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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

중이 진주종에서 PDGFR, EGFR 및 PI3-K 의 발현
중이

진주종은

병리조직학적으로

각화성

편평상피가

비정상적으로

중이강내

존재하는 것으로, 조직학적으로는 정상상피와 유사하지만 증식 및 분화과정에서
과증식과 분화 이상의 특성을 갖는 각화 상피의 존재를 특징으로 한다. 이 질환은
골조직을 포함한 주위구조물을 파괴하고, 난청과 어지럼증 등의 내이질환을 유발함은
물론 심할 경우에는 두개강 내까지 침범하여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환으로 그
원인과 발병기전에 대하여 그 동안 많은 관심과 연구가 있었지만, 아직 발생기전과
병태생리에

관한

명확한

기전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최근에는

분자생물학 및 면역학의 발달에 따라 세포외의 신호가 상피세포의 표면수용체 뿐만
아니라 세포내에서 어떻게 전달되는 지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고 있다. 외부로부터의
정보가 세포막을 통해 여러 이차전달물질을 이용하여 세포의 내부로 전달되어
세포핵까지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신호전달체계라고 한다. 진주종의 발병기전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세포의 성장과 분화 그리고 종양화 변환까지도 유발할 수 있는
신호전달체계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리라고 생각되며, 세포의 성장과 분화를
조절하는 유전자의 이상이 진주종의 형성에 관련될 수 있다는 가설이 제시되고
있어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현재 진주종 상피의
증식능의 발현을 규명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진주종 상피의 과증식과
분화이상 상태와 여러 성장인자 및 그 수용체와의 관계가 밝혀지고 있다.
이에 저자는 중이 진주종 상피세포의 과증식과 과분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세포의
성장

및

증식에

receptor(PDGFR),

관여하는

epidermal

세포표면

growth

수용체인

factor

platelet-derived

receptor(EGFR),

세포내

growth

factor

신호전달물질인

phosphatidylin ositol 3’-kinase(PI3-K)에 대한 면역조직화학적 연구를 사용하여 이들의
진주종 내 분포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면역조직화학적 염색 결과 진주종 및 후이개 상피에서 PDGFR, EGFR 및 PI3-K 의
발현을 확인하였고, 특히 PI3-K 의 경우 기저층에 비하여 기저상층에서 더욱 발현이
증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중이

진주종의

과증식

성향과

분화이상이

기저상층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진주종 상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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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증식과 분화이상에 다른 많은 인자들이 관여하겠지만, 본 실험에서 세포표면
수용체인 PDGFR, EGFR 보다도 세포 내 신호전달 물질인 PI3-K 가 진주종 병인에 더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향후 계속적인 연구가 진행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되는 말 : 중이진주종, 신호전달체계, PDGFR, EGFR, PI3-K, 면역조직화학적 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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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정상 상피세포의 성장과 사멸 과정에서 세포의 증식은 주로 기저층에서 이루어지고,
세포가 분화하고 성숙되면서 기저상층 또는 각질층에서 케라틴 형성과 함께 세포
탈락이 일어나 자연스럽게 고사하게 된다. 이와 같이 정상 상피 세포는 분화와
증식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진주종은 이러한 항상성이 깨지면서 과증식 및
과각화라는 이상 현상을 보이게 된다. 중이 진주종은 점막으로 구성된 중이강내를
각화된 편평상피가 침입하여 각화성 편평상피가 과증식 되어 케라틴을 축적시키면서
주위의 골조직을 파괴하는 염증성 질환으로 만성 화농성 중이염과 달리 임상적으로
난청, 두개내 합병증, 안면신경마비, 내이염 등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여 근치적인
수술요법을 필요로 하고 약물치료 등의 보존적 방법으로는 치료가 되지 않는
질환으로, 이 질환의 발생기전과 병태생리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현재까지 상피세포의 과증식, 과분화, 이동 등이 중요한 발병기전이 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으나,1,2 명확한 기전은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며, 특히 중이
진주종에서의 세포의 신호전달체계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단계에 있다.
세포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리적 현상은 세포의 외부환경으로부터 전달되어
오는 다양한 신호를 세포들 사이에서 전달하는데 이는 연결물질(ligand)이 세포 표면에
있는 수용체에 결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렇게 외부의 정보가 세포내로 전달되는
과정을 신호전달이라고 한다.3 이러한 세포내의 생리적 현상은 diacylgylcerol(DAG)와
inositol 1,4,5-triphosphate(PIP3)가 관여하는데,3-5 phospholipase C(PLC)는 PDGFR 나
EGFR

