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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g Carcin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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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The abnormal expression of c-kit is implicated in the pathogenesis of a variety
of solid tumors. The Rb pathway and p53 act as cell cycle regulator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ssess the expression of c-kit, Rb, p53, p16 and cyclin D1 and their relationship to clin-
ical and pathological parameters in patients with non-small cell lung carcinomas (NSCLCs).
Methods : Tissue microarrays consisting of 2 mm cores from the corresponding blocks were
constructed from 54 NSCLCs.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for c-kit, Rb, p53, p16 and cyclin
D1 was performed. C-kit immunostaining was considered positive if ≥≥10% of tumor cells were
immunoreactive along the membrane and/or in cytoplasm. For Rb, p53, p16 and cyclin D1,
tumor cells showing a nuclear staining pattern were interpreted as positive. Results : We found
that c-kit was expressed in 13 (24%) cases, Rb was lost in 39 (72%) cases, p53 was expressed
in 28 (52%) cases, p16 was lost in 42 (78%) cases and cyclin D1 was expressed in 33 (61%)
cases. The c-kit expression was significantly higher in adenocarcinoma (39%) than in squa-
mous cell carcinoma (8%). We did not find any correlation between c-kit, Rb, p53, p16 and
cyclin D1 expression and clinicopathological parameters such as: age, tumor size, lymph node
involvement, disease stage and distant metastasis. There was a direct correlation between
p53 expression and Rb loss. Conclusions : These results suggest that c-kit may be a useful
therapeutic target for patients with c-kit positive tumors, and that the disruption of Rb and p53
pathways may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ment and progression of NSCL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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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세포폐암종에서 c-kit와 세포주기조절인자의발현

C-kit는 염색체 14번의 단완에 위치하는 원발암유전자로서 표

면 타이로신 키나아제 수용체를 코드화한다.1-3 그 리간드는 줄

기세포인자로도 알려져 있는데, 줄기세포인자에 의해 c-kit가

활성화되면 표면 타이로신 키나아제 수용체의 이합체화가 일어

나고, 인산화 반응과 세포 내 신호변환경로의 개시반응을 초래

하여 세포의 증식과 분화를 포함한 각종 세포분열 과정의 규제

가 유도된다. C-kit는 잘 알려진 위장관기질종양과 골수성 백혈

병 외에도 악성 흑색종, 아교모세포종, 생식세포 종양, 유방암의

발생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폐의 소세포암종에서도 c-kit의 발현이 높은 빈도로 보고되고

있어, 소세포암종의 빠른 성장과 c-kit 사이에 관련성이 있을 것

으로 보인다.4 또 타이로신 키나아제 억제제인 STI-571 (ima-

tinib mesylate)이 소세포폐암종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보고도 있다.5,6 그러나 비소세포폐암종에서 c-kit 발현에 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며, 보고자에 따라 다른 결과를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Zhang 등7은 imatinib이 폐선암종 세포주의 성장

을 억제하고, cisplatin의 치료 효과를 높여주었다고 보고하 다.

p16/cyclin D1/Rb 경로는 암 발생과 관련하여 유전자가 변화

할 때 세포주기 조절에서 단일 표적으로 작용하는 중요한 요소

다. Cyclin D1 유전자는 염색체 11q13에 위치하며 G1/S 이행

단계에 관여한다. Cyclin D1 유전자는 유방암종, 두경부와 식도

의 편평세포암종, 간세포암종 등에서 재배열 및 증폭에 의한 과

발현이 관찰되었다.8 Cyclin D1이 CDK4/6와 복합체를 형성하여

활성화되면서 Rb 단백을 인산화하여 불활성화하고 E2F 전사인

자를 유리시킨다. 그러면 세포주기는 G1기에서 S기로 진행하여

세포 증식을 초래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암을 유발하는데, 이러한

과정은 p16과 같은 억제 단백으로 조절할 수 있다. Cyclin D1의

발현은 Rb와 p53에 의해 상향조절되고, Rb와 p53을 불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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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인유두종바이러스의 발암단백에 의해 하향

조절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p16은 선택적으로 CDK4와 cyclin

D1 복합체의 활성도를 억제한다. Rb의 인산화로 유리된 E2F는

p16 유전자의 전사를 활성화하여 세포주기를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Rb, p53, p16, cyclin D1은 폐암종의 발생에도 관

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들 사이의 상관성을 분석한 연

구는 많지 않다. 

