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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문초록)
유방암은 현재 여성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으로써 그 중
약 30%는 ErbB2(v-erb-b2 erythroblastic leukemia viral oncogene
homolog

2)가

과발현되어

있다.

ErbB2

는

다양한

장기에서

oncogene 으로 작용하나, 아직까지 ErbB2 에 의한 암이 일어나는
기전은 정확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선
조직에서

ErbB2

유전자를

과발현

시킨

마우스(MMTV-active

ErbB2)를 분석한 결과, 종양 조직에서 Id2(Inhibitor of DNA binding
2)가 증가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Id2 가 결손되었을 경우,
ErbB2 를 과발현시켜도 유방암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Id2 가 ErbB2 신호 전달의 표적 유전자(target genes)의
전사적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보았으나 별다른 차이를 볼 수
없었다. 이에 일련의 실험들을 통하여 ErbB2 의 표적이 되는 luminal
및 luminal progenitor population 이 MMTV-active ErbB2;Id2-/유선 조직에서 현저하게 감소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Id2 가
결손될 경우 luminal lineage 로의 분화가 일어나지 못하여 hierarchy 가
높은 줄기세포 및 bipotent progenitor cell 이 축적되어 있는 것을
밝혀내었다.

이는

MMTV-active

ErbB2;Id2-/-에서

luminal

population 의 감소로 인하여 ErbB2 발현량이 증가하지 못한 점에서

i

다시 한 번 검증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ErbB2 에 의하여
발생하는 유선 종양 형성 과정에서 Id2 가 유선 상피 세포의 증식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luminal lineage 로 유선 세포의 분화가 일어나도록
유도함으로써 유방암 형성을 조절한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다.

주요어 : 유선 상피세포, ErbB2 과발현 유방암, Id2(Inhibitor of DNA
binding 2), luminal 및 luminal progenitor cell

학 번 : 201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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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Introduction)
포유동물에서

유선조직은

태아

시기에는

발달이

미미하나

사춘기 이후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 급격히 발달하기 시작한다. 특히
임신 상황이 되어 젖 분비가 필요한 시점이 되면 왕성한 분열과 분화를
통하여 유선 조직의 증식을 유도한다(Hennighausen and Robinson
2005; Watson and Khaled 2008; Gjorevski and Nelson 2011).
유선은 크게 젖을 분비하는 luminal cell 과 바깥쪽을 둘러싸며 구조
유지를 하고
myoepithelial

있는 myoepithelial
cell

에는

유선

cell

로 구성되어

줄기세포(Mammary

있다.
Stem

이 때
Cell)가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 Luminal cell 은 후에 임신 상황에서 젖을
생성하는 alveolar cell 과 젖이 지나가는 통로를 제공하여 주는 ductal
cell 로 분화한다. 왕성하게 발달된 유선은 새끼가 젖을 뗀 후 다시
퇴화하여 조금씩 줄어들게 된다(Visvader 2009). 이러한 유선 상피
세포의 조절이 망가질 경우 과도한 증식 및 분열로 인하여 유방암이
발생하게 된다.

유방암(breast cancer)은 현재 여성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으로써 전체 암 중 3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폐암 다음으로
여성 사망률이 높다(2010 년 기준)(Desantis, Ma et al. 2013).
유방암은 크게 5 가지로 나누는데(Prat and Perou 2009), 그 중 특히
１

ErbB2(v-erb-b2 erythroblastic leukemia viral oncogene homolog
2)가

과발현

되는

암은

전체

차지한다(Burstein

2005;

ErbB2(Her2

Neu)는

또는

유방암

Mitri,

환자

중

Constantine

receptor

약
et

tyrosine

15-30%를
al.

2012).

kinases(RTKs)의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EGFR) family member 로 여러
장기에서

proto-oncogene

으로

알려져

있다.

유선

조직에

있어

ErbB2 는 luminal lineage cell 을 표적으로 하는 발암 유전자로서,
ErbB2 에 의한 유선 종양 조직에서 luminal cell 이 과도하게 증가되어
있다(Herschkowitz, Simin et al. 2007; Vargo-Gogola and Rosen
2007). 종양은 빠르면 약 3 개월부터 생기기 시작하여 다초점성 전이형
유방암(multifocal

invasive

mammary

tumor)을

형성하며,

재발

가능성이 크고 예후가 좋지 않다(Muller, Sinn et al. 1988).

현재까지 ErbB2 는 다른 EGFR 과 heterodimer 를 이룸으로써
tyrosine 잔기를 자기인산화 시킴으로써 신호 전달이 이루어 진다고
알려져 있다. 대표적으로 Ras/Raf 를 통한 MAPK 활성 및 PI3K/Akt
활성화를 통한 mTOR 신호를 통하여 cyclin D1 이나 myc 의 발현이
촉진되어

polarity

조절

및

세포

증식이

유도되고,

세포

사멸이

억제된다(Kau, Way et al. 2004; Baselga and Swain 2009). 그러나
현재 ErbB2 에 의한 유방암에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포 증식 및 polarity 에 관여하는 신호 전달 기작이
２

많고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ErbB2 에 의하여
유방암이 발생하는 확실한 기전은 밝혀져 있지 않다.

한편, Id(Inhibitor of DNA binding) family 는 네 가지(Id1, Id2,
Id3, Id4)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사 조절 인자로 알려져 있다. Helixloop-helix(HLH) domain 은 있으나 DNA 에 결합할 수 있는 basic
domain 이 없기 때문에, 다른 bHLH 인자들이 DNA 에 결합하는 것을
막아 표적 유전자(target gene)의 전사를 방해한다. 아직 뚜렷한 Id
단백질의 결합 인자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E-box sequence 를
공유하는 E 단백질과 결합한다고 알려져 있다, Id 단백질은 여러 장기의
종양 형성 과정에 관여하는데, 특히 Id2 의 경우 TGF-beta, myc,
그리고 β-catenin 등의 신호 전달 체계를 통하여 세포 증식을 높이고
분화를

막는다.

이로써

망막아종(retinoblastoma)이나

신경아세포종(neuroblastoma), 유윙육종(Ewing’s sarcoma) 등에서
Id2 의 발현이 높아짐에 따라 종양 형성이 촉진된다(Perk, Iavarone et
al. 2005).

유방암의 경우 Id1 이나 Id3 는 종양의 혈관형성을 촉진함으로써
종양의 발달을 가져오고, Id4 는 BRCA1 의 발현을 억제함과 동시에
부착비의존성 성장(anchorage-independent growth)을 촉진함으로써
유방암의 형성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다(de Candia, Benera et al.