와

같은

receptor

tyrosine

kinase

의

기질로

phosphatidyl

inositol

4,5-

biphosphate(PIP2)를 PIP3 와 DAG 로 가수분해하여 protein kinase C(PKC) 활성 및 Ca2+의
대사조절, c-fos 와 C-myc 의 발현, MAP kinase 의 활성 등의 DNA 증가와 세포의 분화
및

세포의

종양화

변환을

유발하고

arachidonic

acid

의

생성에도

관여하는

이차전달물질로 알려지고 있다.3-8 최근 여러 연구에서, PLC-γ1 은 PDGFR 이나 EGFR 과
같은 receptor protein tyrosine kinase 와 PLC-γ1 내에 존재하는 Src homology2(SH2)
domain 에 의해서 반응한 후 활성화되어 신호가 전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5 PI3-K 는
주로 세포의 성장 및 증식에 관여하는 세포 내 신호전달물질로, 과증식, 과분화하는
경향이 있는 진주종 조직에서도 이러한 효소가 증가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중이 진주종 상피의 형성과정에 세포의 성장과 분화를 조절하는 유전인자의 이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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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될 수 있다는 가설이 제시되고 있어 세포의 성장과 분화에 관여하는 여러
신호전달 인자들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2
이에 저자는 중이 진주종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호전달체계를 이해하기 위해 단세포
항체를 이용한 면역조직화학적 염색을 통해 진주종과 및 후이개 상피에서의 PDGFR,
EGFR 및 PI3-K 의 발현을 관찰하여 향후 중이 진주종 병인연구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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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료 및 방 법

A. 실험재료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진주종성 중이염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 중 상태가 양호한 12 명의 환자로부터 수술 시 중이 진주종 상피조직을
취하였고, 정상 대조군으로 같은 환자에서 수술 시 후이개 상피조직을 채취하였다.

B. 실험방법
1. 표본제작
중이수술시 채취한 진주종 상피와 후이개 상피조직을 10% 중성 포르말린에
48 시간 고정한 후 상승 알코올 계열에서 탈수시킨 후, 파라핀에 포매시켜 보관하였다.
얻어진 상피조직을 면역조직화학적으로 관찰하기 위하여 보관된 조직을 4~5 ㎛
두께로 연속 절편하여 표본당 5~8 장의 조직절편을 제작하였다.

2. 면역조직화학적 염색(Immunohistochemical staining)
파라핀에 조직절편을 xylene 과 histoclear 의 혼합용액인 탈랍제(dewaxing agent)로
탈파라핀 처치를 시행한 후, 무수 알코올로 xylene 과 histoclear 를 제거하기 위해
상온에서 2 회 세척하였고, 조직절편의 탈수효과를 위해 상온에서 다시 2 회
세척하였다. 내재성 peroxidase 를 억제할 목적으로 methanol 과 periodic acid 가 포함된
Endo/blocker(biomeda,

