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The Korean Journal of Pathology
2008; 42: 1-8

Protein Expression and Gene Amplification of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in Non-Small Cell Lung Cancer: Correlation with
the Response to Gefitinib Therapy

Jinyoung Yoo, Kyungji Lee, Ji Han Jung, Byoung Yong Shim1, Sung Hwan Kim2,
Deog Gon Cho3, Myeong Im Ahn4, Chi Hong Kim1, Kyu Do Cho3, Hoon Kyo Kim1

and Seok Jin Kang

Departments of Pathology, Internal Medicine1, Radiation Oncology2, Thoracic Surgery3, and
Diagnostic Radiology4, St. Vincent’s Hospital,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uwon, Korea

Background : Gefitinib is an EGFR tyrosine kinase inhibitor that has shown dramatic effective-
ness in a subset of non-small cell lung cancer (NSCLC) patients. We evaluated the response
rate to gefitinib, and the significance of the EGFR and HER2/neu status as predictive markers
of the tumor response. Methods : The EGFR and HER2/neu protein expressions, as deter-
mined by immunohistochemistry (IHC) and gene amplification via chromogenic in situ hybridiza-
tion (CISH), were analyzed in biopsy specimens from 46 patients with advanced NSCLC. After
their failure with the first-line treatment, all the patients had received gefitinib treatment. Results :
A partial response (PR) was achieved in 8 patients (17.4%). An EGFR overexpression was
detected in 80.4% (37/46) of the tumors, and this was observed exclusively in patients with a
PR (100% vs 75.3%, respectively; p=0.076). EGFR gene amplification was present in 47.8%
of the tumors (22/46). HER2/neu was overexpressed in 13%(6/46) and it was amplified in
17% (7/46). The overall survival was prolonged in the female patients (p=0.007), and in patients
with T1 and T2 disease (p=0.039), adenocarcinoma (p=0.010), a PR (p=0.022), an EGFR
IHC+ status (p=0.033), an EGFR IHC+/CISH+ status (p=0.010), or an EGFR+/HER2/neu+
status (p=0.030). On multivariate analysis, gender, T disease and EGFR IHC/CISH remained
the significant predictors of survival. Conclusions : Gefitinib showed a modest effect for the
patients with chemotherapy-refractory advanced NSCLC. A combination of EGFR IHC and
CISH might be important for identifying those patients who are most likely to benefit from gefi-
tinib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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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세포폐암종에서 EGFR 단백 발현과 유전자 증폭이 제피티닙 치료에

미치는 향

원발성 폐암종은 침습성과 전이성이 높은 악성종양으로, 한국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사망률이 매우 높으며, 5년 생존율도

15% 미만이다.1 또한 전체 폐암종의 75%를 차지하는 비소세포

폐암종(non-small cell lung cancer, NSCLC)은 조기에 절제를

하여도 재발률이 높고,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를 병행할지라도

다른 종양에 비해서 예후가 좋지 않다.

종양에서 가장 중요한 예후인자는 조직학적 병기이지만, 동일

병기 내에서도 국소 재발률이나 원격 전이율이 다를 뿐만 아니

라, 동일병기의 환자들에게 동일한 치료를 하여도 서로 다른 임

상 경과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최근 분자생

물학 기법이 발전하면서, 특히 예후 예측이나 화학요법 및 방사

선치료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분자생물학적 인자들

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생물학적 양태를 결

정하는 예후 인자나 기전 및 치료에 한 종양의 반응 민감도를

예측할 수 있는 인자들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EGFR)는 erb-B2

(HER2/neu), erb-B3, erb-B4와 함께 인체 내 상피성 수용체

인 티로신 키나제에 속하는 세포막 당단백으로, 자체 티로신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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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제 활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활성화되면 유전자 발현, 세

