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7

The Korean Journal of Pathology
2008; 42: 157-61

Significance of c-kit and COX-2 Expression in Breast T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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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The proto-oncogene c-kit encodes a transmembrane tyrosine kinase growth
factor receptor. Studies have shown that c-kit is highly expressed in normal breast epitheli-
um, but expression is decreased in primary breast cancer. Cyclooxygenase-2 (COX-2) is an
inducible enzyme that converts arachidonic acid to prostaglandins. Expression of COX-2 has
been reported in malignant tumors including breast cancer. We evaluated the expression of
c-kit and COX-2 in benign and malignant lesions of the breast to assess the roles of these
proteins in cancer initiation and progression. Methods : We characterized 20 benign lesions,
20 intraductal carcinomas and 70 invasive breast carcinomas.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for c-kit and COX-2 was performed. Results : Expression of c-kit was detected in 75% of the
benign breast lesions, 40% of the intraductal carcinomas and 10% of the invasive carcino-
mas. COX-2 expression was observed in 80% of the benign lesions, 70% of the intraductal
carcinomas and 52% of the invasive carcinomas. Expression of c-kit was significantly corre-
lated with tumor size (p=0.02). COX-2 expression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negative
expression of estrogen receptor and progesterone receptor (p=0.02, p=0.04), Her-2/neu expres-
sion (p=0.008) and the high proliferation index (p=0.0002). Conclusions : Our results sug-
gest that c-kit and COX-2 might be involved in malignant transformation of the mammary
epithelium and tumor progression. It is suggested that c-kit and COX-2 can be used as pre-
dictive markers and therapeutic targ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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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조직의 c-kit와 COX-2의 발현과의의

유방암은 한국 여성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암 중에 하나로,1

현재 발생 기전과 예후인자에 한 연구와 함께 보조요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치료 목표(therapeutic target)를 찾으려는 연

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중 c-kit는 4번 염색체의 장완에 존재하는 원발암 유전자

로 표면의 티로신 키나아제 수용체를 코드화하는데,2 이 c-kit

수용체와 리간드가 상호작용을 하면 KIT 키나아제 역이 활성

화되고 인산화 반응과 세포 내 신호변환경로를 개시하여 세포의

증식과 세포 자멸사, 종양형성 등을 초래하게 된다.3

한편 c-kit는 위장관 기질 종양에서 가장 잘 발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4 그 외에 생식 세포종,5 폐 소세포암종 등6에서도

관찰되지만, 악성 흑색종 등7 일부 종양에서는 발현이 감소되거

나 소실되기도 한다. 또한 몇몇 연구에 따르면 정상 유방조직에

서 c-kit의 발현이 관찰되지만 원발 유방암이나 전이된 암에서

는 발현이 소실된다고 알려져 있다.8,9

이러한 c-kit 발현 소실이 종양의 진행과 관련이 있는지에

한 여부는 아직 완전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많은 경우에 c-kit

를 목표로 하는 선택적 티로신 키나아제 억제제를 유방암 치료

에 시도하고 있다.10

또한 COX-2는 염증 등 외부 자극에 의해 유도되는 세포 내

산화 효소로 아라키돈산으로부터 프로스타 란딘을 생성하는 역

할을 하며, 면역체계 감시와 유사분열, 세포 자멸사 등에 향을

주어 암의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최근

의 연구에 따르면 인체의 장암, 폐암, 식도암, 자궁암, 유방암

등 다양한 암에서 COX-2의 발현이 관찰되었고,11,12 아스피린 등

과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의 장기 복용이 장암, 유방암

등의 발생을 억제 혹은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13

또한 유방의 침윤성 암종에서 COX-2 발현이 고핵등급과

Her-2/neu 발현과 같은 예후 표지자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

혀져, COX-2 발현을 통한 환자의 예후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14,15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celecoxib�와 같은

선택적 COX-2 억제제를 호르몬 요법과 병행하여 치료에 시도

하고 있으나,16 COX-2 발현이 유방암종의 발암과정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명확하지 않고 여러 예후인자들과의 연관성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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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에 따라 각기 다르기 때문에 유방암에서 COX-2의 발현이

갖는 의의는 아직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 

이에 저자들은 유방의 정상 조직, 관내암종, 침윤성 암종에서

c-kit와 COX-2의 발현을 조사하여 유방암의 진행과정 중 어느

단계에서 c-kit와 COX-2가 작용하는지 확인하고, 종양의 크기,

핵 등급, 조직학적 등급, 액와부 림프절 전이 등 임상병리학적

변수와 호르몬 수용체, Her-2/neu 발현, Ki-67을 이용한 증식

지수 등의 예후 인자들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연구하 다. 