Pittsburgh,PA)에

조직절편을

섭씨

40

도에서

2

분간

방치(incubation)한 후 상온에서 tris-buffer 로 세척하였다. 비특이성 반응을 줄여 조직
항원이 잘 노출될 수 있도록 조직절편을 단백분해효소인 pepsin 에 섭씨 40 도에서
4 분간 방치시킨 후 상온에서 tri-buffer 로 세척하였다. 조직항원과 항체간의 반응에
있어서 비특이적 결합을 억제하기 위해 차단항체(blocking serum)인 정상혈청과 함께
섭씨 40 도에서 2 분간 방치시켰다. 그 다음 일차항체인 항 PDGFR 항체(Santa Cruz
Biotec. Inc. Santa Cruz, CA, U.S.A.)를 1:30 으로, 항 EGFR 항체(Santa Cruz Biotec. Inc. Santa
Cruz, CA, U.S.A.)를 1:100 으로, 항 PI3-K 항체(Santa Cruz Biotec. Inc. Santa Cruz, CA,
U.S.A.)를 1:50 으로 각각 희석 시켜서 40 도에서 16-18 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TBS 로
세척한 후 이차항체를 처리하고 Avidin-biotin complex 와 30 분간 반응시킨 후 0.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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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ino-9-ethylcarbazole(AEC)로 발색반응 후 Mayer’s hematoxylin 으로 대조 염색을
시행하였다. 염색의 특이성을 증명하기 위해 음성 대조군으로 TBS 를 1 차항체 대신에
도말시킨 표본으로 사용하였으며, 400 배 시야에서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3. 염색판정
400 배

시야에서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하여

상피층을 기저층(basal layer)과

기저상층(suprabasal layer)로 나누어 비교하여 그 염색반응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를
음성(-), 세포막 주변부만 약하게 염색된 경우를 약양성(±), 400 배 시야를 거의 채우는
정도로 강하게 염색된 경우를 강양성(++)으로 정의하고, 100 배 광학 현미경 시야에서
염색이 잘된 부위를 확인하고, 400 배 시야에서 10 회 판독하여 평균치를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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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

과

1. PDGFR
총 12 례의 진주종 조직에서 10 례에서 기저상층부에서 강양성을 보였고, 기저층
대부분에서는 약양성이 관찰되었다. 후이개 상피 역시 동일한 조건에서 염색한 결과
기저상층부에서는

8

례에서

강양성이었고,

기저층에서도

10

례에서

약양성이

관찰되었다(Table 1, Fig.1).

2. EGFR
12 례의 진주종 조직을 후이개 상피와 동일한 조건하에서 염색하여서 본 결과
진주종의 경우는

9 례의

조직에서 기저층에서 강양성, 기저상층에서 약양성을

보였으며, 3 례에서는 기저상층에도 강양성을 보였다. 후이개 상피의 경우는 10 례에서
기저상층에서 약양성을 보이고, 7 례에서 기저층에서 약양성을 보였다(Table 1, Fig.2).

3. PI3-K
총 12 례의 진주종 조직에서 10 례의 조직이 기저상층부에서 강한 양성반응을
보였으며, 기저층에서는 8 례에서 약양성 보였다. 후이개 상피의 경우 기저층에서 6 례
기저상층부에서 7 례에서

강양성을 보이고, 나머지에서도 대부분에서 약양성을

보였다(Table 1, Fi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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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 PDGFR immunostaining. Cholesteatoma matrix(A) shows strong positive staining in the
suprabasal layer and weak positive staining in the basal layer, retroauricular skin(B) shows strong
positive staining in the suprabasal layer and weak positive staining in basal layer (x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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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2. EGFR immunostaining. Cholesteatoma matrix(A) shows weak positive staining in the
suprabasal layer and strong positive staining in the basal layer, and retroauricular skin(B) shows
weak positive staining in the suprabasal and basal layer(x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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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 PI3-K immunostaining. Cholesteatoma matrix(A) shows strong positive staining in the
suprabasal layer and weak positive and negative staining in the basal layer, and retroauricular
skin(B) shows strong positive staining both in the suprabasal and basal layer (x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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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sults of immunohistochemical stain : staining intensity(number of positive stained
specimen/number of specimen).
C
B

SB

B

SB

±

++

±

++

(12/12)

(10/12)

(10/12)

(8/12)

++

±

±

±

(9/12)

(9/12)

(7/12)

(10/12)

±

++

++

++

(8/12)

(10/12)

(6/12)

(7/12)

PDGFR

EGFR

S

PI3-K

C : cholesteatoma

S : retroauricular skin

B : basal layer

SB : suprabasal layer

++ : strong positive staining

± : weakly positive st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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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gative staining

