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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Thymosin- 4 is an actin-sequestering protein that regulates actin polymeriza-
tion. It is known to be associated with cell migration, angiogenesis and wound healing, as well
as with tumor metastasis. Methods : We immunohistochemically evaluated the thymosin- 4
expression in gastric adenocarcinoma specimens, the relationship between this protein and
the pathologic features and other tumor-related proteins, and its influence on the patient out-
come. Results : We demonstrated that 40 specimens (26.3%) of 152 gastric adenocarcino-
mas showed positivity for thymosin- 4. The thymosin- 4 expression was statistically associ-
ated with advanced tumor stage (p=0.010), the nodal stage (p=0.029), the TNM stage (p=
0.008), and the presence of lymphovascular invasion (p=0.009). The thymosin- 4 protein
expression was closely related to the positivity for VEGF (p=0.000), c-Myc (p=0.007), and
cyclin D1 (p=0.005), but it was not associated with the E-cadherin (p=0.861) or -catenin (p=
0.640) expressions. The median survival and disease relapse time of patients showing thy-
mosin- 4 immunoreactivity were statistically shorter than those of patients without expression.
Multivariate analysis showed that the tumor stage (p=0.003), nodal stage (p=0.005), thymosin-

4 expression (p=0.019) and Lauren’s classification (p=0.037) were statistically important
prognostic factors for gastric adenocarcinomas. Conclusions : The thymosin- 4 expression
might be associated with disease progression of gastric adenocarcinomas and it should be
regarded as an important prognostic factor for estimating patient surv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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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샘암 환자의 예후 인자로서 Thymosin- 4의 유용성

위암은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으로,1 우리 나

라에서는 남녀를 통틀어 가장 흔히 발생하는 암이며, 암으로 인한

사망률에서도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한국중앙 암 등록사업 연례

보고서[2002]). 최근에는 조기 검진 프로그램이 발달하여 위암

을 초기에 발견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장기간 생존하는 환자가

늘었지만 아직도 진행암은 생존율이 낮다. 특히 림프절을 비롯

한 다른 장기로 전이한 위암은 예후가 매우 나빠서 4기 위암은

5년 생존율이 0%인 실정이다.2 그러므로 위암의 전이를 일으키

는 병인을 명확히 이해하려는 노력은 환자의 치료 방침을 결정

하고 예후를 예측하는데 꼭 필요하다. 암세포가 전이 능력을 얻

기 위해서는 복잡한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암세포가 주변

기질 내로 이동하고 침습하며, 혈관을 형성하고 새로운 곳에서

세포가 생존하고 성장해야 한다. 그러므로 종양 세포의 운동성

증가는 암이 전이 능력을 얻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3 Clark 등4

은 전이 능력이 높은 흑색종 세포에서 액틴 세포뼈 의 조직화를

조절하는 thymosin- 4와 같은 유전자가 많이 발현되었다고 보

고하면서 세포뼈 유기체가 암의 전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

라고 가정하 다. 

Thymosin- 4는 세포 내의 액틴을 격리하는 역할을 하는 단

백질로서, 거의 모든 종류의 세포에 존재한다. Thymosin- 4는

단량체 G-액틴과 일 일로 복합체를 형성하여 액틴 미세섬유의

형성을 억제한다. 또 액틴 중합반응에 필요한 액틴 단량체 풀을

제공하여 액틴 세사의 결합과 분해 작용을 조절하는 역할을 함

으로써, 세포의 이동과 형태의 변화, 세포내 미세기관들의 이동

에 관여한다.5-9 Thymosin- 4는 이러한 역할을 통해 조직의 재

형성, 세포의 분화, 상처 치유에 관여하며 최근에는 암종의 형성

과 암세포의 전이와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

양한 암종에서 -thymosin의 발현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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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고되었으며,10-14 암세포에서 thymosin- 4의 과도한 발