재료와 방법

연구 상

2003년 1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을지 학교 을지병원에서 유

방절제술과 액와 림프절 절제술을 받은 침윤성 암종 70예와 관내

암종 20예 그리고 양성 병변으로 절제된 유방 조직 20예(섬유낭

성 변화 10예, 섬유샘종 5예, 관내 유두종 5예)를 선정하 다. 이

들 중 침윤성 암종의 조직학적 유형은 관암종 65예, 점액 암종 3

예, 관상 암종 1예, 미세 유두상 암종 1예 으며, 침윤성 암종 환

자 중 수술 전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를 받은 사람은 없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모든 환자의 임상 기록과 병리결과지를

검토하여 종양의 크기, 액와부 림프절 전이 유무 그리고 Bloom

과 Richardson의 조직학적등급 등을 검토하고 슬라이드를 재검

하여 종양과 정상 조직이 포함된 표 블록을 선정하 다. 

연구 방법

침윤성 암종 70예와 관내암종 20예에 하여 c-kit, COX-2

및 에스트로겐/프로게스테론 수용체에 한 통상적인 면역조직

화학염색을 시행하 으며, 침윤성 암종에는 Ki-67과 Her-2/neu

에 한 염색도 시행하 다. 그러나 양성 유방 병변에는 c-kit

와 COX-2 염색만을 시행하 다. 이때 사용한 일차 항체는 c-

kit (Novocastra, Newcastle, UK, 1:40), COX-2 (DakoCy-

tomation, Glostrup, Denmark, 1:100), 에스트로겐/프로게스

테론 수용체(DakoCytomation, 1:50), Ki-67 (DakoCytoma-

tion, 1:100), 그리고 Her-2/neu (c-erbB-2, DakoCytomation,

1:250) 등이다.

염색 판정

c-kit 발현이 종양세포의 세포질에 전혀 염색되지 않았거나

5% 미만에서 염색된 경우를 음성, 전체의 5% 이상에서 염색

된 경우를 양성으로 판정하 다. COX-2의 경우는 전혀 염색되

지 않았거나 10% 미만에서 염색된 경우를 음성, 전체의 10%

이상에서 염색된 경우를 양성으로 판정하 다.17 또한 에스트로

겐/프로게스테론 수용체는 종양 세포의 핵 전체에서 5% 이상

에서 염색된 경우를 양성으로 판정하 으며, 증식지수는 Ki-67

염색에서 종양 세포의 핵에 염색된 수의 백분율로 구하 다. 이

때 증식지수가 17% 미만이면 저증식, 17% 이상이면 고증식으

로 분류하 다. 마지막으로 Her-2/neu는 음성이거나 10% 미만

의 종양세포에 염색되는 경우 0, 종양세포의 10% 이상에서 염

색되었으나 세포막의 일부가 약하게 염색된 경우 1+, 그리고

종양세포의 10% 이상에서 세포막 전체가 중등도로 염색된 경

우 2+, 종양세포의 10% 이상에서 세포막 전체가 강하게 염색

된 경우 3+로 판독하 다. 그 중에서 염색점수가 0과 1+인 경

우를 음성으로, 염색점수가 2+ 또는 3+인 경우를 양성으로 재

분류하 다.

통계학적 분석

SPSS Win version 8.0 (Systat, Chicago, IL, USA) 통계프

로그램을 이용, 카이제곱검정법으로 침윤성 암종에서 c-kit와

COX-2의 발현 그리고 임상병리학적 변수와의 상관성을 평가하

다. 이때 p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다고 판정하 다. 

