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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세포주기의 조절곤란은 종양의 발생과 진행에 향을 미친다. 몇가지 알려진 연부조

직 육종에 한 면역 조직화학적 예후인자 들이 있지만 상반된 연구도 있고 G1/S phase관계

되는 인자에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저자는 연부조직 육종의 재발 및 전이

와 관계된 G1/S phase 세포조절주기 단백의 면역화학적 예후인자를 알아보고자 하 다.

상 및 방법: 1998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연부조직 육종으로 진단된 환자 중 최소한

1년이상 추시관찰이 가능하고 파라핀 블록의 보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43예의 환자를 상으

로 연구하 다. 지방육종 15예, 악성 섬유성조직구증 13예, 횡문근육종 5예, 활막육종 5예,

평활근육종 3예, 섬유육종이 2예 다. 모든 환자의 조직은 전 절제술로 제거된 조직을 상으

로 Cyclin D1, Cyclin E, CDK4, CDK, p16, p27, Rb, E2F-1, p53, Ki-67 등의 면역

조직화학적 발현을 조직 microarray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환자의 국소 재발 및 전이에

따른 예후를 비교분석하 다. 

결과: 국소 재발은 8예(19%)에서 일어났으며 이것은 Cyclin E(p=0.024), E2F-

1(p=0.046)의 발현과 연관이 있었다. 전이는 16예(37%)에서 일어났으며 CDK4의 증가와 연

관이 있었다(p=0.031).

결론: Cyclin E와 E2F-1이 연부조직 육종의 국소 재발과 관련있는 예후를 제공해주었고,

CDK4가 전이를 예측할 수 있는 독립적인 예후를 제공해주었다. 따라서 조직 검사시 이들 표

식자들의 적절한 사용이 환자의 예후를 예측하고 치료의 범위를 결정 짖는데 중요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색인 단어: 연부조직 육종, 면역화학적 예후인자



서 론

성인의 사지 및 체간의 연부조직 육종은 악성도가

높은 종양으로 모든 악성 종양의 약 1%이내를 차지

하나 50종 이상의 다양한 조직병리학적 세분류를 가

진다9,33). 다양한 양상의 종류만큼 다양한 특징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예후를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현재

까지 제시된 예후 예측 인자들로는 종양의 크기, 종

양의 깊이, 악성도, 세포분화도, 종양 괴사, 혈관침

범정도, 국소재발 유무등이 있다4,12,28,29). 세포주기 조

절에는 cyclin, cyclin dependent kinase (CDK)

및 CDK 억제인자(CDK inhibitor, CDKI) 등이

관련된다. G1/S 세포주기에서 cyclin D1에 의해

활성화된 CDK4는 Rb를 불활성화하고 이에 E2F

전사인자가 유리되면서 G1기에서 S기로 진행되는

데, p16은 주로 Cyclin D1/CDK4의 활성을 억제

하여 세포주기의 진행을 방해한다. Cyclin E는 G1

기 말기 에 발현되어 CDK2와 결합하여 S기로의 진

행을 촉진하게 된다. 이 과정에 작용하는 CDKI로는

p16 외에도 p15, p21, p27 등이있다. 세포주기의

조절곤란은 종양의 발생과 진행에 향을 미친다.

몇가지 알려진 연부조직 육종에 한 면역 조직화학

적 예후인자 들이 있지만 상반된 연구도 있고 G1/S

phase관계되는 인자에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

이다. 따라서 저자는 Tissue microarray tech-

nique 와 면역조직염색을 이용하여 연부조직 육종

의 재발 및 전이와 관계된 G1/S phase 세포조절주

기 단백의 면역화학적 예후인자를 알아보고자 하 다.

연구 상 및 방법

1. 연구 재료

1998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수술로써 절제

된 연부조직 육종 중 파라핀 블록의 보존상태가 양

호한 43예를 상으로 하 다. 증례는 지방육종 15

예, 악성 섬유성조직구증 13예, 횡문근육종 5예, 활

막육종 5예, 평활근육종 3예, 섬유육종 2예 다. 수

술 전에 방사선 요법이나 화학 요법을 받은 예는 연

구 상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모든 환자들은 수술

전 조직 검사상 악성으로 진단되어 광범위 절제술을

시행하 다. 술 후 항암 치료를 시행한 례는 22례,

술 후 방사선 치료만 시행한 례는 18례 다. 술 전

항암 치료를 시행한 례는 없었으며, 술 후 항암 치료

를 시행한 모든 례에서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 다.

모든 조직은 광학 현미경 하에서 재검경하여 병리

진단을 확인하 고, FNCLCC 체계에 의하여 조직

학적 등급을 결정하 으며, 환자의 임상 기록을 검

토하여 재발, 전이 및 생존 여부를 추적 조사하 다.

