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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stric Carcin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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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Increased expression of nitric oxide synthase (NOS) isotypes is present in
human tumor cell lines and solid tumor tissues. Hypoxia upregulates NOS expression, and
nitric oxide (NO) induces mitogenesis among endothelial cells. NO has been known to
induce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VEGF) expression in carcinoma cells and to
induce neovascularization in tumors. Methods : The expression and cellular localization of 3
isotypes of NOS was detected by immunohistochemistry in 73 advanced gastric carcinoma
tissues along with adjacent normal gastric mucosa; and the relationship to known clinico-
pathologic parameters, microvascular density, and VEGF expression was analysed. Results
: Forty-four (60.3%), 56 (76.7%), and 52 (71.2%) of the 73 cases revealed eNOS, nNOS,
and iNOS expression, respectively. Intestinal type adenocarcinomas tended to have higher
activity of eNOS (p=0.000) and nNOS (p=0.001) activities than did the diffuse type adenocar-
cinomas. All isotypes of NOS (eNOS, p=0.001; nNOS, p=0.005; iNOS, p=0.044) tended to
be highly expressed when the tumor was differentiated. There wa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any of the 3 NOS isotypes and microvascular density, whereas VEGF was closely
related with microvascular density (p=0.000). The expression of VEGF was not related to
with any of the NOS isotype expressions. Conclusions : From the above results, we specu-
lated that NO may be implicated in the early stage of the gastric carcinogenesis rather than
the growth and progression stages, and NO does not appear to affect angiogenesis or VEGF
expression in the advanced gastric carcin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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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위암에서 Nitric Oxide Synthase 아형의 발현에 관한 연구

산화질소(nitric oxide: NO)는 인체내 신경계, 면역계, 심혈

관계 등에서 세포간 상호작용, 세포 독성, 세포 증식 억제성, 항

상성 기전에 관여하는 전령분자(messenger molecule)로서 L-

arginine으로부터 nitric oxide synthase (NOS)에 의해 만들어

지며, 3가지 아형이 알려져 있다. 가장 처음으로 확인된 제 1형

NOS는 신경형 NOS (nNOS), 식세포에서 처음 확인된 제 2

형 NOS는 유도형 NOS (iNOS), 그리고 제 3형 NOS는 내피

세포형 NOS (eNOS)라 불린다. 이들은 또한 활성화 기전에 따

라서 체질형(constitutive) NOS와 유도형(inducible) NOS로

구분하기도 한다.

eNOS와 nNOS를 포함하는 cNOS는 calcium 농도에 의존하

여 NO를 생성하며 주로 세포에서 신호 전달에 관여한다고 알려

져 있다. 반면에 cytokine이나 내독소에 의해 유도되는 iNOS는

효소의 활성화 여부로 조절되는 cNOS와는 달리 iNOS 유전자

의 전사 단계에서 발현이 조절되고 일단 합성되면 효과가 없어

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다량의 NO를 생성하기 때문에 주위 조직

에 손상을 유발하게 된다.1 위장관에서 NO는 비아드레날린성,

비콜린성 신경전달물질 혹은 혈관이완제로 작용하며 점막의 면

역 상태와 구조 유지에 기여하기도 한다.2

이러한 생리적 혹은 면역반응과 관계되는 병적인 역할 이외에

도 NO는 DNA 손상, 신생혈관생성, 혈관확장, metallopro-

teinase 활성화 등의 기전으로 종양의 발생 및 성장을 촉진한다

고 한다.3 그러나 이와는 반 로 NO의 생성이 오히려 종양의

성장이나 전이를 억제한다는 보고도 있다.4,5 NOS 아형의 분포

는 조직마다 다르며 종양의 종류에 따라 그 발현 양상이나 정도

도 다르다. NOS 발현이 종양의 진행 및 성장에 접한 관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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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결과가 중추신경계 종양, 부인과암, 유방암, 두경부암,

