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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고식적 항암화학요법을 시행 받은 진행성 비소세포 폐암 환자의
예후 인자 분석

배경: 세포 자멸사 관련 단백과 DNA 손상 복구 단백의 이상은 비소세포
폐암의 치료 실패의 가장 중요한 원인인 항암화학요법에 대한 저항성과 관련이
있다.
대상 및 방법: 진행성 비소세포 폐암을 진단 받은 환자 50명 (병기 IIIB: 14명,
병기 IV: 36명)의 치료 시작 전 종양 조직으로부터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통해 p53,
Bcl-2, Bax, ERCC1의 발현을 조사하였다. 모든 환자는 platinum과 3세대 항암제를
근간으로 한 항암화학요법을 사용하여 치료하였으며 gemcitabine/cisplatin이 가장
많이 사용된(17명) 요법이었다.
결과: p53, Bcl-2, Bax, ERCC1이 각각 24명(48%), 8명(16%), 34명(68%), 28명
(56%)에서 고발현 되었다. 단변량 분석 결과 ERCC1 양성 군과 음성 군에서 중앙
생존 기간이 각각 8개월과 11개월로 나타나 ERCC1 양성 군에서 생존율이
불량한 경향을 보여 주었다(P=0.084). 반면 p53, Bcl-2, Bax의 고발현은 환자의
생존 기간과는 무관하였다. 다변량 분석 결과, ERCC1의 고발현은 불량한 예후를
예상할 수 있는 독립적인 예후 인자였다(P=0.003). 이외에 ECOG 2이상의 전신
수행 상태(P=0.029)와 무질병 조절(P=0.001)이 짧은 생존 기간을 예상할 수 있는
독립 인자였다.
결론: 면역조직화학염색법으로 측정한 ERCC1 단백의 고발현은 plati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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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간의 고식적 항암화학요법을 시행 받은 진행성 비소세포 폐암 환자에서
불량한 예후를 예측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핵심어:
비소세포 폐암, ERCC1, 항암화학요법, 예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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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폐암은 전 세계적으로 악성 종양 관련 사망의 중요한 원인의 하나며, 우리
나라에서도 암 발생률 2위, 암 사망률 및 암 사망률 증가율 1위를 차지한다(Choi
등, 2007). 전체 폐암의 80%를 차지하는 비소세포 폐암은 근치적 절제술이
최선의

치료법이나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65%

이상에서

처음

진단

당시

국소적으로 진행되거나 전이를 동반하고 있어 근치적 절제가 불가능하며, 이
경우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여도 2년 생존율은 15% 정도에 불과하다(Bunn, 1998).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 폐암에서 platinum과 3세대 항암제(docetaxel,
gemcitabine, paclitaxel, vinorelbine)를 병용한 2제 항암화학요법이 표준치료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 경우 20% 정도의 환자에서 항암제에 반응을 보이며, 중앙
생존 기간은 8개월, 1년 생존율은 33% 정도가 된다고 알려져 있다(Schiller 등,
2002). 그러나 platinum을 포함한 다양한 2제 병합 요법간의 효과에서 차이가
없었고, 최근에는 platinum을 포함하지 않은 2제 병합 요법이 기존의 platinum
근간의 2제 병합 요법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되고 있기 때문에(Georgoulias 등,
2001; Smit 등, 2005), 다양한 항암제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경우 각각의 환자들에서 항암제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측 인자가
있다면 불필요한 항암제의 독성을 최소화 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항암화학요법에 대한 저항성이 폐암 환자에서 불량한 예후를
보이는 중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항암제에 대한 저항성과 관련된 지표들을
규명하는 것이 임상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세포 자멸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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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여하는 단백과 DNA 손상 복구에 관여하는 단백의 이상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Viktorsson 등, 2005; Dingemans 등, 1999; Reed, 2005).
항암화학요법에 의한 종양 세포 자멸사(apotosis)의 유도에 Bcl-2계의 항-세포
자멸사 단백과 Bax나 p53과 같은 사멸 유도 단백 사이의 긴밀한 상호 작용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ulda와 Debatin, 2006). 따라서 이러한
항-세포 자멸사 단백의 발현 증가와 사멸 유도 단백의 발현 감소는 세포 자멸사
유도를 억제하여 항암화학요법에 대한 저항성을 유발하게 된다고 보고되고
있다(Ling등, 1995).
손상된 DNA를 복구 하여 유전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암을 예방하는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이다(Hoeijmakers, 2001). 그러나 항암제에 의해 초래된 DNA
손상이 복구된다면, 항암제의 효과가 반감될 것이고, 실제로 DNA 손상 복구와
관련된 단백들 중 하나인 excision repair cross-complementing group 1(ERCC1)의
발현 증가는, 이러한 기전에 의해 폐암 치료에서 중요한 platinum 항암제의
저항성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Dabholkar 등, 1994; Joshi 등, 2005; Metzger
등, 1998; Shirota 등, 2001; Olaussen 등, 2005).
따라서 본 저자들은 platinum과 3세대 항암제(docetaxel, gemcitabine, paclitaxel,
vinorelbine)의 2제 병합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한 진행성 비소세포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DNA 수복을 통한 platinum 항암제 저항성과 관련된 단백인 ERCC1 및
세포 자멸과 관련된 단백인 p53, Bcl-2, Bax의 예후 인자로서의 유용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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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 대상 및 방법

