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장관 간질종양의 KIT 변이와 

PDGFRA 변이에 따른 임상적,   

병리학적 특성 규명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 과 학 과 

권   지   은 

 

 

 



위장관 간질종양의 KIT 변이와 

PDGFRA 변이에 따른 임상적,   

병리학적 특성 규명 

 

 

 

 

 

 

 

 

 

 

 

 

 

 

 

 

 

 

 

 

 

 

 

 

 

 

 

 

 

 

 

 

 

 

지도교수  김  호  근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6년   6월    일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  과  학  과  

권    지    은  

 

 



권지은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6년   6월    일 

 

 

 

 



감사의감사의감사의감사의    글글글글    

    

  이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참으로 많은 분들께 여러 가지 도움

과 은혜를 받았기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부족한 제게 큰 은혜와 애정, 그리고 세밀한 통찰력으로 지도해 

주신 김호근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심을 가지고 귀

한 시간을 내어 조언해 주신 노성훈, 이용찬 선생님과 늘 사랑

으로 소중한 가르침 주시는 병리학교실 모든 교수님들께도 진심

으로 감사드립니다. 

통계 자문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배려와 도움을 아끼지 않으

신 김세훈 선생님, 귀찮은 내색 한 번 안하고 언제나 친절하게 

도와준 강현주, 김현기 선생님과 전임의로 계시면서 의국원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 주신 김혜령 선생님, 그리고 자신의 일처럼 

도와 주신 송영민, 김경일, 정현숙, 이강선 기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를 함께 보내며 의지가 되어 준 의국원, 박종필, 

표주연, 김상겸 선생님에게 논문 쓴다는 핑계로 잘 돌아보지 못

해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항상 함께 있기에 기쁘고 

논문을 쓸 때에도 많은 밤을 함께 보내며 큰 힘이 되어 준 이윤

희와 석재연, 그리고 끊임없는 격려로 기다려 준 친구들에게 감

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가장 든든한 백이 되어주는 동생 용석이

와 제가 존재할 수 있도록 모든 것 내어 주신 어머니께 감사와 

사랑을 드립니다. 

 

저자 씀 



 i 

차 례 

국문요약국문요약국문요약국문요약                                    1            1            1            1

                                                                                                                                                                    

I. I. I. I. 서론서론서론서론                                     3     3     3     3    

    

II. II. II. II. 재재재재료료료료    및및및및    방법방법방법방법                             7     7     7     7    

1. 연구대상            7 

2. 방법            7 

가. 임상정보 수집           7 

나. 병리조직학적 검색          8 

다. 조직학적 악성도에 따른 분류        11 

라. Tissue microarray 제작 및 면역조직화학 염색     12 

마. 돌연변이 검색          12 

(1) 신선한 조직을 이용한 56예       13    

(2) 파라핀 포매 조직을 이용한 95예       15 

바. 통계학적 분석          16 

    

ⅢⅢⅢⅢ. . . . 결과결과결과결과                                17    17    17    17    

1. 변이검색 결과           17 

2. 임상적 특징              18 

3. 변이에 따른 임상적 요인 비교        21 

4. 변이에 따른 병리조직학적 요인 비교       23 

5. 변이에 따른 위험도 비교         25 



 ii 

6. 변이에 따른 면역조직화학염색 결과 비교       29 

 

ⅣⅣⅣⅣ. . . . 고찰고찰고찰고찰                                      30  30  30  30    

    

ⅤⅤⅤⅤ. . . . 결론결론결론결론                                40    40    40    40    

    

참고문헌참고문헌참고문헌참고문헌                                42    42    42    42    

    

영문요약영문요약영문요약영문요약                                48    48    48    48    

    

    

    

    

    

    

    

    

    

    

    

    

    

    

    



 iii 

그림그림그림그림    차례차례차례차례    

    

Figure 1. Histopathologic parameters of GISTs 

evaluated in this study                   10 

Figure 2. Overall and event-free survival of the 

patients with GISTs            22    

Figure 3. The histopathological  feature and KIT 

immunostaining of GISTs with KIT and PDGFRA 

mutation, and examples of sequencing analysis of 

GISTs with KIT and PDGFRA mutation           27 

    

    

    

    

    

    



 iv 

표표표표    차례차례차례차례    

    

Table 1. Primer sequence used in PCR of DNA from 

56 fresh GIST tissue        14 

Table 2. Primer sequence used in PCR of DNA from 

95 formalin-fixed and paraffin-embedded GIST 

tissue                                          15 

Table 3. Distribution of mutation type in 138 GISTs 

with KIT and PDGFRA mutation     18 

Table 4. Comparisons of clinical parameters of 

GISTs according to mutational status    20 

Table 5. Comparisons of histopathological 

parameters and risk assessment between KIT-

mutated and PDGFRA-mutated GISTs    25 

Table 6. Different immunohistochemical expression 

of KIT and CD34 according to mutational status  29

 



 v 

국문요약국문요약국문요약국문요약    

    

위장관 간질종양(Gastrointestinal stromal tumor)의  

KIT 변이와 PDGFRA 변이에 따른 임상적, 병리학적 특성 규명 

 

위장관 간질종양(Gastrointestinal stromal tumor , GIST)은 KIT 

원종양유전자의 기능획득변이에 의해 KIT tyrosine 인산화 수용체의 

활성화가 일어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왔다. 최근에 KIT 유전자의 

변이가 동반되지 않은 GIST의 일부에서 PDGFRA (platelet-derived 

growth factor receptor α)유전자의 기능획득 변이가 밝혀져 이 

종양의 또 하나의 발생 기전으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KIT 변이와 PDGFRA 변이가 일어난 GIST간에 다양한 

병리조직학적, 임상적 요인간의 차이점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1995년 

10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수술적 또는 내시경적 절제된 GIST 

151증례를 이용하여 PCR과 염기서열 분석으로 KIT exon 9, 11, 13, 

17 과 PDGFRA exon 12, 18에 대한 돌연변이 검색을 시행하고 

여러가지 임상적 요인과 병리조직학적 요인에 대한 검색을 

시행하였으며 KIT과 PDGFRA 변이에 따른 요인들간의 차이를 

통계학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에 포함된 151증례 중 123예(81.5%)에서 KIT 돌연변이가 

관찰되었고 15예(9.9%)에서 PDGFRA 변이가 관찰되었다. PDGFRA-변이 

GIST는 상피양 유형 또는 혼합형의 세포 형태, 낮은 세포 밀도, 

중등도 이상의 림프구 침윤, 광범위한 점액양 변화, rhabdoid cell과 

다형핵 세포의 존재, 침윤성 경계, 증가된 세포 다형성,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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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분열, 낮은 위험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연관되어 

있으며(p<0.05), KIT-변이 GIST는 방추형 세포, 다발형 배열, 핵의 

늘어섬, 괴사, 혈관중심 소엽과 관련성을 보였다. PDGFRA-변이 

GIST는 임상적으로는 모두 위에서 발생하였으며 전이나 재발, GIST로 

인한 사망이 일어난 증례가 없는 좋은 경과를 보였다.  

이와 같이 PDGFRA-변이 GIST는 KIT-변이 GIST와는 임상적, 

병리학적, 면역염색에서 모두 다른 특징을 보이므로 KIT-변이 

GIST와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GIST의 한 병리학적 유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치료방침 결정과 예후 측정에 고려하여야 할 중요한 인자로 

평가된다. 

 

핵심되는 말 : 위장관 간질종양, KIT, PDGFRA, 상피양 유형, 혼합형, 

병리조직학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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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관위장관위장관위장관    간질종양간질종양간질종양간질종양(Gastrointestinal stromal tumor)(Gastrointestinal stromal tumor)(Gastrointestinal stromal tumor)(Gastrointestinal stromal tumor)의의의의    

KITKITKITKIT    변이와변이와변이와변이와    PDGFRAPDGFRAPDGFRAPDGFRA    변이에변이에변이에변이에    따른따른따른따른    임상적임상적임상적임상적, , , , 병리학적병리학적병리학적병리학적    특성특성특성특성    규명규명규명규명 

 

<지도교수 김호근김호근김호근김호근>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과 

 

권권권권    지지지지    은은은은    

 

 

I. I. I. I. 서론서론서론서론    

    

위장관 간질종양(Gastrointestinal stromal tumor, GIST)은 위장관 

간엽종양(mesenchymal tumor)중 가장 흔한 종양으로 위장관 중 어느 

곳에서나 발생한다.1 2 과거에는 GIST를 평활근(smooth muscle)에서 

기원하는 종양으로 생각하여 평활근종(leiomyoma), 평활근육종 

(leimyosarcoma), 평활근모세포종(leiomyoblastoma)으로 알려졌었  

으나 196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전자현미경의 발달과 함께 

대부분의 종양에서 평활 근육으로의 분화를 보이는 미세구조 증거가 

없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고3, 1980년대에는 면역염색의 도입으로 

면역학적 표현형 또한 평활근육 분화를 나타내지 않음이 드러나 이 

종양을 간질종양(stromal tumor)로 바꾸어 명명하는 것이 

제안되었다.4 1990년대 말에는 GIST가 interstitial cell of 

Cajal(ICC)과 초미세구조가 유사하며5, 면역조직화학 염색에서 IC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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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 표현형과 일치하는 KIT과 CD34를 동시에 발현하는 것이 