전립샘 및 방광암에서 보고된 바 있으나, 정상 위 및 위암 조직

에서 NOS의 분포 및 기능에 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그 결과

도 보고자마다 차이가 많다.6-11

부분의 악성 종양에서 예후를 가늠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는 임상병기이며, 임상적으로나 실험적으로도 증명된 바와

같이 종양 세포가 신생혈관을 생성하는 능력이 종양의 크기나

종양의 확산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신생혈관 형성

과정에서 혈관 생성은 종양 세포와 정상 세포에서 생성되는 혈

관생성인자 혹은 항혈관생성인자 사이의 평형의 결과로 나타나

는데, 혈관내피생성인자(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VEGF)와 thymidine phosphorylase (TP), basic fibroblast

growth factor 등이 다양한 인체 고형암종에서 신생혈관생성을

촉진시킨다고 하며, 이 중 VEGF는 특히 위암의 신생혈관생성

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13

NO가 신생혈관생성에 관여한다는 연구는 이미 보고된 바 있

다. 이는 첫째로 NO가 부분적으로 종양의 신생혈관생성을 유도

하거나, 둘째로 종양의 혈관내피세포나 종양 세포에서 유래된 내

인성 NO가 혈관 확장을 통해 종양으로 가는 혈류를 증가 혹은

유지시키거나 백혈구와 혈관내피세포와의 작용을 감소시키고 혈

관투과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일어날 수 있으며, 셋째로 외인성 NO

가 혈관을 확장시키거나 종양으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키거나 혈

관의 수축성을 감소시킴으로써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14,15

또한 정상 혹은 종양 세포에서 NO가 VEGF의 발현을 유도

함으로써 혈관 생성에 있어 중심적 역할을 한다는 보고들이 있

다.16,17 그리고 비소세포성 폐암, 악성 중피종, 구강암 및 간세포

암 등에서 NOS 발현과 VEGF 발현 사이의 상관성을 보고한

연구가 일부 있었으나,18-21 실제 위암 조직에서 NO 혹은 NOS

의 발현과 VEGF 발현과의 연관성을 연구한 보고는 없다.

본 연구에서는 위암의 발생 및 진행 과정에서 NO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하여 정상 및 종양 조직에서 NOS 아형의 발현 및

NOS 발현과 기왕에 알려진 임상병리학적 예후 인자와의 관계

를 살펴보고, NOS와 기존에 위암에서 신생혈관생성인자로 잘

알려진 VEGF가 위암의 신생혈관생성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

며, NOS와 VEGF 발현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하 다.

재료와 방법

73예의 위암 조직에서 세가지 NOS 아형 단백의 발현 유무나

발현 정도와 환자의 연령, 성별, 종양의 크기, 조직학적 유형, 분

화도, 림프관 침윤, 신경주위 침윤, 침윤의 깊이, 주위 림프절 전

이 같은 임상병리학적으로 잘 알려진 예후 인자들과의 관계를 확

인하며 이들 단백 및 VEGF 발현과 신생혈관 형성과의 관계를

비교하 고 NOS 아형과 VEGF 발현과의 관계를 확인하 다.

재료

2000년 9월 1일에서 2001년 8월 31일까지 인하 학교 의과

학병원 일반외과에서 진행위암으로 진단받은 후 근치적 절제술

을 받은 환자의 절제된 암 조직 중 조직 보관 상태가 양호하고

충분한 양의 종양과 비종양 부위가 포함된 총 73명의 환자를 연

구 상으로 하 다.

병리조직학적 검색

외과적으로 절제된 조직은 통상적인 병리학적 검색 방법에 따

라 육안 소견을 관찰 기록한 후 사진을 찍고, 10% 완충포르말

린 용액에 12-24시간 고정하 다. 고정된 조직은 통상적인 표본

제작 방법에 의거하여 파라핀 포매하고 5 m 두께로 박절하여

HE 염색을 시행하 다. 종양의 조직학적 유형은 Lauren의 분

류 방법을 이용하 고,22 분화도는 고분화, 중분화, 저분화의 3

등급으로 분류하 다. 침윤의 깊이와 림프절 전이는 UICC

(1997) 분류를 따랐다.23

면역조직화학염색

3가지 아형의 NOS와 VEGF, 그리고 CD31 염색은 조직을

순수메탄올(Hayman Co., England)로 24시간 고정한 후 자동

침투기에서 5단계의 95% 메탄올 과정을 거쳐서 처리하 다.