이에 저자들은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통해 비소세포폐암종에서

c-kit와 Rb, p53, p16, cyclin D1 단백들의 발현 정도를 관찰하

고 상호 비교함으로써 비소세포폐암종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이들

이 하는 역할을 알아보고자 하 다. 더불어 이들의 발현과 폐암종

의 임상병리학적 예후인자 사이의 상관성을 평가하고자 하 다. 

재료와 방법

연구 재료

2000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일산백병원에서 비소세포폐

암종 진단을 받아 수술받은 54명의 환자에게서 얻은 조직을 상

으로 하 다. 신선한 조직을 10% 중성 포르말린에 고정한 후 통

상적인 방법에 따라 파라핀 포매괴를 제작해서 헤마톡실린-에오

신 염색을 하여 진단에 사용하 다. 연구 상 환자들의 임상기록

과 병리보고서를 재검토하여 병리 소견 및 관련인자들을 조사하

다. 종양은 WHO 분류에 따라 분류하 다. 종양의 병기분류는

미국암위원회 암병기 지침서에 따라 TNM 병기로 분류하 다. 

연구 방법

Tissue microarray 제작

Tissue microarray 블록 제작 기구를 이용하여 선정된 부위

에 2 mm 크기로 구멍을 뚫었다.‘2000년 1월에서 2004년 12월

증례'를 위해 미리 준비한 두 개의 recipient 블록에 구멍을 6열

8행으로 45개 뚫었고,‘2005년 1월에서 2005년 12월 증례'를 위

해 두 개의 recipient 블록에 구멍을 6열 2행으로 9개 뚫었다. 각

증례 블록에서 펀치한 조직 조각을 각각의 구멍에 심었다. 단면

을 고르게 하기 위해서 제작한 tissue microarray 블록을 50℃

보온기에서 20분간 방치하 다. 

면역조직화학 염색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위하여 tissue microarray 블록에서 4

m 두께의 절편을 박절하여 59℃ 보온기에 60분간 처리한 후

자이렌으로 파라핀을 제거하 다. 100%, 95%, 75% 알코올에

각각 3분간 순서 로 처리하고 증류수로 씻어냈다. 5분간 미리

가온한 10 mM citrate 완충용액(pH 6.0)으로 23분을 끓인 다

음 20분간 냉각한 후, 이차 증류수로 씻어냈다. 내인성 페록시다

아제의 활성을 억제하기 위해 3%의 과산화수소로 처리한 후, 다

시 인산완충용액에 10분간 수세하 다. 일차 항체는 c-kit (1:

100, Santa Cruz Biotechnology, Inc., Santa Cruz, CA, SC-

168), Rb (1:100, Novocastra, Newcastle, UK, NCL-L-RB-

358), p53 (1:100, Novocastra, Newcastle, UK, NCL-L-P53-

DO7), p16 (1:20, Dakocytomation, Carpinteria, USA, K-5334),

cyclin D1 (1:100, Lab vision, Fremont, CA, RM-9104-S1)을

사용하 으며, 자동 염색기(Ventana Medical Systems, Inc.,

Arizona, USA, NEXES IHC)로 염색하 다. 이차 항체로는

iView DAB Detection kit (Ventana Medical Systems, Inc.,

Arizona, USA, 760-091)를 사용하 고 Hematoxylin II (Ven-

tana Medical Systems, Inc., Arizona, USA, 790-2208)와 Blu-

ing Reagent (Ventana Medical Systems, Inc., Arizona, USA,

760-2037)로 조염색 후 봉입하 다. 

면역조직화학 염색 결과 판정

C-kit는 종양세포의 세포막과 세포질에 염색되고 전체 종양 세

포의 10% 이상일 때 양성으로 판정하 다. Rb, p53, p16, cyclin

D1은 종양 세포의 10% 이상에서 핵이 적갈색으로 염색되면 양

성으로 판정하 다. 

통계방법

통계처리는 Window용 SPSS 10.0 프로그램(SPSS, Chica-

c-kit
+ (%)

Rb
- (%)

p53
+ (%)

p16
- (%)

cyclin D1
+ (%)

Age
<60 (n=10) 3 (30) 7 (70) 5 (50) 7 (70) 6 (60)
≥60 (n=44) 10 (23) 32 (73) 23 (52) 35 (80) 27 (61)

Histologic type
AC (n=28) 11 (39)* 22 (79) 13 (46) 22 (79) 21 (75)
SCC (n=26) 2 (8) 17 (65) 15 (58) 20 (78) 12 (46)

