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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The G1/S phase proteins of the cell cycle play critical roles in tumorigenesis
and tumor progression. Our aim was to investigate the significance of p53, cyclin D1 and c-myc
expressions in thyroid tumors. Methods : The expressions of these proteins were examined
in 217 cases of thyroid tumors and tissues using immunohistochemistry. The results were cor-
related with lymph node metastasis. Results : p53 expression was seen in 75.5, 47.5, 66.7,
and 50% of papillary carcinomas (PC), follicular carcinomas (FC), undifferentiated carcinomas
(UC) and follicular adenomas (FA), respectively.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se expressions in these tumors and the results in nodular hyperplasia (NH) and normal
tissues. Cyclin D1 expression was noted in 80.0, 68.4, 66.7, 61.1 and 79.5% of PC, FC, UC,
FA and NH, respectively. c-myc expression was seen in 80.0, 94.2, 66.7, 66.7 and 52.3% of
PC, FC, UC, FA and NH, respectively. There was a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the expres-
sions in these tumors and the results in normal tissues. The expressions of p53, cyclin D1 and
c-myc were not correlated with lymph node metastasis. Conclusions : These findings sug-
gest the expressions of p53, cyclin D1 and c-myc may act in the early stage, and participates
in tumorigenesis and promoting cell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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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샘 종양에서 p53, cyclin D1 및 c-myc 발현의 의의

p53 유전자는 손상된 DNA의 수복과 세포성장조절의 전사인

자로서, 세포주기 중 G1 조절점(checkpoint)에 작용하는 종양

억제유전자이다.1-3 p53은 전사인자로 작용하여 세포주기 의존성

카이네이즈(cell cycle dependent kinase, CDK) 억제 단백인

p21의 발현을 증가시킨다.4,5 여기에서 p21은 G1 단계에서 Rb

단백을 인산화시켜 세포주기를 진행하는 cyclin D/CDK 복합체

형성을 억제함으로써 세포주기 진행을 막는 기능을 한다.6,7 그러

나 p53이 점 돌연변이, 염색체 소실 등에 의한 변이로 이러한 기

능을 소실하게 되면, DNA 손상이 있더라도 G1 단계에서 저지

할 수가 없어 무분별하게 세포주기가 진행되고 이에 따라 세포의

증식이 계속되어 종양 형성에 향을 끼칠 수 있다.

Cyclin D1 유전자는 세포주기 중 G1/S기의 이행에 관여하는

데, cyclin D1이 CDK4 또는 CDK6와 복합체를 이루어 활성화

되면 Rb 단백을 인산화시켜 세포를 S기로 이행하게 한다.8 그러

므로 cyclin D1이 유전자 증폭이나 과발현이 될 경우 세포증식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 또 c-myc와 같은 다른 oncogene

과 함께 악성화에 작용하기도 한다.10

c-myc은 핵내 종양단백으로서 유전자는 8q24에 위치하며

DNA 복제 촉진, G1 세포주기 조절 및 세포분화를 조절하는 기

능을 가지고 있다.11 c-myc은 세포분열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을

복사하는 인자인데, p53 및 세포분열에 관여하는 cyclins (A, E,

D), CDK 1, 2 등을 복사한다. c-myc은 이런 복사작용을 통하

여 cyclins, CDK을 활성화시킴으로써 G1/S기 이행을 촉진하며

S기 및 G2기에도 작용하여 세포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11 p53은 c-myc에 의해 유도되는 세포증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만일 세포에서 c-myc이 과발현되면 p53의 조절

기능이 약화되어 G1기에서 S기로 이행하게 된다.11

갑상샘 종양의 연구에서 세포주기, 특히 G1-S기 이행의 촉진

에 관여하는 p53, cyclin D1 및 c-myc 발현에 관한 연구는 많

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저자들은 갑상샘 종양에서 p53, cyclin

D1 및 c-myc 발현이 갖는 의의를 알아보고자 이들 단백 발현과

조직학적 유형 간의 상관성 및 림프절 전이 여부와의 상관성을

연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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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와 방법

재료

1990년부터 2001년까지 병원에서 갑상샘 절제술을 받은 환자

의 파라핀 포매 조직 가운데 보관이 잘 되어 있는 217예를 상

으로 하 다. 이 가운데 유두암종(PC) 80예, 소포암종(FC) 19

예, 소포샘종(FA) 18예, 미분화암종(UC) 6예, 결절갑상샘종

(NH) 44예, 정상 갑상샘 조직 50예 다. 환자의 평균 나이는

45.5세 다. 유두암종 환자 80예 가운데 27예에서 림프절전이가

있었다.

