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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ression of Hypoxia-inducible Factor-1 Protein in Stages I
and II Squamous Cell Carcinomas of the Uterine Cervix :
Relationship with p53 Protein and VEGF Expr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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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s of Pathology and 1Obstetrics and Gynecology, Pusan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Busan, Korea

Background : Under hypoxia, hypoxia-inducible factor-1 (HIF-1 ) is known to activate
the expression of various genes, including angiogenesis-related gen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xpression of HIF-1 protein and its relationship with p53 protein
expression and angiogenesis in the squamous cell carcinoma (SCC) of the uterine cervix.
Methods : Using immunohistochemical methods, the expression of HIF-1 protein, p53
protein,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VEGF), and microvessel count were evaluated in
seventy cases of FIGO stages I and II SCC; and their results were compared with age, stage,
and pelvic lymph node metastasis. Results : Positive nuclear staining for HIF-1 protein was
noted in 19 cases (27.1%). Carcinoma in situ or dysplastic lesions also revealed positive
nuclear reaction along the lower part of the epithelium. The expression of HIF-1 protein
was significantly related with those of p53 protein and VEGF (p<0.05), but not with other clini-
copathologic parameters. The microvessel count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regarding
stage and VEGF expression (p<0.05). Conclusion : These findings suggest that HIF-1
expression in SCCs of the uterine cervix might be the early event of carcinogenesis and could
be associated with p53 protein and VEGF expression. However, the prognostic significance
of HIF-1 expression in stages I and II SCCs is undetermined.

Key Words : Cervix Neoplasms-Carcinoma, Squamous Cell-Angiogenesis Factor- Immuno-
histo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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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목의 병기 I과 II 편평세포암종에서 Hypoxia-inducible Factor-1

단백의 발현 : p53 단백 및 VEGF 발현과의 관련성

맥관형성은 최근의 생체의학 연구에서 가장 흥미로운 주제 중

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그 이유는 맥관형성이 정상적인 배아

형성, 허혈성 및 종양성 질환의 병인 등 많은 생물학적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1

일반적으로 저산소증에 빠진 세포는 erythropoietin, glucose

transporters, glycolytic pathway enzymes, vascular endothe-

lial growth factor (VEGF), transferrin, heme oxygenase,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등과 같은 다양한 단백의 발현

을 통해 적응하게 되는데, 이들 단백의 발현과 관계되는 유전자

들 중 다수는 암에서도 활성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저산소

증 상태에서 맥관형성의 유도와 같은 세포의 적응 과정에는

hypoxia-inducible factor-1 (HIF-1) 단백이 중요한 역할을 한

다고 알려져 있다. HIF-1 (또는 최근 발견된 유사물질인 HIF-

2 혹은 HIF-3 )와 HIF-1 의 두 아단위로 구성된 이질이량

체(heterodimer)의 전사인자인 HIF-1 단백은 저산소증에 노출

된 세포에서 산소의 생체내 항상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3

Aryl hydrocarbon nuclear receptor translocator (ARNT)로

불리는 HIF-1 단백은 세포내에서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단백

인 데 반해,4 HIF-1 단백은 세포가 저산소증에 노출되었을 때

만 핵내에 급속히 축적되는 단백이다. HIF-1 단백은 저산소증

에서 세포의 적응을 돕는 단백들의 발현과 관련된 유전자의

hypoxia response elements 부위에 결합하여 이들 유전자를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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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시킨다. 핵내에 축적된 HIF-1 단백은 일단 세포의 재산소

화가 이루어지면 세포내 ubiquitin-proteasome 경로에 의해 신

속히 분해되므로, HIF-1 단백의 활성은 HIF-1 에 의해 결정된

다고 볼 수 있다.5

많은 종양 조직의 내부에는 저산소증의 부위가 존재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종양내 저산소증의 범위는 예후에도

향을 줄 수 있다.6,7 종양조직내 저산소증은 HIF-1 단백 및

HIF-1 의존성 유전자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으며,8 시험관내

연구 및 동물 실험에서도 저산소증은 악성종양의 전파와 치료에

한 저항성 등과 같은 종양의 진행과 관계된 인자들에 중요한

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9-11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인

체의 여러 가지 악성 종양과 전이 병소(metastatic foci)에서 예

후와 관련하여 HIF-1 단백의 발현에 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

지고 있다.12 최근 Birner 등13은 UICC 병기 pT1b의 자궁목 편

평세포암종에서 p53과 HIF-1 단백의 발현에 관한 연구를 통해

암종의 81.3%에 이르는 HIF-1 단백의 과발현을 관찰하 고, 이

단백의 발현은 종양진행의 표지자로서 기여할 뿐 아니라, 환자

의 예후가 불량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 다. 

