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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Our objectives in this study were to (1) evaluate the possible role of p53, c-kit
and CD34 proteins in sarcomas and to determine their potential relationship; (2) use a tissue
microarray to compare the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results on both the tissue microarrays
and the corresponding whole tissue sections. Methods : Whole sections from 85 sarcomas
were studied for the immunohistochemical expression of p53, c-kit and CD34. Tissue microar-
rays consisting of triplicate 2 mm cores from the corresponding blocks were constructed and
stained according to the same protocols as those used for the whole sections. Results : On
whole section analysis, p53 protein was expressed in 25 cases (29.4%). Expression of c-kit
was observed in 31 specimens (36.5%), whereas CD34 expression was noted in 11 tumors
(12.9%). The overall concordance between triplicates was 96% (217/226). The consensus score
from the combined triplicates agreed with the results on the whole sections at 91.4% (233/255).
The correlations between p53 and CD34, and between c-kit and CD34, were statistically sig-
nificant (p=.028 and p=.010 respectively). Conclusions : p53 and c-kit express relatively fre-
quently in sarcomas. Tissue microarrays are an effective alternative to whole sections; however,
the presence of triplicate punches seems to improve the yield but not the concordance of data.

Key Words : Sarcoma-Tissue Microarray-p53-c-kit-CD34

유진 ∙박경신∙강석진∙강창석

 221

육종에서 p53, c-kit과 CD34의 발현에 한 조직 미세배열을 이용한 연구

육종은 간엽에서 발생한 악성 종양으로, 조혈계, 세망내피계,

신경교세포를 제외한 다양한 세포 성분에서 발생하는 비상피세

포성 기원의 종양들을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불균질 그룹의 종양

이다.1 그 발생 원인에는 화학적 발암 물질이나 방사선에 노출된

경우와 같은 환경적 요소, 종양 바이러스 감염, 면역학적 요소

또는 유전적 요소 등이 관여하는 것으로 보이나, 아직 명확히 밝

혀지지는 않았다. 최근 분자생물학적 기법이 발달함에 따라 일부

육종에 한 세포유전학적, 분자생물학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

며 특정 염색체의 이상이나 특정 유전자의 변이 및 증폭이 보고

되고 있다.2-4

염색체 17p13에 위치하는 p53은 손상된 DNA의 수복과 세포

성장조절의 기능뿐 아니라 세포 분화와 아포토시스에도 관여하는

매우 중요한 종양억제유전자로서, 이 유전자의 소실이나 변이가

일어나면 종양 억제 기능을 잃게 되어 결국 종양 형성에 향을

끼칠 수 있다. 실제 p53 유전자의 변이는 인체 여러 종양에서 가

장 흔히 발견된다. 따라서 이들 종양의 발생 기전에 중요한 역할

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p53 유전자의 변이가 발생하면 하나의

염기가 다른 것으로 치되어 변이 단백을 생성하고 이와 같이

변이된 단백은 분자 형태의 변화를 초래하여 야생형 p53 단백보

다 안정성이 높아 더 긴 반감기를 가지게 되며 종양 세포내에서

과발현 된다. 종양의 종류에 따라서 그 빈도는 다양한데 육종은

연부조직의 경우 25.7-65%에서 p53 과발현이 보고되었다.5-9

c-kit는 염색체 14번의 단완에 위치하는 원발암유전자로서 표

면 타이로신 키나제 수용체를 코드화한다.10-15 그 리간드는 줄기

세포인자로도 알려져 있는데, 줄기세포인자에 의해 c-kit가 활성

화되면 표면 타이로신 키나제 수용체의 이합체화가 일어나고, 인

산화 반응과 세포내 신호변환경로의 개시반응을 초래하여 세포의

증식과 분화를 포함한 각종 세포 과정의 규제가 유도된다. c-kit

는 잘 알려진 GIST (gastrointestinal stromal tumor; 위장관

기질종양)의 구성세포 외에도 ICC (interstitial cells of Cajal),

비만세포, 멜라닌세포, 조혈선조세포, 생식세포를 포함한 여러 세

포들에서 발현될 수 있다. 육종의 경우 연구가 미미한데다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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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따라 다른 결과를 기술하 다.16-21