포 증식, 세포자멸사 억제, 혈관 신생 등의 효과를 유발한다.2,3

EGFR 과발현은 폐암종을 비롯한 여러 상피성 암종에서 관찰

되는데2-4 특히 암 전구 기관지 상피에서도 EGFR이 관찰됨으

로써 이것이 폐암종의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

되고 있다. 또한 생체 내와 생체 외 연구에서 약물로 EGFR을

억제한 결과, 폐암종세포에서 세포자멸사가 유도되고, 세포 성

장 둔화와 함께 혈관 신생이 억제되어 결국 종양의 성장이 감소

하 다.4,5

진행성종양의 경우, 특히 일차 항암요법에 실패했을 때 선택

할 수 있는 이차 항암제는 매우 제한적인데, 최근 EGFR 억제

제를 NSCLC 환자의 임상치료에 이용하여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 티로신 키나제의 여러 소분자 억제제 가운데 하나로써, 일

차 항암치료에 실패한 진행성 NSCLC 환자에게 허가된 제피티

닙(ZD 1839, IressaTM; AstraZeneca, UK)6은 같은 병기의 환

자에게서도 다양한 임상 결과와 예후를 나타낸다.7,8 지금까지 제

피티닙에 한 종양의 민감도를 예측할 수 있는 여러 인자들에

한 연구가 많았지만, 그런 인자들이 독립된 예후 인자로써 사

용될 수 있는지에 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저자들은 조직 생검상 NSCLC로 진단을 받은 후 수술이

불가능하여 일차적으로 항암치료를 하 으나 실패하고 제피티닙

으로 이차 치료를 한 환자를 상으로, 면역조직화학염색(im-

munohistochemistry, IHC)과 색소원제자리부합화(chromogenic

in situ hybridization, CISH)를 이용해 EGFR과 HER2/neu의

단백발현과 유전자증폭을 조사하 다. 그리고 제피티닙 치료에

한 종양의 반응률을 파악하고, 반응 여부에 따라서 EGFR이

나 HER2/neu에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있다면 제피티닙에

한 종양의 민감도를 예측할 수 있는 표지자로써의 가치가 있는

지 등을 밝혀서 환자의 치료방침 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

고자 한다.

재료와 방법

연구 재료

본 실험에서 사용한 조직 표본은 가톨릭 학교 성빈센트병원

에서 생검을 시행하여 폐의 원발성 비소세포폐암종으로 진단 받

은 환자 중 진행성으로 수술이 불가능해서 일차 항암치료를 받

았으나 실패하고, 이차로 제피티닙 치료를 받은 후 최근까지 추

적 관찰이 가능하 던 46명의 환자를 상으로 하 다. 조사는

환자의 의무기록을 검토하여 현재 생존 여부, 임상 양상 및 경

과를 추적하 는데 추적 기간은 환자가 생존한 경우 진단일로부

터 2007년 3월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까지로 하 다. 전체

환자의 중앙 추적 기간은 35개월(11-63개월)이었다.

임상 소견 및 병리조직학적 검색

먼저 10% 중성 포르말린에 고정한 후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파라핀 포매괴를 제작해서 헤마톡실린-에오신 염색을 시행한 생

검 조직의 슬라이드를 재검토하여 진단과 병리학적 소견들을 확

인하 다.

T, N과 병기는 American Joint Committee on Cancer의 분

류를 따랐으며, 치료에 한 반응은 WHO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하 다.9 즉 치료 전과 비교해서 종양의 직경이 50%

이상 감소한 부분 반응군(partial response, PR)은 반응군으로

인정하 고, 종양의 크기 감소가 50% 미만이거나 크기 증가가

25% 미만인 안정군(stable disease, SD) 그리고 종양이 25%

이상 더 커진 진행군(progressive disease, PD)은 무반응군(no

response, NR)으로 간주하 다.

면역조직화학염색

파라핀에 포매된 조직을 3 m 두께로 잘라 조직 절편을 만

들고, 이를 80℃ 오븐에서 1시간 건조시킨 다음 통상적인 방법

에 따라 면역조직화학염색을 시행하 다.10 일차 항체는 EGFR

(31G7, Zymed, San Francisco, CA, USA)과 HER2/neu

(TAB250, Zymed, San Francisco, CA, USA)에 한 단클

론항체인데, 이를 1:100으로 희석하여 4℃에서 하룻밤 동안 반

응시켰다. 이후 이차 항체(Biotinylated anti-mouse immuno-

globulin antibody, Dako, Kyoto, Japan)와 10분간 반응시킨

후, Streptavidin peroxidase detection system (Zymed, San

Francisco, CA, USA)을 이용하여 biotin-avidin 특이결합을

유도한 다음, DAB를 이용해서 10분간 발색시키고 헤마톡실린

으로 조 염색한 후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 다. 