현이 암의 침습과 전이에 필수적인 암세포의 이동과 혈관 형성

을 유도하고,4,10 암세포의 성장 능력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관

찰할 수 있었다.10,15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는 부분 실

험실에서 진행된 것으로 환자에게서 직접 적출한 암종에서 thy-

mosin- 4의 발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환자의 예후와 어떤 상

관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다른 병리 소견이나 분자생물학적인 인

자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수술로 치료한 위암 환자 152명의 수

술조직에서 채취한 위샘암 검체로 조직 미세배열 블록을 제작하

여 thymosin- 4, VEGF, c-Myc, cyclin D1, E-cadherin, -

catenin에 한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시행하 고 그 결과와 병리

소견의 관계, 그리고 예후와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재료와 방법

연구재료

2002년 12월부터 2004년 8월까지 인하 병원에서 위샘암으

로 위절제술을 받은 환자 152명의 수술 조직에서 채취한 포르말

린 고정-파라핀 블록을 상으로 하 다. 남자가 98명, 여자가

54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62세 다(범위, 33-86세).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받은 환자는 없었고 수술 후 항암 치료를 받은 환자

는 105명이었다. 슬라이드는 헤마톡실린-에오신 염색을 시행하

여 병리 소견을 검색하 다. 각각의 종양은 Lauren 분류에 따

라 장형과 미만형으로 분류하 고, 암종의 분화 정도에 따라 고

분화암, 중등도 분화암, 미분화암으로 나누었다. Lauren 분류에

따른 미만형 암종은 미분화암에 포함시켰다. 종양의 병기는 미국

암위원회 암병기 지침서에서 권고하는 TNM 병기를 이용하여

분류하 다. 환자의 예후를 판정하기 위하여 병리 결과지, 환자

의 임상 자료 등을 검토하 다.

조직 미세배열 블록 제작 및 면역조직화학 염색

환자의 위암 조직에 병리검사를 시행하여 종양의 표 부위에

서 조직 미세배열 블록 제작기구로 2 mm 두께의 조직을 절제하

다. 그런 다음 그 조직을 새로운 파라핀블록에 배열하여 조직

미세배열 블록을 제작하 다(Petagen, Korea). 이 블록으로 Cap

Plus kit (Zymed, USA)를 이용하여 thymosin- 4 (Biode-

sign, USA), VEGF (Pharmingen, USA), E-cadherin (Zym-

ed, USA), -catenin (Pharmingen, USA), c-Myc (Santa

Cruz, USA), cyclin D1 (Neomarker, USA)에 한 면역조직

화학 염색을 시행하 다. 먼저 만든 조직 미세배열 블록을 4 m

두께로 연속 절편하여 자일렌으로 파라핀을 제거하고 알코올로

씻어낸 후 30분간 0.3% 과산화수소로 처리하여 내인성 과산화

효소를 차단하 다. 인산염완충액으로 10분간 씻은 다음 1차 항

체를 실온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바이오틴(Cap-plus kit,

Zymed)이 부착된 2차 항체를 30분간 적용시켰다. 그런 다음

인산염완충액으로 씻어낸 후 스트렙트아비딘-과산화효소시약

(Cap-plus kit, Zymed)으로 처리하고 다시 인산염완충액으로 씻

었다. 다이아미노벤지딘으로 발색한 다음 헤마톡실린으로 조염

색을 하고 수세과정을 거친 후 봉입하여 현미경으로 관찰하 다.

Thymosin- 4는 종양 세포 주변의 염증세포와 혈관내피세포

의 세포질에 염색되는 것을 양성 조군으로 보고 종양 세포의 세

포질 또는 세포질과 핵에 양성 조군과 같은 정도로 염색되는 세

포가 전체의 10% 이상일 때 양성으로 판독하 다. VEGF의 경

우 종양 세포의 세포질에 염색되는 세포가 10% 이상일 때, 그

리고 c-Myc과 cyclin D1은 핵에 염색되는 세포가 10% 이상일

때 양성으로 판독하 다. E-cadherin과 -catenin은 80% 이상

의 세포에서 세포막을 따라 분명하게 염색되는 경우를 정상으로

판독하 고 E-cadherin은 세포막을 따라 염색되지 않거나 세포

질에 염색되었을 때 비정상으로 판독하 으며 -catenin은 염색

되지 않거나 종양 세포의 핵 또는 핵과 세포질에 염색된 경우에

비정상으로 판독하 다(Fig. 1). 

