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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CD44 is a polymorphic family of transmembrane glycoproteins generated by
alternative splicing of messenger RNA and is involved in the mechanism of tumor invasion and
metastasis. Methods : The expression of selected CD44 molecules (CD44s, CD44v5, and
CD44v6) was determined immunohistochemically in 84 cases of non small cell lung carcinomas
(NSCLCs). The results were compared with PCNA index, microvessel density (MVD), and
clinicopathological parameters including patient’s survival. Results : CD44s showed a positive
reaction in 61.9% (52/84) of NSCLCs, CD44v5 in 73.8% (62/84), and CD44v6 in 39.3% (33/84).
Squamous cell carcinomas (SCCs) displayed preferential expression of all CD44 molecules
in comparison with adenocarcinomas (ACs) (p<0.001). As a whole, the expression of CD44
molecules was not correlated with clinical parameters (stage, TNM-T, and TNM-N), PCNA index,
or MVD. For ACs only, however, CD44v5 expression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PCNA
index (p<0.05). Poor survival was correlated with CD44v5 expression in ACs and CD44v6 in
SCCs (both, p<0.05). Conclusions : These findings suggest that CD44 molecule in NSCLC
could be a distinctive phenotypic marker for SCC, and the possibility that CD44v5 and CD44v6
are in some way instrumental in conditioning the biologic behavior of NSCLC according to major
histologic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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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세포폐암종에서 CD44s, CD44v5 및 CD44v6 발현의 임상병리학적 의의

한국에서 폐암의 발생 빈도는 점점 증가하여 1999년 현재 전체

악성 종양 중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2000년 이후에는 암

사망률의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1 이 중 비소세포 폐암종(non

small cell lung carcinoma, NSCLC)은 전체 폐암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2 많은 폐암 환자들의 수술 후 경과는 매우 비관

적인데, 그 이유는 부분적으로 NSCLC의 높은 국소 재발률 및

원격전이의 발생과 부분적으로 관련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종양

의 경과는 예측이 쉽지 않으므로, 종양의 분자생물학적 측면의

연구를 통해 예후를 추정하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3

종양의 성장이나 전이와 같은 생물학적 특성은 세포주기, 혈관형

성(angiogenesis), 세포부착 그리고 세포자멸사와 같은 여러 가

지 생물학적 인자들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이들 인자 각각의

작용기전이나 상호작용에 한 이해를 통해 불량한 예후를 가진

환자들을 예측하려는 시도들이 있어 왔지만, 아직까지 부분의

연구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4,5

전이란 종양세포가 발생한 조직의 역 바깥으로 이주한 뒤 원

격 장기 혹은 조직으로 확산되는 일련의 복잡한 생물학적 현상이

다. 세포막 당단백인 CD44는 히알루론산염(hyaluronate)에

한 수용기로서 세포와 세포외 기질(extracellular matrix, ECM)

사이의 분자적 연결인자로 작용하므로 종양의 성장과 전이를 조

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6 CD44 유전자는 20개의 액손을

가지며, CD44 단백의 세포외 역을 부호화(encoding)하는 5번

과 16번 엑손 사이에 존재하는 엑손들의 교 짜집기(alternative

splicing)에 의해 다양한 변이형 CD44 분자(CD44v)들을 발생시

킨다.7 80-90 kDa의 작은 표준형 CD44 분자(CD44s)는 림프구

를 포함한 많은 세포들의 세포막에서 발현되며, 림프구의 귀소

(homing) 과정에서 중요한 기능을 발휘한다. 반면에 분자량이

더 큰 변이형 분자들은 정상 세포들뿐만 아니라 종양세포에서도

발현되며 종양 세포의 전이능과 보다 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8,9

종양에서 CD44s와 CD44v 분자들의 발현은 유방암종,10 위암

종,11 결직장암종12 등에서 종양의 전이와 관련이 있다는 점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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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되고 있다. 그런데, 폐암에서 CD44 분자의 발현에 관한 연구