자궁목암은 자궁목 세포진 검사를 포함한 다양한 선별검사의

광범위한 시행으로 부분의 환자가 수술 가능한 병기의 상태에

서 처음으로 발견되고 있으며, 이러한 조기의 침윤성 암종은

부분 환자의 경우 술후 양호한 경과를 보인다. 하지만, 일부 환

자의 경우 암으로 사망하게 될 수 있을 정도로 암이 신속한 진

행을 보이기도 하므로, 이러한 조기의 침윤성 암종에서 예후에

악 향을 줄 수 있는 인자들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

로 이루어지고 있다.14 이에 저자들은 International Federation

of Gynecology and Obstetrics (FIGO) 병기 I, II의 자궁목

편평세포암종에서 HIF-1 단백의 발현 양상을 알아 보고, 또한

HIF-1 단백과 종양의 혈관형성능, 그리고 종양억제 유전자 산

물인 p53 단백과의 관련성 및 이의 예후적 의의를 알아 보기 위

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 다.

재료와 방법

재료

연구재료는 1998년 1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부산 학교병원

에서 원추조직절제술, 복식 혹은 질식 자궁절제술, 근치적 자궁

절제술 등을 시행 받은 자궁목의 침윤성 편평세포암종 70예

다. 환자의 연령은 32세에서 70세까지로 연령의 평균은 48.5세

으며, FIGO 병기의 분포는 Ia가 13예(18.6%), Ib가 42예

(60.0%), 그리고 IIa 및 IIb가 15예(21.4%) 다. 자궁목암종의

총 70예 중 15예(21.4%)는 조직학적으로 골반 림프절 전이의

소견을 보 다(Table 1). 

방법

면역조직화학적 염색

각 증례에서 표적인 파라핀 블록을 한 개씩 취한 뒤 4 m

두께의 연속절편을 각각 4장씩 취하여 poly-L-lysine이 도포된

유리슬라이드에 부착시켰다. 그 다음 10% xylene에서 탈파라핀

하고 100%, 95%, 70% 알코올에서 차례 로 함수과정을 거친

후 흐르는 물에서 10분간 수세하 다. CD34항원을 제외한 HIF-

1 단백, p53단백, 그리고 VEGF 항원의 경우 면역조직화학적

염색 시 항원노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직절편들을, 전자렌지

(Samsung RE-400B, 700W)에서 5분간 끓인 pH 6.0의 10

mM/L citrate buffer가 담긴 용기에 넣은 후 전자렌지를 이용

한 마이크로파 조사를 5분간 두 차례 더 시켰다. 실온에서 냉각

시킨 후 흐르는 물에서 충분히 10분간 수세시키고, 내인성 과산

화수소의 억제를 위하여 0.3% 과산화수소수에 20분간 처리한

후 pH 7.6 Tris buffered saline (TBS)으로 세척하 다. 면역

조직화학적 염색 시 HIF-1 단백의 검출은 Catalysed Signal

Amplification kit (Dako, Carpinteria, CA, USA)를 사용하

으며, 그 과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Serum-free protein을

10분간 반응시켜서 조직내 비특이적 단백의 작용을 차단한 후

HIF-1 단백에 한 생쥐 단클론성 항체(H1 67, 1:1,000 희

석; Novus biologicals, Littleton, CO, USA)를 4℃에서 하룻

밤 동안 반응시켰다. 이후의 과정은 모두 실온에서 이루어졌다.

