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27

The Korean Journal of Pathology
2008; 42: 327-34

An Analysis of HER-2/neu, ERCC1, and GST-pi in Advanced 
Non-Small Cell Lung Cancer Patients Who are Treated with 
Platinum-based Chemotherapy

Kyung Jin Seo, Byoung Yong Shim1, Hoon Kyo Kim1, Ji Han Jung, Jinyoung Yoo,
Seok Jin Kang and Kyo Young Lee

Departments of Pathology and 1Internal Medicine, St. Vincent’s Hospital,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uwon, Korea

Background : Platinum-based chemotherapy has shown to be an effective first-line treat-
ment for patients with advanced stage, unresectable non-small cell lung cancer (NSCLC).
We evaluated the response rate to combination chemotherapy with cisplatin and taxane, and
the significance of the HER-2/neu, ERCC1, and GST-pi status as predictive markers for the
tumor response. Methods : The HER-2/neu, ERCC1, and GST-pi status were analyzed in
the biopsy specimens obtained from 35 patients with advanced stage NSCLC prior to cis-
platin plus either paclitaxel or docetaxel chemotherapy. Results : The response rate of the
tumors to combination chemotherapy was 62.9% (22/35). HER-2/neu was amplified in 51.4%
(18/35) of the tumors, and this was observed exclusively in patients with progressive disease
(p=0.014). ERCC1 was overexpressed in 77.2% of the specimens (27/35), and this showed
a tendency to correlate with the tumor response (p=0.057). GST-pi was detected in 85.7% of
the specimens (30/35). Seventy-seven percent of the patients with a negative HER-2/neu and
positive ERCC1 status showed a partial response, which was in contrast to only a 25% response
rate for the patients with a positive HER-2/neu and negative ERCC1 status (p=0.006). The
overall survival was prolonged in the patients without HER-2/neu amplification (15 vs 8.5
months, respectively, p=0.008). On multivariate analysis, the HER-2/neu status remained the
significant predictor of survival (p=0.005). Conclusions : A combination of the ERCC1, HER-
2/neu status may define a subset of patients with the most favorable response to combination
chemotherapy regimens for treating advanced NSCLC.

Key Words : Carcinoma, Non-small cell lung; Genes, HER-2; ERCC1 protein, human; Glu-
tathione S-transferase pi; Cispla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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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inum제로항암치료한진행성비소세포폐암종환자에서 HER-2/neu,

ERCC1과 GST-pi에 한연구

모든 폐암 환자의 2/3는 수술이 불가능하며, 적극적인 항암치

료에도 불구하고 부분이 1년 이내 사망한다. 전체 폐암종의

80-85%를 차지하는 비소세포폐암종의 항암치료에 한 반응은

30-50%로 보고되어 있는데,1 이처럼 50% 이상의 환자에게 반

응이 나타나지 않는 항암화학요법에 사용되는 항암제들은 독성

이 강해서 환자의 일상생활 유지를 어렵게 한다. 따라서 어떤 환

자가 반응이 좋고 또 예후가 좋을지를 예측할 수 있는 임상 및

생물학적 표지자를 찾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진행

성 비소세포폐암종 환자의 항암치료 후 예후를 평가하는데 가장

신빙성 있는 인자는 병기, 활동도(performance status), 체중

감소 등이지만,2 동일 병기의 환자들에게 동일한 치료를 하여도

서로 다른 임상 경과를 보이기 때문에 환자들의 생존을 예측하

는 예후 인자로서 이들의 가치는 매우 제한적이다.

최근 암의 분자기전에 한 연구가 축적되고 표적 치료의 개

념이 도입되면서 예후 예측이나 화학 요법 및 방사선 치료 여부

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분자생물학적 인자들에 관한 많은

보고가 있었다. 그러나 그런 인자들이 치료에 한 종양의 반응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독립된 예후 인자로서 사용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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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지에 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Cisplatin은 백금화합물로서 인체 암, 특히 상피암종에서 광범

위한 효과를 보여 가장 널리 쓰이는 세포독성 약제 중 하나이다.

