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rethane에 의한 생쥐의 폐암 발생 과정에서의
telomerase활성도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 학 과
송 지 선



Urethane에 의한 생쥐의 폐암 발생 과정에서의
telomerase활성도

지도 정 순 희 교수

이 논문을 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6년 7월 일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 학 과
송 지 선



송지선의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6년 7월 일



감사의감사의감사의감사의    글글글글    

 

  본 논문이 결실을 맺기까지 오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

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더 귀한 열매로 기억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이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인고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하시

고 함께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집을 떠나 있어도 마음에 힘이 되는 고향처럼, 이제는 모교를 떠나 있지

만 모교는 저의 고향이며 이 연구의 터전이었습니다. 연구의 시작부터 이

끌어 주시고, 마무리까지 애타는 마음으로 세심하게 지도하여 주신 연세 

원주의대 병리학교실의 정순희 지도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논문이  

다듬어질 수 있도록 관심 어린 조언을 해주시고 자문을 맡아 주신 박주영 

교수님, 용석중 교수님, 박광화 교수님, 최종환 교수님, 예병일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실험 과정에서 실제적인 도움과 조언을 아끼지 않

았던 김미동 조교 선생님과 장홍기 조교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연세 원주의대 병리학교실 검사실, 사무실, 의국의 선생님들 모두 바쁜 업

무 가운데서도 말없이 도움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관동의대 병리학교실의 배려가 없었다면 또한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통계처리에도 도움을 주시고 배려해 주신 이상엽 교수님, 이해와 격려를 

주신 오화은 교수님을 비롯하여 관동의대 명지병원 병리과 과원들 모두에

게 감사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가족은 든든한 마음의 후원자이며 삶의 버팀목입

니다. 제가 일과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우리 두 딸에게 엄마의 몫을 기

꺼이 나누어 주시고 따뜻하게 격려해 주신 시부모님과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많이 함께해 주지 못했지만 건강하고 예쁘게 자라 엄마

에게 늘 마음의 기쁨과 힘이 되는 사랑하는 두 딸 소예와 소윤이에게 깊은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일 하나까지 늘 세심하

게 챙겨주는, 평생토록 모든 것을 함께 할 남편과 함께 이 작은 기쁨을 함

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자 씀 



 i 

차차차차    례례례례    

 

그림 및 표 차례 ……………………………………………………… ii 

국문요약 ……………………………………………………………… iv 

Ⅰ. 서론 …………………………………………………………………  1 

Ⅱ. 재료 및 방법 …………………………………………………………  4 

    1. 생쥐의 폐 샘암종 발생 유도   …………………………………  4 

   2. Telomerase 활성도 측정(TRAP assay)  ……………………  4 

가. 단백질 추출  …………………………………………………  4 

나. Gel-based telomerase detection  ………………………  5 

다. ELISA telomerase detection  ……………………………  5 

  3. PCNA와 K-ras에 대한 면역조직화학 염색 …………………  6 

    4. 통계학적 분석 ……………………………………………………  6 

Ⅲ. 결과 ……………………………………………………………………  7 

    1. Urethane으로 유도된 폐 병변의 병리학적 소견 ……………  7 

가. 육안 소견  ……………………………………………………  7 

나. Urethane 투여 후 시기에 따른 조직학적 소견………… 8 

다. 조직학적 진단에 따른 결절의 개수와 크기 변화   …… 14 

    2. Telomerase 활성도  …………………………………………… 15 

  3. PCNA 표지지수  ………………………………………………… 18 

  4. K-ras 면역조직화학 염색 결과  ……………………………… 20 

5. Telomerase 활성도와 PCNA 표지지수, K-ras 면역조직 

화학 염색의 상호 관계………………………………………… 

 

22 

Ⅳ. 고찰 …………………………………………………………………… 23 

Ⅴ. 결론 …………………………………………………………………… 27 

참고문헌 …………………………………………………………………… 28 

영문요약 …………………………………………………………………… 32 

    



 ii 

그림그림그림그림    차례차례차례차례    

 

Fig. 1. Gross findings of the mouse lungs at 9 weeks and 41 

weeks after urethane administration. ……………………… 

 

7 

Fig. 2. Alveolar hyperplasia developed in the mouse lung tissue 

at 6 weeks and 9 weeks after urethane administration.…  

  

9 

Fig. 3. Atypical adenomatous hyperplasia developed in the 

mouse lung tissue at 12 weeks and 28 weeks after 

urethane administration. ……………………………………… 

 

  

10 

Fig. 4. Bronchioloalveolar carcinoma and adenocarcinoma 

developed in the mouse lung tissues at 28 weeks and 48 

weeks after urethane administration, respectively.  …… 

 

 

11 

Fig. 5. Gel-based detection of telomerase activity in normal 

and urethane-induced mouse lung tissues.  ……………… 

  

15 

Fig. 6. Correlation with the histologic classification and 

telomerase activity. …………………………………………… 

 

17 

Fig. 7. PCNA immunoreactivity in urethane-induced mouse lung 

tissues showing alveolar hyperplasia, atypical 

adenomatous hyperplasia, bronchioloalveolar carcinoma, 

and adenocarcinoma.  ………………………………………… 

 

 

 

19 

Fig. 8. K-ras immunoreactivity in urethane-induced mouse lung 

tissues showing alveolar hyperplasia, atypical 

adenomatous hyperplasia, bronchioloalveolar carcinoma, 

and adenocarcinoma.  ………………………………………… 

 

 

  

22 

 



 iii 

표표표표    차례차례차례차례    

 

Table 1. Histologic features of lung nodules at the different 

time point after urethane administration……………… 

 

13 

Table 2. Correlation with the histologic classification and the 

size of each lung nodules  ……………………………… 

 

14 

Table 3. Correlation with the histologic classification and 

telomerase activity in urethane-induced mouse lung 

tissue………………………………………………………… 

 

 

18 

Table 4. Correlation with the histologic classification and 

PCNA labeling index(LI) in urethane-induced mouse 

lung tissue  ………………………………………………… 

 

 

20 

Table 5. Correlation with the histologic classification and K-

ras immunoreactivity in urethane-induced mouse 

lung tissue  ………………………………………………… 

 

 

21 

Table 6. Correlation analysis of telomerase activity, PCNA 

labeling index(LI), and K-ras immunoreactivity in 

urethane-induced mouse lung tissue ………………… 

 

 

23 

 

 

 

 

 

 

 

 



 iv 

국문요약 

 

Urethane에 의한 생쥐 폐암 발생 과정에서의 telomerase 활성도 

 

Telomerase는 세포 노화의 신호인 telomere의 단축을 보상하는 RNA

의존 DNA 중합효소로서 정상 체세포에서는 거의 발현되지 않으나 여러 

악성 종양에서 높은 활성도를 보인다. 그러나 전암 병변에서의 

telomerase 활성도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되지 않았고, 특히 폐 암종 중 

