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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unohistochemical Expression of CD117, CD34, Vimentin
and -Smooth Muscle Actin in Gastrointestinal Stromal Tum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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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Medicine, Masan, Korea

Background : The interstitial cell of Cajal (ICC), the cell of origin for gastrointestinal stromal
tumor (GIST), expresses CD117 (c-kit) which is a receptor for KIT ligand in cell membranes.
It is immunohistochemically positive for CD117, CD34 and vimentin, but not for -smooth
muscle actin (SMA). Methods : We performed the immunohistochmical study with anti-CD117,
anti-CD34, anti-VMT and anti- -SMA in paraffin-embedded tissue of 28 GISTs and 19 smooth
muscle tumors arising in the gastrointestinal tract, mesentery, omentum and retroperitoneum
(GISMT) to determine the precise nature of GIST cells. Results : The positive rates of CD117,
CD34 and vimentin in extraGIST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in GISMTs. The positive rate
of -SMA in GIST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than in GISMTs. Conclusions : A subset of
GISTs may express -SMA as well as CD117 and the cell of their origin may be a ICC pre-
cursor cell which is capable of differentiating bidirectionally into ICC and smooth muscle cell.
This explains why GISTs may arise out of gut where ICC is not present and that they may
represent the tumors arising from ICC precursor cell present around the gastrointestinal 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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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관기질종양의 CD117, CD34, Vimentin, -Smooth Muscle Actin에 한

면역조직화학적 발현

위장관기질종양(Gastrointestinal stromal tumor, GIST)은

위장관에서 원발한 비상피성 종양으로 그 정확한 기원에 해

논란이 많았다. 1990년 중반 Miettinen 등1과 van de Rijn

등2은 위장관기질종양에서 CD34가 발현됨을 보고하 고, Kind-

blom 등3과 Sarlomo-Rikata 등4은 tyrosine kinase의 기능을

가지는 경세포막 수용체의 하나인 CD117 (c-kit)이 발현됨을

보고하 다. CD34와 CD117은 위장관의 연동 운동을 조절하는

길잡이 기능을 하는 interstitial cell of Cajal (ICC)에서 많이

발현되는 것으로 밝혀져,3-8 Hirota 등9은 위장관기질종양이 ICC

로 분화되는 위장관의 기질성 줄기 세포에서 기원한 것으로 생

각하 다. 그리고 CD34와 CD117에 한 면역조직화학염색이

위장관기질종양에 특이적으로 양성을 보인다는 보고3-8는, 이 두

단백에 한 면역조직화학염색이 위장관기질종양의 진단의 수단

으로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Wu 등10은 동물 실험을 통해 ICC 전구 세포는 발달 단계에

서 ICC와 평활근 세포로 이분화함을 밝혔으며, 위장관기질종양

중 -smmoth muscle actin (SMA)를 발현하는 증례가 많은

이유는 이 예들이 ICC 단계보다는 ICC 전구 세포 단계에서 기

원하기 때문으로 생각하 다.

이에 본 저자들은 위장관 및 위장관 주위부에서 원발한 비상

피성 종양과 자궁 및 기타 장기에서 발생한 평활근 종양에 CD117,

CD34, vimentin, -SMA에 한 면역조직화학염색을 실시한

후 비교하여, 각각의 염색이 위장관기질종양과 평활근 종양의

감별에 유용한지와 위장관기질종양 중에서 평활근 분화를 보이

는 예를 유의한 수준으로 감별해낼 수 있는지를 살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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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궁 평활근종 10예와 위장관 및 복강 이외의 연부 조직 및

타장기에서 생긴 원발성 혹은 전이성 평활근 종양 10예의 두 군

으로 하 다.

방법

임상병리조직학적 검색

상군 47예의 환자의 임상병력과 병리보고서를 검토하여 연

령, 성별, 종양의 해부학적 위치, 크기, 출혈과 괴사 유무 및 주

위 조직으로의 침윤 유무를 살폈다.

병리조직학적 관찰을 위해 조직을 10% 중성 포르말린에 고

정한 후 파라핀에 포매하여 4 m 두께로 박절하여 유리 슬라

이드에 놓고 탈파라핀과 함수 과정을 거친 후 조직 절편을 증류

수로 수세하 다. 그 다음 HE 염색하여 만든 슬라이드를 검토

하여 세포 도, 세포의 배열 양상, 세포형, 다형성 정도, 50 고

배율 시야 내의 유사분열 수, 출혈이나 괴사 유무 등을 살펴보

았다.