결 과

c-kit 발현(Table 1)은 양성 병변의 75%, 관내암종의 40%

Fig. 1. Intraductal carcinoma shows scattered c-kit expression.

Diagnosis

COX-2, cyclooxygenase-2.

Total c-kit + COX-2 +

Benign lesion 20 15 (75%) 16 (80%)
Intraductal carcinoma 20 8 (40%) 14 (70%)
Invasive carcinoma 70 7 (10%) 37 (52%)

Table 1. Results of immunohistochemical stain for c-kit and
CO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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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침윤성 암종의 10%에서 양성이었다(Fig. 2). 이때

침윤성 암종은 c-kit 음성이었으나 주변의 정상 유방조직은

부분 c-kit 양성이었고, 침윤성 암종 주변의 관내암종은 침윤성

암종과 같은 c-kit 발현을 보 다. 

한편 임상 병리학적 변수에 따른 c-kit 발현은 종양의 크기가

클수록 의미 있게 증가하 으나(p=0.02), 림프절 전이나 조직

학적등급에 따른 c-kit 발현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에스

트로겐 수용체/프로게스테론 수용체와 Her-2/neu와도 상관성

이 없었으며, 증식지수 또한 c-kit 발현과 의미 있는 관계가 없

었다(Table 2).

COX-2 발현(Table 1)의 경우는 양성 유방병변의 80%, 관

내암종의 70% (Fig. 3) 그리고 침윤성 암종의 52%에서 양성

이었으며(Fig. 4), 암종 주변의 관내암종 역시 COX-2 양성이

었다. 그러나 점액 암종은 모두 COX-2 음성이었으며, 임상 병

리학적 변수에 따른 COX-2 발현은 암종의 크기나 림프절 전이

와 상관성이 없었다. 한편 조직학적등급에 따른 COX-2 발현은

1등급 3예(30%), 2등급 23예(51%), 3등급 10예(66%)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등급이 높아질수록 COX-2 발현

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반면 에스트로겐 수용체 양성의 44%, 수용체 음성의 83%가

COX-2 양성이었고 프로게스테론 수용체도 양성의 47%, 음성

의 81%에서 COX-2 발현이 관찰되어 에스트로겐/프로게스테

론 수용체 음성과 COX-2 발현은 의미있는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각각 p=0.02, 0.04). 또한 Her-2/neu 양성 70%

Fig. 2. Invasive ductal carcinoma shows cytoplasmic and mem-
branous c-kit expression.

Fig. 3. Comedo-type intraductal carcinoma shows diffuse cyto-
plasmic COX-2 expression. 

Fig. 4. Invasive ductal carcinoma shows strong COX-2 expression. 

Clinicopathologic
factors

Total c-kit +
p-

value
p-

value
COX-2 +

Tumor size (pT)
<2 cm   30 2 (6%) 0.02 15 (50%) 1.0
2-5 cm 30 3 (10%) 10 (33%)
>5 cm    10 4 (40%) 3 (30%)

Lymph node metastasis  
Yes      18 2 (11%) 1.0 10 (55%) 0.78
No 52 5 (9%) 26 (50%)

Histologic grade  
I 10 0 0.5 3 (30%) 0.3
II 45 3 (6%) 23 (51%)
III 15 2 (13%) 10 (66%)

Estrogen receptor
Positive 58 6 (10%) 1.0 26 (44%) 0.02
Negative 12 1 (8%) 10 (83%)

Progesterone receptor
Positive 59 6 (10%) 1.0 28 (47%) 0.04
Negative 11 1 (9%) 8 (72%)

Her-2/neu
Positive 30 3 (10%) 1.0 21 (70%) 0.008
Negative 40 4 (10%) 15 (38%)

Proliferation index
High 42 3 (7%) 0.42 30 (71%) 0.0002
Low 28 4 (14%) 7 (25%)

Table 2. Relationships between c-kit and COX-2 expression
and clinicopathologic factors in invasive breast cancer

COX-2, cyclooxygenase-2. 