이때 EGFR은 양성이 확인된 유방암 조직을, HER2/neu는

편도조직을 양성 조군으로 하 으며, 음성 조군은 일차 항

체 신 정상 면양 혈청을 첨가해주고, 나머지 모든 과정은 동

일하게 하 다. 

유전자 증폭을 위한 색소원제자리부합화

파라핀 포매 조직을 3 m 두께로 박절하여 자일렌으로 탈

파라핀 시킨 후, Spot-Light FFPE reagent Kit (Zymed, San

Francisco, CA, USA)를 사용하여 이전에 기술된 방법에 따라

색소원제자리부합화를 시행하 다.10 먼저 준비된 슬라이드 위에

탐식자(SpotLight Digoxigenin labeled EGFR or HER2/neu,

Zymed, San Francisco, CA, USA) 15 L를 떨어뜨린 후 덮

개 유리를 덮고 고무시멘트로 주위를 봉한 다음, 어둡고 습한

기구 안에서 5분간 94℃로 변성시키고 이후 37℃에서 10시간

이상 부합시켰다. 또 비특이 결합 억제 용액으로 실온에서 10분

간 처리하고, 조직 위에 mouse anti-digoxygenin을 충분히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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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한 다음 30분간 실온에서 방치하 다. 그런 후 polymerized

HRP-goat anti-mouse를 도포하고 실온에서 30분간 작용시킨

후 발색제인 DAB와 반응시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마톡실

린으로 조 염색 후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 다.

결과 판독과 통계학적 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일차 항체는 수용체의 세포외 부위(extra-

cellular domain)를 인지하기 때문에 세포막을 따라서 염색되는

경우를 양성으로 판독하 는데, 특히 네 군(0: 전혀 염색이 안

된 군, 1: 면역 염색이 세포질에서 약하게 또는 세포막에서 부

분적으로만 관찰되는 군, 2: 10% 이상의 종양 세포에서 약하지

만 세포막을 싸는 염색이 관찰되는 군, 3: 10% 이상에서 강한

세포막 염색을 보이는 군)으로 분류한 다음, 2와 3에 해당하는

군 즉 10% 이상의 종양 세포에서 면역 반응이 세포막에 갈색으

로 나타나는 경우를 과발현으로 판독하 다.10

또한 색소원제자리부합화에 의한 EGFR과 HER2/neu 유전

자의 증폭은 400배의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여 적어도 30개의

종양 세포 핵에서 핵 한 개당 5개 이상의 신호가 관찰될 때를 양

성으로 판독하 다.

이러한 모든 자료의 분석은 SPSS version 13 (Chicago, IL,

USA)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 으며, 면역조직화학염색과 색소

원제자리부합화에 의한 EGFR과 HER2/neu 결과 그리고 종양

반응이나 기타 임상병리학적 지표들 사이의 상관 관계는 Spear-

man’s chi-square test로 검정하 고, 유의 수준은 0.05 이하로

하 다. 또한 Kaplan-Meier분석과 Cox regression model을 이

용하여 이들 인자들이 독립적인 예후 인자로써 가치가 있는지를

분석하 다.

결 과

환자의 연령 분포는 37세에서 79세까지로 평균 59.5세 으며,

남녀 각각 23명이었고 비흡연자가 24명, 흡연력을 가진 환자가

22명이었다. 또한 전체 환자 중에서 T1, T2가 16명, T3, T4가

30명이었으며, N0는 6명, N1-3는 40명이었다. 병기별로는 3기

가 20명, 4기가 26명이었다. 종양의 조직학적 유형에 따라 분류

하면 편평세포암종이 13예, 선암종이 33예 으며, 제피티닙 치

료 후 종양의 반응에서는 PR이 8명(17.4%), SD와 PD가 각각

16명, 22명으로 무반응군이 38명(82.6%)이었다. 또한 추적 관

찰 기간 중에 29명이 사망하 다(Table 1).