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즉 Peno 등13은 NSCLC에서 CD44s의

전사와 유전암호해독(translation)이 증가된다고 하 고, Jackson

등14은 부분의 폐종양 세포 주에서 CD44v6의 발현이 미미하

거나 발현되지 않는다고 하 다. 그러나 Hirata 등15은 병기 I의

NSCLC에서 CD44v6의 면역조직화학적 과발현은 원격전이의 발

생과 유의한 상관 관계가 있다고 하 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에 기초하여 저자들은 부산 학교 병원에서

수술 받은 84예의 NSCLCs를 상으로 CD44s와 변이형 CD44

인 CD44v5 및 CD44v6의 발현 양상을 면역조직화학적으로 조사

한 뒤, 이들 분자들과 주요 임상병리학적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 다.

재료와 방법

연구 재료

이 연구의 재료는 NSCLC로 진단 받고 편측 폐절제술 혹은

폐엽절제술을 실시 받은 84명의 폐암 환자들에서 얻어진 조직 블

록이었다. 환자의 연령 분포는 27세에서 79세로 평균 연령은 57.9

세 고, 성별 분포는 남자가 70예(83.3%), 여자가 14예(16.7%)

다. 1999년 WHO 분류16에 따른 NSCLC 84예의 조직학적

유형은 편평세포암종(squamous cell carcinoma, SCC)이 46예

(54.8%), 샘암종(adenocarcinoma, AC)이 38예(45.2%) 다.

TNM 병기는 I기가 40예(47.6%), II기가 14예(16.7%), III기가

30예(35.7%) 다. TNM 병기에 따른 원발종양의 T 상태(T1,

T2, T3-4)와 림프절 전이유무(N0, N1-2)는 환자의 병력지 또

는 조직검사 보고서를 참고하 다.

연구 방법

각 증례에서 표적인 파라핀 블록을 한 개씩 선택한 뒤 4 m

두께의 연속 절편을 각각 7장씩 잘라서 poly-L-lysin이 도포된

유리슬라이드에 부착시킨 후, 헤마톡실린-에오진 염색, 그리고

CD44s, CD44v5, CD44v6, proliferating cell nuclear antigen

(PCNA), CD34 항원에 한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실시하 다.

면역조직화학 염색

각 증례의 파라핀 블록에서 얻어진 조직 절편은 10% xylene

에서 탈파라핀하고 100%, 95%, 70% 알코올에서 차례 로 함

수과정을 거친 후 흐르는 물에서 10분간 수세시켰다. 목적 항원

단백들 중 CD44v5와 CD44v6의 경우는 항원노출의 향상을 위해

전자렌지(Samsung RE-400B, 700 W)에서 5분간 끓인 10 mM/

L citrate buffer (pH 6.0)가 담긴 용기에 조직절편을 넣은 후,

전자렌지를 이용하여 마이크로파 조사를 5분간 두 차례 더 시켰

다. 이 후의 과정은 모든 항원 단백들에 해서 동일한 절차를 거

쳤다. 실온에서 냉각시킨 후 흐르는 물에서 10분간 충분히 수세

시키고, 내인성 과산화수소의 억제를 위하여 0.3% 과산화수소수

에 20분간 처리한 후 pH 7.6의 Tris buffered saline (TBS)으

로 세척하 다. 일차 항체로서 CD44s 분자는 생쥐 단클론성 항

체(156-3C11, 1:100 희석; NeoMarkers, Fremont, CA, USA),

CD44v5 분자는 생쥐 단클론성 항체(VFF-8, 1:100 희석; Neo-

Markers, Fremont, CA, USA), CD44v6 분자는 생쥐 단클론성

항체(VFF-7, 1:50 희석; NeoMarkers, Fremont, CA, USA),

PCNA는 생쥐 단클론성 항체(PC10, 1:1,500 희석; Sigma Che-

mical Co., St. Louis, MO, USA), 그리고 CD34 항원은 생쥐

단클론성 항체(QBEnd/10, 1:50 희석; NeoMarkers, Fremont,

CA, USA)를 사용하 다. 상기한 일차 항체들을 각각 조직 절

편과 함께 4℃에서 하룻밤 동안 반응시켰다. 이 후의 면역조직

화학 염색과정은 Histostain Plus kit, horseradish peroxidase

(Zymed Laboratories Inc., South San Francisco, CA, USA)

