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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staining proliferative signaling. 

(1)Somatic mutations activate additional downstream pathway.
(2)Disruptions of Negative-feedback Mechanisms 

that attenuate proliferative signaling.
(3)Excessive proliferative signaling can trigger cell senescence.



1.Sustaining proliferative signaling.

Nomal cells carefully control the production and release of growth –promoting signals that instruct
entry into and progression through the cell growth and division cycle, thereby ensuring a homeostasis of
cell number and thus maintenance of normal tissue architecture and function.

Cancer cells, by  deregulating these signals, become masters of there own destinies.
- produce growth factor ligands themselves.

- They can respond via the expression of cognate receptors, resulting in autocrine proliferative 
stimulation.

-Given that a number of distinct down stream signaling pathways radiate from a ligand-stimulated 
receptor, the activation of one or another of these downstream pathway.



1.Sustaining proliferative signaling.
(1)Somatic mutations activate additional downstream pathway.

Benign Malignant

Slow growing Fast growing

Non-invasive Invasive & Infiltrate

Do not metastasize Metastasize

Certain human tumors that predict constitutive activation of signaling circuits usually 
triggered by activated growth factor receptor.  
-eg. we know that ~40% of human melanomas contain activating mutations affecting the 
structure of the B-raf protein.



1.Sustaining proliferative signaling.
(2)Disruptions of Negative-feedback Mechanisms that attenuate proliferative signaling.

- Loss-of-function mutations in PTEN amplify PI3K signaling and promote tumorigenesis in 
a variety of experimental models of cancer.

-Thus, when mTOR is pharmacologically inhibited in such cancer cells, the associated loss 
of negative feedback results in increased activity of PI3K and its effector Akt/PKB.



1.Sustaining proliferative signaling.
(3)Excessive proliferative signaling can trigger cell senescence.

- Ever-increasing expression of such genes and the
signals manifested in their protein products would
result in correspondingly increased cancer cell
proliferation and thus tumor growth.

- Some cancer cells may adapt to high levels of
oncogenic signaling by disabling their senescence-or
apoptosis-inducing circuitry.

- Excessively elevated signaling by oncoproteins such
as RAS,MYC,and RAF can provoke counteracting
responses from cells, specifically induction of cell
senescence and/or apoptosis.



2. Evading growth suppressors

(1)Mechanisms of contact inhibition and its evasion
(2)Corruption of the TGF-β pathway promotoes malignancy



2.Evading growth suppressors

Growth suppressors : RB and TP53

- proliferative 조절에 관여

- senescence, apoptotic program을 활성화 시킨다.

- 암세포에서 RB pathway의 결함은 지속적인 세포 증식을 이끈다.
-->cancer cell 같은 경우

-Rb gene의 유전적결함(retino blastoma, lung carcinoma)
-human papilloma virus(HPV)의감염에의해 Rb의불활성화를초래

RB(Retinoblastoma protein) : 망막 아세포종



2.Evading growth suppressors

Growth suppressors : RB and TP53

-모든 암의 60-70%는 p53의 mutation에 의해 발생한다.

-proliferative 조절에 관여

-senescence, apoptotic program을 활성화 시킨다.



2.Evading growth suppressors
(1) Mechanisms of contact inhibition and its evasion.

NF2 : neurofibromatosis typeⅡ – “Merlin” gene에대한 mutation에 대한 원인.

Merlin(=nuerofibromin orschannomis), tumor supprressor protein.

-NF2 유전자는 종양 억제 인자역할을 한다 인간의 섬유종증의 억제를 유발하기 때문.
-- Merlin은 cadherin의 결합을 강하게 함으로써 growth factor receptor를 차단mitogenic signal의
방출을 제한



2.Evading growth suppressors
(1) Mechanisms of contact inhibition and its evasion.

LKB1 : serine/threonine kinase 11(stk11), liver kinase B1, renal carcinoma antigen NY-REN-19

- LKB1(STK11)은 mTOR signalin에 대해 negative regulator 역할을 한다
-종양 억제 역할을 한다.
-- 30%의 lung adenocarcinoma and 5-15%의 primary lung squamous-cell 
carcinoma 의 불활성화 시킨다.
- LKB1/AMPK signaling pathway의 기능은 종양 억제 및 cancer cell 
metabolism and proliferation의 regulator 역할이다.



