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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We investigated stomach cancers for ras abnormalities and expression of
ERK1 and ERK2 to determine their significance in the tumor development and/or progres-
sion and to evaluate their potential correlation with clinicopathologic parameters. Methods :
Seventy gastric adenocarcinomas were studied immunohistochemically in paraffin-embed-
ded tissue sections for the expression of ERK1 and ERK2 proteins. All tumors were further
analyzed with the use of a polymerase chain reaction technique and a direct sequence anal-
ysis procedure for the presence of the mutated ras gene. Results : ERK1 and/or ERK2 was
expressed in 65.7% (46/70) of the tumors; overexpression of ERK1 was observed in 38 (54.3%)
tumors, whereas ERK2 was detected in 29 (41.4%). Nine (12.8%) samples demonstrated
mutations in the ras gene: 4 in H-ras and 5 in K-ras. Seven of the 9 (77.8%) mutated tumors
were of the intestinal type. No association was established between the ras abnormalities and
the overexpression of ERK1 and/or ERK2. However, the correlation between ERK2 and pro-
gression (early vs. advanced)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5). Conclusions : These data
indicate that ras abnormalities are uncommon events in gastric adenocarcinomas. The majori-
ty of ras mutations, however, occurred in intestinal-type tumors, supporting the notion of dif-
ferent molecular mechanisms involved between the intestinal- and diffuse-type lesions. En-
hanced ERK2 activity may provide assistance in the determination of tumor penetration in
these tumors.

Key Words : Stomach Neoplasms-Genes, ras-MAP Kinase Signaling System 

유진 ∙강석진∙김병기∙강창석

 77

위암종에서 ras 유전자 돌연변이와 ERK1, ERK2 단백의 발현

ras 유전자는 인체 발암 과정 중 초기에 작용하는 강력한 종

양유전자 중 하나로서, 비슷한 구조를 가진 세 가지 유전자(H-

ras, K-ras, N-ras)로 나뉘어진다. 이들은 각각 서로 다른 암종

에 관여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모두 p21ras 단백을 부호화한다.1

정상적으로 p21ras 단백은 삼인산 구아노신 및 이인산 구아노신

과 결합 가능하며 GTPase 기능에 의해 비활성화되지만, ras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활동성 종양유전자로 바뀌어

p21ras 단백내의 GTPase 기능이 감소하게 되어 결국 세포 성장

을 촉진한다. ras 유전자의 돌연변이는 거의 부분 코돈 12,

13, 61에서 하나의 염기가 교체되어 일어나는데,2 이에 관한 연

구는 인체 여러 종류의 암종에서 활발히 진행되어 췌장암3,4과

장암5,6에서 특히 높은 빈도의 돌연변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그러나 위암종에서 ras 유전자 연구는 드물어 자료가

제한적인데다가 결과들도 아직 논란의 여지가 많다. 

한편 외부 자극에 의한 세포내 신호전달계에는 상호작용을 하

는 많은 단백들이 관여하며, 이러한 단백들의 비정상적인 활성

이나 발현은 종양과 접한 관련을 가진다. 우선 세포의 증식,

분화, 생존 등을 유발하는 성장인자가 세포막에 존재하는 수용

체 티로신 키나아제에 결합하면 active Ras-GTP가 생성되고

이어서 세포질내에서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

(MAPK) 신호전달계를 통해 연속적인 단백 키나아제의 활성

이 일어난다.7 MAPK 신호전달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

으로 생각되는 extracellular signal regulated kinase (ERK)가

활성화되면 핵내로 이동하여 유전자 발현을 증가시킴으로써 결

국 세포 성장을 초래한다. ERK 경로는 ras 돌연변이가 있는

암세포에서 지속적인 활성을 보임에 따라 ras 유전자의 주요 하

부 표적으로 여겨진다. 최근 동물 실험에서 비소세포성 폐암의

K-ras 돌연변이가 ERK 단백 발현을 증가시켰다는 보고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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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8 인체 암종에서 이들간의 일관성 있는 관계는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저자들은 위샘암종을 상으로 ras 유전자의 돌연변이

검색 및 ERK 단백에 한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시행하여 서로

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조직병리학적 소견들과의 관계를 알아보

고자 하 다. 