추적 조사가 가능한 예는 총 39예 고, 최소 18개월

부터 98개월 동안의 경과 관찰 중 국소 재발이 8예,

전이가 16예에서 관찰되었으며, 국소 재발과 전이가

모두 일어난 경우가 2예 있었다. 총 43예의 표적

인 파라핀 포매괴를 선택하여 조직 미세배열(tissue

microarray) 슬라이드를 제작하 고 G1/S 세포주

기 조절단백에 관한 면역조직화학염색을 실시하여

평가하 다. 그리고, 추적 관찰이 가능한 39예를

상으로 이들 단백 발현 유무와 재발 및 전이와의 상

관관계를 분석하 다.

2. 조직 미세배열 블록 제작

괴사나 출혈이 없고 조직의 보존이 양호한 부위를

슬라이드에 표시하여 해당 부위를 다시 블록에 표시

한 후 채취하 는데, Beecher instrument (Silver

Springs, MD, USA)를 이용하 으며, 1.5 mm

직경의 펀치로 모두 2장의 조직배열 블록을 제작하

다. 블록의 표면을 고르게 하고, 코어 조직과 공여

블록사이의 파라핀 결합이 충분히 되도록 하기 위해

45。C에서 1시간 둔 후 뒤집어 약간의 무게를 주면서

다시 10분 incubation한 다음 4。C에 두어 파라핀

이 잘 응고될 수 있도록 하 다. 블록 제작 후 1장

의 H-E 슬라이드를 만들어 공여 조직과 비교하 다. 

3. 면역조직화학검사

2장의 조직 미세배열 슬라이드를 각각 4 μm 두께

의 절편을 얻어 xylene으로 탈파라핀한 후 여러 농

도로 희석한 알코올로 함수과정을 거친 후 0.01 M

citrate buffer (pH 6.0)에 넣고 가압증기멸균기

(autoclave)에서 120。C로 15분간 가열하여 항원성

을 증가시켰다. 내인성 peroxidase의 작용 방지를

위해 3% 과산화수소수를 이용하여 30분간 처리하

다. 면역조직화학염색은 avidin-biotin peroxid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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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인 Vectastain ABC elite kit (Vector labo-

ratories, Burlingame, CA, USA)를 사용하

다. 먼저 5% 정상 염소혈청으로 비특이적인 항원-

항체반응을 억제시킨 후, 일차항체인 Cyclin D1

(Lab Vision, USA), CyclinE (Lab Vision,

USA), CDK4 (Santa Cruz, CA), CDK (Lab

Vision, USA), p16(Lab Vision, USA), p27

(Lab Vision, USA), Rb (Dako, USA), E2F-1

(Santa Cruz, CA), p53 (Dako, USA), Ki-67

(Dako, USA)를 1:100으로 희석하여 사용하 다.

발색은 Diaminobenzidine (DAB)로 하 으며

조염색은 Mayer hematoxylin을이용하 다.

각 항체에 한 양성 조군으로 Cyclin D1은 유

방암종 조직, Cyclin E는 태반 조직, CD4는 정상

피부조직, p16INK4a와 p53은 장암종 조직,

CDK2, Rb, E2F-1, Ki-67은 편도 조직을 각각 이

용하 고, 음성 조군으로는 일차 항체 신 PBS

를 사용하 다.

종양세포의 핵에 갈색으로 염색될 때 양성으로 판

정하 고, 각 증례들에서 양성으로 염색된 세포와

전체 종양 세포의 비율을 관찰하 다. 단, p16INK

4a의 경우 세포질에 염색이 동반된 경우도 함께 양

성으로 판정하 다. Cyclin D1, Cyclin E,

CDK4, CDK2, E2F-1, p53은 종양세포의 양성율

이 10% 이상인 경우를 양성인 것으로 분류하 다.

Rb, p16INK4a, p27은 종양세포의 10% 미만으로

염색되는 경우를 음성, 10~49%인 경우 불균질 양

상, 50%이상은 양성으로 판정하 는데, 음성 또는

불균질 양상인 경우 발현 감소군으로 하 다. Ki67

은 양성세포의 백분율을 계산하여 Ki-67 표지지수

(Ki-67 labeling index, LI)로 하 다.

4. 통계학적 분석

통계학적 처리는 SPSS version 10.0(SPSS

Inc., Chicago, USA)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Pearson Chi-square 검정과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이용하 고, Pearson 상관분석을 통하여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평가(correlation coefficient, γ)하

다. 유의 수준은 p<0.05로 정하 다.

