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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The role of Smad4 in carcinogenesis is important, because of its function as a
central mediator of TGF-beta signaling. In the present study we analyzed the expressions of
Smad4 mRNA and protein in human gastric cancer cell lines and tissues and we also analyzed
their clinicopathological significance. Methods : We used semi-quantitative RT-PCR for Smad4
mRNA expression in 13 cases of fresh gastric cancer tissues and two gastric cancer cell lines
(MKN-28, SNU-1). We also used immunohistochemistry for Smad4 protein expression in 88
cases of formalin fixed gastric cancers tissues. Results : The mRNA level of Smad4 was  higher
in MKN-28 cell line (intestinal type) than in the SNU-1 cell line (diffuse type). Fresh frozen gas-
tric cancer tissues showed that the intestinal type of gastric cancer had higher Smad4 mRNA
expressions than the diffuse type of gastric cancer (p<0.05).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for Smad4 revealed that cytoplasmic and nuclear expressions of Smad4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histologic types of gastric cancer (p<0.05). That is, the intestinal type of gas-
tric cancer showed more cytoplasmic and nuclear smad4 expressions than did the diffuse
type of gastric cancer. Reduced cytoplasmic expressions and positive nuclear expressions of
Smad4 were more prominent in the advanced gastric cancer than in the early gastric cancer.
Conclusion : Taken together, we suggest that loss of Smad4 expression might be associat-
ed with the intestinal type of gastric cancer. Also reduced cytoplasmic Smad4 expressions
and increased nuclear Smad4 expressions may be associated with the advanced stage of
gastric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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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선암종에서 Smad4의 발현

Smad는 Transforming growth factor (TGF)- 의 세포내

신호전달 매개체로 알려져 있으며, TGF- Ⅰ형 수용체에 의해

인산화되어 활성화된다.1 Smad 단백은 다양한 종류로 존재하며,

경로제한 Smad (pathway-restricted Smad) (Smad2, Smad3),

중심 Smad (common mediated Smad) (Smad4) 및 억제 Smad

(inhibitory Smad) (Smad6, Smad7)들이 알려져 있다. 구조적

으로 각각의 Smad 단백들은 42-60 KD의 단백질이며 각각의

아미노기와 카르복실기에 유사한 Mad-homology domain (MH

1,2)이 존재하며 proline-rich linker로 연결되어 있다.2 이들 중

Smad4는 중심 Smad로 경로제한 Smad와 hetero-oligomer를 이

루어 핵안으로 들어가서 이차적인 전사를 증가시키며 TGF- 신

호전달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3

TGF- 와 그 신호전달 체계의 여러 가지 인자들 중 Smad는

종양의 발생 및 진행에 있어 중요한 인자로 알려져 있다.4 실제

적으로 여러 보고들에서 Smad의 돌연변이를 유발하여 이에 따

른 종양세포의 변화를 관찰하고 Smad가 종양의 발생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5 이런 Smad들 중

Smad4는 염색체 18번(18q21)에서 종양억제 유전자로 처음 클

론되었다. Smad4는 췌장암에서 결손되거나 돌연변이가 관찰되

므로 deleted in pancreatic carcinoma locus 4 (DPC4)로 명

명되었는데,6 이 Smad4는 TGF- 신호전달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므로 종양발생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적으로 Smad4는 췌장암 이외에도 결직장암,7 유

방암,8 난소암,9 두경부암,10 전립선암 등에서 보고되었으며,7 식도

및 위암 등11에서도 돌연변이가 관찰되었다. 이런 보고들은

Smad4가 종양세포에서 감소함으로써 TGF- 의 종양억제작용

을 회피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 다. 그렇지만 실제로 위암의

경우 Smad4의 돌연변이 및 립유전자 소실은 매우 낮다고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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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져 있다.12,13

일반적으로 위암은 세계적으로 발생률이 높은 암으로, 특히

일본, 칠레, 중국 및 한국에서 발생률이 높다.14,15 위암은 90% 이

상이 선암종으로 Lauren의 분류에 따라 장형 위암과 미만형 위

암으로 분류된다.16 특히 장형 위암의 발생에는 만성위축성위염,

장형화생 및 이형성들이 그 전구단계로 알려져 있지만 미만형

위암에 해서는 전구 병변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14,17 또한 이

두형의 위암은 분명히 유전적 소인과 발암 과정에 있어서 다른

기전을 나타낼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지만, 아직 그 정확한 기전

은 알려지지 않은 실정이다.14,18 따라서 저자들은 인체 위암조직

및 위암 세포주에서 Smad4의 발현을 조사하고 그 임상병리학

적 유용성을 조사하는 것이 의미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본 연구

를 시행하 다.