Tumor extent
T1 (n=18) 7 (39) 13 (72) 9 (50) 14 (78) 12 (67)
T2 (n=26) 4 (15) 20 (77) 14 (54) 20 (77) 16 (62)
T3 (n=8) 1 (13) 4 (50) 3 (38) 7 (88) 5 (63)
T4 (n=2) 1 (50) 2 (100) 2 (100) 1 (50) 0 (0)

LN involvememt
N0 (n=33) 7 (21) 24 (73) 17 (52) 24 (73) 20 (61)
N1 (n=11) 3 (27) 8 (73) 7 (64) 8 (73) 8 (73)
N2 (n=10) 3 (30) 7 (70) 4 (40) 10 (100) 5 (50)

Stage
1 (n=29) 8 (28) 21 (72) 15 (52) 20 (69) 19 (66)
2 (n=11) 1 (9) 8 (73) 4 (36) 10 (91) 7 (64)
3 (n=14) 4 (29) 10 (71) 9 (64) 12 (86) 7 (50)

Distant metastasis 3 (25) 9 (75) 7 (58) 10 (83) 6 (50)
(n=12)

Table 1. Clinicopathologic data and the results of immunohisto-
chemical studies of the patients with non-small cell carcinoma

AC, adenocarcinoma; SCC, squamous cell carcinoma.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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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 USA)을 사용하여, 2 test를 시행하 다. p값이 0.05 이하

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정하 다. 

결 과

임상 및 병리조직학적 소견(Table 1)

총 54예 중 남자가 37명(69%), 여자가 17명(31%)이었다. 환

자의 나이는 40세에서 81세까지 분포(중앙값 65세)하 다. 종양

유형은 샘암종 28예, 편평세포암종 26예 다. 임상병기에 따라

분류하면 병기 1이 29예(54%), 병기 2가 11예(20%), 병기 3이

14예(26%) 다. 

C-kit, Rb, p53, p16과 cyclin D1 발현과 임상병리학적 인

자들의 상관관계(Table 1)

비소세포폐암종 54예 중 c-kit는 13예(24%), p53은 28예(52

Fig. 1. The adenocarcinoma shows expression of c-kit (A), p53 (C), cyclin D1 (E) and
loss of Rb (G) and p16 (I) on immunohistochemical stainings. The squamous cell car-
cinoma shows expression of c-kit (B), p53 (D), cyclin D1 (F) and loss of Rb (H) and
p16 (J) on immunohistochemical stainings. 

A B C

D E F

G

J

H I



%), cyclin D1은 33예(61%)에서 양성으로 발현하 다(Fig.

1A-F). Rb는 39예(72%), p16은 42예(78%)에서 발현이 소실

되었다(Fig. 1G-J). C-kit는 편평세포암종(8%)보다 샘암종(39

%)에서 더 높게 발현하는 경향을 보 다(p<0.05). 림프절 전이

가 없는 군에서 c-kit는 7예(21%), p53은 17예(52%), cyclin

D1은 20예(61%)에서 양성으로 발현하 고, Rb는 24예(73%),

p16은 27예(73%)에서 발현이 소실되었다. N1에서 c-kit는 3예

(27%), p53은 7예(64%), cyclin D1은 8예(73%)에서 양성으

로 발현하 고, Rb는 8예(73%), p16은 8예(73%)에서 발현이

소실되었다. N2에서 c-kit는 3예(30%), p53은 4예(40%), cyclin

D1은 5예(50%)에서 양성으로 발현하 고, Rb는 7예(70%), p16

은 10예(100%)에서 발현이 소실되었다. 병기 1의 29예 중 c-kit

는 8예(28%), p53은 15예(52%), cyclin D1은 19예(66%)에서

양성으로 발현하 고, Rb는 21예(72%), p16은 20예(69%)에서

발현이 소실되었다. 병기 2의 11예 중 c-kit는 1예(9%), p53은

4예(36%), cyclin D1은 7예(64%)에서 양성으로 발현하 고,

Rb는 8예(73%), p16은 10예(91%)에서 발현이 소실되었다. 병

기 3의 14예 중 c-kit는 4예(29%), p53은 9예(64%), cyclin

D1은 7예(50%)에서 양성으로 발현하 고, Rb는 10예(71%),

p16은 12예(86%)에서 발현이 소실되었다. 나이, T 병기, 림프

절 전이, 임상병기, 원격전이는 c-kit, p53, cyclin D1 발현 및

Rb와 p16 발현 소실과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었다. p53과 cyclin

D1 발현 및 Rb와 p16 발현 소실은 종양의 조직학적 유형과 통

계적인 유의성이 없었다. 