그리고 Her-2/neu 음성 37%에서 COX-2 양성을 보임으로써,

Her-2/neu 발현과 COX-2 발현 사이에도 의미 있는 상관관계

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p=0.008), 증식지수가 높은 군의 75%

와 낮은 군의 25%가 COX-2 양성이어서 두 인자도 서로 연관

성이 있음이 밝혀졌다(p=0.0002) (Table 2). 그러나 COX-2

발현과 c-kit 발현은 상관성이 없었다(p=0.43).

고 찰

c-kit 돌연변이는 조절되지 않는 세포증식을 유발하여 위장관

기질종양, 폐의 소세포암종, 악성 흑색종 등의 발생에 중요한 역

할을 한다. 한편 STI-571은 c-kit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티로

신 키나아제 억제제로서 만성 골수성 백혈병 및 악성 위장관 기

질종양 등의 치료에 이용하여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18,19

특히 최근에는 이를 c-kit 발현이 관찰되는 유방암을 포함한 여

러 인체 암에 사용하여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지에 해

집중 연구하고 있다. 특히 유방 정상 상피에서의 c-kit 발현은

유방의 악성 종양의 발현과 차이가 있는데, 이에 해서는 연구

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즉 Eroglu 등23은 섬유샘

종보다 침윤성 암종에서 c-kit 발현이 더 증가하 음을 보고한

반면, Tsuura 등20은 유방 정상 상피의 67%와 유방암의 1%에

서 c-kit 발현을 관찰하 고, Yared 등21은 유방 정상 상피의

100%, 섬유낭성 변화 등을 포함한 양성 병변의 67%, 침윤성

유방암의 9%에서 c-kit 발현을 관찰하 다. 그리고 본 연구에

서는 양성 병변의 75%, 관내암종의 40% 그리고 침윤성 암종의

10%에서 c-kit가 양성이었으며, 악성으로 진행할수록 발현이

감소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 c-kit는 위장관 기질종양이나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서 돌

연변이에 의해 활성화되지만, 유방암에서는 c-kit의 돌연변이가

관찰되지 않으므로 난소암에서처럼 자가분비 혹은 주변분비에

의해 활성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유방암에서 c-kit 발현

이 갖는 임상적 의의에 한 연구를 보면 Diallo 등22은 관내암종

에서 고 핵등급, 호르몬 수용체 음성과 Her-2/neu 발현 등이 c-

kit 발현과 의미있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 고, Eroglu 등23은

침윤성 암종에서 c-kit 발현이 에스트로겐 수용체 양성과 상관

성이 있으며, 그 외 다른 변수와는 상관성이 없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도 침윤성 암종에서 c-kit의 발현은 종양의 크기와는

상관성이 있으나, 조직학적등급, 호르몬 수용체, 림프절 전이,

Her-2/neu 발현 등과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다른 연구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보면, 유방에서 c-kit의 발

현은 침윤성 암종으로 진행하면서 발현이 감소하지만 침윤성 암

종에서의 발현은 나쁜 예후인자들과 상관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종양에서의 c-kit 발현을 일종의 역 분화로 해석할 수 있어 유방

의 정상 상피세포에서의 발현과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한편 COX-2는 염증 시토카인이나 성장인자, 종양 촉진자 등

에 의해 생성이 유도되는 효소로 이에 의해 생성되는 프로스타

란딘이 종양의 신생혈관 생성, 침윤, 전이 등을 촉진시키는 것

으로 알려져 있는데,24 특히 종양 및 종양 전 단계의 병변에서

COX-2 발현이 높다는 연구가 발표되기도 했다.25 또한 유전자

가 변형된 유방암 쥐에서 선택적 COX-2 억제제의 사용으로 종

양 발생을 억제하 으며 COX-2 발현으로 암 발생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보고하면서 COX-2가 유방의 암 발생에 직접적으로 작

용하는 것으로 추정하 다.26 Shim 등27은 정상 소엽 및 유방암

모두에서 COX-2 발현이 관찰되며 주변 정상 소엽이 관내암종

보다 더 강하게 발현된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는 정상 소엽과

양성 병변 그리고 유방암 모두에서 COX-2 발현을 관찰하 고

정상 소엽보다 유방암에서 염색강도가 더 강한 것을 관찰하

다. 문헌에 따른 COX-2 발현은 관내암종의 85%,27 침윤성 암

종의 35-45%로14,15 본 연구의 관내암종 70%, 침윤성 암종 52%

와 비슷하 다. 특히 관내암종의 COX-2 염색강도가 침윤성 암

종보다 더 강하고, 침윤성 암종은 COX-2 음성이나 주위의 관

내암종은 COX-2 양성인 점 등의 소견을 종합하여 볼 때 COX-2

는 유방암의 발생 과정 초기에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침윤

성 암종으로 진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Boland 등28은 관내암종에서 COX-2 발현이고