IV. 고

찰

중이 진주종은 중이강내에 각질화된 편편상피가 과증식하여 케라틴이 축적되는
질환으로 만성적이고 지속적인 염증 반응을 유발하여 주위 골조직을 파괴함에 따라
난청을 동반하며, 때로는 내이 누공이나 두개강내 합병증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질환이다. 진주종상피의 가장 특징적인 조직학적 소견은 각질형성 세포의 증식으로,9-11
중이

진주종

상피의

전례에서

각질화된

중층편평상피와

상피하

결체조직인

주변기질을 관찰 할 수 있었고, 각각 기질은 맨아래쪽부터 기저층, 유극층, 과립층과
각질층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피부조직과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정상표피보다 얇고 표피능(rete ridge)이 감소되어 있었으며 일부에서는 각질층에 핵이
발견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상피층의

과도한

증식의

증거로

생각된다.

광학

현미경학적 조직검사상 정상고막이나 외이도 상피와 비교해 볼 때 상피하 염증조직
이외에는

조직학적

차이는

관찰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진주종의

특징적인

임상양상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중이 진주종의 병리기전 연구은 진주종이 처음 명명된
이후부터 많은 생화학적, 면역조직화학적 연구가 이루어졌고 최근에는

진주종

상피세포의 분자생물학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진주종의 병인에 대한
면역 조직화학적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먼저 진주종의 과증식 성향 연구에 있어서
진주종에서 기저상피세포의 증식이론(basal cell proliferation theory)을 제시한이래 많은
연구를 통하여 증식능력을 가진 기저세포수의 증가를 확인 하였고,12 기저세포와
인접하고 있는 기저상부세포의 증식능력이 상실되지 않고 남아있음을 cytokeratin,13
proliferating cell nuclear antigen(PCNA),14 cytokine
확인하였다.

그리고

기저세포와

기저상부세포의

기저상부세포에서

진주종

involucrin

상피에서

등을 통한 면역조직화학적 연구에서

특징적으로

과다증식으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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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aggrin

인한

보여지는
것으로

분화인자를

과각질화
알려져

이용한

현상은
있으며,16

면역조직화학적

연구에서는 조기분화가 확인되었다.1,17 정상상피는 지속적으로 분화하는 조직으로
기저막과 접하고 있는 기저세포만 증식능력을 가지며 기저상층으로 이동하면서
분화하게 되고 각질층에 도달한 상피세포는 예정된 능동적 사망기전인 apoptosis 에
의해서

세포의

운명을

다하게

된다.18

이러한

분화와

증식이

균형을

이루며

상피세포층을 유지하게 되는데 만약 그 균형이 깨어지면 세포의 과증식 경향이나
분화의 가속화 현상이 기저상층에서 나타날 수 있고, 이는 진주종 상피세포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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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케라틴 합성의 원인이 된다. 본 연구에서 세포 내 신호전달 물질인 PI3-K 가
진주종 상피에서, 후이개 상피에서와는 다르게 기저상층부에서 발현이 증가된 것은
세포의 과증식 경향이나 분화의 가속화 현상이 기저상층에서 일어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나의 생물체가 주위 환경의 자극에 반응하고 생명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리적 현상은 세포의 외부환경으로부터 전달되어 오는
다양한 신호를 세포들 사이에서 대화로 전달하고, 세포와 세포간에 정보의 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연결물질(ligand)이 세포 표면에 있는 수용체에
결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렇게

외부의

정보가

세포내로

전달되는

과정을

신호전달이라고 한다.3,19,20 즉 신호전달체계란, 외부의 정보가 세포막을 통과하여
세포질을 거쳐 핵 내로 전달되어 세포의 변화를 유발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성장과
분화, 대사 등 생명현상의 모든 과정에 필수적이며, 이러한 신호전달체계의 이상은
여러 질병을 초래하게 된다. 이 여러 단계들 중에서 한 부분의 이상이 있다면
신호전달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비정상적인 증식이나 세포의
괴사 등을 유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진주종 세포에서 이 신호전달체계의 기전이
밝혀진다면 진주종의 병태생리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고 나아가서 진주종의 치료와
예방에 있어서 중요한 전기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 신호전달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용기, membrane phospholipids, 여러 종류의 phospholipase, 그리고
protein phospolylation 등의 상호관계를 이해함이 필요하다.
편평상피세포의

