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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융모성 상피종양의 태반에서 cyclin B 와 Ki-67 항원의 발현 

 

 

포상기태의 일차적 치료로써 흡입소파술로 기태의 제거가 시행된 후에도 

부분 포상기태의 5-10%에서, 완전 포상기태의 10-30%에서는 전신적 화학요

법이 필요한 지속성 융모성 상피종양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조직학적 분화도, 

DNA 함량, 성 염색체의 조성, 발암성 유전자의 발현, 증식지수등을 이용하여 

포상기태의 흡입소파술 시행 후, 지속성 융모성 상피종양으로의 진행을 예측하

려는 시도들이 있어 왔으나, DNA 배수성을 제외하고는 예후 예측에 유용한 인

자가 없었다고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포상기태에서 DNA 함량 및 세

포증식의 표식인 Ki-67 항원과 세포주기의 G2 기에서 유사분열로 진행하는데 

필요한 cyclin B의 발현정도를 조사하여 이들이 포상기태의 일차적 치료 후에 

지속성 융모성 상피종양으로의 전환의 예측에 유용한 인자가 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포상기태가 의심되어 흡입소파술을 시행 받은 후 자연치유 

되었던 57예와 부가적으로 전신적 화학요법이 필요했던 지속성 융모성 상피종

양 34예를 대상으로 하여 환자의 연령, 임신 횟수, 종양의 크기, 재태 기간 및 

수술전 후의 인간융모 성선자극 호르몬치등의 임상적 특징을 비교 하였다. 또

한 유세포 측정기를 이용한 DNA 분석을 통하여 DNA 배수성을 조사하고, 면

역조직 화학염색으로 Ki-67, cyclin B의 발현을 조사하여 포상기태 제거술 후 

자연치유된 군과 전신적 화학요법이 필요한 지속성 융모성 상피종양으로 진행

된 군에서 비교하였다. 지속성 융모성 상피종양군에서 환자의 나이, 흡입소파

술 시행 전의 인간융모 성선자극 호르몬치등이 자연치유되었던 군에 비해 유

의하게 증가되어 있었다. Ki-67 index는 전신적 화학요법이 필요했던 군에서 

36.5%, 자연치유 되었던 군에서 19.28%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cyclin B 

index는 두 군 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DNA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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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DNA 이수 배수성은 자연치유된 군에서 DNA 이 배수성은 지속성 융모

성 상피종양으로 진행된 군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 세포주기의 S-phase 

fraction은 지속성 융모성 상피종양 군에서 27.95%, 자연치유되었던 군에서 

13.88%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DNA 배수성에 따른 Ki-67과 cyclin B 발현

의 차이는 없었다. 이상의 결과는 포상기태 환자의 일차적 치료인 흡입소파술

로 기태 제거술을 시행한 후에 전신적 화학요법이 필요한 지속성 융모성 상피

종양으로의 진행의 예측에 DNA 분석을 통한 DNA 배수성, S-phase fraction

과 면역화학 조직염색을 통한 Ki-67 항원의 발현정도를 조사함으로써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Cyclin B 항원의 발현 정도는 지속성 융모성 상

피종양 군에서 자연치유된 군에 비해 통계학적인 유의성은 없었으나, 증가된 

양상을 보여 융모 영양막의 증식의 차이에 대한 반응임을 추측할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세포증식의 각 주기에 작용하는 cyclins과 cyclin dependenat 

kinases (CDKs)와 지속성 융모성 상피종양과의 연관성을 조사한다면 포상기태 

제거 후 예후 예측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포상기태 환자의 태반에 비교적 간단하게 시행할 수 있는 DNA 분석과 면역조

직 화학염색의 시행으로 차별화된 환자의 추적관찰 에 응용함으로써, 향상된 

치료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되는 말 : 포상기태, 지속성 융모성 상피종양, Ki-67, cyclin B, DNA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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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모성 상피종양의 태반에서 cyclin B와 Ki-67 항원의 발현 

 

 

<지도교수 정 인 배>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이 영 심 

 

 

I. 서 론 

 

포상기태는 영양배엽에서 발생하는 수태산물의 질환인 융모성 종양의 하나이며 

일차적 치료로서 흡입소파술이 시행되어진 후에도 8-36%에서는 전신적 화학요법

의 추가시행이 필요한 지속성 융모성 상피종양으로 진행된다.1 지속성 융모성 상피

종양의 진단기준이 일치하지 않고 포상기태 진단의 다양성 및, 등록여부가 고려되

어 진다고 하더라도 포상기태의 10-15%라는 높은 비율에서 지속성 융모성 상피

종양으로 진행된다고 보고 되고 있다.2  

부분 포상기태의 경우 5-10%에서,3 완전 포상기태의 경우에는 10-30%에서 지

속성 융모성 상피종양으로 진행하며, 특히 완전 포상기태에서는 전이가 일어날 수 

있고,4  융모 상피암의 50-60%는 포상기태에서 발생하므로 포상기태의 임상적 중

요성은 매우 크다. 따라서 포상기태 흡입소파술 치료 후에 임상적인 특징과 조직

학적 특징들을 이용하여 지속성 융모성 상피종양으로의 진행을 예측하려는 시도들

이 있어 왔으며, 여기에는 조직학적 분화도,5 DNA함량,6-10 성 염색체의 조성,11,12 

발암성 유전자의 발현,13 증식 지수14-18 등이 포함되지만, DNA 배수성을 제외하고

는 예후 예측에 유용한 인자가 없었다고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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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ung등은 세포증식이 왕성한 정상 임신 일 삼분기 태반에서 만삭태반이나, 