NOS 항체에 한 면역조직화학염색은 모두 73예의 위암 및

정상 조직을 상으로 시행하 다. 메탄올에 고정하여 파라핀에

포매한 조직을 5 m 두께로 박절하여 poly-L-lysine으로 처리

한 슬라이드에 부착하여 38℃의 열판과 60℃ oven에 각각 2시

간 동안 둔 후 파라핀 제거와 함수과정을 거쳤다. 내인성 과산

화효소의 활성을 억제하기 위해 3% 과산화수소수에 15분간 처

리하고 증류수로 수세한 후 pH 7.6의 tris 완충액으로 세척하

다. 그 후 차단 항체로 상온에서 1시간 반응시키고 단클론성 항

eNOS 항체(clone 3; 1:500, Transduction Lab., Lexington,

U.S.A.)로 4℃에서 하룻밤 동안, 단클론성 항 nNOS항체(clone

16; 1:2000, Transduction Lab.)로 상온에서 3시간, 단클론성

항 iNOS 항체(clone 6; 1:500, Transduction Lab.)로 상온에

서 3시간 30분 방치시켰다. VEGF와 CD31에 한 염색을 하

기 위하여 전자레인지에 3분 가열한 pH 6.0 citrate 완충액이

담긴 병에 슬라이드를 넣어 5분, 4분으로 나누어 총 9분 동안

처리하여 항원을 회귀시켰고, 단클론성 항 VEGF 항체(clone

G153-694; 1:500, Pharmingen, Lexington, U.S.A.)로 상온

에서 3시간, 단클론성 항 CD31 항체(clone JC/70A; 1:100,

DAKO, Glostrup, Denmark)로 4℃에서 하룻밤 동안 방치시켰

다. Tris 완충액으로 세척한 뒤 2차 항체인 biotinylated anti-

rabbit와 anti-mouse immunoglobulin (LSAB kit, DAKO)을

가하여 실온에서 20분간 반응시키고 tris 완충액으로 세척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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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elling antiboby (peroxidase-conjugated streptavidin)

(LSAB kit, DAKO)로 상온에서 15분간 반응시켜 tris 완충액

으로 세척하 다. 발색제인 3,3-diaminobenzidine (Sigma, St.

Louis, U.S.A.) 용액을 2-3방울 떨어뜨리고 상온에서 발색시킨

후 헤마톡실린으로 조염색을 하고 투명화 과정을 거쳐 봉입하

여 광학현미경 하에서 검경하 다.

매 염색때마다 동일한 조직을 이용하여 양성 조염색을 시행

하 고, 일차 항체 신 mouse 면역 로불린을 이용하여 음성

조염색을 시행하 다.

NOS와 VEGF 발현의 판정은 염색의 강도에 따라 1, 2, 3점

을 주었다. 즉 전체 종양 세포 중 염색된 세포의 비율에 따라 약

5% 내지 33%의 세포가 염색되었을 때 1점, 34% 내지 66%의

세포에서 염색되었을 때 2점, 67% 내지 100%의 세포가 염색

되었을 때 3점을 주어 이를 합산하여 1-2점은 저발현, 3-4점은

중발현, 5-6점은 고발현군으로 분류하 다.

미세혈관 도측정

5 m 두께의 파라핀포매 조직을 이용하여 CD31에 한 면

역조직화학 염색을 시행한 후, 저배율 시야에서 종양의 침윤 부

위에서 가장 혈관 도가 높은 세 부위를 선택하여 200배 시야

에서 혈관수를 측정하 다. 미세혈관치(microvessel score)는

세 부위에서 얻은 수치를 평균하 다. 3명의 검사자가 따로 측

정한 후 각각의 수치와 평균값이 15% 이내에서 차이가 나는 경

우 평균치를 채택하 고 15%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경우 근접한

두 개의 수치를 선택하여 평균치를 채택하 다. CD31에 염색된

하나의 혈관내피세포도 미세혈관으로 간주하 다.