３

2004). Id2 가 여러 다른 조직의 종양 형성에 관여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선 조직에 있어 종양 형성 및 진행에 대한 Id2 의
역할에는 아직 논란이 많다. 일부에서는 Id2 가 종양 세포의 이동 및
투과적

성장(invasive

growth)를

촉진함으로써

질병의

좋지

않은

예후를 가져온다는 보고가 있는 반면(Wazir, Jiang et al. 2013),
한편으로는 높은 Id2 의 발현을 보이는 유방암 환자는 좋은 예후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Stighall, Manetopoulos et al. 2005).
이처럼 유방암의 발생과 진행에 있어 Id2 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다.

유선

조직에

있어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에

의하면,

임신

초기에는 Id1 이 우세하게 발현되지만 후기가 될수록 Id2 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우유 단백질인 β-casein 의 발현이 증가된다. 이로써
Id1 은 유선세포의 증식, Id2 는 임신 상황에서 젖 분비를 하는 luminal
cell 의 증식을 유도할 것이라고 보고된 바 있다(Parrinello, Lin et al.
2001).

Id2

유전자를

결손시켰을

때

태아에서의

유선

발달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virgin 때에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임신과 출산 상황에서 왕성한 유선 상피세포의 발달에 결함을 보이고 젖
분비를 하지 못한다(Mori, Nishikawa et al. 2000).

４

이에 잦은 임신과 출산에 의해 유선 상피 세포의 증식과 사멸이
반복되면,

세포

주기

조절에

이상이

생길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유방암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이 때 Id2 가 유선 조직의
증식 및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실에 기반하여, 유방암 형성과
Id2 간에 연관성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실에서는 MMTV-active ErbB2 마우스를 이용하여,
유선 조직에서 ErbB2 를 과발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Id2 유전자가
결손(knock-out)될
있다(Figure1).

경우

종양이

MMTV-active

형성되지

ErbB2

않는

마우스는

것을

관찰한

바

평균적으로

약

12 주부터 종양이 형성된다고 알려져 있다(전체 쥐의 50%에 종양이
발생하는 시기, T50=89days)(Muller, Sinn et al. 1988). 이 때

MMTV-active ErbB2 는 기존에 보고된 바와 같이 생후 약 13 주가
지나면서 종양이 형성되는 것이 관찰되었고(데이터 미표시), MMTV-

active ErbB2;Id2+/-의 경우 생후 약 28 주가 지나면서 50%의
마우스가 종양이 형성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MMTV-

active ErbB2;Id2-/-의 경우, 생후 약 55 주가 지나도록 종양이 전혀
관찰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ErbB2 의 과발현에 의한 유방암에 있어
Id2 의 역할을 밝히고자 하였다.

５

본 연구에서는 ErbB2 에 의해 형성된 유선 종양 조직에서
Id2 의 발현이 증가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Id2 결손 시

ErbB2 를 과발현시켜도 종양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이 때 MMTV-active ErbB2;Id2-/- 유선 조직의 경우,

Id2 가 결손됨에 따라 ErbB2 의 표적이 되는 luminal 및 luminal
progenitor population 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여 ErbB2 의 발현이
증가하지 못함으로써 종양이 형성되지 못하는 것을 밝혀내었다. 이러한
일련의 실험들을 통하여, Id2 가 유선 세포의 luminal lineage 로의 분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ErbB2 에 의한 종양 형성을 조절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６

７

Figure 1. Id2 결손 마우스에서 ErbB2 에 의한 종양 형성 시기

MMTV-active

ErbB2;Id2+/-

마우스(n=30)와

MMTV-active

ErbB2;Id2-/- 마우스(n=16)에서의 최초 종양 발견 시기 분석 그래프.
촉진을 통하여 마우스를 관찰 진단하였을 때 종양이 형성된 것이
느껴지는 시기의 마우스 주령을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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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결과(Results)
Ⅱ-1. ErbB2 로 인한 유선 종양 부위에서 Id2 의 발현이
증가되어 있다.
ErbB2 에 의해 야기되는 유방암 연구의 대표적인 동물 모델로서,
MMTV (Mouse mammary tumor virus)의 LTR (long terminal repeat)
promoter 에 의해 사춘기 이후 유방 상피세포에서 활성화된 형태의
ErbB2

가

특이적으로

발현되는

형질전환

마우스(MMTV-active

ErbB2)가 잘 알려져 있다 (Muller, Sinn et al. 1988; Bouchard,
Lamarre et al. 1989). 이를 이용하여 ErbB2 가 과발현 되어있는
유방암 모델에서의 Id2 발현량을 알아보기 위하여, WT(Wild-type,
정상 유선 조직)과 ErbB2 Tg NT(MMTV-active ErbB2 Tg Nontumor region, 종양이 생기지 않은 ErbB2 과발현 유선 조직), 그리고
ErbB2 Tg T(MMTV-active ErbB2 Tg Tumor region, ErbB2 과발현
종양 조직)에서 각각 Id2 의 mRNA level 을 qRT-PCR(Quantitative
real-time RT-PCR)을 통하여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WT 에서보다
ErbB2 Tg NT 에서 Id2 mRNA level 이 약 5 배 정도 더 높았고,
ErbB2 Tg T 에서는 Id2 mRNA level 이 약 225 배로 매우 증가해
있었다 (Figure 2A).

９

WB(Western blot)이나 IHC(Immunohistochemistry)를 통한
분석에서도 WT 이나 ErbB2 Tg NT 보다도 ErbB2 Tg T 에서 Id2 가
두드러지게 발현되고 있으며 주로 핵 안에서 발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2B, 2C). 이러한 결과들을 통하여 ErbB2 에 의하여
유선 조직에 종양이 생기는 과정에서 종양 조직의 Id2 의 발현이
증가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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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유선 및 종양 조직에서의 Id2 발현 정도 비교 및 분석

WT, wild-type; ErbB2 Tg. MMTV-active ErbB2 Tg; NT, NonTumor; T, Tumor.

(A) WT(정상 유선 조직, n=5), ErbB2 Tg NT(종양이 생기지 않은
ErbB2 과발현 유선 조직, n=3), 그리고 ErbB2 Tg T(ErbB2 과발현
종양 조직, n=3)에서의 Id2 mRNA level 에 대한 Quantitative realtime RT PCR 분석
(B) WT, ErbB2 Tg NT, ErbB2 Tg;Id2-/-, 그리고 ErbB2 Tg T 에서의
tubulin 의 발현량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Id2 발현 정도에 대한
Western blot 분석

(C)

WT,

ErbB2

Tg

NT,

그리고

ErbB2

Tg

T

에서

Immunohistochemistry 를 통한 Id2 발현 정도 비교. 적색, Id2; 청색,
DNA. scale bar 는 20μm 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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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2. Id2 가 결손되면 ErbB2 를 과발현시켜도 종양이
생기지 않는다.
MMTV-active ErbB2 마우스는 평균적으로 ErbB2 에 의하여
종양이 생겼을 때 Id2 가 증가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Id2 가 ErbB2 에
의한 종양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앞서 본 실험실에서는 MMTV-active ErbB2 마우스를 Id2
결손 마우스(Id2-/-)와 교배하여 종양 형성 시기에 Id2 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본

바가

있다.