TBS로 세척한 후 연결 항체인 biotinylated rabbit anti-mouse

면역 항체를 15분간 반응시키고 TBS로 세척했다. 다음으로

streptavidin-biotin complex 용액을 반응시키고, TBS로 세척

한 후 반응의 증폭시약인 biotinyl tyramide-hydrogen perox-

ide를 15분간 반응시키고, TBS로 세척했다. Streptavidin-per-

oxidase를 15분간 반응시키고, TBS로 세척한 후 3,3-

diaminobenzidine을 사용하여 발색시켰다. p53 단백의 검출을

위해서는 생쥐 단클론성 항체(DO-7, 1:50 희석; NeoMarkers,

Fremont, CA, USA)를, VEGF 항원에 해서는 산양 다클론

성 항체(A20, 1:70 희석; Santa Cruz Biotechnology, Santa

Cruz, CA, USA)를, 그리고 CD34 항원의 검출을 위해서는 생

FIGO: International Federation of Gynecology and Obstetrics, PLNM:
pelvic lymph node metastasis. 

Variables No. of cases (%)

Age (years)                                  ≤48 39 (55.7)
>48 31 (44.3)

FIGO stage Ia 13 (18.6)
Ib 42 (60.0)
IIa and IIb 15 (21.4)

PLNM Negative 55 (78.6)
Positive 15 (21.4)

Table 1. Patients’ profiles in 70 cases of squamous cell carci-
noma of uterine cervix



자궁목암종에서 HIF-1 의 발현  81

쥐 단클론성 항체(QBEnd/10, 1:50 희석; NeoMarkers, Fre-

mont, CA, USA)를 각각 일차 항체로 사용하여 4℃에서 하룻

밤 동안 반응시킨 후, Histostain Plus kit, horseradish peroxi-

dase (Zymed Laboratories Inc., South San Francisco, CA,

USA)로 염색하 다. 염색 과정은 일반적인 면역조직화학적 염

색 과정과 동일하 다. 면역염색 후 이들 세 단백의 발색은 3-

amino-9-ethyl-carbazole을 이용하 다. 모든 면역염색에서

조염색은 Mayer 헤마톡실린을 사용하 고, Universal Mount

(Dako, Carpinteria, CA, USA)로 1차 봉입하고, xylene으로

희석시킨(50:50) malinol로 2차 봉입한 뒤 광학현미경(Olym-

pus BX, Tokyo, Japan)으로 관찰하 다.

음성 조군은 염색 시 일차 항체 신 정상 면양 혈청을 적용

한 것을 제외하면, 전 과정을 실험 예들과 동일하게 하 다. 양

성 조군은 HIF-1 단백과 VEGF 단백의 경우 각각의 단백에

양성인 폐의 편평세포암종 조직을, p53의 경우 p53 양성 결장암

조직을 이용하 으며, CD34 항원의 경우 각 실험 조직 내에 포

함되어 있는 혈관내피세포를 내부 양성 조로 활용하 다.