결 과

총 43예의 연령 분포는 5~81세(평균 53.5세)

고, 남자는 20예이고 여자는 23예 다. 모든 종양을

종양 분화도, 괴사, 유사분열 수에 따라 조직학적 등

급을 나누었을 때 1등급이 9예(20.9%), 2등급이

14예(32.6%), 3등급이 20예(46.5%) 다. 본 연구

에서 G1/S 세포 주기 조절단백들의 발현에 관한 결

과는 다음과 같고(Table 1, 2), 이들 단백들간의 상

관관계를 분석하 다(Table 3). 그리고, 추적 관찰

이 가능했던 39예에서 종양의 재발 또는 전이와 이

들 단백들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 다(Table 4).

1. Cyclin D1의 발현

Cyclin D1의 발현은 총 43예 중 25예(58.1%)에

서 양성이었고, 이 중 지방육종 6예(40.0%), 악성

섬유 조직구증 9예(69.2%), 횡문근육종 3예

(60.0%), 활막육종 4예(80.0%), 평활근육종 1예

(33.3%), 그리고 섬유육종 2예(100%) 다. 종양의

종류에 따른 양성율의 차이는 없었다(chi-square

test, p=0.202). 조직학적 등급간 비교에서 1등급은

6예(66.7%), 2등급은 9예(64.3%), 3등급은 10예

(50.0%)를 보여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다(chi-

square test, p=0.348). 종양이 재발한 경우 6예

(75.0%)에서 양성을 보이고 재발하지 않은 경우 16

예(51.6%)에서 양성을 보 고, 종양이 전이한 경우

9예(56.3%), 종양이 전이하지 않은 경우 13예

(56.5%)에서 양성을 보 다. 종양이 재발한 6예 중

술 후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는 4예,

방사선 치료만 받은 경우가 2예 으며, 종양이 전

이된 9예 중 술 후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는 4예, 방사선 치료만 받은 경우가 5예 다.

모두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다(p=0.246, 0.987).

2. Cyclin E의 발현

Cyclin E은 18예(41.9%)에서 양성이었고, 이 중

지방육종 9예(60.0%), 악성 섬유조직구증 6예

(46.2%), 횡문근육종 1예(20.0%), 활막육종 0예

(0%), 평활근육종 2예(66.7%), 그리고 섬유육종 0

예(0%) 다. 종양의 종류에 따른 양성율의 차이는

— 한골관절종양학회지: 제 14 권 제 2 호 200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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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chi-square test, p=0.057). 조직학적 등급

간 비교에서 1등급은 2예(22.2%), 2등급은 4예

(28.6%), 3등급은 12예(60.0%)를 보여 종양의 조

직학적 등급이 높을수록 양성율이 의미있게 증가하

다(Pearson relative correlation coefficient

analysis, p=0.024, γ=0.362). 종양이 재발한 경우

6예(75.0%)에서 양성을 보이지만 재발하지 않은 경

우 11예(35.5%)에서만 양성을 보 으며, 종양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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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xpression status of G1/S cell cycle regulatory proteins in soft tissue sarcoma

Histologic type

LS (%) MFH (%) RMS (%) SS (%) LMS (%) FS (%) Total (%)

Cyclin D1 6/15 9/13 3/5 4/5 1/3 2/2 25/43
(40.0) (69.2) (60.0) (80.0) (33.3) (100.0) (58.1)

Cyclin E 9/15 6/13 1/5 0/5 2/3 0/2 18/43
(60.0) (46.2) (20.0) (0) (66.6) (0) (41.9)

CDK4 8/15 1/13 0/5 3/5 0/3 1/2 13/43
(53.3) (0.1) (0) (60.0) (0) (50.0) (30.2)

CDK2 14/15 11/13 1/5 2/5 3/3 2/2 33/43
(93.3) (84.6) (20.0) (40.0) (100.0) (100.0) (76.7)

p16 6/15 5/13 3/5 1/5 2/3 0/2 17/43
(40.0) (38.5) (60.0) (20.0) (66.6) (0) (39.5)

p27 10/15 4/13 0/5 4/5 2/3 1/2 21/43
(66.7) (30.8) (0) (80.0) (66.6) (50.0) (48.8)

Rb 7/15 8/13 4/5 2/5 1/3 2/2 24/43
(46.7) (61.5) (80.0) (40.0) (33.3) (100.0) (55.8)

E2F-1 6/15 6/13 1/5 4/5 1/3 2/2 20/43
(40.0) (46.2) (20.0) (80.0) (33.3) (100.0) (46.5)

p53 5/15 2/13 2/5 5/5 2/3 2/2 18/43
(33.3) (15.2) (40.0) (100.0) (66.6) (100.0) (41.9)

ki67 LI 19.8 25.0 35.4 21.0 18.3 15.0 23.0
(mean±SD) ±14.8 ±14.1 ±22.7 ±8.9 ±10.4 ±7.1 ±14.9

LS: liposarcoma, MFH: malignant fibrous histiocytoma, RMS: rhabdomyosarcoma, SS: synovial sarcoma, LMS:
leiomyosarcoma, FS: fibrosarcoma, LI: labelling Index.