통계 분석

모든 통계는 SPSS version 12.0 (Chicago, IL, USA)을 이용

하 다. 종양의 임상소견과 면역조직화학염색 결과를 분석할 때

는 2 검사를 이용하 다. 생존분석은 Kaplan-Meier 방법을

이용하여 생존곡선을 그렸고 thymosin- 4에 한 면역조직화

학검사 결과에 따른 환자의 생존 여부와 재발여부 차이를 비교

할 때는 log-rank 검사를 시행하 다. 위암 환자의 예후를 예측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예후인자를 찾기 위해서 Cox regression

model을 이용한 다변량 분석을 시행하 다. 유의 수준은 p<
0.05로 하 다.

결 과

임상 소견 및 병리 소견

전체 위샘암 환자 152명 중에서 조기 위암 환자는 22명, 진행

위암 환자는 130명이었다. 전체 상 환자를 종양의 병기에 따라

분류하면 45명이 1기, 39명이 2기, 32명이 3기, 36명이 4기 다.

전체 환자 중에서 29명이 T1, 71명이 T2, 45명이 T3, 7명이 T4

에 속하 고, 46명이 N0, 53명이 N1, 25명이 N2, 28명이 N3

다. 추적 관찰 기간 중에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한 경우는 46예

고 전이한 장기는 각각 복막(17예), 간(16예), 폐(3예), 복강

내 림프절(3예), 뇨관(2예), 췌장(1예), 비장(1예), 배곧은근(1

예)이었으며 수술 부위에 재발한 경우는 7예 다. 조직 소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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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분류하면 고분화암은 11예, 중등도 분화를 보이는 암은 50

예, 미분화암은 91예 고 Lauren 분류에 따라 장형으로 분류된

암이 88예, 미만형으로 분류된 암은 64예 다. 종양 내부나 주변

조직의 림프관과 혈관을 침범한 암은 103예 고 암 주변으로 림

프구가 과도하게 침윤한 경우가 77예 다. 

Thymosin- 4, VEGF, c-Myc, cyclin D1, E-cadherin, 

-catenin의 발현과 병리 소견의 상관관계

위샘암 조직에서 thymosin- 4에 한 면역조직화학염색을

시행한 결과 전체 152예 중 40예(26.3%)가 thymosin- 4에 양

성을 보 다. Thymosin- 4의 발현 여부와 여러 임상 소견 사이

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암 세포가 thymosin- 4에 양성을 보이

는 예가 음성을 보인 예보다 T 병기(p=0.010), N 병기(p=

0.029), TNM 병기(p=0.008)가 높은 경향을 보 고, 진행 위암

인 경우가 많았으며(p=0.012), 종괴 주변 림프관과 혈관 침범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p=0.009). 그러나 Lauren 분류(p=0.170)

와 종양 주변으로 과도하게 침윤한 염증세포(p=0.541), 그리고

조직 분화도(p=0.548)와는 상관관계가 없었다(Table 1).

VEGF, cyclin D1, c-Myc, E-cadherin, -catenin의 발현과

thymosin- 4의 발현의 상관 관계를 살펴본 결과 thymosin- 4

는 VEGF (p=0.000), c-Myc (p=0.007), cyclin D1 (p=

0.005)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보 으나 E-cad-

herin (p=0.861), -catenin (p=0.268)과는 뚜렷한 연관성을

A B C

D E F

Fig. 1.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for gastric adenocarcinomas demonstrated that thymosin- 4 shows diffuse cytoplasmic and nuclear
positivity in the tumor cells (A). Peritumoral inflammatory cells and some stromal cells are also reactive for the thymosin- 4. The tumor
cells demonstrate cytoplasmic reactivity for VEGF (B), nuclear staining pattern for the c-Myc (C) and cyclin D1(D). Some cases demon-
strate aberrant nuclear and cytoplasmic positivity for -catenin(E) and complete staining loss for E-cadherin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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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았다(Table 2).

