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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o￥ 프프
.. u;.

1. 제 목: 자궁경부암에서의 ras oncogene 및 major histocompatibility

complex (뻐C) 항원의 발현 양상에 관한 연구

I I. 연구의 북적 및 중요성

자궁경부암의 발암 기전에 human papiIlomavirus (HPV)가 관여한다는 사실은 찰 알

려져 있으며 , HPV외 transforming potential은 E6/E7 oncoprotein과 활성화핀 ras

。neogene과의 협조에 의한다는 보고가 많다. Ras gene은 signal transduction에 중요

한 G protein과 유사한 p2l율 생성하는 protooncogene으로서 인체 종양 세포에서 가장

흔하 발현되는 。neogene이다. 한연 종양 변역에 충요한 역할율 하는 major

histocompatibility complex (뻐C) 항원에 관하여 인체 각종 종양에서 그 비정상척 발

현이 기술되어 있는데， 각종 oncogene 및 virus -ras , myc, adenovirus , hepatitis B

virus , cytomegalovirus- 가 이를 변조할 수 있다. 저자틀은 자궁경부암에서의 HPV

DNA 발현에 관한 연구에 이어서 ras 및 MHC gene 발현을 살펴보고 이틀의 관계를 규명

해 보고자 하였다.

III.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992년 l월 이후 본원에서 생검에 의해 병러학적으로 자궁경부의 칩윤성 면명세포

암종의 진단이 이루어진 연숙척 중례 50예를 실험 대상으로 microprobe immunostainer

률 이용한 pan-ras (Ab-l) antibody 및 anti -DR antib여y에 대한 immunohistochemical

study를 시행하여 그 발현 양상을 초사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찬쳐l의 52%인 26예와 22%인 11 예가 각각 ras 및 DR 항원에 양성이었고， 이 둘 간에

직접척인 상관관계는 없었다. 조직학척 유형에 따른 ras 및 DR 양성도의 차이는 없었

고， 미만성 분포로서 세포질 전체에 걸친 과럽상 염색 양상율 보였다. 먼저 설사했먼

HPV type 16/18 in situ hybridization에서 4예가 양성이었는데， 이 때 나타난 양성

세포들은 다양한 ras 및 DR 반웅율 보였고 분포도 국소척이어서， HPV, ras 및 DR 발현

의 상호 영향을 조직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었다. 자궁경부암에서의 ras oncogene 및

MHC 항원의 발현을 조사하고. 지금까지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neogene과 MHC, HPV와

MHC, 맨V와 oncogene의 관계를 유추해 봄은 우리나라 여성암 1위인 자궁경부암의 병

리 및 병인의 이해에 도움이 되리라고 사료된다.



Sill뻐ARY

I. Project Title: Expression of ras oncogene and major histocompatibility

하ltigen in carcinomas of the uterine cervix

II. Objectives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It is now clear that the tum야igenesis of cervical squamous cell carcinomas

involves human papillomavirus(HPV) , of 따\ich transforming potential c없 be

mediated by c∞peration with activated ras gene. Ras is the most commonly found

。neogene in human cancers , encoding p21 which is analogous to G protein 없d

important in the signal transduction. Aberrant or reduced major

histocompatibility complex(뻐C) antigen expression has been described in various

human cancers. It is interesting that sever‘al oncogenes and viruses -ras, myc ,

adenovirus , hepatitis B virus , cytomegalovirus- c뻐 modulate 뻐C expression of

tumor cells. 까lis study was planned following in situ hibridization. study for

HPV , to investigate the incidence anf pattern of activated ras gene and 뻐C

class II antigen expression in squamous cell carcinomas of the uterine cervix

and to find any correlation between ras , 싸fC and HPV expression.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마ect

Consecutive 50 cases of squ뼈ous cell carcinomas of the uterine cervix

diagnosed in 1992 were subjected to immunohistochemical study for p킹l-ras and

anti-DR antibody using a microprobe il血unostainer.