이것은 수술이 불가능한 진행성 비소세포폐암종 환자의 경우에

도 표준 일차 치료제로 이용된다.3 세포독성 작용의 주된 기전은

cisplatin이 DNA 내전과 DNA 나선 간 교차 결합을 일으켜, 결

과적으로 DNA 복제를 차단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비소세포폐

암종에서 cisplatin을 포함하는 복합항암화학요법은 cisplatin을

포함하지 않는 복합화학요법에 비해 반응률이 우수한 것으로 보

고되었다.4,5

이에 저자들은 조직 생검상 비소세포폐암종으로 진단받고 수

술이 불가능하여 cisplatin과 taxane으로 치료한 환자를 상으

로 이 복합항암화학요법에 한 종양의 반응을 파악한 후 약제

의 효용성을 예측할 수 있는 표지자를 찾고자, 약제 내성과 관

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HER-2/neu, DNA 복구와 연관이 있

는 ERCC1, 그리고 백금화합물의 해독에 관여하는 GST-pi를

색소원제자리부합화 검사법(chromogenic in situ hybridization,

CISH)과 면역조직화학염색(immunohistochemistry, IHC)을

이용하여 조사하 다. 또한 이들의 상태에 따른 생존 함수의 유

의성도 함께 조사하여 약물 반응과 생존에 향을 미치는 예후

인자로서의 가치가 있을지를 밝혀서 최 한의 치료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환자 선별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재료와 방법

2002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가톨릭 학교 성빈센트 병

원에서 기관지 내시경이나 흉부전산화단층촬 을 이용한 조직검

사를 통해 원발성 비소세포폐암종으로 진단된 환자 중, 과거에

어떤 화학요법도 받지 않았고, 활동도가 Eastern Cooperation

Oncology Group (ECOG) 기준 0-2이며 계측 가능한 병변을

가지고 있고 진행성으로 수술이 불가능해서 복합항암화학요법

(paclitaxel or docetaxel+cisplatin)을 받은 후 최근까지 추적

관찰이 가능하 던 35명의 환자를 상으로 하 다. 환자의 병

리 진단 보고서를 참고하고 의무 기록을 검토하여 조직학적 소

견과 임상 소견, 생존 여부, 임상 경과를 조사하 는데, 생존 기

간은 치료 시작일부터 사망일까지 또는 환자가 생존한 경우 마

지막 추적 관찰일까지로 하 다.

항암치료는 제1, 8, 15일째 paclitaxel이나 docetaxel을 55

mg/m2의 용량으로 1시간 동안 정주하고 이어서 cisplatin을 20

mg/m2의 용량으로 30분간 정주하 다. 이를 원칙으로 6주 동

안 28일 간격으로 시행하 다. 치료 효과에 한 평가를 위해 2

주기마다 흉부전산화단층촬 과 필요 시 전신골 주사를 시행하

고, 임상증상의 악화가 있는 경우에도 시행하 다.

TNM과 병기는 American Joint Committee on Cancer의

분류를 따랐으며,6 치료 효과의 판정은 2주기(8주)를 검사 적용

시기로 하여 Response Evaluation Criteria In Solid Tumors

(RECIST)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하 다.7 즉 임상적으

로 계측 가능한 병변이 소실되고 8주 이상 유지된 경우는 완전

완화(complete remission, CR), 계측 가능한 병변의 최장 직경

합이 30% 이상 감소하면서 8주 이상 지속되고 새로운 병변이

생기지 않으며 다른 병변의 진행이 없는 경우는 부분완화(par-

tial remission, PR) 그리고 새로운 병변의 발생 없이 병변의 최

장 합이 30% 이하로 줄거나 25% 이하로 증가하면 안정(stable

disease, SD), 한 개 이상 병변에서 25% 이상 증가하거나 새로

운 병변이 발견된 경우는 진행(progressive disease, PD)으로

하 다.