Thymosin- 4의 발현과 위샘암 환자의 예후

전체 위샘암 환자의 추적관찰 기간은 평균 26개월이었으며(범

위: 1-49개월) 이중에서 41명의 환자가 사망하 고 111명의 환

자가 생존해 있었다. 사망한 환자들이 수술을 받은 후 사망까지

의 평균기간은 13개월이었고 범위는 3개월에서 44개월까지 다.

Kaplan-Meier 생존분석과 log-rank 검사를 시행한 결과 thy-

mosin- 4 면역조직화학 염색에서 양성을 보인 위암환자의 평균

생존 기간은 32개월로(95% confidence interval [CI]: 26-37개

월) thymosin- 4에 음성인 환자(평균 생존 기간: 40개월; 95%

CI: 37-43개월)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짧았다(p=0.014)(Fig.

2A). VEGF 단백의 발현(p=0.045), E-cadherin의 비정상적

인 발현(p=0.019), Lauren 분류에 따른 미만성 암종(p=0.015),

T3-4 병기(p<0.0001), N2-3 병기(p<0.0001) 등이 환자의 나쁜

Variables No. of
cases

Thymosin-
4 (-)

Thymosin-
4 (+)

p-value

TNM stage
I 45 42 (93.3%) 3 (6.7%) p=0.008a

II 39 26 (66.7%) 13 (33.3%)
III 32 19 (59.4%) 13 (40.6%)
IV 36 25 (69.4%) 11 (30.6%)

T status
T1 29 28 (96.6%) 1 (3.4%)
T2 71 49 (69.0%) 22 (31.0%) p=0.010a

T3 45 31 (68.9%) 14 (31.1%)
T4 7 4 (57.1%) 3 (42.9%)

N status
N0 46 41 (89.1%) 5 (10.9%)
N1 53 36 (67.9%) 17 (32.1%) p=0.029a

N2 25 16 (64.0%) 9 (36.0%)
N3 28 19 (67.9%) 9 (32.1%)

EGC/AGC
EGC 22 21 (95.5%) 1 (4.5%) p=0.012a

AGC 130 91 (70.0%) 39 (30.0%)
LVI

Absent 49 43 (87.8%) 6 (12.2%) p=0.009a

Present 103 69 (67.0%) 34 (33.0%)
PTLI

Absent 60 46 (76.7%) 14 (23.3%) p=0.541
Present 77 52 (67.5%) 25 (32.5%)

Differentiation
Well 11 10 (90.9%) 1 (9.1%) p=0.548
Moderately 50 31 (62.0%) 19 (38.0%)
Poorly 91 71 (78.0%) 20 (22.0%)

Lauren classification
Intestinal 88 60 (68.2%) 28 (31.8%) p=0.170 
Diffuse 64 52 (81.3%) 12 (18.8%)

a, statistically significant. LVI, lymphovascular invasion; No., number;
PTLI, peritumoral lymphocytic infiltration. 

Table 1. Pathologic findings and thymosin- 4 expression in ga-
stric adenocarcinomas 

Antibodies
Thymosin- 4 

Negative Positive
p-value

VEGF
Negative 92 (82.1%) 20 (50.0%) p=0.000a

Positive 20 (17.9%) 20 (50.0%)
c-Myc

Negative 77 (70.6%) 16 (41.1%) p=0.007a

Positive 32 (29.4%) 23 (58.9%)
Cyclin D1

Negative 84 (75.7%) 21 (52.5%) p=0.005a

Positive 27 (24.3%) 19 (47.5%)
E-cadherin

Normal 91 (81.3%) 33 (82.5%) p=0.861
Abnormal 21 (18.8%) 7 (17.5%)
-catenin
Normal 57 (50.9%) 25 (62.5%) p=0.268
Abnormal 55 (49.1%) 15 (37.5%)

a, statistically significant.

