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5

한병리학회지: 제 37 권 제 1 호 2003

The Korean Journal of Pathology. 2003; 37: 35-40

Expression of p53 and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mRNA in Angiogenesis of Non-Small Cell Lung Carcinoma

Jun Seog Kim, Tae In Park, Myoung Hoon Lee, Eun Kyoung Kwak, Ji Young Park
Jung Sik Kwak and Jong Min Chae

Department of Pathology, Kyungpook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Daegu, Korea

Background : Angiogenesi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the progression and me-
tastasis of malignancies. Angiogenesis is a multistep process requiring the interaction of numer-
ous factors able to stimulate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new vessels. But, understanding
of the mechanism involved in VEGF expression is unclear. Methods : Expressions of p53 and
VEGF, and neovasculiarization were examined in 19 cases of surgically resected non-small
cell carcinoma of the lung by the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Furthermore, VEGF mRNA
expressions were quantified in all cases using the real-time quantitative RT-PCR. These results
were compared with clinicopathologic parameters such as histologic grade and stage. Results
: Tumors with high aberrant p53 expressions showed significantly higher VEGF mRNA ex-
pressions and microvessel counts than those with low p53 expressions. Expressions of p53
as well as VEGF and micovessel counts were closely associated with the tumor stage, but not
with the histologic grade and other clinical parameters. Conclusions : These results suggest
that aberrant p53 expression may play a role in the regulation of VEGF expression and may
be involved in controlling angiogenesis in non-small cell carcinoma of the l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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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세포성 폐암종의 혈관신생에서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mRNA와 p53의 발현

혈관신생(angiogenesis)은 종양의 성장과 전이에 향을 미치

는 가장 중요한 인자로 알려져 있다.1-3 종양의 성장에서 종양이

직경 1 mm 이상의 크기로 자라려면 주위의 기존 모세혈관에서

새로운 모세혈관이 생겨나야 한다.4 혈관신생은 기저막과 세포

외 기질의 분해, 내피세포의 이주, 내피세포의 증식, 기질화 및

성숙의 과정이 있으며 혈관신생 촉진인자와 억제인자의 균형에

의해 조절된다. 이러한 인자들은 직접 내피세포에 작용하거나 혈

관 형성을 조장하는 효소의 분비를 자극하고, 간접적으로는 간질

세포를 자극하여 세포외 기질을 용해하는 효소를 분비시킨다.5,6

현재까지 알려진 혈관신생 촉진인자로는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이하 VEGF), fibroblast growth factors,

transforming growth factors, platelet-derived endothelial

cell growth factor, angiopoietin 등이 있으며 혈관신생 억제인

자로는 thrombospondin, TGF- , endostatin, angiostatin,

interferon- , metalloproteinase inhibitor, platelet factor 4

등이 있다.7-10 혈관신생 촉진인자로 가장 잘 알려진 VEGF는

혈관 내피세포의 분열유발인자로 혈관의 투과성을 증가시키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혈관신생을 자극하는 인자이며 네 종류의

형태(121, 165, 189, 206)가 알려져 있다.11-14 VEGF는 여러 종

류의 종양세포에서 발현되며 신장, 방광, 위, 식도, 장 등 여

러 장기의 악성 종양에서 VEGF mRNA의 발현이 종양의 예

후와 관련이 있다고 하 다.15-18

p53은 잘 알려진 종양억제유전자로 세포의 주기에 관여하여

세포의 고사를 유도하거나 증식을 초래하여 인체의 여러 가지 암

발생에 관여한다.19 p53 단백은 다른 유전자의 전사에 향을 주

는 인자로 세포고사를 유도하고 암변환을 억제한다. 비소세포성

폐암종의 약 50%에서 p53 유전자의 변이가 관찰되고 이러한 변

이 유전자의 발현은 종양의 예후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20 또 최

근의 연구에서 p53 유전자가 신생혈관 형성과 관계가 있다고 하

며, 특히 인체의 고형 암종에서 p53 유전자의 변이가 VEG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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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발현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한다.21,22