폐 실질에 위치하여 조기 발견이 어려운 샘암종의 전암 병변에서의 연구는 

드물었다. Urethane으로 유도된 생쥐의 폐 샘암종 발생 모델은 인체의 샘

암종 발생 과정을 연구하는데 가장 유용한 방법으로써 재현성이 높고, 인

체의 폐 샘암종과 유사하게 다단계의 형태학적, 분자생물학적 변화를 보이

므로 본 연구의 실험 모델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urethane을 A/J 

생쥐의 복강에 1회 주사한 후, 3주부터 48주까지 시기별로 폐조직을 채취

하여 발생한 병변을 조직학적 단계에 따라 분류하고, telomerase 활성도를 

측정하여 조직학적 단계별로 비교하며, 세포증식능을 나타내는 증식세포핵 

항원(proliferating cell nuclear antigen, PCNA) 표지지수, 인체 샘암종과 

연관된 K-ras의 면역조직화학적 발현과도 비교하여 폐 샘암종 발생 이전

의 초기 전암 병변에서 telomerase 활성도의 역할을 알아보고자 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육안 및 조직학적 변화가 없는 단계부터 폐포 과형성(alveolar 

hyperplasia, AH), 비정형 샘종양 과형성(atypical adenomatous 

hyperplasia, AAH), 세기관지폐포암종(bronchioloalveolar carcinoma, 

BAC), 침습성 샘암종이 연속적으로 발생되었고, 암종의 주변 폐 조직에서 

AH와 AAH 결절이 동시에 존재하며 서로 연결된 부위가 있는 점으로 이

들이 샘암종의 전구 병변인 것을 알 수 있었다.  

2. Urethane 투여 후 9주부터 육안적으로 결절이 관찰되고, 조직학적으

로는 AH로부터 AAH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단계에서 결절의 크기

가 유의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였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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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elomerase 활성도는  

1) 육안 및 조직학적으로 결절을 형성하기 이전 단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2) 전암 병변이 아닌 AH에서도 의미 있게 증가하였으며(p<0.05),  

3) 전암 병변인 AAH에서 BAC, 샘암종으로 진행됨에 따라 점차적 

으로 활성도가 증가하였다.  

4) PCNA 표지지수, K-ras 발현과 정비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p<0.05).  

4. PCNA 표지지수와 K-ras 발현은 조직학적으로 전암 병변인 AAH 단

계부터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5). 

결론적으로 urethane으로 유도한 생쥐의 폐 샘암종 발생과정에서 

telomerase는 urethane 투여 후 형태학적인 변화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활

성화되기 시작하였고, 샘암종 발생에 이르기까지 세포증식능과 조직학적 

악성도 진행에 비례하여 활성도가 증가하므로, 아직 육안 및 조직학적 변

화가 없는 폐 조직에서 telomerase 활성도 측정은 폐 샘암종의 조기 발견

에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핵심되는 말 : telomerase, urethane, 생쥐, 폐, 샘암종, 전암 병변, 조기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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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ethane에 의한 생쥐 폐암 발생 과정에서의 telomerase 활성도 

 

<지도 교수 정 순 희>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송 지 선 

 

 

I. 서론 

 

폐암은 전세계적으로 암 사망의 주요 원인이며, 폐암의 원인 인자로 알

려진 흡연의 증가와 더불어 점차 유병율도 증가하고 있다. 폐암은 조직학

적 분류상 비소세포암종(non-small cell carcinoma)이 약 3/4을 차지하는

데, 이 중 비흡연자에게서도 발생하는 샘암종(adenocarcinoma)은 최근 흡

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에게서 발생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샘암종

은 주로 폐의 실질에 위치하여 객담 세포 검사에 의한 조기 발견이 어렵고, 

임상적인 증상도 늦게 나타나므로 병기가 매우 진행된 후에 진단되는 경우

가 많다. 또한 이렇게 진행된 암종 검체로는 암 발생에 있어 초기 단계의 

분자생물학적 변화를 연구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동물 실험 모델

을 이용한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사람의 폐 샘암종의 연구에 이용할 

수 있는 여러 동물 모델 중 생쥐에서 urethane으로 유도된 폐 샘암종 발

생 모델이 가장 유용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Urethane으로 유도된 폐 

샘암종 발생 모델은 재현성이 높고, 병변의 조직학적 소견이 인체의 것과 

유사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단계적으로 폐포 과형성(alveolar 

hyperplasia, AH)과 비정형 샘종양 과형성(atypical adenomatous 

hyperplasia, AAH)을 거쳐 샘암종을 발생시킨다.1 AAH는 1999년 WHO에

서 개정한 폐암의 새로운 조직학적 분류법에서 전암 병변으로 분류되었다. 

사람의 폐 샘암종도 대장암에서의 샘종-샘암종 연쇄 과정과 비슷한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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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따라서 생쥐의 암 발생 모델에서 단

계적으로 발생하는 이러한 병변의 연구는 사람의 샘암종 발생 과정의 변화

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암종 발생과정 중의 생쥐의 

폐 상피세포는 종양발생유전자, 종양억제유전자 등 수많은 유전자 변화가 

다단계로 축적된다는 점도 사람의 폐 암종 발생 과정과 유사하다.2  

 척추동물의 telomere는 염색체의 양단에 위치하고 수많은 TTAGGG 

염기서열이 일렬로 반복된 구조를 하고 있으며, 5′ 에서 3′ 방향으로 DNA 

복제시 leading strand는 완전히 복제되나 lagging strand는 template 

DNA의 3′ 끝이 불완전 복제되어 결국 새로 합성된 DNA의 5′ 부위에 틈

이 생기게 되어 체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50-200 nucleotides가 상실되고 

telomere의 길이는 짧아지게 된다. 이러한 단축은 세포분열 시에 유사분

열의 시계(mitotic clock)로 작용하여 정상세포의 노화 신호로 apoptosis를 

일으키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3-5 Telomerase는 RNA 의존 DNA 중합효

소로서 염색체의 끝부분에 위치하여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길이가 짧아지

는 telomere를 유지시킨다. 따라서 telomerase는 정상적으로 세포분열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생식세포, 면역 및 조혈 간세포에서만 발현될 뿐 기

타 분화된 체세포에서는 발현되지 않거나 매우 약한 활성만을 보인다. 반

면 인체의 여러 악성 종양에서 높은 활성도를 보인다는 국내외 보고들이 

있어 telomerase의 활성화가 세포의 불멸성 획득과 암 발생 과정에 중요

한 역할을 할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6-9 그러나 자궁경부암,10-12 유방암,13, 

14 대장암,15 난소암16 등에 대한 연구는 있으나, 폐 암종과의 연관성은 아

직 확실히 밝혀진 바가 없고, 암 발생 과정에서의 초기 증식성 병변에서부

터 진행된 침습성 암종에 이르기까지 조직학적 단계별로 telomerase의 활

성도를 관찰한 연구는 아직 미미하다. 사람의 종양세포주에서 telomerase 

억제에 의한 telomere의 단축과 세포사가 이미 보고되어17 암 치료에 대한 

임상적 응용 가능성이 제시된 가운데 이러한 암 발생과정의 단계별 

telomerase 활성도에 대한 연구는 telomerase 억제를 이용한 적절한 치

료 시기를 제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나아가 임상적 연구의 폭을 넓

히는데도 초석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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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양세포의 성장 속도를 나타내는 세포 증식능은 종양의 악성도 및 예후

를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알려져 있으며 비종양성 병변의 범위를 

이해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증식세포핵 항원(proliferating cell nuclear 

antigen, PCNA)은 세포 증식 주기의 G1후기부터 S기의 전반에 걸쳐 합성

되고 핵 내에 축적되므로18 면역조직화학 염색 방법으로 확인한다면 종양

과 전암 병변의 증식능의 차이를 조직학적 소견과 대응시켜 관찰할 수 있

다.  