CD34는 조혈 줄기세포로 알려진 항원으로서 혈관내피세포, 섬

유아세포에서 정상적으로도 발현되며, 고립섬유종, 융기성 피부

섬유육종, 혈관주위세포종, 방추세포지방종, 상피모양육종, 근섬

유아종양 등과 같은 원시 간엽세포에서 기원된 종양세포의 유용

한 표지자이다.22,23

Tissue microarray는 1986년 Batifora가 하나의 슬라이드에

백여 개의 조직을 한꺼번에 담는 방법을 처음 소개한 이래, 하나

의 슬라이드에 여러 환자의 조직을 함께 넣어 분석함으로써 연구

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 연구에 활발히

이용되기 시작하 다.24-26 이에 저자들은 육종에서 tissue micro-

array를 이용하여 p53, c-kit, CD34의 면역조직화학 염색 발현

의 특징을 알아보고, 특히 tissue microarray와 통상의 표준 조

직 절편에서의 염색 결과를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

행하 다.

재료와 방법

연구 재료

가톨릭 학교 의과 학 임상병리학교실에서 1995년 1월부터

2003년 7월까지 조직학적으로 진단된 육종 85예(악성 섬유성 조

직구종 21예, 섬유육종 5예, 지방육종 9예, 횡문근육종 2예, 평활

근육종 2예, 포상연부육종 2예, 유잉육종 6예, 악성 말초신경초

종 2예, 골육종 21예, 연골육종 12예, 활막육종 3예)를 상으로

하 다. 수술 전에 방사선 요법이나 화학 요법을 받은 예는 연구

상에서 제외하 다. 모든 조직은 광학현미경 하에서 병리 진단

을 확인하 다.

연구 방법

Tissue microarray의 제작

신선한 조직을 10% 중성 포르말린에 고정한 후 통상적인 방

법에 따라 파라핀 포매괴를 제작해서 헤마톡실린-에오진 염색을

하여 진단에 이용하 다. 각 증례에서 출혈이나 괴사가 없는

표적인 파라핀 블록을 한 개씩 선택한 뒤 4 m 두께의 연속 절

편을 각각 4장씩 잘라서 특수 처리된 슬라이드(poly-L-lysine 도

포)에 부착시켰다. 그 중 1장은 헤마톡실린-에오진 염색을 하고

나머지 3장은 p53, c-kit, CD34 항원에 한 면역조직화학 염색

을 시행하 다. 상 증례의 헤마톡실린-에오진 염색 슬라이드에

서 조직학적 소견을 확인해서 표 부위를 3군데 표시하고 파라

핀 블록에서 그에 상응하는 부위를 선정하 다. Tissue microar-

ray 블록 제작 기구(본 임상병리학 교실에서 제작)를 이용하여

선정된 부위를 2 mm 크기로 펀치하 다. 미리 준비된 recipient

블록에 직경 3 mm, 깊이 2 mm의 구멍을 6열 7행으로 총 42개

를 뚫었다. 각 증례 블록에서 펀치한 조직 조각을 가운데 5열 6행

의 총 30개의 구멍에 심었고, 나머지 가장자리 12 구멍에 조군

블록에서 채취한 조직 조각을 삽입하여 총 12개의 블록을 제작하

다(Fig. 1). 단면을 고르게 하기 위해서 제작된 Tissue micro-

array 블록을 50℃상태에서 30분간 방치하 다.

면역조직화학 염색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위하여 각각의 증례에서 박절한 통상의

표준 절편과 tissue microarray 블록으로부터 4 m 두께의 절

편을 각각 poly-L-lysine 도포한 슬라이드에 부착하여 동일한 방

법으로 처리하 다. 우선 80℃오븐에서 1시간 건조시킨 다음 자

일렌으로 실온에서 2분간 4회 탈파라핀 하 다. 100% 알코올로

10초간 3회 처리하고, 10% citrate buffer (Zymed, San Fran-

cisco, USA)에 담가 120℃의 고압멸균기에서 15분간 가열한 후

실온에서 20분간 방치하 다. 45℃의 세척 완충액으로 3분씩 3회

세척하고, 조직 내의 내인성 과산화효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3%

과산화수소수에 45℃에서 5분간 반응시켰다. 이어서 세척 완충액

으로 3회 수세한 후 비특이 단백의 결합을 제거하기 위하여 1:100

으로 희석한 비면역 염소혈청(Zymed, San Francisco, USA)에

45℃에서 60분간 작용시켰다.

