으로 유두가 형성되는 유두 상피의 기저세포들이 특이적으로

발현하 고(Fig. 5), 침윤성 암세포는 미만성으로 발현하 다

(Fig. 5). 그러나 상피세포 외에도 진피내의 혈관 내피세포, 조

직구, 비만세포도 VEGF를 발현하 다. VEGF 발현이 3+, 2+,

1+, -로 판정된 군의 평균 신생혈관의 수는 각각 38.00 (±9.89),

37.01 (±7.37), 38.46 (±11.93), 7.77 (10.89)로 VEGF 발현

정도와 신생혈관의 수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으나(p=

0.868), VEGF 발현군과 비발현군 간의 평균 신생혈관 수의 차

이는 각각 38.46 (±11.93), 7.77 (±10.89)로 통계학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 다(p<0.005).

고 찰

정상 조직에 존재하는 혈관으로부터 유래하여 새로 형성된 혈

관을 신생혈관이라한다. 신생혈관형성은 포유동물에서는 정교하

게 조절되는데, 그 예로 월경주기, 임신, 모낭의 주기 변화, 태

아의 성장과 같은 생리학적인 수복 과정을 들 수 있다.14,15 또

신생혈관형성은 창상의 치유 및 수복, 류마치스성 관절염, 당뇨

망막병증, 고형성 종양의 성장, 침윤 및 전이 등의 병리학적 상

황에서도 일어난다.14,15 신생혈관형성은 첫째, 단백분해효소에

의한 기저막의 분해, 둘째, 내피세포의 이동과 증식, 셋째, 관

구조 형성의 단계를 거쳐 형성된다.2,3,15,16 일반적으로 정상 미세

혈관의 내피세포의 성장 주기는 수개월 혹은 수년으로 아주 느

리나 자궁내막의 미세혈관 내피세포의 성장주기는 난소의 주기

적 변화에 따라 빠르게 변한다.17 또한 종양의 악성화에 따른 내

피세포의 변화는 신생혈관형성을 촉진시켜 종양의 빠른 성장에

기여한다. Folkman 등18은 발암과정 중의 신생혈관형성의 역할

을 보기 위해 췌장의 transgenic mouse 종양 모형을 이용하

는데, 증식기에서 종양으로 전환하는 단계에서 신생혈관형성이

증가됨을 알 수 있었다. 신생혈관형성은 전암단계에서부터 시작

한다는 것이 유방, 자궁경부, 장을 이용한 실험에서 보고되었

고, 장 및 직장, 간의 발암 과정에서 초기 전암단계에 VEGF

발현의 증가가 보고된 바 있다.4,19-23 본 실험과 같은 두 단계 발

암물질을 이용한 실험에서 신생혈관형성은 초기 유두종 형성단

계에서는 증가하나 후기에는 혈관의 크기만이 증가한다는 보고

도 있었다.14 그러나 사람의 피부에서 발생한 광선각화증 및 편

편상피암종 조직을 이용한 연구에서 신생혈관형성은 후기 침윤

성 편평상피암종에서 일어나며, VEGF가 종양 세포의 악성화

를 조장한다고 보고된 바 있어, 동물이나 사람의 피부암의 발암

과정에서 신생혈관형성과 그 역할은 명확하지 않다.24,25 저자들

의 실험에서는 신생혈관의 수는 양성 종양군에서 현저히 증가하

고, 악성 종양군에서 더 증가하 다. 이것은 종양의 부피가 커

지는 시점과 침윤하는 시점 모두에서 신생혈관형성이 증가된다

는 점에서 앞선 두 보고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신생혈관형성

이 종양에 양분 및 산소를 공급하여 종양의 성장에 필요하고,

신생혈관의 끝에 있는 내피세포가 기질을 분해하는 효소를 분비

하여 침윤하는 성향을 가지며, 불완전한 기저막으로 인해 종양

세포의 혈관 내로의 침투를 용이하게 하여 신생혈관형성이 악성

종양의 진행을 조장하는 환경을 제공한다고 가정하면 저자의 실

험 결과가 잘 설명된다.