재료와 방법

위암세포주

이 실험에 사용한 사람 위암세포주는 MKN-28와 SNU-1로

서 한국세포주 은행에서 구입하 다. 각 세포주에 한 특징과

참고 문헌은 Table 1에 기술하 다. 세포주는 10% 우태혈청

(fetal bovine serum)이 첨가된 RPMI 배지(penicillin과 strep-

tomycin 함유)에서 배양하 다.

위암조직

이 실험에 사용한 위암조직은 2000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

월간 부산 학교병원에서 외과적으로 절제된 위의 선암종 중 파

라핀 포매괴의 보관 상태가 양호한 88예를 상으로 하 다. 88

예 중 13예는 신선 조직에서 종양과 종양 주위 비종양성 점막을

각각 채취한 뒤 -70℃에서 보관하 다. 병리학적인 분석은 일본

위암연구회의 기준에 따라 분석하 다.21 종양의 크기는 장경을

기준으로 2.5 cm 이하와 2.5 cm 이상으로 분류하 다. 조직학적

인 분류는 Lauren 분류를 이용하여 두 명의 병리전문의가 조직

표본을 재검토하여 암세포가 선구조를 형성하는 장형과 미만성

으로 침윤하는 미만형으로 분류하 다.22 또한 종양의 침윤 깊이

에 따라 점막과 점막하층에 국한된 조기 위암과 근육층 이하를

침범한 진행성 위암으로 분류하 다.

위암 환자는 남자가 63명, 여자가 25명이었고, 나이는 평균

55.1세 다(28-75세). Lauren의 분류에 따라 장형위암은 평균

57.8세 고, 미만형 위암은 평균 52.4세 다. 위 실험에 이용한

위암조직 88예 중 조기 위암은 44예 고 진행성 위암은 44예

다. 또한 종양은 크기별로 볼 때 2.5 cm 이하가 45예, 2.5 cm 이

상이 43예 다. 진행성 위암 44예 중 Borrman 1형이 3예, 2형이

11예, 3형이 24예, 4형이 6예 다. 병리조직학적 유형별로는 장형

위암이 49예 고 미만형 위암이 39예 다. 림프절 전이는 37예

에서 관찰되었고 종양내 림프관 침범은 31예에서 관찰되었다.

AJCC(1998) 병기에 따라 1기는 50예(IA: 40예, IB: 10예), 2기

는 18예, 그리고 3기(모두 IIIA)는 20예 다. 신선 위암조직 중

6예는 조기 위암, 7예는 진행성 위암이었다. 또한 조직학적으로 5

예는 미만형이었으며 8예는 장형이었다.

RNA 분리와 반정량적 역전사 중합효소반응(RT-PCR)

위암 신선동결조직과 위암세포주에서 total RNA는 RNeasy

kit (Qiagen, Santa Clarita, CA, USA)를 이용하여 분리하

다. Total RNA 5 g에 random hexamer (Pharmacia, Upp-

sala, Sweden) 2 g, 10 mM dNTP (Boehringer Mannheim,

Germany) 2 L, M-MLV reverse transcriptase (Gibco

BRL, Grand Island, NY, USA) 200 U를 첨가하여 cDNA를

합성하 다. 이 5 L cDNA를 주형으로 하고 1.25 mM dNTP

4 L, Taq polymerase (Perkin Elmer, Branchburg, NJ,

USA) 0.25 U, Smad4, GAPDH에 합당한 primer 조합은 10

pmol씩 넣어 thermal cycler (Perkin Elmer, Branchburg,

NJ, USA)에서 중합효소 반응을 시행하 다. 중합효소 연쇄 반

응에 사용한 primer와 반응조건을 Table 2에 표시하 다. 중합

효소 연쇄 반응 산물들은 1.5% agarose gel에서 확인하 다.