알려졌다.6-8 그 후로 GIST는 KIT 염색에 음성인 평활근종이나 

평활근육종, 신경초종(schwannoma)과는 구별하여 KIT(CD117, stem 

cell factor receptor) 단백질을 발현하는 위장관의 간엽종양으로 

정의하였고1, ICC을 닮은 분화를 보이거나 ICC로 분화해 나가는 

줄기세포에서 기원하는 것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5, 6, 8  

ICC에서 발현되는 KIT은 c-kit 원종양유전자(protooncogene)의 

산물인 receptor tyrosine kinase로 c-kit 유전자는 Hardy 

Zuckerman-4 feline sarcoma virus의 제놈에서 발견된 v-kit 

종양유전자(oncogene)와 상동체로 알려져 있다.9 ICC는 위장관의 

myenteric plexus 주위에 위치하면서 신경계와 평활근을 매개해주어 

연동운동과 자율신경계 기능을 조절하는 pacemaker역할을 하는 

세포로 광학현미경에서는 식별이 불가능하다.10 또한 이 세포의 stem 

cell은 receptor tyrosine kinase KIT 신호작용에 의해 ICC로 

분화하고11, 12 KIT 신호를 받지 못할 경우 평활 근육으로 분화한다는 

것이 밝혀졌다.13  GIST의 최대 92% 까지에서 KIT 원종양유전자의 

기능획득(gain-of-function) 변이가 일어나 리간드의 작용 없이 KIT 

receptor의 자동인산화를 통한 활성화가 일어나며 이것이 GIST의 

주요한 병인으로 여겨지고 있다.7, 14 KIT receptor의 신호 전달은 

리간드인 stem cell factor의 결합으로 시작되어 receptor 

dimerization과 동시에 KIT receptor의 활성화가 일어나고 하위 신호 

전달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transcription factor의 활성화 

작용을 통해 세포의 증식, 성장, 부착, 이동, 분화, 고사에 

관여한다.15 KIT 변이 중 receptor의 juxtamembrane domain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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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하는 exon 11의 in-frame 소실(deletion) 또는 missense 

점돌연변이(point mutation)가 가장 흔하며, 그 다음으로는 

extracellular domain인 exon 9의 Ala502-Tyr503의 internal tandem 

duplication도 종종 발생한다.14, 16, 17 드물게는 exon 13과 exon 

17에서도 점돌연변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16-18  만성 

골수성 백혈병(chronic myelogenous leukemia)의 치료약으로 

개발되었던 imatinib mesylate (Gleevec, Novartispharma, Basel, 

Switzerland)는 KIT tyrosine kinase의 활성화를  억제시키는 기전을 

이용한 것이며19, 임상적으로 전이 되었거나 수술이 불가능한 GIST의 

치료에 효과적임이 입증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20, 21  

최근에는 KIT 돌연변이가 없는 GIST의 35-67%에서 KIT와 같은 type 

Ⅲ receptor tyrosine kinase family에 속하면서 단백질 서열이 매우 

유사한 PDGFRA receptor tyrosine kinase의 기능획득 돌연변이가 

발견되어 KIT 변이 음성인 GIST에서 또 하나의 종양 발생 기전이라는 

가설이 제기되었다.22, 23 PDGFRA 변이는 두번째 tyrosine kinase 

domain의 활성화 고리를 담당하는 exon 18에 가장 흔하게 일어나고 

그 외 드물게 KIT의 exon 11에 상응하는 juxtamembrane domain인 

exon 12에 일어나며 첫번째 tyrosine kinase domain인 exon 14에도 

매우 드물지만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4-27 PDGFRA exon 18 

변이 중에서는 842 codon의 aspartic acid에서 valine으로의 치환 

(D842V)이 가장 흔하게 일어난다. GIST에서 KIT 변이와 PDGFRA 

변이는 동시에 공존하지 않는다는 상호 배타성이 제기되었고, 이는 

여러 후속 연구들에 의해 증명되었다.22, 23, 28 GIST는 조직학적으로 

구성하는 세포 형태에 따라 방추(spindle)형, 상피양(epitheli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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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과 두 가지 모양의 세포가 혼합되어 있는 혼합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29, 30 최근의 여러 연구에서 PDGFRA-변이 GIST는 상피양 유형 

또는 혼합형의 세포 유형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31-34 또한 

임상적으로는 PDGFRA-변이 GIST는 대부분이 위(stomach)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1, 32, 34 그리고 PDGFRA-변이 GIST 중 

일부는 imatinib mesylate (Gleevec, Novartispharma, Basel, 

Switzerland)에 대한 시험관 내 실험과 임상시험 모두에서 효과가 

제한 되어 있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되었다.23, 25 35 한편 KIT-변이 

GIST와 PDGFRA-변이 GIST간에 일부 활성화된 신호전달 매개 물질의 

유전자 발현의 양적인 차이가 있음도 알려졌다.28 그러나 KIT-변이 

GIST와 PDGFRA-변이 GIST의 형태학적인 차이점에 대해서는 세포의 

유형 외에 명확히 알려진 것이 없으며 KIT-변이 GIST도 상피양 세포 

또는 혼합형의 세포 모양을 보일 수 있으므로 세포의 유형만으로는 

KIT-변이 GIST와 PDGFRA-변이 GIST를 감별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KIT-변이 GIST와 PDGFRA-변이 GIST간에 다양한 

병리조직학적, 임상적 요인간의 차이점을 분석하여 아직까지 많이 

알려지지 않은 PDGFRA-변이 GIST의 KIT-변이 GIST와 구별되는 특징을 

찾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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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II. II. II. 재료재료재료재료    및및및및    방법방법방법방법    

    

  1. 연구 대상 

 

연구 대상으로는 1995년 10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에 의뢰되어 진단된 위장관의 간엽(mesenchymal) 

조직 기원의 종양 중 수술적 또는 내시경적 절제된 273예를 대상으로 

조직학적, 면역조직화학 염색 소견을 바탕으로 검색하여 GIST, 

평활근종, 평활근육종, 신경초종으로 나누어 재분류 하였다. 그 결과 

GIST 155증례, 평활근종 101증례, 평활근육종 3증례, 신경초종 

14증례였고 GIST 155증례 중 조직이 남아있지 않아 돌연변이 검사를 

시행할 수 없었던 4증례를 제외한 151증례를 연구에 이용하였다. 

  

2. 방법 

 

가. 임상 정보 수집 

 

병리 보고서, 방사선 소견과 의무 기록을 이용하여 환자의 성별, 

나이, 종괴의 크기, 병변의 위치, 수술 날짜, 수술 전후의 약물치료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재발과 전이 여부와 날짜, 사망 여부와 생존 

개월 수를 조사하였다. 환자의 최종 사망 여부와 날짜, 사망 원인은 

대한통계협회의 자문 의뢰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추적 관찰의 시작 

기준일은 원발 종양의 수술일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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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병리조직학적 검색 

 

병리조직학적 검색은 조직을 10% 중성 formalin에 고정, 

paraffin에 포매한 조직을 4μ 두께로 세절하고 hematoxylin-

eosin염색을 시행하여 광학현미경 하에서 병리학적 요인을 

분석하였다. 종양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형태에 따라 방추형 , 

상피양 유형, 혼합형으로 구분하였으며 혼합형은 방추형 또는 

상피양 유형이 모두 10% 이상씩 혼재되어 있는 경우로 정하였고 

세포의 장경과 단경의 비가 3:1 이하인 경우를 상피양 유형으로 

정의하였다. 세포 밀도는 낮은 경우, 중등도, 높은 경우의 세 

등급으로 나누었다. 종양 내 림프구 침윤 정도는 200배 시야에서 

관찰하여 없거나 적은 경우(-/+), 중등도(++), 많은 경우(+++)로 

나누었다. 핵의 다형성(nuclear pleomorphism) 정도는 핵의 모양과 

크기가 균질할 때를 무, 핵막이 불규칙하고 세포간의 모양과 크기가 

약간의 차이를 보이거나 세포질에 대한 핵의 비율의 증가가 

미약하나 존재할 때를 경, 위의 소견이 뚜렷하게 존재하거나  

뚜렷한 핵인(nucleoli) 또는 과염색질등의 이형성을 보일 때를 

중으로 평가하였다. GIST의 많은 경우에서 보이는 다발 형태 또는 

합포체 배열(fascicular or syncytial arrangement)의 유무를 

검색하고 핵의 늘어서는 배열(nuclear palisading), 괴사, 궤양 

동반, 점막 침윤의 유무를 각각 검색하였다. 주변 정상 조직과의 

경계가 침윤성을 보이는 지와, 핵 주위 공포(perinuclear vacuole), 

skeinoid fiber, rhabdoid cell, 이핵 또는 다핵거대세포의 유무를 

기록하고 초자화 (hyalinization)가 없거나 10% 미만인 경우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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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 경우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미세낭성 변화가 없거나 

국소적인 경우와 전체 종양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점액양 변화(myxoid change)가 없거나 50% 미만의 

국소적인 경우와 50% 이상의 광범위한 경우로 나누어 관찰하였다. 