VEGF mRNA와 단백질은 사람에게 발생한 여러 가지 종양

에서 발현된다고 보고되었고, VEGF가 종양의 신생혈관형성과

접한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보고된 바 있다.21-23,25,26 본 연구에

서는 정상 조군, 증식군, 양성 종양군, 악성 종양군으로 진행

할수록 신생혈관의 수는 증가하 고 VEGF 발현군과 비발현군

간에 평균 신생혈관 수가 통계적으로는 의미 있게 차이가 있었

다. 그러나 VEGF의 발현은 증식, 종양군에 국한되어 있고, 정

상 조군 혹은 증식이나 종양의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군에

서는 VEGF가 전혀 발현되지 않았으므로 VEGF가 혈관 생성

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한다고 결론짓기 어렵다. 또한 이들 군간

에 VEGF 발현 정도, 신생혈관의 수와 VEGF의 발현 정도 간

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연관성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발

암물질로 유도된 쥐 피부의 발암 과정에서는 VEGF가 신생혈

관형성에 크게 관여하지 않았음을 시사하 다. 사람의 피부 종

양에서 VEGF의 발현과 신생혈관형성은 관계가 없거나, 정상

Fig. 5.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VEGF) is expressed
along the basal layer of papilloma (A) and carcinoma cells (B).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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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피와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 세포에서 VEGF 발현의 차이가

없다.26

본 연구에서 이용한 면역조직화학 염색은 종양 세포가 발현하

는 특정 단백질의 양적인 변화보다는 그 특정단백질을 발현하는

세포의 위치를 확인하기에 좋은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 VEGF

의 양적인 차이와 신생혈관형성 사이에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

었으나 VEGF의 발현이 편평상피유두종에서 유두를 구성하는

섬유-혈관 기질에 연한 기저세포에 특이적으로 발현되는 것이

잘 관찰되었다. 이것은 편평상피유두종과 같은 양성 종양의 성

장은 기저세포의 증식에 기인하며, 이에 필요한 산소 및 양

공급을 위해 기저세포에서 VEGF와 같은 혈관내피세포의 증식

을 촉진하는 인자를 발현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또 종양 세포

외에 탐식세포, 섬유모세포, 비만세포, 종양 주변의 혈관내피세

포에서 VEGF 발현이 관찰되는 것은 제자리부합화나 면역조직

화학 염색을 이용한 다른 연구와도 일치하는 소견이다.17,20,22 자

궁내막조직에서도 VEGF는 내막의 간질세포보다는 선상피세포

에, 자궁내막의 기능층보다는 기저층에 더 많은 양이 발현되며,

주기적인 변화가 있음이 보고되었다.27 유방암 조직에서 VEGF

의 세포질 내 수치가 에스트로겐 수용체의 발현과 관련이 있고,

bFGF가 VEGF와 함께 작용하면 신생혈관형성이 더욱 증가된

다거나 TGF- 가 VEGF의 발현을 증가시킨다는 보고 등은,

여러 가지 인자들이 VEGF발현 및 신생혈관형성에 관여함을

시사한다.28,29 VEGF는 전사과정에서 alternative splicing에 의

해 다양한 길이의 아형들이 밝혀졌으며, 이들은 장기에 따라 발

현 정도가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29,30 또 VEGF는 flt-1과 KDR

와 같은 티로신 활성효소 수용체를 통해 작용하므로 신생혈관형

성의 조절에는 VEGF 아형 및 이형, 수용체와 종양 또는 숙주

세포가 분비하는 다른 성장인자와 함께 아주 체계적이고 정교한

조절 기전이 관여함을 추정할 수 있다.

쥐의 피부의 발암 과정에서 신생혈관형성의 역할을 밝히기 위

해서, 향후 정확한 VEGF 발현의 정도를 알기 위한 Western

blot과 같은 단백질 정량이나 Northern blot 혹은 경쟁적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과 같은 방법을 이용한 RNA 정량, 여러 조

절 인자 및 그 수용체들에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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