이

때

MMTV-active

ErbB2;Id2-/- 마우스의 경우, 생후 약 55 주가 지나도록 종양이 전혀
관찰되지 않았다.

이에 Carmine-Alum Staining 을 통하여 WT 과 ErbB2 Tg,
ErbB2 Tg;Id2-/-(MMTV-active ErbB2 Tg;Id2-/-, Id2 가 결손된
ErbB2 과발현 유선 조직)의

유선 조직을 비교하여 보았다 (Figure 3).

그 결과 생후 약 50 주령의 WT 에 비하여 생후 약 40 주령의 ErbB2
Tg 의 유선 조직에서는 종양이 발견된 반면, 생후 약 50-70 주령의
ErbB2 Tg;Id2-/- 유선 조직에서는 아무런 종양이 발견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WT 이나 종양이 형성되기 시작한 ErbB2 Tg 의 경우 duct
형성이 잘 되어 branch 형성이나 Terminal End Bud(TEB)가 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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뻗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지만, ErbB2 Tg;Id2-/- 유선조직은
이러한 branch 형성이 거의 이루어 지지 않고

TEB 또한 잘 발달되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Id2 는 ErbB2 에 의한 종양
형성 시기에 영향을 미치며, ErbB2 에 의한 종양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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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Id2 의 결손에 따른 종양 생성 억제

WT, wild-type; ErbB2 Tg. MMTV-active ErbB2 Tg; LN, Lymph
Node.
WT(53 주령, n=1), ErbB2 Tg(38 주령, n=2), 그리고 ErbB2 Tg;Id2/-

(50 주령-70 주령, n=5)에서의 전체 유선 조직에 대한 Carmine-

Alum Staining 염색. 왼쪽 사진의 검은색 네모 박스의 부분을 각각
확대하여 오른쪽에 게재함.

ErbB2 과발현 유선 조직의 경우 검은색

화살표는 foci 위치를 표시함. Scale bar 는 왼쪽의 경우(전체 유선 사진)
0.2cm, 오른쪽의 경우(확대된 사진) 0.5cm 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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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3. Id2 는 ErbB2 신호 전달 표적 유전자의 전사적
수준에서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MMTV-active ErbB2 의 과발현으로 인한 유선 종양 조직에서
Id2 의 발현이 증가되어 있다는 사실과 Id2 가 결손되었을 때 ErbB2 에
의하여 종양이 생기지 않는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ErbB2 에 의한
종양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Id2 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우선 Id2 가 ErbB2 에 의한 신호 전달
과정에 관여하는지 살펴보았다. c-Jun, E2F1, myc, p21, p27, p53,

stat3 는 세포 증식에 관여하는 대표적인 ErbB2 신호 전달 기작의 표적
유전자(target genes)로, 만약 Id2 가 ErbB2 하위 신호 전달 기작에
관여할 경우, Id2 가 결손되었을 때 위의 ErbB2 신호 전달에 의한 표적
유전자의 활성이 감소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를 qRT-PCR 을
통하여 확인해 본 결과, ErbB2 Tg NT 와 비교하였을 때 Id2 가
결손되더라도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었다 (Figure 4).
이로써 Id2 가 ErbB2 신호 전달 기작의 표적 유전자에 대한 전사적
수준에서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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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ErbB2 신호 전달 기작의 표적 유전자에 대한 mRNA level
비교 분석

ErbB2 Tg. MMTV-active ErbB2 Tg; NT, Non-Tumor.
ErbB2 Tg NT(n=3)과 ErbB2 Tg;Id2-/-(n=2) 간의 ErbB2 신호 전달
기작에 관여하는 표적 유전자의 mRNA level 을 Quantitative realtime RT PCR 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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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4. Id2 가 결손되면 ErbB2 의 표적인 luminal
population 이 감소한다.
Id2 가 ErbB2 신호 전달 기작의 표적 유전자(target genes)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Id2 가 결손되었을 때 ErbB2 에 의하여
종양이 형성되지 않는 다른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현재까지 보고된 바에 의하면, ErbB2 는 정상적인 유선 발달
과정에서 duct 및 terminal end buds(TEBs)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Jackson-Fisher,

Bellinger

et

al.

2004),

임신

상황에서의

정상적인 lobuloalveolar 형성과 젖 분비에 필수적이다(Jones and
Stern 1999). 또한 ErbB2 에 의한 유선 종양 세포는 luminal cell 에서
유래한다고 알려져 있다(Lo and Chen 2013). 반면, Id2 또한 임신
상황에서 luminal cell 의 왕성한 증식을 유도하여 젖 분비를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Mori, Nishikawa et al. 2000; Parrinello, Lin et
al. 2001).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MMTV-active ErbB2 에서 Id2 가
결손될 경우, ErbB2 의 표적 세포인 luminal cell population 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우선 qRT-PCR 로 확인해 본 결과, ErbB2 Tg;Id2-/- 유선
조직에서 luminal marker 인 K8 과 K18 이 WT 에 비해서는 각각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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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배와 약 0.3 배로, ErbB2 Tg NT 에 비해서는 각각 약 0.2 배와 약
0.4 배로 감소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Figure 5A). 그러나
myoepithelial marker 인 SMA 와 K14 를 확인해 본 결과, WT 및
ErbB2 Tg NT, 그리고 ErbB2 Tg;Id2-/-의 유선 조직 간의 mRNA
level 은 눈에 띠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igure 5B). 반면 ErbB2 Tg
T 에서의 K8 과 K14 의 mRNA level 을 ErbB2 Tg NT 와 비교해
보았을 때 K8 의 발현은 높고 K14 은 거의 발현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luminal 이 매우 증가되고 myoepithelial 이 매우 감소되어 있다는
기존의 연구 보고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 5C).

뿐만 아니라 Western blot 으로 확인해 보았을 때에도 ErbB2
Tg;Id2+/- NT 에 비하여 ErbB2 Tg;Id2-/-에서 K8 의 발현은 매우
감소되어 있었으나, SMA 의 발현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igure
5D).

마지막으로 IHC 를 통하여 WT 과 ErbB2 Tg NT, ErbB2
Tg;Id2-/- 에서의 K8 발현을 비교해 보았을 때, WT 이나 ErbB2 Tg
NT 에 비하여 ErbB2 Tg;Id2-/-의 경우 K8 의 발현이 약한 것을 볼 수
있었다(Figure 5E). 반면, SMA 는 세 유전자형의 유선 조직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발현하고 있었다. ErbB2 Tg T 에서 K8 의 발현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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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으나 SMA 는 거의 발현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ErbB2 에 의한
종양은 luminal lineage tumor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의 실험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Id2 가 MMTV-active

ErbB2 에 의한 종양 형성 과정에서 표적 대상인 luminal population
형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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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Id2 소실에 따른 luminal 과 myoepithelial population 의 변화
및 차이 분석

WT, wild-type; ErbB2 Tg. MMTV-active ErbB2 Tg; NT, NonTumor; T, Tumor.