재료와 방법

재료

가톨릭 학교 의과 학 임상병리학교실 성빈센트병원에서

2001년 1월부터 10월까지 조직학적으로 진단된 위샘암종 70예

를 상으로 하 다. 수술 전에 방사선 요법이나 화학 요법을

받은 예는 연구 상에서 제외하 다. 모든 조직은 광학현미경

하에서 병리 진단을 확인하고 종양의 위치, Lauren의 분류에

따른 조직학적 아형 및 침윤도에 따라 재분류하 다.

방법

면역조직화학 염색

파라핀 포매 조직으로부터 5 m 두께의 절편을 특수 처리된

슬라이드(Poly-L-lysine coated, Probe On Plus Microscopic

slides, Fisher Scientific, Pittsburg, U.S.A.)에 부착시킨 다음

80℃ 오븐에서 15분간 열처리한 후 크실렌으로 실온에서 2분간

4회 반복 처리하여 파라핀을 제거하 다. 100% 알코올로 10초

간 3회 처리하고, 10% citrate buffer (Zymed, San Francis-

co, U.S.A.)에 담가 120℃의 고압멸균기에 15분간 처리 후 실

온에서 20분간 부치하 다. 45℃의 세척 완충액으로 3분씩 3회

세척하고, 조직 내의 내인성 과산화효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3%

과산화수소수에 45℃에서 5분간 반응시켰다. 이어서 세척 완충

액으로 3회 수세 후 비특이 단백의 결합을 제거하기 위하여

1:100으로 희석한 비면역 염소혈청(Zymed, San Francisco,

U.S.A.)에 45℃에서 60분간 작용시켰다. 

일차 항체는 ERK1 (Santa Cruz Biotechnology, Inc., Santa

Cruz, U.S.A.)과 ERK2 (Santa Cruz)에 한 단클론 항체들

로서 각각 1:50으로 희석하여 45℃에서 30분간 반응시킨 다음,

이차 항체(biotinylated anti-mouse immunoglobulin antibody,

Dako Co., Ltd., Kyoto, Japan)를 10분간 반응시켰다. 세척 완

충액으로 3분씩 3회 수세한 후 streptavidin peroxidase detec-

tion system (Zymed)을 이용하여 biotin-avidin 특이 결합을

유도하 고, 다시 수세 후 AEC (3-amino-9-ethyl carbonate)

를 이용한 10분간의 발색을 거쳐 Meyer's hematoxylin (Zy-

med)으로 조염색을 하여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 다.

결과 판정은 광학현미경 하에서 10% 이상의 종양 세포에서

면역 반응이 핵에 붉은 갈색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양성으로 판

독하 다. 염색의 강도에 따라 양성을 약양성(+), 중양성(++)

및 강양성(+++)으로 구분하 다. 

ras 유전자 돌연변이 검색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포르말린 고정과 파라핀 포매괴를 제작

해서 HE 염색을 하여 진단한 다음, 파라핀 포매괴 중 조직 면

적이 1 cm2 이상으로 괴사나 출혈이 없으며 전체의 80% 이상

이 종양 세포로 구성된 포매괴만 선택하여 10 m 두께의 연속

절편 5매를 얻어 페놀 추출법으로 DNA를 분리하 다. 크실렌

과 에탄올을 이용해서 파라핀을 제거한 검체에 400 g/mL의

단백분해효소가 포함된 용해 완충액(lysis buffer; 1 M Tris,

0.5 M EDTA, 10% sodium dodecyl sulfate)을 넣어 55℃

수조에서 하룻밤 방치시킨 후 동량의 페놀과 이소아 알코올을

함유한 클로로포름 혼합액(Phenol:CHCl6:Isoamyl alcohol,

25:24:1)으로 2회, 그리고 다시 이소아 알코올을 함유한 클로

로포름(CHCl6:Isoamyl alcohol, 24:1)으로 2회 처리하여 수용

액 상태의 DNA를 추출하 다. 그 다음 동량의 에테르를 가하

여 원침시켜서 상층액을 제거하고, -20℃에 보관한 무수 알콜과

5 M NaCl을 넣어 -20℃에서 12시간 동안 두었다가 다시 원침

시킨 후 침전된 DNA를 1x TE 완충액(10 mM Tris, 1 mM

EDTA)으로 용해시켜 표적 DNA로 사용하기 전까지 -20℃에

보관하 다. 사용한 primer의 염기서열은 다음과 같다.