증식과

분화의

조절에는

일차신호전달물질들인

interleukin-1,

interleukin-6, tumor necrosis factor-á(TNF-á), tumor necrosis factor-ß(TNF-ß), transforming
growth factor-á(TGF-á), prostaglandin, leukotrien, PDGF 등이 관여하고, 이중 TGF-á, EGF,
PDGF 는 각각의 수용체내에서 phosphorylation 을 통해 tyrosine kinase 를 활성화시켜
세포증식을 유도하는 중요한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tyrosine kinase 가 활성화되면, 이
효소의 기질인 신호전달물질로 Src homology 2(SH2) domain 을 갖고 있는 PI3-K, PLC-γ,
Grb2/Sos1, Src 등 10 여종이 활성화되어 신호전달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19-21
PDGFR 은 PDGFR-á(170KD)와 PDGFR-ß(180KD)의 형태로 존재하며 PDGF 와
결합하여 수용체내의 tyrosine kinase 를 활성화시킨다. PDGF(300KD)는 A, B 2 개의
polypeptide chain 이 disulfide bond 에 의해 연결되어 이합체(AA, AB, BB)의 형태로
존재하는 성장인자로 각 chain 은 서로의 아미노기 배열상 60% 동질성을 공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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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강력한 화학주성인자이며 또한 섬유아세포나 혈관내피세포 등에서 세포분열을
촉진시킨다. PDGFR-á 는 PDGF 의 양쪽 chain 모두에 작용하며 PDGFR-ß 는 B
chain 에만 작용하여 유사한 생화학적 작용을 나타낸다.20 본 연구에서는

Mongolian

gerbil 에서 실험적으로 유도된 진주종에서 발현이 관찰되지 않은 결과와 달리,22
PDGFR 이 진주종상피의 기저상층부에서 강양성을 기저층에서 약양성을 보였고,
후이개 상피 역시 진주종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실험적으로 유도된 진주종과
사람의 진주종에서의 PDGFR 발현의 차이는 앞으로 더 규명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EGF 의 수용체인 EGFR(170KD)은 세포표면에 위치하며, 그 구조는 1)성장인자와
결합하는 extracelluar domain, 2)세포막을 관통하는 짧은 hydrophobic domain, 3)수용체와
결합된 신호의 세포내로의 전달을 맡는 intracellular

domain 으로 구성되어있다.

EGFR 의 extracelluar domain 에 신호가 결합되면 수용체 분자의 입체적 구조의 변화가
초래되며 intracellular domain 의 기능인 tyrosine kinase 가 활성화 되고, 신호전달경로를
통하여 핵내에서 c-jun 또는 c-fos 등의 transcription factor 의 발현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DNA 생성과 세포의 증식이 일어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EGFR 은 주로
활성화된 상피세포에서 관찰되며 이미 피부질환인 건선이나 피부종양, 폐, 후두의
편평세포암, 유방의 선암 등에서 발현이 증가되고, 사람의 진주종에서도 EGFR 의
과발현이

많이

알려져

있다.21,23,24

정상

상피에

있어서는

EGFR

의

발현이

기저상층에는 없으나 기저층에서 나타난다는 보고도 있고,24 기저상층과 기저층에서
모두 발현이 없다는 보고도 있으며,23 Mongolian gerbil 에서 유도된 진주종에서는
기저상층과 기저층 모두 강한 발현을 보였다.22 저자는 EGF 와 결합한 이후 PDGFR 과
유사한