(A, B) Quantitative real-time RT PCR 을 통한 WT(n=4), ErbB2 Tg
NT(n=2), 그리고 ErbB2 Tg;Id2-/-(n=5) 간의 mRNA level 비교. (A)
Luminal

marker

로써

K8(Keratin

8)과

K18(Keratin

18)을

사용하였고, (B) Myoepithelial marker 로써 SMA(Smooth Muscle
Actin)과 K14(Keratin 14)을 사용함.

(C) ErbB2 Tg(n=3)의 NT 와 T 간의 K8 과 K14 을 이용하여
Quantitative real-time RT PCR 을 통한 mRNA level 을 비교 분석.
(D) Western blot 을 통하여 ErbB2 Tg;Id2+/- NT 와 ErbB2 Tg;Id2-/간의 K8 과 SMA 의 발현을 GAPDH 발현량을 기준으로 단백질
수준에서의 비교.
(E) WT, ErbB2 Tg NT, ErbB2 Tg;Id2-/-, ErbB2 Tg T 에서의
Immunohistochemistry 를 통하여 K8 과 SMA 의 단백질 발현 정도
확인. 적색, K8; 녹색. SMA; 청색, DNA. Scale bar 는 20μm 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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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5. Id2 는 luminal progenitor population 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Id2 가 결손됨에 따라 MMTV-active ErbB2 를 과발현시켜도
luminal 이 잘 형성되지 않는 것을 봄으로써, luminal progenitor cell
population 은 어떠한지 확인해 보기 위하여 FACS analysis 를
수행하였다(Figure 6A). 유선상피세포에서 Lin-CD29loCD24+ 세포들이
많은 구역은 luminal population, Lin-CD29hiCD24+ 세포들이 많은
구역은

유선줄기세포(MaSCs)를

함유하고

있는

myoepithelial

population 이라고 한다(Shackleton, Vaillant et al. 2006).

그 중

CD61+인 세포는 progenitor cell 로서 Lin-CD29loCD24+CD61+인
세포들은 luminal progenitor cell 이라고 할 수 있다(Vaillant, AsselinLabat et al. 2008). 분석 결과, ErbB2 Tg NT 에 비하여 ErbB2
Tg;Id2+/- NT 에서는 luminal population 이 약 0.8 배로 감소하였고,
ErbB2 Tg;Id2-/-에서는 약 0.7 배로 감소하였다(Figure 6B). Luminal
progenitor 의 경우, ErbB2 Tg NT 에 비하여 ErbB2 Tg;Id2+/NT

에서는

약

0.7

배로

감소하였고,

ErbB2

Tg;Id2-/-의

유선

조직에서는 약 0.4 배로 감소하였다(Figure 6C). 이러한 luminal
population 과 luminal progenitor population 은 ErbB2 Tg T 에서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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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와 97%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으로써 기존의 보고와 일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뿐만 아니라, qRT-PCR 을 통하여 확인해 보았을 때에도
ErbB2 Tg;Id2-/-에서 luminal progenitor marker 인 CD61 의 mRNA
level 이 WT 이나 ErbB2 Tg NT 에 비하여 약 0.3 배로 감소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반면, ErbB2 Tg T 의 경우 기존에 알려진 바와
같이 ErbB2 Tg NT 에 비하여 약 50 배 정도 CD61 mRNA level 이
증가되어 있었다(Figure 6D).

이처럼 Id2 의 결손으로 인한 luminal population 의 감소보다
luminal progenitor 의 감소가 더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이를 통하여
Id2 가 luminal 의 형성에 뿐만 아니라 그 상위 단계인 luminal
progenitor 의 형성에 관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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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Id2 level 에 따른 luminal 과 luminal progenitor population 의
감소

WT, wild-type; ErbB2 Tg. MMTV-active ErbB2 Tg; NT, NonTumor; T, Tumor.
(A) ErbB2 Tg NT, ErbB2 Tg;Id2+/- NT, ErbB2 Tg;Id2-/-, 그리고
ErbB2 Tg T 간의 luminal 과 myoepithelial 의 상대적 비율과 luminal
progenitor 의 비율을 FACS 를 통하여 분석. CD24 와 CD29 를
이용하여 Lin-CD29loCD24+의 세포인 luminal population 과 LinCD29hiCD24+의
CD61

을

세포인

이용하여

myoepithelial

population

Lin-CD29loCD24+CD61+의

을

구분한

세포를

뒤,

luminal

progenitor population 으로 구분함. 각각 n=4 로 실험 수행.

(B, C) 위의 FACS 분석 값을 수치화하여 (B)지방 세포를 제외한
luminal 과 myoepithelial 세포의 합 중 luminal 세포가 차지하는
비율과, (C)전체 luminal 세포 중 luminal progenitor 세포의 비율을
나타낸 도표. *, P<0.05; ***, P<0.001.

(D) Quantitative real-time RT PCR 을 통하여 (왼쪽)WT 과 ErbB2
Tg NT 에 대하여 ErbB2 Tg;Id2-/-의 luminal progenitor marker 인
CD61 mRNA level 을 비교 분석. (오른쪽) ErbB2 Tg NT 와 T 간의
CD61 mRNA level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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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6. Id2 결손 마우스의 유선세포는 높은 hierarchy
상태에서 더 이상 분화하지 못한다.
Id2 가 luminal progenitor 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아 Id2 가 결손되었을 시, 그 상위 단계인 bipotent progenitor
population 이 축적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bipotent progenitor marker 인 K6 의 발현을 mRNA level 에서
확인하였다. 그 결과, ErbB2 Tg;Id2-/-의 경우 WT 이나 ErbB2 Tg
NT

에

비하여

약

5

배

정도

K6

mRNA

level

이

증가되어

있었다(Figure 7A). ErbB2 Tg T 의 경우 K6 mRNA level 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아 종양 세포는 이미 luminal lineage 로 분화되어 있다고
유추할 수 있었다.

또한 분화 정도를 보여주는 marker 인 Sca-1 을 이용하여
qRT-PCR 을 수행하였다. 이 때 Sca-1 이 높을수록 분화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유선 조직의 경우 줄기세포에서 낮은 Sca-1
level 을 발현한다. ErbB2 Tg;Id2-/-에서 Sca-1 의 발현이 WT 에
비해서는 절반 정도 줄어들어 있었으며, ErbB2 Tg NT 의 경우에
비해서는

약

0.4

배로

줄어들어

있음으로써(Figure

7B),

유선

줄기세포가 다음 단계로 분화하지 못하고 축적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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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ErbB2 Tg T 의 경우에도 Sca-1 mRNA level 이 낮았는데,
이를 통하여 미분화된 세포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로써 Id2 가 소실됨에 따라 stemness 가 증가한 것은 유선
세포가

bipotent

progenitor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인

luminal

progenitor 로 분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임을 유추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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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ErbB2 과발현 시 Id2-/-에 의한 높은 hierarchy 세포의 축적

WT, wild-type; ErbB2 Tg. MMTV-active ErbB2 Tg; NT, NonTumor; T, Tumor.