혈관을 중심으로 종양 세포들이 감싸고 있는 소엽 모양의 배열이 

주위 조직과 떨어져서 존재할 때를 혈관중심소엽(angiocentric 

lobule)로 정의하고 유무를 기록하였다. 유사분열이 가장 활발한 

곳을 기준으로 하여 고배율(400배) 50시야 내의 유사분열 수를 

측정하였다. (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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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Histopathologic parameters of GISTs evaluated in this study.  

(A) Low cellularity  (B) Moderate cellularity  (C) High cellularity  (D) 

None to mild infiltration of intratumoral lymphocytes  (E) Moderate 

infiltration of intratumoral lymphocytes  (F) Severe infiltration of 

intratumoral lymphocytes  (G) No nuclear pleomorphism  (H) Mild 

nuclear pleomorphism  (I) Moderate to severe nuclear pleomorphism  

(J) Fasicular arrangement  (K) Nuclear palisading and perinuclear 

vacuolization  (L) Necrosis  (M) Skeioid fiber  (N) Rhabdoid cell and 

giant cell  (O) Hyalinization  (P) Microcystic change  (Q) Myxoid stroma  

(R) Angiocentric lobule 

 

 

다. 조직학적 악성도에 따른 분류 

 

각 종양을 유사분열 수와 종양의 크기에 따라 2001년 NIH 

consensus meeting에서 Fletcher등이 제시한 등급30에 따라 

초저위험군(very low risk, 크기가 2cm 미만이면서 유사분열이 

5/50HPF 미만), 저위험군(low risk, 크기가 2-5cm이고 유사분열이 

5/50HPF 미만), 중위험군(intermediate risk, 크기가 5cm미만이면서 

유사분열이 6-10/HPF이거나, 크기가 5-10cm이면서 유사분열이 

5/50HPF 미만), 고위험군(high risk, 크기가 5cm이상이면서 

유사분열이 5/50HPF 이상이거나, 크기에 관계없이 유사분열이 

10/50HPF이상, 또는 유사분열수에 관계없이 크기가 10cm이상)으로 

분류하였다. 소장에 생긴 종양의 경우에는 크기 기준을 1cm씩 낮추어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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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Tissue microarray 제작 및 면역조직화학 염색 

 

각 종양 부위에서 직경 1mm 로 된 코어 3 개씩 심어 tissue 

microarray 블록을 제작하고 4μm 두께로 연속 박절하여 얻은 조직을 

56℃에서 1 시간 30 분간 건조시켰다. 자일렌으로 파라핀을 제거한 후 

100%, 90%, 70% 에틸알콜에 차례로 처리하여 탈수시킨 후 증류수를 

사용하여 세척하였다. 0.3% 과산화수소수에 10 분간 처치 후 구연산 

완충액에 슬라이드를 담궈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에서 15 분간 

가열하였다. 일차 항체를 도포하고 4℃에서 15 시간 배양 세척 후 

비특이적 반응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상 차단 양혈청(DAKO, 

Copenhagen, Denmark)으로 15-30 분간 전처리하였다. DAB (3,3-

diaminobenzidine tetrachloride) chromogen 을 사용하여 발색한 후 

Mayer’s hematoxylin으로 대조염색 하였다.  

일차 항체로 c-kit (1:50, DAKO, Copenhagen, Denmark)과 CD34 

(1:50, DAKO, Copenhagen, Denmark)를 사용하였다. 면역조직화학적 

염색의 판정은, 종양세포에서 염색되는 정도를 10% 이하에서 약하게 

염색되거나 전혀 염색되지 않을 때를 음성(-), 10% 이상에서 약하게 

염색되거나 10% 미만에서 중등도 이상으로 염색될 때를 약양성(+)로 

정의하고, 10%이상에서 중등도 이상으로 염색될 때를 강양성(++)으로 

정의하였다. 

 

마. 돌연변이 검색 

 

연구 대상에 포함된 151예 중 56증례는 신속한 육안검사 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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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냉동 보관 된 신선 동결 조직을 이용하였고, 신선 동결 조직을 

이용할 수 없었던 나머지 95증례는 파라핀 포매 조직을 이용, 각각 

DNA를 분리하여 PCR로 증폭 후 염기서열 분석을 시행, KIT exon 11의 

변이를 찾고 KIT exon 11에서 변이가 관찰되지 않은 나머지 종양에 

대해 KIT exon 9, 13, 17과 PDGFRA exon 12, 18에 대한 변이를 

검사하였다.  

 

 (1) 신선한 조직을 이용한 56예 - PCR-SSCP를 통한 KIT 및 PDGFRA 

유전자 돌연변이 분석 및 염기서열 분석 

추출된 genomic DNA를 주형으로 하여 KIT exon 9, 11, 13, 17과 

PDGFRA exon 12, 18의 해당하는 부위를 증폭시키기 위하여 Table 1과 

같은 시발체를 준비하였다. PCR 반응을 위해서 20ng의 genomic DNA에 

총 20㎕가 되도록 1.5mM MgCl2, 각 20 pmol 시발체, 0.2mM dATP, dGTP, 

dTTP, 5mM dCTP, 1Ci [α-32P] dCTP (3000 Ci/mmol; NEN DuPont, 

Boston, MA), 1X PCR buffer 와 1.25U Taq polymerase (Invitrogen, 

San Diego, CA)를 첨가하였다. 반응조건은 94℃에서 5분간 가열하여 

변성 (denaturation) 시키고, 80℃에서 10분간 Taq polymerase를 

첨가한 후, 변성과정을 94℃에서 30초간, 56℃에서 

재결합(annealing)과정을 30초간, 72℃에서 15초간 

신장(extending)하는 과정을 30회 반복 시행한 후, 마지막으로 

신장과정을 72℃에서 5분간 진행하였다. 이상과 같이 합성된 PCR 

산물은 같은 부피의 loading buffer (95% formamide, 20mM EDTA, 

0.05% xylene cyanol FF and 0.05% bromophenol blue)에 섞어 

95℃에서 10분간 가열한 다음 즉시 얼음에 넣고 그 중 3㎕를 6% 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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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aturing polyacrylamide gel에 loading하여 3W로 12-16시간 동안 

전기영동 시켰다. 전기영동이 끝난 gel을 gel dryer에서 1시간 동안 

말린 후 Kodak XAR-5 film (Kodak, Rochester, NY, USA)에 현상하여 

PCR-SSCP 결과를 판독하였다. PCR-SSCP에 의해 band shift가 관찰된 

예에서 염기서열 분석을 통한 돌연변이의 종류를 확인하였다. 

염기서열 분석은 ABI Prism 310 Genetic Analyzer (Applied 

Biosystems, Foster City, CA)를 이용하였다. 같은 방법으로 KIT 

exon11의 변이가 음성인 예에 대하여 KIT exon 9, 13, 17과 PDGFRA 

exon 12, 18에 대한 염기서열 분석을 시행하였다. 

 

Table 1. Primer sequence used in PCR of DNA from 56 fresh GIST 

tissue 

Gene Primers Primer sequences 

KIT hEx9F(SSCP) 5'- GAGTAAGCCAGGGCTTTTGTT 

 hEx9R(SSCP) 5'- TACATTCAACCGTGCCATTG 

 hEx9F(SSCP) 5'- CCGTTTGGAAAGCTAGTGGT 

 hEx9R(SSCP) 5'- 

 hEx11F(SSCP) 5'- TTTCCCTTTCTCCCCACAG 

 hEx11R(SSCP) 5'- TGGAAAGCCCCTGTTTCATA 

 hEx13F(SSCP) 5'- TTTGCCAGTTGTGCTTTTTG 

 hEx13R(SSCP) 5'- CAGCTTGGACACGGCTTTAC 

 hEx17F(SSCP) 5'- TTTCTCCTCCAACCTAATAG 

 hEx17R(SSCP) 5'- CCTTTGCAGGACTGTCAAGC 

PDGFRA hEx12F(SSCP) 5'- GAAACCGAGGTATGAAATTCG 

 hEx12R(SSCP) 5'- GGAGGTTACCCCATGGAACT 

 hEx18F(SSCP) 5'- TCCTTTTCCATGCAGTGTG 

 hEx18R(SSCP) 5'- AGGACGTACACTGCCTTT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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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라핀 포매 조직을 이용한 95예 

각 증례의 파라핀 포매 조직을 10um 두께로 2~3장 박절하여 현미경 

관찰을 통해 종양 부위와 정상 부위를 각각 미세절제하였다. QIAamp 

DNA mini kit (QIAGEN, Hilden, Germany)을 사용하여 미세절제된 

조직에서 DNA를 추출하였다. 각 exon 부위를 증폭하는 데에 사용된 

시발체는 다음과 같다(Table 2).  

