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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비소세포성 폐암에서 Extra c e llu la r s ig na l- re g u la te d

kina s e (ERK)의 발현

ERK (extracellular signal- regulated kinase)경로는 주로 세포의 증식, 분

화 및 생존 등의 반응을 촉발시키는 성장인자에 의하여 활성화된다고 알려

져 있고, ERK경로의 지속적인 활성은 종양형성에 관련된 세포내 신호전달

계(intracellular signal transduction cascade)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

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ERK의 활성과 종양의 일관성 있는 상호관계는 아직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비소세포성 폐암(non - small cell lung cancer )은 재발율이 높고 생존율이

매우 낮아 생물학적 양태를 결정하는 예후인자에 대한 연구가 종양의 치료

및 이해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비소세포성 폐암에 대한 ERK활

성이나 발현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비소세포성 폐암 160예(편평상피암 85예, 선세포암 75예)를

대상으로 ERK의 활성화 형태인 phosphorylated- ERK (p- ERK)에 대한 면역

조직화학염색을 시행하여 p- ERK의 발현양상, 발현빈도, 예후인자로서의 유

용성을 평가하였다.

비소세포성 폐암에서 p- ERK발현 빈도는 160예중 53예(33%)였다. p - ERK

은 비소세포성 폐암의 종양세포뿐만 아니라 내피세포, 기질세포 그리고 혈

관의 평활근 세포에도 발현하였다. p- ERK발현과 비소세포성 폐암의 병기,

조직학적 유형, 전이와는 통계학적으로 관련성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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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에서 면역조직화학염색에 의한 p- ERK발현은 ERK활성을 확

인할 수 있는 비교적 좋은 방법이라고 여겨졌으며, 비소세포성 폐암에서

p- ERK발현은 예후인자로서의 유용성은 없었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비소세

포성 폐암에서 유전적 변화가 종양뿐 아니라 종양주위의 호흡기 상피 전반

에 관찰되는 field cancerization 과 전암 병변(precancerous lesion )과 종양

이 형태학적 소견의 차이를 보여도 유전적인 변화가 동일한 현상

(allele- specific loss 또는 allele- specific mutation )을 고려해보면, 비소세포

성 폐암 주위의 정상 폐포세포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p- ERK발현을 보

인 점은 ERK활성이 비소세포성 폐암의 증식, 분화, 전이보다는 초기 발생

단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시사한다고 생각하였다.

핵심되는 말 : ERK (extracellular signal- regulated kinase), 면역조직화학염

색, 비소세포성 폐암, 폐포세포, 전암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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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세포성 폐암에서

Extra c e llu la r s ig na l- re g ula te d kina s e (ERK)의 발현

〈지도 조상호·박영년 교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사업단

김 세 훈

I . 서 론

외부자극에 의한 세포내 신호전달계는 상호작용을 하는 많은 단백질들이

관여한다. 특히 성장인자의 자극에 의한 신호전달계(signal transduction

cascade)의 변화는 세포 변형(transformation )이나 또는 세포 증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장인자에 의한 자극은 세포막에 존재하는 수

용체에 의하여 일련의 신호전달계를 거쳐 반응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신호

전달계는 세포막에 존재하는 성장인자 수용체와 세포질내의 두 단계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첫 단계는 세포막에서 성장인자 수용체와 adapter

molecule(GRB2), guanine nucleotide exchange factor (mSOS)를 통한 GT P

binding protein (Ras단백질)이 관여하며 둘째 단계는 연속적인 세포질내

protein kinases의 활성이 일어나고 활성화된 protein kinases가 핵내로 이동

하여(translocation ) 유전자 발현(gene expression )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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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인 세포질내 protein kinases를 mitogen - activated protein

kinase(MAPK )신호전달계라고 한다.1 척추동물 세포에서는 extracellular

signal- regulated kinase(ERK), JNK/ SAPK 그리고 p38의 독립적인 3가지

경로의 MAPK신호전달계가 알려져 있다.2 JNK/ SAPK 및 p38경로는

apoptosis를 초래하는 자극들- 세포에 대한 스트레스, 활성산소, UV,

cytokine 등에 의하여 활성화되며, Elk- 1, Jun 그리고 MAPKAP kinase- 2의

전사(transcription )를 활성화시킨다.3 - 7

ERK (extracellular signal- regulated kinase)경로는 주로 세포의 증식, 분

화 및 생존 등의 반응을 촉발시키는 성장인자에 의하여 활성화된다.8

Receptor tyrosine kinase(RT K)에 성장인자가 결합하면 active Ras - GT P가

형성되고 이후 Raf, MEKK (MAPK kinase kinase), MEK (MAPK kinase),

ERK (MAPK)이 차례로 활성화된다. 활성화된 ERK은 핵내로 이동

(translocation)하여 ternary complex factor (T CF ) 또는 Elk를 인산화시키

며, 인산화된 T CF/ Elk은 serum - response factor (SRF )와 함께 c- fos gene

의 조절부위인 serum - response element (SRE )에 결합하여 c- fos 전사

(transcription )를 활성화시킨다.9 또한 ERK은 다른 protein kinase(예:

p90r s k ), 세포골격 단백질(예: microtubule- associated proteins ), 효소(예:

cytoplasmic phospholipase A2)등의 기능을 조절하여 세포내 신호전달계에

핵심적인 중간매개 산물로 생각된다.10 ERK에는 ERK- 1(p44M A P K ),

ERK - 2(p42M A P K )의 isomer와 alternative spliced form인 MAPK (p40M A P K )가

있다. ERK- 1과 ERK- 2는 기질의 특이성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기능적