자연유산된 태반의 경우보다 유의하게 세포증식의 면역 조직학적 표식인 Ki-67 

항원의 발현이 높았으나, 전신적 화학요법이 필요한 지속성 융모성 상피종양으로 

진행된 포상기태의 경우에서는 흡입소파술 시행후 자연치유된 포상기태의 경우와 

비교해서 Ki-67 항원의 발현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고 

보고 하였다.15,16   

Jeffers등은 부분 포상기태는 융모의 과 증식이 완전 포상기태보다 현저하게 적

고, Ki-67의 발현 역시 적으므로 완전 포상기태로 국한하여 지속성 융모성 상피종

양으로의 진행에 대한 예후 예측인자로서 Ki-67의 유용성을 조사하였는데 화학요

법을 필요로 하지 않았던 경우와 부가적으로 화학요법이 필요했던 지속성 융모성 

상피종양의 경우에서 Ki-67 발현 정도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17   

Cheville등은 포상기태를 유세포 측정기를 이용하여, 이배성과 이수 배수성에 

따라 완전 포상기태와 불완전 포상기태로 분류하여 Ki-67항원의 발현정도를 비교

하였는데, 이배성 DNA를 가진 완전 포상기태에서 유의하게 높은 발현도를 보여 

부분 포상기태보다 지속성 융모성 상피종양으로의 진행의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완전 포상기태에서 세포증식이 더 활발하며, 따라서 지속성 융모성 

상피종양에서 Ki-67 항원의 발현이 더 높을 수 있음을 보여주어 Jeffers등의 보고

에 의문이 제시되었다.18  

한편 유핵생물의 세포주기를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다양한 종류

의 cyclins과 cyclin-depenent kinases(CDKs)인데, 그 가운데 cyclin B-Cdc2복합

체는 세포주기의 G2기에서 유사분열로 진행하는데 필요하다.  

정상세포에서는 DNA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cyclin B-Cdc 2 복합체의 활성을 

유도하는 Cdc 25가 억제되고, 종양 억제인자인 P53  이 CDK 억제 인자를 유도하

여 G2에서 세포주기를 멈추게 함으로써 아포프토시스를 유발시키거나, 세포주기의 

진행을 지연시킴으로써 손상된 DNA를 복구시키는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반해, 종

양세포에서는 이러한 세포주기의 조절이 소실되거나, 혹은 매우 둔감해져 있다.19-

21 즉, 세포주기의 조절에 실패함으로써 세포분열이 억제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결국은 종양으로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cyclin B1-Cdc 2 복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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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의 변화는 종양발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지는데, cyclin B1/Cdc 2의 발현이 증

가될수록 종양의 공격성과 침윤성을 반영하므로 면역조직 화학검사를 통한 Cyclin 

B1/Cdc 2 측정이 예후 예측에 사용될 수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Winters등은 유방암에서 cyclin B의 발현이 증가된 경우에 향후 예후가 좋지 

않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고,22 Kawamoto등은 유방암에서 cyclin B1과 

Cdc 2의 발현정도가 전암병변과 침윤성 암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23  

Kim등은 융모성 상피종양에서 cyclin E의 발현을 조사하여 포상기태에 비해 융모

막 암에서 의미있게 증가되어 있음을 보고 하여 cyclin E가 종양의 침윤성을 반영

한다고 하였다.24  

Cyclin과 cyclin-dependent kinases (CDKs)의 발현정도가 세포의 과 증식의 

지표가 될 수 있음이 최근 보고되고 있으나, 융모성 상피종양에서 cyclin B의 발현

을 조사한 예는 아직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융모성 상피종양의 하나인 포상기

태에서 DNA 함량 및 세포증식의 표식인 Ki-67 항원과 G2/M 전이의 주된 역할을 

하는 cyclin B의 발현정도를 조사하여, 이들을 포상기태의 일차적 치료 후 치료가 

종결된 군과 전신적 화학요법을 필요로 하였던 군 간에서 비교함으로써 지속성 융

모성 상피종양으로의 전환에 대한 예후 예측인자로써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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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료 및 방법 

 

1. 연구대상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원주기독병원에서 포상기태

가 의심되어 흡입소파술을 시행받은 후, 추적관찰이 가능했던 환자들 가운데 자연 

치유되었던 57예와 부가적으로 전신적 화학요법이 필요했던 지속성 융모성 상피종

양 34예를 대상으로 하였다. 

 

2. 방법 

 

가. 임상정보 

  

환자의 병리 진단지와 임상 기록지를 검토하여 환자의 연령, 임신횟수, 종양의 

크기, 재태기간 및 수술전, 후의 인간융모 성선자극 호르몬치등의 임상적 특징을 

흡입소파술 후 자연치유되었던 군과 부가적으로 전신적 화학요법이 필요했던 군에 

따라 비교하였으며, 유세포 측정기를 이용하여 DNA 배수성을 분석하고 면역조직 

화학염색을 통해 Ki-67과 cyclin B index를 조사한 후 두 군에서 비교하였다.  

흡입소파술을 이용한 포상기태 제거술을 시행한 후 인간융모 성선자극 호르몬

치를 3주 연속 정상이 될 때까지 매주 측정한 후, 12개월간 매월 측정하여 정상 

소견 보이면 자연치유된 군으로 진단하였으며, 부가적으로 전신적 화학요법이 필

요한 지속성 융모성 상피종양의 진단은 3주 이상 인간융모 성선자극 호르몬치의 

감소가 없거나, 2주 이상 연속으로 인간융모 성선자극 호르몬치가 증가한 경우, 흡

입소파술 시행 12주 후까지 정상화되지 않는 경우, 정상화 되었다가 다시 상승한 

경우로 하였다. 

 

나. 병리조직학적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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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핀 포매 조직을 5µm로 박절하여 hematoxylin-eosin염색을 시행한 슬라이

드를 광학 현미경으로 검색하여, 융모간질의 수포성 변성, 영양배엽 세포의 증식이 

발견되어 포상기태로 진단되었던 91예를 대상으로 하였다. 

 

다. 유세포 측정기를 이용한 DNA 분석 

 

(1) 파라핀 포매조직의 처리 방법 및 DNA 염색 

 

파라핀 블록을 50µm 두께로 박절하여 xylene에 30분씩 2회, 100%에서 50%

까지의 알코올에서 30분씩 순차적으로 탈 파라핀과 함수 과정을 거치게 하고 하룻

밤 동안 냉장보관한 후 증류수에 세척하였다. PH 1.5의 0.5% pepsin을 첨가하여 

잘 섞어준 후 37°C 욕조에서 30분간 배양한 후 원침시켰다. 침전물에 

phosphate-buffered saline (PBS, PH7.4)으로 수세한 후, 50µm nylon mesh로 2

회 여과시켰다. DNA 염색시 재연성이 높은 결과를 얻기 위해 적절한 농도의 색소

를 적절한 수의 세포와 반응시켜야 하므로 1-2x106/ml로 세포수를 조정한후 

1000µl를 취하였다. 