폐암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많은 암으로 최근 발생 빈도

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사망 빈도가 가장 높은 암이다. 폐암

은 발견 당시 부분 높은 병기를 나타내고 예후는 병기와 암세

포의 형태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조기 진단법과 수술 방법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전체 폐암의 경우 5년 생존율이 10% 미만이

며 수술적 치료가 가능한 경우는 20%에 불과하다.23 따라서 폐암

의 조기 진단과 함께 예후 인자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최근 비소

세포성 폐암종을 상으로 혈관신생에 한 많은 연구가 진행 중

이다. 비소세포성 폐암종에서 혈관신생이 종양의 진행 및 전이에

가장 중요한 인자라는 데는 공통된 의견을 보이나 혈관 형성을

조절하는 인자와의 상호 작용에 해서는 밝혀져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혈관신생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인자인 VEGF

와 VEGF에 향을 미칠 것으로 기 되는 p53 유전자와의 관계

를 알아보기 위하여 비소세포성 폐암종에서 면역조직화학적 염

색을 통한 변이 p53 유전자의 발현과 유전자발현의 정량을 위한

가장 정확한 PCR 방법인 real-time quantitative reverse tran-

scriptase 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를 이용하여

VEGF mRNA의 발현을 정량 비교하고자 한다.

재료와 방법

연구 재료

연구 재료는 경북 학교 병원에서 비소세포성 폐암종으로 진

단되어 폐 절제술을 실시한 증례 중 수술 전에 치료 받은 병력

이 없으며 검사에 충분한 양의 종양 조직을 얻을 수 있었던 19

예를 상으로 하 다. 종양 조직을 10% 중성 포르말린에 고정

하고, 종양 조직의 일부를 VEGF mRNA의 측정을 위하여 액

체 질소에 급속 냉동 후 -70℃에 보관하 다가 사용하 다.

광학현미경 관찰 및 병기 측정

절제된 폐종양 조직을 10% 중성 포르말린에 고정하고 파라

핀에 포매한 후, hematoxylin-eosin염색을 시행하여 광학현미경

관찰에서 종양의 형태학적 분류를 하 으며 TNM 체계의 기준

에 따라 종양의 크기(T), 림프절 전이(N), 원격 전이(M)를 기

준으로 종양의 병기를 병기 I에서 병기 IV로 분류하 다.

면역조직화학적 염색

파라핀에 포매된 조직을 4 m의 두께로 박절하여 probe-on

plus 슬라이드(Fisher Scientific, Pittsburgh, PA, USA)에 부

착시켜 탈파라핀과 함수과정을 거쳐 증류수로 세척하 다. 마이

크로웨이브 오븐을 이용하여 10 mM citrate buffer (pH 6.0)

를 5분간 가온 후에 슬라이드를 넣고 5분간 2회 가온 처리하여

항원 표출 후 20분간 실온에 방치하여 온도를 서서히 낮추었다.

이어서 tris 완충용액으로 세척한 다음 0.3% 과산화수소용액으

로 처리 후 tris 완충용액으로 세 차례 세척하 다. 조직내 비특

이 항원을 차단하기 위해 정상 면양 혈청에 30분간 반응시켰다.

단클론 일차항체인 VEGF (SantaCruz, SantaCruz, CA, USA,

1:50), p53 (Dako, Carpinteria, CA, USA, 1:50) 및 CD34

(Immunotech, Marseille, France, 1:50)를 반응시킨 후 상온에

서 1시간 동안 반응을 시켰다. 그 다음 tris 완충용액으로 세 차

례 세척하고 이차항체(Vector Elite kit, Vector Laboratories,

Burlingame, CA, USA)를 30분간 반응시킨 후 ABC (avidin-

biotin conjugate) reagent를 사용하여 실온에서 45분간 반응시

켰다. tris 완충용액에 세척한 후 diaminobenzidine tetrahydro-

chloride (Sigma Chemicals, St. Rouis, MO, USA)로 발색하

다. 증류수에 수세한 후 Mayer hematoxylin으로 20초간 조

염색한 다음 봉입하여 슬라이드를 완성하 다.

