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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Abnormal over-expression or gene amplification of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EGFR) is important in the prognosis of non-small cell lung cancer (NSCLC). We
investigated the frequency of EGFR protein expression and gene amplification, and the cor-
relation between EGFR status and survival in NSCLC. Methods : We examined 360 cases
of microarrayed NSCLC tissues for the EGFR protein expression and EGFR gene amplifica-
tion using immunohistochemistry and fluorescent in situ hybridization. Results : EGFR pro-
tein expression and EGFR gene amplification occurred in 110 cases (30.6%) and 24 cases
(6.7%), respectively. EGFR protein expression and gene amplification were more frequent in
squamous cell carcinoma than in adenocarcinoma. Differences in EGFR protein expression
did not dramatically affect survival curves (p=0.740), but differences in gene amplification did
(p<0.05): EGFR gene amplification was associated with a lower 5-year survival rate. Conclu-
sion : EGFR protein expression and gene amplification showed moderate correlation with
each other. EGFR gene amplification predicted a poor prognosis, whereas EGFR protein
expression did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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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세포 폐암종의 상피성장인자 수용체 상태와 임상-병리학적 연관성:

단백 발현, 유전자 증폭 및 생존분석

원발성 폐암은 세계적으로 암 사망률 1위의 악성 종양이다.1,2

폐암은 치료적 편의상 크게 소세포 폐암종(small cell lung carci-

noma)과 비소세포 폐암종(non-small cell lung cancer, NSCLC)

으로 나뉘는데 80% 이상을 NSCLC가 차지하고 있다. 최근 발

암 과정의 분자기전에 한 연구가 축적됨에 따라 분자기전에 기

초한 표적치료의 개념이 도입되어 NSCLC에도 적용되어 있다.3

특히 세포 외부로부터의 성장신호를 전달하는 경로에서 핵심적

인 역할을 하는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EGFR)를 표적으로 하는 약제가 개발되어

NSCLC의 치료제로 각광을 받고 있다. 따라서 NSCLC의 조직

검사 시에 표적치료를 위한 EGFR 단백발현과 유전자 증폭 등

을 확인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상피세포종양에서 그 역할이

밝혀지고 있는 EGFR은 티로신 활성효소(tyrosine kinase) 기능

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포막에 존재하는 분자량 178 kD의 단백

질로서 ErbB1에서 ErbB4까지 모두 네 종류로 구분된다. EGFR

에 EGF 또는 TGF- 같은 리간드(ligand)가 결합하면 EGFR

은 동형(homo)-혹은 이형 이중 복합체(heterodimeric complex-

es)를 형성하고, 이어 세포막 안의 티로신 활성효소가 활성화되

어 이후의 ras 신호전달체계를 활성화시켜 세포의 성장과 분화,

혈관형성 및 전이의 촉진, 세포 자멸사(apoptosis) 억제 등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6 EGFR이 종양에서 비정상

적으로 높게 발현되면 이후의 신호전달체계가 활성화되어 암세

포의 성장이 증가되고, 주위 조직으로의 침습이나 다른 장기로

의 전이가 활성화되어 생존율에 부정적인 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8 최근 폐암의 치료에서 EGFR의 상태에 따른 치

료 결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6 비소세포 암종에서의 EGFR

단백발현은 17%에서 71.6%까지 연구자마다 다양하게 보고하

다.9-14 EGFR 유전자 증폭의 경우 발현율은 9%에서 27%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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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되고 있다.11,13,15-17 EGFR 단백발현은 환자의 예후에 나쁜

향을 미친다는 결과8와 환자 예후와는 무관하다는18,19 서로 상

반된 결과가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면역조직화학 염색과 형

광제자리부합화 검사법을 이용하여 NSCLC에서의 EGFR 단백

발현율 및 EGFR 유전자 증폭률과 EGFR의 상태에 따른 생존

함수의 유의한 차이 등을 알아보고자 하 다.