DNA 염색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propidium iodide(PI)는 RNA와도 결합하므로 

RNAase가 첨가된 용액으로 처리한 후 37°C에서 20분 동안 배양한 후 PBS로 수

세하였다. 다시 원침후, 침전시켜서 세포를0.5% PI로 염색하고 빛이 들어가지 않게 

하여, 하루밤 동안 냉장 보관하였다. 

 

(2) DNA 분석 

 

FACScan (Becton Dickinson Immunocytometry Sys.)으로 DNA함량을 측정하

였으며, DNA 배수성과 S-phase fraction의 분석은 CellFIT software program 

(Becton Dickinson Immunocytometry Sys.)으로 수행되었다. 세포주기 분석을 위

해 10,000개의 핵을 분석하였으며, 하나의G0/G1 peak를 가진 경우를 이배성(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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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1.0)으로 정의하였고, G0/G1 peak가 두 개 이상일 때를 이수 배수성으로 정

의하였다. 

 

라. 면역조직화학염색 

 

(1) 염색방법 

 

면역조직 화학염색의 일차 항체는 Ki-67, cyclin B (DAKO A/S, Denmark)를

1:50으로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파라핀 블록을 5µm 두께로 박절하여 poly-L-

lysine-coated slide위에 부착시키고 50°C에서 2시간 건조시켰다. 탈 파라핀 과 

재수화를 시키고 수세한 후 microwave (750 W)에 5분간 3회 가열하고 20분간 

pressure cooker 안에 유지시켰다. 3% hydrogen peroxide/methanol에 10분 동안 

처리하여 내인성 과인산화 효소를 억제하였다. 증류수에 세척하고 Tris buffer에 

10분간 수세하였다. 일차 항체를 각각 실온에서 하루 밤 동안 반응시킨 후Tris 

buffer에 10분간 수세하였다. AEC (3-amino-9 ethylcarbazole)에 6분간 발색한 

후 흐르는 물에 세척하고 hematoxylin으로 대조 염색한 다음 다시 흐르는 물에 

세척하고 glycerol로 봉합하였다. 

 

(2) 결과판정 

 

광학 현미경상 Ki-67의 경우 세포성 영양배엽 세포의 핵에 강한 갈색으로 염

색되며, 400배 시야에서 500개의 세포성 영양배엽 세포당 염색된 세포의 수를 

Ki-67 index로 정의하였고, cyclin B의 경우는 세포성 영양배엽 세포의 세포질에 

갈색으로 염색되며, 400배 시야에서 500개의 세포성 영양배엽 세포당 염색된 세포

의 수를 cyclin B index로 정의하였다. 

 

마. 통계학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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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입소파술 후 자연치유되었던 군과 전신적 화학요법이 필요하였던 군간의 임

상적 특징과 DNA 배수성 및 Ki-67과 cyclin B에 대한 면역조직 화학염색 결과를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one-way Annova와 Fisher’s exact test로 검정하였다. 

DNA 배수성에 따른 Ki-67과 cyclin B index의 관계 또한 one-way Annova로 비

교하였다. 결과분석은 p<0.05 일때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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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 과 

 

1. 포상기태 흡입소파술 후 자연치유된 군과 전신적 화학요법을 필요로 했던 

군간의 임상적 특징 비교 (표 1) 

 

57예의 자연치유된 군과 34예의 전신적 화학요법을 시행받은 군의 임상적 특

징을 비교한 결과 화학요법을 시행받은 군에서 나이, 흡입소파술 시행전의 인간융

모 성선자극 호르몬치 등은 통계학적으로 의미있게 증가되었으며, 임신횟수, 흡입

소파술 후 인간융모 성선자극 호르몬치 등도 통계학적인 유의성은 없었으나, 화학

요법이 필요했던 군에서 증가되는 양상을 보였다. 종양의 크기나, 임신주수 등은 

두 군간에 거의 차이가 없었다. 

 

 

2. 포상기태의 흡입소파술 후 자연치유된 군과 전신적 화학요법이 필요했던 군

간의 DNA 배수성의 비교 (표 2와 그림 1)  

 

DNA 배수성에 대한 비교에서 이수 배수성은 포상기태 흡입소파술 후 자연치유

된 군에서 41례 (72%)로, 지속성 융모성 상피종양 군의 16례(47%)에 비해 유의

하게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이배수성의 빈도는 지속성 융모성 상피종양에서 18례 

(53%)로  자연치유된 군의 16례 (28%)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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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포상기태 흡입소파술 후 자연치유된 군과 화학요법이 필요했던 군간의     

임상적 특징 비교 

 SR1(N=57) PGTT2(N=34) p-value 

나이(세) 28.54 

(26.12-30.97) 

33.12 

(28.99-37.24) 
0.042 

임신횟수(회) 2.53 

(2.0-3.04) 

3.47 

(2.55-4.39) 
0.052 

수술전 β-hCG  
(mIU/ml) 

393284.58 

(253294.3-533274.8) 

759114.21 

(492512.8-1025715.6) 
0.008 

수술후 β-hCG 
(mIU/ml) 

68484.04 

(30766.66-106201.41) 

141908.41 

(60906.32-222910.50) 
0.064 

종양크기(cm2) 41.51 

(32.31-50.72) 

44.63 

(35.82-53.43) 
0.642 

임신주수(주) 10.5 

(10.1-11.3) 

11.1 

(10.1-12.3) 
0.587 

1: spontaneous remission  2: persistent gestational trophoblastic tumor 

 

 

 

 

표2. 포상기태의 흡입소파술후 자연치유된 군과 화학요법이 필요했던 군간의 DNA 

배수성의 비교 

 