상군을 Suster11가 제시한 조직학적 차이를 근거로 평활근

종양과 GIST로 분류하 다. 즉, 세포 도가 낮고 세포배열이

뭉치모양이고 세포질이 풍부하고 호산성이면서 핵이 긴 방추형

이면 평활근 종양으로 분류하 고, 세포 도가 높고 세포배열이

불규칙하고 다양하며 세포질이 적고 덜 호산성이면서 핵이 짧은

방추형 혹은 난원형이면 위장관기질종양으로 분류하 다. 그리

고 평활근 종양과 GIST은 Amin 등12의 분류법에 따라 50 고배

율 시야 내의 유사분열 수가 5개 미만이면서 종양의 크기가 5

cm 이하면 양성, 50 고배율 시야 내의 유사분열 수가 5개 미만

이면서 종양의 크기가 5 cm 초과면 경계성 악성, 50 고배율 시

야 내의 유사분열 수가 5개 이상이면 종양의 크기와 무관하게

악성으로 분류하 다. 위장관기질종양은 구성하는 주된 세포의

형에 따라 방추세포형과 상피양세포형으로 분류하 다.

조군 20예의 환자의 연령, 성별, 종양의 해부학적 위치, 크

기도 살펴보았고, 이미 HE 염색된 슬라이드를 다시 검토하여

평활근 종양의 증례임을 확인하 다.

면역조직화학적 검색

10% 중성 포르말린에 고정한 후 파라핀에 포매한 조직을 4

m 두께로 박절하여 유리 슬라이드에 놓았다. 탈파라핀과 함수

과정을 거친 후 조직 절편을 증류수로 수세하 다. 조직 절편을

10 mM sodium citrate 완충액(pH 6.0)에 넣고, 95℃에서 5

분간 가열한 후 신선 완충액으로 보충하여 95℃에서 5분간 더

가열하 다. 20분간 실온에서 서서히 식힌 후 2분 동안 매 3회

증류수에 세척하 다. 내인성 과산화효소의 활성을 억제하기 위

해 1% 과산화수소에 5분간 배양 후 매 5분씩 인산염 완충액으

로 2회 세척하 다.

사용한 일차 항체는 rabbit anti-Kit (polyclonal, 1;100, Santa

Cruz Biotechnology Inc., Santa Cruz, CA, U.S.A.), mouse

anti-CD34 (monoclonal, clone QBEND10, 1:10, Immunotech,

ON, Canada), mouse anti-vimentin (monoclonal, Vim 3B4,

1:100, Dako, Glostrup, Denmark), mouse anti-alpha-smooth

muscle actin (monoclonal, 1:50, Dako, Glostrup, Denmark)

을 사용하 다. 일차항체와 그 이후의 과정은 Kit의 경우는 Im-

munoCruzTM staining system (Santacruz, CA, U.S.A.)에 따

랐고, 다른 면역조직화학염색은 LSAB kit2 (DAKO, Glostrup,

Denmark)를 사용하 다. Biotinylated 이차항체에 10분 동안

부치시킨 다음 인산염 완충액으로 10분간 수세하 다.

Amino-ethylcarbazole를 10분간 도포하여 발색한 후 수세하

다. 10% Mayer's hematoxylin으로 5분간 조염색 후 탈수

하고 봉입하 다.

면역조직화학염색한 슬라이드를 검토하여 Sircar 등5이 제시

한 기준에 따라 미만성으로 종양 세포가 원섬유 양상으로 반응

을 보이면 양성으로, 전체 세포의 5% 미만이 양성을 보이면 음

성으로 판독하 다.

통계학적 분석

위장관기질종양을 위장관기질종양 군과 위장관외기질종양 군

으로 분류하 고, 상군의 평활근 종양의 예도 위장관에서 원

발한 군과 위장관 주위에서 원발한 군으로 분류하 다. 따라서

이 네 군과 조군 두 군을 포함한 총 여섯 군을 비교 상으로

통계학적 검증은 chi-square test로 실시하여 p값이 0.05 미만

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 다. 