통계 처리

통계 처리는 SPSS (Version 10.1, SPSS Inc., Chicago,

U.S.A.)를 이용하 다. NOS 아형과 연령, 성별, 종양의 크기,

림프혈관 침윤 및 신경주위 침윤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비모수 방법인 chi-square test를 이용하 으며, NOS 아형과

Lauren 분류법, 종양의 분화도, 침윤 정도 및 주위 림프절 침윤

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linear by linear association을 이

용하 다. 미세혈관 도와 NOS, VEGF의 집단간 평균의 차를

검증하기 위하여 one-way ANOVA를 실시하 으며, VEGF

와 NOS 발현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linear by linear

association을 이용하 다. 각 군간의 비교는 p값이 0.05 미만인

경우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판정하 다.

결 과

면역조직화학염색에 의한 위암에서의 NOS 아형 발현

eNOS는 모두 73예의 위암 조직 중 44예(60.3%)에서 양성으

로 발현되었다. eNOS는 다수의 정상 위점막세포의 세포질에

서 중등도로 발현되었으며 혈관내피세포에서 강하게 발현되었다

(Fig. 1). 종양에서는 정상 위점막 세포와 비슷하거나 약간 약

하게 발현되었으며 분화가 좋은 유형과 Lauren 분류상의 장형

암에서 다른 유형의 암보다 강하게 발현되었고, 이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 다. 그러나 연령, 성별, 종양의 크기, 림프관 침윤,

신경주위 침윤, 침윤의 깊이, 주위 림프절의 전이와는 아무런 연

관성을 보이지 않았다(Table 1). eNOS는 일반적으로 종양내

혈관에서 종양 세포보다 더 강하게 발현되었다(Fig. 1).

nNOS는 73예의 위암 조직 중 32예(43.9%)에서 양성으로 발

현되었다. nNOS는 다수의 정상 위점막 기저부에서 약하게

발현되었고 신경섬유나 근신경총(myenteric plexus)에서 강하

게 발현되었다. 또한 다른 NOS의 아형들이 종양의 세포질에만

발현이 되는 반면 nNOS는 핵에서 오히려 강하게 발현되었다

A B

Fig. 1. Endothelial nitric oxide synthase (eNOS) expression in the normal foveolar epithelial cells and the intestinal metaplastic cells (A).
Moderate expression in cancer cells and stronger expression in endothelial cells (arrow head)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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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종양에서는 환자의 나이가 50세 이상인 경우와 분화 가 좋은 유형과 Lauren 분류상의 장형 암에서 강하게 발현되었

A B

Fig. 2. Weak cytoplasmic and nuclear neuronal nitric oxide synthase (nNOS) expression in the normal foveolar epithelial cells and the intesti-
nal metaplastic cells and strong expression in the nerve fibers (inset) (A). Cancer cells show stronger expression than normal epithelial cells (B).

Variables Total (%)
p-value

eNOS nNOS iNOS

Age
< 50 15 (20.5) 0.209 0.027* 0.562
≥50 58 (79.5)

Sex
Male 50 (68.5) 0.134 0.180 0.391
Female 23 (31.5)

Size
< 5 cm 29 (39.7) 0.771 0.545 0.333
≥5 cm 44 (60.3)

Lauren classification
Intestinal 34 (46.6) 0.000* 0.001* 0.140
Mixed 2 (2.7)
Diffuse 37 (50.7)

Differentiation
Well 8 (11.0) 0.001* 0.005* 0.044*
Moderate 26 (35.6)
Poor 39 (53.4)

Lymphovascular invasion
Negative 17 (23.3) 0.334 0.885 0.475
Positve 56 (767)