Ploidy        

SR1 

Number  % 

PGTT2 

Number    % 

Total 

Number      % 

Diploidy 16       28 18         53 34       100 

Aneuploidy 41       72 16         47 57       100 

1 : spontaneous remission  2: persistent gestataional trophoblastic tumor 

Fisher’s exact test, one tail : p=0.016, two tail : p=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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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i-67에 대한 면역조직화학염색 결과 (표3) 

 

Ki-67 단백은 영양배엽 세포의 핵에 진한 갈색으로 염색되었으며 (그림 2), 자

연유산된 임신 일 삼분기 태반조직 10예 에서 Ki-67 index는 평균 13.2% (10.2-

21.2%)로서, 증식하고 있는 세포에 반응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포상기태 흡입소파술 후 자연치유된 군은 Ki-67 index가 평균 19.28% 

(12.74-25.82%)이었고, 전신적 화학요법이 필요했던 군은 평균 36.35% (28.74-

43.95%)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림 4) 

 

4. cyclin B에 대한 면역조직화학 염색 결과 (표3) 

 

cyclin B 단백은 영양배엽세포의 세포질에 갈색으로 염색되었으며 (그림 3), 자

연유산된 임신 일 삼분기 태반조직 10예에서 cyclin B index는 평균 2.86%로 거

의 면역조직화학 염색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포상기태 흡입소파술 후 전신적 화학요법이 필요했던 군은 cylin B index가 평

균 22.28% (15.21-29.35%)로 자연치유된 군의 평균 20.65% (12.32-28.97%)에 

비해 증가되어 있었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림 4) 

 

5. 포상기태 흡입소파술 후 자연치유된 군과 화학요법이 필요했던 군 간의 S-

phase fraction의 비교 (표 3) 

 

DNA 분석결과 포상기태의 흡입소파술 후 전신적 화학요법이 필요했던 군에서 

세포주기의 S기가 27.95% (7.1-48.8)로 자연치유되었던 군의 13.88% (5.5-

33.4%)에 비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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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포상기태 흡입소파술후 자연치유된 군과 화학요법이 필요했던 군간의 Ki-67, 

cyclin B index 및 S-phse fraction의 비교  

 SR PGTT p-value 

Ki-67(%) 19.28  

(12.74-25.82) 

36.35 

(28.74-43.95) 

0.001 

Cyclin-B(%) 20.65  

(12.32-28.97) 

22.28  

(15.21-29.35) 

0.751 

S fraction(%) 13.88  

(5.5-33.4) 

27.95  

(7.1-48.8) 

0.003 

1 : spontaneous remission, 2: persistent gestational trophoblastic tumor 

 

6. DNA 배수성에 따른 Ki-67과 cyclin B index의 비교 (표 4) 

 

DNA 배수성에 따른 Ki-67과 cyclin B의 발현의 차이는 없었다. 

 

표4. DNA 배수성에 따른 Ki-67과 cyclin B index의 비교 

 Diploidy(N=34) Aneuploidy(N=57) p-value 

Ki-67(%) 30.51 26.25 0.472 

Cyclin-B(%) 16.35 24.43 0.122 

 

 

그림1. DNA분석을 통한 히스토그램의 예. 

A: diploidy histogram  B: aneuploidy histogram (DI: DNA index) 

A 

Diploidy 

DI=1.0 

Triploidy 

DI=2.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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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Ki-67에 대한 면역조직화학염색 소견. 포상기태의 세포성 영양배엽세포

의 핵에 강한 갈색으로 염색되어 양성 반응을 보이고 있다. 

(H-E 염색, A: x100, B: x400) 

 

 

 

그림 3. cyclin B에 대한 면역조직화학염색 소견. 포상기태의 세포성 영양배엽 

세포의 세포질에 갈색으로 염색되어 양성 반응을 보이고 있다.  

( H-E 염색, A: x100, B: x400) 

 

 

A B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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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Ki-67 index, cyclin B index, S-phase fraction을 자연유산된 군, 포상기

태 흡입소파술 후 자연치유된 군 및 화학요법이 필요했던 군간에서의 비교.  Ki-

67 index와 S-phase fraction은 화학요법이 필요했던 군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

게 높았다. (Ab:Abortion, SR:Spontaneous Remmision. PGTT:Persistent 

Gestational Trophoblastic Tum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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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융모성 상피종양은 부분 포상기태, 완전 포상기태, 침윤성 포상기태, 융모 상피 

암 및 태반 부착부 융모성 종양을 포함하는 질환으로써 영양배엽에서 발생되는 수

태산물에 의한 종양이다. 융모 상피암의 50-60%은 포상기태에서 발생하며, 포상

기태는 흡입소파술로 포상기태 제거술이 시행된 후에도 인간융모 성선자극 호르몬

치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특징 지워지는 지속성 융모성 상피종양으로 전환 되기도 

하므로, 포상기태에 대한 진단, 치료 및 추적관찰등의 임상적 중요성이 강조된다. 

완전 포상기태는 육안적으로 포도송이와 유사한 수포체를 간직하고 있으며 영

양배엽 세포의 증식, 전반적인 융모의 부종 및 배아 또는 태아조직이 없는 것이 

특징이며, 핵형은 대부분 46,XX이나 약 10%에서는 46,XY의 핵형을 나타내는데 

이들 모두는 부계로부터 유래된 것이다.25,26  부분 포상기태는 융모가 부분적으로 

팽창, 증식되어 있고 배아 또는 태아조직이 있으며 핵형은 대부분이 69,XXY의 삼 

배수체 이다. 이는 정상 난자와 두 개의 정자의 수정으로 인한 경우가 주된 원인

이나, 두 개의 난자와 한 개의 정자가 수정된 경우도 발견된다.27-29  

완전 포상기태와 부분 포상기태는 지속성 융모성 상피종양으로의 발전 가능성, 

악성화의 정도, 재발율등이 다르므로 이들의 구분은 매우 중요한데, 부분 포상기태

에서는 5-10%에서, 완전 포상기태에서는 10-30%에서 지속성 융모성 상피종양으

로 진행되며,3,4 전체적으로는 10-15%의 포상기태가 지속성 융모성 상피종양으로 

진행한다.2 포상기태에서 지속성 융모성 상피종양으로의 진행이 이렇게 높은 비율

을 나타내기 때문에 포상기태의 일차적 치료인 흡입소파술 시행 후에 임상적인 특

징과 조직학적 특징 등을 이용하여 지속성 융모성 상피종양으로의 진행을 예측하

려는 시도들이 있어 왔다. 