H-ras codon 12/13:

5、-CTG-AGG-AGC-GAT-GAC-GGA-ATA-TAA-GC-3、

(sense)

5、-CTC-TAT-AGT-GGG-GTC-GTA-TTC-GTC-CA-3、

(antisense)

H-ras codon 61:

5、-TGA-GCC-CTG-TCC-TCC-TGC-AGG-ATT-C-3、

(sense) 

5、-GCC-AGC-CTC-ACG-GGG-TTC-ACC-TGT-A-3、

(antisense)

K-ras codon 12/13:

5、-ATG-ACT-GAA-TAT-AAA-CTT-GTG-GTA-3、

(sense)

5、-AC-CTC-TAT-TGT-TGG-ATC-A-3、 (antisense) 

K-ras codon 61:

5、-TTC-CTA-CAG-GAA-GCA-AGT-AG-3、 (sense) 

5、-CAC-AAA-GAA-AGC-CCT-CCC-CA-3、 (antisense)

조직에서 추출한 DNA 2 L (1 g/100 L)에 각 primer

1.6 L씩 넣고 증류수로 전체 양이 10 L가 되도록 한 다음,

dNTPs (Pharmacia, LKB, Gaithersburg, U.S.A.) 2 L, T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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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합효소(Cetus-Perkin-Elmer, Norwalk, U.S.A.) 0.25 L, 2

L의 10x McCarthy buffer, 1.2 L의 MgCl2를 증류수 4.8

L와 혼합하여 첨가한 후, 94℃에서 5분간의 초기 변성 과정을

거친 다음, 중합효소연쇄반응(MJ Research PTC-100, Water-

town, U.S.A.)은 94℃에서 1분, 55℃에서 1분, 72℃에서 1분

간의 반응을 35회 반복 시행하고 마지막에는 72℃에서 10분간

방치하 다. 

중합효소연쇄반응 산물 중 3 L를 취하여 2% agarose gel

에서 80 volt로 20분간 전기 동 후 자외선 조사기로 증폭된

DNA 띠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 다음, QIAquick PCR purifi-

cation kit (Qiagen, Valencia, U.S.A.)를 이용하여 정제하고

염기서열 분석은 373A DNA 자동 분석기(Applied Biosystems,

Foster City, U.S.A.)를 사용하 다. 모든 검체에서 돌연변이의

유무와 그 확인을 위하여 양쪽 가닥이 함께 검색되었으며 정상

조직으로부터의 검체도 염기서열 분석이 실시되었다.

통계학적 분석

통계처리는 SPSS 통계프로그램(version 7.0 for Windows,

서울, 한국)을 이용하여 각 지표에 따라 Chi-square test, Fish-

er's exact test와 Pierson's correlation으로 검정하 고 유의 수

준은 0.05 미만으로 하 다.

결 과

총 70예의 위샘암종 중 17예가 근위부에, 53예가 원위부에 발

생하 다. Lauren 분류법에 따라 장형과 미만형으로 나누어 볼

때, 장형이 47예, 미만형이 23예로 장형이 많았으며, 조기 위암

이 27예, 진행 위암이 43예 다. 

연구 결과는 Table 1과 2에 요약하 다. 면역조직화학 염색

상 ERK1이나 ERK2의 발현은 모두 46예(65.7%)에서 관찰되

었다. ERK1은 38예(54.3%)에서 핵내 과발현이 있었다(Fig.

1). 그 중 9예(9/17, 52.9%)가 근위부 암종이고 29예(29/53,

54.7%)가 원위부 암종이었으며, 장형이 26예(26/47, 55.3%),

미만형이 12예(12/23, 52.2%)로, ERK1 발현과 암종의 위치나

Lauren 분류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또한 조기 위암 27

예 중 13예(48.1%)와 진행 위암 43예 중 25예(58.1%)에서

ERK1이 발현하여 침윤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

었다. ERK2는 29예(41.4%)에서 양성 면역 반응을 보 다(Fig.