C-kit, Rb, p53, p16과 cyclin D1 발현의 관계

Rb가 음성인 39예 중 p53이 음성인 경우는 15예, 양성인 경우

는 24예 으며, Rb가 양성인 15예 중 p53이 음성인 경우는 11

예, 양성인 경우는 4예 다. 이처럼 Rb 발현이 소실될 때 p53

발현이 유의하게 증가했다(p<0.05). C-kit, p16, cyclin D1 발
현 사이에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다. 

고 찰

C-kit 발현은 소세포폐암종의 70%에서 관찰된다.4-6 그러나

비소세포폐암종에서 c-kit 발현은 0%에서 27%로 다양하게 보

고되었다.9-11 이는 비소세포폐암종 내 아형에 따른 c-kit 발현율

의 차이 때문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c-kit 발현율은 24% 으

며 편평세포암종(8%)보다 샘암종(39%)에서 더 높게 발현하는

경향을 보 다. 이전 보고에서 c-kit 발현율은 편평세포암종에

서 0-30%, 샘암종에서 0-64% 다. 그러나 c-kit 발현이 높게

나타난 아형은 연구자에 따라 달라서 좀 더 많은 검체를 상으

로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비소세포폐암종에서 c-kit 발현과 임상병리학적 예후인자들

사이의 상관관계에 해서는 거의 연구된 바가 없는 실정이다.

그 중 Yoo 등10은 c-kit 발현과 T 병기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

다. 그러나 Yaren 등11은 본 연구에서처럼 c-kit 발현과 임상

병리학적 예후인자들 사이에 아무런 상관관계도 없다고 보고하

다. 비소세포폐암종에서 c-kit 발현이 중요한 예후예측인자가

될 수는 없으나, 수술할 수 없거나 재발한 c-kit 양성 종양에서

STI-571이 효과적인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Rb 소실은 이전 연구에서 보고한 6.5-60%보다

높은 72% 다.12-17 Rb 소실이 샘암종에서 생존을 단축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보고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 Rb 소실과 예후인자

의 상관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비소세포폐암종에서 p53 발현율은 40-80%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52% 다.10,16-19 p53 발현과 예후인자의 상관관계

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Yoo 등10은 p53 발

현이 T 병기와 역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

p53은 예후인자와 상관관계가 없었다. p53 변이가 편평상피 형

성이상이나 비정형 샘종 과다형성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미루

어 p53 변이가 폐종양 초기에 일어나기 때문에 종양 진행과 상

관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 p16 소실률은 이전에 보고된 30-58%보다 높은

78% 다.17,19 본 연구에서 p16 소실률은 예후인자와 상관관계가

없었다. p16 발현과 생존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이전의 연구에

서도 p16 발현 종양에서 생존율이 증가했다는 보고도 있었고 감

소했다는 보고도 있었다. p16의 불활성화는 종양 개시와 클론 확

장에 중요한 단계로 종양 발생 초기에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예후와 접한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 p16과 예후인자의 상관관

계는 좀 더 많은 사례를 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다. 

이전 연구에서 cyclin D1 발현율은 12-57% 으며, 예후와 상

관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3,14,17,18 본 연구에서 cyclin D1은

61%에서 발현되었으며, 예후인자와 상관관계가 없었다. 

Rb 경로 이상 중 본 연구에서 가장 흔히 관찰된 것은 p16과

Rb 소실이었으며, 20예(37%)에서만 Rb 소실, p16 소실, cyclin

D1 발현이 동시에 일어났다. p53 발현과 Rb 소실 사이에는 상

관관계가 있었으나, c-kit, p16, cyclin D1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종양 개시와 진행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다양성과 복잡한 상호작용을 시사하는 것이다. CDK 억제자인

p15, p18, p19가 Rb를 불활성화시킬 수 있다. 또한 Rb 또는

p16에서 단일염기치환에 의해 면역반응력에 향을 주지 않으

면서 기능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Rb의 경우 비

소세포폐암종 세포주의 4%에서, p16의 경우 8%에서 보고되었

다.20,21

이상으로 비소세포폐암종의 일부에서 c-kit 발현, p53 발현,

Rb 경로 이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확인하 다. 그리고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 다양한 유전자 변이가 비소세포폐암종 발생에 관

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 다. Rb 경로의 이상이 비교적 높고,

p53 발현과 Rb 소실 사이에 연관이 있어 이들이 비소세포폐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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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발생이나 진행에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c-kit 발

현은 향후 비소세포폐암종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표적화 치료 요

법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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