면역조직화학염색은 신선한 조직을 10% 중성 포르말린에 고

정한 후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파라핀 블록을 제작하여 헤마톡

실린-에오신에 염색 시행한 후 생검 조직의 슬라이드를 재검토

하여 진단과 병리학적 소견들을 확인한 다음, 파라핀 블록에서

3 μm 두께의 조직 절편을 만들어 탈 파라핀한 후 ERCC1 (8F1,

GeneTex, San Antonio, TX, USA)과 GST-pi (35310, DBS,

Pleasanton, CA, USA) 항체를 각각 적용, 통상적인 방법에 따

라 시행하 다. 조직은 단백질 분해효소로 전 처리하 고, 일차

항체는 모두 1:100으로 희석하여 사용하 다. 이때 양성 조군

으로 ERCC1은 편도 조직, GST-pi는 신장 조직을 이용하 으

며, 음성 조군은 일차항체 신 정상 면양 혈청을 첨가해주고,

나머지 모든 과정은 동일하게 하 다. ERCC1은 종양 세포의

10% 이상에서 핵에 염색되었을 때, GST-pi는 20% 이상에서

핵과 세포질에 염색되었을 때를 양성으로 판독하 다.1,8

HER-2/neu 유전자 증폭 여부를 보기 위한 색소원제자리부

합화 검사는 우선 조직 절편을 3 μm 두께로 만들어 탈 파라핀

한 후, Spot-Light FFPE reagent kit (Zymed, San Fran-

cisco, CA, USA)를 사용하여 이전에 기술된 방법에 따라 시행

하 다.9 준비된 슬라이드 위에 탐식자(SpotLight Digoxygenin

labeled HER-2/neu, Zymed) 15 μL를 떨어뜨린 후 덮개 유리

를 덮고 고무 시멘트로 주위를 봉한 다음, 습윤 상자에서 5분간

94℃로 변성시키고 이후 37℃에서 10시간 이상 부합시켰다. 또

비특이 결합 억제 용액으로 실온에서 10분간 처리하고, 조직 위

에 mouse anti-digoxygenin을 충분히 도포한 다음 30분간 실온

에서 방치하 다. 그리고 polymerized HRP-goat anti-mouse

를 도포하고 실온에서 30분간 작용시킨 후 발색제인 DAB와 반

응시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마톡실린으로 조 염색한 후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 다. 색소원제자리부합화 검사에 의한

HER-2/neu 유전자의 증폭은 400배 시야에서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여 적어도 30개의 종양 세포 핵에서 핵 한 개당 5개 이상

의 신호가 관찰될 때를 양성으로 판독하 다.9

통계분석은 SPSS 프로그램(Windows 표준버전 13.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 으며, 면역조직화학염색과

색소원제자리부합화 검사 결과 및 종양 반응이나 기타 임상병리

학적 지표들 사이의 상관관계는 Spearman’s chi-square test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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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her’s exact test로 검정하 고, 유의 수준은 0.05 이하로 하

다. 단백발현과 유전자 증폭에 따른 비소세포폐암종 환자들의

생존분석은 Kaplan-Meier 분석 후 log-rank 검정으로 유의성

을 판별하 다. 그리고 Cox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생존율에

향을 미치는 인자들이 독립적인 예후 인자로서 가치가 있는 지

도 함께 분석하 다.