결 과

위장관기질종양 군

총 21예로 남자는 8예, 여자는 13예 고, 평균 연령은 60.5세

다. 부위별로는 위장이 14예, 십이지장이 1예, 공장이 4예, 정

확한 부위를 모르는 소장이 1예 및 직장이 1예 다. 종양의 평

균 장경은 5.45 cm 고 가장 크기가 큰 종양은 소장에 발생한

것으로 18 cm 다. 출혈은 8예에서 보 고 괴사는 그 중 5예에

서 보 다. 출혈없이 괴사만을 보인 예는 없었다. 조직학적으로

20예는 방추세포형이었고 공장에서 생긴 1예만이 상피양세포형

이었다. 임상적 및 조직학적 소견에 따르면 11예가 양성, 4예가

경계성 악성, 6예가 악성이었다. 상피양세포형인 1예는 악성이

었다(Table 1). 면역조직화학염색 결과 21예 중 CD117에 17예

(Fig. 1), CD34에 18예, vimentin에 18예, -SMA에 13예가

각각 양성이었다(Table 3).

위장관외기질종양 군

총 7예로 남자는 4예, 여자는 3예 고 평균 연령은 53.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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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 Sex Location Size (cm)
Mitotic count

( /50HPF)
Cell type Behavior

55 F stomach 4.5 0.8 spindle benign
60 F stomach 4 1.0 spindle benign
62 F stomach 0.6 0 spindle benign
50 M stomach 3 0.3 spindle benign
67 F stomach 1 0 spindle benign
61 F stomach 4.5 2 spindle benign
69 F stomach 3.5 0.5 spindle benign
67 M stomach 0.5 0 spindle benign
65 M stomach 0.9 0 spindle benign
72 F stomach 4 1 spindle benign

Gastrointestinal stromal 83 F stomach 10 3.6 spindle borderline 
tumors (n= 21) 67 F stomach 9 4.0 spindle borderline

42 M stomach 6 10.5 spindle malignant
45 M stomach 6 6.7 spindle malignant
71 F duodenum 6.8 2.5 spindle borderline
66 F jejunum 5.5 4.0 spindle borderline
47 M jejunum 5 7.7 spindle malignant
67 F jejunum 5 45 epithelioid malignant
51 M jejunum 8 37 spindle malignant
60 F small bowel 18 40 spindle malignant
43 M rectum 2.7 0.5 spindle benign

51 M mesentery 5 3 spindle benign
46 M mesentery 10 3 spindle borderline

Extragastrointestinal 52 F mesentery 12 7.4 spindle malignant
stromal tumors (n=7) 56 M mesentery 15 10.6 spindle malignant

46 F mesentery 7.5 8 epithelioid malignant
66 M RP 3.5 6.4 spindle malignant
56 F omentum 5.8 7 spindle malignant

Table 1. Clinical and histologic features of gastrointestinal stromal tumors 

F: female, M: male, HPF: high-power field, RP: retroperitoneum.

Age Sex Location Size (cm)
Mitotic count

( /50HPF)
Behavior

42 F stomach 2 0 Benign
65 F stomach 3 0 Benign
65 M stomach 2 0 Benign
39 F stomach 3 0 Benign
48 M stomach 4 0.2 Benign

Gastrointestinal stromal 56 F stomach 5.6 0.5 Borderline
muscle tumors (n= 21) 57 F esophagus 0.5 0 Benign

52 M jejunum 4 1 Benign
9 M ileum 4 0.6 Benign
66 F Small bowel 2.8 0.4 Benign
44 M TC 1.3 0 Benign
56 F left colon 6.5 2 Borderline

31 F RP 3.5 0 Benign
49 F RP 8 0.7 Borderline

Extragastro-intestinal 54 F RP 26 1.3 Borderline
stromal muscle 48 F omentum 8 3.5 Borderline
tumors (n=7) 49 F omentum 13 3.5 Borderline

46 M mesentery 4.5 2 Benign
32 F pelvic cavity 5 0.5 Benign

Table 2. Clinical and histologic features of gastrointestinal smooth muscle tumors

F: female, M: male, HPF: high-power field, TC: transverse colon, RP: retroperitoneum. 



위장관기질종양의 면역조직화학적 발현  509

다. 부위별로는 장간막이 5예, 후복막이 1예, 망이 1예 다. 종

양의 평균 장경은 8.4 cm 다. 장간막에 발생한 경계성 악성 1

예를 제외하고는 모든 예에서 출혈과 괴사를 보 다. 조직학적

으로 6예가 방추세포형이었고 1예가 상피양세포형이었다. 임상

적 및 조직학적 소견에 따르면 2예가 경계성 악성이었고 5예가

악성이었다(Table 1). 면역조직화학염색 결과 CD117에 6예(Fig.

2), CD34에 3예(Fig. 3), vimentin에 5예, -SMA에 6예(Fig.