(A) Quantitative real-time RT PCR 을 통하여 WT 에 비하여 ErbB2
Tg NT, ErbB2 Tg;Id2-/-, ErbB2 Tg T 에서의 bipotent progenitor
marker 인 K6 mRNA level 분석. 각각 n=5 에서 실험 수행.
(B) WT 에 대하여 ErbB2 Tg NT, ErbB2 Tg;Id2-/-, ErbB2 Tg
T 에서의 분화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marker 인 Sca-1 mRNA
level 을 Quantitative real-time RT PCR 을 통하여 분석. 각각
n=5 에서 실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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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7.

MMTV-active

ErbB2;Id2-/-

마우스

유선

조직에서는 ErbB2 가 증가되어 있지 않다.
앞선 실험들을 통하여 Id2 가 결손될 경우 ErbB2 가 표적으로
하는 luminal 및 luminal progenitor population 이 감소하는 것을
보았다.

이처럼

ErbB2

에

의한

종양의

기원이

되는

luminal

population 이 감소되어 있을 때 ErbB2 의 발현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qRT-PCR 을 수행하여 mRNA level 을 확인하였다(Figure 8A).
그 결과 ErbB2 Tg NT 의 경우 WT 에 비하여 약 31 배 정도 ErbB2
mRNA level 이 증가해 있었던 반면, ErbB2 Tg;Id2-/-의 경우 WT 에
비하여 약 9 배로 증가의 폭이 작았다. 이는 WB 이나 IHC 를 통한
ErbB2 단백질의 발현량을 보았을 때에도 ErbB2 Tg NT 는 WT 에
비하여 ErbB2 발현이 증가해 있었던 반면, ErbB2 Tg;Id2-/-의 경우
WT 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을 봄으로써 ErbB2 가 증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Figure 8B, 8C). 이를 통하여 ErbB2 의 표적인
luminal

population

이

Id2

의

결손에

의하여

제대로

못함으로써 ErbB2 가 증가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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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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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종양 진행 정도에 따른 ErbB2 발현량 비교

WT, wild-type; ErbB2 Tg. MMTV-active ErbB2 Tg; NT, NonTumor; T, Tumor.

(A) Quantitative real-time RT PCR 을 이용하여 WT(n=5)에 비하여
ErbB2 Tg NT(n=3), ErbB2 Tg;Id2-/-(n=2), 그리고 ErbB2 Tg
T(n=3)에서의 ErbB2 mRNA level 을 비교.
(B) WT, ErbB2 Tg NT, ErbB2 Tg;Id2-/-, 그리고 ErbB2 Tg T 에서의
ErbB2 단백질 발현 정도를 tubulin 의 발현량을 기준으로 Western
blot 을 통하여 비교.

(C) Immunohistochemistry 를 통하여 WT, ErbB2 Tg NT, ErbB2
Tg;Id2-/-, 그리고 ErbB2 Tg T 의 ErbB2 발현량 비교. 녹색, ErbB2;
청색, DNA. Scale bar 는 20μm 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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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고찰(Discussion)
Id2 는 세포 분화를 막고 증식을 촉진하는 조절 인자로서 여러
장기에서의 암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유선
조직의 경우, 임신 상황에서 luminal 의 분화를 촉진함으로써 alveolar
형성을 유도하여 젖 분비에 관여한다는 정도만 밝혀져 있는 상태이다.
이에 임신과 출산의 반복으로 유선 상피 세포의 증식과 사멸이 잦아지면
유방암의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는 사실에 바탕하여, 유선 세포의 증식에
관여하는 Id2 와 유방암 간의 관계를 규명해 내고자 하였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ErbB2 에 의한 종양에서 Id2 의 발현이
증가하는 것을 관찰하였고, ErbB2 를 과발현 시켜도(MMTV-active

ErbB2) Id2 가 소실될 경우(Id2-/-) 생후 약 70 주령이 지나도록
종양이 발견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Id2 가 ErbB2 신호
전달 기작의 표적 유전자(target genes)의 전사적 수준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는 것을 보았다. 이에 ErbB2 에 의한 유방암이 luminal
cell

에서

유래된

종양이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MMTV-active

ErbB2;Id2-/- 유선 조직을 관찰한 결과 wild-type 이나 MMTVactive ErbB2 Non-tumor 에 비하여 luminal 및 luminal progenitor
population 이 감소되어 있고, 그 상위 단계인 bipotent progenitor cell
및

유선줄기세포가

증가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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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증명하였다.

이로써

유선

줄기세포가 bipotent progenitor cell 로 분화한 뒤, Id2 에 의하여
luminal lineage 로 분화된다는 것을 밝혀내었다(Figure 9). 따라서
Id2 가 결손될 경우 ErbB2 의 표적 세포의 감소로 인하여 ErbB2 의
발현이 증가할 수 없게 되고, 이로써 luminal lineage tumor 가 형성되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연구는 그 동안 많이 보고되어 왔던 임신
경험이

있는

마우스에서의

유방암에

대한

연구와는

달리

virgin

상황에서의 유방암에 있어 Id2 와의 연관성을 찾은 것에 있어 의의가
있다.

본 실험실에서 앞서 밝혀낸 MMTV-active ErbB2;Id2-/- 유선
조직의 경우 세포 증식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은(Id2 의 결핍이
종양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서울대 이학석사학위 논문,
최석원,

2012),

Id2

가

결손됨으로써

유선줄기세포

및

bipotent

progenitor cell 과 같은 상위 단계의 세포가 더 이상 분화하지 못하고
축적되어 stemness 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양줄기세포(cancer
stem cell)로 전환되지 않는 것을 설명해 준다. 즉, stem cell 이
증가하였음에도 지속적이고 왕성한 증식을 하지 못하게 되어 종양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특히 본 실험실에서는 사춘기 시기 이후 유선 발달 과정에 있어
Id2 가 luminal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예비 데이터(prelimi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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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를 가지고 있다. 정상적인 유선 발달 과정에서 Id2-/- 유선 조직은
luminal population 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는 반면, Id2 가 과발현 되어
핵 내로 들어가도록 유도된 MMTV-NLS-Id2 유선 조직의 경우
luminal 층이 과도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데이터 미표시). 본
연구는 이러한 발견의 연장선 상에 있는 실험 결과로, Id2 가 결손됨에
따라 luminal lineage tumor 인 ErbB2 로 인한 유방암 또한 발생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Id2 가 virgin 상황에서 luminal 형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된다.

하지만 어떠한 기작을 통하여 Id2 가 luminal lineage 로 분화를
유도하는지에

대한

의문은

아직

남아있다.