증식지수, 고 핵등급, 호르몬 수용체 음성, 그리고 Her-2/neu

발현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 고, Ristimaki 등14은 침윤성 암

종에서 COX-2의 발현이 종양의 크기, 높은 조직학적등급, 호르

몬 수용체 음성, 고 증식지수, p53 발현과 Her-2/neu의 발현

그리고 액와부 림프절 전이와 연관이 있다고 하 다. 그러나

Ranger 등29은 COX-2 발현과 원격전이와만 상관성이 있고 다

른 임상병리학적 변수들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는 침윤성 암종의 COX-2 발현이 에스트로겐/프

로게스테론 수용체 음성과 고 증식지수, HER-2/neu 발현 등 나

쁜 예후인자들과 연관을 보 다. 또한 Half 등15의 연구에 따르

면, 종양 세포에서 COX-2 mRNA 증가가 관찰되어, 유방암에

서 COX-2의 발현이 증가하는 것은 정상 세포에 비해 종양 세

포가 더 기능적으로 활발하게 COX-2를 발현하기 때문일 것이

라고 추정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침윤성 유방암에서 c-kit의 발현은 종양의 크기와

연관이 있고 COX-2의 발현은 호르몬 수용체 음성, 고 증식지

수와 HER-2/neu 발현 등 나쁜 예후인자들과 연관이 있으므로

c-kit와 COX-2의 발현을 유방암의 예측인자로 활용하고, 또 이

들을 목표로 하는 치료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참고문헌

1. 보건복지부 한국중앙암등록본부. 한국중앙암등록사업 연례 보고

서(2002.1-2002.12). 2003.

2. Vliagoftis H, Worobec AS, Metcalfe DD. The protooncogene c-kit

 160 김은경∙이원미∙주종은 외 1인

∨

∨



and c-kit ligand in human disease. J Allergy Clin Immunol 1997; 100:

435-40.

3. Heinrich MC, Rubin BP, Longley BJ, Fletcher JA. Biology and genet-

ic aspects of gastrointestinal stromal tumors: KIT activation and

cytogenetic alterations. Hum Pathol 2002; 33: 484-95.

4. Seidal T, Edvardsson H. Expression of c-kit (CD117) and Ki67 pro-

vides information about the possible cell of origin and clinical course

of gastrointestinal stromal tumours. Histopathology 1999; 34: 416-24.

5. Tian Q, Frierson HF Jr, Krystal GW, Moskaluk CA. Activating c-kit

gene mutations in human germ cell tumors. Am J Pathol 1999; 154:

1643-7.

6. Plummer H 3rd, Catlett J, Leftwich J, et al. c-myc expression corre-

lates with suppression of c-kit protooncogene expression in small

cell lung cancer cell lines. Cancer Res 1993; 53: 4337-42.

7. Lassam N, Bickford S. Loss of c-kit expression in cultured melanoma

cells. Oncogene 1992; 7: 51-6. 

8. Natali PG, Nicotra MR, Sures I, Mottolese M, Botti C, Ullrich A.

Breast cancer is associated with loss of the c-kit oncogene product.

Int J Cancer 1992; 52: 713-7.

9. Chui X, Egami H, Yamashita J, et al. Immunohistochemical expres-

sion of the c-kit proto-oncogene product in human malignant and

non-malignant breast tissues. Br J Cancer 1996; 73: 1233-6.

10. Roussidis AE, Theocharis AD, Tzanakakis GN, Karamanos NK.

The importance of c-Kit and PDGF receptors as potential targets

for molecular therapy in breast cancer. Curr Med Chem 2007; 14:

735-43.