Genest등은 완전 포상기태로 진단된 153례를 영양 배엽세포의 과 증식, 분화

정도, 핵의 크기, 과 색소성, 핵과 세포질의 비율, 핵소체의 수 및 현저한 정도와 

유사분열 활성등에 따라 6단계로 조직학적 분화정도를 구분하여 환자의 나이, 임

신 횟수, 자궁의 크기, 인간융모 성선자극 호르몬치 등의 임상적 특징들과의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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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조사하였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또한 지속

성 융모성 상피종양의 경우에서 조직학적 분화정도와의 연관성을 비교하였으나 유

의한 차이가 없어 완전 포상기태에서 지속성 융모성 상피종양을 예측하는 인자로

서 조직학적 분화정도는 유용성이 없었음을 보고 하였다.5  

DNA 배수성이 포상기태 흡입소파술 후 지속성 융모성 상피종양으로의 진행과 

연관되어진다는 보고들이 있다.6-10  Lage등은 14례의 부분 포상기태에서 DNA 함

량을 분석하였는데, 지속성 융모성 상피종양으로 진행된 경우에 85%에서 삼배성 

DNA 분석 결과를 보여 부분 포상기태에서 지속성 융모성 상피종양으로의 진행은 

삼배성 DNA 함량을 보이는 경우에 그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하였으며6, Martin등

은  완전 포상기태에서 지속성 융모성 상피종양으로의 진행에 DNA 이수 배수성의 

경우가 이배성 DNA에 비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연관되어짐을 보고하였다.8 본 

연구에서 시행되어진 DNA 배수성에 대한 분석에서 이배성 DNA는 지속성 융모성 

상피종양 군에서 이수 배수성 DNA는 자연치유된 군에서 각각 높은 빈도를 보여, 

Fukunaga등의9 이배성 완전 포상기태가 이수 배수성의 경우보다 지속성 융모성 

상피종양으로의 진행에 더 위험성이 높다는 보고와 일치된 결과를 보였다.  

그 외에 Mutter등은11 Y 염색체 존재여부를, Cameron등은13  C-erb B-2 gene

의 발현을 지속성 융모성 상피종양에서 조사하였으나 포상기태 제거술 후 자연치

유된 군과의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Ki-67, Cyclin, P53, C-myc등과 같은 세포 증식과 연관된 단백질의 발현을 조

사 하여 다양한 종류의 종양의 예후 예측에 이용하려는 시도들이 있어 왔는데 그 

가운데 Ki-67 항원은 휴지기인 G0기를 제외한 G1, S, G2, 유사 분열기 등의 모든 

활동성 세포 주기에서 나타나는 395와 345 킬로달톤(Kilodalton)의 nuclear non-

histone protein으로써 면역조직 화학염색을 통해 그 발현정도를 조사한 결과 

non-Hodgkin’s lymphoma, 유방암, 신장암, 폐암, 연조직 육종, 성상 세포종 등에

서 예후 예측에 유용한 인자가 될 수 있었다고 보고되고 있다.30-35 

포상기태에서 지속성 융모성 상피종양으로의 진행 예측인자로서의 유용성에 대

해서도 Ki-67 항원에 대한 다양한 보고들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포상기태 제거

술 후 자연치유된 군과 융모성 상피종양으로 진행된 군 간의 Ki-67 항원의 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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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예후 예측인자로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반면에 Cheung등과15,16 Jeffers등은17 전신적 화학요법이 필요한 지속

성 융모성 상피종양으로 진행된 포상기태의 경우에서 흡입소파술 시행 후 자연치

유된 포상기태의 경우와 비교해서 Ki-67 항원의 발현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는 않아 예후 예측인자로서의 유용성을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Cheville등은 포상기태를 유세포 측정기를 이용하여 이배성과 이수 배수성에 

따라 완전 포상기태와 불완전 포상기태로 분류하여 Ki-67 항원의 발현 정도를 비

교한 결과 이배성인 완전 포상기태에서 의미있게 높아, 영양 배엽세포의 증식의 

차이를 보이는 완전, 불완전 포상기태 감별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음을 보고 하

였다.17 이는 본 연구에서 지속성 융모성 상피종양 군에서 이배성 DNA 빈도와 

Ki-67 발현이 자연치유된 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된 결과를 보인 것과 연관성이 

있는데, 이배성 DNA를 가진 경우 예후가 나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완전 포상기태 

일 가능성이 많으며 따라서 Ki-67 항원의 발현 또한 증가된 것으로 생각된다. 

세포증식과 관련되어서 세포주기를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다양

한 종류의 cyclins과 cyclin-dependent kinases (CDKs)이며 G1-S기에는 cyclin 

D-CDK 4, cyclin E-CDK 2 , S기에는 cyclin A-CDK 2 복합체들이 작용하여 세포 

주기를 조절하며, G2기 에서 유사분열기로의 진행에는 cyclin B-Cdc 2 복합체가 

관여한다. 정상세포에서는 DNA 손상이 발생하면 cyclin B-Cdc 2 복합체를 활성

화 시키는 Cdc 25가 억제되어 세포주기를 G2에서 멈추게 하거나 G2기에서 유사분

열기로의 진행을 지연시키는데 반해 종양세포에서는 이러한 세포주기의 조절이 없

어지거나 혹은 둔감해져 있다.19 따라서 손상된 DNA가 발생하였을 때 세포주기를 

조절하여 DNA를 복구시키거나 혹은 아포프토시스 과정으로 유도하지 못한다면 손

상된 DNA의 증식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종양으로 발생하게 된다. 