 

Table 2. Primer sequence used in PCR of DNA from 95 formalin-

fixed and paraffin-embedded GIST tissue  

Gene Primers  Primer sequences 

KIT hEx9F 5'- TCCTAGAGTAAGCCAGGGCTT 

 hEx9R 5'- TGGTAGACAGAGCCTAAACATCC 

 hEx11F 5'- CCTTTGCTGATTGGTTTCGT 

 hEx11R 5'- AAACAAAGGAAGCCACTGGA 

 hEx13F 5'- GTTCCTGTATGGTACTGCATGCT 

 hEx13R 5'- CAGTTTATAATCTAGCATTGCC 

 hEx17F 5'- CATCATTCAAGGCGTACTTTTG 

 hEx17R 5'- TCACAGGAAACAATTTTTATCGAA 

PDGFRA hEx12F 5'- AAGCTCTGGTGCACTGGGACTT 

 hEx12R 5'- ATTGTAAAGTTGTGTGCAAGGGA 

 hEx18F 5'- TACAGATGGCTTGATCCTGAGT 

 hEx18R 5'- AGTGTGGGAGGATGAGCCTG 

준비된 DNA와 시발체를 이용하여 0.2ml PCR tube에 분리된 DNA 

1ul(100ng), primer-S와 primer-AS 각각 1ul, HotStarTaq Master 

Mix® (QIAGEN, Hilden, Germany)10ul와 7ul 증류수를 넣어 20ul의 

PCR 반응액을 만들었다. 95℃에서 15분 반응시킨 후 94℃에서 4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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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에서 45초, 72℃에서 45초간 30회 반응시키고 마지막으로 

72℃에서 5분간 반응시켰다. 반응이 끝난 Product를 2% agarose 

gel(AMRESCO)에 100Volt/20분간 전기영동하여 분리하고 UV lamp로 

band의 위치를 확인한 후 PCR product의 크기에 해당되는 부위를 

칼로 정확히 잘라 미세원심분리 튜브에 담았다. MinElute Gel 

extraction kit (QIAGEN, Hilden, Germany)을 이용하여 gel에서 

DNA를 추출한뒤 nanodrop을 이용하여 DNA를 정량하였다. 추출된 DNA 

1ul(5-10ng)와 Primer-S 또는 anti-sense 1ul, BigDye 1ul, 

sequencing 완충액 1.25ul를 넣고 증류수를 채워 10ul의 PCR반응액을 

만들었다. 96℃에서 10초, 50℃에서 5초, 60℃에서 4분간 25 

cycles을 반응시켜 sequencing PCR을 시행한 후 에틸알콜 정제를 

하였다. 합성된 DNA는 3100 Genetic Analyzer (Applied Biosystems, 

Foster, CA, U.S.A)에 장착하여 sequencing 분석을 하였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KIT exon 11 변이가 나타나지 않은 예에 대하여 KIT exon 9, 

13, 17과 PDGFRA exon 12, 18에 대한 염기서열 분석을 시행하였다. 

 

바. 통계학적 분석 

 

얻어진 자료를 SPSS for window program(version 12.0, SPSS Inc., 

Chicago, Illinois, U.S.A.)을 이용하여 통계학적으로 분석하였다. 

KIT 변이와 PDGFRA 변이가 일어난 GIST에서 병리조직학적, 임상적 

요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chi-square검정 또는 Fisher’s exact 

test와 Mann-Whitney test를 이용하였고 생존율 곡선은 Kaplan-

Meier법을 이용하였다.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0.05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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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Ⅲ. . . . 결과결과결과결과    

 

1. 변이검색 결과  

 

전체 151예 중 123예(81.5%)에서 KIT 변이가 관찰되었고 

15예(9.9%)에서 PDGFRA 변이가 관찰되었으며(Table 3), 나머지 

14예(8.6%)는 KIT과 PDGFRA 변이가 모두 관찰되지 않았다. KIT변이 

중 exon 11에 위치한 경우가 89%(n=109)였고 그 중 소실이 60예로 

가장 많았고, 3’말단에 일어난 internal tandem duplication 한 

예를 포함한 삽입(insertion) 25예, 점돌연변이가 23예, 삽입과 

점돌연변이가 모두 발견된 한 예 순서로 나타났다. 소실 중 가장 

많은 변이는 W557-K558 소실로 10예에서 관찰되었고 점돌연변이 

중에는 V559D가 가장 흔하게 발생하였다(n=12). KIT exon 9의 변이는 

7예에서 3’말단의 internal tandem duplication으로 아미노산 

Ala502 와 Tyr503사이에 6개 핵산의 삽입이 일어났고 2예는 

점돌연변이(V457M, G498S), 1예는 F506-F508 삽입이었다. Exon 13과 

exon 17 변이는 두 예씩 발견되었으며 각각 K642E와 N822K였다. 한편 

PDGFRA exon 18 변이는 14예에서 일어났으며 그 중 대부분인 

13예에서  codon 842의 점돌연변이에 의해 아미노산 aspartic acid가 

valine으로 치환되었고 나머지 한 예에서는 D842-D846 소실이 있었다. 

PDGFRA exon 12 변이가 일어난 한 예는 S556-E571의 소실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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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stribution of mutation type in 138 GISTs with KIT and 

PDGFRA mutation 

 KIT-mutated 

 (n=123) 

 PDGFRA-mutated 

 (n=15) 

Mutation type Exon9 Exon11 Exon 13 Exon17 Exon12 Exon 18 

Point mutation 2  23
1 

2 2 1 14 

Deletion 0 60 0 0 0 0 

Insertion 8  26
2 

0 0 0 0 

Total(%) 10(8) 109(98)
 

2(2) 2(2) 1(7) 14(93) 

1 V559D and Q575R are concomitantly identified in a case. 

2 These include one GIST with insertion and point mutation at two 

separate codons of exon 11 of KIT. 

 

2. 임상적 특징 

 

전체 151예의 연령 분포는 22세에서 79세로 평균 연령은 57세였고, 

이 중 남자는 77명, 여자는 74명으로 성별의 차이는 없었다. 종양의 

위치 별로는 위가 112예(74.2%)로 가장 많았고 소장이 27예(17.9%), 

대장이 11예(6.6%), 식도와 그물막(omentum)에 생긴 경우가 각각 한 

증례씩이었다. 종양의 크기는 0.3cm에서 33cm 범위에서 다양하였으며 

평균 크기는 6.1cm였다. NIH consensus 모임에서 Fletcher등이 

제안한 위험도 기준30에 따라 분류하였을 때 초저위험군이 15예, 

저위험군 35예, 중위험군가 42예, 고위험군이 59예 였다. 7예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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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양으로 인해 수술하다가 우연히 발견하여 절제한 경우로 5예는 

위에서, 한 예는 그물막에서 발생하였고 6예 모두 KIT 변이가 있었다. 

나머지 한 예는 소장에 발생하였으며 KIT과 PDGFRA 변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151증례를 평균 40.1개월의 기간 동안 추적 조사하였으며 

마지막 추적일은 2006년 1월 11일이었다. 그 결과 5년 생존율은 

85.2%였고 GIST로 인한 사망은 15예에서 발생하였다. 재발이나 

전이가 일어난 증례는 29예였으며 진단 당시부터 전이가 있던 7예를 

포함하여 간으로의 전이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n=20, 13.2%) 

종양의 완전 절제 후 국소 전이가 발생한 경우는 10예였다(Table 4). 

전이가 일어난 29예 중 19예(65.5%)에서 KIT exon 11의 소실이 

발견되었고 두 번째로 흔한 변이는 KIT exon 9의 internal tandem 

duplication으로 4예에서 발견되었다. 비슷한 결과로 GIST로 인해 

사망한 15예 중 10예에서 KIT exon 11의 소실이 발견되었고 3예는 

KIT exon 9의 internal tandem duplication이 있는 경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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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s of clinical parameters of GISTs according to 

KIT or PDGFRA mutational status 

Variables Category 

KIT mutated 

(n=123)
 

PDGFRA 

mutated 

(n=15) 

KIT-wild 

and 

PDGFRA-

Total 

(n=151)
 

 

Age(years) Mean(range) 57(22-79) 53(35-66) 56(38-78) 57(22-79) 

Gender Male 62(50.4%) 11(73.3%) 4(30.8%) 77(51.0%) 

 Female 61(49.6%) 4(26.7%) 9(69.2%) 74(49.0%) 

Location Esophagus 1(0.8%) 0 0 1(0.7%) 

 Stomach 89 (72.4%)
1
 15 (100%) 9(69.2%) 113(74.8%)

1
 

 Small bowel 23 (18.7%) 0 4(30.8%) 27 (17.9%) 

 Large bowel 10 (8.1%) 0 0 10 (6.6%) 

FU duration 

(month) 

Mean 

(Range) 

41.3 

(0.4-118.6) 

33.7 

(0.4-102.9) 

45.6 

(6.0-107.4) 

40.9 

(0.4-120) 

Recur 10(8.1%) 0 0 10(6.8%) 

Metastasis 22(17.9%) 0 2(15.4%) 24(16.2%) 

No. of 

recurrence 

/metastasis 
Recur or 27(22.0%) 0 2(15.4%) 29(19.6%) 

Event-free 

survival(%) 

5 years 68.1% 100% 82.1% 72.1% 

D.O.T. 14(11.4%) 0 1(7.7%) 15(10.1%) Survival 

status D.O.U. 5(4.1%) 1(6.7%) 1(7.7%) 7(4.7%) 

Overall 

survival(%) 

5 years  82.2% 100% 92.3% 85.2% 

1
 These include one GIST located in omentum.  

 FU : follow up, D.O.D. : dead of tumor, D.O.U. : dead of unrelated 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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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이에 따른 임상적 요인 비교 

 

KIT-변이 GIST와 PDGFRA-변이 GIST간에 성별, 나이, 종양의 위치, 

전이와 재발, 사망여부와 5년 생존율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이 중 두 그룹간의 차이를 보인 요인을 보면 KIT-변이 GIST는 

남녀 비율이 같은(1:1) 반면, PDGFRA-변이 GIST에서는 1.8:1로 

남자에서 호발하는 경향을 보였다. PDGFRA-변이 GIST의 경우 모든 

예(n=15)에서 위에서 발생하였으며 전이나 국소 재발, 사망은 

발생하지 않았다. 반면 KIT-변이 GIST의 위치별 분포와 생존율은 

전체 GIST와 유사하였다. 한편 KIT과 PDGFRA 변이가 모두 발견되지 

않은 GIST는 KIT-변이 GIST보다 소장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높고 

생존율은 KIT-변이 GIST와 PDGFRA-변이 GIST의 중간에 해당하였다. 