를 사용하 고, 그 과정은 일반적인 면역조직화학 염색과정과 동

일하 다. 면역염색 후 발색은 3-amino-9-ethyl-carbazole을, 

조염색은 Mayer 헤마톡실린을 사용하 다. Universal Mount

(Dako, Carpinteria, CA, USA)로 1차 봉입하고, xylene으로

희석시킨(50:50) malinol로 2차 봉입한 뒤 광학현미경(Olympus

BX, Tokyo, Japan)으로 관찰하 다.

음성 조군은 염색 때 일차 항체 신 정상 면양 혈청을 적용

한 것을 제외하면, 전 과정에서 실험 예들과 동일하게 하 다. 양

성 조군으로 CD44 분자들은 정상 구개편도조직을, PCNA의

경우는 PCNA 양성 위암종 조직을 이용하 고, CD34 항원은 종

양주변의 정상 혈관내피세포를 내부 조군(internal control)으

로 하 다.

염색결과의 판독

CD44 분자들은 종양세포의 세포막을 따라 뚜렷한 적갈색의

염색 반응을 보일 때 양성 반응으로, 세포막 염색을 보이지 않거

나 세포질 염색만을 보이는 경우들은 음성반응으로 판정하 다.

조직절편 내 종양 세포들의 10% 이상에서 양성 반응이 출현하

는 경우를 양성으로, 10% 미만에서 양성 반응이 출현하는 경우

는 음성으로 판정하 다.17

PCNA는 종양세포의 핵에서 적갈색의 염색 반응이 관찰될 때

양성세포로 인정하 다. 양성세포들이 출현하는 경우 양성반응이

가장 현저한 부위를 선별하여 400배 시야에서 종양세포 1,000개

를 계수한 후 양성세포들의 백분율을 구하여 PCNA 지수를 결

정하 다.18 CD34 항원은 혈관내피세포의 세포질에서 적갈색으

로 염색되었다. 광학현미경의 저배율 시야에서 염색 도가 가장

높은 세 부위를 찾아서 각 부위로부터 200배 시야에서 미세혈관

의 수를 세고, 세 부위에서 얻어진 수치의 평균을 미세혈관 수

(microvessels/mm2)로 정하 다.19

미세혈관 수를 계산할 때에 적혈구의 직경보다 8배 이상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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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expression of CD44s (A, D, G), CD44v5 (B, E, H) and CD44v6 (C, F, I) molecules in the normal tissues and non small cell lung
carcinomas. (A) CD44s is limited to the basal cell layer of the bronchial epithelium and subepithelial lymphocytic cells. (B, C) CD44v5 and
CD44v6 are limited to alveolar epithelial cells and bronchiolar epithelial cells. In squamous cell carcinoma (D-F) and adenocarcinoma (G-
I), CD44 molecules are expressed along the cell membranes of tumor cells.

A B C

D E F

G H I



경을 가지거나 뚜렷한 근육층을 가지는 혈관은 제외하 다. 괴사,

심한 염증 및 경화가 관찰되는 부위는 수복반응으로 인한 이차적

인 혈관 증식을 보일 수 있으므로 역시 제외하 다. 혈관 내강의

존재 유무와는 상관없이 CD34 항원에 양성인 단일 혈관 내피세

포 혹은 내피세포의 집락은 한 개의 혈관으로 인정하 다.