Winters등은 cyclin B1의 Thr 14, Tyr 15 영역에 방사선 조사를 시행해 인산화 

시킨후 세포주기를 G2기에서 멈추게 한 세포에 P
53의 활성화를 유도하면 G2기에서 

유사분열기로의 전환이 더욱 지연됨으로써 손상된 DNA의 복구가 완성될 때까지 

세포 주기의 진행을 멈추게 하는 것을 증명하여 P53과 cyclin B-Cdc 2 복합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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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성을 보고 하였다.21  또한 P53 기능의 변화가 cyclin B1 /Cdc 2 복합체 조절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이 두가지 단백질은 인간 종양에서 과다 발현되는데 세포질

내의 Cdc 2 발현이 핵 내의 Cdc 2 발현에 비해 세포증식을 반영하는 유용한 인자

이며 유방암에서 P53 및 세포질내의 cyclin B1의 발현의 조사는 예후 예측을 가능

하게 한다고 하였다.22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세포주기 가운데 G2 기에서 유사분열기

로의 진행에 관여하는 cyclin B의 발현을 포상기태 흡입소파술 후 자연치유된 군

과 지속성 융모성 상피종양으로 진행한 군에서 비교 한 결과 두 군간에 통계학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아, 두 군간의 세포증식의 차이로 인한 cyclin B발

현의 차이가 포상기태 제거술 후 질환의 예후 예측인자로 사용할 만큼 크지는 않

은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cyclin B가 유방암에서는 공격성과 침윤성 및 예후 예측

에 유용하다는 보고가 있는데, Kawamoto등은 정상 유방세포와 유방암 세포에서 

cyclin B1과 Cdc 2의 발현을 조사하여 유방 상피조직의 G2기에는 세포질에, 유사

분열기에는 핵에 두 단백질이 함께 나타나지만, cyclin B1은 유사분열 중기에서 말

기로 넘어갈 때 핵에서 빠르게 사라진다고 하였다. 또한 cyclin B1과 Cdc 2의 증

식지수를 비교한 결과  비정형 증식의 병변의 경우에 정상세포와는 유사하였으나 

유방암의 경우 보다는 유의하게 낮아서 cyclin B1과 Cdc 2는 전암병변과 침윤성 

암의 구분에 유용한 표식자가 될 수 있다고 보고 하였다.23 

융모성 상피종양의 예후 예측을 위해 Kim등은 G1-S기에 작용하는 cyclin E의 

발현을 조사하여 부분 포상기태와 완전 포상기태는 수포성 변화를 가진 태반에 비

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발현의 차이를 보였으며 융모막 암의 경우는 부분 포상기

태나 완전 포상기태 보다도 cyclin E의 발현이 높아 cyclin E가 융모 세포의 지속

적인 증식 및 악성 변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24 

본 연구에서도 자연치유 군과 지속성 융모성 상피종양 군 간의 세포주기 진행

의 일부분에 관여하는 cyclin B의 발현의 차이가 기대되었으나 두 군간의 G2-M 

세포주기 조절에는 차이가 없었으므로 다른 세포주기에 관여하는 cyclins의 지속

성 융모성 상피종양과의 연관성을 조사한다면 포상기태 제거술 후 예후 예측에 유

용한 인자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세포주기 조절인자인 cyclin B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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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은 자연치유 군과 지속성 융모성 상피종양 군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세포

증식의 표식인 Ki-67 항원, DNA 분석에서 이배성 DNA 및 S-phase fraction은 

지속성 융모성 상피종양 군에서 유의하게 높아 이들을 포상기태 제거술 후 지속성 

융모성 상피종양으로의 진행의 예측에 사용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포

상기태 환자에서 기태제거술을 시행한 후 비교적 손쉽게 시행할 수 있는 유세포 

측정기 및 면역조직 화학염색을 이용하여 DNA 분석과 Ki-67 항원의 발현을 조사

하여 각각의 환자의 추적관리 및 치료방침을 차별화 시킴으로써 질환의 예후를 향

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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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포상기태가 의심되어 일차적 치료로 흡입소파술을  시행한 후 더 이상의 치료

가 필요없이 자연치유된 군과 전신적 화학요법이 필요했던 군간의 임상적인 특징

을 비교하고, 파라핀 포매조직을 이용하여 면역조직 화학염색을 통한 세포증식의 

표식자인 Ki-67 index와 세포주기의 G2/M 전이에 주된 역할을 하는 cyclin B 

index 및 DNA 분석을 시행하여 배수성을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

다. 

1.  환자의 평균나이는 화학요법을 필요로 했던 군에서 33.12세로 자연치유 

되었던 군의 28.54세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p<0.05) 

2. 수술전 인간융모 성선자극 호르몬치는 화학요법을 필요로 했던 군에서 

759,114.21로 자연치유 되었던 군의 393,284.58에 비해 통계학적으로 유

의하게 높았다. (p<0.05) 

3. DNA 분석 결과 DNA 이수 배수성은 자연치유 되었던 군에서는 41례(72%)

로, 지속성 융모성 상피종양 군에서의 16례 (47%) 에 비해 유의하게 높

은 빈도를 보였으며, DNA 이배성은 지속성 융모성 상피종양 군에서 18례 

(53%)로 자연치유된 군의 16례 (28%)에 비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

았다. (p<0.05) 

4.  Ki-67 index는 전신적 화학요법이 필요했던 군에서 36.35%로 자연치유 

되었던 군의 19.28%에 비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p<0.05) 

5.  cyclin B index는 전식적 화학요법이 필요했던 군에서 22.81%로 자연치유 

되었던 군의 20.65%보다 증가되어 있었으나, 통계학적인 유의성은 없었

다. (p>0.05) 

6.  DNA 분석결과 포상기태 흡입소파술 후 전신적 화학요법이 필요했던 군에

서 세포주기의 S기가 27.95%로  자연치유 되었던 군의 13.88%에 비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5) 

7.  DNA 배수성에 따른 Ki-67과 cyclin B의 발현의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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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포상기태 흡입소파술후 전신적 화학요법이 필요할 것