기술한 총 46예 중 37예(80.4%)에서 EGFR 단백 과발현이

관찰되었고, 9예(19.6%)는 음성이었다(Fig. 1A, Table 1). T3,

T4보다 T1, T2에서(93.8% vs 73.3%; p=0.244), 그리고 선

암종보다 편평세포암종에서(92.3% vs 75.8%; p=0.211) 발현

율이 높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또한 반응군과 무반응

군을 비교해보면 반응군에 속한 8명 모두 EGFR 단백 과발현

을 보인 반면 무반응군은 75.3%에서 EGFR 과발현을 보 는

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수준에 근접하 다(p=0.076). 그리

고 기타 임상병리학적 인자(나이, 성별, 흡연력, N 및 병기)들

은 EGFR 단백 발현과 연관이 없었으며, HER2/neu 단백은 6

예(13%)에서 양성반응을 보 고, 40예(87%)에서는 음성반응

을 보 다(Fig. 1B). 또한 과발현은 모두 선암종(p=0.075)에서

관찰되었으며, 기타 임상병리학적 인자(나이, 성별, 흡연력, T,

N 및 병기)와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EGFR 유전자 증폭은 47.8% (22/46)에서 관찰되어(Fig. 1C,

Table 2) EGFR 단백 과발현에 비해서는 빈도가 낮았지만, 면

역조직화학염색에서 음성으로 판독된 9예 모두가 색소원제자리

부합화에 의해서도 음성으로 판독됨으로써, 면역조직화학염색에

Variable
No. of
tumors

EGFR

Overexpression
(%)

HER2/neu

Overexpression
(%)

Age
<59.5 17 14 (82.4) 2 (11.8)
≥59.5 29 23 (79.3) 4 (13.8)
p value 0.465 0.348

Gender
Male 23 19 (82.6) 1 (4.3)
Female 23 18 (78.3) 5 (21.7)
p value 0.718 0.144

Smoking history
Never-smoker 24 19 (79.2) 5 (20.8)
Smoker 22 18 (81.8) 1 (4.5)
p value 0.885 0.153

T classification
T1, T2 16 15 (93.8) 1 (6.3)
T3, T4 30 22 (73.3) 5 (16.7)
p value 0.244 0.361

N classification
N0 6 5 (83.3) 1 (16.7)
N1-3 40 32 (80) 5 (15.6)
p value 0.889 0.921

Stage
III 20 17 (85) 4 (20)
IV 26 20 (76.9) 2 (33.3)
p value 0.505 0.463

Histologic subtype
SCC 13 12 (92.3) 0 (0)
AC 33 25 (75.8) 6 (18.2)
p value 0.211 0.075

Response
No-response 38 29 (76.3) 6 (15.8)
Response 8 8 (100) 0 (0)
p value 0.076 0.062

Status
Alive 17 14 (82.4) 2 (11.8)
Dead 29 23 (79.3) 4 (13.7)
p value 0.807 0.833

SCC, squamous cell carcinoma; AC, Adenocarcinoma.

Table 1. Clinicopathologic features and statistical analy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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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EGFR 단백 발현과 색소원제자리부합화에 의한 EGFR

유전자의 증폭 사이에 유의한 상관 관계가 있음이 나타났다(p=

0.049).

또한 HER2/neu 유전자는 7예에서 증폭이 관찰되어 HER2/

neu 단백 발현율과 비슷한 결과를 보 으며(17.5% vs 13%)

(Fig. 1D), 면역조직화학염색에서 음성으로 판독된 1예는 색소

원제자리부합화에 의해서 양성으로 판독되었으나, 면역조직화학

염색에 의한 HER2/neu 단백 발현과 색소원제자리부합화에 의

한 HER2/neu 유전자의 증폭은 서로 매우 높은 상관성을 나타

냈다(p=0.003).