Table 2. Results of immunohistochemical study in gastric ade-
nocarcinomas grouped according to thymosin- 4 expression

Antibodies
Survival

Death/total p-valuea

Relapse

Relapse/total p-valuea

T category
T1-T2 13/100 p<0.0001b 20/100 p<0.0001b

T3-T4 28/52 32/52
N category

N0 14/99 p<0.0001b 17/99 p<0.0001b

N1-3 27/53 35/53
Lauren’s classification

Intestinal 18/88 p=0.015b 27/88 p=0.187
Diffuse 23/64 25/64

Differentiation
Well/Moderate 13/61 p=0.126 14/61 p=0.028b

Poor 28/91 38/91
Thymosin- 4

Absent 24/112 p=0.014b 32/112 p=0.011b

Present 17/40 20/40
VEGF

Absent 25/112 p=0.045b 35/112 p=0.160
Present 16/40 17/40

Cyclin D1
Absent 27/105 p=0.449 33/105 p=0.197
Present 14/46 19/46

c-Myc
Absent 22/93 p=0.340 28/93 p=0.219
Present 18/55 23/55

E-cadherin
Normal 29/124 p=0.019b 40/124 P=0.223
Abnormal 12/28 12/28
-catenin
Normal 20/82 p=0.628 25/81 p=0.457
Abnormal 21/70 27/70

a, log-rank test; b, statistically significant.

Table 3. Relationship between clinicopathologic features of gas-
tric adenocarcinomas and survival and relap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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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후와 통계적으로 연관이 있었다. 그러나 cyclin D1의 발현(p=

0.449), c-Myc의 발현(p=0.340), -catenin의 비정상적인 발

현(p=0.628), 암종의 분화도(p=0.126)는 환자의 예후와 관련

이 없었다(Table 3).

위절제술 후에 재발 여부도 thymosin- 4의 발현과 연관성이

있었다. Thymosin- 4에 양성인 환자의 평균 재발 기간은 25개

월(95% CI: 20-31개월)로 음성인 환자의 평균 재발 기간인 37

개월(95% CI: 33-41개월)보다 통계적으로 짧았다(p=0.011)

(Fig. 2B). T3-4 병기(p<0.0001), N2-3 병기(p<0.0001) 그리

고 미분화 조직 소견(p=0.028) 등이 환자의 나쁜 예후와 관련

이 있었다. 그러나 다른 인자들은 재발기간과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Table 3).

Cox regression model을 이용해 다변량 분석을 한 결과, 위샘

암 환자의 예후와 접한 관련이 있는 인자는 T 병기(p=0.003),

N 병기(p=0.005), thymosin- 4의 발현(p=0.019), 그리고 La-

uren 분류(p=0.037)로 나타났고(Table 4), 환자의 나이나 VE-

GF, cyclin D1, c-Myc, E-cadherin, -catenin의 발현 등은

관련이 없었다. 위샘암 환자의 재발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예후

인자로는 T 병기(p=0.000), N 병기(p=0.012)만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다. 

고 찰

수술은 위암을 치료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지만

수술 절제 후에 재발하는 비율이 높아서 예후에 미치는 향이

만족스럽지 않다. 특히 림프절을 비롯한 다른 장기로 전이한 경

우 예후가 매우 나쁘다. 그러므로 위암의 전이와 재발에 관한 생

물학적 특성을 연구하는 것은 환자의 예후와 치료에 한 반응을

예측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thymosin-

4가 위샘암 환자의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예후인자로서 얼마

나 유용한지, 그리고 위암의 병리 소견과 어떤 관계를 보이는지

알아보았다. Thymosin- 4에 양성을 보인 위샘암은 음성을 보

인 위샘암과 비교했을 때 종양의 침습과 림프절 전이가 더 진행

되어 있었고, 암세포의 림프관과 혈관 침범이 더 많이 관찰되었

다. 또 종양에서 thymosin- 4가 발현된 환자군의 생존기간과

재발기간이 thymosin- 4가 발현되지 않은 군보다 통계적으로

짧았다.