으로 예측할 수 있는 임상적 특징은 환자의 나이와 수술전 인간융모 성선자극 호

르몬치의 증가를 들 수 있다. DNA 이수 배수성을 가진 포상기태의 경우 자연 치

유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결과를 보여주었고, 화학요법이 필요

했던 군에서의 DNA 이배성의 빈도가 자연치유 되었던 군에 비해 높아, DNA 배수

성은 포상기태 제거술 후 지속성 융모성 상피종양으로의 진행에 대한 예후 예측인

자로써의 유용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DNA 분석결과 S-phase fraction이 지속성 

융모성 상피종양에서 높은 빈도를 보여 자연치유된 군에 비해 세포증식이 더 왕성

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하였으며, Ki-67 항원 역시 화학요법이 필요했던 군에

서 높은 발현을 보여 예후 예측인자로서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cyclin B의 발현은 두 군 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으나, 임신 일 삼분기의 

자연 유산된 경우보다는 훨씬 높은 발현을 보였으며, 통계학적인 유의성은 없었으

나 지속성 융모성 상피종양 군에서 발현도가 증가하고 있어 세포증식이 활발할수

록 발현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포상기태 제거술 당시의 환자의 나이나 수술 전 인간융

모 성선자극 호르몬치, DNA 분석에서 배수성과 S-phase fraction, 면역조직 화학

염색을 이용한  Ki-67 발현 정도등이 포상기태 제거술 후 전신적 화학요법이 필

요한 지속성 융모성 상피 종양으로의 전환을 예측할 수 있는 인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으며, cyclin B 발현 역시 지속성 융모성 상피종양 군에서 자연치유된 군

에 비해 증가된 양상을 보여 향후 더 정교하고 발전된 연구를 통해 세포증식의 차

이가 분명한 두 군간의 발현의 차이에 대한 비교를 재시도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포상기태 제거술 후 지속성 융모성 상피종양으로의 진행을 예측할 

수 있는 인자들을 이용하여 포상기태 환자에게 보다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

써 치료전략 수립 및 추적관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세포증식

시 각 세포주기에 관여하는 cyclin-CDK와 지속성 융모성 상피종양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21 - 

참 고 문 헌 

 

1. Paradinas FJ. The histological diagnosis of hydatidiform moles. Curr Diagn 

Pathol 1994;1:24-31. 

2. Morrow CP. Postmolar trophoblatic disease: Diagnosis, management and 

prognosis. Clin Obstet Gynecol 1984;27:211-20. 

3. Rice CW, Berkowitz RS, Lage JM, Goldstein DP, Bernstein MR. Persistent 

gestational trophoblastic tumor after hydatidiform mole. Gynecol Oncol 

1990;36:358. 

4. Berkowitz RS, Goldstein DP. Diagnosis and management of primary     

hydatidiform mole. Obstet Gynecol Clin North Am 1988;15:491. 

5. Genest DR, Laborde O, Berkowitz RS, Goldstein DP, Bernstein MR, Lage J. A 

clinicopathologic study of 153 cases of complete hydatidiform mole(1980-

1990). Histologic grade lacks prognostic significance. Obstet Gynecol 

1991;78:402-9. 

6. Lage J, Berkowitz RS, Rice LW, Goldstein DP, Bernstein MR, Weinberg DS. 

Flow cytometric analysis of DNA content in partial hydatidiform moles with 

persistent gestational trophoblastic tumor. Obstet Gynecol 1991;77:111-5. 

7. Davis JR, Kerrigan DP, Way DL, Weiner SA. Partial hydatidiform moles: 

Deoxyribonucleic acid content and course. Am J Obstet Gynecol 

1987;157:969-73. 

8. Martin DA, Sutton GP, Ulbright TM, Sledge GW, Stehman FB, Ehrlich CE. 

DNA content as a prognostic index in gestational trophoblastic neoplasia. 

Gynecol Oncol 1989;34:383-8. 

9. Fukunaga M. Flow cytometric and clinicopathologic study of complete 

hydatidiform moles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significance of cytometric 

aneuploidy. Gyn Oncol 2001;67-70. 



- 22 - 

10. Hemming JD, Quirke P, Womack C, Wells M, Elston CW, Bird CC.             

Diagnosis of molar pregnancy and persistent trophoblastic disease by flow          

cytometry. J Clin Patho 1987;40:615-20. 

11. Mutter GL, Pomponio RJ, Berkowitz RS, Gesnest DR. Sex chromosome 

composition of complete hydatidiform moles: Relationship to metastasis. 

Am J Obstet Gynecol 1993;168:1547-51. 

12. Kajii T, Kurashige H, Ohama K, Uchino F. XY and XX complete 

moles:Clinical and morphologic correlations. Am J Obstet Gynecol 

1984;150:57-64. 

13. Cameron B, Gown AM, Tamini HK. Expression of c-erb B-2 oncogene 

product in persistent gestational trophoblastic disease. Am J Obstet 

Gynecol 1994;170:1616-22. 

14. Gerdes J, Li L, Schlueter C, Duchrow M, Wohlenberg C, Gerlach C, Stahmer 

I. Immunobiochemical and molecular biologic characterization of the cell 

proliferation-associated nulear antigen. That is defined by monoclonal 

antibody Ki-67. Am J Path 1991;138:867-73. 

15. Cheung ANY, Ngan HYS, Chen WZ, Loke SL, Collins RJ. The significance of 

proliferating cell nuclear antigen in human trophoblastic disease:an 

immunohistochemical study. Histopathology 1993;22:565-8. 

16. Cheung ANY, Ngan HYS, Collins RJ, Wong YL. Assessment of cell 

proliferation in hydatidiform mole using monoclonal antibody MIB1 to Ki-

67 antigen. J Clin Pathol 1994;47:601-4. 

17. Jeffers MD, Richmond JA, Smith R. Trophoblast proliferation rate does not 

predict progression to persistent gestational trophoblastic disease in 

complete hydatidiform mole. Int J Gyn Pathol 1996;15:34-8. 

18. Cheville JC, Robinson R, Benda JA. Evaluation of Ki-67 (MIB-1) in 

placentas with hydropic change and partial and complete hydatidiform mole. 