Table 2. Correlation of G1/S cell cycle regulatory proteins with histologic grade of soft tissue sarcoma

Histologic grade

1 (%) 2 (%) 3 (%) p value

Cyclin D1 6/9 (66.7) 19/14 (64.3) 10/20 (50.0) 0.348
Cyclin E 2/9 (22.2) 14/14 (28.6) 12/20 (60.0) 0.031
CDK4 5/9 (55.6) 15/14 (35.7) 13/20 (15.0) 0.115
CDK2 8/9 (88.9) 10/14 (71.4) 15/20 (75.0) 0.510
p16 4/9( 44.4) 15/14 (35.7) 18/20 (40.0) 0.890
p27 5/9 (55.6) 19/14 (64.3) 17/20 (35.0) 0.193
Rb 7/9 (77.8) 18/14 (57.1) 19/20 (45.0) 0.107
E2F-1 4/9 (44.4) 18/14 (57.1) 18/20 (40.0) 0.666
p53 6/9 (66.7) 15/14 (35.7) 17/20 (35.0) 0.158
ki67 LI 10.2±4.8 18.6±10.3 31.9±15.3 0.000



발한 6예 중 술 후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는 4예, 방사선 치료만 받은 경우는 2예 고,

종양의 재발과 cyclin E의 발현은 통계학적으로 의

미있는 상관성을 보 다(Pearson relative corre-

lation coefficient analysis, p=0.046, γ=0.322).

그러나, 종양이 전이한 경우 8예(50.0%), 종양이

전이하지 않은 경우 9예(39.1%)에서 양성을 보 으

며, 종양이 전이한 8예 중 술 후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가 4예, 방사선 치료만 받은 경우

가 4예 고, 통계학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p=0.514).

3. CDK4의 발현

CDK4는 13예(30.2%)에서 양성이었고, 이 중 지

방육종 8예(53.3%), 악성 섬유조직구증 1예

(0.1%), 횡문근육종 0예(0%), 활막육종 3예

(60.0%), 평활근육종 0예(0%), 그리고 섬유육종 1

예(50.0%)에서 양성을 보여 종양의 종류에 따른 차

이는 없었다(chi-square test, p=0.482). 조직학적

등급과 CDK4 단백 발현을 비교하 을 때 1등급은

5예(55.6%), 2등급은 5예(35.7%), 3등급은 3예

(15.0%)를 보여 종양의 조직학적 등급이 높을수록

양성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 으나, 통계학적 유의

성은 없었다(Pearson relative correlation coef-

ficient analysis, p=0.115, γ=-0.257). 종양이 재

발한 경우 1예(12.5%), 재발하지 않은 경우 9예

(29.0%)에서 양성을 보 으며, 종양이 재발한 1예

는 술 후 방사선 치료만 받은 경우 고, 종양의 재발

과 CDK4 단백 발현간의 통계학적의 연관성은 없었

다(p=0.353).

그러나, 종양이 전이한 경우 7예(43.8%)에서 양

성을 보이는 반면 종양이 전이하지 않은 경우 3예

(13.0%)에서만 양성을 보 으며, 종양이 전이한 7

예 중 술 후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가

4예, 방사선 치료만 받은 군이 3예 고, 종양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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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rrelation between G1/S cell cycle regulatory proteins

Cyclin D1 Cyclin E CDK4 CDK2 p16 p27 Rb E2F-1 p53

Cyclin p
- - - - - - - - -

D1 C.C

Cyclin p -0.061
- - - - - - - -

E C.C -0.710

CDK4
p -0.043 -0.328

- - - - - - -
C.C -0.797 -0.161

CDK2
p -0.194 -0.004 -0.065

- - - - - -
C.C -0.237 -0.447 -0.298

p16
p -0.007 -0.987 -0.424 -0.575

- - - - -
C.C -0.423 -0.003 -0.132 -0.093

p27
p -0.088 -0.595 -0.083 -0.033 -0.808

- - - -
C.C -0.595 -0.088 -0.281 -0.343 -0.040

Rb
p -0.000 -0.279 -0.535 -0.395 -0.032 -0.886

- - -
C.C -0.592 -0.178 -0.102 -0.140 -0.176 -0.024

E2F-1
p -0.026 -0.096 -0.797 -0.048 -0.987 -0.172 0.653

- -
C.C -0.356 -0.270 -0.043 -0.319 -0.003 -0.223 -0.074

p53
p -0.018 -0.097 -0.398 -0.952 -0.158 -0.490 0.845 0.108

-
C.C -0.376 -0.270 -0.139 -0.010 -0.231 -0.114 0.032 0.262

ki67 LI
p -0.069 -0.079 -0.135 -0.992 -0.897 -0.261 0.578 0.028 0.261

C.C -0.676 -0.284 -0.243 -0.002 -0.021 -0.185 -0.092 0.353 0.185

C.C.: correlation coefficient, γ



이와 CDK4 단백 발현은 통계학적으로 의미있게 증

가하 다(p=0.031).