K-ras 유전자의 돌연변이는 인체의 다른 비소세포 폐암종이나 소세포암

종과는 달리 샘암종에서 특이적으로 발견되는 대표적인 유전자적 변화로 

알려져 있다.19 특히 codon 12의 돌연변이는 기관지 중심성 암종에 비하여 

폐 실질에 발생하는 샘암종에서 특이적이다. Kitamura 등20은 K-ras 

codon 12 돌연변이가 AAH에서는 15%, 조기 세기관지폐포암종

(bronchioloalveolar carcinoma, BAC)에서는 33%, 진행된 BAC에서는 

24%에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고, Westra 등21은 AAH에서 K-ras 활성도

가 유의하게 높게 발현됨을 보고하여, K-ras 돌연변이가 인체의 전암 병변

에서 폐 실질성 샘암종으로의 초기 변화에 관여함과 AAH의 전암 병변 가

능성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는 생쥐에 사람의 것과 유사한 폐의 샘암종 발생을 유도하는 

urethane을 투여한 후, 샘암종 발생 과정인 AH, AAH, 비침습성 샘암종인 

BAC, 그리고 침습성 샘암종의 각 단계의 병변을 조직학적으로 확인하여 

구분하고, telomeric repeat amplification protocol(TRAP) assay로 측정한 

telomerase의 활성도를 각 단계별로 비교하며, PCNA 표지지수와 K-ras

에 대한 발현 양상과도 비교하여, 폐의 샘암종 발생과정에서 telomerase 

활성도의 변화를 살펴보고, 폐 샘암종 발생에서의 telomerase의 역할과 

기전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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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료 및 방법  

 

1. 생쥐의 폐 샘암종 발생 유도  

출생 후 6주 된 A/J 생쥐 46마리를 urethane 투여군 39마리와 투여하

지 않은 대조군 7마리로 나누어 0.9% 식염수에 용해시킨 urethane을 체

중 gram당 1 mg을 복강 내 투여 후 3주, 6주, 9주, 12주, 28주, 41주, 48

주에 각각 실험군 6마리(단, 48주는 3마리)와 대조군 1마리를 함께 부검하

여 즉시 폐 조직을 채취하였다.  

채취한 폐 조직의 일부는 telomerase 활성도 검색을 위하여 PBS로 수

세한 후 -70℃ 냉동고에 보관하고, 일부는 조직학적 소견의 관찰과 면역

조직화학 염색을 위하여 10% 중성 완충 포르말린에 고정한 후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파라핀 포매 블럭을 제작하였다.  

 

2. Telomerase 활성도 측정(TRAP assay)  

Telomerase 활성도는 냉동 보관한 조직으로 telomeric repeat 

amplification protocol(TRAP) assay를 약간 변형시켜 이용하였으며,22 

gel-based detection 방법으로 전기영동에 의해 가시화하고, 동시에 

ELISA를 시행하여 반정량적으로 수치화함으로써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고

자 하였다.  

  가. 단백질 추출  

냉동 조직을 100-200 units/ml의 RNase inhibitor를 포함하는 200μl의 

ice-cold 1 x CHAPS lysis buffer(10mM Tris-HCl pH 7.5, 1 mM MgCl2, 

1 mM EGTA, 0.1 mM Benzamidine, 6 mM β-mercaptoethanol, 0.5% 

CHAPS, and 10% Glycerol)에 넣고 homogenizer로 갈아준 다음 30분 동

안 얼음 위에 보관 후 4℃, 12,000 g에서 20분간 원침시켰다. 상층액만을 

모아 단백 정량과 RNA 정성검사를 위한 일부만 남기고 나머지는 2-3개의 

eppendorf tube에 나누어 담아 -70℃에 보관하였다. 단백 정량은 

Bradford법(Bio-Rad laboratories, Richmond, CA, USA)으로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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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Gel-based telomerase detection  

TRAPeze gel-based telomerase detection kit를 이용하였다(Chemicon 

international, Temecula, CA, USA). TRAP 반응혼합액은 10X TRAP 

Reaction Buffer(200 mM Tris-HCl, 15 mM MgCl2, 630 mM KCl, 0.5% 

Tween 20, 10 mM EGTA) 5 μl, 50X dNTPs(25 mM dATP, dTTP, dGTP 

and dCTP) 1 μl, TS primer 1 μl, TRAP primer mix with RP primer, K1 

primer and TSK1 template 1 μl, 그리고 2 Units의 Taq DNA 

polymerase(Life Technologies, Gaithburg, MD)를 함유하였으며 증류수를 

첨가하여 전체량이 24 μl가 되게 한 후 단백 추출물(10 ng/μl) 1 μl를 첨가

하였다. 중합효소연쇄반응은 30℃에서 30분간 전처치한 다음 PCR 

inhibitor를 제거하고 94℃에서 30초, 59℃에서 30초의 cycle을 30회 반

복하였다.  

각각의 중합효소연쇄반응 산물에 2.5 μl씩의 loading dye(0.25% 

bromophenol blue, 0.25% xylen cyanol, 50% glycerol, 50 mM EDTA)를 

넣고 12.5% polyacrylamide gel에서 전기영동 후 SYBR Green으로 염색

하여 gel photography로 관찰하였다.  

 

  다. ELISA telomerase detection  

TRAPeze ELISA telomerase detection kit를 이용하였으며(Chemicon 

international, Temecula, CA, USA), 각 표본의 단백 추출물을 2번 중복 

측정하고, 각 표본을 85℃에서 열처리하여 음성대조로 사용하였다. 5X 

TRAP Reaction Mix(biotinylated TS primer, biotinylated RP primer, 

dATP, dCTP, dGTP, dTTP, internal control primers, Tris buffer) 10 μl

와 Taq polymerase 0.4 μl(2 Units)를 혼합하고 증류수를 첨가하여 전체량

이 49 μl가 되게 한 후 단백 추출물(50 ng/μl) 1 μl를 첨가하였다. 중합효소

연쇄반응은 30℃에서 30분간 전처치한 다음 PCR inhibitor를 제거하고 

94℃에서 30초, 55℃에서 30초의 cycle을 33회 반복하였다.  

각각의 중합효소연쇄반응 산물을 ELISA protocol에 따라 반응시켜 

ELISA reader로 450nm에서의 흡광도를 측정하여 690nm의 흡광도를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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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치로 계산한다. 최종적으로 각 sample의 흡광도에서 열처리한 sample의 

흡광도를 뺀 값을 순수한 활성도 증가치로 표시하였고, 이 값이 0.15를 초

과하였을 때 telomerase 활성도를 양성으로 평가하였다.  