2.Evading growth suppressors
(2)Corruption of the TGF-β pathway promotes malignancy.

TGF-β(Transforming growth factor beta)

-TGF-β는 항 증식효과를 한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종양말기에서의 TGF-β는 세포 증식을 억제 하는 것으로 부터 방향이 바뀜

-악성종양에서는 Epithelial-mesenchymal transition (EMT)라는 세포 프로그램을 활성화



3. Resisting cell death. 

(1)Autophagy mediates both tumor cell survival and death
(2)Necrosis has pro-inflammatory and tumor-promoting potential



3. Resisting cell death.



3. Resisting cell death.

- Apoptosis-indusing stresses는 oncogene signaling에 대한 증가 뿐만 아니라 DNA 
손상으로 부터 과도한 증식의 signaling이 원인이다.

- Apoptosis는 apoptotic bodies라 불리는 세포 조각 들을 만들어 식세포에 의해
제거됨

-Apoptosis 는 외인성/내인성 두 가지의 경로가 있다.



3. Resisting cell death.
(1)Autophagy mediates both tumor cell survival and death.

- Autophgy는 조정과정에서 불필요 하거나 기능 하지 않는 세포 구성성분을
자연적으로 분해세포구성요소의 파괴 & 재활용함

- 세포 구성성분은 세포내의 다른 성분들과 격리 이중막에 둘러
싸인다(autophagosome).autophagosome은 lysosome과 융합하고 내용물을
분해 하게 됨

- Autophagy는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으로 생존을 증진 시킬 때가 있음
 영양소가 극히 적을 경우 세포 구성성분의 파괴는 오히려 세포 생존에
도움을 줄 수가 있음



3. Resisting cell death.
(2)Necrosis has proinflammatory and tumor-promoting potential.

- Necrosis는 먼저 부풀어 오르며 터져 세포내 기관들이 조직의 미세환경으로 방출된다.

- Necrotic cell은 면역체계의 염증 세포를 모을 수가 있다.

- 면역 염증세포는 신생혈관,암세포 증식 및 침투를 촉진 할 수 있다.
종양 촉진을 일으킬수 있음

- 암과 관련된 과다 증식에 균형을 이루는 것 처럼 보이나 더 많은 피해를 줄 수가 있다.



4. Enabling replicative immortality. 



4. Enabling replicative immortality. 

- 많은 종류의 포유류 세포는 세포 분열의 수를 제한 하는 내재적 프로 그램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세포분열을 계속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cell 은 doubling을 통해 세포가 division이 일어나면, 세포는 생화학적, 형태학적으로 “노화“ 라고
불리는 stage에 접어 들게 된다.

-노화란, 영구적인 성장 억제 단계 이다. 

-노화를 극복 하고 무한한 복제 가능성을 얻는 능력은 종양 형성을 위한 전제 조건 중 하나이다.



4. Enabling replicative immortality. 

- 염색체 끝 부분에 “Telomere”라고 불리는 DNA를 가지고
있다.

- Telomere는 6bp(5’-TTAGGG-3’)정도로 짧은 서열이
반복되어 있다.

- 세포 분열 후 telomere가 짧아진다.

- Telomerase의 기능은 telomere를 유지하도록 돕는다.
DNA손상으로 부터 apoptosis를 회피 할 수 있다.

- Telomerase는 human cancer에서 80-90% 검출된다.
계속해서 세포 성장을 할 수가 있다.

Telomere and Telomerase



5. Inducing angiogenesis.

(1)Gradations of the angiogenic switch
(2)A variety of bone marrow-derived cells contribute

to tumor angiogenesis
(3)Pericytes are important components of the tumor

neovasculature



5. Inducing angiogenesis.

- VEGF-a유전자는 배아 및 출생 후 발달 동안 새로운 혈관 성장을 조율 하고,
이어서 성인의 생리학적 상황 뿐만 아니라 내피 세포의 항상성 생존에 관여하는
리간드를 암호화 한다.