으로는 같다고 여겨진다.1

성장인자에 의한 ERK경로의 활성은 일시적(transient )이어서 5분내에 최

대수준에 도달하며, 30∼60분내에 원래의 수준으로 회복된다.11 그러므로

ERK의 지속적인 활성은 종양형성에 관련된 세포내 신호전달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첫째, 이 신호전달계를 활성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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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ras유전자의 돌연변이와 그 활성기전이 많은 종류의 암에서 밝혀졌기

때문이며,9 ,11 - 15
둘째로는 ERK경로에 속한 유전자 산물들은 유전자 조절물질

이며 이들 중에는 세포분열에 관여하는 유전자들도 존재한다는 사실에 근거

하고 있다.16
최근 연구에서 다양한 종류의 암(유방암, 신장암 등)에서 ERK

의 과발현이나 활성이 알려졌으나,17 ,18 ERK활성과 종양의 일관성 있는 상호

관계는 아직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Hoshino 등이 138종의

종양세포주를 대상으로 ERK활성을 고찰한 연구에 의하면 췌장, 대장, 폐,

난소, 신장에서 유래한 종양세포의 ERK활성은 높은 빈도에서 관찰되었으나

뇌, 식도, 위, 간, 혈액에서 유래한 종양세포의 ERK활성은 낮은 빈도에서

관찰되어서 ERK활성 증가가 모든 종류의 암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

이 아님을 보여주었다.19

폐종양은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치명적인 종양이며,20 우리나라에서도 사

망률이 위암과 간암 다음으로 빈도가 높은 암이다. 폐암의 경우는 특히 남

자에서 1984년에는 10만명당 8.8이었다가 1993년에 25.8로 크게 증가하는 추

세를 보여2 1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전체 폐암의 75%를 차지하는 비소

세포성 폐암(non - small cell lung cancer )은2 2 조기에 절제를 시행하여도 재

발율이 높고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를 병행한다고 해도 생존율이 매우 낮아

생물학적 양태를 결정하는 예후인자에 대한 연구가 종양의 치료 및 이해에

매우 중요하다.2 3 이에 예후를 결정하는 인자에 대한 여러 연구보고가 있는

데 종양의 병기가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의의 있는 인자로 알려져 있

다.2 4

폐암에서는 ERK경로의 한 요소인 Raf- 1의 활성이 소세포암 세포주의 성

장을 억제한다는 보고가 있는 반면,2 5 비소세포성 폐암의 경우 mutant

K- ras유전자에 의한 mutant K - Ras단백질과 ERK활성 증가가 실험동물에

서 확인된 연구가 있다.26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수의 표본을 대상으로 사람

의 비소세포성 폐암에 대한 ERK활성이나 발현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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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ERK활성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protein kinase assay , western

blotting , immunoprecipitat ion 그리고 in situ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reaction등의 방법을 이용한 연구였고
17 - 19 ,26

면역조

직화학염색을 이용한 연구는 많지 않다.2 6 ,2 7
비소세포성 폐암을 대상으로

ERK의 활성화 형태인 phosphorylated- ERK (p- ERK)에 대한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시행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비소세포성 폐암에서 p- ERK발현의 빈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둘째,

비소세포성 폐암조직에서 p- ERK이 어떠한 세포에 어떠한 양상으로 발현되

는지 그 양상을 알아보고자 한다. 셋째, ERK활성이 세포의 성장, 분열상태

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가정하에, 비소세포성 폐암에서,

p - ERK발현이 비소세포성 폐암 환자의 병기와 전이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

고찰하여 예후인자로서의 유용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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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재료 및 방법

1 . 재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영동세브란스 병원에서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진단

되어 수술절제한 174예의 비소세포성 폐암의 파라핀포매 조직절편을 대상으

로 하였다. 편평상피암(squamous cell carcinoma)과 선세포암

(adenocarcinoma)외의 비소세포성 폐암은 표본수가 적어 통계처리에 부적합

하여 제외하고 모두 160예의 조직절편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1999년에 유방

의 침윤성 관상피암(infiltrating ductal carcinoma, NOS)으로 진단되어 수술

절제한 5예, 신세포암(renal cell carcinoma)으로 진단되어 수술절제한 5예를

무작위 추출하여 면역조직화학염색의 양성대조군으로 사용하였다.

2 . 방법

가 . 임상 정보

환자의 병기는 임상기록지와 병리진단지를 T NM stage sy stem을 사용하

여 판정하였다. 수술전 화학요법이나 방사선치료를 시행한 환자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비소세포성 폐암의 병기는 T NM stage system을 사용하였다.2 4

나 . 병리 조직염색

파라핀포매조직절편을 5㎛ 두께로 절편하여 hematoxylin - eosin염색을 시

행하였다. 이때 선택한 조직절편은 대표적인 병변이 있으면서, 정상 조직과

종양조직이 같이 포함된 것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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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병리 조직학적 검색

비소세포성 폐암의 경우, 종양조직의 조직학적분류와 등급은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의 기준을 따랐다.2 8
우선 종양의 종류를 편평상피암과

선세포암으로 분류하고, 조직학적 분화도에 따라 고분화도(well

differentiated), 중분화도(moderately differentiated), 저분화도(poorly

differentiated)로 구분하였다.