염색결과의 판독

HIF-1 단백은 종양세포의 핵에서 적갈색의 염색 반응이 관

찰될 때 양성 반응으로 인정하 다. 종양세포의 세포질에서 적

갈색의 염색이 되는 경우는 음성 반응으로 판정하 는데, 이는

HIF-1 단백의 활성형이 핵내에만 축적되어 관찰되기 때문이

다. 각 조직절편에서 관찰되는 종양세포들의 1% 이상에서 HIF-

1 단백에 한 발현이 관찰될 때 양성으로 판정하 다.15 p53

단백은 종양세포의 핵에서 적갈색의 염색 반응이 관찰될 때 양

성 반응으로 인정하 고, 각 조직절편에서 관찰되는 종양세포들

의 10% 이상에서 p53 단백에 한 발현이 관찰될 때 양성으로

판정하 다.16 VEGF는 종양세포의 세포질에서 적갈색의 염색

반응을 보일 때 양성으로 판정하 다. 염색 강도에 따른 점수는

음성인 경우는“0”, 약하게 염색된 경우는“1”, 중등도로 염색된

경우는“2", 그리고 강하게 염색된 경우는“3"으로 하 다. 염

색 범위는 종양내에서 양성세포들이 출현하지 않는 경우는“0",

종양세포들의 1-25%가 양성 반응을 보일 경우는“1", 26-50%

에서 양성 반응을 보이는 경우는“2", 그리고 51% 이상에서 양

성 반응을 보이는 경우는“3"으로 하 다. 염색 강도와 염색 범

위의 점수 합계가 2점 이하인 경우는 음성으로, 3점 이상의 경우

는 양성으로 판독하 다.17 CD34 항원은 혈관내피세포의 세포질

에서 적갈색으로 염색되었다. 광학현미경의 저배율(×40) 시야

에서 염색 도가 가장 높은 세 부위를 찾아서 각 부위로부터

200배 시야에서 미세혈관 수를 세고, 세 부위에서 얻어진 수치

의 평균을 미세혈관 수(microvessels/mm2)로 정하 다.18 미세

혈관 수를 계산할 때 적혈구의 직경보다 8배 이상의 직경을 가

지거나 뚜렷한 근육층을 가지는 혈관은 제외하 다. 괴사, 심한

염증 및 경화가 관찰되는 부위는 수복 반응으로 인한 이차적인

혈관 증식을 보일 수 있으므로 역시 제외하 다. 혈관 내강의 존

재 유무와는 상관없이 CD34 항원에 양성인 단일 혈관 내피세포

혹은 내피세포의 집락은 한 개의 혈관으로 인정하 다.

통계분석

환자의 연령, FIGO 병기, 림프절 전이의 유무에 따른 HIF-

1 단백, p53 단백, VEGF, 그리고 미세혈관 수의 발현 차이를

보기 위해 2 검정, Spearmann의 순위상관계수, student t 검

정, 그리고 일원분산분석(one way analysis of variance) 등을

사용하 고, 면역조직화학적 표지자 상호간 발현의 연관성은 2

검정과 student t 검정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통계분석은 컴퓨

터용 통계 프로그램인 SPSS, release 10.0.1 (SPSS Inc.,

Chicago, IL, USA)를 사용하 으며, p값이 0.05 이하인 경우를

통계학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하 다.

결 과

자궁목 편평세포암종에서 HIF-1 단백, p53 단백, VEGF의

발현

자궁목 편평세포암종에서 HIF-1 단백, p53 단백, VEGF의

발현은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HIF-1 단백은 편평세포암종 70예 중 19예(27.1%)에서 양

성을 보 다. HIF-1 단백에 양성인 편평세포암종에서 양성 반

응을 보이는 종양세포들은 표면 상피에 인접한 암종의 표층부에

서 국소적으로 분포하는 경향을 보 다. 종양 괴사를 보이는 종

괴의 경우 HIF-1 단백 양성인 세포들은 괴사소 주변에서 주

로 관찰되었다(Fig. 1). 표면상피에서 상피내암종, 이형성 변화,

혹은 편평콘딜로마 병소를 동반하고 있는 암종들 중 일부에서는

침윤성 종괴 자체는 HIF-1 단백이 음성이더라도, 표면상피 병

변의 하층부에 주로 국한하여 HIF-1 단백 양성인 세포들의

출현을 볼 수 있었다(Fig. 2).

p53 단백은 편평세포암종 70예 중 49예(70.0%)에서 양성을

보 다. p53 단백에 양성인 편평세포암종들에서 p53 단백 양성

세포들은 HIF-1 단백보다 좀 더 미만성의 분포 경향을 보

지만(Fig. 3), 종양내 심부로 갈수록 양성세포의 출현 빈도는 감

HIF-1 : hypoxia-inducible factor-1 , VEGF: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No. of cases

Negative Positive
Variables

Positive rate 
(%)

HIF-1 protein 51 19 27.1
p53 protein 21 49  70.0
VEGF 16 54 77.1

Table 2. Expression of HIF-1 protein, p53 protein, and VEGF
in 70 cases of squamous cell carcinoma of uterine cerv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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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되었다. 표면상피에서 상피내암종이나 이형성 변화가 관찰되

는 경우 p53 단백 양성 세포들은 HIF-1 단백과 비슷하게 상

피의 하층에 국한하여 미만성의 분포를 보 다.

VEGF는 편평세포암종 70예 중 54예(77.1%)에서 양성을 보

다. VEGF에 양성인 암종들에서 VEGF 양성세포들은 개

종괴내에서 미만성으로 분포하며, 중등도 이상의 염색 강도를

보 다(Fig. 4). 양성 예들에서 침윤성 종괴 주변의 간질세포나

염증세포도 흔히 뚜렷한 양성 반응을 보 다. 표면상피에서 상

피내암종이나 이형성 변화가 관찰되는 경우 이들 병변도

VEGF가 양성 반응을 보 지만, 침윤성 종괴내에서보다는 약한

강도의 반응을 보 다.