 

3. PCNA와 K-ras에 대한 면역조직화학 염색 

파라핀 블록을 4 μm 두께로 박절하여 poly-L-lysine-coated slides 위

에 부착시키고 60℃에서 2시간 건조시켰다. 탈파라핀과 재수화를 시키고 

수세한 후 pressure cooker를 이용하여 microwave(750W)에 5분간 3회 

가열하고 20분간 pressure cooker 안에 유지시켰다. 3% hydrogen 

peroxide/methanol에 10분 동안 처리하여 내인성 peroxidase를 억제하였

다. 증류수에 세척하고 트리스 완충액에 10분간 수세하였다. 일차 항체 

PCNA(DAKO, Glostrup, Denmark, 1:50)와 cK-ras(GeneTex®, San 

Antonio, TX, USA, 1:10)를 각각 실온에서 하루 밤 동안 반응시키고 결합

되지 않은 항체를 제거하기 위하여 트리스 완충액에 10분간 수세하였다. 

이차 항체에 30분간 반응시킨 후 트리스 완충액에 10분간 수세하였다. 3-

amino-9-ethylcarbazole(AEC)에 6분간 발색한 후 흐르는 물에 세척하고 

헤마톡실린으로 대조 염색하였다.  

PCNA 표지지수는 핵에 강하게 염색된 경우만 양성으로 판독하며, 병변

에서 양성 반응을 보이는 세포의 밀도가 높은 부분을 선별하여 고배율 시

야에서 500개의 세포를 계수하여 양성인 세포의 백분율을 계산하였다.  

K-ras는 상피 세포의 세포질이나 세포막에 적갈색으로 염색된 것을 양

성으로 판독하였다. 

 

4. 통계학적 분석  

  생쥐의 샘암종 발생 과정에서 시기와 조직학적 분류에 따른 결절의 크기, 

telomerase 활성도, PCNA 표지지수, K-ras 면역조직화학적 발현의 차이

를 분산 분석을 이용하여 Scheffe 검정법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telomerase 활성도와 PCNA 표지지수, K-ras 면역조직화학적 발현 간의 

상관 관계는 Pearson 상관 분석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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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1. Urethane으로 유도된 폐 병변의 병리학적 소견  

  가. 육안 소견  

Urethane 투여 후 제3주와 제6주까지는 모두 육안적으로 아무 변화가 

없었다. 제9주에는 육안으로 식별이 되는 몇 개의 좁쌀 같은 백색 결절이 

폐 전반에 고르게 분포하였고(Fig. 1), 제12주에는 비슷한 크기의 결절의 

수가 약간 증가되었다. 시기가 경과할수록 좀더 크기가 큰 결절이 많아지

고 결절의 개수가 증가되었고, 제41주와 제48주에는 확연하게 흉막 밖으

로 돌출된 종괴를 많이 형성하였으며(Fig. 2), 제41주의 2마리에서는 폐실

질의 경화 소견이 있어 폐렴이 동반된 것으로 생각되었다. 폐 이외의 다른 

장기에 종양 전이의 소견이 관찰된 생쥐는 없었다. 대조군 생쥐는 제48주

까지 이르는 동안 아무런 육안적 변화가 없었다. 

 

 

Fig. 1. Gross findings of the mouse lungs at 9 weeks (left) and 41 weeks (right) 

after urethane administration (1 mg/g i.p.). At 9 weeks (left), several white tiny 

nodules are scattered through both lung fields. At 41 weeks (right), many protruding 

masses of variable sizes are noted with focal pneumonic consol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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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Urethane 투여 후 시기에 따른 조직학적 소견  

Urethane을 투여하지 않은 대조군 생쥐는 7마리 모두 조직학적으로도 

폐포 세포의 증식이 관찰되지 않았다. 실험군에서는 제3주에서 육안으로는 

관찰되지 않았으나 현미경적으로 한 개의 AH 결절이 한 마리의 폐 실질에

서 관찰되었다.  

제6주에는 실험군 6마리 중 5마리에서 1개 또는 2개의 AH 병변이 관찰

되었는데 증식한 폐포 세포는 세포학적 비정형성이 없고 비교적 폐포 중격

을 유지하고 있었다(Fig. 2A). 제9주부터 제48주까지는 모든 실험군 생쥐

에서 1개 이상의 결절이 관찰되었다. 제9주에는 개체별로 1개에서 6개의 

결절이 있었는데 제6주 실험군보다 폐포 중격이 두꺼워지면서 고형성 결

절을 형성하였고(Fig. 2B), 실험군 2마리는 세포의 비정형성이 관찰되어 

AAH가 시작되는 소견으로 생각하였다.  

제12주 실험군은 6마리 모두 각각 2개에서 7개의 경계가 분명한 고형성 

결절이 발생하였고, 이 중 3마리에서는 결절 내에 세포학적 비정형성이 두

드러져 AAH를 보이는 결절을 포함하였다. 이러한 병변에서는 유두상 구

조를 자주 형성하고, 유사분열도 간혹 관찰되었다. 세포학적으로는 AH에

서보다 세포의 크기가 커지고 핵은 자주 소포성 염색질을 보이며 작은 핵

인이 관찰되었고 핵내 봉입체도 형성하였다(Fig. 3A).  

제28주 실험군은 결절의 크기가 더 커져서 주변 혈관을 누르면서 성장

하는 결절도 있었고, 발생된 거의 모든 결절이 AAH의 소견을 보였다. 이

러한 부분은 세포학적 비정형성이 없는 폐포 세포의 증식성 병변과 연결되

어 있어 AH에서 AAH로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3B). 또한 

한 개의 결절에서는 세포의 크기와 모양이 훨씬 다양하고 불규칙하며 핵의 

과염색성이 증가하고 뚜렷한 핵소체를 갖는 등 암종에 해당하는 세포학적 

소견이 관찰되었으나 종양세포의 분명한 침윤은 없었기 때문에 BAC에 해

당하였다(Fig. 4A).  

제41주 실험군은 작은 크기의 AH에서부터 BAC에 이르는 다양한 진행 

양상을 보여서 시간이 경과할수록 계속 새로운 증식성 병변이 발생하고 악

성도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제28주 실험군보다 발생된 결절 



 - 9 - 

 

 

Fig. 2. Alveolar hyperplasia developed in the mouse lung tissue at 6 weeks and 9 

weeks after urethane administration. The lesions with no cytologic atypia show 

preserved alveolar septum (A) or formation of solid nodul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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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typical adenomatous hyperplasia developed in the mouse lung tissue at 12 

weeks and 28 weeks after urethane administration. The nodules of atypical 

adenomatous hyperplasia reveal papillary structures with cellular enlargement, 

vesicular chromatin, and small nucleoli (A). The area of transition from alveolar 

hyperplasia are seen within the nodul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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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Bronchioloalveolar carcinoma and adenocarcinoma developed in the mouse lung 

tissues at 28 weeks and 48 weeks after urethane administration, respectively. The 

nodule of bronchioloalveolar carcinoma reveals more pleomorphic nuclei with 

prominent nucleoli than atypical adenomatous hyperplasia lesions (A). Several invasive 

tumor cells are noted around the largest nodule at 48 weeks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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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와 크기가 증가되었고, 세포학적 비정형성과 다형성이 더욱 심해지며 

유사분열이 흔히 관찰되는 BAC 병변을 6마리 모두에서 포함하고 있었다. 

육안 소견상 폐실질의 경화가 관찰되었던 2마리의 폐조직에서는 조직학적

으로도 주변 실질에 폐렴이 동반되어 있었고, 기관지와 세기관지의 내강을 

채우는 결절이 2개 관찰되었다. 한 개 결절의 가장자리 일부 부위는 세기

관지 상피 세포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나 침윤성 샘암종의 정의에 해당

하는 분명한 기질, 흉막, 혈관으로의 침윤은 관찰되지 않았다.  