재료와 방법

연구재료

1993년 1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서울아산병원 병리과에서

NSCLC로 진단된 360예의 환자를 상으로 임상 및 병리조직

학적 소견을 재검토하 다. 각 사례에 한 조직학적 소견과 임

상 소견, 생존 자료를 정리하 으며 표적인 파라핀 포매괴를

선택하여 조직미세배열(tissue microarray)을 만들었다. 상

환자 모두는 EGFR 억제제의 치료 경력이 없었다. 

조직미세배열의 제작 및 면역조직화학(IHC) 검사와 형광제

자리부합화(FISH) 검사

신선한 조직을 10% 중성 포르말린에 고정한 후 통상적인 방

법에 따라 만들어 보관된 파라핀 포매괴 중 표적인 암 조직을

포함한 파라핀 포매괴를 선정하여 조직미세배열 제작 기구(Bee-

cher Instruments Inc., Silver Spring, MD, USA)로 직접 제

작하 다. 각각의 예에서 선정된 암 조직 부위를 1 mm 크기로

각각 두 번씩 천공하여 미리 준비된 수혜(recipient) 파라핀 포

매괴에 10행 12열로 총 120개 코어를 16×15 mm 안에 심었다.

제작된 조직 미세배열 블록에서 4-5 m의 절편을 만들어 탈파

라핀한 후 BenchMark XT 자동 면역 염색기(Ventana Medi-

cal Systems Inc., Az, USA)를 이용하여 면역 염색을 하 다.

조직은 단백질 분해효소로 전처리하 고, EGFR에 한 일차항

체(mouse anti-human EGFR, Clone 31G7, Zymed Labs,

CA, USA)는 1:100으로 희석하여 사용하 다. 염색된 슬라이

드를 가지고 암 세포의 세포막에 염색되는 정도와 전체 차지하

는 비율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판독을 하 다. 완전한 음성 반

응, 극히 국소적이며 매우 희미한 염색, 세포질에 염색된 경우를

‘0’, 부분의 조직에서 암세포의 세포막 일부에 약하게 염색된

경우를‘1+’, 암세포의 세포막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중등도의

염색이 된 경우를‘2+’, 암세포의 세포막 전체가 강하게 염색된

경우를‘3+’로 판독하 다(Fig. 1). 형광제자리부합화 검사를

위한 조직 절편은 두께 4 m로 만들어 탈파라핀한 후 30% 전

처리 용액에서 15분간 처리하 다. 45℃의 단백분해 효소용액에

45분 동안 처리한 후 세척완충액에 2분간 방치하 다. 10 L의

EGFR 스펙트럼(적색)/alphasatellite 7 DNA 탐식자 스펙트럼

(녹색) (Macrogen, Seoul, Korea)을 적용한 후 커버 슬립으로

봉합하 다. 이 슬라이드를 75℃ 열판에서 10분간 반응시킨 후

37℃ 습윤 상자에서 12시간 동안 부합화 반응을 시켰다. DAPI/

Antifade 15 L을 이용하여 조 염색을 하 다. 올림푸스

BX51 형광현미경(Olympus, Tokyo, Japan)의 400배 시야에

서 암종 세포가 한 층으로 배열된 부위를 선택하고, chromo-

some 7 alphasatellite 녹색 신호와 EGFR 적색 신호의 수를

관찰하여, EGFR의 적색 신호가 chromosome 7 alphasatellite

녹색 신호의 두 배 이상인 경우를 유전자 증폭으로 간주하 다

(Fig. 2).20,21

통계 분석

통계분석은 SPSS 프로그램(Windows 표준버전 12.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 고 p값이 0.05 미만인 것

을 의미 있는 것으로 하 다. 면역조직화학 검사 및 형광제자리

부합화 검사의 상관성 검증에는 2법을 사용하 다. EGFR 단

백발현과 유전자 증폭에 따른 비소세포 폐암종 환자들의 생존분

Fig. 1.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protein (EGFR) immunohistochemical analysis shows (A) 1+, weak and partial immunoexpres-
sion, (B) 2+, moderate and partial immunoexpression and (C) 3+, strong and complete membranous immunoexpression, respectively.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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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에는 Kaplan-Meier 분석 후 log-rank 검정으로 유의성을 판

별하 다. 환자의 생존율에 향을 미치는 인자들에 한 검사

는 콕스 회기식을 이용하 다.