Perineural invasion
Negative 24 (32.9) 0.740 0.420 0.796
Positve 49 (67.1)

Depth of lnvasion
T2 19 (26.0) 0.442 0.221 0.738
T3 47 (64.4)
T4 7 (9.6)

Lymph node metastasis
0 16 (21.9) 0.717 0.683 0.781
1-6 27 (37.0)
≥7 30 (41.1)

Table 1. Relationship between eNOS, nNOS, and iNOS expression and clinicopathologic parameters

eNOS: endothelial nitric oxide synthase, nNOS: neuronal nitric oxide synthase, iNOS: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significa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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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 그러나 성별, 종양의 크기, 림

프관 침윤, 신경주위 침윤, 침윤의 깊이, 주위 림프절 전이와는

의미 있는 연관성이 없었다(Table 1).

iNOS는 73예의 위암 조직 중 52예(71.2%)에서 양성으로 발

현되었다. iNOS는 정상 점액분비세포에서는 발현되지 않았고

장형화생 세포에서 강하게 발현되었으며 일부의 염증세포에서도

발현되었다. 종양에서는 분화가 좋을수록 강하게 발현되었으나

(Fig. 3), 성별, 연령, 종양의 크기, Lauren 분류 방법, 림프관

침윤, 신경주위 침윤, 침윤의 깊이, 주위 림프절 전이와는 연관

성이 없었다(Table 1).

NOS 아형 및 VEGF 발현과 미세혈관 도의 상관관계

모두 73예의 위암 조직에서 미세혈관 도를 측정한 결과, 200

배 시야당 평균 혈관수가 VEGF음성인 경우 47.50개, 약하게

발현된 경우 67.17개, 중등도로 발현된 경우 86.26개, 강하게 발

현된 경우 114.96개로, VEGF 발현과 미세혈관 도 사이의 관

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으며 NOS와 미세혈관 도 사이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은 없었다(Fig. 4)(Table 2).

A B

Fig. 3.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NOS) expression mainly in the  intestinal metaplastic cells (A). Note strong expression in cancer calls (B).

Variables Total (%)
microvascular density

Mean SD Minimum Maximum
p-value

eNOS
Negative 29 (39.7) 88.38 32.32 31 174 NS
weak 18 (24.7) 80.06 26.13 45 125
moderate 17 (23.3) 105.24 33.35 46 163
strong 9 (12.3) 89.89 29.91 54 149

nNOS
Negative 17 (23.3) 87.71 31.63 49 174 NS
weak 17 (23.3) 89.41 36.56 31 165
moderate 26 (35.6) 95.69 32.45 46 163
strong 13 (17.8) 84.85 23.47 50 123

iNOS
Negative 21 (28.8) 79.62 33.67 31 174 NS
weak 13 (17.8) 97.54 29.15 54 148
moderate 20 (27.4) 93.75 32.02 45 163
strong 9 (26.0) 94.05 29.49 46 165

VEGF
Negative 4 (5.5) 47.50 12.23 31 59 0.000*
weak 8 (24.7) 67.17 19.14 45 128
moderate 23 (31.5) 86.26 18.97 47 125
strong 23 (38.4) 114.96 28.96 67 174

Table 2. Association between microvascular density and NOS isotype and VEGF expression

eNOS: endothelial nitric oxide synthase, nNOS: neuronal nitric oxide synthase, iNOS: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VEGF: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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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GF와 NOS 발현과의 상관관계