4. CDK2의 발현

CDK2의 발현은 총 43예 중 33예(76.7%)에서

양성을 보여 가장 높은 양성율을 보 다. 종양의 유

형별로 살펴보면, 지방육종 14예(93.3%), 악성 섬

유조직구증 11예(84.6%), 횡문근육종 1예

(20.0%), 활막육종 2예(40.0%), 평활근육종 3예

(100%), 그리고 섬유육종 2예(100%) 다(chi-

square test, p=0.219). 조직학적 등급이 1등급인

경우 8예(88.9%), 2등급은 10예(71.4%), 3등급은

15예(75.0%)에서 양성을 보 고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다(chi-square test, p=0.510). 종양이 재발한

경우 8예(100%) 모두에서 양성을 보이고 재발하지

않은 경우에도 23예(74.2%)에서 양성을 보 으며,

종양이 전이한 경우 13예(81.3%), 종양이 전이하지

않은 경우 18예(78.3%)에서 양성을 보 다. 종양이

재발한 8예 중 술 후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

은 경우가 4예, 술 후 방사선 치료만 받은 경우가 4

예 으며, 종양이 전이한 13예 중 술 후 항암치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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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 of G1/S cell cycle regulatory proteins with tumor recurrence and distant metastasis of soft tissue
sarcoma

Analysis for relapse (n=39) Analysis for metastasis (n=39)

Relapse (n=8) No relapse (n=31) Metastasis (n=16) No metastasis (n=23)

Cyclin D1
- 2 15 17 10
+ 6 16 19 13

p value 0.246 0.987

Cyclin E
- 2 20 18 14
+ 6 21 18 19

p value 0.046 0.514

CDK4
- 7 22 19 20
+ 1 19 17 13

p value 0.353 0.031

CDK2
- 0 18 13 15
+ 8 23 13 18

p value 0.113 0.826

p16
- 6 17 10 13
+ 2 14 16 10

p value 0.314 0.718

p27
- 5 16 18 13
+ 3 15 18 10

p value 0.593 0.697

Rb
- 2 17 10 19
+ 6 14 16 14

p value 0.139 0.159

E2F-1
- 2 20 19 13
+ 6 11 17 10

p value 0.046 0.987

p53
- 6 18 18 16
+ 2 13 18 17

p value 0.393 0.227
ki67 LI 27.5±18.3 22.0±14.1 23.9±14.5 22.5±15.4

p value 0.468 0.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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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is figure shows immunostaining in various soft tissue sarcomas. Cyclin D1 (A), cyclin E (B), CDK4 (C),
CDK2 (D), p16 (E), p27 (F), Rb (G), p53 (H), E2F1 (I) and Ki-67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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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가 8예, 술 후 방사선 치료

만 받은 경우가 5예 고, 모두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다(p=0.113, 0.826).

5. p16의 발현

p16은 모두 26예(60.5%)에서 발현 저하를 보

다. 종양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방육종 9예

(60.0%), 악성 섬유조직구증 8예(61.5%), 횡문근

육종 2예(40.0%), 활막육종 4예(80.0%), 평활근육

종 1예(33.3%), 그리고 섬유육종 2예(100%)에서

발현이 저하되었다(chi-square test, p=0.717). 조

직학적 등급이 1등급인 경우 5예(55.6%), 2등급은

9예(64.3%), 3등급은 12예(60.0%)에서 발현이 저

하되었으나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다(chi-square

test, p=0.890). 종양이 재발한 경우 6예(75.0%),

재발하지 않은 경우에도 17예 (54.8%)에서 발현 저

하를 보 고, 종양이 전이한 경우 10예(62.5%), 종

양이 전이하지 않은 경우 13예 (56.5%)에서 발현이

저하되었다. 종양이 재발한 6예 중 술 후 항암치료

와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가 3예, 술 후 방사선

치료만 받은 경우가 3예 으며, 종양이 전이한 10예

중 술 후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가 6

예, 술 후 방사선 치료만 받은 경우가 4예 다. 모

두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다(p=0.314, 0.718).

6. p27의 발현

p27은 총 43예 중 22예(51.2%)에서 발현이 저하

되었다. 종양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방육종 5예

(33.3%), 악성 섬유조직구증 9예(69.2%), 횡문근

육종 5예(100.0%), 활막육종 1예(20.0%), 평활근

육종 1예(33.3%), 그리고 섬유육종 1예(50.0%)에

서 발현이 저하되었다(chi-square test, p=0.950).