통계학적 분석

NSCLC의 전 예에서 임상병기, TNM-T 상태, TNM-N 상

태 그리고 종양의 조직학적 유형 등 임상병리학적 변수와 CD44

분자들 간의 상관관계는 2 검정 혹은 Fisher 정확 확률 검정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CD44 분자들과 PCNA 지수 및 미세혈관

수의 관련성은 Student t 검정을, 그리고 CD44s, CD44v5 및 CD

44v6 분자 발현에 따른 NSCLC 환자들의 생존율의 차이는 Ka-

plan-Meier 분석 후 log-rank 검정으로 유의성을 평가하 다.

통계분석은 컴퓨터용 통계 프로그램인 SPSS, ver. 10.0.7 (S-

PSS Inc., Chicago, IL, USA)를 사용하 으며, p 값이 0.05 미

만인 경우를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하 다.

결 과

CD44s, CD44v5 및 CD44v6의 발현

84예의 NSCLCs 중 CD44s 분자는 52예(61.9%)에서 양성으

로 판정되었다. CD44s 양성 종양들에서 CD44s 분자는 부분

막성 염색 반응을 보 고, 일부 종양들에서 CD44s 분자는 세포

막과 세포질에서 동시에 발현되었다. 양성 종양들에서 CD44s 분

자는 종양 세포들 외에 기질내 염증성 림프구, 비종양성 기관지

상피의 기저세포 층(Fig. 1A), 편평화생을 보이는 기관지 상피

의 하층부에서도 양성 반응을 관찰할 수 있었으나, 폐포세포, 

부분의 세기관지 상피에서는 음성이었다. CD44v5와 CD44v6 분

자에 해서 양성으로 판정된 NSCLCs에서 두 분자의 발현 양상

은 유사하 다. 양성률은 CD44v5 분자의 경우 84예의 NSCLCs

중 62예(73.8%), CD44v6 분자는 33예(39.3%)로서 두 분자 간

에 차이를 보 다. 양성 종양들에서 변이형 CD44 분자들은 CD

44s 분자와 달리 폐포세포(Fig. 1B, C), 세기관지 상피, 기관지

상피의 기저세포 층, 그리고 기관지 점액샘에서 양성 반응을 관

찰할 수 있었고, 기질내 염증성 림프구 및 기타 기질 성분에서는

음성이었다.

NSCLCs의 TNM 병기, 원발 종양의 크기, 림프절 전이의 유

무 및 종양의 조직학적 유형에 한 CD44 분자들의 발현의 상

관관계(Table 1)는 조직학적 유형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즉, CD44s의 경우 46예의 SCC 중 42예(91.3%; Fig. 1D), 38

예의 AC 중 10예(26.3%; Fig. 1G)에서 양성을, CD44v5의 경

우 46예의 SCC 중 43예(93.5%; Fig. 1E), 38예의 AC 중 19예

(50.0%; Fig. 1H)에서 양성을, 그리고 CD44v6의 경우 46예의

SCC 중 28예(60.9%; Fig. 1F), 38예의 AC 중 5예(13.2%;

Fig. 1I)에서 양성을 보여, 모든 CD44 분자들은 AC보다 SCC에

서 유의하게 높은 발현을 보 다(p<0.001, respectively). 양성인

종양들에서 CD44 분자들의 발현은 종류에 상관없이 비슷한 양

상을 보 는데, SCC의 경우 종양내 분화가 나쁜 부위나 침윤성

종괴의 변연부에서 좀더 뚜렷한 양성 반응을 보 고, AC의 경우

비점액형 혹은 분화가 나쁜 암종들에서 높은 양성 반응의 경향

을 보 다.