일차 항체는 p53 (Zymed, San Francisco, USA), c-kit

(Zymed, San Francisco, USA), CD34 (Zymed, San Fran-

cisco, USA)에 한 단클론 항체들로서, 각각 1:50으로 희석하

여 4℃에서 하룻밤 반응시켰다. 이후 이차 항체(biotinylated

anti-mouse immunoglobulin antibody, Dako, Kyoto, Japan)를

10분간 반응시킨 후, 세척 완충액으로 3분씩 3회 수세하고 strep-

tavidin peroxidase detection system (Zymed, San Francisco,
Fig. 1. A set of tissue microarrays (block, H&E and immunostain-
ing for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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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을 이용하여 biotin-avidin 특이 결합을 유도하 다. 다시

수세한 후 DAB나 AEC를 이용한 10분간의 발색을 거쳐 Meyer's

hematoxylin (Zymed, San Francisco, USA)으로 조염색을

하 다.

음성 조군은 염색 때 일차 항체 신 정상 면양 혈청을 첨

가해 주고 나머지 모든 과정은 동일하게 하 다. 양성 조군으

로 p53은 양성이 확인된 유방암 조직을, c-kit는 양성이 확인된

GIST 조직을 이용하 고, CD34는 종양 주변의 정상 혈관 내피

세포를 내부 조군으로 하 다.

염색결과의 판독

결과 판정은 2명의 병리의사가 독립적으로 하 다. p53의 경

우 광학현미경 하에서 10% 이상의 종양 세포에서 면역 반응이

핵에 붉은 갈색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양성으로 판독하 다. c-kit

와 cd34는 종양 세포의 세포막과 세포질에서 적갈색으로 발현되

고 전체 종양 세포의 10% 이상일 때 양성으로 판정하 다.

통계학적 분석

통계학적 분석은 SPSS version 11.5를 이용하여 면역조직화

학 염색에 의한 각각의 단백 발현 간의 상관관계를 Pearson's chi-

square test로 분석하 고, 유의 수준은 0.05 이하로 하 다.

결 과

총 85예 중 남녀의 비는 40:45 (47% vs 53%) 고 연령 분포

는 9세에서 78세(중앙값 남녀 각각 36.5세 및 44세) 다(Table 1).

본 연구에서는 포르말린 고정 파라핀 블록 표본을 이용하여

tissue microarray를 제작하 고, tissue microarray 조직과 통

상의 표준 절편 조직에서 각각 p53, c-kit, cd34 단백 발현을 보

기 위한 염색을 시행하 다(Table 2). Tissue microarray를 구

성하는 각 증례당 3개의 펀치(P1, P2, P3)를 서로 비교하여 1개

라도 양성이면 전체 array (T) 결과를 양성으로 판독하 고, 종

양세포가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박절 또는 염색 과정 중 조직이

탈락해서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나머지 펀치의 결과를 전체 결과

로 인정하 다. Tissue microarray를 구성하는 각각의 펀치 중

p53 단백 염색을 위한 펀치들에서는 6.7% (17/255), c-kit 단

백 염색용 펀치들에서는 7.5% (19/255), CD34 단백 염색용 펀

Diagnosis
No. of 

total cases

Male

No. Age range (years) Median age (years)

Female

No. Age range (years) Median age (years)