종양 세포에서 VEGF와 NOS의 발현은 3가지 아형 모두에

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고 찰

위암 세포에서 NOS의 발현 정도를 면역조직화학염색으로 검

색한 연구는 일부 있으나 보고자마다 서로 상이한 결과를 보이

고 있다.6-11 Rajnakova 등6은 면역조직화학염색을 이용한 연구

에서 3가지 NOS 아형 모두 종양 세포에서 정상 점막세포에 비

해 발현이 감소되어 있었으며 종양 세포에서는 특히 iNOS가

eNOS나 nNOS에 비해 훨씬 감소되어 있다고 하 다. 그러나

Koh 등7은 L-[-3H] arginine 이 L-[-3H] citrulline으로 전환되

는 정도로 NOS의 활성도를 측정한 경우 종양 조직이 정상에

비해 NOS의 활성화가 70% 정도 높았으며, 역전사중합효소연

쇄반응을 이용한 실험에서도 iNOS는 종양 조직에서 강하게 발

현되었고 eNOS는 종양 조직과 정상 조직에 있어 현격한 차이

는 없었다고 하 다. 또한 NOS에 한 면역조직화학염색 결과

도 eNOS는 정상 점막세포에도 강하게 발현된 반면 iNOS는 정

상 점막조직에서는 발현되지 않았으며, eNOS는 종양 내 신생

혈관에서 강하게 발현된 반면에 iNOS는 혈관내피세포에서 현저

하게 발현되지는 않았고 전환된 상피세포에 국한되어 있다고 하

다. Doi 등8도 이와 비슷한 발현 양상을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도 eNOS는 정상 점막세포에서 비교적 강하게 발현된

반면 종양 세포는 약하게 발현되었으며 종양 내 신생혈관에서

종양 세포보다 더 강하게 발현되었고, iNOS는 정상 점막세포에

서는 발현되지 않고 장형화생 세포 및 종양 세포에만 주로 강하

게 발현되어 Koh 등7, Pignatelli 등10의 결과와 일치하 다.

iNOS가 정상 점막상피세포에서는 발현되지 않고 장형화생 세포

나 종양 세포에서만 관찰되는 사실은 염증에 의해 유발되는 위

암의 발암 과정에 iNOS가 관여함을 시사한다. nNOS가 신경섬

유와 근신경총에 발현된다는 사실은 이미 보고된 바 있으며11,

위점막내 다른 세포에서의 발현 양상을 보고한 연구는 일부 있

으나 서로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어 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요

구된다.

또한 NOS 발현과 임상병리학적 인자와의 관계에서도 Koh

등7은 citrulline 생성 정도로 NOS 활성도를 측정한 연구에서

eNOS가 분화가 나쁜 종양에서 활성도가 높다고 하 으나, Doi

등8은 면역조직화학염색을 이용한 실험에서 eNOS는 오히려 점

막침윤과 역상관 관계가 있다고 하 고 Son 등11은 iNOS의

mRNA 발현이 종양에서 증가되었으나 임상병리학적 인자들과

는 연관성이 없다고 하여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nNOS

와 위암과의 관계는 Rajnakova6에 의해 보고된 바 있으나 NOS

의 다른 아형에 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신빙성이 없다. 이렇

게 NOS 발현과 임상병리학적 예후인자 간의 관련성이 보고자

마다 다른 이유는 고정 상태, 사용하는 항체의 종류, 항원회수

방법, NOS 단백 발현의 판정 기준, 연구 상 집단의 차이 등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자들의 실험 결과로는(미

발표), NOS는 10% 완충포르말린에 고정한 경우와 메탄올에

고정한 경우 발현 양상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으며 메탄올에 고

정한 경우 신선 동결표본 조직에 염색한 경우와 유사하 고 항

체의 종류에 따라서도 발현 정도의 차이가 상당히 있었다. 본

연구에서 NOS 발현과 임상병리학적 인자들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NOS는 조직학적으로 분화가 좋은 암종이나 Lauren 분류

상 장형 암종에서 강하게 발현되었고, 림프관 침윤, 신경주위 침

윤, 침윤의 깊이나 주위 림프절 전이같은 예후인자들과는 연관

성이 없었다.