결 과

총 상 환자 35명의 연령 분포는 44세에서 73세까지로 평균

59.5세 으며, 남자가 22명, 여자가 13명이었고 비흡연자가 10명,

흡연력을 가진 환자가 25명이었다(Table 1). 조직학적 유형은

편평세포암종(squamous cell carcinoma) 13예, 샘암종(adeno-

carcinoma) 19예, 세포암종(large cell carcinoma) 3예 고,

편평세포암종이 61.9세, 샘암종이 58.2세로 샘암종 환자가 편평

세포암종 환자보다 중앙 연령 값이 적었다(p=0.905). 또한 편

평세포암종 환자 중 84.6% (11/13)가 흡연력이 있는 반면, 샘

암종 환자의 경우는 63.1% (12/19)가 흡연력이 있었다(p=

0.967). 또한 전체 환자 중에서 T2가 12명, T3, T4가 각각 5명,

18명이었으며, N0는 2명, N1-3는 33명이고, 병기별로는 III기가

10명, IV기가 25명이었다. 조직학적 형태에 따른 T, N, 병기의

차이는 없었다(p=0.356, 0.933, 0.068). 중앙 생존기간은 12개

월이었고, 추적 관찰 기간 중 30명이 사망하 다.

HER-2/neu 유전자 증폭은 18예(51.4%)에서 관찰되었다

(Fig. 1A). 병기 III기보다 IV기에서(56% vs 40%; p=0.565),

그리고 편평세포암종보다 샘암종에서(57.9% vs 38.5%; p=

0.303) 양성률이 높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ERCC1 단

백 발현은 27예(77.2%)에서 관찰되었다(Fig. 1B). 모든 편평

세포암종(13/13)과 고등도 분화암종(3/3)에서 ERCC1 단백 과

발현이 관찰되었지만 조직학적 유형이나 분화도에 따른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p=0.143, 0.782). 그러나 병기별로 비교해보면

III기에 속한 10예 모두 ERCC1 단백 과발현을 보인 반면 IV기

군은 68% (17/25)에서 ERCC1 과발현을 보 는데, 이는 통계

적으로 유의 수준에 근접하 다(p=0.054). GST-pi 단백은 30예

(85.7%)에서 관찰되었고, 임상병리학적 인자(나이, 성별, 흡연

력, T, N, 병기, 아형 및 분화도)들과 연관이 없었다(Fig. 1C).

복합항암화학요법 치료 후 종양의 반응을 보면 완전완화를 보

Charateristics
Patients 
N (%)

Her2/neu+

N (%) p-value

GST-pi+

N (%) p-value

ERCC1+

N (%) p-value

Age
<60 16 (45.7) 8 (50) 0.198 10 (62.5) 0.418 15 (93.7) 0.285
≥60 19 (54.3) 10 (52.6) 17 (89.4) 15 (78.9)

Gender
Male 22 (62.8) 11 (50) 0.296 19 (86.3) 0.507 18 (81.8) 0.243
Female 13 (37.2) 7 (53.8) 8 (61.5) 12 (92.3)

Smoking
Never-smoker 10 (28.6) 6 (60) 0.55 7 (70) 0.301 9 (90) 0.846
Others 25 (71.4) 12 (48) 20 (80) 21 (84)

T classification
T2 12 (34.3) 7 (58.3) 0.825 10 (83.3) 0.602 10 (83.3) 0.755
T3 5 (14.3) 3 (60) 3 (60) 5 (100)
T4 18 (51.4) 8 (44.4) 14 (77.8) 15 (83.3)

Lymph node metastasis
Negative 2 (5.7) 2 (100) 0.163 2 (100) 0.788 2 (100) 0.418
Positive 33 (94.3) 16 (48.5) 25 (75.7) 28 (84.8)

Stage
IIIB 10 (28.6) 4 (40) 0.565 10 (100) 0.054 8 (80) 0.473
IV 25 (71.4) 14 (56) 17 (68) 22 (89)

Histologic subtype
Squamous cell carcinoma 13 (37.1) 5 (38.5) 0.303 13 (100) 0.143 9 (69.2) 0.875
Adenocarcinoma 19 (54.3) 11 (57.9) 12 (63.1) 18 (94.7)
Large cell carcinoma 3 (8.6) 2 (66.7) 2 (66.7) 3 (100)