면역조직화학적 염색의 평가 및 종양내 미세 혈관 수 측정

VEGF 및 p53에 한 면역조직화학적 염색의 평가는 종양세

포 내에서 완전한 음성 반응을 0, 20% 미만의 종양세포에 약한

양성 반응을 보일 때 1, 20-50% 사이의 양성 반응을 2, 50% 이

상의 양성 반응을 3으로 하 다.

신생혈관 수의 측정은 Bosari 등24의 방법에 따라 세정맥 및

모세혈관만을 포함시켰으며, CD34 항체에 양성이며 인접 세포

군과 명백하게 분리되는 한 개의 내피세포 혹은 내피세포군을 하

나의 혈관으로 간주하 다. 내강을 가진 경우 적혈구를 8개 이상

포함하거나 근육층을 가지는 큰 혈관은 제외하고, 섬유화가 심한

부위도 제외시켰다. 저배율 시야에서 탐색한 후 단위 면적당 미

세혈관 수가 가장 많은 시야 셋을 선택하여 이 부위를 광학현미

경 200배 배율(×20 objective and ×10 ocular, Olympus BX

50 microscope, 0.74 mm3 per field)에서 혈관의 수를 세고 그

평균치를 산출하여 표치로 사용하 다.

real-time quantitative RT-PCR을 이용한 VEGF mRNA 측정

Total RNA 분리

각각의 조직에 TRIzol 용액(Life Technologies, Rockville,

MD, USA) 1 mL를 첨가하여 막자사발로 마쇄하 다. 추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Qiashredder (Qiagen, Valencia, CA,

USA)를 사용하여 12,000×g에서 2분간 원심분리하고 0.2 mL

의 chloroform을 넣고 잘 섞어준 후 3분간 상온에서 반응시켰다.

그리고 4℃ 12,000×g에서 7분간 원심 분리하여 생긴 상층액을

새 튜브로 옮긴 후 동량의 0.8배의 isopropanol을 첨가하여 섞어

준 다음 상온에서 10분간 반응시키고 12,000×g에서 10분간 원

심분리하 다. 원심분리 후 생긴 침전물을 75%의 알코올을 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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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vortex한 다음 7,500×g에서 5분간 원심분리하여 용액을

덜어내고 침전물을 공기 중에서 말린 후 각각의 튜브마다 30 L

의 RNase free water를 첨가하여 녹인 다음 원액을 100배 희석

하여 260 nm 파장에서 정량을 하 다. RNA를 분리하는 데 사

용된 용기와 용액은 모두 0.1% 4-diethyl pyrocarbonate를 처

리하 다.

First strand cDNA 합성

각각의 튜브에 전체 RNA의 양이 1 g, Random hexamer

를 2.5 g, 25 mM MgCl2을 5.5 mM, deoxy NTP를 500 M,

RNase inhibitor를 0.4 U/ L, 10X RT buffer를 2 L 넣고

최종부피가 20 L되게 하 다. 25℃에서 10분, 48℃에서 30

분, 95℃에서 5분 반응시킨 후 만들어진 cDNA의 양을 260 nm

파장에서의 흡광도로 결정하 다. 

Real-time RT-PCR

Real-time RT-PCR은 Applied biosystems사의 SDS7000으

로 실시하 다. 반응액의 조성은 2X SYBR master mix 12.5

L, template 100 ng, 각각의 primer (GAPDH, VEGF)를

200 nM이 되도록 넣고 물로 최종 부피를 25 L되게 하 다.