편평상피암의 조직학적 구조는 편평상피의 층배열(또는 층화구조;

strat ification ), 세포간교(intercellular bridge), 케라틴(keratin )형성, 핵과 세

포학적 형태를 기준으로 분화도를 판별하였다. 고분화도는 편평상피가 잘

배열된 층배열을 보이면서, 케라틴 형성을 잘하며, 세포간교 관찰이 명확하

고 세포학적으로 비교적 균일한 핵을 가지며, 세포질은 호산성으로 비교적

풍부한 경우로 하였다. 중분화도는 편평상피의 층배열을 유지하는 세포집단

을 보이며, 고분화도에서 자주 관찰되는 특징들이 국소적으로 관찰되는 경

우로 하였다. 저분화도는 편평상피의 층배열이 소실되어 있으면서, 대부분

밀집된 세포집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핵의 비정형성이 심해지며, 편평상피의

특징을 알기 힘든 경우로 정의하였다. 선세포암은 폐세엽(acinar ), 유두상 구

조(papillary structure)형성 정도, 세포질내에 점액(mucin )의 형성정도, 핵의

비정형성 등을 기준으로 분화도를 파악하였다. 고분화도는 폐세엽이나 유두

상 구조를 많이 형성하며, 입방 또는 원주형 세포로 덮여 있으며, 세포질내

에 점액형성을 잘 보이고 핵의 모양도 비교적 균일한 모양을 보이는 경우로

하였다. 중분화도는 부분적으로 폐세엽이나 유두상 구조가 관찰되며, 핵의

비정형성이 증가하고 크기가 증가하지만, 세포질의 양은 비교적 풍부한 경

우로 하였다. 저분화도는 폐세엽이나 유두상 구조가 거의 관찰되지 않고, 핵

의 비정형성이 매우 심하며 분화를 알아보기 어려우나 세포질의 점액공포는

존재하여 점액 염색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로 정의하였다. 한 조직 슬라이드

에서 다양한 분화도가 있는 경우는 낮은 분화도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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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면역 조직화학염색

p- ERK의 면역조직화학염색은 다클론항체인 phospho- p44/ 42 MAP

Kinase(T hr202/ T yr204) Ab (Cell Signaling T echnology, Beverly , MA,

USA )를 사용하였다.

파라핀 블록을 5㎛ 두께로 절편하여 poly - L- ly sine- coated slides위에 조

직절편을 부착하여 60℃에서 2시간 건조시켰다. 탈파라핀과 재수화를 시키

고 수세후 citrate buffer에 담그어 pressure cooker를 이용하여

microw ave(750w )에 25분간 가열하였다. 증류수로 세척하고 T RIS

buffer (pH 7.6)를 거친 후 3% hydrogen peroxidase에 30분간 전처치하여 내

인성 과인산화효소를 억제하였다. 그리고 다시 T RIS buffer (pH 7.6)를 거치

고, 실온에서 1:100 fetal calf serum으로 30분간 반응한 후, 잔여혈청은 제

거하고 1:200 p- ERK 항체에 실온에서 하루밤 동안 반응시켰다. T RIS

buffer로 세척후 Dako사(Glostrop, Denmark)의 Universial LSAB

peroxidase II kit와 AEC 발색제를 이용하여 면역조직화학염색을 시행하였

으며 증류수로 씻고 수용성 봉입제(Glycerin jelly )로 봉입하였다.

먼저 침윤성 관상피암 5예와 신세포암 5예에 대한 면역조직화학염색을 시

행하여 결과를 확인하였고, 후에 비소세포성 폐암의 면역조직화학염색에는

정도관리(Quality control)를 위하여 침윤성 관상피암과 신세포암의 조직을

p- ERK에 대한 면역조직화학염색의 양성대조군(positive control)으로 사용

하였다.

마 . 면역 조직화학염색 판독

p- ERK발현은 종양조직에서 종양조직의 핵에 염색된 경우일 때만 양성으

로 인정하였다. 비소세포성 폐암의 경우는 p- ERK발현을 보인 종양세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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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종양세포의 1∼25%인 경우는 1점, 26∼50%인 경우는 2점, 그리고

51%이상인 경우는 3점으로 반정량적인 판독을 하였다.

바 . 통계 분 석

면역조직화학염색에 의한 p- ERK발현 결과와 환자의 병기, 조직학적 유

형, 조직학적 분화도, 그리고 전이와의 관계를 Χ
2 - 검정과 선형대 선형결합

(linear by linear association )으로 조사하였다. p- value의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비소세포성 폐암의 p- ERK발현과 주위 정상 폐포세포의 발현과의

관계는 교차비(odds ratio)를 측정하였다. 통계처리는 한글 SPSS for

window s 7.52(SPSS Korea, 1998)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였다. 병기는 I, II,

III, 그리고 IV의 병기와 p- ERK발현간의 분석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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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 결 과

1 . 임상정보 , 조직학적 소견 및 면역조직화학 염색 발현 소견

비소세포성 폐암은 총 160예였다. 연령 분포는 37세부터 83세였고 평균연

령은 61.07세였다. 그중 남자는 132예, 여자는 28예였다. 병기는 IA 16예, IB

46예, IIA 8예, IIB 22예, IIIA 41예, IIIB 13예, 그리고 IV는 14예였다. 조직

학적 유형은 편평상피암은 85예, 선세포암은 75예였다. 비소세포성 폐암의

조직학적 분화도는 고분화가 43예, 중분화가 77예, 그리고 저분화가 40예였

다(편평상피암: 22/ 48/ 15, 선세포암: 21/ 29/ 25).