Histologic grade
Well differentiated 3 (8.6) 2 (66.7) 0.29 3 (100) 0.782 2 (66.7) 0.682
Moderately differentiated 14 (40) 4 (28.6) 10 (71.4) 13 (92.8)
Poorly differentiated 18 (51.4) 12 (66.7) 14 (77.8) 15 (83.3)

Table 1. Association between clinicopathologic characteristics and Her2/neu/ERCC1/GST-pi status



인 환자는 없었으며, 부분완화 22명(62.9%), 안정과 진행이 각각

7명(20%), 6명(17.1%)이었다(Table 2). 진행 환자 6예 모두

HER-2/neu 유전자 증폭을 보인 반면 부분완화 환자는 45.4%

(10/22)만이 유전자 증폭을 보 고,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 다(p=0.014). ERCC1 과발현은 부분완화 환자의 86.3%

(19/22), 진행 환자의 50% (3/6)에서 관찰되어, 통계적 유의

수준에 근접하는 상관관계를 보 고(p=0.057), GST-pi 단백

은 부분완화와 진행 환자에게서 각각 81.8% (18/22), 83.3%

(5/6)로 나타나 종양 반응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p=0.395). HER-2/neu와 ERCC1은 역 상관관계를 보 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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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HER-2/neu gene amplification by chromogenic in situ
hybridization (A). Intense nuclear staining for ERCC1 (B) and
strong nuclear and/or cytoplasmic staining for GST-pi (C) by
immunohistochemistry.C

A B

Status
Patients 
N (%)

Median time to
progression (mo)

Overall
survival (mo)

Response

PR (%) SD (%) PD (%)

Her2/neu
Negative 17 (48.6) 12 (54.6) 5 (71.5) 0 6 15
Positive 18 (51.4) 10 (45.4) 2 (28.5) 6 (100) 5.5 8.5
p-value 0.014 0.134 0.008

ERCC1
Negative 8 (22.8) 3 (13.7) 2 (28.6) 3 (50) 3.5 12
Positive 27 (77.2) 19 (86.3) 5 (71.4) 3 (50) 6 13
p-value 0.057 0.039 0.618

GST-pi
Negative 5 (14.3) 4 (18.2) 0 1 (16.7) 5 10
Positive 30 (85.7) 18 (81.8) 7 (100) 5 (83.3) 6 13
p-value 0.395 0.522 0.697

Table 2. Association between Her2/neu/ERCC1/GST-pi status and treatment outcome

PR, partial response; SD, stable disease; PD, progressive disease; mo,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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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p=0.092). 그러나 HER-2/neu 증폭

여부와 ERCC1 단백 발현을 조합해서 분석해본 결과, HER-

2/neu 증폭이 없고 ERCC1 발현이 있는 환자는 치료에 한

반응률이 77% (10/13)인 반면, HER-2/neu 증폭이 관찰되고

ERCC1 음성인 환자는 치료에 한 반응률은 25% (1/4)로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p=0.006, Fisher’s exact prob-

ability test)(Table 3).

한편, 이들의 중앙 생존 기간은 12개월이었는데, 그 중 HER-

2/neu 유전자 증폭을 보이는 환자의 생존 기간은 8.5개월로 유

전자 증폭을 보이지 않는 환자의 15개월에 비해 짧았으며(p=

0.008)(Fig. 2), Cox 회귀모형 분석을 실시한 결과 5% 유의수

준에서 HER-2/neu 유전자 증폭이 진행성 비소세포폐암종 환

자의 생존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을 미치는 유일한 인자

(p=0.005)로 나타났다. 특히 HER-2/neu 증폭을 보이는 환자

가 HER-2/neu 증폭이 없는 환자에 비해 사망위험이 3.4배 증

가하 다(Table 4). 