한편 이들의 중앙 생존 기간은 22.6개월이었는데, 그 중 EGFR

과발현을 보이는 환자의 생존 기간(28.4 vs 19.4개월; p=0.033)

(Fig. 2A)이 길었으며, 그 밖에 여자(p=0.003), T가 낮을수록

(p=0.012), 선암종(p=0.017), 반응군(p=0.057)의 경우 생존

기간이 더 길었다. 또한 EGFR 단백 과발현과 유전자 증폭을 함

께 보이는 환자는 12명이었는데(26.1%), 이들의 중앙 생존 기간

은 26개월이었고, 두 가지 중 한 가지에 양성인 환자 27명(58.7

%)은 15개월, 두 가지 모두 음성인 환자 7명(15.2%)의 중앙

Fig. 1. EGFR and HER2/neu status according to immunohistochemistry (A, B), and chromogenic in situ hybridization (C, D). Notice the intense
membrane staining for EGFR (A) and HER2/neu (B). Gene amplification for EGFR (C) and HER2/neu (D) is evident.

C D

A B

IHC
EGFR

Amplified (%) Not amplified (%) Total

HER2/neu

Amplified (%) Not amplified (%) Total

Positive 22 (59.5) 15 (40.5) 37 (80.4) 6 (100) 0 (0) 6 (13)
Negative 0 (0) 9 (100) 9 (19.6) 1 (2.5) 39 (97.5) 40 (87)
Total 22 (47.8) 24 (52.2) 46 7 (15.2) 39 (84.8) 46

p=0.049 p=0.003

Table 2. Correlation between protein expression and gene amplification of EGFR and HER2/neu

IHC, Immunohisto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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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기간은 11개월이었다(p=0.010)(Fig. 2B). 또한 EGFR

양성(IHC+/CISH+)인 환자 가운데 HER2/neu 양성(IHC+/

CISH+)인 경우 생존 기간이 더 길었다(29.5 vs 16개월; p=

0.030)(Fig. 2C). 

단변량 분석에서 의미있는 인자들을 상으로 Cox 회귀모형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p=0.002), T (p=0.036)와 EGFR

IHC/CISH 병합 검색(p=0.015)이 환자의 생존과 의미있는 상

관관계를 보 는데, 상 위험도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 낮고

(0.255배), EGFR 양성(IHC+/CISH+)인 경우 감소하 으며

(0.418배), T가 높으면 증가하 다(1.638배)(Table 3).

고 찰

EGFR에 한 관심은 최근 제피티닙과 같은 EGFR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가 FDA (The United State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공인을 받아 상용화되면서 크게 고조되고

있다.6 특히 폐암종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연구 결과 환자의 특성 및 NSCLC 자체의 생물학적 다양성으

로 인해 제피티닙에 한 종양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며, 이전

에 치료를 받았거나 전혀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진행성 NSCLC

환자에게서 12-19%의 반응률이 나타난다고 보고되었다.11,12 이

는 본 연구의 결과(17.4%)와 일치하는 사례이다. 이처럼 80%

정도의 환자에게는 반응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환자가

Fig. 2. Overall survival curves for EGFR IHC-positive vs. -negative
groups (A), EGFR IHC-positive and CISH-positive vs. both-nega-
tive groups (B), and HER2/neu-positive vs. HER2/neu-negative
groups in EGFR-positive patients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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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Relative
hazard

95% Confidence
Index

Log-rank test 
p value 

Gender
Female vs. male 0.255 0.107-0.607 0.002

T
T3,T4 vs. T1,T2 1.638 1.015-2.646 0.036

EGFR status
IHC+/CISH+ vs. -/- 0.418 0.204-0.858 0.015

Table 3. Multivariate Cox regression and analysis of prognostic
factors



반응이 좋고 또 예후가 좋을지를 예측할 수 있는 임상적 내지는

생물학적 특징을 찾으려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NSCLC 환자의 일부에서 제피티닙에 한 효과가 현저

히 좋았는데, 그들의 임상적 특징은 동아시아계, 여자, 비흡연

자, 선암종이었다.7,8 또한 이러한 환자들을 상으로 한 연구에

서 EGFR 유전자 돌연변이를 관찰하 다는 보고들이 잇달아 발

표되었다.13-15 EGFR 유전자 돌연변이 빈도는 종족에 따라13 그

리고 흡연력에 따라14 다른 결과를 보 는데, Lynch 등15은 제

피티닙에 반응이 좋은 9명 중 8명에게서 EGFR 돌연변이가 있

었으며, 반응이 없는 7명 모두에게는 EGFR 돌연변이가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EGFR 돌연변이 여부가 제피티닙에 한 반응