반응 조건은 50℃에서 2분, 95℃에서 10분 그리고 95℃에서 15

초와 60℃에서 1분을 40회 반응시켰다. 이때 각 주기마다의 형

광 신호를 모니터링하여 나타나는 threshhold cycle (CT)을 분

석하여 각각의 실험군 사이의 mRNA 양을 분석하 다.

Primer Design

각 유전자를 증폭하기 위한 primer를 제작하기 위해 Applied

Biosystems의 Primer Express 프로그램을 이용하 다. 모든

primer는 genomic DNA의 오염으로 인한 증폭을 방지하기 위

해 두 개 이상의 exon을 포함하도록 제작하 다. Primer는 각

산물의 크기가 100-200 bp 정도가 되도록 제작하여 PCR 효율

을 높이도록 하 다. 염기서열은 다음과 같다.

VEGF exon 2 forward GCACCCATGGCAGAAGG

exon 3 reverse CTCGATTGGATGGCAGTAGCT

GAPDH exon 2 forward GAAGGTGAAGGTCGGAGTC

exon 3 reverse GAAGATGGTGATGGGATTTC

통계분석

VEGF 및 p53의 면역조직화학적 발현과 혈관신생 정도와 조

직학적 유형 및 병기와의 상관관계 및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통계 프로그램인 SPSS 11.0 for windows를 이용하여 T-test

를 사용하 고, 유의성은 p<0.05로 하 다.

결 과

조직학적 소견 및 병기

전체 19예의 비소세포성 폐암종에서 조직학적 유형은 편평세

포암종이 9예, 선암종이 10예 다. 환자의 연령은 34세에서 78

세 사이이며 평균은 63.6세 다. 임상병기(TNM stage)는 IA

병기가 3예, IB 병기가 11예, II 병기가 2예, III 병기가 3예 다.

종양의 크기는 T1이 3예, T2가 15예, T3가 1예 고, 림프절

Fig. 1. Immunoreactivity of VEGF (A), CD34 (B), p53 (C) in non-small cell lung carcinoma. The tumor cells for VEGF and p53 and small
vessels for CD34 show strong positive reactivity.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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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는 N1이 3예, N2가 2예이었으며 14예에서는 종양세포의

림프절 전이가 없었다.

면역조직화학 염색에 의한 신생혈관의 측정과 VEGF 및

p53의 발현

면역조직화학 염색에서 VEGF는 종양세포의 세포질에서 강

하게 발현되었으며 종양내의 간질조직과 종양 주위의 폐 실질에

서도 발현되었다(Fig. 1A). 전체 19예 중 12예에서 양성 반응을

보 으며 7예에서 음성이었다. 병기 I인 예에서 VEGF의 발현

정도는 평균 0.5 으며 병기 II와 III인 예에서는 평균 2.2로 큰

차이를 보 다. CD34에 한 면역조직화학 염색에서 CD34에

양성 반응을 보인 세포는 종양내 간질에서 관찰되었고 종양의

변연부에서 많은 수가 관찰되었다(Fig. 1B). 신생혈관 수는 평

균 60.7로 병기 I인 예에서는 평균 55.1이었으며, 병기 II와 III인

예에서는 평균 70.5로 병기가 진행함에 따라 신생혈관 수가 증

가하는 양상을 보 다. 또 VEGF의 발현이 높은 군에서 신생혈

관 수가 많았다. p53에 한 면역조직화학 염색에서 종양세포의

핵에 강하게 염색되었다(Fig. 1C). 전체 19예 중 14예에서 양성

반응을 보 으며 5예에서 음성이었다. 병기 I인 예에서 p53의

발현 정도는 평균 0.86이었으며 병기 II와 III인 예에서는 평균

2.4로 병기가 높은 예에서 변이 p53의 발현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 다(Table 1). 또 VEGF의 발현이 높은 군과 신생혈관 수

가 많은 군에서 p53의 발현이 증가하 고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에서 모두 높은 발현을 보 다. 그러나 환자의 연령, 성별

및 종양의 조직학적 형태와는 관계가 없었다.