Fig. 1.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for HIF-1 protein shows
aggregates of positive cells around necrotic zones (N) of squa-
mous cell carcinoma.

N

Fig. 2.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for HIF-1 protein reveals
the predominant distribution of positive cells in the lower half of
the squamous mucosa with flat condyloma.

Fig. 3.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for p53 protein shows scat-
tered positive cells within the nests of squamous cell carcinoma.

Fig. 4.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for VEGF shows diffuse posi-
tive reaction within the tumor cell nests of squamous cell carcino-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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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F-1 단백과 임상병리학적 변수와의 상관관계

VEGF는 HIF-1 단백에 양성인 편평세포암종 19예 중 18

예에서 양성을, HIF-1 단백에 음성인 51예 중 15예에서 음성

을 보 고, 이들 두 단백의 발현은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 다

(p=0.03). p53 단백의 경우도 HIF-1 단백에 양성인 편평세포

암종 19예 중 17예에서 양성을, HIF-1 단백에 음성인 51예 중

19예에서 음성을 보 으며, 이들 두 단백 간 발현 역시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 다(p=0.03). 그러나 자궁목의 편평세포암종에

서 HIF-1 단백의 발현에 따른 환자의 연령, FIGO 병기, 골반

림프절 전이, 미세혈관 수의 유의한 상관관계는 없었다(Table 3).

미세혈관 수와 임상병리학적 변수와의 상관관계

FIGO 병기에 따른 미세혈관 수의 평균 분포는 전체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017). 병기별로 비교하여 보면 Ia 군

이 10.0±3.7 microvessels/mm2, IIa 및 IIb 군이 16.9±7.9

microvessels/mm2로서 후자의 군에서 미세혈관 수의 유의한 증

가를 보 다(p=0.018; Fig. 5). 그러나 Ia 군과 Ib 군, 혹은 Ib

군과 IIa 및 IIb 군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VEGF의 발현에 따른 미세혈관 수의 분포는 VEGF 양성군이

15.3±6.4 microvessels/mm2이고, 음성군이 8.8±3.6 microves-

Variables No. of cases p value
HIF-1 protein expression

Negative (n=51) Positive (%) (n=19)

Age (years)                                      ≤48 39 27 12 (30.8)
>48 31 24 7 (22.6)

FIGO stage Ia 13 10 3 (23.1)
Ib 42 31 11 (26.2) 0.541
IIa and IIb 15 10 5 (33.3)

PLNM Negative 55 38 17 (30.9)
Positive 15 13 2 (13.3)

VEGF Negative 16 15 1 (6.3)
Positive 54 36 18 (33.3)

MVD (microvessels/mm2) 13.3±6.7 15.1±5.9 0.298
p53 protein Negative 21 19 2 (9.5)

Positive 49 32 17 (34.7)

Table 3. Relationship between clinicopathologic variables and expression of HIF-1 protein in squamous cell carcinoma of uterine
cervix

0.444

0.175

0.03

0.03

FIGO: International Federation of Gynecology and Obstetrics, HIF-1 : hypoxia-inducible factor-1 , PLNM: pelvic lymph node metastasis, VEGF: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MVD: microvessel density.

Fig. 5. Angiogenesis is increased in the stroma just adjacent to
the invasive nests of squamous cell carcinoma on immunohisto-
chemical staining for CD34.

FIGO: International Federation of Gynecology and Obstetrics, PLNM:
pelvic lymph node metastasis, VEGF: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MVD: microvessel density.

No. of 
cases

MVD
(microvessels/mm2)

Variables p value

Age (years)      ≤48 39 13.7±6.3 0.8634
>48 31 14.0±6.8

FIGO stage Ia 13 10.0±3.7
Ib 42 13.9±6.1 0.017
IIa and IIb 15 16.9±7.9

PLNM Negative 55 13.7±6.4 0.795
Positive 15 14.2±7.2

VEGF Negative 16 8.8±3.6              � 0.01
Positive 54 15.3±6.4

p53 protein Negative 21 12.4±5.2 0.221
Positive 49 14.4±6.9

Table 4. Relationship between clinicopathologic variables and
microvessel density in squamous cell carcinoma of uterine
cerv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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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s/mm2로서 양성군에서 미세혈관 수의 유의한 증가를 보 다

(p<0.01). 그러나 자궁목의 편평세포암종에서 미세혈관 수에 따

른 환자의 연령, 골반 림프절 전이, 그리고 p53 단백 발현의 유

의한 상관 관계는 없었다(Table 4).