면역조직화학염색

선택한 환자의 파라핀 포매 조직을 4 m 두께로 박절하여 X-

tra 슬라이드(Surgipath, Richmond, USA)에 부착하고 xylene

에 탈파라핀하 다. 그 다음 알코올로 함수과정을 거친 뒤 증류

수로 세척하 다. 항원성 회복을 위해 citrate 완충용액 (10 mM,

pH 6.0)에 슬라이드를 담근 뒤 전자오븐을 이용하여 98℃에서

10분 동안 끓 다. 실온에서 20분간 식힌 다음 tris 완충용액에

세척하고 내인성 과산화효소의 활성을 억제시키기 위해 3% 과

산화수소를 사용하여 10분 동안 처리하 다. Tris 완충용액에 세

척하고 차단항체를 실온에서 10분 동안 반응시켰다. 사용한 일차

항체 중 p53 단백(DO-7, NeoMarkers, Fremont, CA, 1:50)과

c-myc 단백(9E10.3, NeoMarkers, 1:50)은 각각 4℃에서 밤새

반응시켰고, cyclin D1 단백(R-124, Santa Cruz, San Diego,

CA, 1:50)은 실온에서 1시간 반응시켰다. Tris 완충용액에 세

척하고 비오틴이 결합된 이차항체를 실온에서 15분 동안 반응시

킨 뒤 tris 완충용액으로 수세하고, peroxidase가 결합된 strep-

tavidin 용액을 10분 동안 반응시켰다. Tris 완충용액으로 세척

하고 발색제는 AEC (3-acetyl-9-ethyl carbazol)를 사용하

으며 hematoxylin으로 조염색하 다. 양성 조군으로는 p53

발현은 이미 확인된 위암 조직을, cyclin D1과 c-myc 발현은

유방암 조직으로 하 다. 음성 조는 일차항체 신 tris 완충

용액을 사용하 다.

결과 판정

염색결과에 한 판정은 일차항체 모두 핵에 염색이 된 것을

양성으로 판정하 으며, 염색의 강도와 빈도를 점수화하 다. 염

색강도는 양성 조군의 양성반응강도를 참고하여, 핵에 반응이

없는 경우를‘‘0’’, 약한 경우는‘‘1’’, 중등도인 경우‘‘2’’, 강한

경우를‘‘3’’으로 하 다. 염색빈도는 세포의 10% 이내에서 양

성반응을 보이는 경우를‘‘1’’, 10-50%인 경우‘‘2’’, 50% 이상

인 경우는‘‘3’’, 양성반응이 전혀 관찰되지 않거나 산재되어 양

성반응을 보일 때를‘‘0’’으로 구분하 다. 강도점수와 빈도점수

를 합하여‘‘0-1’’은 음성, ‘‘2-3’’은 1+,‘‘4’’는 2+, ‘‘5-6’’은 3+

로 판정하 다.

통계학적 분석

통계학적 분석은 Chi-Square test를 이용하 고 통계 검증은

p값이 0.05 이하일 때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

하 다. 

결 과

p53 발현(Table 1)

NH에서 7예(15.9%), 정상 갑상샘 조직에서 2예(4%)가 양성

으로 발현된 데 비해 PC, FC, UC, FA에서 각각 62예(77.5%),

9예(47.4%), 4예(66.7%, Fig. 1), 9예(50.0%)가 양성으로 발현

되어 모든 종양에서 유의하게 높은 발현율을 보 다(p<0.001/
p<0.05). 한편 PC에서의 양성률이 FA에서의 양성률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지만(p<0.05), 다른 암종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Cyclin D1 발현(Table 2)

PC에서 64예(80%, Fig. 2), FC에서 13예(68.4%), UC에서

4예(66.7%), FA에서 11예(61.1%), NH에서 35예(79.5%, Fig.