Ped. Path & Lab Med 1996;16:41-50. 



- 23 - 

19. O’Connor PM, Ferris DK, Pagano M, Draetta G, Pines J, Hunter T, Longo 

DL, Kohn KW. G2 delay induced by nitrogen mustard in human cells affects 

cyclin A/ cdk 2 and cyclin B1/cdc 2-kinase complexes differently. J Bilo 

Chem 1993;268:8298-8308. 

20. Bunz F, Dutriaux A, Lengauer C. Requirement for p53 and p21 to sustain G2 

arrest after DNA damage. Science 1998;282:1497-1501. 

21. Winters ZE, Ongkeko WM, Harris AL, Norbury CJ. P53 regulates Cdc 2 

independently of inhibitory phosphorylation to reinforce radiation-induced 

G2 arrest in human cells. Oncogenes 1998;17:673-84. 

22. Winters ZE, Hunt NC, Bradburn MJ, Royds JA, Turley H, Harris AL, 

Norbury CJ. Subcellular localization of cyclin B, Cdc 2 and p21WAF1/CIP1 in 

breast cancer:association with prognosis. Eur J Cancer 2001;37:2405-12. 

23. Kawamoto H, Koizumi H, Uchikoshi T. Expression of the G2-M checkpoint 

regulators cyclin B1 and cdc 2 in nonmalignant and malignant human breast 

lesions. Am J Path 1997;150:15-23. 

24. Kim YT, Cho NH, Ko JH, Yang WI, Kim JW, Choi EK, Lee SH. Expression of 

cyclin E in placentas with hydropic change and gestational trophoblastic 

diseases. Cancer 2000;89:673-9.  

25. Kajii T, Ohama K. Androgenic origin of hydatidiform mole. Nature 

1997;268:633-4. 

26. Pattillo RA, Sasaki S, Katayama KP, Roesler M, Mattingly RF. Genesis of  

4 6 XY hydatidiform mole. Am J Obstet Gynecol 1981;141:104-5. 

27. Szulman AE, Surti U. The syndromes of hydatidiform mole. Cytogenetic and 

morphologic correlation. Am J Obstet Gynecol 1978;131:665-71. 

28. Lawler SD, Fisher RA, Dent J. A prospective genetic study of complete and 

partial hydatidiform moles. Am J Obstet Gynecol 1991;164:1270-7. 

29. Lage JM, Mark SD, Roberts DJ, Goldstein DP, Bernstein MR, Berkowitz RS. 

A flow cytometric study of 137 fresh hydropic placentas:correlation 



- 24 - 

between types of hydatidiform moles and nuclear DNA ploidy. Obstet 

Gynecol 1992;79:403-10. 

30. Miller TP, Grogan TM, Dahlberg S. Prognostic significance of the Ki-67-

asssociated proliferative antigen in aggressive non-Hodgkins lymphoma : a 

prospective southwest oncology group trial. Blood 1994;83:1460-6. 

31. Railo M, Nordling S, Von-Boguslawsky K, Leivonen M, Kyllonen L, Von-

Smitten K. Prognostic value of Ki-67 immunolabelling in primary operable 

breast cancer. Br J Cancer 1993;68:579-83. 

32. de-Riese WT, Crabtree WN, Allhoff EP. Prognostic significance of Ki-67  

Immunostaining in nonmetastatic renal cell carcinoma. J Clin Oncol 

1993;11:1804-8. 

33. Drobnjak M, Latress E, Pollack D, Prognostic implications of P53 nuclear 

overexpression and high proliferation index of Ki-67 in adult soft tissue 

sarcomas. J Natl Cancer Inst 1994;86:549-54. 

34. Moutine TJ, Vandersteenhoven JJ, Aguzzi A. Prognostic significance of Ki-

67 proliferation index in supratentorial fibrillary astrocytic neoplasms. 

Neurosurgery 1994;34:674-8. 

 

 

 

 

 

 

 

 

 

 

 



- 25 - 

Abstract 

 

Expression of cyclin B and Ki-67 antigen 

in persistent gestational trophoblastic tumor 

 

 

 

Young Sim Lee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Associate Professor In-Bai Chung) 

 

 

About 8% to 30% of patients with hydatidiform mole require 

chemotherapy after primary removal due to development of persistent 

gestational tumor (PGTT). Various attempts have been made to predict the 

likelihood of PGTT following molar pregnancy using both clinical 

parameters and pathological parameters, including histological grade, DNA 

content, sex chromosome composition, proliferation index, and oncogene 

expression, but, with the exception of ploidy, no single parameter has been 

proven to be of value in the prediction of outcom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attempt to correlate molar trophoblastic proliferation rate, as 

assessed by expression of the Ki-67 antigen, with the subsequent 

development of PGTT following hydatidiform moles. We also examined the 

potential link between the PGTT and the expression of cyclin B, the 

primary active protein kinases in mitosis. And we investigated whether the 

identification of patients likely to progress to PGTT could be assist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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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 cytometric analysis of DNA content. Using formalin fixed, paraffin 

embedded trophoblastic tissues, the authors investigated the expression of 

Ki-67 and cyclin B by immunohistochemistry and performed the DNA 

analysis in placentas with gestational trophoblastic disease. The specimens 

examined included tissue from 57 patients with spontaneous remission and 

34 PGTT following hydatidiform moles. The mean Ki-67 index of 

hydatidiform mole complicated by PGTT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hydatidiform mole without this complication.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mean cyclin B index of between cases of hydatidiform mole 

which resolved spontaneously after evacuation and cases of hydatidiform 

mole complicated by PGTT. The correlation of clinical course with DNA 

ploidy was not significant. Average S-phase fraction was 27.95% for the 

treatment group and 19.28% for the spontaneous resolution group. The 

high degree of cell proliferation found in this study may explain the 

subsequent development of PGTT following hydatidiform moles. And cell 

proliferating marker, Ki-67 index, appear to be useful in predicting the 

progression of molar pregnancies to PGTT. DNA analysis and 

immunohistochemical examination in placentas with gestational 

trophoblastic diseases is ultimately expected to contribute to improved 

therapeutic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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