-thymosin은 G-액틴을 격리하는 물질로서 세포내 액틴의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조직의 재형성, 상처 치유, 혈관 형

성 과정에 필요한 세포의 이동에 관여한다.5-9 뿐만 아니라 최근

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종양에서 -thymosin이 비정상적으로 과

다하게 발현되어 이 단백질이 암 발생, 진행과 관계가 있을 것이

라는 가정이 두되었다. Thymosin- 10은 신세포암, 장암,

생식세포암, 유방암, 난소암, 자궁암, 식도암 등 여러 종류의 종

양에서 높게 발현되었고, 피부의 양성 병변에서 피부암으로 진

Variables B SE Exp (B) p-value95% CI of 
Exp (B)

Tumor stage -1.030 0.361 0.346 0.171-0.703 0.003a

Nodal stage -1.018 0.359 0.361 0.179-0.731 0.005a

Thymosin- 4 -0.781 0.333 0.458 0.239-0.879 0.019a

Lauren’s -0.692 0.333 0.500 0.261-0.960 0.037a

Classification

a, statistically significant. B, regression coefficient; SE, standard error
of B; Exp (B), exponent of B; CI, coefficient interval.

Table 4. Multivariate analysis with Cox regression model for pa-
tient surv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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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Kaplan-Meier survival plots for gastric adenocarcinoma patients, grouped according to the thymosin- 4 expression in tumor cells.
The survival (A) and relapse times (B) of thymosin- 4 positive group are statistically shorter than that of negative group (p=0.014 and
p=0.011, log-rank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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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 과정에 관여할 것이라고 하 으며,12 유방암의 진행 정도

를 나타내주는 인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 있었

다.13 또 thymosin- 15는 전립샘암에서 전이를 일으킬 위험이

높은 환자를 찾는데 유용한 인자라고 하 다.16,17 최근 thymo-

sin- 4의 발현이 암세포에서 증가하고 종양의 전이와 관련이 있

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다.4,10,11,14,15,18-20 Hall 등14은 thymosin- 4

mRNA의 수치가 정상 조직보다 신세포암, 신경모세포종 등의

암 조직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 고, Clark 등4과 Ko-

bayashi 등11은 잘 전이되지 않는 종양보다 잘 전이되는 흑색종

과 섬유육종 세포에서 thymosin- 4의 발현이 증가해 있었다고

하 다. 또 원발 장암 세포보다 간으로 전이된 장암 세포에

서 thymosin- 4 mRNA의 발현이 높게 나타났다.15 본 연구에

따르면 위암 환자의 26.3%에서 thymosin- 4가 발현되었고, thy-

mosin- 4가 발현된 암은 그렇지 않은 암보다 종양의 침습과 림

프절 전이가 더 진행된 상태를 보여 thymosin- 4가 위암의 진

행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다면 thymosin- 4가 위암의 침습과 전이에 관여하는 기

전은 무엇일까? 최근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thymosin- 4의 과

도한 발현이 암의 침습과 전이에 필수적인 암세포의 이동과 혈관

형성을 유도한다고 한다.4,11,18 흑색종에서 thymosin- 4의 발현

증가는 암세포의 이동성을 증가시키고 내피세포의 이동과 VEGF

의 발현을 촉진하여 혈관 형성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18 섬유육

종에서는 thymosin- 4의 발현 증가로 암세포의 이동성이 촉진

되었고 실험 쥐에 주입했을 때 다른 장기로 많이 전이되었다.11

이러한 연구들을 토 로 보면 thymosin- 4가 세포 내의 액틴

을 재편성하여 암세포와 기질 사이의 상호작용을 변화시키고 세

포의 이동성과 VEGF의 발현을 증가시켜 혈관 형성을 촉진함

으로써 암세포의 전이 능력을 변화시키는데 향을 미치는 것으

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위암에서 thymosin- 4의 발현이

VEGF의 발현과 상관 관계를 보 고 두 단백의 발현이 위암환

자의 나쁜 예후와 관련이 있었다. 위암에서 VEGF의 발현은 혈

관 침범, 간 전이, 림프절 전이와 관련이 있고,21,22 종양 세포에서

VEGF의 발현이 증가한 환자가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훨씬 나

쁘다는 보고가 있다.23,24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위암에서

thymosin- 4가 VEGF의 발현과 연관되어 위암의 진행과 전이

과정에 관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장암 세포주를 이용한 연구에 따르면, 암세포에서 thymo-