제48주 실험군은 제41주와 비슷한 양상으로 AH, AAH, BAC의 병변이 

모두 발생하였고, 결절의 수는 제41주와 비슷하였으나 결절의 크기가 증가

하였으며, 특히 이번 실험군에서 가장 크기가 큰 결절(6mm)에서는 유두상 

구조를 보이는 부분에서 세포 밀도가 증가되며 충실성 성장 양상을 보이는 

부분의 세포질 내에 공포가 형성되어 있었고, 종괴의 가장자리로 갈수록 

세포의 악성도가 심해지면서 종양 세포가 낱개로 혹은 작은 집단을 형성하

며 주변 폐실질로 침윤하는 소견이 관찰되어 조기 침윤성 샘암종의 소견이 

관찰되었다(Fig. 4B)(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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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Histologic features of lung nodules at the different time point 

after urethane administration  

Period 

(week) 

No. of 

mouse 

Histologic 

findings 

No. of 

nodule 

Mean size of 

nodule at each 

period ± SD(mm) 

3 6 AH 1 0.08 ± 0.20 

6 6 AH 6 0.18 ± 0.10 

9 6 AH 17 0.27 ± 0.11 

  AAH 2  

12 6 AH 19 0.41 ± 0.15 

  AAH 4  

28 6 AH 1 0.73 ± 0.31 

  AAH 35  

  BAC 1  

41 6 AH 6 1.23 ± 0.85 

  AAH 19  

  BAC 31  

48 3 AH 6 1.24 ± 1.28 

  AAH 7  

  BAC 10  

  Adenocarcinoma 1  

AH, alveolar hyperplasia; AAH, atypical adenomatous hyperplasia; BAC, 

bronchioloalveolar carcin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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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직학적 진단에 따른 결절의 개수와 크기 변화  

실험군 생쥐 39마리의 파라핀 포매 폐조직에서 관찰된 결절의 총 개수

는 166개였고, 이들을 조직학적 소견에 따라 각각의 결절을 분류해 보면, 

AH가 56개, AAH가 67개, BAC가 42개, 조기 침윤성 샘암종이 1개였다. 

결절의 크기는 가장 작은 것이 0.1mm의 AH이었고, 가장 큰 것은 6mm 

크기의 샘암종이었다. 결절의 평균 크기는 병변의 악성도가 진행됨에 따라 

점차 커지는 경향이 있었고, 통계학적으로 AAH는 결절 형성이 없는 군의 

결절과 AH 결절보다 유의하게 크기가 증가하였고(p<0.05), 비침윤성과 침

윤성을 포함하는 샘암종도 이전 단계의 결절보다 유의한 크기 증가를 보였

다(p<0.05 )(Table 2).  

 

Table 2. Correlation with the histologic classification and the size of 

each lung nodules 

Size of nodule (mm) Histologic 

classification 

No. of 

nodule Range Mean ± SD 

Absence of nodule  0 0 0 

AH 56 0.10-0.95 0.34 ± 0.20 

AAH 67 0.30-1.50 0.74 ± 0.31* 

BAC 42 0.50-3.30 1.59 ± 0.91† 

Adenocarcinoma 1 6.00 6.00 ± 0.00 

Total No. of nodules 166   

Absence of nodule, a group of mice with no visible nodule grossly and histologically 

after urethane administration; AH, alveolar hyperplasia; AAH, atypical adenomatous 

hyperplasia; BAC, bronchioloalveolar carcinoma; 
*
p<0.05 vs. absence of nodule and AH, 

†
p<0.05 vs. absence of nodule, AH, and AAH 

 

한 개체의 생쥐에서 가장 진행된 조직학적 소견을 보인 결절을 개체의 

대표 진단으로 하여 조직학적 진단에 따라 생쥐 개체별로 분류하여 보면, 

결절 형성이 없는 생쥐는 6마리, AH를 형성한 생쥐는 13마리, AAH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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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생쥐는 10마리, 종양 세포의 침윤이 없는 BAC를 형성한 생쥐는 9마리, 

조기 침윤성 샘암종 결절을 포함한 생쥐는 1마리였다.  

 

2. Telomerase 활성도 

Gel based detection 방법으로 전기 영동하여 밴드를 관찰하였을 때 

urethane을 투여하지 않은 대조군 생쥐에서는 거의 활성도가 나타나지 않

았고, urethane을 투여한 실험군은 제6주부터 약하게 활성도가 나타났으며 

시기가 지날수록 점차로 밴드의 염색 강도가 강하게 발현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Fig. 5).  

 

 

Fig. 5. Gel-based detection of telomerase activity in normal and urethane-induced  

mouse lung tissues. Telomerase activity is not detected in normal lung tissue(NL) of a 

control mouse that is not treated with urethane. The levels of telomerase activity are 

gradually increased according to the period after urethane administration labeled at the 

top of the lanes. CHAPS lysis buffer(NC) and heating(Ht) samples are used as negative 

controls. TSR8 and positive control cells(PC) supplied by the detection kit are used as 

positive contr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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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SA detection 방법으로 제3주, 제28주, 제41주, 제48주의 대조군 4

마리와 실험군 34마리의 폐 조직에서 telomerase 활성도 측정이 가능하였

다. 대조군은 telomerase 활성도를 보이지 않았고, urethane 투여 후 제3

주군부터 약한 telomerase 활성도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제6주군까지의 활

성도는 비슷하였으나 이후 시기가 경과수록 활성도가 점차로 증가하였다. 

통계학적으로 대조군의 telomerase 활성도보다 유의한 차이를 보인 시기

는 urethane 투여 후 제12주군부터였고, 제28주, 제41주, 제48주 실험군

의 telomerase 활성도가 모두 urethane을 투여하지 않은 군에 비해 유의

하게 높은 측정치를 보였다(p<0.05). 실험군의 각 시기별 telomerase 활

성도를 다중 비교하였을 때 제41주군의 활성도가 제6주군에 비해, 제48주

군의 활성도가 각각 제3주군과 제6주군의 활성도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p<0.05).  

  실험군 생쥐를 각각 조직학적 진단별로 분류하였을 때, 침윤성 샘암종은 

1마리에서만 발생되어 표본수가 적어 통계학적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대

조군 생쥐에서는 telomerase 활성도가 음성이었고, 실험군 중에서 조직학

적으로 결절 형성이 없는 군에서도 telomerase 활성도가 양성을 나타내기 

시작하여, 통계학적으로도 대조군의 telomerase 활성도보다 유의한 차이

를 보이기 시작했으며(p<0.05), 점차로 결절의 악성도가 진행된 군일수록 

telomerase 활성도는 악성도에 비례하여 증가하였다(Fig. 6). 실험군 내에

서의 활성도를 비교 분석하였을 때, 통계학적으로 BAC 군의 telomerase 

활성도는 각각 결절 형성이 없는 군, AH 군, AAH 군에서보다 유의하게 높

은 수준을 보였다(p<0.05)(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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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rrelation with the histologic classification and telomerase activity. The levels 

of telomerase activity of each group are presented as means(dots) ± standard 

deviation(bars). A criterion of positive level is presented as a dash line. The lung 

tissues with no urethane administration(Control) reveals negative levels of telomerase 

activity. The lung tissues with no histologically visible nodule after urethane 

administration(No nodule) show low positive levels of telomerase activity. As the 

histologic grades progress, the levels of the telomerase activity are gradually 

in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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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rrelation with the histologic classification and telomerase 

activity in urethane-induced mouse lung tissue 

 
Histologic 

classification 

No. of mouse 

with measurable 

data 
 

Mean telomerase 

activity ± SD 
P value 

Control 4  0.04 ± 0.02 p<0.05* 

Absence of nodule 4  0.21 ± 0.04  

AH 11  0.27 ± 0.08  

AAH 9  0.36 ± 0.04  

BAC 9  0.50 ± 0.12 p<0.05† 

Adenocarcinoma 1  0.79 ± 0.00  

TSR8   1.23  

Total 38    

Control, a group of urethane not administrated mice at 3, 28, 41, and 48 weeks; 