고 찰

폐암, 특히 비소세포폐암종은 진단 당시 초기일 경우 완치 목

적으로 광범위한 절제를 하나, 진행된 경우 항암화학요법을 원

칙으로 한다. Taxane 계열과 cisplatin을 저용량으로 매주 일정

에 따라 시행하는 복합화학요법은 진행성 비소세포폐암종 환자

의 일차 치료에서 비교적 우수한 효과를 나타낸다.3-5 그러나 이

들 항암제는 세포독성작용을 통해 암세포를 파괴시키고 세포증

식을 억제하기 때문에 사용 중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50% 이상에서 반응이 없다.1 본 연구에서는 IIIB-IV기

에 해당하는 비소세포폐암종 환자 중 paclitaxel 또는 docetaxel

과 cisplatin 복합항암화학요법을 시행받았고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조건에 적합한 동질 환자군을 상으로 하다 보니 비교적

적은 숫자인 35명만을 상으로 하 다.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EGFR)과 함께 type 1

성장 인자 수용체에 속하는 HER-2/neu는 EGFR과 80%에서

구조적으로 일치하며, 티로신 키나제 활성을 가지는 185 kDa의

세포막 당단백(p185)이 암호화되어 있다.10 HER-2/neu 활성(유

전자 증폭이나 과발현)은 인체의 다양한 고형성 종양에서 관찰

되지만 비소세포폐암종에서 이에 한 연구는 EGFR에 비해 매

우 미미한 편이다.11-14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면역조직화학

염색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즉, 서로 다른 항체 사용, 조직

의 전 처리 과정에 따른 민감도 차이 및 판독 기준 차이 등에 따

라 다양한 결과를 초래한다. 형광제자리부합화는 종양 세포의 핵

에서 유전자의 복제 수를 정량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는 하

지만, 병리검사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형광현미경이 필

요하다는 점과 형광 신호의 빠른 소멸로 결과의 장기간 보관이

Fig. 2. Overall survival curves for HER-2/neu-positive vs negative groups (A), and HER-2/neu-positive and ERCC1-negative vs HER-
2/neu-negative and ERCC1-positive groups in advanced NSCLC patients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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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HER-2/neu/ERCC1 Response rate

Positive/positive 64% (9/14)
Positive/negative 25% (1/4)
Negative/positive 77% (10/13)      

p=0.006

Negative/negative 50% (2/4)

Table 3. Response rate for combination of HER-2/neu with
ERCC1

Factor p-value
Hazard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Her2/neu 3.432 (1.410-8.355) 0.005

Table 4. Factors related with the prognosis of advanced NSCLC
patients

NSCLC, non-small cell lung cancer.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반면 색소원제자리부합화는 DNA

탐식자를 이용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간단한 면역조직화학염색처

럼 peroxidase 반응으로 유전자의 증폭을 검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방법인 색소원제자리부합화 검사법으로

DNA 탐식자를 사용하여 HER-2/neu 유전자 증폭을 검출하

는데,9 전체 상 증례 중 51.4%에서 유전자 증폭이 관찰되었다.