sin- 4가 과발현되면 thymosin- 4를 발현하지 않은 장암 세

포보다 E-cadherin의 발현이 감소하고 -catenin과 c-Myc의

발현은 증가하 다.10,15 또 원발 장암 세포에서보다 간으로 전

이한 장암 세포에서 thymosin- 4 mRNA와 c-Myc, MMP-

7의 발현이 높게 나타났고 E-cadherin의 발현은 낮게 나타났다.15

이러한 결과는 장암과 같은 상피세포암에서 thymosin- 4의

발현이 증가하여 엑틴 세포골격이 파괴되고 E-cadherin과 같은

세포부착 물질이 분해되면 -catenin의 세포질 내 침착을 유발

하고 -catenin이 핵 내의 전사작용을 변화시킴으로서 c-Myc과

Cyclin D1과 같은 성장촉진인자들의 발현을 증가시켜25 암세포

의 성장을 촉진하고 침습성과 전이성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가정

을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암의 경우 thymosin- 4가 c-Myc, cyclin

D1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연관 관계를 보인 반면 E-cadherin,

-catenin과는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이 thymisin-

4가 cyclin D1과 c-Myc의 발현과 상관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미루어볼 때 위암에서 발현된 thymosin- 4가 암세포의 증식에

도 관여하고 여기에는 cyclin D1, c-Myc과 같은 성장촉진인자

의 발현 증가가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thymosin- 4와 E-cadherin, -catenin 사이에 상관관계가 나

타나지 않은 이유는 이들 유전자의 신호전달체계가 복잡하여 여

러 유전자들이 관여하고 여러 가지 유전자 변형이 일어날 수 있

어 이들 유전자의 이상과 단백질의 발현을 단순 비교하기 어려

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또 본 연구에서는 단백질을 정량한

것이 아니라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통해 비정상적인 발현 여부를

확인하 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Thymosin- 4와 암 환자의 예후를 연구한 논문은 거의 없다.

1병기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경우 수술 후에 전이하지 않은 환자

보다 전이한 환자에게서 thymosin- 4의 발현율이 높았고, thy-

mosin- 4의 발현율이 높은 군의 생존율이 통계적으로 낮게 나

타나, 낮은 병기의 비소세포폐암에서 thymosin- 4가 생존을 예

측할 수 있는 예후 인자의 역할을 한다고 하 다.26 본 연구에서

는 위샘암 환자의 수술 후 재발 기간과 생존 기간이 thymosin-

4가 발현된 군에서 유의하게 짧았고 다변량 분석에서도 독립적

인 예후 인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thy-

mosin- 4에 한 면역조직화학검사가 위샘암 환자의 예후를 예

측하는데 유용한 인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thymsin- 4의 발현과 항암 치료와의 관계에 한 연구

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르면 thymosin- 4의 발현이

종양에 한 화학예방효과가 거의 없는 NSAID에 유도되었고

화학예방효과를 보이는 NSAID에는 유도되지 않았으며, NSAID

에 유도된 thymosin- 4는 장암세포에서 세포골격 유기체를

변화시켜 종양을 형성하도록 하여, thymosin- 4의 발현이 NS-

AID의 화학예방효과를 경감시켰다고 한다.27 또 thymosin- 4를

과발현하는 장암세포는 발현하지 않는 세포보다 doxorubicin과

etoposide에 내성을 보 고 이러한 항암제 내성은 survivin의 과

발현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도 있다.28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보건

thymosin- 4의 발현이 항암 치료에 한 암세포의 반응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해 앞으로 더 연구하

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정리해 보면, thymosin- 4는 위샘암의 진행과

접한 관련이 있고, 위샘암 환자의 예후를 예측하는 예후 인자

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향후 위샘암의 진행과

전이 과정에서 thymosin- 4와 다른 종양 관련 유전자와의 상호

관계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분자생물학적 연구가 더 필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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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고 thymosin- 4와 항암 치료의 관계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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