Absence of nodule, a group of mice with no visible nodule grossly and histologically 

after urethane administration; AH, alveolar hyperplasia; AAH, atypical adenomatous 

hyperplasia; BAC, bronchioloalveolar carcinoma; TSR8, positive control of telomerase 

activity; 
*
vs. AH, AAH, and BAC; 

†
vs. absence of nodule, AH, and AAH 

 

3. PCNA 표지지수 

  세포의 증식능을 나타내는 PCNA 표지지수는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 제3

주에서는 약간 증가하다가 제6주군은 제3주군보다 평균 표지지수가 약간 

감소하기도 하였으나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반면 제9주부터 제12주, 제

28주, 제41주, 제48주 실험군 모두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세포 증

식능을 나타냈다(p<0.05). Urethane을 투여한 실험군 내에서 시기별로 

PCNA 표지지수를 비교하였을 때, 제28주군은 제3주군, 제6주군의 표지지

수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은 값을 보였고, 제41주군은 제3주부터 제12주까

지 실험군의 표지지수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제48주군은 제3주군부터 

제28주까지 실험군의 표지지수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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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군 생쥐를 각각 조직학적 진단별로 분류하였을 때, 결절 형성이 없

는 군보다 결절의 악성도가 진행된 군일수록 PCNA 표지지수는 비례하여 

증가하였다(Fig. 7). 실험군 내에서 각 집단간의 PCNA 표지지수 차이를 

비교하였을 때, AAH 군이 이전 단계인 AH 군과 결절 형성이 없는 군의 

표지지수보다 유의하게 높은 값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BAC와 샘암종 군도 

결절 형성이 없는 군, AH 군, AAH 군에서보다 유의하게 높은 표지지수를 

보였다(p<0.05)(Table 4).   

 

 

Fig. 7. PCNA immunoreactivity in urethane-induced mouse lung tissues showing 

alveolar hyperplasia (A), atypical adenomatous hyperplasia (B), bronchioloalveolar 

carcinoma (C), and adenocarcinoma (D). The PCNA positive cells are increasingly 

expressed as the lesions progress histolog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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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 with the histologic classification and PCNA 

labeling index(LI) in urethane-induced mouse lung tissue 

Histologic 

classification 

No. of 

mouse 

Mean PCNA LI ± SD 

(%) 
P value 

Control 7 6.86 ± 3.40 p<0.05* 

Absence of nodule 6 12.87 ± 3.50  

AH 13 16.83 ± 9.54  

AAH 10 36.56 ± 9.87 p<0.05† 

BAC 9 57.52 ± 14.21 p<0.05‡ 

Adenocarcinoma 1 83.00  

Total 46   

Control, a group of urethane not administrated mice at 3, 6, 9, 12, 28, 41, and 48 

weeks; Absence of nodule, a group of mice with no visible nodule grossly and 

histologically after urethane administration; AH, alveolar hyperplasia; AAH, atypical 

adenomatous hyperplasia; BAC, bronchioloalveolar carcinoma; 
*
vs. AAH and BAC; 

†
vs. 

control, absence of nodule, and AH; 
‡
vs. control, absence of nodule, AH, and AAH 

 

4. K-ras 면역조직화학 염색 결과 

파라핀 포매조직에서 시행한 K-ras에 대한 면역조직화학 염색에서 

urethane을 투여하지 않은 대조군에서는 전혀 양성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제3주부터 제12주까지의 실험군에서도 간혹 침윤된 림프구나 형질세포의 

세포질에만 염색되었고, 폐포 상피세포나 결절을 형성한 세포에서는 양성

반응을 보인 세포가 없었다. 제28주에서부터 제48주의 모든 생쥐에서는 

증식성 결절 내부에 양성반응을 나타내는 세포가 관찰되었다. 제28주군은 

AAH 결절을 구성하는 세포 중 낱개로 흩어진 몇 개 세포의 세포질에서 

과립상 염색성이 관찰되기 시작하여 1점으로 판독하였다. 제41주군에서는 

대부분의 BAC 결절 내부에서 세포질에 좀더 강한 과립상 염색성을 나타

내는 세포가 몇 개의 집단으로 관찰되었고, 낱개 세포의 세포질에 양성 반

응을 보인 개수도 증가되었으며, 세포막에도 약한 염색성을 보여 모두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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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판독하였다. 제48주군의 조기 침윤성 샘암종 결절에서는 결절의 가장

자리에 있는 세포 집단과 주변 폐실질로 침윤하고 있는 세포의 세포질에 

강한 염색 반응을 보였고, 세포학적으로 비정형성과 다형성이 심한 세포에

도 강한 염색 강도를 나타내었다. 결절 내부에서도 양성 반응을 보이는 세

포 집단의 수가 증가하고 대부분이 강한 염색 강도를 보여 3점으로 판독

하였다. 나머지 BAC 결절에서는 제41주군과 비슷한 양상의 염색 반응이 

관찰되어 2점으로 판독하였다. 

조직학적 진단별에 따른 K-ras 면역염색 결과는 결절 형성이 없는 조직

과 AH에서는 전혀 발현되지 않았고, AAH 결절에서부터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BAC에서는 발현 정도가 증가하였고, 샘암종에서 가장 강한 염색

반응을 보였으며 특히 침윤하고 있는 세포에 집중적으로 발현되는 양상을 

보였다(Table 5)(Fig. 8). 

 

Table 5. Correlation with the histologic classification and K-ras 

immunoreactivity in urethane-induced mouse lung tissue 

Histologic classification 
No. of 

mouse 
Mean score ± SD 

 

Control 7 0  

Absence of nodule 6 0  

AH 13 0  

AAH 10 0.50 ± 0.53  

BAC 9 1.89 ± 0.33 

Adenocarcinoma 1 3.00 ± 0.00 
 

Total 46   

Control, a group of urethane not administrated mice at 3, 6, 9, 12, 28, 41, and 48 

weeks; Absence of nodule, a group of mice with no visible nodule grossly and 

histologically after urethane administration; AH, alveolar hyperplasia; AAH, atypical 

adenomatous hyperplasia; BAC, bronchioloalveolar carcin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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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K-ras immunoreactivity in urethane-induced mouse lung tissues showing 

alveolar hyperplasia(A), atypical adenomatous hyperplasia(B), bronchioloalveolar 

carcinoma(C), and adenocarcinoma(D). The K-ras positivity are increasingly showed as 

the lesions progress from hyperplasia to carcinoma(A, B, C) and are especially 

expressed in invasive nests of or individual tumor cells(D). 