전체 GIST와, 변이에 따른 GIST 환자의 overall survival과 event-

free survival 생존 곡선은 Figure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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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함수생존함수생존함수생존함수

 

Figure 2. Overall and event-free survival of the patients with GIST. (A) 

Overall survival curve of 151 patients with GIST. (B) Overall survival 

curve of the patients with GIST according to KIT and PDGFRA mutation.  

No patients with PDGFRA-mutated GIST died of GIST. (C) Event-free 

survival curve of 151 patients with GIST. (D) Event-free survival curve 

of the patients with GIST according to KIT and PDGFRA mutation.  No 

metastasis or recurrence were noted in patients with PDGFRA-mutated 

GISTs. 

 

 

 

A B 

PDGFRA-mutated (n=15) 

KIT-mutated(n=123)   

PDGFRA-mutated (n=15) 

KIT-mutated(n=123)   

Toal (n=151)   

Toal (n=151)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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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이에 따른 병리조직학적 요인 비교 

 

KIT-변이 GIST는 78%에서 방추형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Figure 3, 

A, B) 22%에서 상피양 유형 또는 혼합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 

(Figure 3D-3F), PDGFRA-변이 GIST는 100%에서 상피양 유형 또는 

혼합형의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었으며(Figure 3G-3J)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PDGFRA-변이 GIST는 KIT-변이 

GIST보다 세포밀도가 낮고(p=0.002) 종양 내 염증세포 침윤이 더 

많았으며(p=0.001), 핵의 다형성을 보였다(p=0.002). 다발성 

배열(Figure 3A, 3B)은 KIT-변이 GIST의 대부분인 95.1%에서 

존재하였으나 PDGFRA-변이 GIST에서는 26.7%(n=4)만 존재하였고 KIT-

변이 GIST의 76%에서 핵의 늘어섬(nuclear palisading)이 

존재하였으나(Figure 3B), PDGFRA-변이 GIST의 경우 13.3%에서만 

나타나 두 가지 요인 모두 p<0.001의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을 보였다.  

KIT-변이 GIST의 41.5%(n=51)와 PDGFRA-변이 GIST의 2예에서 

괴사가 관찰되었고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0.047), 주변조직으로 

침윤성 경계는 PDGFRA-변이 GIST에서 더 흔하게 관찰되었다(p=0.006). 

KIT-변이 GIST의 6.5%에서 skeinoid fiber가 발견되었으나 PDGFRA-

변이 GIST의 모든 예에서 관찰되지 않았고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다. 

PDGFRA-변이 GIST의 대부분인 14예(93%)와 KIT-변이 GIST의 

51예(41%)에서 광범위한 점액양 변화가 동반되어 있었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이형 또는 다형핵 

세포가 KIT-변이 GIST의 63.4%와 PDGFRA-변이 GIST의 모든 예에서 

관찰되었고(Figure 3G-3I)(p=0.003), rhabdoid cell은 각각 11.4%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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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에서 관찰되어(Figure 3H)(p<0.001) 둘 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혈관중심 소엽 구조는 KIT-변이 GIST의 29.3%에서 

보인 반면(Figure 3C), PDGFRA-변이 GIST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p=0.011). 점막침범, 낭성 변화, 초자화, 핵 주위공포는 두 

군 간에 차이가 없었다(Table 5). 

PDGFRA-변이 GIST 중 상피양 유형만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2예였는데 세포간의 경계가 명확하고 인접한 세포와 맞물려 

퍼즐(jigsaw puzzle)같은 판상구조를 이루고 있었다(Figure 3G). 

PDGFRA-변이 GIST 중 혼합형인 13예 가운데 12예에서 상피양 형태의 

세포와 방추형 세포가 다양한 비율로 낱개로 흩어져 점액양 기질 

가운데에 뒤섞여 있고 세포밀도는 낮았다(Figure 3H-3J). 한편 KIT-

변이 GIST중 3예 (2.4%)에서 상피양 세포로만 이루어져 

있었는데(Figure 3E, 3F) 세포질에 대한 핵의 비율이 높고 

세포밀도가 높으며 세포의 경계가 PDGFRA-변이 GIST의 상피양 

유형보다 덜 뚜렷하였다. KIT-변이 GIST 의 혼합형 24예 가운데 

대부분인 21예는 방추형 세포와 상피양 유형 세포가 각각의 판상배열 

또는 다발로 배열을 이루는 부위가 교대로 나타났고(Figure 3D) 

3예에서만 낱개의 세포로 상피양 유형 세포와 방추형 세포가 혼재된 

부분을 가지고 있었으나 PDGFRA-변이 GIST보다 세포밀도가 높았다.  

종양의 평균 크기는 두 군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유사분열의 경우 

PDGFRA-변이 GIST의 15예 중 14예에서 5이하로 낮은 유사분열을 

나타냈고(p=0.006) 50개의 고배율 시야에서 평균 1.5개로 KIT-변이 

GIST의 평균 12.2에 비하여 월등히 낮았다(p<0.001)(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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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변이에 따른 위험도 비교 

크기와 유사분열수에 따라 위험도를 평가하면 KIT-변이 GIST의 

69%가 고위험군 또는 중위험군에 속하였으나 PDGFRA-변이 GIST는 

절반 이상(66.7%)에서 초저위험군 또는 저위험군에 속하여 KIT-변이 

GIST와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35)(Table 5). 

 

Table 5. Comparisons of histopathological parameters and risk 

assessment between KIT-mutated and PDGFRA-mutated GISTs 

Histologic variables Category Type of Type of Type of Type of MutatMutatMutatMutatiiiionononon PPPP----valuevaluevaluevalue 

  KITKITKITKIT    (n=12(n=12(n=12(n=123333)))) PDGFRAPDGFRAPDGFRAPDGFRA    (n=1(n=1(n=1(n=15555))))  

Cell type Spindle 96(78.0%) 0(0%) <0.001＊ 

 Epithelioid or mixed 27(22.0%) 15(100%)  

Cellularity Low to moderate 65(52.8%) 14(93.3%) 0.002＊ 

 High 58(47.2%) 1(6.7%)  

Fascicle/syncytium Present 117(95.1%) 4(26.7%) <0.001＊ 

 Absent 6(4.9%) 11(73.3%)  

Intratumoral lymphocytes None to mild 96(78.0%) 5(33.3%) 0.001＊ 

 Moderate to severe 27(22.0%) 10(66.7%)  

Nuclear pleomorphism None 60(48.8%) 1(6.7%) 0.002＊ 

 Mild to moderate 63(51.2%) 14(93.3%)  

Nuclear palisading Absent 30(24.4%) 13(86.7%) <0.001＊ 

 Present 93(75.6%) 2(13.3%)  

Necrosis Absent 72(58.5%) 13(86.7%) 0.047＊ 

 Present 51(41.5%) 2(13.3%)  

Ulceration Absent 94(76.4%) 14(93.3%) 0.191 

 Present 29(23.6%) 1(6.7%)  

Absent 99(80.5%) 14(93.3%) 0.306 Mucosal invasion 

Present 24(19.5%)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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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ent 100(81.3%) 7(46.7%) 0.006＊ Infiltrative border 

Present 23(18.7%) 8(53.3%)  

Absent 34(27.9%) 7(46.7%) 0.145 Perinuclear vacuolization 

Present 88(72.1%) 8(53.3%)  

Microcystic change None to focal 77(62.6%) 7(46.7%) 0.233 

 Prominent 46(37.4%) 8(53.3%)  

Myxoid change None to focal 72(58.5%) 1(6.7%) <0.001＊ 

 Prominent 51(41.5%) 14(93.3%)  

Skeinoid fiber Absent 115(93.5%) 15(100%) 0.598 

 Present 8(6.5%) 0(0%)  

Hyalinization None to focal 98(79.7%) 15(100%) 0.073 

 Prominent 25(20.3%) 0(0%)  

Rhabdoid cell Absent 109(85.6%) 6(40.0%) <0.001＊ 

 Present 14(11.4%) 9(60.0%)  

Giant cell Absent 45(36.6%) 0(0%) 0.003＊ 

 Present 78(63.4%) 15(100%)  