결 과

임상적-병리학적 자료의 특징

연구 상 360명 환자들의 평균 연령은 59.79세(±9.56세) (27-

84세) 으며, 60세가 넘는 환자가 51.9% (187예)를 차지하 다.

남녀의 성비는 3.5:1 (280:80)로 남자가 많았다. 추적 관찰 기간

동안의 평균 생존기간은 1일에서 120.7개월까지(중위수 69.9개

월) 다. NSCLC의 조직학적 유형은 편평세포 암종(squamous

cell carcinoma, SCC), 샘암종(adenocarcinoma, ADC), 그 외

암종의 증례 수가 각각 171 (47.5%), 174 (48.3%), 15 (4.2%)

다(Table 1).

EGFR의 면역조직화학염색(IHC)

360예 NSCLC 중 110예(30.6%)에서 EGFR 단백발현을 보

다. EGFR 단백발현 양성인 110예를 염색 강도에 따라 분류

하면 1+, 2+, 3+는 각각 56.4% (62예), 28.2% (31예), 15.4%

(17예) 다(Table 2). 편평세포암종, 샘암종, 그 외 암종은 각

각 39.2% (67/171예), 24.1% (42/174예), 6.7% (1/15예)에서

EGFR 단백발현을 보 다(p=0.001). 임상병리학적 인자들에서

의 EGFR 단백발현은 여자(33.8%), 60세 이상(30.6%), 3 cm

이하의 종양(31.9%), 편평세포암종(39.2%), 종양색전 음성(31.1

%), 임파절 전이 음성(31.4%), 병리 병기 3기(40.0%)군에서

각각 더 높은 EGFR 단백발현을 나타냈다(Table 1). 

EGFR에 한 FISH 검사

EGFR유전자 증폭은 세포질에서 적색의 과립 형태로 관찰되

었다(Fig. 2B). 360예의 NSCLC 중 6.7% (24/360예)가 유전

Fig. 2. Dual color FISH with probes for the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gene (red) and chromosome 7 alphasatellite probe (green).
There are same dual color ratio in the negative EGFR gene amplification case (A). However, there are more than 2 times red signal than
green signal in the positive EGFR gene amplification case (B).

A B

N (%) IHC (%)
+

p
value

FISH (%)
+

p
value

Sex
Male 280 (77.8) 83 (29.6) 0.482 20 (7.1) 0.498
Female 80 (22.2) 27 (33.8) 4 (5.8)

Age
≥60 173 (48.1) 53 (30.6) 0.975 15 (8.7) 0.143
<60  187 (51.9) 57 (30.5) 9 (4.8)

Tumor size
≥3 cm 138 (38.3) 44 (31.9) 0.666 6 (4.3) 0.164
<3 cm  222 (61.7) 66 (29.7) 18 (8.1)

Histology
SCC 171 (47.5) 67 (39.2) 0.001 13 (7.6) 0.788
ADC 174 (48.3) 42 (24.1) 10 (5.7)
Othersa 15 (4.2) 1 (6.7) 1 (6.7)

Emboli
Negative 312 (86.7) 97 (31.1) 0.575 23 (7.4) 0.171
Positive 48 (13.3) 13 (27.1) 1 (2.1)

LN metastasis
Negative 191 (53.1) 60 (31.4) 0.707 11 (5.8) 0.463
Positive 169 (46.9) 50 (29.6) 13 (7.7)

Stage
I 187 (51.9) 59 (31.6) 0.426 11 (5.9) 0.152
II 148 (41.1) 41 (27.7) 9 (6.1)
III 25 (6.9) 10 (40) 4 (16)

N, case number; FISH, fluorescence in situ hybridization; IHC, immuno-
histochemistry; SCC, squamous cell carcinoma; ADC, adenocarcinoma.
a: Large cell carcinoma (n=13), sarcomatoid carcinoma (n=1), mixed
type (mixed intermediate cell neuroendocrine cell carcinoma and poor-
ly differentiated squamous cell carcinoma) (n=1).