Agarose gel에서 확인한 band의 세기를 색상 상 분석기

(Image Pro-plus, Mediacybernetics, Maryland, USA)로 반

정량적으로 분석한 후, 각각의 band의 세기를 정량화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부분의 조직에서 일정하게 나온다고 알려져 있는

GAPDH band의 세기로 나누어서 비를 구하 다. 13예의 위암

동결절편조직에서의 Smad4 mRNA 발현 정도의 통계학적인

분석은 Kruskall-Wallis test를 이용하 고 유의수준은 0.05 이

하로 하 다.

Cell lines Lauren type Histologic diagnosis Sources

MKN-2819 Intestinal Adenocarcinoma Primary tumor
SNU-120 Diffuse Adenocarcinoma Primary tumor

Table 1. Sources and histological characteristics of human gas-
tric cancer cell lines

Primers Sequences
Reaction
condition

No.
of 

cycle

Pro-
duct
size 
(bp)

Smad4 5′-CTGCCAACTTTCCCAACATT-3′ 94℃1 min 32 450
5′-GATCTCCTCCAGAAGGGTCC-3′60℃1 min

72℃1 min
GAPDH 5′-GCAGGGGGGAGCCAAAAGGG-3′94℃1 min 28 566

5′-TGCCAGCCCCGACGTCAAAG-3′55℃1 min
72℃1 min

Table 2. Sequences of Smad4 and GAPDH pri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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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조직화학 염색

포르말린에 고정하여 파라핀에 포매한 위암 조직을 5 m의

두께로 자른 다음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하 다. 0.01 M citrate

buffer (pH 6.0)에 넣고 전자렌지에서 5분간 두 번 가열하여

항원성을 증가시켰다. 내인성 peroxidase를 억제하기 위해서 3%

H2O2로 처리한 다음 5% 정상가토혈청으로 비특이적인 항원-항

체반응을 억제하 다. 면역조직화학염색은 avidin-biotin peroxi-

dase 방법인 Vectastain ABC elite kit (Vector laboratories,

Burlingame, CA, USA)를 사용하 고, 발색제는 3-amino-9-

ethylcarbazole (Vector laboratories, Burlingame, CA, USA)

을 사용하 다. Smad4에 한 일차 항체는 Smad4 (goat poly-

clonal, Santa-Cruz, CA, USA)를 1:50으로 희석하여 사용하

다.

면역조직화학적으로 분석한 Smad4의 발현은 이전에 기술한

방법을 이용하여 세포질 발현을 분석하 다.22 세포질의 Smad4

발현 정도는 종양 주위에 있는 정상 점막의 발현과 비교하여 분

석하 다. 즉 정상 점막보다 강하게 발현되면 강양성(++), 정상

점막과 비슷한 정도로 강하게 발현되면 양성(+), 정상 점막의

발현 정도와 비교해서 감소되거나 발현되지 않으면 각각 약양성

(+/-) 및 음성(-)으로 분석하 다. 또 전체적으로 Smad4의 발

현이 종양세포의 50% 이상에서 강양성 또는 양성으로 발현되

면 Smad4 유지 발현군(Smad4 preserved expression)으로, 그

이하인 경우는 Smad4 감소 발현군(Smad4 reduced expression)

으로 판독하 다. 핵의 Smad4 발현은 양성세포의 수를 400배

시야에서 1,000개 이상의 종양세포를 세어 양성세포의 비율이

5% 이상인 경우에 양성으로 판독하 고, 그 이하인 경우에는

음성으로 판독하 다.

위암조직에서 Smad4 발현의 차이와 임상병리학적 특성과의

상관성은 카이제곱검정 및 피셔의 정확확률검증법을 이용하 으

며, 유의수준은 0.05 이하로 하 다.