Angiocentric lobule Absent 87(70.7%) 15(100%) 0.011＊ 

 Present 36(29.3%) 0(0%)  

Mitosis(/50HPF) 0-5 65(52.8%) 14(93.3%) 0.006＊ 

 6-10 22(17.9%) 1(6.7%)  

 >10 36(29.3%) 0(0%)  

Mitosis Mean 12.2±18.7 1.5±1.9 <0.001

Size(cm) 0-5 68(55.3%) 10(66.7%) 0.685 

 6-10 39(31.7%) 3(20.0%)  

 >10 16(13.0%) 2(13.3%)  

Size(cm) Mean 6.1±4.9 5.6±5.4 0.287 

Risk assessment
30 

Very low risk 11 (8.9%) 3 (20.0%) 0.035＊ 

 Low risk 27 (22.0%) 7 (46.7%)  

 Intermediate risk 34 (27.6%) 3 (20.0%)  

 High risk 51 (41.5%) 2 (13.3%)  

＊P-value<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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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he histopathological  feature(A~J), KIT immunostaining(K, L) 

of the GISTs with KIT and PDGFRA mutation, and examples of 

sequencing analysis for KIT and PDGFRA mutation(M, N). Spindle cell 

GISTs with KIT mutation(A-C).  Most KIT-mutated GISTs are 

hypercellular and composed of uniform spindle cells showing fascicular 

and/or syncytial appearance(A, case #10). KIT-mutated GISTs are 

associated with frequent nuclear palisading(B, case #28) and angiocentric 

lobule(arrow)(C, case #61). KIT mutated GISTs with mixed cell type have 

alternating spindle cell and epithelioid areas(D, case #30). Epithelioid 

GISTs with KIT mutation(E-F). Some KIT-mutated GISTs are composed 

of diffuse sheets of epithelioid cells with high nuclear to cytoplasmic 

ratio and high cellularity(E, case #91). Some epithelioid GISTs with KIT 

mutation show prominent nested architecture (F, case #71). Epithelioid 

cells with distinctive cell membranes are arranged in a solid sheet 

resembling jigsaw puzzle and admixed with occasional bi- or 

multinucleated giant cells in epithelioid PDGFRA-mutated GISTs(G, case 

#54). Mixed cell type with PDGFRA-mutated GISTs(H-J, case #62, #72, 

#40). They are less cellular and have a myxoid background. Spindle cells, 

stellate shaped cells and epithelioid/round cells with mild to moderate 

nuclear pleomorphism are haphazardly intermingled without  cellular 

cohesiveness nor fascicular  arrangement. Rhabdoid cells(open arrow, 

inset) and  multinucleated giant cells(arrow) are noted(H, case #62). 

Most KIT-mutated GISTs show diffuse, strong positivity for KIT(K). 

Most PDGFRA-mutated GISTs are weakly stained or negative for KIT(L). 

A GIST with KIT mutation at codon 559-Val to Asp(M, case#10). A GIST 

with PDGFRA mutation at codon 842-Asp to Val(N, case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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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변이에 따른 면역조직화학 염색 결과 비교 

 

KIT 단백에 대한 면역염색을 시행한 결과 KIT-변이 GIST의 95.1%인 

117예에서 강양성(++)으로 발현되었으나 PDGFRA-변이 GIST는 

4예(26.6%)에서만 강양성(++)으로 발현되었고 6예는 약양성(+)으로 

발현되었으며 5예는 음성으로 KIT-변이 GIST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iure 3K, 3L). CD34에 대한 면역염색 결과 KIT-변이 

GIST는 82.1%에서 강양성(++)으로 염색되었고 PDGFRA-변이 GIST는 

66.7%에서 강양성(++)으로 염색되어 PDGFRA-변이 GIST에서 낮은 

발현율을 보였으나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다(Table 6). KIT과 CD34 

면역염색에 모두 음성인 경우는 PDGFRA-변이를 동반한 한 증례에서 

관찰되었다. 

 

Table 6. Different immunohistochemical expression of KIT and 

CD34 according to mutational status 

 

 KITKITKITKIT CD34CD34CD34CD34 

GeneGeneGeneGene - + ++ p-value - + ++ p-value 

KITKITKITKIT----mutatedmutatedmutatedmutated 

4 

(3.3%) 

2 

(1.6%) 

117 

(95.1%) 

13 

(10.6%) 

9 

(7.3%) 

101 

(82.1%) 

PDGFRAPDGFRAPDGFRAPDGFRA----mutatedmutatedmutatedmutated 

5 

(33.3%) 

6 

(40.0%) 

4 

(26.6%) 

<0.001<0.001<0.001<0.001 

2 

(13.3%) 

3 

(20.0%) 

10 

(66.7%) 

0.0.0.0.14514514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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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Ⅳ. . . . 고찰고찰고찰고찰    

    

GIST는 KIT 원종양 유전자의 기능획득 변이에 의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7, 14 그러나 최근 Heinrich등에 의해 KIT 변이가 

발견되지 않는 GIST의 일부에서 PDGFRA의 기능획득변이가 있음이 

밝혀졌다.22, 23 그 후 KIT과 PDGFRA 변이는 GIST 발생의 두 가지 

상호배타적 기전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KIT-변이 

GIST와 PDGFRA-변이 GIST간의 여러 가지 병리조직학적, 임상적 

요인에 대한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51예의 GIST중 123예(81.5%)에서 KIT 변이가 

발견되었고, KIT 변이가 발견되지 않은 종양의 53.5%에 해당하고 

전체의 9.9%에 해당하는 15예에서 PDGFRA 변이가 발견되었다. 처음 

PDGFRA 변이가 GIST에서 발견되었을 당시에는 KIT 변이가 발견되지 

않는 GIST의 35-67%, 전체 GIST의 5-7%에서 PDGFRA 변이가 

발생한다고 보고 되었으나22, 23 연구 대상 수가 제한적이었으며 

최근에 1000증례 이상의 GIST를 대상으로 시행된 두 연구에서는 

PDGFRA 변이의 빈도를 각각 7%와 14%로 보고하였다.25, 26 본 연구 

결과인 9.9%도 두 연구 결과의 범위 안에 해당되는 빈도를 보였다. 

발견된 KIT 변이와 PDGFRA 변이의 각각의 위치와 종류는 대부분 

기존에 보고 되었던 것과 일치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KIT와 PDGFRA 

유전자에서 보고되지 않았던 돌연변이를 발견하였다. KIT 유전자의 

경우 exon 9 변이 10예 중 2예에서 V457M과 G498S을 처음으로 

발견하였다. PDGFRA 유전자의 경우 KIT의 exon 11과 같은 

juxtamembrane domain에 해당하는 PDGFRA exon 12에 발생한 변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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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556-E557 소실이 있었는데 이는 그 동안  보고되었던 소실부위와 

비슷한 부위의 codon에서 발생한 것이긴 하나 지금까지 똑같은 

변이는 보고된 바 없다.  

그 동안 GIST는 남녀간에 발생 빈도의 차이가 없는 종양으로 

알려져왔다.36 그러나 본 연구 결과 전체 GIST와 KIT-변이 GIST의 

경우 남녀의 빈도 차이가 없었던 반면, PDGFRA-변이 GIST에서 남녀 

비율은 1.8:1로 남자에서 약 2배 가량 호발하였으며 이는 최근의 

보고와도 일치한다.26 GIST에서 PDGFRA 변이율이 훨씬 낮기 때문에 그 

동안 전체 GIST는 KIT-변이 GIST의 역학을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 

GIST는 위장관 어디에나 발생하는데 50-60%가 위에서, 20-30%는 

소장에서, 10%는 대장에서, 그 외 식도나 그물막, 장간막 등에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37 이번 연구에서는 KIT-변이 GIST의 123예 

중 89예(72.4%)는 위에서 발생하였고 소장이 23예(19%), 대장과 

직장이 10예(8%), 식도에서 발생한 경우와 그물막에서 발생한 경우 

각각 한 예씩으로 상대적으로 위에서 발생한 비율이 다른 연구들 

보다 조금 높았다. 그물막에서 발생한 한 예는 exon 9의 변이가 

있었으며 선암종으로 위절제술 도중 우연히 발견되었다. 한편 

흥미롭게도 PDGFRA-변이 GIST는 모두 위에서 발생하였는데, 이는 그 

동안 여러 연구에서 PDGFRA-변이 GIST가 거의 대부분 위에서 

발생한다는 보고들과 일치한다.26, 31, 32, 34  

KIT-변이 GIST 123예 중 96예(78%)가 방추형 세포로 이루어져 

있었고 27예는(22%)는 상피양 유형 또는 혼합형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었다. 한편 PDGFRA-변이 GIST 15예는 전부 상피양 유형 또는 

혼합형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상피양 유형을 보인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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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예(13.3%),  혼합형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13예(86.7%)로 KIT-변이 

GIST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을 보였다. 이는 최근의 연구들에서 

밝힌 PDGFRA-변이 GIST는 상피양 유형 또는 혼합형의 세포 형태를 

보인다는 보고들과31, 32, 34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와 

같이 KIT-변이 GIST의 약 30%에서도 상피양 세포 또는 혼합형 세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세포의 유형만으로는 KIT-변이 GIST인지 