면역조직화학염색의 양성대조군으로 이용한 유방의 침윤성 관상피암은 모

두 5예였다. 연령의 분포는 43세에서 55세였고 평균연령은 47.8세였고 모두

여자였다. 조직학적 등급은 3예에서 II, 2예에서 III였다. 그리고 신세포암의

연령분포는 53세에서 67세였고 평균 연령은 59.8세였으며 3예는 남자, 2예는

여자였다. 신세포암중 1예는 육종양(sarcomatoid)신세포암이 폐에 전이된 증

례였다. 나머지 4예는 모두 병기 I이었고 핵등급(Fuhrman ' s nuclear grade)

은 1예에서 I, 3예에서 II였다.

면역조직화학염색상, p - ERK은 비소세포성 폐암 160예중 53예(33%: 편평

상피암 23예, 선세포암 30예)에서 종양세포의 핵에 발현하였다. 종양세포의

핵뿐 아니라 양성반응을 보이는 종양세포의 세포질에, 핵에 비해 약한

p- ERK발현을 보였다(사진 1- a, 1- b). 종양조직에서 발현 양상은 특정 위치

에 국한되지 않고 불균일하게 발현되었다. 또한 160예중 51예(32%: 편평상

피암 22예, 선세포암 29예)에서 종양세포 주위의 폐포세포에 부분적으로 발

현하였다(사진 2- a, 3- a ). 그 밖에 종양주위 혈관의 내피세포(사진 2- b),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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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세포(사진 2- c), 세기관지혈관과 그보다 큰 혈관의 평활근세포(사진 2- d)

에서도 부분적으로 발현하였다. 그러나 1예의 폐에 전이한 신세포암의 경우,

신세포암 주위의 폐조직에서 p- ERK발현을 보이는 폐포세포는 관찰되지 않

았다(사진 3- b).

p- ERK은 유방의 침윤성 관상피암 5예중에 4예(80%), 신세포암의 5예중

에서 4예(80%)에서 종양세포의 핵에 특이적으로 발현하였다. 그 밖의 다른

세포들에서는 발현하지 않았다(사진 1- c, 1-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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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폐의 편평상피암, 선세포암, 유방의 침윤성 관상피암, 그리고 신세포

암의 p- ERK발현(광학현미경 200배 소견)

a) 폐의 편평상피암 : 종양세포의 핵과 세포질에 발현하며, 핵에 세포질보

다 강하게 발현하는 소견

b) 폐의 선세포암 : 종양세포의 핵과 세포질에 발현하며, 핵에 세포질보다

강하게 발현하는 소견

c) 유방의 침윤성 관상피암 : 종양세포의 핵에 강하게 발현하는 소견

d) 폐에 전이한 신세포암 : 종양세포의 핵과 세포질에 발현하며, 핵에 세

포질보다 강하게 발현하는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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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비소세포성 폐암 주위 폐포세포, 내피세포, 기질세포, 그리고 세기관

지혈관 평활근세포의 p- ERK발현 (광학현미경 소견)

a) 폐의 편평상피암(왼쪽, 위)주위 폐포세포의 핵에 발현 (200배)

b) 비소세포성 폐암 주위 혈관 내피세포에 발현(화살표) (200배)

c) 비소세포성 폐암 주위 기질세포에 발현 (200배)

d) 비소세포성 폐암 주위 세기관지혈관 평활근세포에 발현 (10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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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비소세포성 폐암 주위 폐포세포와 폐에 전이한 신세포암 주위 폐포

세포의 p- ERK 면역조직화학염색 비교 (광학현미경 400배 소견)

a) 비소세포성 폐암 주위 폐포세포 핵에 강하게 발현하는 소견(화살표)

b) 폐에 전이한 신세포암 주위의 폐포세포 : p - ERK염색에 음성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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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비소세포성 폐암의 병기와 종양세포의 p - ER K발현간의

관련성

비소세포성 폐암의 병기와 p- ERK발현간의 분석을 시행한 결과 병기 I기

62예중 24예(39%: +1/ +2/ +3=12/ 8/ 4)에서, 병기 II기는 30예중 7예(23%:

+1/ +2/ +3=6/ 1/ 0), 병기 III기는 54예중 17예(31%: +1/ +2/ +3=14/ 2/ 1), 그리고

병기 IV기는 14예중 5예(36%: +1/ +2/ +3=3/ 2/ 0)에서 발현하였다(표 1). 독립

성의 검정을 수행하는 Pear son Χ
2
에서 p- value가 0.368로 유의수준 p=0.05

보다 크므로 각 병기별 p- ERK발현은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또한 경

향분석을 수행하는 선형대 선형결합(linear by linear association )에서

p- value가 0.152로 유의수준 p=0.05보다 크므로 병기가 높아질수록 p- ERK

발현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표 2).

표 1. 병기와 종양세포의 p- ERK발현

STAGE

전체I II III IV

Tumo r 0 38 23 37 9 107(66.9%)

1+ 12 6 14 3 35(2 1.9%)

2+ 8 1 2 2 13(8.1%)

3+ 4 0 1 0 5(3.1%)

전체 62(38.8%) 30(18.7%) 54(33.8%) 14(8.7%) 1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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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병기, 조직학적 유형, 조직학적 분화도, 그리고 전이와 종양세포의

p- ERK발현간의 Χ
2
검정 (유의수준 p=0.05)

값 p- va lue

병기
Pea rson Χ

2 9.783 0.368

선형대 선형결합 2.057 0.152

조직학적 유형 Pea rson Χ
2 4.6 15 0.202

조직학적 분화도 Pea rson Χ
2 8.672 0.193

전이 Pea rson Χ
2 4.947 0.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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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비소세포성 폐암의 조직학적 유형과 종양세포의 p - ER K발

현간의 관련성

비소세포성 폐암의 조직학적 유형과 종양세포의 p- ERK발현간의 분석을

시행하였다. 편평상피암 85예중 23예(27%: +1/ +2/ +3/ =17/ 5/ 1)에서 선세포암

75예중 30예(40%: +1/ +2/ +3/ =18/ 8/ 4)에서 발현하였으나(표 3), 독립성의 검

정을 수행하는 Pear son Χ
2
에서 p- value가 0.202로 유의수준 p=0.05보다 크

므로 각 조직학적 유형별 p- ERK발현은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없었다(표 2).