결 과

위암세포주와 신선 위암조직에서 Smad4 mRNA 발현

Smad4 mRNA 발현은 위암세포주 중 장형 위암주(MKN-

28)에서 미만형 위암주(SNU-1)보다 증가되었다(Fig. 1A). 신

선 위암조직의 Smad4 mRNA 발현은 장형 위암의 경우 주위

비종양성 점막보다 증가되었으나, 미만형 위암은 감소되었다

(Fig. 1B). Smad4 mRNA 발현은 장형 위암에서 미만형 위암

보다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증가되었고(p<0.05), 조기 위암과

진행성 위암 사이에는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으

Fig. 2. (A) Intestinal type of gastric cancer (Intestinal) shows higher Smad4 mRNA expression than diffuse type of gastric cancer (Diffuse)
and non-neoplastic gastric mucosa (Normal). (B) The expression of Smad4 mRNA is decreased in advanced gastric cancer (AGC) than
in early gastric cancer (EGC), which is statistically in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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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T-PCR analysis for Smad4 mRNA expression in gastric
cancer cell lines and tissue. (A) mRNA level of Smad4 is higher in
MKN-28 than in SNU-1. (B) Intestinal type of gastric cancer dis-
plays higher Smad4 mRNA expression than diffuse type of gas-
tric cancer and non-neoplastic gastric mucosa adjacent to tumor
mass. Lane 1-4, non-neoplastic gastric mucosa; lane 5-6, intestinal
type of gastric cancer; lane 7-8, diffuse type of gastric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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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기위암에서 발현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Fig. 2).

위암조직에서 Smad4 mRNA 발현과 Smad4 단백 발현의 상

관성

13예의 신선위암조직과 해당하는 파라핀 포매조직을 비교하

여 보았을 때 세포질 Smad4 단백 발현 유지군은 9예 고 발현

감소군은 4예 다. Smad4 단백 발현 유지군의 Smad4 mRNA

발현(0.67±0.11)은 발현 감소군(0.42±0.05)보다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게 증가하 다(p<0.05).

위암 주위 위점막 조직과 위암조직에서 Smad4 단백 발현

위암주위의 정상 점막 조직에서 Smad4 단백은 부분 선상

피세포의 세포질에 발현되었다. Smad4의 발현은 체부 또는 전

정부 점막의 위선부(gastric gland)에서 강하 고, 위소와(gastric

foveola)에서 약하 으며, 정상 위점막의 위소와보다 장형 화생

된 위소와에서 강하 다(Fig. 3A, B).

위암 조직에서 Smad4 단백은 종양세포의 세포질 및 핵에서

발현되었다. 장형 화생 상피에서 이어지는 장형 암종에 있어서

세포질 Smad4 단백의 발현이 장형 화생 상피보다 장형 암종에

서 증가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Fig. 3C). 장형 위암의 경우 세

포질 및 핵 Smad4의 발현이 미만형 위암보다 자주 관찰되었다

(Fig. 3D, E. F).

Smad4 단백의 발현과 병리학적 특징과의 관계

전체적으로 88예의 위암조직에서 세포질 Smad4 발현 유지군

과 발현 감소군은 각각 60예(68.5%)와 28예(31.5%) 다. 세포

질 Smad4 단백의 발현 유지군은 장형 위암종에서(89.7%, 44예/

49예) 미만형 위암종보다(41.0%, 16예/39예) 의미 있게 증가되

었고(p<0.05), 조기위암에서(72.7%, 32예/44예) 진행성 위암보

다(51.8%, 28예/44예) 증가되었다(p<0.05). 그리고 전 위암조직

에서 세포질 Smad4 단백의 발현과 다른 병리학적인 특징인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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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Immunohistochemical stain for Smad4. (A) Normal gastric mucosa adjacent to tumor shows strong cytoplasmic Smad4 positivity
in gastric glandular cells (larger arrow), while weak staining in foveolar epithelial cells (smaller arrow). (B) Intestinal metaplastic foveolar
epithelium shows strong cytoplasmic positivity for Smad4. (C) Intestinal type gastric cancer and adjacent intestinal metaplastic epithelial
cells show diffuse cytoplasmic Smad4 positivity. (D) Cytoplasmic and nuclear Smad4 positivity is increased in intestinal type gastric can-
cer. (E) Diffuse type gastric cancer cells are negative for Smad4. (F) Nuclear Smad4 expression is much stronger than its cytoplasmic
expression in some cases of intestinal type of gastric cancer (Avidin-biotin method, ×100 in A to C and ×200 in D, E, F).