3)가 양성으로 발현되어, 정상조직에서 10예(20.0%)가 양성으로

FA, follicular adenoma; FC, follicular carcinoma; NH, nodular hyperpla-
sia; PC, papillary carcinoma; UC, undifferentiated carcinoma.

No. of 
cases

positive
cases (%)

p53

0 1+ 2+ 3+

PC 80 18 26 7 29 62 (77.5%)
FC 19 10 2 1 6 9 (47.4%)
UC 6 2 0 0 4 4 (66.7%)
FA 18 9 4 3 2 9 (50.0%)
NH 44 37 4 3 0 7 (15.9%)
Normal 50 48 2 0 0 2 (4.0%)

Table 1. p53 expression in thyroid tumors and tissues 

FA, follicular adenoma; FC, follicular carcinoma; NH, nodular hyperpla-
sia; PC, papillary carcinoma; UC, undifferentiated carcinoma.

No. of 
cases

positive
cases (%)

cyclin D1

0 1+ 2+ 3+

PC 80 16 20 17 27 64 (80.0%)
FC 19 6 2 1 10 13 (68.4%)
UC  6 2 3 0 1 4 (66.7%)
FA 18 7 0 1 10 11 (61.1%)
NH 44 9 7 11 17 35 (79.5%)
Normal 50 40 8 2 0 10 (20.0%)

Table 2. Cyclin D1 expression in thyroid tumors and t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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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현된 데 비해 모든 병변에서 유의하게 높은 발현율을 보 다

(p<0.001/p<0.05). 그러나 각 암종 간에 또는 암종에서의 양성

률과 NH와 FA의 양성률을 비교할 때는 차이가 없었다(p>0.05).

c-myc 발현(Table 3)

c-myc 발현은 PC에서 64예(80.0%), FC에서 18예(94.2%,

Fig. 4), UC에서 4예(66.7%), FA에서 12예(66.7%), NH에서

23예(52.3%)가 양성으로 발현되어, 정상 갑상샘 조직에서 8예

(16.0%)가 양성으로 발현된 데 비해 모든 병변에서 유의하게 높

은 발현율을 보 다(p<0.001). PC와 FC에서의 양성률은 NH의

양성률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p<0.01). 또 FC에서의 양성률과

FA에서의 양성률을 비교했을 때에도 유의성을 보 다(p<0.05).
그러나 각 암종 간에는 유의성이 없었다(p>0.05).

Fig. 1.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for p53 shows positive reac-
tion in the nuclei of undifferentiated carcinoma of thyroid. 

Fig. 2.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for cyclin D1 shows positive
reaction in the nuclei of papillary carcinoma of thyroid. 

Fig. 3.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for cyclin D1 shows positive
reaction in the nuclei of nodular hyperplasia of thyroid. 

Fig. 4.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for c-myc shows positive reac-
tion in the nuclei and cytoplasm of follicular carcinoma of thyroid. 



p53, cyclin D1 및 c-myc 발현의 일치성(Table 4)

PC, FC, UC, FC, FA에서 각각 52예, 9예, 4예, 8예가 공동

양성으로 발현되었고, 7예, 1예, 2예, 6예가 각각 공동 음성으로

발현되어 NH와 정상 갑상샘 조직에서의 결과보다 일치성이 매

우 높았다(p<0.05).

림프절 전이 여부와 p53, cyclin D1 및 c-myc 발현과의

상관성(Table 5)

유두암종에서 림프절 전이 여부와 p53, cyclin D1 및 c-myc

발현과의 상관성을 살펴보면 림프절 전이가 있는 예가 없는 예에

비해 이들 단백 발현이 높았다. 그러나 통계학적인 유의성은 없

었다(p>0.05).