Table 1. Clinicopathologic parameters in relation to EGFR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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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증폭을 보 다(Table 1). 편평세포암종, 샘암종, 그 외 암종

은 각각 7.6% (13/171예), 5.7% (10/174예), 6.7% (1/15예)

에서 EGFR 유전자의 증폭을 보 다(p=0.788). 임상병리학적

특징을 보면 남자(7.1%), 60세 이하(8.7%), 3 cm 이상의 종양

(8.1%), 종양색전 음성(7.4%), 임파절전이 양성(7.7%), 병리

병기 3기(16.0%) 군에서 더 높은 EGFR 유전자 증폭이 관찰

되었다(Table 1). 

EGFR 유전자 증폭과 EGFR 단백발현과의 상관성

형광제자리부합화 검사와 면역조직화학 검사에서 단백발현과

유전자 증폭의 결과가 일치를 보인 경우는 248예(68.9%) 으며

kappa 계수는 0.61이었다. 두 검사에서 결과의 불일치를 보인

112예 중 형광제자리부합화 검사는 음성이고 면역조직화학 검

사는 양성을 보인 예가 99예(88.4%) 고, 그 반 로 형광제자

리부합화 검사는 양성이고 면역조직화학 검사는 음성을 보인 예

는 13예(11.6%) 다. EGFR 유전자 증폭이 없는 군에서는 1+

로 면역 염색 강도가 약한 사례가 더 많은 반면, EGFR 유전자

증폭이 있는 군에서는 2+ 이상의 면역 염색 강도가 강한 사례가

더 많았다(Table 2). 

EGFR 단백발현 및 EGFR 유전자 증폭과 생존분석

360예의 비소세포폐암종 환자를 상으로 한 생존분석에서

EGFR 단백발현이 없는 환자군의 5년 생존율은 55.2% 고, 단

백발현이 있는 환자군의 5년 생존율은 58.2% 다. 두 군 간의 생

존함수 차이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p=0.740). 암종의 조직

학적 유형별로 생존율을 살펴보면 편평세포암종 171예의 경우

EGFR 단백발현이 없는 군과 있는 군의 5년 생존율은 60.6%와

52.2% 다. 샘암종 174예의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EGFR 단

백 음성군에서 53.0%, 양성군에서 69.0%로 EGFR 단백 양성군

에서 더 높은 생존율을 나타냈다. 하지만 조직 유형별에서 각 군

간의 생존함수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SCC, p=0.268, ADC,

p=1.384). EGFR 단백발현 양성군에서 강도가 가장 강한(3+)

17예의 환자군과 강도가 약하거나 음성(2+, 1+, 0)인 343명의

환자군 사이의 5년 생존율을 비교했을 때 강한 양성군은 41.2%,

약하거나 음성군은 56.9% 으며 두 군 간의 생존함수에는 유의

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p=0.160). 형광제자리부합화 검사에서

EGFR 유전자 증폭 여부에 따른 5년 생존율은 양성군에서 29.2

%, 음성군에서 58.0%이었으며 두 군 간의 생존함수 비교할 때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8)(Fig. 3). 종양

의 조직학적 유형에 따른 생존율은 편평세포암종 171예의 경우

EGFR 유전자 증폭이 없는 군과 있는 군의 5년 생존율이 59.5%

와 30.8% 다. 샘암종 174예의 경우 EGFR 유전자 증폭이 없

는 군과 있는 군의 5년 생존율이 각각 58.5%와 30.0% 다. 

IHC와 FISH 모두 양성 환자군과 모두 음성 환자군 사이의

생존함수 비교

양쪽 검사에서 일치를 보인 예 중에서 모두 음성 소견을 보이

는 군(n=158)과 양쪽 모두에서 양성 소견을 보이는 군(n=11)

으로 나누어 생존분석을 했을 때 모두 음성인 환자군의 5년 생존

율은 51.9% 고, 모두 양성인 군의 5년 생존율은 27.3% 다. 그

러나 두 군 간의 생존함수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210).