표 3. 조직학적 유형과 종양세포의 p- ERK발현

조직학적 유형

전체편평상피암 선세포암

Tumo r 0 62 45 107

1+ 17 18 35

2+ 5 8 13

3+ 1 4 5

전체 85(53.1%) 75(46.9%) 160(100%)

4 . 비소세포성 폐암의 조직학적 분화도와 종양세포의 p - ER K

발현간의 관련성

비소세포성 폐암의 조직학적 분화를 고분화, 중분화와 저분화의 세 부류

로 하여 p- ERK발현과의 관련성을 조사하였다. 조직학적으로 고분화를 보이

는 43예중 21예(49%: +1/ +2/ +3/ =14/ 5/ 2), 중분화를 보이는 77예중 21예(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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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12/ 6/ 3), 그리고 저분화를 보이는 40예중 11예(28%:

+1/ +2/ +3/ =9/ 2/ 0)에서 발현하였다(표 4). 독립성의 검정을 수행하는 Pear son

Χ
2
에서 p- value가 0.193로 유의수준 p=0.05보다 크므로 각 조직학적 분화도

별 p- ERK발현은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없었다(표 2). 또한 편평상피암과 선

세포암으로 나누어 조직학적 분화도와 p- ERK발현과의 관련성을 조사하였

으나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없었다(p- value: 편평상피암 0.321, 선세포암

0.154).

표 4. 조직학적 분화도와 종양세포의 p- ERK발현

조직학적 분화도

전체고분화 중분화 저분화

Tumo r 0 22 56 29 107

1+ 14 12 9 35

2+ 5 6 2 13

3+ 2 3 0 5

전체 43(26.9%) 77(48.1%) 40(25%) 160(100%)

5 . 비소세포성 폐암의 전이와 종양세포의 p - ER K발현간의

관련성

비소세포성 폐암의 전이(주변림프절, 종격동림프절, 원격장기전이)여부와

종양세포의 p- ERK발현간의 관련성을 조사하였다. p- ERK은 전이가 없는

71예중 25예(35%: +1/ +2/ +3/ =13/ 8/ 4)에서 발현하였고, 주변림프절, 종격동림

프절 그리고 원격장기전이를 나타낸 89예중 28예(31%: +1/ +2/ +3/ =22/ 5/ 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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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발현하였다(표 5). 독립성의 검정을 수행하는 Pearson Χ
2
에서 p- value가

0.176로 유의수준 p=0.05보다 크므로 비소세포성 폐암에서 전이가 없는 군

과 전이가 있는 군간에 종양세포의 p- ERK발현은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없

었다(표 2). 또한 편평상피암과 선세포암으로 나누어 전이여부와 p- ERK발

현간의 관련성을 조사하였으나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없었다(p- value: 편평

상피암 0.508, 선세포암 0.368).

표 5. 전이와 종양세포의 p- ERK발현

전이여부

전체비전이 전이

Tumor 0 46 6 1 107

1+ 13 22 35

2+ 8 5 13

3+ 4 1 5

전체 7 1(44.4%) 89(55.6%) 160(100%)

6 . 비소세포성 폐암의 종양세포와 폐암주위의 정상 폐포세포

간의 p - ER K발현의 관련성

비소세포성 폐암 종양세포의 p- ERK발현 여부에 따라 음성과 양성으로

나누고, 폐암주위의 정상 폐포세포도 p- ERK발현 여부에 따라 음성과 양성

으로 나누어 관련성을 조사하였다. 비소세포성 폐암과 정상 폐포세포간의

교차비(odds ratio)는 6.130(95% 신뢰구간=2.950∼12.735)으로 비소세포성 폐

암의 종양세포에서 p- ERK발현이 있는 경우, 발현이 없는 경우에 비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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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상 폐포세포에서 p- ERK발현이 있을 확률이 6.130배가 높았고 통계학

적으로 유의하였다(표 6, 7).

표 6. 종양세포와 종양주위 폐포세포의 p- ERK발현

정상 폐포세포

전체음성 양성

Tumo r 음성 87(54.4%) 20(12.5%) 107(66.9%)

양성 22(13.6%) 3 1(19.4%) 53(33.1%)

전체 109(68.1%) 5 1(3 1.9%) 160(100%)

표 7. 종양세포와 종양주위 폐포세포의 p- ERK발현간의

교차비 추정값

값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Tu mo r(음성/양성)에

대한 승산비
6.130 2.950 12.735

유효 케이스수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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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 고 찰