조직학적 등급별로 살펴보면, 1등급인 경우 4예

(44.4%), 2등급은 5예(35.7%), 3등급은 13예

(65.0%)에서 발현이 저하되었으나 통계학적 유의성

은 없었다(chi-square test, p=0.193). 종양이 재

발한 경우 5예(62.5%), 재발하지 않은 경우 16예

(51.6%)에서 발현이 저하되었고, 종양이 전이한 경

우 8예(50.0%), 종양이 전이하지 않은 경우 13예

(56.5%)에서 발현이 저하되었다. 종양이 재발한 5

예 중 술 후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가

2예, 술 후 방사선 치료만 받은 경우가 3예 으며,

종양이 전이한 8예 중 술 후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

료를 받은 경우가 4예, 술 후 방사선 치료만 받은

경우가 4예 으며, 모두 통계학적 유의성이 없었다

(p=0.593, 0.697).

7. Rb의 발현

Rb 단백은 19예(44.2%)에서 발현 변화를 보

다. 종양의 유형별로는 지방육종 8예(53.3%), 악성

섬유조직구증 5예(38.5%), 횡문근육종 1예

(20.0%), 활막육종 3예(60.0%), 평활근육종 2예

(66.7%), 그리고 섬유육종 0예(0%)에서발현이 저

하되었다(chi-square test, p=0.653). 조직학적 등

급별로는 1등급 2예(22.2%), 2등급 6예(42.9%),

3등급 11예(55.0%)에서 발현이 저하되었으나 통계

학적 유의성은 없었다(chi-square test, p=0.107).

종양이 재발한 경우 2예(25.0%), 재발하지 않은 경

우 17예(54.8%), 종양이 전이한 경우 10예

(62.5%), 종양이 전이하지 않은 경우 9예(39.1%)

에서 발현이 저하되었다. 종양이 재발한 2예 모두

술 후 방사선 치료만 받은 경우 으며, 종양이 전이

한 10예 중 술 후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가 5예, 술 후 방사선 치료만 받은 경우가 5예

다. 모두 통계학적 유의성이 없었다(p=0.139,

0.159).

8. E2F-1의 발현

E2F-1 단백은 총 43예 중 20예(46.5%)에서 양

성으로 발현되었다. 종양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

방육종 6예(40.0%), 악성 섬유조직구증 6예

(46.2%), 횡문근육종 1예(20.0%), 활막육종 4예

(80.0%), 평활근육종 1예(33.3%), 그리고 섬유육

종 2예(50.0%)에서 양성으로 발현되었다(chi-

square test, p=0.209). 조직학적 등급과 E2F-1

단백 발현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1등급 4예

(44.4%), 2등급은 8예(57.1%), 3등급은 8예

(40.0%)에서 양성을 보 고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

었다(chi-square test, p=0.666). E2F-1 단백은

종양이 재발한 경우 6예(75.0%)에서 양성을 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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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하지 않은 경우 11예(35.56%)에서 양성을 보

으며, 종양이 재발한 6예 중 술 후 항암치료와 방사

선 치료를 받은 경우가 3예, 술 후 방사선 치료만

받은 경우가 3예 고, E2F-1 단백의 발현과 종양의

재발은 유의한 상관성을 보 다(p=0.046). 종양이

전이한 경우 7예(43.8%), 종양이 전이하지 않은 경

우 10예(43.5%)에서 양성을 보 으며, 종양이 전이

한 7예 중 술 후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

우가 3예, 술 후 방사선 치료만 받은 경우가 4예

고, E2F-1 단백의 발현과 종양의 전이는 유의한 상

관성이 없었다(p=0.987).

9. p53의 발현

p53 단백의 발현은 18예(41.9%)에서 나타났다.

이 중 지방육종 5예(33.3%), 악성 섬유조직구증 2

예(15.4%), 횡문근육종 2예(40.0%), 활막육종 5예

(100.0%), 평활근육종 2예(66.7%), 그리고 섬유육

종 2예(100.0%)에서 양성 발현을 보 다(chi-

square test, p=0.004). 조직학적 등급별로 살펴보

면, 1등급인 경우 6예(66.7%), 2등급은 5예

(35.7%), 3등급은 7예(35.0%)에서 양성을 보여 조

직학적 등급이 높아질수록 p53 단백 발현이 저하되

었으나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다(chi-square test,

p=0.158). 종양이 재발한 경우 2예(25.0%), 재발

하지 않은 경우 13예(41.9%), 종양이 전이한 경우

8예(50.0%), 종양이 전이하지 않은 경우 7예

(30.4%)에서 양성을 보 고, 종양이 재발한 2예 중

술 후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가 1예,

술 후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가

1예 고, 종양이 전이한 8예 중 술 후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가 4예, 술 후 방사선 치료

만 받은 경우가 4예 으며, 모두 통계학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p=0.393, 0.227).