MFH 21 11 22-78 62 10 43-68 49.5
FS 5 0 - - 5 12-47 34
LS 9 7 21-71 45 2 28-48  38
RMS 2 2 24-36 30 0 - -
LMS 2 1 - 37 1 - 74
ASPS 2 1 - 48 1 - 72
EW 6 4 14-58 34 2 31-37 34
MPNST 2 1 - 61 1 - 60
OS 21 6 9-26 17.5 15 10-58 27
CS 12 6 26-48  33.5 6 38-75 54
SS 3 1 - 37 2 33-44 38.5
Total 85 40 9-78 36.5 45 10-75 44

Table 1. Clinical Characteristics

MFH, malignant fibrous histiocytoma; FS, fibrosarcoma; LS, liposarcoma; RMS, rhabdomyosarcoma; LMS, leiomyosarcoma; ASPS, alveolar soft part
sarcoma; EW, Ewing’s sarcoma; MPNST, malignant peripheral nerve sheath tumor; OS, osteosarcoma; CS, chodrosarcoma; SS, synovial sarcoma;
No., number.

P1 P2 P3 T W

p53

P1 P2 P3 T W

c-kit

P1 P2 P3 T W

CD34

Positive 12 12 12 12 25 20 19 19 22 31 8 7 8 9 11
% 14.1 14.1 14.1 14.1 29.4 23.5 22.4 22.4 25.9 36.5 9.4 8.2 9.4 10.6 12.9

Negative 67 66 69 70 60 57 61 60 59 54 71 75 72 72 74
% 78.8 77.6 81.2 82.4 70.6 67.1 71.8 70.6 69.4 63.5 83.5 88.2 84.7 84.7 87.1

Uninformative 6 7 4 3 0 8 5 6 4 0 6 3 5 4 0
% 7.1 8.2 4.7 3.5 9.4 5.9 7.1 4.7 7.1 3.5 5.9 4.7

Total 85 85 85 85 85 85 85 85 85 85 85 85 85 85 85

Table 2. Summary of immunohistochemical analyses

P, punch; T, tissue microarrays; W, whole tissue sections; Uninformative, missing or no tumor.



치에서는 5.5% (14/255)에서 조직이 탈락하여, 전체 펀치 가운

데 6.5% (50/765)가 판정 불가 다. 판정 불가인 증례의 수는

각각의 펀치에서 보다 전체 array에서 전반적으로 감소하 다.

면역염색 결과를 보면, 표준 절편 조직에서 p53 단백은 25예

(29.4%)에서 양성 발현을 보 고, c-kit 단백은 31예(36.5%)에

서, CD34 단백은 11예(12.9%)에서 양성이었다(Fig. 2A-C). 그

러나 tissue microarray에서는 p53 단백이 12예(14%)에서 양성

이었으며 c-kit 단백은 22예(25.9%)에서, CD34 단백은 9예(10.6

%)에서 양성을 보여 표준 절편 조직보다 낮았다(Fig. 2D-F).

전체 표준 절편과 tissue microarray 사이에 불일치율은 8.6%

(22/255)이고 일치율은 91.4% (233/255) 다. p53, c-kit, CD34

단백 발현 각각에서의 일치율은 87% (74/85), 89.4% (76/85),

97.6% (83/85) 다. p53의 경우 세 펀치들은 12예에서 양성으로

똑같은 결과를 보 고, c-kit은 각각 20예(23.5%), 19예(22.4%),

19예(22.4%) 으며, CD34는 8예(9.4%), 7예(8.2%), 8예(9.4%)

에서 양성으로 펀치들 사이에 양성률의 차이는 없었다. 판독 가

능한 펀치간의 결과 일치율은 전체에서 96% (217/226)로, p53

의 경우 100% (75/75), c-kit 93.1% (68/73), CD34 94.8%

(74/78) 다. 한편, 펀치 1개를 판독하 을 때 표준 절편상 결

과와의 일치율은 84.7% (199/235), 2개를 판독하 을 때 83.3%

(199/239), 3개를 판독하 을 때 82.8% (202/244) 다.

종양의 종류별로 보면, 표준 절편 조직에서 p53 단백 발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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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mmunohistochemical stains for p53, c-kit, and CD34 on whole tissue sections (A-C) and tissue microarrays (D-F). Tumor cells show
positive nuclear staining for p53 (A, D) and cytoplasmic staining for c-kit (B, E) and CD34 (C, F).