2). 근위부 암종의 47.1% (8/17), 원위부 암종의 39.6% (21/

53)에서 발현이 있었고, 장형 가운데 46.8% (22/47), 미만형

가운데 30.4% (7/23)가 양성으로, 근위부에서 발생한 암종과

장형 암종에서 ERK2 발현이 더 많았으나 통계적인 의의는 없

었다. 한편 조기 암의 25.9% (7/27), 진행 암의 51.2% (22/43)

에서 ERK2 과발현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의의 있

위암종에서 ras, ERK1, ERK2  79

Location Subtype Depth of invasion

Proximal (%) Distal (%) Intestinal (%) Diffuse (%) EGC (%) AGC (%)

ras mutation 3/17 (17.6) 6/53 (11.3) 7/47 (14.9) 2/23 (8.7) 4/27 (14.8) 5/43 (11.6)
ERK expression 10/17 (58.8) 36/53 (67.9) 32/47 (68.1) 14/23 (60.9) 14/27 (51.9) 32/43 (74.4)

ERK1 9/17 (52.9) 29/53 (54.7) 26/47 (55.3) 12/23 (52.2) 13/27 (48.1) 25/43 (58.1)
ERK2 8/17 (47.1) 21/53 (39.6) 22/47 (46.8) 7/23 (30.4) 7/27 (25.9) 22/43 (51.2)

Table 1. Correlation between ras mutation and expression of ERK1 and ERK2 according to tumor location, subtype and depth of
invasion

EGC: early gastric carcinoma, AGC: advanced gastric carcinoma, p value: ERK2-depth of invasion=0.037, ras-location NS, ras-subtype NS, ras-
depth of invasion NS, ERK1-location NS, ERK1-subtype NS, ERK1-depth of invasion NS, ERK2-location NS, ERK2-subtype NS, ras-ERK1 NS, ras-
ERK2 NS.

Tumor location Subtype Depth of invasion ras mutation
Immunohistochemistry

ERK1/ERK2

1 Distal Intestinal EGC H-12/GTC/Val -/+
2 Proximal Intestinal EGC H-12/GTC/Val -/-
3 Proximal Intestinal AGC H-12/GTC/Val +/+
4 Distal Diffuse AGC H-12/GTC/Val -/-
5 Distal Intestinal AGC K-13/AGC/Ser -/+
6 Distal Diffuse EGC K-13/AGC/Ser +/+
7 Distal Intestinal EGC K-61/CTA/Leu +/-
8 Proximal Intestinal AGC K-61/CGA/Arg -/-
9 Distal Intestinal AGC K-61/CGA/Arg +/+

Table 2. List of ras mutation-containing cases in gastric adenocarcinomas

EGC: early gastric carcinoma, AGC: advanced gastric carcinoma.



는 상관관계를 보 다(p<0.05).

중합효소연쇄반응 후 아가로오즈겔 전기 동으로 모든 검체

에서 예상되는 크기의 증폭된 DNA 띠를 확인할 수 있었다. 

조군과 70예의 위샘암종을 상으로 자동 염기서열 분석법으로

H-ras와 K-ras 유전자의 코돈 12, 13, 61을 포함하는 exon을

검색한 결과, 조군은 모두 정상 염기서열을 보 다. 위샘암종

에서는 9예(12.8%)에서 ras 유전자 돌연변이가 관찰되었다. H-

ras 돌연변이는 4예에서, K-ras 돌연변이는 5예에서 관찰되었

고, 모든 돌연변이는 하나의 염기 치환으로 이루어졌다. H-ras

는 모두 codon 12의 두 번째 염기 G가 T (GGC→GTC)로 치

환되어 리신 신 발린으로 바뀌었다(Fig. 3). K-ras 돌연변

이는 2예에서 codon 13의 첫 번째 염기에서 일어나서(GGC→

AGC) 정상 리신이 세린으로 치되었고(Fig. 4), 3예에서

codon 61의 두 번째 염기가 G나 T로 바뀌어 정상 루타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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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emonstration of H-ras mutation in the second base of
codon 12 (GGC→GTC) of the sense strand, as indicated by a
C-to-A transversion in the antisense strand.

Fig. 4. Demonstration of homozygous mutation in the first posi-
tion of codon 13 (GGC→AGC) of the sense strand of K-ras, as
evidenced by the presence of T in the antisense strand of the
sequence.

Normal “sense” 5、GCC-GGC-GGT-GTG3、

Normal “antisense” 3、CGG-CCG-CCA-CAC5、

A in tumor

▲

T in tumor

C A C A C C G A C G G C

Normal “sense” 5、GGT-GGC-GTA-GGC3、

Normal “antisense” 3、CCA-CCG-CAT-CCG5、

T in tumor

▲

A in tumor

G C C T A C G C T A C C

Fig. 1. Immunohistochemical analysis for ERK1. Strong expres-
sion is present in the nucleus and cytoplasm of tumor cells.

Fig. 2. Immunohistochemistry for ERK2. Many tumor cells show
positive immunoreaction in the nucleus.