의 예측 인자라고 주장하 다. 그 이후 기술된 여러 종류의 돌연

변이 가운데 엑손 19의 소실과 엑손 21 L858R 치가 NSCLC

에서 관찰되는 모든 EGFR 돌연변이의 85%를 차지하 다.16

그러나 EGFR 돌연변이를 보이는 NSCLC 환자의 약 80%가

EGFR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에 반응한다는 보고가 있기는 하

지만, 돌연변이가 없는 환자의 10%도 EGFR 억제제에 반응할

뿐 아니라, EGFR 돌연변이를 보이는 NSCLC 환자가 EGFR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 치료에도 불구하고 생존 분석에서 이점이

없었다는 연구도 있어 아직 논란의 여지가 많다.17,18 또 EGFR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는 환자의 12-84%가 티로신 키나제 억제

제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19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아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에 한 민감도에 또 다른 기

전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형광제자리부합화에

의한 EGFR 유전자 증폭이 있는 환자의 반응률이 68%에 이르

고, EGFR 형광제자리부합화와 돌연변이 검색에서 모두 음성인

비흡연자는 반응이 없었는데20 이는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에 반

응을 보일 환자를 선별하는 데 있어서 EGFR 유전자 증폭 검색

이 매우 유용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형광제자리부합화는 종양 세포의 핵에서 유전자의 복

제 수를 정량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병리검사실

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형광현미경이 필요하다는 점과

형광 신호의 빠른 소멸로 결과의 장기간 보관이 어렵다는 점에

서 문제가 된다. 반면 색소원제자리부합화는 DNA 탐식자를 이

용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간단한 면역조직화학염색처럼 peroxi-

dase 반응으로 유전자의 증폭을 검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EGFR과 HER2/neu 유전자의 상태를 면역조

직화학염색과 색소원제자리부합화의 두 가지로 검색하고 비교하

는데, 연구 결과 면역조직화학염색에 의한 EGFR 단백 발현

은 80.4%에서 관찰되었고, 연구자에 따라 34-90%의 EGFR 과

발현이 보고되었다.2,15 이러한 EGFR 단백 발현에 있어서의 다

양한 수치의 결과는 각 연구에 이용한 검색 방법이나 시약, 항체

종류, 상 증례 그리고 판독 기준과 판독자 간의 차이 등에 기인

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과발현 판독 기준은 1%, 5%, 10%,

20%로 다양한데, NSCLC에서 EGFR 단백발현 기준을 위한

cutoff point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염색 정도에 상관없이 종양

세포의 10%에서 확실한 염색이 관찰되면 양성으로 판독하는 낮

은 판정 기준치(cutoff point)를 적용할 경우, 높은 판정 기준치

를 적용할 때 보다 생존 분석에서 좀 더 의미 있는 데이터가 제

공된다고 한다.21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10% 이상의 종양 세포

에서 면역반응이 세포막을 따라 관찰되는 경우를 과발현으로 판

독하 다. 향후 객관적인 판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통일

된 판정 기준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GFR 억제제에 한 반응의 예측 인자로써 EGFR 단백 발

현의 의의에 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EGFR 단백 과발현과

반응률 증가나 생존기간 연장 사이에는 상관 관계가 없다는 보

고가 있는가 하면, EGFR 억제제와 다른 항암제를 함께 쓰는 경

우에는 EGFR 단백 과발현군과 음성군 사이에 차이가 없지만,

EGFR 억제제를 단독으로 쓸 때는 EGFR 단백 과발현군의 반

응률도 높고(8-13% vs 2-5%) 생존율도 좋다는 보고도 있다.22

또한 이 연구에서는 EGFR 단백 발현이 종양반응과 유의 수준

에 근접하는 연관성이 있음도 관찰되었다. 한편 EGFR 단백 과

발현과 유전자 증폭을 동시에 보이는 환자들의 중앙 생존 기간

이 두 가지 모두 음성인 환자들보다 길었는데(26개월 vs 11개

월; p=0.010), 이는 다변수 분석상 유의한 상관 관계(p=0.015)

를 보이는 것으로, 두 가지 검색을 함께 시행할 때 이들이 독립

예후 인자로써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EGFR 단백 발현과 유전자 증폭을 비교한 한 연구에서도 두 가