고 찰

HIF-1 단백은 저산소증에 빠진 세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사 반응을 매개하는 물질이다. 최근 Semenza19는

HIF-1 단백이 종양의 진행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며, 그 증거

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들고 있다. 첫째, HIF-1 단백은

VEGF와 같은 맥관형성을 자극하는 유전자나, glucose trans-

porters, glycolytic enzymes 등과 같은 저산소증에서 세포의

사적 적응을 조절하는 유전자들의 발현을 조절한다. 둘째, 생

쥐의 이종이식편 실험에서 종양성장과 맥관형성은 HIF-1 유

전자 활성의 소실에 의해 억제되며, HIF-1 단백의 과발현에

의해 촉진된다. 셋째, 인체 종양조직의 면역조직화학적 분석에서

HIF-1 단백은 많은 인체 암에서 과발현되며, 그 정도는 종양

의 분화도, 맥관형성 및 치사율과 관련이 있다. 넷째, 종양내 저

산소증 외에 종양억제유전자나 종양유전자의 유전적 변이에 의

해서도 HIF-1 활성이 유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HIF-1 단백은 병기 I, II인 편평세포암종 70예

중 19예(27.1%)에서 양성이었으며, 양성인 증례들에서 HIF-1

단백은 침윤성 암종의 표층부에서 국소적으로 발현되었고, 특히

종양 괴사의 주변에서 흔히 발현되었다. 괴사 주변에서 양성세

포들의 출현 빈도가 높은 것은 HIF-1 유전자의 활성 증가가

저산소증에 의해 유발된다는 소견을 반 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한편, Birner 등13은 UICC 병기 pT1b의 침윤성 자궁목암종의

81.3%에서 HIF-1 단백의 과발현을 보고하 으며, 저자들의

연구 성적과 뚜렷한 차이를 보 다. 이러한 차이를 설명할 수 있

는 가능한 원인 중, 검체 고정 기간의 경우 저산소증의 세포 괴

(pellets) 실험에서 장기간의 고정이 면역조직화학적 항원 검출

율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3 즉, 본 연구의 일

부 재료들에서 상 적으로 긴 고정 기간이 낮은 양성률의 부분

적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Wiesener 등20은

배양 세포들의 면역블롯실험에서 최 의 저산소증 자극을 주면

모든 세포들은 1개 이상의 HIF 아단위들을 발현하지만, 그

양은 상당히 다양하다고 하 다. 즉, 면역조직화학적으로 HIF-

1 단백이 검출되지 않았던 일부 종양들에서는 면역조직화학적

방법에 의한 검출 한계보다 낮은 HIF-1 단백의 발현으로 인

해 음성으로 판정되었을 수도 있고, 또한 일부 종양은 비교적 산

소화가 잘 되어 있어서 검사된 조직절편에서 HIF-1 단백이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밖에 실험기법, 판독

기준의 차이, 검사실 환경 등도 이러한 차이의 원인이 될 수 있

을 것으로 여겨진다.

Birner 등13은 또한 암종에 인접해서 발견된 자궁목 상피내종

양의 80%에서 다양한 정도의 HIF-1 단백의 발현을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도 일부 침윤성 암종의 표면 상피에서 관찰된 상

피내암종, 이형성 병변, 혹은 편평 콘딜로마 병변에서는 침윤성

암종 부위의 HIF-1 단백 반응성에 상관없이 HIF-1 단백의

발현을 볼 수 있었고, 이런 경우 양성세포들은 주로 상피의 하층

에 분포하는 경향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발암 과정에서 일어나

는 HIF-1 단백의 발현은 악성 종양의 침윤에 수반하는 저산

소증 외에도 종양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른 세포유전적 변화에

의해서도 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21-23 한편

Zhong 등12은 HIF-1 단백이 장선종, 유관 상피내암종, 그리

고 전립선 상피내종양 등에서 과발현되는 것으로 보아, HIF-1

단백의 과발현은 발암 과정의 초기에 일어나는 현상일 것으로

추정하 다. 본 연구에서 상피내암종이나 침윤성 암종의 상부에

서 HIF-1 단백이 발현되는 경향은 이들의 연구 결과와 부합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저산소증 하에서 HIF-1 단백은 HIF-1 단백과 결합하여