단백질의 인산화는 세포의 증식과 분화를 포함한 세포에서 발생하는 다양

한 변화를 조절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단백질 인산화효소(kinase)에

의한 가역적인 단백질의 인산화는 세포의 신호전달계에 중요한 역할을 한

다.9 ,30 ,3 1 ERK은 세포분열을 촉진하는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세포내에서

tyrosine phosphorylation되는 분자로서 처음 확인되었고,1 1 ,32
세포내 신호전

달계 어디에서나 존재하는 요소이다.1 ,2 ,3 3

신호전달계에 관련한 단백질의 비정상적인 활성이나 발현은 종양과 밀접

한 관련을 가진다. 여러 종양에서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tyrosine kinase(C- erb B- 1)gene의 과발현,3 4 amino- terminal regulatory

domain의 손실에 의한 c- Raf- 1의 활성,3 5 그리고 ras유전자의 point

mutation에 의한 Ras단백질의 지속적 활성,36 - 3 8등이 관찰되었고, 특히 ras유

전자의 돌연변이는 사람의 종양에서 가장 흔한 암유전자의 이상이다.3 9 또한

ERK경로중에서 Raf- 1, MEK등도 oncogenic potential이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1 성장인자 수용체의 과발현, Ras단백질의 지속적 활성, 그리고

ERK경로의 각 단계의 활성증가는 결국 최종단계인 ERK활성을 초래할 것

이라고 생각되며 이것이 종양발생, 증식 그리고 분화에 어떤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면역조직화학염색을 이용한 p- ERK발현은 다른 연구방법들17 - 19 ,26과는 달

리 구조적인 활성(constitutive activation )만을 확인할 수 있고, 세포수준에

서 ERK활성을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어느 정도의 ERK활성이 있어야

p- ERK발현을 나타내는지 알 수 없는 한계가 있다. Salh 등26과 Yano 등27

이 ERK활성이 있는 세포를 확인하기 위해 p- ERK 면역조직화학염색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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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 연구에 의하면 유방암의 종양세포의 핵과 발암물질인 urethane으로 처

리한 폐포세포의 핵에서 p- ERK발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ERK활성의 빈도가 높은 종양이라고 알려진 유방암
19
과 신세포암

17
에서 종양

세포에 높은 빈도(80%)로 p- ERK발현이 관찰되었고 발현 양상도 비교적 종

양세포에 특이적으로 발현하였다. 이러한 결과에서 면역조직화학염색의

p- ERK발현은 ERK활성을 확인할 수 있는 비교적 좋은 실험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p- ERK은 비소세포성 폐암 종양세포의 핵과 세포질에 모두

발현하였고 핵에 비하여 세포질은 약하게 발현하였다. 이러한 염색결과는

p- ERK의 비특이적인 확산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세포질에 존재하는 ERK

이 MEK (ERK kinase)에 의해 인산화되어 핵내로 이동하므로9 핵과 세포질

에 모두 염색되었고 핵에 더 진하게 염색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종양주위의 폐포세포, 세기관지 혈관과 그보다 큰 혈관의 평활근세포, 기질

세포 그리고 내피세포에서도 부분적으로 발현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발암물

질인 urethane을 처리한 mice의 폐포세포에서 면역조직화학염색으로

p- ERK발현을 관찰한 보고,2 6 고혈압, 동맥경화 등을 보이는 혈관의 평활근

세포에서 ERK활성을 관찰한 보고,4 0 ,4 1 섬유아세포(fibroblast )의 증식에

ERK경로의 활성을 관찰한 보고,42 - 44 그리고 외부자극에 의해 내피세포의

ERK경로의 활성을 관찰한 보고45등과 부합하는 결과라고 생각하였다. 그리

고 종양세포와 폐포세포를 제외한 평활근세포, 기질세포 그리고 내피세포에

서 p- ERK발현을 보인 염색결과는 외부자극에 의한 세포의 증식에 관여하

는 ERK경로의 생리적인 현상이라고 생각된다.1

Hoshino 등의 연구에 의하면 34개의 폐종양 세포주의 ERK활성을 측정한

결과, 11세포주(32%)에서만 정상조직에 비하여 1.5배 이상의 ERK활성을 보

였고, 13세포주(38%)에서는 정상조직의 1∼1.5배의 ERK활성을 보였다.19 본

연구에서 p- ERK은 160예중 53예(33%)의 종양조직내의 종양세포의 핵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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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반응을 보였다. Hoshino 등의 연구는 ERK의 효소활성을 측정한 것이

고 본 연구는 면역조직화학염색을 이용한 발현을 확인한 결과이어서 단순비

교하기에는 곤란하나, 결론적으로 일부 비소세포성 폐암(약 1/ 3가량)에서

ERK활성이 존재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ERK활성과 암과의 일관성 있는 상호관계는 아직 확실하게 알려지지 않

은 상태이다. Hoshino 등이 췌장, 대장, 폐, 난소, 신장에서 유래한 종양세포

의 ERK활성은 높은 빈도에서 관찰되었으나 뇌, 식도, 위, 간, 혈액에서 유

래한 종양세포의 ERK활성은 낮은 빈도에서 관찰됨을 보고하였고,19
박 등

(1999)은 대장암에서는 ERK의 활성도가 정상조직보다 낮게 나타남을 밝혔

다.4 6 이는 MAPK의 활성도 증가가 모든 종류의 종양에서 일어나는 일반적

인 현상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Woods 등과 Sewing

등의 세포주를 이용한 실험결과와도 일치되었는데 이들은 ERK경로의 활성

화가 생리적 조건의 변화 혹은 세포주에 따라서는 세포의 성장촉진이 아닌

저해를 유도할 수도 있다고 보고하였다.16 ,47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은 ERK경

로가 세포의 성장기능뿐만 아니라 세포의 성장저해라는 상반되는 기능들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48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 1/ 3가량의 비

소세포성 폐암에서 ERK활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ERK활성은 비소세포

성 폐암의 발생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p- ERK발현은 비소세포성 폐암 주위 폐포세포의 51예(31.9%)에서 관찰되

었고 종양과 동시에 발현한 경우는 31예(19.4%)였다. 그리고 비소세포성 폐

암의 종양세포에서 p- ERK발현이 보일 때, 주위의 정상 폐포세포에 p- ERK

발현을 보이는 경우가 통계학적으로도 유의한 점은 주목할 결과라고 생각한

다.