지 모두 양성인 경우 림프절 전이나 진행된 병기의 연관성이 높

아 두 방법을 함께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 고2 최근 Hirsch

등23도 저자들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 다. 이들은 형광

제자리부합화에 의한 EGFR 유전자 증폭과 면역조직화학염색에

의한 단백 과발현을 보이는 환자들의 생존 기간이 둘 다 음성인

환자들보다 의미있게 길어서(21개월 vs 6개월) 두 가지 병합

검색이 제피티닙 치료 반응을 예측하는데 효과적인 인자라고 주

장하 다. 향후 증례를 더 모으고 충분한 추적 조사 기간을 통해

EGFR 유전자에 한 면역조직화학염색과 색소원제자리부합화

의 두 가지 검색을 병행ㆍ시행해서 검증한다면 이를 제피티닙으

로 치료할 NSCLC 환자의 예후 예측 인자로써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좀 더 많은 증례를 상으로 하는 연구

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한편 HER2/neu 단백 발현을 보이는 종양이 제피티닙 치료에

민감하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는데, 이는 제피티닙이 HER2/

neu와 HER3 수용체가 EGFR과 불활성 이종접합체 구조를 이

루도록 따로 유도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24 또한 세기관지

폐포암종(bronchioloalveolar adenocarcinoma, BAC) 환자가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에 보다 예민하고, BAC에서 EGFR과

HER2/neu 단백의 공통 발현이 자주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25

HER2/neu가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에 한 민감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NSCLC에서 그 역할에 한 연구는

매우 미미한데다 면역조직화학염색에 의한 HER2/neu 단백 발

현과 제피티닙 반응 사이의 연관은 아직 밝혀진 바 없다.26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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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 연구에서 HER2/neu는 종양 반응과 접한 상관 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EGFR 양성인 환자가 HER2/neu 양성인 경

우 생존기간이 더 길었다. 특히 Cappuzzo 등24은 EGFR 양성인

환자에게 있어 HER2/neu 유전자의 복제 수 증가가 제피티닙

의 반응과 관련한다고 보고하 고, Daniele 등27은 EGFR과

HER2/neu 두 유전자에 한 증폭 여부를 형광제자리부합화나

색소원제자리부합화를 이용하여 검색한 결과, EGFR 돌연변이

만을 검색했을 때보다 제피티닙에 한 반응 예측률이 58%에서

75%로 향상되었다고 보고하 다. 특히 생검이나 세포 검체처럼

양이 적은 경우, EGFR과 HER2/neu에 한 유전자 증폭 검색

이 필요하다고 주장하 다. 이처럼 HER2/neu에 해서는 연구

자마다 다소 다른 방법으로 비교 분석하고 그 결과에도 차이가

있지만, 폐암종의 치료 방침 면에서 EGFR과 HER2/neu가 차

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사실에는 일치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앞으로 더 많은 증례를 상으로 한 보다 광범위한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 진행성 NSCLC로 진단받고, 일차

항암치료에 실패한 후 제피티닙 치료를 받은 46명 가운데 8명이

제피티닙에 한 치료 효과를 보 으며, 17.4%의 반응률을 보

다. 이 반응을 보인 8예 모두 EGFR 단백 과발현을 나타냈고,

이들은 서로 유의 수준에 근접하는 연관성을 보 다. 한편 면역

조직화학염색에 의한 EGFR 단백 발현과 색소원제자리부합화에

의한 EGFR 유전자 증폭도 서로 높은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특

히 EGFR 단백 과발현과 동시에 EGFR 유전자의 증폭을 보이

는 환자의 생존기간이 둘 다 음성인 환자보다 길었는데(26개월

vs 11개월), 이는 다변수 분석상 성별, T와 함께 독립적인 예후

예측 인자로 인정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로써 NSCLC에

서 제피티닙의 반응 여부를 예측하는 데 EGFR이 매우 중요하

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향후 단백 발현과 유전자 증폭의 공동

검색이 예후 예측 인자로써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 된다. 또

HER2/neu도 어느 정도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여 앞으로

EGFR과 연계한 HER2/neu에 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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