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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ression of p16, Rb and FHIT Proteins in Urothelial Carcinoma
of the Urinary Blad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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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The goal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xpression of p16, retinoblastoma
(Rb) and fragile histidine triad (FHIT) proteins in urothelial carcinomas of the urinary bladder,
and to evalu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opathlogic parameters and each protein expres-
sion level. Methods : The expression of p16, Rb, and FHIT proteins were studied in 176
patients with urothelial carcinoma of the urinary bladder by immunohistochemistry. Results :
The diffuse positive expression of the p16 protein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high grade
and advanced tumor depth (p=0.007 and p=0.020). The loss of the Rb protein was significant-
ly associated with old age and disease recurrence (p=0.020 and 0.037). The loss of the FHIT
protein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advanced tumor depth (p=0.002). Conclusions :
Our data suggest that p16 and FHIT proteins may be involved in the progression of urothelial
carcinoma. In addition, p16 may be a useful prognostic marker for individual urothelial carci-
noma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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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광의 요로상피암종에서 p16, Rb, FHIT 단백 발현에 한 연구

방광암 환자들의 임상 양상을 살펴보면, 처음 진단 시 근육을

침범하지 않는 표재성(Ta, T1, 혹은 Tis) 종양이 약 75% 나타

나고, 근육을 침범하는 종양이 약 20% 그리고 전이된 상태를

보이는 종양이 약 5% 정도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1 특히 표재

성 방광암(superficial bladder cancer)은 다양한 구성을 이루고

있는데, 같은 표재성 방광암이라 할지라도 저등급 유두상 종양

(low grade papillary tumor)은 재발률이 높지만 침윤성(inva-

sive) 방광암으로의 진행은 드문 반면, 고등급(high grade) 종

양은 근육 침범이나 전이 등 침윤성 방광암으로 진행되는 경우

가 많으며, 심한 경우 생명을 위협하기도 한다.2 또한 조직학적

으로 분화도가 좋아서 완치가 기 되는 암인데도 불구하고 진행

및 침습적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조직학적으로는

분화도가 나쁘지만 덜 침습적이서 완치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

듯 조직학적 분화도만으로는 환자의 예후를 예측하기 쉽지 않

고, 개별 환자의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분자생물학적 표지자도

부족한 실정이다.

방광암에 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지만, 아직까지

다양한 임상 양상을 초래하는 분자생물학적 기전에 해서는 명

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1 이에 저자들은 방광암 조직에서 종양

억제 유전자 그룹에 속한 것으로 알려진 p16, retinoblastoma

(Rb), fragile histidine triad (FHIT) 단백 발현이 요로상피암

종의 임상 병리학적 특징들(조직학적 분화도, 침윤 정도, 재발

여부 등)과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또 이들 단백의 발현 정

도가 개별 환자의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표지자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 다.

재료와 방법

연구 상

1997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고려 학교 의료원에서 방

광의 요로상피암종으로 진단된 176예를 상으로 하 다. 검체

들은 요로 경유 절제술 또는 근치적 방광 적출술을 통해 얻어진

조직들로 10% 중성 포르말린에 고정하고, 파라핀에 포매한 후

헤마톡실린-에오신으로 염색하 다. 

조직 미세 배열(Tissue microarray) 제작

상 증례의 헤마톡실린-에오신 염색 슬라이드를 재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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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증례의 조직학적 소견을 표할 수 있는 부위를 표시하고,

해당 파라핀 포매 조직에서 조직 배열기(Beecher Instruments

Inc., Sun Prairie, WI, USA)를 이용, 각 증례당 지름 1 mm

크기의 2개 부위를 채취하 다. 이때 조직들은 모든 임상 정보

로부터 분리하여 익명으로 처리되었다. 

면역화학 염색 및 판독

면역화학 염색은 ChemMate EnVision Kit (Dako, Carpen-

teria, CA, USA)를 이용하여 시행하 다. 절제된 조직 슬라이

드를 탈 파라핀화 시킨 후 건조시켜 1mM EDTA 완충액에 넣

고 극초단파 오븐에서 가열하 다. 그리고 0.3% H2O2/methanol

으로 20분간 처리한 후, 일차항체인 p16 (clone E6H4, dilution

1:100, Dakocytomation, Carpenteria, CA, USA), Rb (poly-

clonal, dilution 1:200, Neomarkers, Fremont, CA, USA),

FHIT (polyclonal, dilution 1:200, Neomarkers)를 반응시키고,

실온에서 이차 항체를 30분간 반응시킨 후 3.3′-diaminobenzidine

(DAB)으로 발색하고 Mayer’s 헤마톡실린으로 조 염색하 다.