 

5. Telomerase 활성도와 PCNA 표지지수, K-ras 면역조직화학 염색의  

상호 관계 

실험군 생쥐의 조직학적 진단별 telomerase 활성도와 PCNA 표지지수, 

K-ras 면역조직화학 염색의 상호 관계를 Pearson 상관 분석을 이용하여 

상호 관계를 분석하였을 때 이들은 서로간에 비례 관계가 있었다

(p<0.05)(Table 6). 따라서 urethane으로 유도한 생쥐의 폐 샘암종 발생 

과정에서 telomerase는 조직학적으로 병변의 단계가 진행함에 따라 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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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식능과 K-ras 발현정도와 비례하여 활성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Table 6. Correlation analysis of telomerase activity, PCNA labeling 

index(LI), and K-ras immunoreactivity in urethane-induced mouse lung 

tissue 

  telomerase 

activity 
PCNA LI K-ras 

telomerase activity r 1.000   

PCNA LI r 0.752* 1.000  

K-ras r 0.698* 0.835* 1.000 

r, correlation coefficient; 
*

p<0.05 

 

IV. 고찰 

폐 샘암종의 발생 과정을 연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동물 모델 중 A/J 

생쥐에서 urethane을 투여하여 유도한 폐 샘암종 발생 모델은 가장 유용

한 방법이다. A/J 생쥐는 염색체 6번에 위치한 유전자 Pulmonary 

adenoma susceptibility 1(Pas1) 으로 인해 폐 종양 발생에 더 민감한 종

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23 또한 urethane은 여러 동물 실험 모델의 발암 

물질로 이용되나 주로 폐에 종양을 일으키는데 이 진행 과정에서 cyclic 

adenosine 3′,5′-monophosphate(cAMP)-dependent protein kinases의 변

화가 관여함이 보고되었다.24 Urethane이 폐암 발생에 영향을 주는 세포는 

2형 폐포 세포와 세기관지의 Clara 세포로써 폐 실질에서부터 세포의 증

식성 변화가 시작된다. 이전에 Foley 등25은 생쥐에서 유발한 폐의 증식성 

병변을 조직학적으로 과형성, 샘종, 샘종 내에서 발생한 암종, 암종의 4단

계로 구분하였다. 그런데 1999년 WHO에서 개정된 인체 폐암의 조직학적 

분류에서는 이전에 사용하던 샘종이란 용어 대신 AAH를 샘암종의 전암 

병변으로 정의하였고, 샘암종에서도 종양의 사이질, 혈관, 흉막의 침윤이 

없는 경우는 BAC로 따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A/J 생쥐에서 

urethane 투여 후에 발생된 병변의 조직학적 단계를 AH, AAH, BAC, 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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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종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urethane 투여 후 제3주군부터 현미경

으로 관찰 가능한 1개의 AH 결절이 발생되기 시작하였고, 제9주군에서는 

육안으로도 병변을 관찰할 수 있을 만큼 크기가 증가하고, 현미경적으로는 

단순한 세포의 증식성 병변으로부터 세포학적 비정형성이 동반되어 AAH

로 이행되는 부위가 관찰되므로 AH는 AAH의 전구 병변인 것으로 생각된

다. AAH와 BAC의 구분은 인체의 경우에도 세포학적 소견만으로 어려운 

경우가 있으나 BAC는 대개 크기가 10mm 이상이며 좀더 세포 밀도가 높

아지고 심한 다형성을 보인다. 생쥐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명확한 크기의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AAH에서 보다 심한 비정형성

을 보이나 침윤성이 없는 결절을 BAC로 보았다. 제28주에 발생한 결절은 

대부분 AAH를 보였으나 제41주에서는 AAH의 수는 감소한 대신 BAC 결

절이 증가하였고 이 두 병변 역시 서로 이행되는 부위가 많이 관찰되었다. 

제48주에서 발생한 가장 큰 결절에서는 주변 실질로 일부 세포의 침윤이 

있어 조기 침윤성 샘암종이 발생되었는데, 이 시기의 생쥐는 한 개체 내에 

AH 결절부터 AAH, BAC, 샘암종에 이르는 병변이 모두 함께 존재하고 또 

서로 이행 부위가 있으므로 이러한 조직학적 단계를 통해 폐 샘암종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Telomerase는 정상 체세포의 노화 신호인 telomere의 단축을 보상하는 

RNA 의존 DNA 중합효소로서 거의 모든 악성 종양에서 활성도가 증가되

어 있음이 보고되어 종양 세포의 불멸성 획득에 telomerase가 중요한 역

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악성 종양으로의 발생 과정 중 어느 

단계에서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폐 암종에서도 높은 

telomerase의 발현이 보고되어 왔는데, Hiyama 등26은 폐의 소세포암종에

서는 모두 높은 telomerase 활성도를 보였으나, 비소세포암종에서는 다양

한 수준의 활성도를 보였고, 특히 전이된 암종에서와 샘암종에 동반된 흉

수에서는 모두 높은 telomerase 활성도를 보여 telomerase 활성도의 정

도가 폐 암종 세포의 불멸성 정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Lantuejoul 등27은 

폐 암종의 조직학적 분류에 따라 telomerase 활성도를 비교하였는데, 샘

암종이 편평세포암종, 기저양 암종, 소세포암종보다 현저히 낮은 활성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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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고 보고하여 비소세포암종 내에서도 조직학적 형태에 따라 다른 특

성을 갖는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비소세포암종 중에서는 편평상피암종이 

국내에서 가장 발생 빈도가 높으며 기관지 중심성 위치에 발생하여 연구 

재료를 얻기가 용이하므로 주된 연구 대상이 되어 왔으나, 주로 폐 실질에

서 기원하는 샘암종에 대한 연구는 그에 미치지 못하였고, 더욱이 대부분 

진행된 병기에서 발견되므로 샘암종의 전암 병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

었다. 편평상피 병변에 대한 연구를 보면, 최근에 Miyazu 등28은 기관지 

중심성 조기 폐암 주변에 조직학적으로 정상이거나 이형성을 보이는 기관

지 상피세포에서 human telomerase reverse transcriptase(hTERT)에 대

한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시행하고, 암종 치료 후 2년 이상 추적 관찰하였

을 때, hTERT가 발현되었던 환자들은 모두 이차 암이 발행하였고 hTERT 

발현이 없었던 환자들은 완전 관해를 보였다고 하였다. 따라서 조직학적으

로 비종양성 기관지 상피에서의 telomerase 발현은 추후 암 발생 가능성

을 시사하므로 정상 상피를 보이는 환자에서 hTERT 측정이 폐암의 고위

험군을 선별하는데 유용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 대상 병

변의 시기별로 조직학적 소견이 달랐던 본 연구의 결과와도 일맥 상통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urethane을 투여한 후 육안으로나 조직학적으로 아

직 아무런 병변의 발생이 없는 생쥐의 폐 조직에서 양성 기준치를 초과하

는 telomerase 활성도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폐 샘암종 발생 과

정에 있어서도 telomerase는 형태학적인 증식성 변화가 나타나기 이전의 

초기 단계부터 활성화되어 세포의 불멸성 획득을 유도하는 것으로 생각된

다.  