비소세포성 폐암은 기도 상피 세포(airway epithelial cells )에 발생하는 유

전적 변화의 축적에 의한 표현형(phenotype)의 결과이다. 이러한 유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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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는 암유전자(dominant oncogene)의 활성, 혹은 암억제유전자(recessive

oncogene, tumor suppressor oncogene)의 불활성화 등이다. 비소세포성 폐

암의 대표적인 암억제유전자는 p53, RB, p16등이고, 암유전자는 ras, myc등

이며 암억제유전자이상의 빈도가 암유전자에 비해 높다고 알려져 있다.2 2
비

소세포성 폐암이 형태학적으로 분명해지기 전에 일련의 조직학적 변화를 기

관지 상피에서 관찰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전암 변화(preneoplastic changes )

라고 하며, hyperplasia→squamous metaplasia→mild, moderate, severe

dysplasia→carcinoma in situ→invasive carcinoma→metastatic carcinoma의

단계를 거친다.49 ,50
이러한 전암 변화를 보이는 세포의 유전적인 변화를 고

찰한 연구에 의하면 제일 먼저 3p allele 소실이 일어나며, 9p21 allele 소실,

17p allele 소실(그리고 p53 돌연변이), 그리고 ras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일어

난다.5 1 - 5 5 발암물질(예: 담배 등)에 계속 노출되었을 때, 비소세포성 폐암에

서 이러한 유전적 변화는 종양뿐 아니라 종양주위의 호흡기 상피 전반에 관

찰되는데 이것을 field cancerization 이라고 한다. 또한 전암 병변과 종양이

형태학적 소견의 차이를 보여도 이러한 유전적인 변화가 동일한 현상을

allele- specific loss 또는 allele- specific mutation 이라고 하며 기전은 잘

모르지만 폐 주변 세포들의 clone이 이동하거나 imprinting , 또는 전체 조직

에 영향을 주는 다른 embryonic change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

다. 전암 병변에서 이와 같은 allele 특이변화를 찾는 것은 조기진단에 이용

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다.22

만성 흡연자 54명을 대상으로 기관지 조직검사로 얻은 squamous

metaplasia 및 dysplasia 병변에 대한 3p14, 9p21, 17p13 염색체 부위의

microsatellite analysis 연구 결과, 각각 75%, 57%, 18%의 DNA결손(Loss

of heterozygosity )을 확인하여 조직학적으로 정상 혹은 미미한 변화를 보이

는 만성흡연자의 기관지 상피에서도 초기 단계의 유전적 변화가 있다는 것

이 밝혀졌다.5 6 또한 분자생물학적 정보를 이용한 폐암의 조기 진단노력의

일환으로 폐암발생 고위험군에서 유전자 변화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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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그 중 제일 잘 알려진 것이 ras유전자이다. 비소세포성 폐암의 15- 20%

에서 ras gene family (K- ras, H - ras, 그리고 N- ras )의 codon 12, 13, 또는

61의 point mutation이 관찰되는데,57
특히 선세포암(adenocarcinoma)의 경

우, 50%가량에서 K- ras유전자의 codon 12에서 point mutation이 발견된

다.5 8
흥미로운 것은 폐암의 증거가 없는 흡연자에서 얻은 기관지 조직 검체

상에서도 K- ras 돌연변이가 관찰된다는 것이다.59
또한 임상적으로 폐암으

로 진단되기 1년전까지 객담 검체에서도 K- ras유전자 돌연변이가 관찰되기

도 한다.60 Yano 등은 발암물질인 urethane으로 종양을 유발한 쥐의 폐에

대한 연구에서, hyperplasia전의 초기 단계의 폐포세포에서도 K - ras유전자

돌연변이와 ERK활성이 존재함을 밝혀 폐종양 형성의 과정 초기에 ERK활

성이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을 시사하였다.2 6 본 연구에서 비소세포성 폐

암 주위의 형태학적으로 정상으로 관찰되는 폐포세포에 p- ERK이 발현하였

고, 또한 종양세포에서 p- ERK발현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주위 정상 폐포세포의 p- ERK발현율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이러

한 사실은 비소세포성 폐암의 field cancerization 과 allele- specific loss

또는 allele- specific mutation 을 고려해보면 종양 주위의 정상 폐포세포의

p- ERK발현은 ERK활성이 비소세포성 폐암 형성 초기단계에 관여할 것이라

는 사실을 시사하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ERK경로에서 ERK 자체는 oncogenic potential을 갖지 않으며 ERK의 위

쪽 단계인 ras, Raf 그리고 ras의 위쪽단계인 GRB2, mSOS등의 이상이 종

양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보고가 있다.1 ,19 ERK활성을 보인 많은

종양세포주에서 ras유전자의 point mutation이 많이 발견된 것을 보면, ERK

활성은 ras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한 Ras단백질의 활성증가 때문인 것 같다.19