그 후 두 명의 병리의사가 독립적으로 각 증례의 면역화학 염

색 반응을 판독하 는데, p16 단백은 핵과 세포질에 발현되는

것을 양성으로 판독하 고, Rb 단백은 종양세포의 핵에 갈색으

로 강하게 발현되는 경우를 양성으로, FHIT 단백은 세포질에

발현되는 것을 양성으로 판독하 다. 또한 p16, Rb, FHIT 단

백 모두 5% 미만의 종양세포에 염색되는 경우를 음성(-)으로,

5% 이상 50% 미만으로 염색되는 경우를 국소적 양성(focal

positive, 1+)으로, 그리고 50% 이상으로 염색되는 경우를 미

만성 양성(diffuse positive, 2+)으로 판독하 다.

통계 분석

연구 결과는 SPSS 10.0 (SPSS Inc., Chicago, IL, USA)의

2와 ANOVA 검정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즉 각 단백

의 발현 양상과 성별, 조직학적 등급, 침윤 정도 그리고 재발 여

부 등의 임상 병리학적 변수들과의 경향 비교는 2 검정을 이용

하 고, 평균 나이와의 비교는 ANOVA 검정을 이용하 다. 이

때 p값이 0.05 이하인 경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보았다.

결 과

환자의 연령은 31세에서 91세(평균 연령: 68세)로 이 중에서

남자는 156명, 여자는 20명이었다. 또한 전체 방광암 환자 중

편평 병변(flat lesion)은 없었으며, 모두 유두상 종양 환자들이

었다. 이 중 저등급 요로상피암종(low grade PUN)이 72예

(40.9%), 고등급 요로상피암종(high grade PUN)이 104예

(59.1%) 는데, 이를 병기별로 분류하면, Ta가 83예(47.2%),

T1이 49예(27.8%), T2가 32예(18.2%) 그리고 T3가 12예(6.8

Fig. 1. p16 expression by immunohistochemistry. Immunohistochemical stain for p16 shows diffuse and strong nuclear and cytoplasmic
reaction in high-grade invasive carcinoma (A), but loss of p16 expression in low-grade non-invasive tumor (B). 

A B

Negative
p-

value
Focal 

positive
Diffuse 
positive

Table 1. Clinicopathologic characteristics of 176 urothelial carci-
noma patients according to p16  expression

Mean age 68.1±10.8 65.9±12.6 67.1±13.3 0.543
Sex (M:F) 91:11 49:8 16:1 0.623

Grade 0.007
Low grade (n=72) 44 (61.1%) 27 (37.5%) 1 (1.4%)
High grade (n=104) 58 (55.8%) 30 (28.8%) 16 (15.4%)

Tumor depth 0.020
Ta, T1 (n=132) 80 (60.6%) 44 (33.3%) 8 (6.1%)
T2, T3 (n=44) 22 (50.0%) 13 (29.5%) 9 (20.5%)

Recurrence 0.509
Absent (n=112) 67 (59.8%) 33 (29.5%) 12 (10.7%)
Present (n=64) 35 (54.7%) 24 (37.5%) 5 (7.8%)

Total 102 (58.0%) 57 (32.4%) 17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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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며, 64예(36.4%)에서 재발을 보 다. 

p16 단백은 176예 중 102예(58.0%)에서 음성(-) 소견을 보

으며, 57예(32.4%)에서 국소적 양성(1+)을, 17예(9.6%)에서

미만성 양성(2+) 소견을 보 다(Fig. 1, Table 1). 또 p16 단

백 발현이 증가될수록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고등급 소견과 침

윤이 진행되는 경향을 보 는데(p=0.007, p=0.020, Table 1),

특히 주위 조직으로 침윤이 많이 발생하는 부위에서 더 강한 발

현을 보 다. 그러나 p16 단백 발현과 평균 나이, 성별, 재발 여

부와는 상관 관계가 없었다(Table 1).

Rb 단백은 149예(84.7%)가 음성(-)이었고, 25예(14.2%)에

서 국소적 양성(1+)을, 2예(1.1%)에서 미만성 양성(2+)의 소

견을 보 는데(Table 2), 특히 Rb 단백이 소실된 예에서 나이

가 많았고, 재발이 흔한 경향을 보 으며, 이는 통계학적으로도

유의하 다(p=0.020, p=0.037, Table 2). 그러나 Rb 단백 발

현과 성별, 조직학적 등급, 침윤 정도와는 상관 관계가 없었다

(Table 2).

그리고 FHIT 단백은 6예(3.4%)가 음성이었고, 163예(92.6

%)가 국소적 양성(1+)이었으며, 7예(4.0%)가 미만성 양성

(2+)이었다(Fig. 2, Table 3). FHIT 단백 또한 소실된 예에

서 침윤이 진행되는 경향을 보 는데, 이는 통계학적으로도 유

의하 다(p=0.002, Table 3). 그러나 FHIT 단백 발현과 평균

나이, 성별, 조직학적 등급, 재발 여부와는 상관 관계가 없었다

(Table 3).