PCNA지수와 미세혈관 수에 따른 CD44s, CD44v5 및

CD44v6의 발현

84예의 NSCLCs에서 CD44s, CD44v5 및 CD44v6의 발현 유

무에 따른 PCNA 지수와 미세혈관 수는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p>0.05). 종양의 조직형에 따라서 세분했을 때도 SCC는

CD44s, CD44v5 및 CD44v6의 발현 유무에 따른 PCNA 지수와

미세혈관 수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 AC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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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

CD44s CD44v5  CD44v6

CD44 molecules 
No. of positive cases (%)Total No.

of cases

Stages I 40 24 (60.0)  28 (70.0) 16 (40.0)
II 14 10 (71.4) 10 (71.4) 5 (35.7)
III 30 18 (60.0) 24 (80.0) 12 (40.0)

pT factors T1 13 7 (53.8) 10 (76.9) 4 (30.8)
T2 48 30 (62.5) 33 (68.8) 17 (35.4)

T3-4 20 12 (60.0) 17 (85.0) 9 (45.0)
pN factors  N0 47 27 (57.4) 34 (72.3) 17 (36.2)

N1-2 34 22 (64.7) 26 (76.5) 13 (38.2)
Histologic type SCC 46 42 (91.3) 43 (93.5) 28 (60.9)

AC 38 10 (26.3) 19 (50.0) 5 (13.2)

Table 1. Relationship between clinicopathologic parameters and
expression of CD44 molecules in non small cell lung carcinomas

AC, adenocarcinoma; SCC, squamous cell carcinoma; *, �, �: p<0.001.

* � �

MVD, microvessel density; *: p=0.012.

*

Parameters
(Mean±SD)

CD44s

Negative (n=28) Positive (n=10)

CD44v5

Negative (n=19) Positive (n=19)

CD44v6

Negative (n=33) Positive (n=5)

PCNA index 45.7±23.9 41.4±20.2 53.7±27.1 35.3±12.5 46.7±23.5 30.5±10.2
MVD 17.3±10.3 12.0±7.9 16.2±9.6 15.6±10.6 15.8±10.3 17.0±8.3

Table 2. Relationship between microvessel counts and PCNA index and expression of CD44 molecules in 38 cases of adenocarcinoma



우 CD44v5에 한해 19예의 양성군에서 PCNA 지수가 35.3±

12.5%, 19예의 음성군에서 53.7±27.1%로, 후자에서 유의하게

높은 PCNA 지수를 보 다(p=0.012; Table 2). 그러나 AC에

서도 다른 CD44 분자들과 PCNA 지수간에, 그리고 모든 CD44

분자들과 미세혈관 수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0.05).

CD44 분자들의 발현에 따른 생존율

84예의 NSCLC 환자들 중 수술 후 추적 관찰이 가능했던 예

는 모두 75예로, 수술 후 관찰 기간은 최저 1개월에서 최고 132

개월이었다. 75예의 NSCLC 환자들에서 CD44 분자들(CD44s,

CD44v5, CD44v6)의 발현에 따른 생존율을 보면, CD44v5 양성

인 53예의 평균 생존 기간은 34.5개월, 음성인 22예는 59.3개월로

서, CD44v5의 경우 음성인 군에서 유의하게 높은 평균 생존율을

보 다(p=0.0442). 그러나 CD44s와 CD44v6의 경우, 발현 유무

에 따른 생존율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p>0.05).
75예의 NSCLCs 중 추적 관찰이 가능했던 36예의 ACs에서

CD44 분자들의 발현에 따른 생존율은 CD44v5에서만 유의한 차

이를 보 는데, 양성인 17예의 평균 생존 기간이 26.2개월, 음성

인 19예가 58.2개월로 음성인 군에서 유의하게 높은 평균 생존

율을 보 다(p=0.0299; Fig. 2). 또한 추적관찰이 가능했던 39

예의 SCCs에서는 CD44v6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 고, 양성인

17예의 평균 생존 기간이 23.4개월, 음성인 22예가 60.5개월로,

역시 음성인 군에서 유의하게 높은 평균 생존율을 보 다(p=

0.0381; Fig. 3).