그러나 ras유전자 돌연변이가 확인된 종양세포주에서 ERK활성이 관찰되지

않은 경우가 있고, ERK활성을 보인 신세포암에서 ras유전자 돌연변이가 없

었던 점은 많은 종양세포에서 ras - indepenent ERK activation이 존재할 가

능성도 시사한다.19 그러나 Yano 등의 보고에 의하면 Ras단백질의 전단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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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F receptor에 대한 길항물질인 genistein이 ERK활성을 저해하지 못함을

밝혀, ras유전자 돌연변이가 ERK활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하였고

폐종양에 있어서는 부분적으로나마 ras dependent ERK활성이 존재할 것이

라고 하였다.26
이 부분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비소세포성 폐암과 전암 단계

에 대한 K - ras유전자 돌연변이, ERK활성 측정, 그리고 MAPK antisense효

과
6 1

등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며 이러한 연구는 비소세포성 폐

암의 조기진단과 치료에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Oka 등은 신세포암을 대상으로 ERK활성을 측정한 연구에서 신세포암의

핵등급이 높을수록, 그리고 병리학적 병기가 높을수록 ERK활성이 증가함을

밝혔다.17 그러나 본 연구에서 비소세포성 폐암의 병기, 조직학적 유형, 또는

분화도별 p- ERK발현의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른 연구자

들은 ERK활성이 cell motility , migration 그리고 urokinase proteolytic

activity와도 관련이 있어,6 2 ,6 3 종양의 전이와도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6 4

그러나 본 연구에서 비소세포성 폐암의 전이(주변림프절, 종격동림프절, 원

격장기전이)여부와 p- ERK발현간에는 통계학적으로 연관성이 없었다. 결국

면역조직화학염색을 이용한 p- ERK발현은 비소세포성 폐암의 증식, 분화,

그리고 전이를 예측하는 예후인자로서 유용성은 없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결과에서 ERK활성은 비소세포성 폐암의 증식, 분화,

전이보다는 초기 발생단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추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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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비소세포성 폐암을 대상으로 p- ERK에 대한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시행하여 p- ERK의 발현빈도, 발현양상, 예후인자로서의 유용성을

평가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비소세포성 폐암의 160예중 53예(33%: 편평상피암 23예, 선세포암 30예)

에서 종양세포의 핵에 p- ERK발현을 보였다.

2. 비소세포성 폐암에서 p- ERK발현과 병기, 조직학적 유형, 전이와의 관련

성이 없어, p- ERK은 비소세포성 폐암의 예후인자로서 유용성이 없었다.

3. 비소세포성 폐암주위의 폐포세포는 p- ERK발현이 없는 비소세포성 폐암

에 비하여 p- ERK발현이 있는 비소세포성 폐암주위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

한 p- ERK발현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사실은 ERK활성이 비소세포성 폐암

의 초기 발생단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시사한다.

4. 비소세포성 폐암에서 p- ERK은 종양세포뿐만 아니라 종양주위 폐포세포,

내피세포, 기질세포, 그리고 혈관의 평활근세포에서도 발현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외부자극에 의한 세포 증식에 관여하는 ERK경로의 생리적인 현상

이라고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에서 지속적인 ERK활성은 비소세포성 폐암의 증식, 분화, 전

이보다는 초기 발생단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추론되며, 앞으로 비소

세포성 폐암의 전암 단계에 대한 더욱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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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 x p re s s io n of e xtra c e llu la r s ig na l- re g u la te d kina s e (ERK)

in no n- s ma ll c e ll lung c a nc e r

S e Ho o n Kim

B rain K orea 21 P roj ect f or M edical S ciences

The Graduate S chool, Y ons ei Univers ity

(Directed by Professor Sang - Ho Cho·Young Nyun Park )

Several studies have documented that extracellular signal- regulated

kinase (ERK ) pathway is activated by growth factor s, evoking cellular

proliferation, differentiation . Although it w as suggested that constitutive

ERK activation plays a pivotal role in the intracellular signal

transduction related to oncogenesis , a consistent relationship between

constitutive ERK activation and oncogenesis has as yet not been clearly

demonstrated.

Non - small cell lung cancer (NSCLC) has a high recurrence rates and

poor prognosis . T hus the study of prognostic factors that determine it s

biological behavior is very important in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NSCLC. But there are few studies about constit iutive ERK activation

of NSCLC.

In the present study , w e evaluated the expression patter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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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ression frequencies of p- ERK in 160 cases of NSCLC. We studies

whether p- ERK is a useful prognostic factor in NSCLC by comparing

the expression of p- ERK to tumor stage, histologic type and presence of

metastasis .

Fifty three out of 160 cases (33%) of NSCLC show ed expression of

p- ERK. p- ERK expression w as observed not only in tumor cells but

also in the endothelial cells , smooth muscle cells of blood vessels and

the stromal cells in cases of NSCLC. T here w as no statistical correlation

between the expression of p- ERK in the NSCLC neoplastic cells and the

corresponding tumor stage, histologic type and presence of metastasis .

Based on these result s , we suggest that the immunohistochemical stain

of p- ERK is a useful method in confirming the presence of constitutive

ERK activation , but is not useful in predicting the prognosis of NSCLC.

In regard to the theory of field cancerization and the phenomenon of

allele- specific loss or allele- specific mutations ,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p- ERK expression in alveolar pneumocytes around NSCLC

suggest s that the constitutive ERK activation is involved the early stage

of NSCLC carcinogenesis rather than in the proliferation , differentiation

or metastasis of NSCLC.

Key Words : extracellular signal- regulated kinase, immunohistochemistry ,

non- small cell lung cancer , alveolar pneumocyte, precancerous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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