편평세포암종의 경우 38.5%, 샘암종의 경우 57.9%의 양성률을

보 는데 이는 지금까지 보고된 HER-2/neu 단백 발현 빈도와

유사하다. 비소세포폐암종에서 HER-2/neu 과발현율은 편평세

포암종 2-45%, 샘암종 28-80% 다.15,16 예후와의 상관성은 여

러 연구에서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유방암과 난소암에서

HER-2/neu 단백 과발현이 항암화학치료에 한 내성을 유도

한다는 연구가 있는가 하면, 다른 연구자들은 상관관계가 없다

고 기술하기도 하 다.17-19 또 비소세포폐암종에서도 HER-2/

neu의 과발현이 생존 기간 감소와 관련이 있다는 보고도 있지

만 최근 자료에서는 예후와 상관이 없다고도 보고되었다.15,20-22

이것은 연구 상 증례 수가 적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검출하고 분

석하는 방법상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환자들에게 사용된 서로 다

른 종류의 항암화학치료제 때문일 수도 있다. Hancock 등12은

유방암과 난소암 세포주를 이용한 실험에서 anti-HER-2/neu가

cisplatin의 세포 독성을 증가시켜 종양세포가 잘 반응한다고 하

다. 또한 Tsai 등21은 20개의 비소세포폐암종 세포주를 이용한

생체 외 실험에서 p185가 높으면 세포독성 약제 처리 후 DNA

복구가 향상되어 약제에 한 내성이 생긴다고 주장하 다. 이들

은 세포독성 약제로 doxorubicin, etoposide, cisplatin과 mel-

phalan을 사용하 는데, 고농도의 p185가 melphalan을 제외한

나머지 세 종류의 약제에 한 내성(chemoresistance)과 상관관

계가 있었다. 이는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는 사례이다. 복합항

암화학 치료 후 진행한 환자 6명 모두 HER-2/neu 증폭을 보인

반면, 부분완화를 보인 22명 가운데 10명이 증폭을 보여(100%

vs 45.4%, p=0.014), 치료 반응과 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밝

히고 있다. 따라서 HER-2/neu 유전자 증폭은 진행성 비소세포

폐암종 환자의 taxane과 cisplatin 복합화학요법 치료에 한 종

양의 민감도를 나타내는 예후 인자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

다. 어떤 기전을 통해 HER-2/neu가 약제 내성을 유도하는 지

는 알려진 바 없다. 다만 일부 약제들에 해서만 약제 내성의

유일한 예측 인자로 작용하 던 점과 HER-2/neu 형질도입된

비소세포폐암종세포에서 세포증식능에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

고 고농도 p185가 약제내성을 유도하 다는 점은 HER-2/neu

가 세포증식능(S-phase fraction과 doubling time)을 조절해서

내성을 유도한다기보다 세포증식능과 상관없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 않나 추정케 한다.21,23

여러 가지 발암 물질 등에 의해서 손상된 세포의 DNA는 자

체 복구기능을 가지고 있다. 손상된 DNA 부위를 제거하고 복

구하는 뉴클레오티드 절제복구 과정을 활성화시키는 데 관여하

는 표적인 유전자가 ERCC1이다. 비소세포폐암종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 가운데 ERCC1 발현이 높은 경우 더 긴 생존기간을