A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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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섬유성 조직구종 6예(28.6%), 섬유육종 0예(0%), 지방육

종 3예(33.3%), 횡문근육종, 평활근육종, 포상연부육종이 각각

1예(50%), 유잉육종 4예(66.7%), 악성 말초신경초종 0예(0%),

골육종 6예(28.6%), 연골육종 0예(0%), 활막육종 3예(100%)

다(Table 3). Tissue array 결과와 비교하면 표준 절편 조직

에서의 양성률이 거의 모든 종양에서 높았고, 특히 유잉육종과

활막육종은 tissue array에서 전부 음성이었으나 표준 절편에서

는 각각 66.7% (4/6), 100% (3/3)에서 양성이었다. c-kit 단

백 발현 상태는 포상연부육종 100% (2/2)부터 악성 말초신경

초종 0% (0/2)까지 다양했다. 악성 섬유성 조직구종, 섬유육종,

횡문근육종, 연골육종, 활막육종에서 c-kit 양성률이 표준 절편

에서 훨씬 높았다. CD34 단백 발현은 악성 섬유성 조직구종, 섬

유육종, 지방육종, 횡문근육종, 평활근육종에서 각각 5예(23.8%),

1예(20%), 3예(33.3%), 1예(50%), 1예(50%)씩이었고, 나머지

종양은 모두 음성이었다. Tissue array상 지방육종에서만 가음성

2예가 관찰되었다.

p53, c-kit, CD34 단백 발현 사이의 연관성을 보면(Table 4),

p53 단백과 CD34 단백 사이에 의의 있는 상관 관계가 관찰되었

다(p=.028). 또한 c-kit 단백과 CD34 단백 사이에도 유의한 상

관 관계가 있었으나(p=.010), p53 단백과 c-kit 단백의 상관성

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98). 한편 충분한 상 증

례 수로 통계 분석이 가능한 악성 섬유성 조직구종이나 골육종의

경우, 이들 단백들의 유의한 상관 관계는 없었다.

고 찰

본 연구에서 인체 육종 85예를 상으로 p53, c-kit, CD34 단

백 발현을 조사하 다. 면역조직화학 염색 결과, (1) p53과 c-kit

단백은 비교적 발현 빈도가 높았고, (2) p53과 c-kit 발현 사이

에 상관 관계는 없었으나, p53과 CD34, c-kit과 CD34 사이에 유

의한 상관 관계가 관찰되었으며, (3) 육종에서 tissue microarray

가 통상적 표준 절편 신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지금까지 인체 내 여러 가지 종양에서 p53 돌연 변이와 p53

과발현이 관찰되었고, 육종에서도 65%까지의 높은 빈도로 보고

되어 육종의 발암 기전에 p53의 관련 가능성을 시사하 다.2,3 연

부조직 육종의 경우 저자들의 이전 연구와 본 연구에서 일치하는

결과를 보 다 (33% vs 36.5%).4 활막육종과 유잉육종이 각각

100%와 66.7%로 빈도가 높았다. 그에 반해 섬유육종, 악성 말

초신경초종, 연골육종은 모두 음성으로, 육종의 종류에 따라 그

빈도에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으며, 이는 다른 보고자들의 결과와 유사하 다.5-9

종양세포의 형태를 확인하고 분화 정도를 규명하는 데 면역조

직화학적 소견은 매우 중요하다. c-kit 염색은 GIST를 정의할

수 있는 특성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으며 중요한 확인 인자가 되

고 있다.10-12 그 뿐만 아니라 표적화 치료 요법이 등장함에 따라

GIST의 면역 염색은 치료에도 매우 중요하다. 한편, GIST 이외

의 연부조직 종양에서 c-kit에 관한 연구는 매우 드물고 결과도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 c-kit 발현율은 비교적 높아 36.5%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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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gnosis
No. (%) of p53 +