IV. Results and Proφsal far Application

Activated ras and aberrant DR expression were noted in 26 cases (52%) and 11

cases (22%) of cervical squamous cell carcinomas, respectively , without

di fference among histologic types. π\e reaction was mainly intracytoplasmic ,

wi th granular staining pattern and diffuse distribution. No direct histologic

correlation between ras and DR expression was found. Four cases with HPV 16/18

DNA in su야rficial koilocytotic cells showed various expression of ras and DR ,

and these 3 factors histologically did not seem to be affected one another. It

would be helpful to investigate and correlate imp야tant pathogenetic factors of

a tumor, thou뱉 the present results were partly negative, in understanding of

pathogenesis of the tum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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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료료
'-

자궁경부암의 발암 기전에 human papi llomavirus (HPV)가 관여할 것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HPV의 transforming potential은 E6/E7 oncoprotein과 활성화된 ras

。neogene과의 협조에 의한다는 보고가 많으며1‘3) ’ 이 E6 및 E7 oncoprote i n은 또한

tωDor suppressor gene product인 p53 및 pl05-RB와 각각 결합한다고 밝혀졌다(-71

저자툴은 자궁경부암에서의 HPVDNA 발현에 관한 연구에 이어서 ras oncogene 발현율

살펴보고자 하였다. Ras gene family는 signal transduction에 중요한 G protein과 유

사한 p21율 생생하는 protooncogene으로서 인체 종양 세포에서 가장 흔히 발현되는

oncogene이다. Oncogene으로서의 ras gene은 주로 point mutation어} 의해 GTPase

activity에 이상이 생긴 protein을 encode하며 대장. 위장， 식도， 펴l 동 여 러 장기의

암종에서 아와 같이 활성화된 p21 의 발현이 보고된 바 있다8-11) 자궁경부암에서는 p21

발현이 상피내암종의 15-50%, 침윤성 암종의 12-80%에서 관찰되었다는 다양한 보고가

있고12-16) ’ 예후에 미치눈 영향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다](-17) 한편 총양 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m려or histocompatibility (뻐C) 항원 발현에 관하여 인체 각종 종양에서

그 비정상적 발현이 기술되어 있는데， 각종 oncogene 및 virus -ras , myc ,

adenovirus , hepatitis B virus, cytomegalovirus- 가 이률 변조할 수 있다는 점이 흥

미롭다18-19) 이 점이 발암 거전에 어느 정도 기여할지는 미지수이다. 자궁경부암의

16%에서 MHC class I의 완천 또는 붙완전 소설이 발견되었으나맨V 16 빛 18 DNA와 직

접적인 관계는 없었다는 보고가 있다201 본 연구에서는 뻐C class II 륙 DR antigen

발현이 활성화된 ras gene 및 HPV gene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조사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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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창 초검L
'-

료갚
'-

제 1 철 연구 내용 빛 방법

1. 연구 재료

1992년 1월 이후 본원에서 생검에 의해 병리학적으로 자궁경부의 침윤성 연펑세포

압종의 진단이 이루어진 .연속척 중례 50예를 실합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들의

hematoxyl in-eosin stained 51 ide률 review하였다. 이 중 40예가 non-keratinizing
large cell type , 10예가 keratinizing type에 해당하였다.

2. 연구 방법

Mi~roprobe immunosta~ner 률 이용한 맹n-ras (Ab-l) antibody 및 anti -DR antib여y

에 대한 immunohistochemical study률 시행하여 그 발현 양상을 조사하였다.

방법 1) Formalin 고정 후 paraffin 포매된 조직울 5~ 투께로 절연한 후 60t
。ven에서 1시간 동안 가열하여 paraffin울 돕인다.

2) Hi5toclear 와 xylene율 3: 1로 혼합한 dewaxing agent에 Bot 에서 3회.

실온에서 l회 처리한다.

3) Absolute alcohol에 실옹에서 4회 처리하여 rehydration시 킨다.

4) Endogenous peroxidase activity률 없애기 위하여 o. 3% H~2-methanol 율

40t에서 2분 간 가한다.

5) Buffer로 1회 세척한다.

6) Normal blocking serum율 40t에서 2분 간 가한다.

7) Primary antibody를 40t에서 10분 간 가한다.

8) Buffer로 2회 세척한다.

9) Biotinylated secondary antibody률 40t에서 5분 간 가한다.

10) Buffer로 2회 세척한다.

11) Peroxidase reagent률 40t에서 5분 간 가한다.

12) Buffer로 1회 세척한다.

13) Peroxidase enhancer reagent로 l회 처 리한다.

14) Chromogen율 40"C에서 10분 간 2회 가한다.

15) 충류수로 1회 세척한다.