신호전달체계를

보이는

EGFR

의

발현을

중이

진주종에서

관찰하여,

기저층에서는 강양성을 보이고 기저상층에 약양성을 보임을 확인하였고, 후이개
상피에서는 전층에서 약양성으로 발현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EGFR 이 진주종
상피의 세포 표면에 분포함은 진주종 세포의 비정상적인 과증식의 원인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며, 후이개 상피 역시 발현을 보이는 것은 다른 보고와
같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23,24 본 연구에서 세포의 성장 및
증식에 관여하는 세포 표면수용체인 PDGFR 과 EGFR 은 중이 진주종 상피나 후이개
상피의 발현 양상이 비슷한 것으로 보아 진주종 상피의 과증식 성향이 이 두
수용체에 의한 연관성은 없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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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sphatidylinositol 3’ -kinase(PI3-K)는 과거 10 년동안 흥미롭게 연구되어 온 세포내
신호전달 물질중의 하나로,25 inositol lipid 에 작용하여 inositol ring 의 3’position 을
인산화 시키는 lipid kinase 이다. PI3-K 결과산물의 생리학적 중요성은 아직 확실하게
밝혀진 바가 없으나 세포의 성장, 생존, 증식, 분화 및 대사, 그리고 membrane
trafficking 조절, apoptosis 의 억제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20,26-28 이외에도
상피세포의 MSP(macrophage stimulating protein)에 의한 integrin 의존성 유착반응을
매개한다.29 또한, regulatory subunit p85 는 profilin 이라는 actin 결합단백에 작용하여
세포골격의 구성을 조절하고,30 세포막기저부의 glucose transporter 의 insulin 에 대한
translocation 이나 recycling 에도 관여하여 insulin 저항성 당뇨환자에서의 한 병인임이
확인됐다.31 PI3-K 는 2 개의 subunit 즉, regulatory subunit(p85)와 catalytic subunit(p110)로
구성되어 있으며, catalytic subunit 은 PDGFR 에 의해 활성화되는데, 그 과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보면 regulatory subunit p85 의 2 개의 SH2 domain 이 PDGFR 의 활성화된
tyrosine kinase 와 결합한 후 p85 의 tyrosine 의 인산화가 일어나게 되어 catalytic subunit
p110 의 구조적 변화가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하여 p110 의 효소적 기능의 증대를
가져온다.20,26,32 그리하여, tyrosine kinase 수용체에 의해 활성화된 PI3-K 는 inositol
lipid 에 작용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PIP2 에 먼저 작용하며 18 inositol lipid 의 3’
position 의 인산화가 일어나며, inositol lipid 가 활성화되어 세포기능에 영향을 주게
된다.33 본 연구에서 PI3-K 가 진주종 상피에서 많은 발현을 보임을 알 수 있었고,
특히 후이개 상피와는 다르게 기저상층부에서 더욱 강한 양성반응을 보였다. 이는
진주종 상피는 기저층에 비해 기저상층에서 조기분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과증식이
진행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보면, 진주종 상피에서 PDGFR, EGFR 및 이와 관련된 신호전달
물질인 PI3-K 의 발현을 확인함으로 이를 이용하는 신호전달 체계가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진주종에서의 발현이 저자들의 실험전 예상보다는 적었으며, 후이개
상피에서는 예상보다 많은 발현이 관찰되었다. 이것은 진주종 상피에서 이들 인자
이외에 다른 성장인자의 수용체에 의한 신호전달체계의 존재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진주종의 진행 단계에 따른 차이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중이 진주종 조직은 사이토케라틴등의 발현으로 볼 때 활동기와
비활동기의 상태가 혼합되어 있는 불균질적 조직으로 조직 채취 시기와 부위에 따라
각각 단백의 발현이 달라 질 수 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34 본 연구에 사용된 진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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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은 수술 중 얻어진 조직으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상당히
병이 진행된 상태로 그 발생이나 진행과정을 규명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를 것으로
생각되며, 이런 이유로 동물에서 유도된 진주종에서 얻어진 결과와 차이를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면역조직화학적 염색 역시 조직의 부위별 및 세포별 분포를 알 수
있고,