고 찰

p53은 종양억제유전자로 17p13에 위치하며 세포주기와 분화

에 작용하여 인체의 여러 종양발생에 관여한다.1-3 정상 세포에서

DNA 손상을 받게 되면 p53이 작동하여 G1기에서 세포주기가

멈추고 손상된 DNA가 복구되면 S기로 이행한다. 만약 DNA의

손상이 복구되지 못하면 고사가 일어나 비정상적인 세포가 더

이상 증식하는 것을 방지한다. 그러나 돌연변이형 p53은 이러한

정상기능을 상실하여 종양형성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고,

세포 내에 축적되어 세포의 변형을 초래한다. 또한 암세포에서

높게 발현된다. Hsu 등12은 간암에서 p53의 발현은 종양의 성장,

침윤과 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 다. 위암에서 p53은 후기에 주

로 높게 발현되고 림프절 전이, 장막침윤, 생존율과 관계가 있다

고 하 다.13,14 Goto 등15은 갑상샘 종양에서 p53이 저분화암과

미분화암에서 높게 발현되어 고분화암과 FA에 비해 모두 통계

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는 PC, FC, UC, FA에서 p53 발현이 각각 77.5%,

47.5%, 66.7%, 50%로 나타나 갑상샘의 NH와 정상 조직에 비

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 다. 또한 PC에서 발현이 FA에 비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 지만 다른 암종들 간에는 유의성이 없었다.

p53 발현과 림프절 전이와의 상관성을 보면, PC에서 전이가 있

는 예(81.5%)가 없는 예(71.7%)보다 양성률이 높았지만 통계

학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이 결과를 통하여 p53 단백이 종양의

초기에 작용하여 종양의 발생에 관여하고 종양의 발전과 연관성

이 있지만, 유두상 암종에서 림프절 전이와는 연관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종양의 진전, 분화 정도와도 연관성

이 없고, FA의 발생에도 참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갑상샘 종양에서 p53 발현은 PC나 FC와 같은 분화가 좋은 암

종에서는 아주 낮게 발현되고 UC에서는 높게 발현되어 이들 사

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보고들15-17과는 다른 결과 다. 

Cyclin D1 유전자는 11q13에 위치하고 세포의 성장 과정 중

G1-S기 이행에 관여하며 세포분열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cyclin D1이 악성종양에 미치는 향에 관하여 많은 연구

가 진행되어 왔다. Wang 등18은 cyclin D1이 갑상샘 종양의 발

전과 예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 고 Goto 등16은 고분화

암에서 32.0% (39/122)가 양성으로, 저분화암에서 36.8% (7/

19)가 양성으로 발현되어 FA의 3.0% (1/33) 발현에 비해 유의

한 차이를 보 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는 PC, FC, UC, FA, NH에서 각각 80%, 68.4%,

66.7%, 61.1%, 79.5%가 양성으로 발현되어, 정상 갑상샘 조직

20%의 양성률에 비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 다. 그러나 각 암종

들과 NH에서의 양성률을 비교하여 보면 유의성이 없었고 각 암

종들 사이에서도 유의성이 없었다. 림프절 전이와의 상관성을 보

면 림프절 전이가 있는 예의 양성률이 높았지만 통계학적으로 유

의성이 없었다. 이 결과는 cyclin D1이 갑상샘 종양 형성 초기에

주로 작용하고 종양의 진전과 분화 정도, 악성도, 유두상 암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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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 follicular adenoma; FC, follicular carcinoma; NH, nodular hyperpla-
sia; PC, papillary carcinoma; UC, undifferentiated carcinoma.

No. of 
cases

positive
cases (%)

c-myc

0 1+ 2+ 3+

PC 80 16 12 14 38 64 (80.0%)
FC 19 1 2 4 12 18 (94.2%)
UC  6 2 0 1 3 4 (66.7%)
FA 18 7 0 2 9 11 (61.1%)
NH 44 21 12 6 5 23 (52.3%)
Normal 50 42 7 1 0 8 (16.0%)

Table 3. c-myc expression in thyroid tumors and tissue

FA, follicular adenoma; FC, follicular carcinoma; NH, nodular hyperpla-
sia; PC, papillary carcinoma; UC, undifferentiated carcinoma.