4)가 각각 양성이었다(Table 3).

위장관에서 원발한 평활근 종양 군

총 12예로 남자가 5예, 여자가 7예 고 평균 연령은 49.9세

다. 부위별로는 위장이 6예, 식도가 1예, 공장이 1예, 회장이 1

예, 결장이 2예, 정확한 부위를 모르는 소장이 1예 다. 종양의

평균 장경은 2.97 cm 다. 결장에서 발생한 경계성 악성 1예를

제외하고는 모든 예에서 출혈이나 괴사는 없었다. 임상적 및 조

직학적 소견에 따르면 10예가 양성이었고 2예가 경계성 악성이

었으며 악성 예는 없었다(Table 2). 면역조직화학염색 결과

CD117에 0예, CD34에 1예, vimentin에 3예, -SMA에 12예

가 각각 양성이었다(Table 3).

위장관 주위에서 원발한 평활근 종양 군

총 7예로 남자가 1예, 여자가 6예 고 평균 연령은 42.3세

다. 부위별로는 후복막이 3예, 망이 2예, 장간막이 1예, 골반강

이 1예 다. 종양의 평균 장경은 9.7 cm 다. 모든 예에서 출혈

이나 괴사는 없었다. 임상적 및 조직학적 소견에 따르면 3예가

양성이었고 4예가 경계성 악성이었으며 악성 예는 없었다

Fig. 1. Immunohistochemical stain for CD117 in a gastrointestinal
stromal tumor arising in small intestine. The tumor cells show str-
ong cytoplasmic positivity.

Fig. 2. Immunohistochemical stain for CD117 in a gastrointestinal
stromal tumor arising in mesentery. The tumor cells show strong
cytoplasmic positivity.

CD117 (%) CD34 (%) Vimentin (%) -SMA (%)

GIST (n=28) 23/28 (82) 21/28 (75) 23/28 (82) 19/28 (68)
GIST (n=21) 17/21 (81) 18/21 (86) 18/21 (86) 13/21 (62)
ExtraGIST (n=7) 6/7 (86) 3/7 (43) 5/7 (71) 6/7 (86)

GISMT (n=19) 0/19 (0) 1/19 (5) 6/19 (32) 19/19 (100)
GISMT (n=12) 0/12 (0) 1/12 (8.3) 3/12 (25) 12/12 (100)
ExtraGISMT (n=7) 0/7 (0) 0/7 (0) 3/7 (43) 7/7 (100)

Uterine leiomyoma (n=10) 0/10 (0) 0/10 (0) 5/10 (50) 10/10 (100)
Soft tissue or other organs leiomyoma (n=10)

1/10 (10) 3/10 (30) 6/10 (60) 10/10 (100)

Table 3. Positive rates of expressions of CD117, CD34, Vimentin and -smooth muscle actin (SMA) in gastrointestinal stromal tumors
(GIST), gastrointestinal smooth muscle tumors (GISMT), and uterine and soft tissue leiomyo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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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면역조직화학염색 결과 CD117에 0예, CD34에 0예,

vimentin에 3예, -SMA에 7예가 각각 양성이었다(Table 3).

자궁 평활근종 군

총 10예로 평균 장경은 4.3 cm 고 모든 예가 양성이었다.

면역조직화학염색 결과 CD117에 0예, CD34에 0예, vimentin에

5예, -SMA에 10예가 각각 양성이었다(Table 3).

기타 장기와 연부 조직에서 원발한 평활근 종양 군

총 10예로 남자가 4예, 여자가 6예 고 평균 연령은 39세 다.

음낭, 요도, 정삭, 신장, 방광, 부고환, 폐, 하악골에서 각각 1예

씩 원발하 으며, 폐와 간에서 발생한 2예는 각각 자궁 및 소장

에서 원발한 종양이 전이된 것이었다. 종양의 평균 장경은 3.65

cm 다. 전이성 종양 2예는 악성이었고 나머지는 양성이었다.

면역조직화학염색 결과 CD117에 1예, CD34에 3예, vimentin에

6예, -SMA에 10예가 각각 양성을 보 다(Table 3).