T W

No. (%) of c-kit +

T W

No. (%) of CD34 +

T W

MFH 3/21 (14.3) 6/21 (28.6) 5/20 (25) 9/21 (42.9) 5/20 (25) 5/21 (23.8)
FS 0/5 (0) 0/5 (0) 1/5 (20) 2/5 (40) 1/5 (20) 1/5 (20)
LS 2/9 (22.2) 3/9 (33.3) 3/8 (37.5) 3/9 (33.3) 1/8 (12.5) 3/9 (33.3)
RMS 0/2 (0) 1/2 (50) 0/2 (0) 1/2 (50) 1/2 (50) 1/2 (50)
LMS 0/2 (0) 1/2 (50) 1/2 (50) 1/2 (50) 1/2 (50) 1/2(50)
ASPS 1/2 (50) 1/2 (50) 2/2 (100) 2/2 (100) 0/2 (0) 0/2 (0)
EW 0/6 (0) 4/6 (66.7) 1/6 (16.7) 1/6 (16.7) 0/6 (0) 0/2 (0)
MPNST 0/2 (0) 0/2 (0) 0/2 (0) 0/2 (0) 0/2 (0) 0/6 (0)
OS 6/20 (30) 6/21 (28.6) 8/20 (40) 8/21 (38.1) 0/20 (0) 0/2 (0)
CS 0/10 (0) 0/12 (0) 1/11 (9.1) 2/12 (16.7) 0/11 (0) 0/21 (0)
SS 0/3 (0) 3/3 (100) 0/3 (0) 2/3 (66.7) 0/3 (0) 0/12 (0)
Total 12/82 (14.6) 25/85 (29.4) 22/81 (27.2) 31/85 (36.5) 4/81 (11.1) 11/ 85 (12.9)

Table 3. Results of immunohistochemistries with p53, c-kit, and CD34 by tumor sub-type on tissue microarrays and whole tissue sections

T, tissue microarrays; W, whole tissue sections; MFH, malignant fibrous histiocytoma; FS, fibrosarcoma; LS, liposarcoma; RMS, rhabdomyosarcoma;
LMS, leiomyosarcoma; ASPS, alveolar soft part sarcoma; EW, Ewing’s sarcoma; MPNST, malignant peripheral nerve sheath tumor; OS, osteosarco-
ma; CS, chodrosarcoma; SS, synovial sarcoma.

p53

- +

c-kit

- +

CD34 - 55 19 51 23
+ 5 6 3 8

p-value 0.028 0.01
p53 - 38 22

+ 16 9
p-value NS

Table 4. Correlation between the p53, c-kit and CD34 proteins
in sarcomas



그러나 Hornick과 Fletcher16는 365예의 연부조직 육종에서 c-kit

염색이 부분 음성이었고(양성률 6%), 유잉육종, 흑색종, 혈관

육종, 멜라닌성 신경초종, 근육외 점액성 연골육종의 일부에서만

국소적인 양성 반응을 보 다고 보고하 다. 이들의 결과는 간헐

적으로 보고된 다른 연구 결과들과도 차이가 있었다. 혈관육종,

전이 흑색종, 유잉육종, 악성 말초신경초종의 경우 다른 보고자

들17-20의 결과보다 양성률이 매우 낮았다. 투명세포 육종의 경우

다른 연구자13는 50%의 양성 반응을 관찰한 반면 이들은 모두

음성이었다고 기술하면서, 이러한 차이는 각각의 연구에서 사용

한 서로 다른 항체 때문일 가능성을 제시하 다. 이어서 Barisella

등21은 육종을 포함하여 총 559예의 종양을 상으로 c-kit 염색

을 시행하 는데, Hornick과 Fletcher16가 사용한 것과 똑같은

다클론성 c-kit 항체(DAKO, Carpinteria, CA)를 쓰고 동일한

염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tissue microarray를 제작하 다.