고 찰

CD44 유전자는 20개의 액손으로 구성되는데, 이들 액손 중

일부(constitutive exons)는 유전자의 mRNA 전사 시 항상 참

여하지만, 나머지(alternative or variant exons)는 포함되기도

하고 안 될 수도 있다. 즉, 이러한 구조적 다양성(variability) 때

문에 CD44의 기능 역시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20 상피

세포에서 CD44는 여러 가지 ECM 물질에 한 연결인자로 작

용하는데,21 종양을 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CD44 분자는 종양

에 따라 과발현되거나 저발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D44분

자의 과발현을 보이는 종양들은 세포-기질 상호작용에 의해, 저

발현을 보이는 종양들은 세포-세포 상호작용에 의해 종양의 침

윤과 전이가 촉진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Tran 등22은 NSCLCs를 상으로 CD44 분자들의 발현을 연

구하 는데, CD44s는 SCC의 48예 중 28예(58.3%), AC의 47예

중 5예(10.6%)에서, CD44v4/5는 SCC의 47예 중 34예(72.0%),

AC의 45예 중 1예(2.2%), CD44v6는 SCC의 47예 중 43예(91.0

%), AC의 44예 중 21예(47.0%)에서 양성을 보여, 모든 CD44

분자들은 SCC에서 유의하게 높게 발현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CD44s는 SCC가 46예 중 42예(91.3%), AC가 38예 중 10예(26.3

%), CD44v5는 SCC가 46예 중 43예(93.5%), AC가 38예 중

19예(50.0%), CD44v6는 SCC가 46예 중 28예(60.9%), AC가

38예 중 5예(13.2%)로, 공히 SCC에서 모두 유의하게 높은 발현

을 보여 Tran 등22과 비슷한 성적을 보 다. 

이 연구의 결과는 NSCLC의 발생에 관한 일반적인 견해, 즉

AC는 Clara 세포, 2형 폐포세포, 그리고 점액샘의 술잔세포 등

여러 가지 상피세포들로부터 기원할 수 있지만, SCC는 화생성

편평상피에서 기원한다는 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편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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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survival curve of patients with adenocarcinoma show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urvival rate between CD44v5
expressors (n=17) and nonexpressors (n=19).

Fig. 3 The survival curve of patients with squamous cell carcinoma
show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urvival rate between
CD44v6 expressors (n=22) and nonexpressors (n=17).



화생은 정상적으로 CD44 분자에 강양성을 보이는 기관지 기저

세포에 의해 표면 섬모상피가 체되는 현상이다.23 즉, SCC의

종양세포들과 기관지 기저세포 간에 나타나는 CD44 분자의 유

사한 발현은, 종양세포는 종양의 기원 세포와 비슷한 CD44 발현

양상을 보인다는 가설과 부합하는 것이다. AC에서 CD44 분자

들의 발현이 낮다는 점은 NSCLC의 조직형에 따라서 CD44와

무관한 경로에 의해 전이가 유발될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하

는 것이며, 이에 해서는 보다 심도 깊은 분자생물학적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비종양성 조직, 특히 정상 기관지 상피에서 CD44s,

CD44v5 및 CD44v6는 기저세포 층에 국한되어 발현되었다. Hof-

mann 등24은 정상 기관지 상피에서 CD44s와 CD44v의 발현은

상피 분화 프로그램의 초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기저세포 층

에 국한되지만, 악성으로 전환된 세포와 같은 비정상적 상태에서

출현할 때는 세포의 전이와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 다. 일

반적으로 폐실질 손상이나 수복 과정에서 초기에는 II형 폐포세

포의 증식을 볼 수 있다. 폐포세포나 세기관지 상피에서 음성인

CD44s 분자와 달리 CD44v 분자들이 폐포세포에서 주로 발현되

는 것은, CD44v 분자가 II형 폐포세포의 증식, 재생, 분화 그리

고 이동 등 세포 전환(cell turnover)과 접한 관련을 가질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추정하게 한다. 그러나 CD44 분자들의 세포 특

이성 분포에 따른 기능적 차이가 NSCLC의 발암 과정에 어떤

향을 미치는 지에 해서는 규명하지 못하 다.