Real-time quantitative RT-PCR을 이용한 VEGF mRNA의

발현

Real-time quantitative RT-PCR을 이용하여 VEGF mRNA

의 발현량을 비교 분석하 다. 증폭이 끝난 PCR 산물을 disso-

ciation curve를 분석하 을 때 VEGF와 GAPDH의 증폭에서

단일 산물이 증폭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증폭 그래프에

서 각 그룹 간에 증폭의 차이, 즉 CT 값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Fig. 2). Real-time quantitative RT-PCR을 이

용하여 시료 간의 VEGF mRNA의 발현량을 비교하기 위해 다

음과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 다. 

2-��CT

목표 유전자인 VEGF mRNA의 발현량을 house keeping

gene인 GAPDH 유전자의 발현량으로 보정하여 시료 간의 발

Fig. 2. Quantification of VEGF mRNA expression in real-time quantitative RT-PCR. (A) The dissociation curve shows that VEGF gene was
amplified by PCR without any nonspecific product and the amplification plot of GAPDH and VEGF gene represents the difference of CT

values between two groups. (B) There was rapid amplification of VEGF transcript in the tumors with high aberrant p53 expressions
(empty arrow), compared to the tumors with low p53 expressions (a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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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GF MC p53

Stage I 0.5 55.1 0.86
Stage II&III 2.2 70.5 2.4

Table 1. Immunohistochemical expression related to TNM stage

*VEGF mRNA expression: -� CT value×103.

Aberrant p53 expression

<20% �20%

No. of cases 11 8
VEGF mRNA expression* 43±22.2 261±9
microvessel count 42.7±1.71 70.3±5.7

Table 2. VEGF mRNA and microvessel count with aberrant p53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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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차이를 측정한 comparative CT 분석법을 적용하 다.

변이 p53의 발현과 VEGF mRNA 및 미세혈관 수와의 관계

면역조직화학 염색에서 변이 p53의 발현 정도가 낮은 군

(20% 미만, 발현 정도 0, 1)과 높은 군(20% 이상, 발현 정도

2, 3)을 상으로 미세혈관 수와 VEGF mRNA의 발현량을

각각 비교하 다(Table 2). 변이 p53의 발현정도가 낮은 군은

11예, 변이 p53의 발현 정도가 높은 군은 8예이었으며 미세혈관

수는 p53의 발현 정도가 낮은 군과 높은 군에서 각각 42.7±

1.71과 70.3±5.7이었다. VEGF mRNA의 발현량은 p53의 발

현 정도가 낮은 군과 높은 군에서 각각 43±22.2와 261±9 다.

이와 같이 미세혈관 수와 VEGF mRNA의 발현량은 변이 p53

의 발현 정도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 다.

고 찰

종양이 직경 1 mm 이상으로 자라면 주위의 기존 모세혈관에

서 새 모세혈관이 생겨나고 이 신생혈관형성은 종양의 성장을

촉진되고, 종양세포의 전이 통로를 제공한다.4 혈관신생 과정에

는 혈관 내피세포의 증식, 단백분해효소에 의한 세포외기질의

분해, 내피세포의 이주 등의 과정이 있으며 다양한 인자가 복잡

하게 작용한다. 혈관신생에 관여하는 인자들은 직접 내피세포에

작용하거나 혈관형성을 조장하는 효소의 분비를 자극하고, 간접

적으로는 간질세포를 자극하여 세포외기질을 용해하는 효소를

분비시킨다.5,6 종양의 형성과 진행에는 혈관신생이 반드시 필요

하며 따라서 혈관신생을 억제하면 종양의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VEGF는 혈관 내피세포의 강력한 분열유발인자로 생리적 혹