PDGFRA-변이 GIST인지 예측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전에 

기술된 바 없는, 상피양 유형 또는 혼합형의 KIT-변이 GIST와, 같은 

상피양 유형 또는 혼합형의 세포로 구성된 PDGFRA-변이 GIST간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PDGFRA-변이 GIST중 상피양 유형 2예는 

모두 특징적으로 세포간의 경계가 명확하고 jigsaw puzzle과 같이 

세포 사이에 간질 조직 없이 인접한 세포와 맞물려 판상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PDGFRA-변이 GIST의 혼합형 13예 중 12예에서 매우 

특징적으로 상피양 형태의 세포와 방추형 세포가 다양한 비율로 

낱개로 흩어져 있으면서 서로 근접하여 무질서하게 혼재되어 

배열되어 있었으며 나머지 한 예에서는 위에서 기술한 상피양유형 

2예에서와 같은 경계가 좋은 상피양유형 세포로 이루어진 영역과 

방추형 세포의 얇은 다발로 이루어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에 반하여 KIT-변이 GIST의 경우 대부분(95.1%)에서 전형적인 

다발성 배열을 보이는 부위가 관찰되었다. 반면 PDGFRA-변이 

GIST에서는 4예(26.7%)에서만 다발성 배열을 보이는 부위가 있었는데 

그 중 두 예는 긴 방추형세포들로 이루어진, 세포간의 경계가 

불분명한 합포체(syncytium)를 이루는 다발성 배열이 존재하면서 

낱개로 흩어진 혼합형 부위와 경계가 명확한 상피양 유형의 부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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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종양 내에 함께 관찰되었다. 그리고 한 예는 짧은 다발성 배열을 

보이는 곳이 현미경적 시야 한 곳에서만 존재하고 나머지 영역은 

낱개로 흩어진 혼합형 부위로 이루어져 있었다. 마지막 한 예는 

경계가 명확한 상피양 유형의 영역과 다발형의 방추형 부위가 함께 

있던 경우였다. 나머지 11예의 PDGFRA-변이 GIST들에서는 종양 내에 

다발성 배열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소견들을 

종합하여 볼 때 PDGFRA-변이 GIST는 가장 흔하게 나타난 유형인 

상피양 유형의 세포와 방추형 세포가 낱개로 흩어지고 무질서하게 

혼재되어 있는 경우, 덜 흔하지만 puzzle같은 경계가 명확한 상피양 

유형의 세포로만 이루어진 경우, 그리고 이 두 가지 영역이 모두 

있는 경우 크게 세 그룹 중 하나에 모두 속하는 형태학적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상피양 유형의 KIT-변이 GIST는 상피양 

유형의 PDGFRA-변이 GIST와 비교하여 볼 때 세포간의 경계가 덜 

명확하고 세포 밀도가 더 높았다. 혼합형의 대부분은 방추형 세포와 

상피양 세포들의 판상구조를 이루는 부위가 교대로 나타났고 

3예(2.4%)에서만 낱개의 세포로 상피양 유형 세포와 방추형 세포가 

혼재된 부분을 가지고 있었으나 PDGFRA-변이 GIST보다 세포밀도가 

높았다. 세포 유형 외에도 PDGFRA-변이 GIST는 KIT-변이 GIST보다 

세포의 다형성이 심하고 염증세포의 침윤이 더 많으며 점액양의 

배경이 뚜렷하고 rhabdoid cell과 giant cell이 흔히 관찰되었다. 

Paul K등의 연구33에서는 PDGFRA-변이 GIST의 92%에서 이형 또는 

다형핵 세포가 있고 KIT-변이 GIST에서는 한 예에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KIT-변이 GIST의 

63.4%에서도 한 곳에서라도 다형핵 세포가 관찰되었으며 따라서 



 ３２ 

다형핵 세포의 존재만으로는 KIT과 PDGFRA 변이의 GIST를 감별할 수 

없다.  

 PDGFRA-변이 GIST는 KIT-변이 GIST에 비하여 낮은 유사분열을 

보였다. 그리고 Fletcher등이 제시한 위험도30에 따라 분류하였을 때 

KIT-변이 GIST의 69.1%에서 중등도 또는 고위험군에 해당되었으나  

PDGFRA-변이 GIST는 66.7%에서 저위험군 또는 초저위험군에 속하였다. 

이는 크기에 있어서는 두 군간에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유사분열 

수의 차이로 인한 결과임을 알 수 있고 PDGFRA-변이 GIST는 낮은 

유사분열과 낮은 위험도를 보이는 GIST의 유형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똑같은 상피양 유형 또는 혼합형의 세포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KIT-변이 GIST인지 PDGFRA-변이 GIST인지에 따라 

세포 유형과 종양의 예후와의 연관성이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KIT-

변이 GIST이면서 상피양 유형 또는 혼합형 세포로 이루어진 27예 중 

16예(59.3%)에서 전이 또는 재발이 발생하였고 9(33.3%)예의 환자가 

사망하였다. 이는 방추형 세포의 KIT-변이 GIST의 11.5%와 5.2%에서 

각각 전이 또는 재발과 사망이 발생한 것과 비교하여 볼 때 KIT-변이 

GIST중에서는 상피양 유형 또는 혼합형의 세포로 이루어진 경우 나쁜 

예후인자로 볼 수 있다. 그러나 PDGFRA-변이 GIST의 경우 모든 

예에서 혼합형 또는 상피양 유형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전이, 

재발, 사망이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세포의 형태가 상피양 유형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변이가 일어난 유전자가 KIT이냐 PDGFRA냐에 따라 

예측 가능한 임상경과는 달라지게 됨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다형핵 세포 또한 KIT-변이 GIST중 전이가 일어난 증례에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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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례만을 제외하고 모두 관찰되었고 사망한 환자의 종양에서는 모든 

예에서 다형핵 세포가 발견되었으며 KIT-변이 GIST중에 다형핵 

세포의 존재는 재발과 사망의 발생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연관되어 

있었다(p<0.001, p=0.002). 한편 PDGFRA-변이 GIST의 대부분에서 

다형핵 세포가 관찰되었으나 예후는 모두 좋았다. 따라서 GIST에서 

상피양 유형의 세포가 일부 또는 전체 종양을 구성하고 있거나 

다형핵 세포가 관찰될 때 앞서 기술한 PDGFRA 변이의 특징적인 

형태학 소견을 고려하여 변이를 예상해보고 그 가운데 위의 조직학적 

소견을 해석해야 할 것이다. 

KIT-변이 GIST의 95.1%에서 KIT에 대한 면역 염색에서 강양성 

소견을 보였으나 PDGFRA-변이 GIST에서는 26.6%에서만 강양성이었고 

40%(n=6)에서는 약양성이었고 33.3%(n=5)에서는 음성이었다. 본 연구 

결과와 비슷하게 그 동안 PDGFRA-변이 GIST에서 KIT 발현이 낮다는 

보고들이 있었다.31-33 Wardelmann등31은 약 40%의 PDGFRA-변이 

GIST에서 KIT 면역염색에 음성이거나 약한 양성을 보였다고 

보고하였으며 Wasang등32은 7예의 PDGFRA-변이 GIST중 3예에서 KIT 

면역염색에 음성이었다고 보고 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최근 보고 

된 연구들의 결과와 비교할 때 KIT 발현율이 다소 낮은데 이는 

tissue microarray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전체 종양 내에 국소적으로 

발현된 부분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CD34에 대한 면역 염색 결과 KIT-변이 GIST의 82.1%에서 강양성으로 

염색되고 PDGFRA-변이 GIST의 66.7%에서 강양성으로 보여 KIT과 

CD34의 발현이 모두 PDGFRA-변이 GIST에서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GIST의 CD34염색을 비교하여 보고 한 연구는 그 동안 보고 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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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PDGFRA-변이 GIST의 한 예에서는 KIT과 CD34 염색상 모두 

음성이었다. 따라서 KIT과 CD34 면역염색 만으로는 PDGFRA-변이 

GIST를 포함한 GIST를 확진할 수 없다고 생각되며 앞서 토의한 

PDGFRA-변이 GIST의 형태학적 특징을 보일 때에는 변이 검색을 

시행하여 확인해야 하고 GIST에 좀 더 우수한 민감도와 특이도를 

가진 면역 염색 항체를 개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West등은 DOG1 (dephosphorylate 2-deoxyglucose-6-phosphate)을 

GIST진단을 위한 새로운 표지자로 보고 하면서 연구대상 GIST의 

97.8%와 PDGFRA-변이 GIST 7예 전부에서 양성이었다고 보고 하였다.38 

그러나 후속 연구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이다. 