A. 연구 대상
2000년 1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아주대 병원에서 진행성 비소세포 폐암으로
진단되고, 악성 흉수를 동반한 국소 진행성(병기 IIIB with malignant pleural
effusion), 전이성 (병기 IV) 또는 수술 후 재발하여 국소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로

platinum

근간의

2제

항암화학요법을

시행

받은

51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중 1명의 환자에서 면역조직화학 염색이 불충분하여
연구에서 제외되었다. 40개의 조직은 원발 부위 종양을 기관지경이나 흉강경을
통해서, 8개의 조직은 늑막 조직검사를 통해서, 2개의 조직은 전이 부위로부터
얻을 수 있었다 (뼈: 1, 부신: 1)
각각의 환자들의 병기 결정을 위해 진행한 검사는 다음과 같다: 신체 검사,
단순 방사선 촬영, 흉부 및 상부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 뇌 전산화 단층 촬영,
전신 뼈 스캔 또는 PET/CT 스캔, 말초혈액 검사, 일반화학 검사. 병기 분류는
American Joint Committee on Cancer (AJCC) 기준을 사용하여 결정하였다(Mountain,
1997). 본 연구는 아주대 의료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 하에 시행되었다.

B. 항암화학요법
가장 많이 사용한 항암화학요법은 gemcitabine/cisplatin (gemcitabine 1000 mg/m2,
1일, 8일, cisplatin 70 mg/m2, 1일; 17명)였고, gemcitabine/carboplatin (gemcitabine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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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m2, 1일, 8일, carboplatin 5 or 6 AUC, 1일; 14명), paclitaxel/carboplatin (paclitaxel 175
mg/m2, 1일, carboplatin 5 or 6 AUC, 1일; 11명), docetaxel/cisplatin (docetaxel 75 mg/m2,
1일, cisplatin 25 mg/m2, 1-3일; 6명), vinorelbine/cisplatin (vinorelbine 25 mg/m2, 1일, 8일,
cisplatin 60 mg/m2, 1일; 1명), docetaxel/carboplatin (docetaxel 75 mg/m2, 1일, carboplatin 5
or 6 AUC, 1일; 1명)의 순이었다. 항암화학요법은 매 3주마다 반복하였고, 2주기의
항암화학요법 후에 반응을 평가하여 반응을 보이거나 안정 병변인 경우 24주기의 항암화학요법을 추가하였으며, 치료자의 판단에 따라 추가로 시행하기도
하였다. 항암화학요법은 환자에 따라서 총 1-9회(중앙값 3회) 시행되었다.
C. 검사
모든 환자에서 두 번째 주기의 항암화학요법 종료 후에 흉부 전산화 단층
촬영을 시행하여 RECIST(Response Evaluation Criteria in Solid Tumors) (Therasse 등,
2000)에 따라 치료에 대한 반응을 평가하였고, 그 이후에는 2주기 마다 흉부
전산화 단층 촬영을 시행하여 치료에 대한 반응을 평가하였다. 치료가 모두
종료된 후 처음 1년 동안에는 매 3개월마다 흉부 단순 방사선 촬영과 전산화
단층 촬영을 하였고 다음 해에는 4개월마다, 그 다음에는 6개월마다 이후에는
매년 한 번씩 검사를 시행하였다.