10. Ki-67 표지지수

Ki-67 표지지수는 전체 평균 23.95%를 보 고,

종양의 유형간 차이는 없었다(ANOVA test,

p=0.386). Ki-67 표지지수는 육종의 조직학적 등급

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하 다

(Pearson relative correlation coefficient

analysis, p=0.000, γ=0.588), 그러나 종양의 재발

이나 전이와의 상관관계는 없었다(p=0.349,

0.771).

11. 세포조절주기조절단백 발현간의 상관 관계

Cyclin D1은 CDK4와 함께 발현이 증가하 고,

p16 발현 저하와 상관관계를 보이면서, Rb 단백 저

하와는 역상관관계를 보 다. Rb 단백과 p16 단백

발현간에는 약한 역상관관계가 있다. Cyclin E는

CDK2와 함께 발현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 다. Ki-

67 표지지수는 E2F-1 단백 발현 증가와 유의한 상

관관계를 보 다.

12. 술 후 항암 치료 및 방사선 치료와 국소 재발

및 전이와의 상관 관계

연부 조직 육종으로 진단된 43례 중에서 술 후 항

암치료와 방사선 치료 모두를 시행한 예는 22례, 방

사선 치료만을 시행한 예는 18례 다. 3례를 제외하

고는 모든 예에서 술 후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 고

방사선 치료를 받지 않은 3례에서는 재발이나 전이

가 없었다. 항암치료를 시행 받은 군에서는 국소 재

발이 4례, 전이가 9례 으며, 항암치료를 받지 않은

군에서는 국소 재발이 4례, 전이가 7례로 두 군 간

에 유의한 통계학적 차이가 없었다.

고 찰

일관된 동의는 없지만 체적으로 지금까지 사용

되어지는 연부조직육종의 예후인자로는 조직의 분화

도, 조직의 크기, 종양의 깊이, 세포분열도, 혈관침

범, 종양괴사 등이 있다9,33). 그 외에 DNA 분열도나

면역화학적염색을 통한 예후인자들도 사용이 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의견이 다른 경우도 있다8).

세포주기 조절에는 Cyclin, cyclin dependent

kinase (CDK) 및 CDK 억제인자(CDK inh-

ibitor, CDKI) 등이 관련된다. G1/S 세포주기에서

Cyclin D1에 의해 활성화된 CDK4는 Rb를 불활성

화하고 이에 E2F 전사인자가 유리되면서 G1기에서

S기로 진행되는데, p16은 주로 Cyclin D1/CDK4

의 활성을 억제하여 세포주기의 진행을 방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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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clin E는 G1기 말기 에 발현되어 CDK2와 결합

하여 S기로의 진행을 촉진하게 된다. 이 과정에 작

용하는 CDKI로는 p16 외에도 p15, p21, p27 등이

있다.

세포의 증식, 유착, 전사조절, 세포사멸, 종양억제

등을 조절하는 몇 가지 유전자 산물들이 연부조직종

양에서 예후를 나타내는 인자들로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연부조직육종은 드문 종양이므로 연구의 재

료의 한계로 인하여 충분한 연구를 하기에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8). Engellau 등은 연부조직 육종

의 바깥증식 면에서 조사한 조직에서 면역화학적 염

색 상 의미 있는 예후인자로 Ki-67. β-catenin,

CD44, P-glycoprotein등을 제시하 다7,8).

증식은 종양의 특징 중의 하나이며 S-phase

fraction(SPF)에 의해 결정되어 지고 Ki-67 같은

증식 단백에 의해 염색되어진다. 많은 연구에서 높

은 Ki-67 수치는 나쁜 예후와 연관이 있어왔다3,13,15-

17,34). 그러나 cut-off level이 10%에서 30%까지

다르게 사용되어 졌고 해석된 것이 평균인지 최 값

인지 또는 채취된 지역이 증식지역인지 바깥지역인

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Ki-67

은 종양의 등급과는 연관이 있었으나 국소재발이나

전이에 따른 예후에는 향이 없었다.

세포 주기의 염기 전이는 각종 Cyclin과 cyclin

dependent kinase (CDK)들에 의해 형성되어진

합성체의 효소적인 활성도에 의해 조절되어 진다.

Cyclin D1과 CDK4 합성체는 G1 phase동안 세포

주기에 관여한다6). Cyclin D1의 overexpression은

췌장암, 결장직장암, 경부암과 같은 많은 상피암의

나쁜 향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1,25,26).

활액막 육종에서 Cyclin D1의 overexpression의

예후의 향에 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다
2,18,31).