현재까지는

주로

임신

상황에서의 luminal 로의 분화 과정에 대하여 밝혀져 있는데, 대표적으로
프로게스테론이나 에스트로겐과 같은 호르몬에 의하여 여러 신호 전달
기작이

활성화됨으로써

luminal

lineage

로의

분화가

왕성하게

이루어진다고 알려져 있다. Stat5a 는 임신 상황에서 luminal progenitor
cell 로의 분화를 촉진한다(Yamaji, Na et al. 2009). 또한 Notch 신호는
유선 줄기세포(MaSC)가 luminal lineage 를 가지도록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Notch 신호는 luminal progenitor cell 의 증식을 유도하고
결국엔 종양 형성을 유도한다(Bouras, Pal et al. 2008). 뿐만 아니라
Elf5 의 경우, 임신 상황에서 CD61+ luminal progenitor cell 의
alveolar cell 로의 분화를 유도함으로써 젖 분비를 돕는다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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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있다(Oakes, Naylor et al. 2008). Elf5 결손 마우스의 경우,
Notch 신호의 과도한 활성화가 유도되어 luminal lineage 형성에
영향을 준다(Chakrabarti, Wei et al. 2012). 최근에는 프로게스테론에
의하여 RankL 를 통한 Rank 신호가 활성화되고, 이는 Elf5 의 발현을
유도함으로써 luminal progenitor 세포의 성숙한 luminal cell 및
alveolar

cell

로의

발달을

촉진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Lee,

Gallego-Ortega et al. 2013). 이 때 RankL 의 Rank 수용체를 통한
신호 전달은 Id2 를 핵 속으로 운반함으로써 유선 세포의 증식을
조절한다(Kim, Kim et al. 2006; Kim, Kim et al. 2011). 위의 연구
결과들은 luminal cell 의 분화에 관여하는 여러 유전자들과 Id2 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며, 이는 후속 연구를
통하여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유선 조직의 발달에 면역 세포가 관여한다는 연구
결과 또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대식세포와 비만세포 같은 백혈구는
유선 조직의 Terminal End Bud(TEB) 근처로 이동하여 유선 세포와
상호작용함으로써 유선 조직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보고가
있다(Gouon-Evans, Rothenberg et al. 2000; Gouon-Evans, Lin et al.
2002; Gjorevski and Nelson 2011). 특히 대식세포의 생장에 중요한
인자인 CSF-1 은 대식 세포가 유선 상피 세포 근처로 이동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임신 상황에서 유선 조직의 분화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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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F-1

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경우

젖

분비에

문제가

생긴다(Pollard and Hennighausen 1994; Sapi 2004). Id2 결손
마우스(Id2-/-)에 대해서는 면역에 관련하여 이미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있는데(Rankin and Belz 2011), Id2 가 소실되면 새끼의 약 25%가
출산 전후에 사망하게 되고 림프절과 페이에르판(Peyer’s patches)이
형성되지

못하며

면역

기능에

결함을

보인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Yokota, Mansouri et al. 1999). 이러한 면역세포와 관련한 유선
조직의 발달에 대한 연구 결과는 Id2 의 결손에 의하여 면역세포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여 luminal 로의 정상적인 분화를 하지 못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

Id2 가 ErbB2 신호 전달 기작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는 가설에
대해서도 더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기존에 Id2 가 세포 증식을
촉진하고 분화를 막기 때문에 종양 세포의 전이 및 증식을 유도하여
암의 진행을 촉진할 것이라는 보고가 있었다 (Yuen, Chan et al. 2007).
뿐만 아니라 본 실험실에서는 MMTV promoter 를 이용하여 Id2
유전자를 마우스 유선 조직에서 과발현 시켰을 때(MMTV-Id2), 잦은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게 되면 ErbB2 과발현(MMTV-ErbB2)으로 인한
종양과 같은 표현형이 나타나면서 생후 약 1.5 년이 되면 결국
유방암으로 진행되는 것을 관찰한 바 있다(데이터 미표시). 본 연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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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bB2

신호

전달에

관여하는

대표적인

표적

유전자

몇

가지에

대해서만 전사적 수준에서 Id2 가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지만, Id2 가
ErbB2 신호 전달에 직접적으로 관여함으로써 이 외의 다른 표적
유전자의 활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또한 Id2 가 ErbB2 신호 전달
기작의 일부분에만 관여하기 때문에 Id2 가 결손되었을 때 다른 신호
전달

기작에

의하여

ErbB2

신호

전달

표적

유전자의

활성이

보완(compensation)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 외에도 Id2 가 ErbB2
하위 신호 전달 기작에 위치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신호 전달 기작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간접적으로 ErbB2 에 의한 종양 형성에 관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문점은 Id2 의 결합 물질을 찾음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Id2 단백질은 E-box 염기 서열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E 단백질과 서로 결합하여 유전자 활성을 조절한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Id2 의 직접적인 결합 물질은 아직 규명된
바가 없다(Perk, Iavarone et al. 2005; Kee 2009). 그렇기 때문에 IPmass(immunoprecipitation mass spectrometry)와 같은 실험 방법을
통하여 Id2 의 결합 물질이 무엇인지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또한 현재 본 실험실에서는 Wild-type, Id2-/-, 그리고 MMTV-NLS-

Id2 Tg 의 mRNA 를 추출하여 RNA-sequencing 을 수행함으로써
Id2 에 의해 어떠한 유전자가 전사적 수준에서 조절되는지 광범위하게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４１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후 약 70 주령이 지나게 되면서 MMTV-

active ErbB2;Id2-/- 마우스에 약 10%의 확률로 foci 가 생기는 것이
발견되었다(데이터 미표시). 이는 Id2 가 ErbB2 에 의한 암 형성에
필수적이라는 가설에 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foci 의 형성이 극히 낮은 확률로 발생하는 것을 관찰하였고, 이후
foci 가 종양으로 발달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다.
70 주령 이후 형성되는 foci 의 경우 노화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점 또한 Id2 가 ErbB2 에 의한 암 형성에
관여한다는 사실을 지지한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본 연구를 통하여 유선 조직에서
ErbB2 유전자를 과발현 시켜도 Id2 가 소실됨에 따라 유방암이 발생할
확률이 감소하게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Id2 가 유방암의
형성 및 진행에 있어 정확히 어떠한 역할을 하는 지에 관해서는
지속적이고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４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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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유선 세포 분화에서의 Id2 와 ErbB2 의 관계 모식도.

유선 줄기세포(MaSC)은 자가증식을 하면서 수를 유지하다가 특정
신호를 받게 되면 bipotent progenitor cell 로 분화하게 된다. 이후
luminal lineage 와 myoepithelial lineage 로 운명이 나뉘게 되는데, 이
때 Id2 에 의하여 luminal lineage 로의 분화를 유도된다. 따라서 Id2 가
소실될 경우, ErbB2 의 표적 세포인 luminal 및 luminal progenitor
cell 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여 ErbB2 의 발현이 증가되지 못하고
luminal lineage tumor 가 형성되지 못한다.