은 병적인 상태에서 혈관신생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자

이며 각질세포, 식세포, 비만세포, 평활근세포 등에서 생성된

다.25,26 또한 여러 종류의 종양에서 VEGF의 생성이 관찰되며

이는 종양의 진행 및 혈관신생 정도와 관련이 있다. 특히

Fontanini 등27은 비소세포성 폐암종에서 VEGF의 발현은 환자

의 생존율과 림프절 전이 등과 깊은 연관성이 있으며 폐암종의

진행과 예후에 중요한 지표라고 하 다. 본 연구에서는 VEGF

에 한 면역조직화학 염색에서 종양세포 내에서 VEGF의 발

현이 관찰되었고 병기가 진행함에 따라 VEGF의 발현이 증가

하는 양상을 보 다. 또 real-time quantitative RT-PCR을 이

용하여 VEGF mRNA의 발현을 측정하 다. real-time quan-

titative RT-PCR은 현재까지 유전자발현의 정량을 위한 가장

정확한 PCR 방법이다. 증폭이 끝난 PCR 산물의 dissociation

curve를 분석하 을 때 VEGF와 GAPDH의 증폭에서 단일 산

물이 증폭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증폭 그래프에서 각 그룹 간에

증폭의 차이, 즉 CT값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Real-time quantitative RT-PCR을 이용하여 시료 간의

VEGF mRNA의 발현량을 비교하 다. VEGF mRNA의 발

현량은 I 병기인 예와 II 병기인 예사이에 현저한 차이를 보 고

p53의 발현과도 뚜렷한 연관성을 보 다.

혈관신생의 지표로서 종양내 혈관의 도를 측정하여 혈관신

생의 정도와 종양의 악성도를 비교하는 여러 연구가 시도되었

고, 비소세포성 폐암종에서도 종양내 혈관의 도가 종양의 예

후 및 종양의 전이와 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보고가 있다.28

CD34는 조혈 모세포의 표면항원으로 다른 혈관 표지자들보다

더욱 균등하게 혈관내피세포에 발현된다고 하여 혈관표지자로

많이 이용되는 항원이다. 본 연구에서는 CD34에 한 면역조직

화학 염색으로 신생혈관의 수를 측정하여 종양내 혈관의 도와

종양의 병기와의 관계와 VEGF 및 p53 발현과의 연관성을 비

교하 다. 신생혈관의 수는 병기가 진행함에 따라 증가하는 양

상을 보 으며, 특히 병기 I인 예와 병기 II인 예사이에는 많은

차이를 보 다. 또 VEGF의 발현이 높은 군에서 신생혈관 수가

많았다. 이는 다른 연구에서와 같이 VEGF의 발현과 종양내 혈

관의 도는 혈관신생의 지표가 되며 종양의 크기 및 림프절 전

이 등과 깊은 연관성이 있고 폐암종의 진행과 예후인자로서 중

요한 표지자임을 시사한다.

p53은 잘 알려진 종양억제유전자로 p53 단백은 다른 유전자

의 전사에 향을 주는 인자로 세포고사를 유도하고 암변환을

억제한다. 종양 억제 유전자인 p53의 발현은 종양의 암변환과

진행에 관여하며, 특히 폐암종에서 예후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p53과 같은 종양관련 유전자의 변이와

혈관신생과의 관련에 한 연구는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

구자에 따라 이견이 많다. Kieser 등29은 p53 단백의 변이는

VEGF의 과발현을 유도하여 혈관신생을 조절한다고 하 다.

그러나 Giatromanolaki 등30의 연구에 의하면 p53은 신생혈관생

성과정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병기가 진행

함에 따라 p53의 발현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 으며, 변이 p53의

발현과 VEGF mRNA 및 미세혈관 수와의 관계에서 p53의 발

현이 높은 군에서 VEGF mRNA의 발현과 신생혈관의 수가

많았다. 이와 같이 미세혈관 수와 VEGF mRNA의 발현량은

변이 p53의 발현 정도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 다. 따라서

p53은 독립적으로 폐암종의 예후와 연관성이 있으며 신생혈관

생성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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