보 다(94.6 vs 35.5 개월).24 이는 종양세포 내의 높은 ERCC1

덕분에 DNA 손상을 복구하는 능력이 탁월하여 유전자 변화의

축적이 상 적으로 적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Olau-

ssen 등25은 비소세포폐암종으로 수술만 받은 환자의 생존기간

은 ERCC1 양성일 때 연장되었는데, 수술 후 cisplatin 제재로

보조 항암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오히려 ERCC1 음성인 환자에

게서 더 연장되었다고 보고하 다. 다양한 고형성 종양에서 plat-

inum 약제로 치료받은 환자의 ERCC1 발현이 낮을수록 예후가

더 좋고 특히 비소세포폐암종에서 ERCC1 발현이 내성 여부에

한 예후 인자라는 주장도 있지만, 약제 내성이나 생존에 향

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8,26 본 연구 결과 ERCC1은 종

양 반응과 유의수준에 근접하는 상관관계를 보 으나, ERCC1

양성군과 ERCC1 음성군 사이에 생존기간의 차이는 없었다. 이

처럼 연구결과가 다양한 이유는 상 환자의 구성이나 검사 방법

의 차이에 있을 수 있겠고, cisplatin 사용 용량 및 cisplatin과 병

용한 약물 구성이 제각각 달라서 결과에 차이를 보 을 수도 있

다. 본 연구의 상은 저용량 cisplatin과 taxane으로 치료받은

환자들이었는데 앞서 언급한 Olaussen 등25은 300-400 mg의 고

용량 cisplatin을 vinca alkaloids와 함께 쓴 환자를 상으로 하

고, Lords 등25은 cisplatin 100 mg과 gemcitabine 1,250 mg

을, Wachters 등8은 cisplatin 외 6가지 다른 병용 약제를 쓴 환

자들을 상으로 하 다. 한편, ERCC1은 platinum-DNA 부가

화합물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교차결합에 의해서 유도된 DNA

이중구조의 파괴를 복구하는 데도 관여하므로 cisplatin 내성에

뉴클레오티드 절제복구 이외의 또 다른 기전이 작용하기 때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25,27

본 연구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cisplatin과 taxane 병용

치료에 한 반응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HER-2/neu의 예측 가

치가 ERCC1과 조합할 때 더 높아진다는 사실이다. HER-2/

neu 음성/ERCC1 양성인 군이 가장 유리한 표지자 상태로서

부분완화가 77%에 달했다. 반면, HER-2/neu 양성/ERCC1 음

성인 군은 가장 불리한 표지자로서 부분완화가 25%에 불과했

다. 지금까지의 문헌 검색상 비소세포폐암종 세포주나 서로 다

른 특성을 가진 불균질 환자군을 이용한 HER-2/neu 연구는

드물게 있었으나 동일군의 임상 환자를 상으로 특히 taxane

과 cisplatin의 복합항암화학요법에 한 약제 내성 예측 인자로

서의 관련성을 보기 위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앞으로 동일한

조건의 더 많은 수의 환자를 상으로 HER-2/neu와 ERCC1

를 연계한 전향적 연구를 통해 유용한 지표로 사용될 수 있기를

기 한다.

Glutathion S transferase-pi (GST-pi)는 glutathione 접합

에서 촉매작용을 통해 세포독성 DNA분자를 해독하는데 관여하

는 효소로서, 네 가지 아형(α, μ, π와 θ)이 있고 그 중 GST-pi

가 비소세포폐암종에서 빈번하게 발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편평세포암종 93.5-100%, 샘암종 69.7%).1,28 이는 본 연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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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편평세포암종 100%, 샘암종 63.1%)와 일치한다. 그러나

Chinese hamster 난소 세포주에 GST-pi 형질 도입한 연구에

서 GST-pi는 cisplatin과 carboplatin 내성을 2-3배 증가시켰

고,29 인체 위암종 세포에서 GST-pi가 cisplatin에 한 내성과

관련이 있었다는 연구 결과들과 달리,30 본 연구에서 GST-pi

발현은 종양 반응에 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생존 예후 인자도

아니었다. 본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비소세포폐암종에서 GST-

pi 발현이 완화율과 상관관계가 없었다는 보고와 함께 치료 반

응과는 의미 있는 관련이 있었으나 생존에 한 예후 인자는 아

니라는 기술도 있다.1,29,30 GST-pi는 해독기능 이외에 다양한

사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한 좀 더 광범위한 연구가 필

요하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 진행성 비소세포폐암종 환자의 일차

항암치료제로 cisplatin과 taxane을 사용했는데 62.9%의 반응률

을 나타냈다. 서로 다른 기전으로 cisplatin에 관여하는 HER-2/

neu, ERCC1, GST-pi 상태를 분석한 결과, HER-2/neu가 약

제내성 및 생존기간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 고, ERCC1 단백

은 약제내성과 유의 수준에 근접하는 상관성을 나타냈는데, 특

히 HER-2/neu/ERCC1 조합이 약제민감성에 한 예측 인자

다. 본 연구는 상 환자가 적다는 문제점과 후향적 연구라는

제한점이 있긴 하나 비소세포폐암종에서 cisplatin과 taxane의

복합화학요법에 한 반응 여부를 예측하는 데 HER-2/neu와

ERCC1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 다. 향후 많은 수의

환자를 상으로 예후 인자로서의 유용성을 검증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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