Tran 등22은 NSCLC에서 CD44s 및 CD44v 분자들의 발현이

종양의 병기, 재발 그리고 환자의 생존율과 상관관계가 없었지만,

CD44v 중 CD44v6는 원발 부위와 종양의 림프절 전이 부위 모

두에서 SCC의 100%, AC의 75%에서 양성을 보이므로 림프절

전이와 관련을 가질 것으로 추정하 다. 그러나 Fukuse 등25은

CD44v6가 TNM-T 혹은 N 상태와 관련성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 다. 즉, 폐암의 예후와 관련해서 CD44 분자들의 역할은 아

직 불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도 CD44 분자들은 NS-

CLC의 조직형을 제외한 임상적 변수들, 즉 TNM 병기, TNM-

T 상태, TNM-N 상태 등과 유의한 상관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 연구에 이용된 증례들이 비교적 제한된 병기의

종양들로 구성되었다는 점과 부분적으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Poleri 등3과 Shibanuma 등26도 예후와 관련된 세포 부

착물질의 의의에 관한 연구에서 본 저자들과 비슷한 결과를 보고

하 다. 한편 CD44의 발현과 PCNA 지수는 AC에서만 상관관

계가 관찰되었는데, CD44v5 양성군에서 PCNA 지수가 35.3±

12.5%, 음성군에서 53.7±27.1%로 CD44v5의 발현과 PCNA 지

수는 부의 상관관계가 관찰되었다. 다른 CD44 분자들에 해서

도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지만, 음성군이 양성군보다 PCNA 지

수가 높은 경향을 보 다. CD44 분자들과 PCNA 지수의 상반

된 성적은 CD44 분자의 발현 증가로 인한 세포부착능의 항진 때

문에 종양 세포의 증식이 억제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종양세포는 숙주의 맥관계로부터 신생혈관의 형성을 유도하는

혈관형성 인자(angiogenic factor)를 분비할 수 있다. 표적인

혈관형성 인자인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VEGF)

는 종양의 신생혈관 형성과 원격 전이에 향을 줄 수 있는 것으

로 개 알려져 있지만, NSCLCs에서 미세혈관수와 VEGF의

높은 발현은 불량한 예후와 관련 있다는 보고들27,28과 예후적 가

치가 없다는 보고들4,29이 혼재되어 있는 것 같다. 즉, NSCLC에

서 혈관형성의 의의는 아직 정확히 규명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저자들의 연구에서 미세혈관 수는 임상병리학적 인자들과 상관

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 환자의 생존율은 종양의 조직형에 따라 SCC의 경

우 CD44v5에서, AC의 경우 CD44v6에서 발현에 따른 환자 생

존율의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있었다. 임상병리학적 인자들과 달

리, 종양의 조직형에 따른 CD44v5 및 CD44v6의 발현과 생존율

이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 것은 종양의 생물학적 진행 과정에서

SCC와 AC 간에는 CD44-의존성 경로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소견이다. 이 연구의 경우 조직형에 따른 증례 수

가 비교적 적다는 점과 종양 비균질성 등과 같은 인자의 향 등

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Jackson 등30은 한 개의 종양 세포에서 관찰될 수 있는 CD44v

분자들의 특별한 조합은 전이의 최종 목적지를 결정하는 일종의

우편번호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 다. 이러한 가정을 고려할 때

종양세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CD44 분자의 짜집기(splic-

ing) 현상의 의미에 관한 분자생물학적 연구가 좀더 개선될 수

있다면, NSCLC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전이 과정의 비 을 풀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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