고 찰

염색체 9p21에 위치한 p16은 INK4a로도 알려져 있는데, 이는

세포 주기에서 G1 세포의 음조절 인자(negative regulator)일

뿐 아니라, 다양한 종양에서 종양 발생 과정에 중요한 종양 억

Negative
p-

value
Focal 

positive
Diffuse 
positive

Mean age 67.7±11.2 66.3±11.2 45.0±31.1 0.020
Sex (M:F) 131:18 23:2 2:0 0.736

Grade 0.417
Low grade (n=72) 63 (87.5%) 9 (12.5%) 0 (0.0%)
High grade (n=104) 86 (82.7%) 16 (15.4%) 2 (1.9%)

Tumor depth 0.600
Ta, T1 (n=132) 111 (84.1%) 20 (15.1%) 1 (0.8%)
T2, T3 (n=44) 38 (86.4%) 5 (11.3%) 1 (2.3%)

Recurrence 0.037
Absent (n=112) 89 (79.5%) 21 (18.7%) 2 (1.8%)
Present (n=64) 60 (93.8%) 4 (6.2%) 0 (0.0%)

Total 149 (84.7%) 25 (14.2%) 2 (1.1%)

Table 2. Clinicopathologic characteristics of 176 urothelial car-
cinoma patients according to Rb expression

Negative
p-

value
Focal 

positive
Diffuse 
positive

Mean age 77.7±7.2 66.8±11.6 70.4±12.4 0.059
Sex (M:F) 5:1 146:17 5:2 0.306

Grade 0.116
Low grade (n=72) 0 (0.0%) 69 (95.8%) 3 (4.2%)
High grade (n=104) 6 (5.8%) 94 (90.4%) 4 (3.8%)

Tumor depth 0.002
Ta, T1 (n=132) 1 (0.8%) 127 (96.2%) 4 (3.0%)
T2, T3 (n=44) 5 (11.4%) 36 (81.8%) 3 (6.8%)

Recurrence 0.895
Absent (n=112) 4 (3.6%) 103 (92.0%) 5 (4.4%)
Present (n=64) 2 (3.1%) 60 (93.8%) 2 (3.1%)

Total 6 (3.4%) 163 (92.6%) 7 (4.0%)

Table 3. Clinicopathologic characteristics of 176 urothelial car-
cinoma patients according to FHIT expression

Fig. 2. FHIT expression by immunohistochemistry. Immunohistochemical stain for FHIT shows diffuse and strong cytoplasmic reaction in
non-invasive carcinoma (A), but loss of FHIT in invasive carcinoma (B). 

A B

Rb, retinoblastoma. FHIT, fragile histidine tri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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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유전자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또한 p16 단백은

cyclin-dependent kinase-cyclin complex들(CDK4와 CDK6)

과 결합하여 Rb 단백의 인산화 과정을 억제하는데, Rb 단백의

인산화는 전사 인자(transcription factor)인 E2F1을 방출시켜

S기로 진행하는데 필요한 유전자의 전사를 초래하므로 결과적

으로 p16의 불활성화(inactivation)는 조절되지 않는 종양 세포

증식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많은 암종에서 p16 유전자의 점 돌

연변이(point mutation), 촉진자 과메틸화(promoter hyperme-

thylation), 결손(deletion) 등이 보고되고 있다.3

한편, 방광의 요로상피암종에서도 p16 유전자의 변화가 보고

되고 있는데, p16 유전자의 이상이 초기 암 발생 과정에서 중요

한 역할을 한다는 보고가 있는가 하면,4 표재성에서 침윤성 종양

으로 진행되는 종양의 진행 과정에 좀 더 관여한다는 보고도 있

다.5 방광암의 예후 인자들과 면역화학 염색 검사를 통해 p16

단백 발현 변화 양상을 비교한 논문 역시 상반된 결과들이 많다.

몇 개의 논문들은 p16 단백이 소실되는 변화가 나쁜 예후를 예

측하게 하는 인자들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상관 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반면,6-8 Le Frere-Belda 등9은 침윤성 방광암(T2-T4)

에서 p16 단백 발현과 p16 mRNA가 오히려 증가하 고, 조직

학적으로 분화가 나빠질수록 p16 단백 발현과 p16 mRNA도

증가하 다고 보고하 다. 또한 Yin 등10은 정상 요로 상피에

비해 초기 요로 세포암인 요로상피내암(urothelial carcinoma in

situ)에서 p16 단백이 강한 발현을 보임으로써 p16 단백이 요로

상피내암을 진단하는 좋은 표지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 다.