PDGFRA-변이 GIST가 KIT-변이 GIST와는 다른 발생 위치와 형태학적 

특성, 생물학적 행동양상의 차이를 가져오는 이유에 대하여 몇 가지 

가능성을 고려해보았다. 첫째로는 위장관에서 ICC의 분포와 형태가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39, 40 여러가지 세분화된 다른 유형의 

ICC에서 기원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두 번째 가설로는 PDGFRA 

변이 GIST는 알려지지 않은 기원의 ICC이 아닌 다른 세포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다. Paul등33이 이중 면역형광염색(double 

immunofluorescence) 방법을 이용하여 정상 위장관 조직에서 

PDGFRA가 발현되는 세포의 위치를 찾아보았다. 그 결과 KIT과 CD34에 

모두 양성인 세포는 PDGFRA에 염색되지 않고 S-100단백과 NACM 

(neural cell adhesion molecule)을 동시에 발현하는 신경절 세포와 

신경섬유, 슈반 세포에서 PDGFRA가 염색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들은 

PDGFRA이 신경세포 외에도 다른 세포들에 분포하고 있고 여러 가지 

종양에서 알려지지 않은 기전에 의해 발현이 증가된다고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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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정상 ICC에서 PDGFRA가 발현되지 않는 것이 GIST에서의 

PDGFRA가 발현과 상충하는 결과는 아니라고 해석하였다. 나아가서 

ICC에서 면역염색으로 발견되지 않는 매우 낮은 정도의 PDGFRA를 

발현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위장관에서 KIT와 

CD34를 동시에 발현하는 유일한 세포가 ICC이므로 CD34와 KIT를 

동시에 발현하는 위장관 종양인 GIST가 이 세포의 기원세포에서 

분화하였을 것으로 생각하는 이론적 근거가 되었던 점을 고려하여7, 8 

KIT과 CD34의 발현이 낮은 PDGFRA-변이 GIST는 다른 세포에서 

기원하였을 가능성 또한 고려해 보아햐 할 것으로 생각한다. 만일 

그렇다면 PDGFRA-변이 GIST에 대한 개념과 정의가 새로워져야 할 

것이므로 앞으로 PDGFRA-변이 GIST의 기원에 대한 확인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평균 41개월의 기간 동안 연구대상 환자들을 추적 

관찰한 결과 PDGFRA 변이를 동반한 GIST에서 진단 당시를 포함하여 

경과 관찰 시에도 전이나 재발이 발생하지 않았고 KIT-변이 

GIST에서는 22.5%에서 전이 또는 재발이 발생하였으나 생존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밝혔다. 이는 전이나 재발한 

GIST의 많은 증례에서 imatinib mesylate (Gleevec, Novartispharma, 

Basel, Switzerland)를 이용한 약물 치료를 시행하였기 때문에 병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아 KIT-변이 GIST 환자의 사망률을 낮추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의 연구에서도 PDGFRA-변이 GIST가 좋은 

예후를 나타낸다고 보고 하였는데 중 Lasota 등의 보고26에 따르면 

PDGFRA-변이 GIST의 91예 중 11.9%에 해당하는 10예에서 병이 

진행되는 경과를 보였고 그 중 7명이 GIST로 인해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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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PDGFRA exon 18 변이 중에 가장 흔히 발생하는 D842V는  

시험관 내에서나 임상시험에서 모두 약의 효과가 제한되어 있다고 

보고 되고 있다.25, 35 PDGFRA exon 12의 가장 흔한 변이인 V561D와 

exon 18의 소실 변이는 임상시험에서 2/3에서 부분 반응를 보였다.35 

따라서 전이나 재발한  GIST의 치료에 있어서 변이검색을 시행할 

필요성이 더 증가되었다. 

전이가 일어난 전체 29예 중 19예(65.5%)에서 KIT exon 11의 

소실이 발견되었고 두 번째로 흔한 변이는 exon 9의 internal tandem 

duplication으로 4예에서 발견되었다. GIST로 인해 사망한 15예 

중에는 10예에서 KIT exon 11의 소실이 발견되었고 3예에서 exon 9의 

internal tandem duplication이 있는 경우였다. 최근에 Andersson 

등은41 KIT exon 11의 소실이 나쁜 예후와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 

하였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KIT exon 9 변이 GIST의 대부분이 소장에 

발생하고 나쁜 예후를 보인다고 보고되어23 본 연구 결과도 이에 

부합하는 소견을 보였다.  

KIT-변이 GIST에서 변이의 위치나 종류가 환자의 예후와 연관성이 

있다는 보고들을 통해 PDGFRA-변이 GIST중에서도 변이의 세부 분류에 

따라 임상 경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Hirota등이 

보고 했던23 PDGFRA-변이 GIST 5예 중 exon 12에 생긴 codon 561의 

아미노산 valine이 aspartic acid로 치환된(V561D) 3예 모두에서 

전이나 재발이 있었고 나머지 2예인 D842V에서는 재발 없이 좋은 

경과를 보였다. 이번 연구에서 V561D변이는 발견되지 않았고 D842V 

GIST환자는 좋은 경과를 보였으므로 Hirota의 증례와 함께 종합하여 

생각하여 보면 D842V환자는 좋은 예후를, V561D환자는 불량한 예후와 



 ３７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보고 된 바 없으며 전체 GIST 가운데 PDGFRA의 변이율이 낮으므로 

객관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매우 많은 수의 GIST를 대상으로 

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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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Ⅴ. . . . 결론결론결론결론    

    

본 연구는 151예의 GIST에 대한 변이 검색과 병리조직학적, 임상적 

요인들의 검색을 통해 KIT-변이와 PDGFRA-변이 GIST간의 차이점과 

PDGFRA-변이 GIST의 특성을 알아보았다. PDGFRA-변이 GIST는 아래와 

같은 KIT-변이 GIST와는 구별되는 임상적, 병리조직학적, 

면역조직화학 염색상의 특성을 보였다. 

 

 1. 임상적으로는 PDGFRA-변이 GIST는 남자에서 약 2배에서 

호발하고 위에 국한되어 발생하였으며 PDGFRA-변이 GIST환자에게서 

GIST의 전이나 재발, 사망은 일어나지 않았다. 

 

2. KIT와 CD34 면역염색에서 낮은 양성율을 보이므로 KIT과 CD34 

면역염색에 음성이라고 해서 GIST를 배제하지 않기 위해서는 고유의 

형태학적 소견이 PDGFRA-변이 GIST의 진단에 있어 중요하다.  

 

3. 병리조직학적으로 PDGFRA-변이 GIST는 KIT-변이 GIST와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고유의 특징을 지닌다. PDGFRA-

변이 GIST는 KIT-변이 GIST에 비해 세포 밀도가 낮고 간질 조직에 

미만성의 점액양 변화를 동반하며 중등도 이상의 림프구에 침윤이 

나타난다. PDGFRA-변이 GIST의 대부분에서 상피양 유형과 방추형의 

종양세포들은 다발을 이루지 않고 다양한 비율로 낱개로 무질서하게 

혼재되어 있으며 다양한 수의 rhabdoid cell이나 이형 혹은 다형핵 

세포가 관찰된다. 일부에서는 세포간의 경계가 명확한 상피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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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들이 판상구조를 이루기도 한다. 

  

위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PDGFRA-변이 GIST는 KIT-변이 

GIST와는 임상적, 병리조직학적, 면역염색소견에서 모두 다르므로 

KIT-변이 GIST와는 구분되는 하나의 GIST 유형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 뿐 아니라 본 연구에서 발견한 PDGFRA-변이 GIST의 고유의 

형태학적 특징은 GIST의 변이 검색 이전에 병리조직학적 검색을 통해 

PDGFRA-변이 동반 여부를 예측하는 데에 중요한 진단적 형태소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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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in-of-function mutations leading to autoactivation of the KIT 

receptor have been believed to be the major pathogenesis of the 

gastrointestinal stromal tumors (GISTs). Recently, gain-of-

function mutations in PDGFRA were reported in a subset of GISTs 

lacking KIT mutation, suggesting an alternative oncogenic 

mechanism of GIST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different clinicopathological characteristics between KIT-

mutated-GISTs and PDGFRA-mutated GISTs.  

A total of 151 GISTs which were removed by endoscopic 

resection or surgical operation from October 1995 to October 

2004 were examined for KIT or PDGFRA mutation, and clinical 

and histopathological parameters were evaluated according to the 

mutation status.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to compare 

KIT-mutated and PDGFRA-mutated GISTs. 

Among 151 GISTs, KIT and PDGFRA mutations were detected in 

123 cases(81.5%) and 15 cases(9.9%), respectively. PDGF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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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tations were associated with epithelioid or mixed cell type, low 

to moderate cellularity, moderate to severe intratumoral 

lymphocytic infiltration, prominent myxoid change, rhabdoid cells, 

multinucleated giant cells, infiltrative border, moderate to severe 

cellular pleomorphism, low mitotic count, and lower risk 

assessment (p<0.05). KIT-mutated GISTs were correlated with 

spindle cell type, higher cellularity, fascicular arrangement, 

nuclear palisading, and angiocentric lobules (p<0.05). 

Clinically, all PDGFRA-mutated GISTs were located in the 

stomach  and no distant metastases or recurrences or GIST-

related deaths were noted in the patients with PDGFRA-mutated 

GISTs. 

In conclusion, PDGFRA-mutated GISTs represent distinctive 

clinical, histopathological and immunohistochemical features 

compared to KIT-mutated GISTs and may be considered to be a 

unique subset of GISTs.  

Key words : gastrointestinal stromal tumor, KIT, PDGFRA, 

epithelioid type, mixed type, histopathologic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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