Cyclin E의 CDK2에 결합은 G1에서 S phsase

가는 진행과정과 pRB phosphorylation을 야기하

는 역할을 한다. Cyclin E의 overexpression을 유

방암, 위장간암, 방광암 등에서 보고되고 있고1,10,21)

활액막 육종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2).

Cyclin A는 cyclin dependent kinase (CDK1)

과(CDK2)에 독립적으로 결합하고 retinoblastoma

(Rb) 단백질과 p107과 같은 세포조절의 phospho-

rylation을 야기하는데 역할을 한다. 증가된 Cyclin

A는 낮은 생존률과 관계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9,27).

일부 저자들은 세포주기에서 p53조절들이 DNA

파괴나 세포사멸의 pathway를 활성화 하는데 역할

을 하며 p53 expression의 변화는 종류에 따라 다

르지만 육종에서 드물지 않게 관찰된다고 하 다12).

그러나 연부조직 육종의 예후에 관한 중요성에 있어

서는 의견이 다양하며3,16,32) 본 연구에서는 예후와 연

관이 없었다.

세포-세포간의 연결의 기능의 변화나 세포와 세포

의 외부의 연결간의 변화도 종양의 종류에 따라서는

중요한 작용을 한다. 이러한 세포의 신호 매게는 단

백질과 연관된 막에 의해 이루어진다. 부분의 상

피세포암에서 Cadherin-mediated adhesion의 상

실이 일어난다. 연부조직육종의 β-catenin의

translocastion이 전이와 연관이 있었다. 여러 연구

에서15,30) β-catenin이 활액막 육종의 예후연관이 있

다는 보고가 있으나 연부 조직에 육종에서는 독립적

인 예후인자로서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고 보고되고

있다23).

Tissue microarray techique은 Kononen 등

이 소개한 방법으로 0.6~1.5 mm의 작고 많은

core 생검들을 동시에 검사할 수 있게 하 다22).

앞서 언급한 연부조직육종의 예후 인자 외에도 술

후 시행되는 항암치료 및 방사선 치료는 환자의 예

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

서는 22례의 환자에서 술 후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

료를, 40례의 환자에서 술 후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

다. 하지만 술 후 국소 재발이나 전이의 빈도에 있

어 방사선치료나 항암 치료의 향은 없었다. 이것

은 등급이 높은 연부조직 육종 환자에서 보다 적극

적인 치료를 시행하 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결 론

연부조직 육종의 면역조직화학염색법을 이용한

G1/S 세포주기 조절단백에 한 연구 결과 Cyclin

E와 E2F-1이 연부조직 육종의 국소 재발과 관련있

는 인자 고, CDK4가 전이와 연관 있는 인자 다.

따라서 조직 검사시 이들 표식자들의 적절한 사용이

환자의 예후를 예측하고 치료의 범위와 추가적인 치

료 방법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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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특히 연부조직 육종에서 Cyclin E 와 E2F-1

같은 G1/S주기 단백에 한 보고는 매우 드물어서

본 연구를 통해 Cyclin E와 E2F1의 연부조직육종

의 발생과정에서의 역할과 예후인자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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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unohistochemical Prognostic Factors in Soft Tissue Sarcoma

Kyung Un Choi, M.D.*, Jeung Il Kim, M.D., Nam Hoon Moon, M.D.

Department of Pathology* and Orthopaedic Surgery, College of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Pusan, Korea 

Purpose: Disturbed cell cycle regulatory proteins are key events underlying the development
and/or progression of human malignancie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protein
expression status involved in G1/S cell cycle in human soft tissue sarcoma.

Materials and Methods: We simultaneously evaluated the expression of Cyclin D1, Cyclin
E, CDK4, CDK2, p16, p27, Rb, E2F1, p53 and Ki-67 by immunohistochemistry in 43 cases of
soft tissue sarcoma 

Results: The Cyclin D1, Cyclin E, CDK4, CDK2, E2F1, and p53 were expressed in 25
(58.1%), 18 (41.9%), 13 (30.2%), 33 (76.7%), 20 (46.5%), and 18 cases (41.9%). The p16, p27,
and Rb expressions were decreased in 26 (60.5%), 22 (51.2%) and 19 cases (44.2%). All of the
cases showed alterations of more than one out of the above proteins. The increased Cyclin E
expression and Ki-67 labeling index (LI)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histologic grade.
The Cyclin E and E2F-1 expressions were increased in relapsed cases and the CDK4 expression
was increased in cases of metastasis. 

Conclusion: Alterations of G1/S cell cycle regulatory proteins may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tumoriogensis of soft tissue sarcomas. Our results suggest that increased expressions of
Cyclin E, E2F1, and CDK4 were associated with tumor relapse or metastasis and could be con-
sidered as parameters of prognosis of soft tissue sarc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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