이러한 연구 결과의 불일치는 일차적으로는 p16 단백의 면역

염색 결과에 한 해석 차이에 있다고 보여진다. 즉 요로상피암

종에서 p16 유전자는 종양 억제 유전자이므로 이의 소실을 전

제로 p16 단백 발현 양상을 분석한 결과 p16 단백이 소실된 예

들에서 암의 진행이 더 빨리 일어난다고 보고한 Kruger 등6과

Hitchings 등7은 p16 단백이 10% 이하로 발현될 때 단백 소실

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 반면, p16과 Rb 단백이 비정상적으로

발현되는 예들이 임상 병기가 높고 생존율도 낮은 것으로 보고

한 Shariat 등8은 p16 단백이 발현이 안 되거나, 50% 이상 과

발현되는 모두를 비정상적 발현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렇듯 p16 단백의 과발현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

는 이유는 사람의 유두종 바이러스(human papilloma virus)와

관련된 자궁암과 이형성(dysplasia)에서 p16 단백의 과발현이

진단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11 특히 Yin 등10

은 요로상피내암에서 정상 요로 상피나 반응성 비정형(reactive

atypia) 요로 상피에 비해 p16 단백이 강하게 발현되는 반면,

p16 단백 소실은 관찰되지 않는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도 p16 단백 발현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고

등급 암종과 침윤이 진행된 암종에서 증가하 는데, 이러한 결

과는 Le Frere-Belda 등9이 보고한 연구 결과와 비슷한 것으로,

요로상피암종에서는 p16 단백의 강한 발현이 단백 소실보다 나

쁜 예후와 더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요로상피암종

의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표지자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

이라고 본다. 

요로상피암종에서 p16 단백이 역설적으로 더 강한 발현을 보

이는 이유로 Yin 등10은 INK4a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inactive

p16ink4 단백 혹은 안정적 돌연변이 단백(stable mutated pro-

tein)을 증가시키거나 p53과 Rb cell cycle pathway의 이상이

p16 단백의 과발현을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한편, Rb 단백과 방광암의 예후인자와의 상관관계도 다양한

양상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Chatterjee 등12의 보고에 의하면

164명의 방광암 환자를 Rb 단백으로 면역화학 염색한 결과, 비

정상적으로 Rb 단백 발현(음성이거나 종양 세포의 50% 이상

에서 발현되는 경우)이 이루어진 경우, 임상 병기가 진행될수록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발현이 증가하 으며 조직학적 분화도도

나빠지고 재발률도 높았다. 

또한 Grossman 등13의 연구에서는 비정상적 Rb 단백 발현이

있는 예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생존율이 감소하 고, Cor-

don-Cardo 등14의 보고에서는 Rb 단백이 발현되지 않는(음성)

예에서 조직학적 분화도가 나쁘고 임상 병기가 진행되었으며,

생존율도 감소하 다. 반면, Hitchings 등7과 Santos 등15의 보

고에 의하면 비정상적인 Rb 단백 발현과 조직학적 등급, 임상

병기 등과는 상관 관계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도 Rb 단백은 방광암의 조직학적 분화도나 침윤

정도와는 상관 관계가 없었으며, Rb 단백이 소실된 예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재발이 많았고 평균 나이도 많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Rb 단백이 소실된 예가 많고 미만성으로 발현되는

예들이 매우 적어 Rb 단백 발현에 정확한 임상 병리학적 의미

를 부여하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Rb 단백 소실이 방광암 재발

을 예측할 수 있는 표지자로 기능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는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FHIT 유전자는 염색체 3p14.2에 위치한 유전자로 방광

암에서 종양 억제 유전자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는데,16 Skopelitou 등17은 110예의 방광암을 상으로 FHIT 단

백에 한 면역화학 검사를 한 결과, FHIT 단백 소실이 진행된

임상 병기와 유의하게 상관 관계가 있었으나, 다른 임상 양상

(나이, 조직학적 분화도, 재발 여부, 생존율) 등과는 상관 관계

가 없다고 보고하 다. 본 실험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침윤이 많

은 예들에서 FHIT 단백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 다. 그러나

FHIT 단백 발현이 소실된 예가 상 적으로 너무 적어 실제로

FHIT 단백 발현을 방광암의 예후 인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 결과, p16 단백은 요로상피암종의 분화도

가 나빠지거나 침윤이 진행될수록 강하게 발현되어, 방광암 환

자의 예후 표지자가 될 수 있으며, FHIT 단백 또한 발현 소실

이 종양의 침윤도가 증가할수록 자주 관찰됨으로써 FHIT 단백

이 방광암의 진행에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p16 단백과 FHIT 단백 발현 모두 방광암 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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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예후 표지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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