D E F

A B C



프절 전이, 혈관내 전이 및 종양 크기와 연령과는 상관성이 없었

다(Table 3).

88예의 위암조직에서 핵 Smad4 발현 양성군과 음성군은 각

각 15예(17.0%)와 73예(83.0%) 다. 핵 Smad4 단백의 양성군

은 장형 위암종에서(26.5%, 13예/44예) 미만형 위암종보다

(5.1%, 2예/39예) 의미 있게 증가되었고(p<0.05), 진행성 위암에

서(20.4%, 9예/44예) 조기위암보다(13.5%, 6예/44예) 증가되는

경향이 관찰되었으나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다(p=0.062). 핵

Smad4 단백의 발현 양성군(60%, 6예/15예)에서 음성군(30.1%,

22예/73예)보다 종양세포의 림프혈관내 전이가 의미 있게 증가

하 다(p<0.05). 기타 다른 병리학적인 특징인 림프절 전이, 종

양 크기와 연령과는 상관성이 없었다(Table 4). 

핵 Smad4 발현 양성군 15예 중 14예가 세포질 Smad4 단백

발현 유지군으로 Smad4 단백의 세포질 발현과 핵발현 사이에

는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있었다(p<0.05).

고 찰

위암은 표적으로 장형 위암과 미만형 위암의 두 가지 조직

형이 있지만, 이 두 조직형의 정확한 발암기전은 아직 알려져 있

지 않다. 부분의 위암은 만성 위축성 위염과 장형 화생을 보이

는 위점막을 배경으로 발생한다. 이런 암조직 주변 위점막의 장

형 화생은 장형 위암에서 흔히 동반된다.17 일반적으로 장형 위

암은 나이든 사람에게서 발생하며, 생존율이 미만성 위암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도 장형 위암의 평균 연령

이 미만형 위암의 평균 연령보다 높았다. TGF- 신호전달계에

속하는 Smad4는 일반적으로 종양세포의 증식 및 침윤을 억제

함으로써 종양억제유전자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다.6,9,13 본 연

구에서 Smad4 mRNA 발현은 장형 위암 세포주(MKN-28)에

서 미만형 위암 세포주(SNU-1)보다, 그리고 장형 위암조직에서

미만성 위암조직보다 각각 증가되었다. 또한 세포질 Smad4 단

백의 발현은 장형화생된 위점막 및 장형 위암세포에서 미만성

위암세포보다 증가하 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 결과는 TGF-

신호전달에 관계하는 Smad4 발현이 위암의 조직형에 따라 상

이함을 암시한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장형 위암과 미만형 위

암과의 사이에 Smad4의 발현이 차이가 있는 것은 이 두 종류

의 암에서 상이한 생물학적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

성으로 제시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Smad4 발현의 기능적인 중요성은 많은 동물실험에서 증명되

었다. APC△716 이형 접합체 생쥐에서 부가적인 Smad4의 쌍동

염색체의 소실은 APC△716 이형 접합체만을 단독으로 발생시

킨 생쥐에서보다 악성도가 높은 암종을 발생시킨다고 한다.23 또

한 APC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결직장 암종에 있어서 초기에 일

어나는 유전자 변화이고 Smad4의 돌연변이는 결직장 암종의

후기에 일어나는 유전자 변화로 보고되었다.24 그렇지만 Smad4

의 부분적 유전자 소실만으로도 종양의 초기 발생과 관련이 있

으며 쌍동 염색체의 전체 유전자 소실은 암억제 유전자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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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toplasmic Smad4
expressionCase 

No. p value
Preserved Reduced

Age (years) 
≤50 30 18 12 NS
> 50 58 42 16

Tumor size (cm)
≤2.5 45 30 15 NS
> 2.5 43 30 13

Invasion Depth
Mucosa 28 18 10 0.049
Submucosa 16 14 2
Muscularis 10 5 5
Subserosa+SE+SI 34 19 15

Lauren classification
Intestinal 49 44 5 0.000
Diffuse 39 16 23

Lymph node metastasis
Negative 51 34 17 NS
Positive 37 26 11

Lymphovascular tumor emboli
Negative 57 40 17 NS
Positive 31 20 11

Abbreviations: SE, serosa exposed; SI, serosa infiltrated.