반정량적

분석이

가능하면서도

비교적

간단한

방법인

반면,

결과를

판독하는데는 관찰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한 포르말린 고정 및 파라핀 포매
과정에서 변성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 향후 이를 보완한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생각된다. 현재의 결과로 진주종의 광범위한 신호전달체계를 모두 설명할 수는
없으나 앞으로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의 일부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신호전달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호전달물질로써

tyrosine kinase 의

기질로

이용되는 다른 물질들에 대한 연구와 PI3-K 이후의 신호전달 과정에 대한 연구,
그리고 신호전달물질이나 수용체의 tyrosine phosphorylation 과정에서의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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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중이 진주종은 비정상적으로 상피세포의 과증식과 과각화를 일으키는 질환으로 그
발생기전이나 병태생리에 관한 명확한 기전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며 중이
진주종에서의 신호전달체계에 대한 관심은 최근의 일이다.
저자는 중이 진주종에서 PDGFR, EGFR 및 PI3-K 의 발현을 면역조직화학적 연구를
통하여 확인하였고, 특히 PI3-K 의 경우 기저층에 비하여 기저상층에서 더욱 발현이
증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중이 진주종의 과증식 성향과 분화이상이
기저상층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중이 진주종 상피의
과증식과 분화이상에 다른 많은 인자들이 관여하겠지만, 본 실험에서 세포표면
수용체인

PDGFR,

EGFR

보다도

세포내

신호전달

물질인

PI3-K

가

세포내

신호전달체계와 연관된 진주종의 병인에 더 관여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었고, 이는
현재까지 확인된 여러 성장인자들의 세포내 신호전달체계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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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pression of PDGFR, EGFR and PI3-K in human middle ear
cholesteatoma
Sang-hyuk Lee

Department of Medical Sciences,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eehyun Park)
Human cholesteatoma in the middle ear is characterized by the presence of a keratinizing
epithelium which is believed to have hyperproliferative properties. The pathogenesis of
cholesteatoma including its hyperproliferative characteristic is still unknown.
The proliferation and differentiation of cells in specialized tissues and expression of their
properties are under the control of a large number of regulatory processes and complex interactions
called signal transduction. Signal transduction pathway may be initated by external signals such as
growth factors, which bind to receptors and activate tyrosine kinases in the plasma membrane.
With the development of the techniques of cell and molecular biology, there have been many
efforts to find cause and to examine the biologic behaviors of cholesteatoma.
Phospholipase C-γ1(PLC-γ1) is a substrate of protein kinase located in platelet-derived growth
factor receptor(PDGFR),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EGFR) and signal transduction through
PLC-γ1 participates in the regulation of cell growth and differentiation. Phosphatidylinositol 3’ kinase(PI3-K) is a downstream signal transduction molecule of the platele t-derived growth
factor(PDGF)’s mitogenic signal. PI3-K is a lipid kinase that phosphorylates the 3’ position of
inositol lipid. The physiologic importance of the products of PI3-K remains elusive; however, they
accumulate in cells that have been activated by growth factors. It appears that PI3-K plays some
role in PDGF-stimulated actin recognization, and directed cell movement, as well as in the
stimulation of cell growth and inhibition of apoptosis.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elucidate the distribution of PDGFR, EGFR and PI3-K in
cholesteatoma matrix and retroauricular skin. Using

immunohistochemical techniques, We

investigated the reaction patterns of antibody to PDGFR, EGFR and PI3-K as a proliferation m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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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immunohistochemical study, PDGFR, EGFR and PI3-K were detected in cholesteatoma
matrices as well as in retroauricular skins. In PDGFR and EGFR, there were no expression
difference between cholesteatoma matrices and retroauricular skins.
However, in PI3-K, cholesteatoma matrices showed more overexpression in the suprabasal layer
than in the basal layer, compared to those of the retroauricular skins. These results may
demonstrate that PI3-K is much more related to cholesteatoma mechanism of the signal
transduction pathway than PDGFR and EGFR. The further study requires for the signaling
pathway in the pathogenesis of middle ear cholesteatoma.

KEY WORDS : Cholesteatoma, Signal transduction, PDGFR, EGFR, PI3-K,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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