신생혈관형성 과정은 종양 세포와 정상 세포에서 생성되는 혈

관생성인자 혹은 항혈관생성인자의 평형의 결과로 나타난다. 현

재까지 많은 혈관생성인자가 알려져 있는데, 이 중 VEGF는 위

A B

Fig. 4. High microvascular density confirmed by immunostaining for CD31 in the stroma of the tumor (A) which shows strong vascular endothe-
lial growth factor (VEGF) expression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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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의 신생혈관생성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1-13 NO는 종양의 발생 과정에서 종양 촉진을 유발하여 주

로 발암 과정을 개시하는 역할을 하는 데 비해 성장과 전이 과

정에서는 상반된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즉 NO는

성장을 자극시키기 위하여 혈관 증식,24 면역억제,25 돌연변이유

발,26 감수성의 차이에 따른 세포독성27 등의 기전을 통하여 종

양 세포 증식에 한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반면28,29, 종양

세포사멸을 유도하고4 종양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종양증식억

제작용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5 NO가 신생혈관 형성이나 혈

관 확장을 통하여 혹은 백혈구와 혈관내피세포의 부착을 저해하

거나 혈관투과력을 증 시킴으로써 종양의 성장과 진행 과정에

관여한다고 하나, 실제 위암에서 NO의 생성 혹은 NOS의 발현

과 미세혈관 도에 관한 연관성을 관찰한 연구는 별로 없다. 본

연구에서는 종양에서 NO가 신생혈관생성에 작용하는 역할을

규명하기 위하여 73예의 위암 조직에서 NOS 아형의 발현과 미

세혈관 도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한 결과 둘 사이에는 통계학적

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없었다. 그러나 신생혈관생성인자로 알려

진 VEGF의 종양세포에서의 발현과 미세혈관 도와는 통계적

으로 매우 높은 연관성이 있었다(p=0.000). 따라서 진행위암에

서 VEGF는 신생혈관생성을 촉진시키나, NO는 신생혈관생성

을 촉진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VEGF 유전자 발현이 NO에 의해 유도된다는 결과들이

생체외 연구나 토끼의 각막을 이용한 생체내 연구에서 보고된

바 있으며, 인체 유방암 세포주에 VEGF 유전자를 삽입(trans-

fection) 한 경우 종양의 성장과 혈관 도를 증가시키고 혈관생

성을 일으킨다는 보고가 있다.30 그러나 인체종양 조직에서

VEGF 발현과 NOS 발현과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별로 없

으며, Marrogi 등18이 비소세포성폐암에서 iNOS 발현과

VEGF 발현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 으나 다른

연구자들은 악성 중피종, 구강암 및 간세포암에서 eNOS의 발

현은 VEGF와는 관련이 없다고 하 다.19-21 본 연구에서는 위

암 세포에서 VEGF 발현과 NOS 아형발현과의 관계를 살펴보

았으나 유의한 연관성은 확인할 수 없어 인체 위암에서 VEGF

는 NO에 의해 유도되는 것 같지는 않다고 본다.

eNOS는 정상 위점막에서 중등도로 발현되고 혈관내피세포에

서 강하게 발현되는 반면 종양 세포에서는 정상에 비해 약하게

발현되며, nNOS는 정상 위의 신경섬유와 근신경총에서 강하게

발현되고 점막의 기저부에서 약하게 발현되며 종양 세포에서도

발현되었다. iNOS는 정상 점액분비세포에서는 발현되지 않으나

장형화생 세포와 일부의 염증세포에서 발현되었고 종양 세포에

서는 비교적 강하게 염색되었다. 3가지 아형 모두 조직학적으로

분화가 좋은 암종에서 강하게 발현되었고 iNOS를 제외하고는

장형 암종에서 강하게 발현되었다. 위암 조직에서 NOS 발현과

신생혈관생성 혹은 VEGF 발현과의 의미 있는 연관성은 없었

다. 이상의 결과로 위암에서는 NO가 종양의 생성에는 관여하지

만 종양의 성장이나 진행 과정보다는 발암 과정의 초기 단계에

관여할 가능성이 높으며, 신생혈관생성이나 VEGF의 발현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 위암 발암 과정에서 NO

의 역할을 확실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향후 위샘종, 조기위암, 진

행위암을 상으로 한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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