생존에 향을 주는 위험인자

360예 환자들에 한 임상병리학적 인자들, EGFR 단백발현,

EGFR 유전자 증폭 등 환자의 생존에 향을 미치는 위험인자

에 한 조사에서 EGFR 유전자 증폭이 있을 경우는 EGFR

유전자 증폭이 없을 때보다 사망률이 1.017배 증가(p=0.039,

95% CI: 1.001-1.033)한 반면, EGFR 단백발현은 생존율에

FISH
IHC (%)

0 1+ 2+ 3+

p
value

Amplification (-) 237 (65.7) 60 (16.7) 27 (7.5) 12 (3.3) 0.09
Amplification (+) 13 (3.6) 2 (0.6) 4 (1.1) 5 (1.4)
Total 250 (69.3) 62 (17.3) 31 (8.6) 17 (4.7)

FISH, fluorescence in situ hybridization; IHC, immunohistochemistry.

Table 2. Correlation between results of FISH and immunohisto-
chemistry for the detection of EGFR amplification and EGFR pro-
tein expression

Fig. 3. Kaplan-Meier survival curves based on FISH status in all
NSCLC patients. The over all 5-year survival rates for the patients
with negative EGFR gene amplification is 58.0%, while that of EGFR
gene amplification positive group is 29.2%.
NSCLC, non-small cell lung cancer; FISH, fluorescent in situ hyb-
ridization; EGFR,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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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640). 임상

병리학적 인자들 중 임파절 전이가 있을 경우 임파절 전이가 없

는 경우보다 1.022배 사망률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p<
0.001, 95% CI: 1.012-1.033).

고 찰

본 연구는 이전의 연구에 비해 증례 수가 많은 360예의 원발성

폐암종을 상으로 조직미세배열을 제작하여 EGFR에 한 면역

조직화학 검사와 형광제자리부합화 검사를 시행하 다. 면역조직

화학 검사에 의한 EGFR 단백발현은 360예 중 30.6% (110예)

에서 관찰되었으며, 이중 1+가 56.4% (62예)로 가장 많은 부분

을 차지했다. 형광제자리부합화 검사에서 전체 360예 중 6.7%

(24예)에서 EGFR 유전자 증폭이 나타났다. 이 같은 연구 결과

는 조직미세배열 조직으로 EGFR에 한 IHC 검사를 시행했던

이전의 연구들 중 Hirsch 등11의 62%와 Jeon 등14의 53.1%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 같은 차이의 원인은 사용한 항체의 종류, 항

체 희석비, 양성 판독기준, 종양의 조직상태, 종양의 조직학적

유형, 박절된 슬라이드의 보관상태에 따른 차이 등일 것으로 생

각된다. 본 연구에 사용한 항체는 Hirsch 등11과 Jeon 등14의 연

구에서와 같은 Zymed사의 mouse-anti-human EGFR mono-

clonal 항체를 사용하 으나 항체의 희석비에서 Jeon 등14은 1:50

을 이용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1:100 희석비를 이용하 다. 또

한 자동 면역염색기를 이용하여 면역염색을 시행하 다. EGFR

단백발현은 편평세포암종이 샘암종보다 더 높은 비율로 보고된

다.11,14,21 때문에 연구집단에서 조직 유형의 비율도 전체 EGFR

단백발현에 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편평세

포암종 샘암종의 비가 47.5%:48.3%로 샘암종이 많았던 반면

Hirsh 등11의 연구에서는 69%:38%, Jeon 등14의 연구에서는

52%:48%로 편평세포암종의 비율이 높았다. 

EGFR 단백발현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면역조직화학 염색법

은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RT-PCR), FISH, western 분석

법 등과 같은 검사 방법과 비교하여 비용이 적게 들고, 병리실험

실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EGFR 발현세포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2 그