절제한 폐암 조직에서 채취한 전암성 기관지 상피의 병변을 조직학적 단

계에 따라 분류하여 각각의 hTERT의 면역조직화학적 발현과 telomere의 

길이를 비교한 연구29에서는 hTERT가 정상 혹은 과형성 상피의 기저층에 

약하게 발현이 되기 시작하여 편평 화생, 이형성, 상피내 편평상피암종에 

이르기까지 점차적으로 발현 강도가 증가되다가 침습성 편평상피암종에서

는 발현이 약간 감소되었고, telomere의 길이는 정상/과형성 상피의 기저

세포에서보다 편평 화생에서 급격히 감소하여 최저치를 보였다가 이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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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급 이형성 단계까지 점차 증가하였고 상피내 편평상피암종과 침습성 

암종에서는 약간 감소하였다. 따라서 기관지 암종 발생에 있어서 초기 이

형성 단계의 비정상적인 telomere 길이 단축이 암 발생의 시발점이 되어 

이차적으로 telomerase의 재활성화가 종양 발생의 진행에 요구되고, 이러

한 telomere의 기능 이상은 염색체의 불안정성을 촉진시키며 telomerase 

활성화는 종양이 계속 진행되도록 유전자의 안정성을 회복시킨다는 가설30

을 뒷받침하였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telomerase 활성도가 AH, AAH, 

BAC, 샘암종에 이르기까지 계속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냈는데, 편평상피 

병변과는 조직학적 유형과 기원 세포에 차이가 있으므로 종양 발생 과정의 

후기 변화에는 서로 다른 인자가 작용할 것으로 생각되고 추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이러한 결과는 폐 샘암종 발생 과정에

서는 telomerase 활성화가 telomere를 유지시킴으로써 종양 세포가 암종

이 되기까지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것을 반영한다

고 생각된다. 그러나 샘암종 발생 과정에서도 편평상피 병변에서처럼 발암 

과정의 초기 단계에 telomere의 길이 변화나 기능 이상이 동반되는지에 

대한 비교 연구가 앞으로 더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Telomerase 활성화에 의한 세포의 불멸성 획득은 종양이 증식하여 성

장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전의 연구들에서 높은 

telomerase 활성도가 비소세포폐암의 세포 증식율 증가와 림프절 전이 등 

병리학적 병기의 진행과 상관관계가 있음이 보고되었고,31 본 연구에서도 

세포 증식능을 나타내는 PCNA 표지지수를 측정하였을 때 조직학적 단계

가 높아질수록 점차 높은 증식능을 나타냈으며 telomerase 활성도와 비례

하여 증가하는 상관관계를 보여 telomerase가 종양의 성장과 진행에 관여

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실험군 내에서의 PCNA 표지지수 차이를 비교하였

을 때, AH와 전암 병변인 AAH로의 진행 단계부터 유의한 세포 증식능의 

차이를 보여 PCNA 표지지수는 샘암종의 조직학적인 전암 병변의 표지자

로서도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K-ras 유전자는 인체의 폐 암종 중 주로 폐 실질에서 발생되는 샘암종

에서 특이적으로 codon 12에 돌연변이를 보이며, AAH에서도 발현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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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되었는데,21 본 연구를 통해 생쥐의 병변에서도 AH 단계까지는 발현

이 없다가 전암 병변인 AAH 결절에서부터 K-ras의 면역조직화학적 발현

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Kawano 등32도 음용수를 

이용한 urethane 투여로 유도된 생쥐의 폐 병변에서 K-ras의 codon 12와 

61의 돌연 변이를 보고하여 K-ras 유전자가 생쥐에서도 인체의 샘암종 

발생 과정과 유사한 변화를 보이며 전암 병변으로의 진행 단계에 관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흥미롭게도 본 연구에서 AAH 단계부터 발현되기 시작

한 K-ras 유전자 단백은 조직학적 단계 진행에 따라 점차 발현이 증가되

다가 침습성 샘암종에서는 고형성 결절의 가장자리 세포와 주변으로 침습

하고 있는 세포와 세포학적 비정형성이 심한 세포에서 강한 발현을 보여 

K-ras가 종양의 조직학적 악성도와 관련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본 연

구에서 telomerase 활성도와 K-ras 유전자 단백 발현은 통계학적으로 유

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로써 생쥐의 샘암종 발생 과정에서 telomerase는 세포 증식이 일어나

기 이전의 초기 단계에 활성화되어 세포의 불멸성 획득을 유도하고 

telomere를 유지시켜 지속적인 세포의 증식에 필요한 환경을 제공하며, 

또한 K-ras와 같은 종양유전자의 변화에 의한 암 세포 전환에 관여할 것

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육안 및 조직학적 변화가 없는 폐 조직에서 

telomerase 활성도 측정은 조기 발견에 어려움이 있었던 폐 샘암종의 발

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V. 결론 

Urethane으로 유도한 생쥐의 폐 샘암종 발생과정에서 telomerase는 

urethane 투여 후 형태학적인 변화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활성화되기 시작

하였고, 샘암종 발생에 이르기까지 세포증식능과 조직학적 악성도 진행에 

비례하여 활성도가 증가하므로, 아직 육안 및 조직학적 변화가 없는 폐 조

직에서 telomerase 활성도 측정은 폐 샘암종의 조기 발견에 유용한 방법

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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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omerase activity is not detected in most normal cells, but its high 

expression has been widely reported in most human cancers. However, 

telomerase activity in precancerous lesions of the lung cancers, 

especially of peripheral located adenocarcinomas has not been studied 

wel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ole of telomerase 

in premalignant lesions of urethane-induced mouse lung 

adenocarcinoma. We harvested A/J mouse lung tissues at 3, 6, 9, 12, 28, 

41, and 48 weeks after intraperitoneal urethane treatment and 

classified each lesion as histologic findings. And then we examined 

telomerase activity by modified telomeric repeat amplification protocol 

(TRAP) assay using both gel-based and ELISA methods. 

Immunohistochemical analyses of proliferating cell nuclear antigen 

(PCNA) and K-ras oncogene protein, one of pulmonary 

adenocarcinoma-specific genetic mutation products were performed to 

compare with telomerase activity. In urethane-induced mouse lung 

tissues it was sequentially developed from alveolar hyperplasia (AH), 

atypical adenomatous hyperplasia (AAH), bronchioloalveolar carcinoma 

(BAC), and eventually to adenocarcinoma. Telomerase activity began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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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 positive level in mouse lung tissues with no histologically visible 

nodule formation after urethane administration. It also reveale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 in AH lesions compared to control lung 

tissues (p<0.05), and then was proportionally elevated to precancerous 

AAH, BAC, and adenocarcinoma. There was a direct correlation 

between telomerase activity, PCNA labeling index (LI) and K-ras 

expression (p<0.05). PCNA LI and K-ras expression were significantly 

higher from AAH compared to control lung tissues. In conclusion, the 

elevation of telomerase activity in normal-appearing lung lesions is 

thought to be a possible marker of early detection of pulmonary 

adenocarcinoma. 

 

Key Words: telomerase, urethane, mouse, lung, adenocarcinoma, 

precancerous lesion, early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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