11. Eberhart CE, Coffey RJ, Radhika A, Giardiello FM, Ferrenbach S,

DuBois RN. Up-regulation of cyclooxygenase 2 gene expression in

human colorectal adenomas and adenocarcinomas. Gastroenterol-

ogy 1994; 107: 1183-8.

12. Soslow RA, Dannenberg AJ, Rush D, et al. COX-2 is expressed in

human pulmonary, colonic, and mammary tumors. Cancer 2000;

89: 2637-45.

13. Schreinemachers DM, Everson RB. Aspirin use and lung, colon,

and breast cancer incidence in a prospective study. Epidemiology

1994; 5: 138-46.

14. Ristimaki A, Sivula A, Lundin J, et al. Prognostic significance of ele-

vated cyclooxygenase-2 expression in breast cancer. Cancer Res

2002; 62: 632-5.

15. Half E, Tang XM, Gwyn K, Sahin A, Wathen K, Sinicrope FA.

Cyclooxygenase-2 expression in human breast cancers and adja-

cent ductal carcinoma in situ. Cancer Res 2002; 62: 1676-81.

16. Arun B, Goss P. The role of COX-2 inhibition in breast cancer treat-

ment and prevention. Semin Oncol 2004; 31: 22-9.

17. Orejuela FJ, Ramondetta LM, Smith J, et al. Estrogen and proges-

terone receptors and cyclooxygenase-2 expression in endometrial

cancer, endometrial hyperplasia, and normal endometrium. Gynecol

Oncol 2005; 97: 483-8.

18. Mauro MJ, Druker BJ. STI571: targeting BCR-ABL as therapy for

CML. Oncologist 2001; 6: 230-2. 

19. Joensuu H, Fletcher C, Dimitrijevic S, Silberman S, Roberts P, Deme-

tri G. Management of malignant gastrointestinal stromal tumours.

Lancet Oncol 2002; 3: 655-64.

20. Tsuura Y, Hiraki H, Watanabe K, et al. Preferential localization of c-

kit product in tissue mast cells, basal cells of skin, epithelial cells of

breast, small cell lung carcinoma and seminoma/dysgerminoma in

human: immunohistochemical study on formalin-fixed, paraffin-

embedded tissues. Virchows Arch 1994; 424: 135-41.

21. Yared MA, Middleton LP, Meric F, Cristofanilli M, Sahin AA. Expres-

sion of c-kit proto-oncogene product in breast tissue. Breast J 2004;

10: 323-7.

22. Diallo R, Rody A, Jackisch C, et al. C-KIT expression in ductal carci-

noma in situ of the breast: co-expression with HER-2/neu. Hum

Pathol 2006; 37: 205-11.

23. Eroglu A, Sari A. Expression of c-kit proto-oncogene product in

breast cancer tissues. Med Oncol 2004; 24: 169-74.

24. Howe LR, Subbaramaiah K, Brown AM, Dannenberg AJ. Cyclooxy-

genase-2: a target for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breast cancer.

Endocr Relat Cancer 2001; 8: 97-114.

25. Van Rees BP, Ristimaki A. Cyclooxygenase-2 in carcinogenesis of

the gastrointestinal tract. Scand J Gastroenterol 2001; 36: 897-903.

26. Liu CH, Chang SH, Narko K, et al. Overexpression of cyclooxyge-

nase-2 is sufficient to induce tumorigenesis in transgenic mice. J

Biol Chem 2001; 267: 18563-9.

27. Shim V, Gauthier ML, Sudilovsky D, et al. Cyclooxygenase-2 expres-

sion is related to nuclear grade in ductal carcinoma in situ and is

increased in its normal adjacent epithelium. Cancer Res 2003; 63:

2347-50.

28. Boland GP, Butt IS, Prasad R, Knox WF, Bundred NJ. COX-2 expres-

sion is associated with an aggressive phenotype in ductal carcino-

ma in situ. Br J Cancer 2004; 90: 423-9.

29. Ranger GS, Thomas V, Jewell A, Mokbel K. Elevated cyclooxyge-

nase -2 expression correlates with distant metastases in breast can-

cer. Anticancer Res 2004; 24: 2349-51.

c-kit and COX-2 Expression in Breast Cancer  16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