16) Hematoxylin 에 30초 간 counterstaing 한다.

17) 중류수에 1회， buffer에 1회， 다시 중류수에 1획 세척한다.

18) 수성 매체로 봉입하고 건초시킨 후 광학현미경 하에 검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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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철 연구 결과 및 고촬

1. 연구 결과

Ras oncogene에 대하여 전혜의 52%인 26예가 양성 반웅을 보였다. 이 충 20여l는 약

양성. 6예는 강양성율 보였고， 미만성 분포로 세포질 내에 과립상으로 염색되는 양상

율 보였다 (Fig.l). Non-keratinizing type의 50%와 keratinizing type의 6()%가 ras

발현을 보여서 조직학척 유형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비정상척인 DR 항원 발현운 11예

(22%) 에서 판찰되었다. 이틀의 업잭 양상 역시 ras의 경우와 유사했으나， 강한 반웅율

보인 몇몇 예에서는 세포막율 따라 선상으로 염씌되기도 하였다.. 11예 중 8예는 ras

양성. 3예는 ras 음성아어서 ras 양성인 경우가 많았으나， 통계척으로 의미있는 관계

는 아니었다. 또한 ras와 DR 모두 나용 예에서 양성으로 염색된 세포들율 조칙학적으

로 바교 판찰해 보았율 때， 직접적인 연관성율 찾율 수 없었다 (Fig.2). DR 발현은

non-keratinizing type의 23% 및 keratinizing type의 20"..6에서 관찰되어 종양 유형에

따른 차이는 역시 없었다. 사전에 실시한 HPV type 16/18에 대한 in situ

hybridization에서는 4예가 양성이었는데， 주로 표재성의 koilocyte에서만 국소적으로

양성 반웅이 관찰되었다. 이 세포률이 ras 혹은 DR율 륙이척으로 발현하는 소견은 찾

을 수 없었고 (Fig.3) , 4예 충 2예는 ras와 DR 모두 음성， 1예는 ras 양성 DR 음성， 1

예논 ras 읍성 DR 양성을 보이는 등 변역조직화학척 결과로는 이 세가지 인자틀의 상

호 연관성을 찾율 수 없었다. 이 결과를 요약하면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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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I. Strongly positive reaction for ras (left) and weak positivity

for DR (right) in a keratinizing type sq떠mous cell carcinoma ,

showing granular cytoplasmic staining (xI75).

Fig.2. Weak cytoplasmic reaction for ras (left) and strong staining for
DR along the cell membrane (ri빼t) in a non-keratiniaing large

cell type carcinoma (xI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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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 Presence of HPV type 16/18 DNA (left) did not influence the
ras (middle) or DR (ri링1t) expression of the cells (xI75).

Table 1. Results of immunohistochemical study on ras and DR expression
and in situ hybridization for HPV type 16/18 DNA

HPV(+) HPV(-)

ras(+) ras(-) ras(+) ras(-) Total

DR(+) 8 2 11

DR(-) 1 2 17 19 39

Total 3 25 2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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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찰

최근 각종 종양에서의 oncogene 발현에 관하여 많은 연구가 있어 왔으나， 주로 서

양에 호발하는 종양에 국한되었고•.우리나라에 많은 자궁경부암에 관한 oncogene 연구

는 그다지 활발하지 못하다. 륙히 자궁경부암에는 그 원인 인자로서 HPV가 환여하며

HPV의 。neogenic pro야rty는 각종 oncogene과의 상호 작용에 의한다고 최근 밝혀져고

있어서 이률의 관계를 조직학적으로 살펴볼은 흉미로운 과쩨이다. In situ

hybridization technique운 Southern blotting이나 p이ymerase chain reaction에 비해

만갑도가 떨어지지만. viral DNA률 합유한 바로 그 세포의 다른 표현형을 비교 관찰힐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매V의 역할윤 주로 발암 과정의 초거 단계의 cell

initiation에 있다고 생각되며 primary rat embryonal cell율 이용한 실험에서 활성화

원 ras oncogene와 협조하여 transformation율 일￡킨다고 밝혀졌다1-3) 이는 매V의

E7 oncoprotein 에 의한 것으로 adenovirus 의 E1A protein과 유사한 착용이다2) 아 E7

。ncoprotein 이 RB gene product인 pI05-RB와 결합한다는 점도 adenovi'rus EIA와 유사

하다6.7) 자궁경부 총양에서의 ras oncogene 벌현에 환하여. cervical

intraepithelial neoplasia(CIN)에셔는 grade가 높율수륙 벨현율이 높으나， CIN III와

microinvasive 또는 invasive carcinoma 간에는 차이가 없다는 보고률이 있어서12.13)’