No. of
cases

p53, cyclin D1, c-myc

co-negativity co-positivity

PC 80 7 52
FC 19 1 9
UC  6 2 4
FA 18 6 8
NH 44 9 5
Normal 50 32 0

Table 4. Comparison of concordance between p53, cyclin D1
and c-myc expression in thyroid tumors and tissues

No. of 
cases

p53

- + (%)

cyclin D1

- + (%)

c-myc

- + (%)

LN (-) 27 5 22 (81.5%) 4 23 (85.2%) 5 22 (81.5%)
LN (+)  53 15 38 (71.7%) 12 41 (77.4%) 11 42 (79.2%)

Table 5. Correlation between p53, cyclin D1 and c-myc expres-
sions with the lymph node metastasis in papillary carcinoma



서 림프절 전이 등과는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시사하 다. 또한

NH에서 세포의 성장과 분화과정에 cyclin D1이 관여한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에서 갑상샘 암의 진단, 양성과 악성종

양의 구별, 예후평가 등에 cyclin D1 발현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 Wang 등18과 Goto 등15의 결과와 차이를 보 다. 

c-myc 단백은 DNA에 결합한 후 다른 유전자들의 전사를 조

절하여 세포 증식과 분화에 관여한다. c-myc은 여러 종류의 암

에서 이상발현이 관찰되는데 그 원인으로는 유전자 증폭이 가장

흔하다. 유전자 증폭에 의한 c-myc 과발현은 유방암, 장암,

위암, 자궁경부암, 폐암 등에서 보고되어 있고, 갑상샘 암에서도

c-myc 과발현이 보고되고 있다.19 본 연구에서 c-myc 발현은

PC, FC, UC, FA, NH에서 모두 높게 발현되어 정상 갑상샘 조

직에 비해 유의성을 보 다. PC와 FC에서 c-myc의 발현은 NH

에 비해서도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FC에서 c-myc의 발현은 FA

에 비해서도 유의성을 보 다. 그러나 각 암종들 사이에서는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유두상 암종의 림프절 전이여부와도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이 결과는 c-myc이 갑상샘의 PC와 FC

의 형성 초기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그러나 암

종의 분화 정도, 유두상 암종의 림프절 전이와는 연관성이 없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cyclin D1과 c-myc 양성발현이 일부 세포질에서

관찰되었고, 또 분화가 낮은 암의 경우 세포질에서 발현이 더욱

증가하 다. 이것은 cyclin D1이나 c-myc이 정상세포에서 암으

로 진행함에 따라 핵에서 세포질로 그 위치를 이동할 수 있는 가

능성을 제시한 것이다.20 이로 미루어 볼 때에 세포내의 염색 부

위에 해서는 추후 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p53, cyclin D1 및 c-myc은 모두 세포성장과 분화에 관여하

는 유전자로 서로 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특히 G1-S기 이행을

촉진하는 데 관여한다. 본 연구에서 p53, cyclin D1 및 c-myc의

공동 양성률이 갑상샘 종양에서 매우 높은 비율을 보 다. 이 결

과는 p53, cyclin D1 및 c-myc이 공동으로 세포의 성장과 분화

를 촉진하여 종양의 발생에 작용한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p53, cyclin D1 및 c-myc 발현은 모두 갑상샘 종

양의 형성 초기에 작용하여 종양의 발생에 관여하며, 특히 p53은

PC에서, c-myc은 PC와 FC에서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Cyclin D1과 c-myc 발현은 또한 NH의 발생에도 관

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p53, cyclin D1 및 c-myc 발현은 갑

상샘 종양의 발생이 서로 연관성이 있고 공동으로 세포주기에 작

용하여 종양의 성장을 촉진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p53, cyclin

D1 및 c-myc 발현은 갑상샘 암종의 진전, 분화 정도, 및 유두상

암종에서 림프절 전이와는 상관성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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