각각 아르기닌, 류신으로 치되었다. ras 돌연변이를 보인 9예

가운데 7예가 장형, 2예가 미만형으로 장형에서 돌연변이의 빈

도가 높았으나 통계적 의의는 없었다. 또한 ras 돌연변이와 위

샘암종의 위치, Lauren 분류에 따른 아형, 침윤도 사이에는 관

련이 없었으며 ERK1이나 ERK2 발현 여부와의 의의 있는 상

관관계도 없었다. 

고 찰

ras 유전자의 돌연변이는 여러 악성 종양들에서 다양한 빈도

로 나타나는데, 특히 췌장암과 장암에서 높은 빈도로 관찰된

다.3-6 본 연구에서 ras 유전자의 돌연변이는 총 70예의 위샘암

종 중 9예(12.8%)에서 관찰되어 다른 소화기관계의 종양들에

비해서 비교적 낮은 발생 빈도를 보 다. 그러나 Lightdale 등9

은 28%까지 주장하 으며 체적으로 0-9%에서 돌연변이가

보고된10-14 위암에서의 다른 연구자들의 결과와 부합하 다. K-

ras 돌연변이는 Lee 등15은 7.9%로 기술하 는데, 본 연구에서

도 K-ras 돌연변이는 7.1% (5/70) 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돌연변이에 의한 ras 유전자 활성은 위암의 발암과정에 직접적

인 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다른 기전을 통

한 ras 유전자의 역할은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위샘암종에서 암종의 위치나 Lauren 분류법에 의한 아

형에 따라 그 발생기전이 다르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Lee 등15

의 연구에 의하면 위의 상부, 중부, 하부에서 발생한 종양 가운

데 각각 37.5%, 13.8%, 3%에서 K-ras 돌연변이를 발견하여

결국 근위부에서 빈도가 높다고 하 다. 그러나 저자들의 연구

에서는 근위부의 17%, 원위부의 13%에서 ras 돌연변이가 관찰

되어, ras 돌연변이와 암종의 위치 사이의 연관성을 밝힐 수 없

었다. Nanus 등16도 28예의 위샘암종을 상으로 연구한 결과 2

예에서 ras 돌연변이가 있었는데, 근위부와 원위부 암종이 각각

1예로 종양의 위치에 따른 ras 돌연변이 빈도의 차이는 없다고

하 다. Lauren 분류에 의한 장형 위샘암종은 장형화생을 보이

는 위점막으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주로 융기형으로

나타나며 팽창성 증식을 주로 한다. 조직학적으로 샘 구조를 이

루며 심한 위축성 위염과 장형화생을 동반한다. 반면 미만형은

장형화생이 없는 위장에서 발생하고 궤양형이나 벽이 두꺼워지

는 형으로 나타나며 침윤성 성장을 하는데 조직학적으로 분화가

나쁘고 세포들이 낱개로 흩어진 양상을 보인다. 최근 세포간의

접착에 중요한 -catenin 유전자가 위샘암종의 장형에서만 돌

연변이를 보 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17 K-ras 돌연변이도 장

형에서만 관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18 그리고 이 두 가지 유

형에서 p21ras 단백 발현의 양상도 서로 다르다는 기술이 있었

다.19 이러한 보고들과 돌연변이가 관찰된 9예 중 7예(77.8%)가

장형인 본 연구 결과로 미루어, 장형과 미만형 암종의 발생 기

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종양유전자나 종양억제유전자가 인체내

발암 과정에 단독으로 혹은 공동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밝혀졌

다. 이들 유전자들의 변이, 활성 또는 비활성은 또 다른 유전자

나 단백들에 의한 다단계 활성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ras 유

전자는 다양한 종류의 악성 종양의 발생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ras는 외부의 자극을 받으면 ras에서 GDP

가 떨어지고 GTP가 붙어 활성화되는데 정상적으로 ras 자체가

GTPase 기능을 가지고 있어 활성화되면서 붙었던 GTP를 다

시 GDP로 변환시켜 비활성화된다. 그러나 ras 유전자에 돌연변

이가 일어나면 ras의 GTPase 기능이 소실되어 GTP를 GDP로

바꾸지 못해서 계속 활성화 상태로 남게 되고 이후 일련의 신호

전달과정을 통해 핵내의 유전자에 향을 주는데, 현재까지 밝

혀진 과정 중 표적인 것이 MAPK 신호전달계이다.7 MAPK

신호전달경로는 세포가 성장인자, 시토카인, 호르몬 및 각종 스

트레스 등에 의해 자극을 받을 때 작동해서 세포의 성장, 분화,

면역, 염증 반응 등을 조절하는 중요한 통로이다. 포유동물 세포

에서 ERK, JNK/SAPK, p38 등 독립적인 세 가지 경로의

MAPK 신호전달계가 알려졌는데, 이 중 ras를 주 신호전달 물

질로 사용하는 ERK 경로가 가장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ERK에는 ERK1과 ERK2 이성체가 있는데 이들은 기