Table 3. Relationship of cytoplasmic Smad4 expression to patho-
logic features and age in 88 cases of gastric adenocarcinoma

Nuclear Smad4
expressionCase 

No. p value
Positive Negative

Age (years) 
≤50 30 5 25 NS
>50 58 10 48

Tumor size (cm)
≤2.5 45 8 37 NS
>2.5 43 7 36

Invasion Depth
Mucosa 28 4 24 0.062
Submucosa 16 2 14
Muscularis 10 0 10
Subserosa+SE+SI 34 9 25

Lauren classification
Intestinal 49 13 36 0.010
Diffuse 39 2 37

Lymph node metastasis
Negative 51 6 45 NS
Positive 37 9 28

Lymphovascular tumor emboli
Negative 57 6 51 0.027
Positive 31 9 22

Abbreviations: SE, serosa exposed; SI, serosa infiltrated.

Table 4. Relationship of nuclear Smad4 expression to pathologic
features and age in 88 cases of gastric adenocarcinoma



하게 종양의 악성도 증가 및 진행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25,26 본 연구에서는 종양의 침윤 깊이가 깊어질수록, 즉

진행성 위암에서 조기위암보다 세포질 Smad4 발현은 감소되고

핵 Smad4 발현은 증가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이런 결과는 세

포질 Smad4의 감소가 위암의 진행성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

는 소견이다. 이런 소견은 진행성 위암 및 식도의 편평세포암종

의 경우 Smad4 단백의 유지 발현군에서 좋은 예후와 관련 있

다는 보고와 유사하다.22,27 차후 위암의 예후와 Smad4의 발현과

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

에서는 진행성 위암의 상당 부분에서 세포질 Smad4의 발현이

유지되었으며(51.8%, 28예/44예), 핵 Smad4의 발현은 진행성

위암(20.4%, 9예/44예)에서 조기위암보다(13.5%, 6예/44예) 증

가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이런 결과는 일부의 진행성 위암종

에서 Smad4의 발현이 TGF- 의 종양억제작용을 매개하기보다

종양의 침습능을 증가시키는 세포외 기질생산 및 혈관생성기능

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실제로 여러 보고들에서

TGF- 가 종양세포 억제작용뿐 아니라 종양의 침습능을 증가

시킨다고 보고하 다.13,28 또한 실험적으로 Smad4의 돌연변이에

의한 발현 저하는 TGF- 의 모든 기능을 소실시키지는 않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종양의 세포외기질 생산과 혈관생

성기능은 Smad4의 돌연변이에 의한 기능 소실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4,29,30 TGF- 의 신호전달에 있어서 Smad4

가 핵내로 들어가 다른 전사인자를 자극하므로, Smad4 핵발현

은 발암과정 중 Smad4의 역할을 규명하는 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3 본 연구에서는 장형위암 및 진행성 위암에서 Smad4

의 핵발현이 증가하 고 종양세포의 림프혈관 침윤의 증가와 관

련이 있었다.

이상의 보고들과 본 연구를 종합하여 보면 Smad4의 발현은

장형 위암과 관련이 있으며, 세포질 Smad4의 발현 감소와 핵

Smad4의 발현 증가는 종양의 진행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

각된다. 앞으로 장형 위암 발생에 있어서 Smad4의 정확한 역할,

특히 장형 위암의 전암성 병변으로 알려진 관상선종의 이형성

상피에서 Smad4 발현에 한 연구와 진행성 위암에서 혈관신

생, 세포외기질 생산 등의 종양의 진행과 관련되는 특징과

Smad4 발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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