４４

Ⅳ. 재료 및 방법(Material & Methods)
Ⅳ-1. Mouse Strains
Id2-/-

마우스는

지원받았다.

Fukui

대학교의

MMTV-active

Yoshifumi

ErbB2

Tg

Yokota

박사님께

(FVB-Tg(MMTV-

ErbB2)NK1Mul/J)는 Jackson 에서 구입하였다. 모든 마우스는 FVB/N
genetic

background

에서

실험하였으며,

서울대학교의

동물 관리

시설(승인번호 120713-1)에서 사육되었다. 종양이 생긴 마우스의 경우,
종양의 지름이 약 1cm 정도 크기가 되었을 때 실험을 수행하였다.

MMTV-active ErbB2;Id2-/- 마우스의 경우, MMTV-active ErbB2 가
활성화 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control 마우스(MMTV-

active ErbB2 또는 MMTV-active ErbB2;Id2+/-)에 종양 형성 이후를
기점으로 동일한 주령으로 맞추어 실험을 수행하였다. 모든 실험은 3040 주령의 마우스를 사용하였으며(carmine-alum staining 의 경우에만
약 40-70 주령의 마우스를 사용. Figure legend 에 별도 표시.),
hematoxylin 으로 질 분비물을 염색하여 구성을 확인함으로써(vaginal
staining) 생리주기를 체크하여 diestrus 시기에 실험을 수행함으로써
호르몬의 영향을 최소화하였다(Joshi, Jackson et al. 2010; Byers,
Wiles et al. 2012) (Figur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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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2. Quantitative real-time RT-PCR
조직을

얼음에

냉각시킨

TRIzol(Sigma)

용액에

넣은

뒤

homogenizer 로 갈아주었다. 13000rpm, 4℃로 centrifuge 를 돌리고
상층에

떠

있는

지방을

역전사효소(Promega)를
Transcription

PCR

제거해

사용해서
을

준

뒤,

RNA

하였다.

를

SYBR

RNA

를

추출하였다.

cDNA

로

Reverse-

green

PCR

master

mix(QIAGEN)를 사용해서 Quantitative real-time PCR 을 진행하고
Rotor Gene-Q real-time PCR 장비를 사용하여 검출하였다. 이 때

UXT(ubiquitously expressed transcript)를 standard 로 사용하였다.
프라이머의 시퀀스는 다음과 같다.

Primer sets for qRT-PCR

Genes

Forward primers

Reverse primers

Id2

5’TTAGGAAAAACAGCCTGTCG-

5’-

3’

c-Jun

E2F1

GCAGGTCCAAGATGTAATCG-3’

5’TCCCCTATCGACATGGAGTC-

5’TTTTGCGCTTTCAAGGTTTT-

3’

3’

5’-

5’-

CGATTCTGACGTGCTGCTC-3’

CAGCGAGGTACTGATGGTCA-3’

４６

myc

5’TGAAGGCTGGATTTCCTTTG3’

p21

5’CGGTGTCAGAGTCTAGGGGA3’

p27

p53

stat3

5’TTCTCTTCCTCGTCGCAGAT-3’

5’AGAGACAACGGCACACTTTG-3’

5’AAGGGCCAACAGAACAGAAG-

5’GGATGTCCATTCAATGGAGTC-

3’

3’

5’CGTACTCTCCTCCCCTCAAT-

5’CACCCGGATAAGATGCTGGGG-

3’

3’

5’-ACCCAACAGCCGCCGTAG-

5’CAGACTGGTTGTTTCCATTCAG

3’

AT-3’

K8

5’ATCGAGATCACCACCTACCG 3’

5’TGAAGCCAGGGCTAGTGAGT-3’

K18

5’AAGGTCTGGAAGCCCAGATT3’

5’CTTGGTGGTGACAACTGTGG-3’

SMA

5’CTGACAGAGGCACCACTGAA3’

5’CATCTCCAGAGTCCAGCACA-3’

K14

5’AGATGTGACCTCCACCAACC-

４７

5’AGGGACAATACAGGGGCTCT-3’

3’

CD61

5’GCTCATTGGCCTTGCTACTC3’

5’CCCGGTAGGTGATATTGGTG-3’

K6

5’ATGAGCAGCTCCCTGTGAGT3’

5’TACGAGGAAGCCAAGAGCAT-3’

Sca-1

5’TCAGTCCTCCTGCAGACCTT3’

5’GAGCACCTACCTACCCAGCA-3’

ErbB2

5’CCCATCAGAGTGATGTGTGG 3’

5’GGGCGACATTCAGAGTCAAT-3’

UXT

5’CTGGAACTGACACTGGCTGA3’

5’GATGCAGTCAATGGGGAGAT3’

Ⅳ-3. 항체정보
WB=western blot, IHC=Immunohistochemistry
ErbB2 (Santacruz, sc-284, rabbit) WB 1:1000, IHC 1:500
Id2

(Santacruz , sc-489, rabbit) WB 1:700, IHC 1:500

K8 (TROMA, rat) WB 1:1000, IHC 1:800
SMA

(Abcam, ab7817-500, mouse) WB 1:2000, IHC 1:500

Tubulin (Abcam, ab15568, rabbit) WB 1:2000
４８

GAPDH (Abclone, Abc-1001, mouse) WB 1:1000
western blot 용으로 1 차 항체는 5% skim milk in TBS-T 에 섞어서
사용하였고, 2 차 항체는 3% skim milk in TBS-T 에 1:7000 으로
섞어서 사용하였다. Immunohistochemistry 용으로 1 차 항체는 5%
BSA, 10% goat serum, 0.5% triton X-100 in PBS 에 섞어서
사용하였으며, 2 차 항체 및 Hoechst 는 PBS 에 각각 1:300 과
1:1000 으로 섞어 사용하였다.

Ⅳ-4. 단백질 추출 및 Western blot 분석
조직을 얼음에 냉각시킨 lysis buffer(50mM NaCl, 0.01M Tris-Cl
pH8.0, 5uM EDTA pH 8.0, 0.5% NP-40, 1mM phenylmethysulfonyl
floride, 1ug/ml Aprotinin, 1ug/ml Leupeptin, 1μM DTT, 1μM
Na3VO4)에 넣은 후 homogenizer 로 갈아주고 13000rpm, 4℃로
centrifuge 를 돌리고 지방을 제외한 상층액만 새로운 튜브로 옮겨
Bradford assay 로 농도를 측정한 후 사용하였다. Id2 와 ErbB2 의
발현을 확인할 때에는 40μg 을 loading 하고, K8 과 SMA 의 발현을
확인할 때에는 10μg 을 loading 하였다. 이 때 단백질은 SDSpolyacrylamide

gel(8%-12%)에서

분리하였다.