질의 특이성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기능적으로는 같다고 여

겨진다. 활성화된 ras는 raf, MEKK (MAPK kinase kinase),

MEK (MAPK kinase), ERK 들을 차례로 활성화시켜 결국

세포의 분열과 증식을 촉진시킨다.20-23 따라서 ras에 의해 활성

화되는 단백이나 이후의 신호전달 과정을 규명하는 것은 암종의

증식기전을 밝히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Ryu 등24은

K-ras 돌연변이가 있는 췌장암 세포주를 상으로 MEK 또는

PI 3-kinase 중 어느 경로가 세포 증식에 향을 미치는지 알

아보기 위한 연구에서 ras-MEK-ERK 신호전달계가 세포증식

을 촉진시켜 발암기전에 관여한다고 보고하 다. 위암종에서 정

상 조군보다 ERK 단백 발현이 높다는 보고가 있어,25 위암종

의 발생에서도 ERK 단백의 역할이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 명

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저자들의 연구에서 ERK1이나 ERK2

또는 동시 발현은 전체 상 증례의 65.7% (46/70)에서 관찰되

어 다른 연구자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높은 빈도를 보 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이들 중 89.1% (41/46)에서 ras 돌연변

이가 없었다는 점이다. 장암종에서 MAPK 활성에 관한 최근

연구도 유사한 결과를 보 는데, MAPK 활성을 보인 상 증

례의 75%에서 ras 돌연변이가 없었다고 한다.26 이는 ERK 발

현이 곧 ras 돌연변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또 다른 non-

ras 경로가 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즉 암종에서 ERK의 활성,

비활성은 ras 유전자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지만, 없

을 가능성도 있으며 이때에는 다른 단백이나 유전자가 관여할 것

으로 생각되는 바, 좀 더 광범위한 연구를 통해 규명되어야겠다. 

ERK의 생화학적, 생리학적 성질에 한 연구는 매우 급속도

로 진행되고 있으나, 임상조직학적 소견들과의 상관관계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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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는 드물고 제한적이다. MAPK 신호전달계와 임상조직학적

인자들과의 연관 가능성이 장직장암과 유방암에서 연구되었

다. Kuno 등27은 장직장암에서 MAPK 활성은 나이, 성별,

조직학적 분류, 병기 및 림프절 전이 등과 연관이 없었다고 기

술하 다. 반면 유방암에서 ERK1 과발현이 침윤성 증식과 비

례하여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어28 에스트로겐과 무관하게 암세

포를 성장시키는 세포변형에 ERK1이 관여하 을 것이라는 가

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저자들의 연구 결과 ERK2는 침윤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위샘암종의 암진행에 ERK2

의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하 다. 이는 향후 ERK2 발현에 관한

면역조직화학 염색이 침윤성 결정에 중요한 인자로 활용될 수

있음을 제시하는 매우 의의 있는 소견이다. 최근의 보고에 의하

면 아교모세포종 연구에서 ERK 활성이 미세혈관 증식 및 괴사

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29 이때 종양 세포와 주위 미세혈관계 사

이의 신호전달과정에 아마도 증식한 혈관내피세포에 의해 생성

분비되는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VEGF)가 작

용하고 이에 따라 종양 세포내의 ERK 활성이 유도되었을 것으

로 생각되나, 앞으로 이러한 기전에 한 좀 더 체계적인 연구

가 필요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 저자들은 위샘암종에서 ras 돌연변이에 의

한 ras-MEK-ERK 경로가 암 발생에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

으며, ERK를 활성화시키는 다른 기전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부분의 ras 돌연변이가 장형에서 관찰되어 장형과 미만형 사

이에 서로 다른 기전이 관여한다는 점을 확인하 다. 또한 ERK

과발현은 위샘암종의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특히

ERK2는 침윤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서 침윤성 결정에 활

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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