러나 EGFR의 단백발현을 보는 면역조직화학 염색 결과에 한

양성 기준이 확립되지 않아 연구자마다 다른 양성 기준을 적용

하고 있다. Hirsch 등11과 Meert 등20은 분명한 세포막 염색만

을 양성으로 처리한 반면, Jeon 등14과 Suzuki 등17은 세포막 염

색과 세포질 염색을 모두 양성기준으로 삼았다. 본 연구에서는

유방암의 HercepTest kit 기준에 준하여 세포막에 염색된 것만

을 양성 기준으로 삼았다. 세포막 단백인 EGFR이 세포질에서

도 염색되는 이유는 리간드와 결합 후 일어나는 EGFR의 내재

화23 또는 자외선 같은 스트레스 요인 등에 의한 EGFR의 변동

등을 원인으로 보고있다.24 그래서 EGFR 면역화학검사에서 어

떤 위치의 단백발현을 양성군으로 삼을 것인지에 한 기준도

확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3+로 강하게

양성을 보인 환자군과 그 외 2+, 1+, 0군을 모두 합한 환자군

과의 5년 생존율을 비교했을 때 1+-3+까지를 포함 했을 때보다

더 뚜렷한 생존율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것은 면역조직화학 염색

결과의 판독에서 보다 엄격한 기준이 환자의 생존자료와 더욱

접한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FISH 검사에서 EGFR 유전자 증폭률은 6.7% (24예)로 이전

연구에서 발표된 것보다 낮게 나타났다.11,17,20 즉 연구 집단이 비

슷한 한국인 상연구에서는 유전자 증폭이 11%14 고 그 외의

연구 그룹에서는 9-27%의 유전자 증폭률11,13,15,16을 보고하 다.

이에 한 차이는 양성 판독 기준, 종양의 조직학적 유형 그리고

연구 집단 크기의 차이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형광

제자리부합화 검사 양성 기준은 EGFR 적색 신호가 chromo-

some 7 alphasatellite 녹색 신호의 두 배 이상인 경우로 적색

과립 모양으로 관찰된 경우를 유전자 증폭이 있는 것으로 간주

하 다. 즉 높은 다염색체성(high polysomy)을 EGFR 유전자

증폭 양성으로 포함시킨 이전의 연구14에 비해 더욱 분명한 증폭

의 경우를 양성기준으로 적용하 다. 이런 양성기준이 본 연구의

낮은 EGFR 유전자 증폭률을 보인 한 원인일 것으로 생각된다.

EGFR 유전자 증폭의 경우 편평세포암종(7.6%)이 샘암종(5.7

%)보다 더 높은 양성률을 보인 결과는 이전 연구결과와 유사하

으며,11,14,17,21 또한 편평세포암종에서 EGFR 유전자 증폭과

EGFR 단백발현이 강한 연관성을 보인 것도 이전의 연구와 비

슷하 다.14,21

환자의 생존율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EGFR 단백발현 여

부보다 EGFR 유전자 증폭이 더욱 의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

존에 향을 미치는 위험인자들을 알아보는 콕스 회기식 분석에

서 공변량이 시간에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시간의존(time-

dependent) 콕스 회기분석을 이용하 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전체 종양의 극히 적은 부분을 연구 상으로 하는 조직 미세배

열을 이용한 점이다. 종양은 부위에 따라 형태도 다르고, 단백발

현 양상도 다른 상태에서 극히 작은 조직을 상으로 한 판독 결

과가 전체 종양조직을 얼마나 잘 반 하고 있는지가 조직미세배

열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22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

한한조직당두개의 코어를 이용한 방법은 전체 조직의 판독 결

과와 비교하여 96%의 결과 일치율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

며,25 많은 수의 증례를 효과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26

결 론

360예의 비소세포폐암종에서 EGFR은 30.6%의 단백발현과

6.7%의 유전자 증폭을 보 으며, 이 두 검사 결과 간에는 중간

정도의 일치율을 보 다. EGFR 단백발현에 따른 5년 생존율이

나 생존함수 간의 차가 크지 않았고, 통계적 유의성도 없었다. 그



러나 EGFR 유전자 증폭이 있을 경우 EGFR 유전자 증폭이 있

는 군에서 낮은 5년 생존율을 보 으며, EGFR 유전자 증폭에

따른 생존함수들의 비교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다. 또한 EGFR 유전자 증폭이 있을 경우 EGFR 단백발현이 있

을 때보다 환자의 생존율에 나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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