- VEGF유전자 발현은 저산소증 및 암유전자 신호 전달에 의해 상향 조절 될 수
있다.

- VEGF ligand는 세포 외 기질 – 분해 proteases에 의해 방출 및 활성화 되는
잠재적인 형태의 ECM에서 격리 될 수 있다.



5. Inducing angiogenesis.

(1) Gradations of the angiogenic switch.

- 일부 종양에서 Ras 및 Myc 과 같은 종양 세포 내에서 작용하는 주요 종양
유전자는 혈관 신생 인자의 발현을 상향 조절 할 수 있는 반면, 유도되어지는
신호들은 면역 염증 세포에 의해 간접적으로 생성 될 수 있다.



5. Inducing angiogenesis.
(2) A variety of bone marrow-derived cells contribute to tumor angiogenesis.

Endothelial progenitor cells (EPCs)



5. Inducing angiogenesis.
(3)Pericytes are important components of the tumor neovasculature.

-Pericytes는 내피 세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정상조직의 혈관에서 내피
tube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 종 양 신 생 혈 관 의 유 지 에 중 요 한
mechanism으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6. Activating invasion and metastasis. 

(1)The EMT program broadly regulates invasion and metastasis
(2)Heterotypic contributions of stromal cells to invasion and metastasis



6. Activating invasion and metastasis.

- 암관련 사망의 80-90%가 암의 전이가 원인이 된다.

- 세포간 부착의 붕괴는 E-Cadherin 발현의 소실로 일어난다.

- ECM(Extracellular matrix) : cancer cell 에 의한 ECM분해 효소의 발현

- 증가된 운동성



6. Activating invasion and metastasis.
(1)The EMT program broadly regulates invasion and metastasis.

- EMT는 변이된 상피 세포가 침입하고, 세포사멸에
저항하고, 전파 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 할 수 있는
수단으로 관련 있다.

- Snail, Slug, Twist, and Zeb1/2를 포함하는 변화
작용하는 전사인자는 배아 발생과정에서 EMT및
관련 전이 과정을 조절한다

- transcription factors 중 일부 는 직접 적으 로 E-
cadherin gene 의 발현을 억제

종양상피세포의 침투 및 전이에 대한 억제로써
단서가 될 수 있음



6. Activating invasion and metastasis.
(2)Heterotypic contributions of stromal cells to invasion and metastasis.

- 종양 간질에 존재하는 간엽 줄기 세포 (mesenchymal stem cells ,MSCs)는
암세포가 방출하는 신호에 반응하여 CCL5/RANTES를 분비하는 것으로 밝혀 졌다.
CCL5는 암세포에서 상호작용하여 침투적인 행동을 자극한다.



7. Avoiding immune destruction.



7. Avoiding immune destruction.

- 대부분의 세포독성 T세포(killer T-cell)는 특정 항원을 인식 할 수 있는 T-cell 수용체를 발현 한다.

- 항원은 면역 반응을 자극 할 수 있는 분자 이며, 종종 암세포나 바이러스에 의해 생성 되기도 함.

- 세포 내부의 항원은 IMHC분자에 결합하고 IMHC분자에 의해 세포 표면으로 이동하여 T세포에 의해
인식 될 수 있다.

- TCR이 그 항원에 특이적이면 IMHC분자와 항원의 복합체에 결합하고 T-cell은 세포를 파괴 한다.



8. Tumor-promoting inflammation. 



8. Tumor-promoting inflammation.

- Tumor에서 immune inflammatory cell은 tumor-promoting 뿐만 아니라 tumor-
killing 을 할 수가 있다.

- 침입 및 전이성 성장은 주변의 정상 세포에 다양한 종양의 성격으로 영향을
미칠 수 가 있다.



9. Genome instability & mutation. 



9. Genome instability & mutation.

- Detecting DNA damage and activating the repair machinery

- Directly repairing damaged DNA 

- Inactivating or intercepting mutagenic molecules before they have 
damaged the DNA



10. Deregulating cellular energetics. 



10. Deregulating cellular energe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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