세포 생존에 필요한 유전자들의 발현을 활성화시키지만, 다른

한편으로 HIF-1 단백은 종양억제유전자인 p53 단백과 결합하

여 p53 의존성 세포자연사를 촉진시킬 수도 있다.24 종양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산소증에 의해서도 HIF-1 단백은

두 가지 상반된 기능을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즉, VEGF 유전

자의 활성화를 통해 맥관형성을 촉진시키기도 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 p53 단백과 결합하여 이 단백의 안정성을 증가시키므로25

세포의 세포자연사를 유발시키기도 한다. 후자의 사실은 야생형

p53의 기능상실 혹은 돌연변이 시 저산소증에 의해 매개되는 세

포자연사의 현저한 감소로 설명될 수 있다.9 잘 알려져 있듯이

자궁목암종은 흔히 인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HPV) 감염과 관련이 있으며,26 이 경우 p53 단백은 돌연변이보

다는 HPV E6 종양단백에 의해 부분 불활성화된다.27 즉, 자

궁목암종에서 HIF-1 단백의 종양억제기능은 부분의 경우

HPV 감염에 따른 p53 단백의 불활성화로 인해 발암 과정의 초

기부터 소실되면서, VEGF 유전자의 활성화를 통한 맥관형성

기능만이 남을 수 있다고 한다.28 본 연구에서 p53 단백과

VEGF 단백은 자궁목 편평세포암종 70예 중 각각 49예

(70.0%)와 54예(77.1%)에서 양성을 보 고, 이들 단백은 HIF-

1 단백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 다. p53 단백의 양성률이 비

교적 높으면서, 이 단백이 HIF-1 단백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것은 다소 의외의 소견으로 보인다. 이 소견에 해서는 좀

더 많은 상피내암종의 증례를 포함시킨 상태에서 HPV 감염의

향에 따른 HIF-1 단백과 p53 단백의 발현에 한 보완적

연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발암 초기 과

정에서 일어난 p53 유전자의 돌연변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HIF-1 단백의 발

현은 환자의 연령, FIGO 병기, 골반 림프절 전이 유무, 종양내

미세혈관 수와는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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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미세혈관 수는 VEGF와 관련하여 VEGF 양성

군이 15.3±6.4 microvessels/mm2, 음성군이 8.8±3.6 microves-

sels/mm2로 양성군에서 유의하게 증가하 다. FIGO 병기에

해서는 Ia 군이 10.0±3.7 microvessels/mm2, Ib 군이 13.9±6.1

microvessels/mm2, 그리고 IIa 및 IIb 군이 16.9±7.9 microves-

sels/mm2로 병기의 진행에 따른 미세혈관 수는 유의한 증가를

보 다. 이러한 결과는 미세혈관 수로 평가되는 신생혈관형성능

이 VEGF의 향을 받을 수 있으며,29 암의 진행과 관련된 소견

이라는 사실30과 부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HIF-1 단백이

VEGF와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HIF-1 단백의 발현과 미세혈

관 수가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내포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편평세포암종에서 흔히 동반되는

종양 괴사와 종양 주위 염증의 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

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궁목의 편평세포암종에서 맥관형성이

HIF-1 -VEGF 경로뿐 아니라, 다른 세포조절 경로에 의해서

도 향을 받는 복잡한 과정일 수 있다고 여겨진다. 또한 본 연

구에서 미세혈관 수는 환자의 연령, 골반 림프절 전이 유무, 그

리고 p53 단백의 발현과 관련성이 없었다.

결론적으로 자궁목의 편평세포암종에서 HIF-1 단백은 발암

과정의 초기에 주로 발현되며, 이는 종양 미세 환경에서 발생한

저산소증이나 p53 유전자의 기능상실과 관련된 세포분자적 현

상으로 여겨진다. 한편 HIF-1 단백의 발현은 VEGF의 상향

발현과 관련성을 보이므로 종양내 맥관형성에도 부분적으로 기

여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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