통계 분석(Table 3)

실시한 면역조직화학염색의 양성률을 비교한 결과 위장관기

질종양 군과 위장관 평활근 종양 군에서 네 가지 항체 모두가

유의한 차이를 보 다. 그리고 위장관기질종양 군과 자궁 및 기

타 장기의 평활근 종양 군 사이에서는 vimentin을 제외한 세 가

지 항체가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위장관외기질종양 군과 평활

근 종양 군 사이에서는 CD117만이 유의한 차이를 보 을 뿐 나

머지 세 가지 항체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위장관내기질

종양 군과 자궁 및 기타 평활근 종양 군 사이에서는 vimentin을

제외한 나머지 항체는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 고, 위장관내기

질종양 군과 위장관에서 원발한 평활근 종양 군 사이에서는 모

든 항체가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위장관내기질종양 군과 위장

관외기질종양 군 사이에서는 어떤 항체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고 찰

위장관에서 발생하는 비상피성 종양은 조직학적 소견에 따라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5% 미만을 차지하며 체성 연

부 조직에서 기원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평활근종 혹은 신경

집종과, 둘째는 95% 이상을 차지하는 광학 현미경상 평활근종

혹은 신경집종에 가까운 소견을 보이지만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

지 않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후자는 세포 도가 높고 세포

배열도 고형상, 연축상, 소용돌이 모양, 미만성 등 다양한 양상

을 보이며 개개의 세포도 세포질이 적고 덜 호산성인 등 조직학

적 소견이 다소 다르면서 임상적으로 예후가 나빠 1983년 Ma-

zur와 Clark은 이 종양을 위장관기질종양이라 명명하 다.13 면

역조직화학염색에서 위장관기질종양은 -SMA과 S-100 단백

등에 체적으로 음성이고,14,15 전자현미경학 검사에서도 명확한

평활근세포나 신경집세포의 분화 소견을 보이지 않아,16,17 그 기

원에 해 논란이 많았다. 1990년 중반에 들어서면서 위장관

Fig. 3. Immunohistochemical stain for CD34 in a gastrointestinal
stromal tumor arising in mesentery. The tumor cells show strong
cytoplasmic positivity.

Fig. 4. Immunohistochemical stain for -smooth muscle actin in a
gastrointestinal stromal tumor arising in omentum. The tumor
cells show strong cytoplasmic positivity.



기질종양의 구성 세포가 CD34와 CD117을 발현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세포 기원에 한 접근이 이루어졌다.

CD34는 조혈 줄기 세포 항원의 하나이며 115kDa의 세포 표

면 당단백으로 골수계 선조 세포뿐만 아니라 혈관 내피세포, 골

수의 간질 선조 세포 및 진피의 섬유아세포 등에 발현되는 것이

알려졌고,6 이 후 ICC와 위장관기질종양에도 발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1,2 문헌에서는 위장관기질종양의 70-80%가 CD34에

해 양성을 보 고,1-5,18 본 연구에서도 75%의 양성률을 보여

성적이 일치하 다. 그러나 본 연구의 위장관외기질종양 군에서

는 7예 중 3예만이 양성을 보여 21예에서 실시한 Miettinen 등19

의 57%의 양성률보다 낮았으며, 평활근 종양 군과 비교하여도

CD34의 양성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것은 위장관

외기질종양 군의 증례 수가 적었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좀 더 많

은 예의 위징관외기질종양에 한 CD34의 면역조직화학염색을

통한 비교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CD117은 염색체 14번의 단완에 위치하는 원발암유전자인 c-

kit 유전자의 산물로, 줄기세포인자(stem cell factor)라고도 불

리는 KIT 리간드에 한 경세포막 수용체이면서 tyrosine

kinase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조혈모세포, 비만세포, 배

세포, 멜라닌세포, 상피세포와 위장관의 ICC 등에 발현되는 것

으로 알려졌다.7,20,21 ICC는 위장관의 근장신경총과 평활근 세포

사이에 위치하며 위장관의 연동 운동을 조절하는 길잡이로서의

기능을 하며, 면역조직화학염색에서 위장관기질종양과 동일하게

CD117, CD34, vimentin에 특이적으로 양성을 보여 위장관기질

종양의 기원 세포인 것으로 밝혀졌다.3-8 본 연구에서도 위장관

기질종양 군에 실시한 CD117에 한 면역조직화학염색의 양성

률은 82%로, 문헌에 보고된 75-100%의 양성률3,6,19,22과 일치하

다. 그리고 평활근 종양 군에서 1예를 제외한 모든 예에서 음

성의 결과를 보여, CD117에 한 면역조직화학염색이 위장관기

질종양과 평활근 종양을 감별하는 우수한 표지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장관외기질종양군의 CD117에 한 양성률은 평활근