ras gene 역시 cervical sq떠mous cell carcinogenesis의 초기 단계에 관여할 것이라

고 추측된다. 본 연구에서는 침올성 압총 50예의 52%가 활성화된 p21의 발현을 보여서

Sa홉ae 동의 보고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고， 업색 양상도 동일하였다14) 이률은 자궁경

부압에서의 r‘as oncogene 발현이 예후와 관련된 요소의 하나임에는 틀림없으나 총양의

유형에 따라 그 방향이 달라서 large cell type에서는 나쁜 예후， small cell type에

서는 좋은 예후와 관련된다고 하였다14). Hayashi 뭉은 p21 양성인 자궁경부 면명세포

암종이 눔은 립프절 전이율율 보였다고 하였다15)

한펀 뻐C gene의 발현은 transformed cell의 생물학척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한 표현형으로 각종 oncogene 및 virus어l 의해서 변조될 수 있다고 한다. Adenovi rus

EIA는 뻐C class I 발현을 확실히 감소샤키는데l6l ， EiA와 작용이 유사한 HPV

oncoprotein에서도 이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ras gene은 interferon에 의

한 class II 유도률 현저히 억제한다19 ’. 반면 EIA는 interferon의 inducib i1 i ty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19) 따라서 자궁경부암의 초기 발암 과정에서 HPV E6/E7과 활성

화된 ras gene product의 상호작용야 빠lC 발현에 영향율 미칠 가능성율 고려할 수 있

다. 그러나 이 점이 tumorigenesis의 한 기전으로 작용할 지는 미지수이다. 자궁경부

압에서 뻐C 항원 발현에 판하여 축적환 결과는 소수이다. Connor 동은 자궁경부암의

16%에서 MHC class I 항원 말현이 소설되었으며 이논 총양의 유형， 분화정도， 임상적

병기， HPV 16/18 폰채 여부와는 무판하였다고 보고하였다20) 자궁경부암에서의 class

II 뻐C 항원 말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비정상적인 DR 발현은 대장암， 유방암，

폐암， 위암 동에서 보고된 바 있으며， 종양의 분화 정도와 관계가 있다고 한다21-24)

본 연구에서는 비정상적인 DR 발현이 자궁경부암의 11%에서 관촬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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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keratinizing type과 keratinizing type 깐， 축 분화의 정도에 따른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또한 ras와 DR 발현 앙상율 버꼬해 보았을 때 면역초직화학척 검색상에서

는 ras oncogene과 DR 발현 간에 연관성이 없었다. 세포 내 맨V INA의 존재도 ras

gene의 활성화 및 비정상척 DR 발현에 영향율 미친다는 충거률 찾율 수 없었는데， 이

에는 종양이 진행하면서 HPV copy는 첨점 감소하는 반면 다른 비정상척 표현형의 발

현은 증가하는 양적인 불균형이 문혜가 된다고 생각된다.

제 3 장 결론 및 건의 사항

자궁경부의 ; 펀명상피압종 50예률 대상으로 microprobe immunostainer률 이용한

뼈n-ras (Ab-l) antibαiy 및 anti-DR antibody에 대한 immunohistochemical study률

시행하여 다음의 결론율 얻었다. 천체의 52%와 22%에서 각각 activated ras oncogene

및 비정상척 DR 발현이 판찰되었고， 조직학척 유형 간에 양성도의 '*}이는 없었다. 이

두 가지 표현형 간에 면역조칙화학척 검색상 칙첩척인 연판생운 환찰되지 않았고， 맨V

type 16/18 DNA 존재가 활성화된 ras gene 또는 DR 말현의 변조에 영향율 미친다는 증

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자궁경부암에서의 ras oncogene 및 뻐C 항원의 발현율 조사하

고， 지금까지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oncogene과 뻐C. 매V와 뻐C. HPV와 。neogene의

관계를 유추해 붐은 우리나라 여성암 1위인 자궁경부암의 병리 및 병인의 이해에 도옵

이 되리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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