Polyvinylidene

difluoride membrane 에 transfer 를 하고 5% skim milk in Tris４９

buffered saline-Tween 20(TBS-T)으로 2 시간 이상 상온에서
blocking 하였다. Membrane 을 각각의 일차 항체들과 4℃에서 overnight 으로 반응시키며 TBS-T 로 세정 후 peroxidase-conjugated
이차항체와

1

WESTZOL(K8,

시간
SMA,

반응시켰다.

이후

GAPDH,

ErbB2,

TBS-T

로

세정한

tubulin

의

경우)

뒤
또는

DURA(Id2 의 경우)로 검출하였다.

Ⅳ-5. Immunohistochemistry
유선 조직을 떼어내어 4% paraformaldehyde 에 담근 후 4℃에서
over-night 으로 고정시켰다. 흐르는 일차증류수에 조직을 담그고
12 시간 이상 세정 후 paraffin processing machine 으로 paraffin 을
도포하였다.

조직을

embedding

하여

paraffin

block

을

만들어

microtome 으로 4-5μm 두께로 잘라 슬라이드에 붙였다. 자일렌과
에탄올로 deparaffination 후 PBS 로 세정한 뒤 Tris-EDTA(pH9.0)을
이용하여 95.5℃에서 20 분 동안 antigen retrieval 하였다. 5% BSA, 10%
goat serum, 0.5% triton X-100 in PBS 으로 3 시간 이상 blocking 후
각각의

일차항체와

조직을

4℃에서

over-night

으로

반응시켰다.

PBS 로 세정 후 이차항체를 상온에서 1 시간 반응하고 다시 PBS 로

５０

세정하였다. Hoechst 를 5 분 처리하고 PBS 로 세정한 뒤 고정
용액으로 고정하였다.

Ⅳ-6. Carmine-Alum Staining
연결 조직을 포함하여 유선 조직을 떼어낸 후 슬라이드 위에 넓게 펴서
부착하였다. 약 5 분 정도 말린 뒤 조직을 16 시간 동안 Clarke’s
Solution 에 담가 지방을 제거하였다. 30 분 간 70% 에탄올을 처리한 뒤,
Carmine-Alum Solution 에 16 시간 동안 염색하였다. 이후 2% HCl in
70% 에탄올 용액을 이용하여 약 5 시간 동안 destaining 하였다. 70%
에탄올, 95% 에탄올, 100% 에탄올 순으로 각각 1 시간씩 처리한 뒤
자일렌에 over-night 으로 넣어둠으로써 조직 주위 지방을 clear 하였다.
이후 methyl salicylate 에 넣어 관찰 및 보관하였다.

Ⅳ-7. FACS analysis
유선 조직을 떼어내어 chopping 한 뒤 5% FBS, 10ng/ml EGF,
10ng/ml

bFGF,

10ng/ml

Collagenase/Hyaluronidase

choleratoxin,
을

첨가한

５１

0.0004%

heparin,

Complete

10X

EpiCult-B

Medium(Stem Cell, 05601)에 넣어 37℃에서 3 시간 동안 rotation
시켰다. 1350rpm, 4℃로 centrifuge 를 돌리고 cell pellet 을 제외한
지방 및 medium 을 제거하였다. RBC lysis buffer 를 5 분 동안 처리한
후, 단일 세포로 분리하기 위하여 pre-warmed 0.25% TrypsinEDTA(3

분)와

1

mg/mL

DNase

I

을

첨가한

5

mg/mL

Dispase(1 분)를 처리하여 40 μm cell strainer 로 걸러주었다. 이 때
Trypsin-EDTA 와 Dispase 과정이 끝난 후에는 각각 HF(2% FBS in
HBSS)으로 중화시켜 주었다. 이후 4℃에서 40 분 간 일차항체와 반응
후 FACS Buffer(2% FBS in PBS)으로 세정한 뒤, 이차항체를 20 분
반응하고 FACS Buffer 로 세정하였다. FACS Caliber 기계를 이용하여
Lin+ 세포(CD45.2+, CD31+, CD140+,Ter 119+)를 걸러낸 뒤, Lin세포를 CD24-PE, CD29-APC, CD61-FITC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차항체의 경우, biotin 으로 표지된 CD45, CD31, CD140, Ter119 는
1:60 으로, PE 로 표지된 CD24 와 APC 로 표지된 CD29 는 1:30 으로,
FITC 로 표지된 CD61 은 1:50 으로 FACS Buffer 에 섞어 반응시켰다.
이차항체의 경우, PerCP 로 표지된 streptavidin 을 1:60 으로 FACS
Buffer 에 섞은 뒤 반응시켰다. 이후 FACS Buffer 에 7-AAD 를
1:1000 으로 섞어 15 분간 반응시킨 뒤 FACS analysis 를 하였다.

５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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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생리 주기(Estrous Cycle)

마우스는 사춘기 시기 이후 호르몬에 따라서 네 단계를 가지는 생리
주기를 반복한다. 이 때 proestrus 와 estrus 단계에서는 에스트로겐
농도가 높으며, metestrus 와 diestrus 단계에서는 프로게스테론 농도가
높다. 이 때 diestrus 단계의 경우, 네 단계 중 가장 오래 유지되며 이
시기에 유선 상피 세포가 활발히 증식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본
실험자는 질 분비물의 구성물을 확인하여 diestrus 단계에서 실험을
수행함으로써 호르몬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５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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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Abstract
Reduction of ErbB2-targeted luminal
population in Id2 deficient mammary gland
Jee-Ah Kim
Interdisciplinary Graduat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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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st cancer is the most common malignancy among
women these days. About 30% of breast cancer patients show
amplified ErbB2(v-erb-b2 erythroblastic leukemia viral oncogene
homolog 2) expression. However, the molecular mechanism of
ErbB2 leading to breast cancer is yet not known well. In this study,
using MMTV-active ErbB2 transgenic mouse mammary pad, we
found out that Id2(Inhibitor of DNA binding 2) was overexpressed
in tumor region. Also we confirmed that Id2-deficient ErbB2
transgenic mouse didn’t develop any mammary tumor at all. When
６１

looking at the mRNA level of ErbB2 signaling target genes, there
were no significant changes due to Id2 deficiency. However, luminal
and luminal progenitor population which are the targets of ErbB2induced

tumorigenesis

were

decreased

in

MMTV-active

ErbB2;Id2-/- mammary gland. Also Id2-deficient ErbB2 transgenic
mouse showed increased stemness by accumulating bipotent
progenitor cells. The fact that level of ErbB2 was not increased in

MMTV-active ErbB2;Id2-/- supports the idea that Id2 is required
to maintain the ErbB2 target population. Our results demonstrate
that ErbB2-induced mammary tumor is formed through Id2
signaling

which

promotes

mammary

cell

proliferation

and

differentiation into luminal lineage which is the target of Erb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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