그 결과 GIST의 98% (49/50)에서 c-kit 발현을 관찰하 고 육

종의 28.2% (11/39)에서 양성 반응을 관찰하여, 결국 항체 자체

의 차이는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 다. 그 밖에 서로 차이가 있는

결과를 야기할 만한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때, 첫째, 염색

상의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 둘째, 연구에 포함된 종양

의 종류에 따라 다른 결과를 얻게 될 수 있으며, 셋째, 염색 결과

판정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염색 기술 및 결과 판

정상의 표준화가 필요하며, 향후 다양한 종류의 육종에서 좀 더

많은 증례를 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연구를 통해서 c-kit 발현

빈도와 표적화 치료 요법의 이용 가능성에 한 확인이 필요하다.

CD34는 조혈전구체 세포 및 혈관 내피세포에서 가장 흔히 발

견되는 항원으로, GIST 세포에 존재하나 c-kit보다 낮은 빈도로

관찰된다.27 본 증례에서도 양성률이 12.9%로 c-kit 보다 낮았으

며, c-kit 발현과의 사이에 유의한 상관 관계가 있었다. 또한 p53

과발현과도 유의한 상관 관계가 관찰되었다.

Tissue microarray는 많은 수의 증례를 상으로 하는 연구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28 좋은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기술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의 해결이 중요한데, 우선 박절이나 염색

과정 중 절편의 탈락이 있을 수 있다. 고 도 tissue microaray의

경우 0.6 mm 크기의 조직을 한 블록에 300개 담을 수 있고 최

1,000개까지 가능하나, 조직이 너무 작아 면역 염색 결과의 분

석이 어렵고 부정확하다는 단점이 있다.26 또한 작은 조직에서는

염색된 조직이 종양인지 정상 조직인지조차 불분명해서 H&E 염

색 슬라이드와 일일이 조하면서 판독하느라 시간도 많이 걸릴

뿐 아니라 일관적인 판독이 어렵다.26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2 mm 크기의 조직 이용이 권장되어 본 연구에서도 이를

이용하 다. 고 도 tissue microarray에 비해 많은 수의 블록을

제작해야 하고 조직의 소요도 많다는 단점이 있으나, 판독 시 각

각의 조직을 비교적 쉽게 인식할 수 있어 판독 시간이 절감될 뿐

아니라 조직 탈락이나 종양 조직 불포함 등에 의한 판독 불가능

률이 적다. 지금까지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판독 불가능한 펀

치가 6-7% 정도라 하여, 본 저자들의 연구 결과(6.5%)와 일치

하 다.28-30

육종은 종양 내에서도 부위에 따라 형태가 다르고 단백 발현

양상에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저자들은 육종의 tissue microar-

ray 제작 시 다중 펀치의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증례당 3개

의 펀치를 심었다. 판정 불가능한 증례 수는 감소하 으나, 펀치

간의 일치율은 96% (217/226)로 펀치 사이의 차이는 없었다. 전

체 표준 절편과 tissue microarray 사이의 결과 일치율은 91.4%

(233/255)로, Leversha 등28의 결과(89%)와 유사하 다. Tissue

microarray에서 음성이지만 표준 절편에서 양성인 증례의 부

분은 표준 절편에서 매우 국소적인 염색 양상을 보 고, 펀치에

서는 양성 세포수가 10% 미만이어서 음성으로 판정된 가음성이

었다. Hoos 등30은 섬유모세포성 종양에서 p53 단백 발현율이 표

준 절편에서 5%, array에서 4%로, 일치율은 98%라고 기술하

다. 본 연구에서 p53 단백의 과발현은 표준 절편에서 29.4%,

array에서 14%로 일치율은 87% 다. Hoos 등30의 결과에 비해

낮은 일치율은 아마 섬유모세포성 종양이 전반적으로 균일한 양

상인 반면, 본 연구의 증례들은 부분 불균일하고 염색 양상도

국소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연구 결과, 육종에서 p53과 c-kit 단백 발현이 비교적

높아 이들이 육종의 발생이나 진행에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c-kit의 경우 표적화 치료 요법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광

범위한 임상, 병리학적 연구가 저자들의 실험실에서 현재 진행 중

이다. 한편 다중 펀치의 효과는 별로 크지 않았다. Tissue micro-

array는 많은 수의 증례를 상으로 하는 육종 연구에, 특히 단

백 분포가 미만성인 육종의 연구에 매우 유용한 수단임을 확인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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