종양 군과의 비교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

ICC는 근장 신경 세포의 말단과 시냅스 결합을 하고 있으나

발생학적으로 신경릉 기원의 세포가 아니라 비뉴우론성 간질 세

포 기원이며, 분화 과정은 장관 신경계에 의존하지 않는다. ICC

의 전구 세포는 배아기 17일쯤 뉴우론성 세포와 비뉴우론성 세

포가 공히 분비하는 KIT 리간드와 결합함으로써 길잡이 기능을

가진 ICC로 분화되지만, 일부의 KIT 리간드에 접촉하지 못한

전구 세포는 c-kit를 발현하지 않는 평활근 세포로 분화된

다.10,20,21,23 위장관기질종양이 위장관의 근육층에서 뿐만 아니라

위장관 밖의 장간막, 망, 후복막 등에도 생기는 이유도, 발생 단

계에서 ICC 전구 세포의 일부가 위장관 근육층으로 이주하지

않고 위장관 주위에 남아 여기에서 종양이 생기면 KIT 리간드

의 신호 전달을 지속적으로 받지 못해 평활근 분화를 보이는 위

장관기질종양이 생기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23 본 연구에서도

면역조직화학염색을 통해 이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장관기질

종양 28예 중 19예가 -SMA에 양성이었고, 특히 위장관외기

질종양 7예 중 6예가 -SMA에 양성이었다. 위장관외기질종양

군의 -SMA에 한 양성률은 위장관외기질종양 군과 자궁 및

기타 장기의 평활근 종양 군의 양성률과 비교하여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위장관외기질종양이 유의할 정도의

평활근 분화를 보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위장관기질종양

군도 -SMA에 해 21예 중 13예가 양성을 보여 62%의 높

은 양성률을 보 다. 그러나 이것은 위장관기질종양 군은 자궁

및 기타 장기의 평활근 종양 군의 양성률과 비교하 을 때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낮았으며 CD117 및 CD34와 함께 -SMA에

한 면역조직화학염색을 시행하면 평활근 종양과의 감별에 도

움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위장관기질종양 군과 위장관

외기질종양 군의 비교에서도 CD117, CD34 및 vimentin의 양

성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SMA만이

통계적으로 경계성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즉 위장관 주위

에서도 CD117과 CD34 및 vimentin을 유의한 수준으로 발현하

는 위장관기질종양이 생길 수 있으며, 이 종양은 동시에 평활근

분화도 유의한 수준으로 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었다.

Vimentin도 위장관기질종양에서 많이 발현되는 것으로 알려

져 있으나 양성률은 40-90%까지 문헌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5,6,15,22 본 연구에서는 82%의 높은 양성률을 보 으나 평활

근 종양 군에서도 높은 양성률을 보여 vimentin이 GIST에 특

이적이지 않았다. 특히 위장관외기질종양 군과 위장관 주위에서

원발한 평활근 종양 군의 vimentin에 한 양성률의 비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해서는 위장

관외기질종양의 증례 수가 적어서 그 유의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더 많은 증례를 통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

각된다. 그러나 위장관기질종양군의 vimentin에 한 양성률은

86%이나 위장관 평활근 종양은 25%로 위장관기질종양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양성률을 보여, vimentin에 한 면역

조직화학염색이 위장관기질종양과 평활근 종양의 감별에 도움이

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저자들은 면역조직화학 염색법으로 위장관 및 그 주위

에서 발생하는 위장관기질종양과 위장관, 자궁 및 기타 장기의

평활근 종양과의 통계적 비교를 통해 위장관기질종양이 CD117,

CD34, vimentin을 유의하게 발현함을 알 수 있었고, 그 중 위

장관외기질종양은 -SMA도 유의하게 발현하여 이 종양의 많

은 예가 ICC 기원이라기 보다는 ICC 전구세포 기원의 종양임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위장관외기질종양의 증례 수가 적

어 CD34와 vimentin에 한 정확한 고찰이 어려웠다. 따라서,

좀 더 많은 증례의 위장관외기질종양에 한 면역조직화학염색

의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최근에 분자 생물학

적 기법으로 c-kit 유전자의 기능 획득(gain-of-function) 변이

로 CD117의 발현이 잘 되는 위장관기질종양 환자가 발현이 떨

어지는 환자에 비해 생존율이 낮다는 보고들이 있어,18,24 앞으로

CD117 및 CD34에 한 면역조직화학 염색이 위장관기질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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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원 뿐 아니라 예후 인자로 기여할 수 있는지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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