D. 약물 내성 관련 단백에 대한 면역조직화학 염색
치료를 시작하기 전 얻어진 포르말린으로 고정하여 파라핀으로 포매한 종양
조직을

대상으로

생쥐의

단클론항체를

이용하여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시행하였으며 [p53(DO-7, dilution 1:20, Novocastra Laboratories Ltd, Newcastle upon
Tyne, United Kingdom), Bcl-2(NCL-bcl-2, dilution 1:50, Novocastra Laboratories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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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CC1(ERCC1 Ab-2, dilution 1:100, Neomarkers, Fremont, CA, USA)], Bax에 대해서는
토끼의 단클론항체(dilution 1:1,000, DAKO, Carpinteria, CA, USA)를 사용하였다.
각 조직 절편은 xylene을 사용하여 파라핀을 제거한 후 단계적으로 알코올과
물에서 재수화한 후 10분 동안 3%의 과산화 수소를 처리하여 내인성 과산화효소
활성을 억제하였다. 이후 단백 억제 용액 (protein-blocking solution)을 처리하여
원발 항체를 넣고 4°C에서 하룻밤 동안 보관하였다. 절편을 PBS(phosphatebuffered saline)로 수 차례 세척한 후 이차 항체를 처리하였으며 항체는 the
streptavidin-biotin method로 a Cap-Plus detection kit(Zymed Laboratories Inc, San
Francisco, CA)을 이용하여 탐지하였다. 이 슬라이드를 다시 PBS로 세척하여,
diaminobenzidine으로 탈색시킨 후 Mayer’s hematoxylin으로 대조염색 하였다. 이에
대한 음성 대조군은 면역조직화학 염색의 과정에서 일차 항체를 제거하여
염색한 것을 사용하였다. Bax와 Bcl-2에 대한 양성 대조군은 각각 정상 림프절의
germinal center와 interfollicular area의 림프구가 사용되었다. p53이 고발현되는
것으로 알려진 대장암의 조직 절편을 p53의 양의 대조군으로 사용하였다.
ERCC1의 양의 대조군은 편도의 내피세포를 사용하였다.
각 슬라이드는 환자에 대한 임상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두 명의 병리
의사가 각각 판독하였다. 약제 내성에 관계된 단백의 발현 정도는 염색 정도
(graded on a scale of 0 to 3; 0 = no staining, 1 = weak staining, 2 = moderate staining, 3 =
strong staining)와 양성 종양 세포의 비율 (0=none, 1=1-9%, 2=10-49%, 3≥50%)에
따라 분류하였다. 염색 정도와 양성 세포의 비율을 곱하여 반정량 H score를
구하고, 구한 값의 중앙값 이상을 양성으로 간주하였다(Fi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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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ig. 1.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of drug resistance-related proteins in non-small
cell lung cancer (grade in the intensity) (×200). (A) High expression of p53: nuclear
staining (grade 3). (B) High expression of Bcl-2: cytoplasmic staining (grade 3). (C) High
expression of Bax: cytoplasmic staining (grade 3). (D) High expression of ERCC1: nuclear
staining (grade 3). (E) Low expression of ERCC1 (grade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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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통계 방법
전체 생존기간(overall survivial, OS)은 the Kaplan-Meier method를 사용하여
산출하였다 (Kaplan과 Meier, 1958). 전체 생존기간은 항암화학요법 치료 시작
시점에서 사망할 때까지의 기간으로 정의하였고 생존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추적
기간까지의 기간으로 하였다. 생존 곡선의 차이는 log-rank test를 사용하였으며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여려 가지 변수를 고려하여 The Cox proportional-hazards
regression model을 이용하였다(COX, 1972). 여러 임상적, 병리학적인 특성들의
비교는 the Fisher’s exact test를 사용하였고 모든 분석은 SPSS for Windows 12.0
software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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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A. 환자 특성
총 50명의 환자 중에 남자 38명(76%), 여자 12명(24%)이었고, 중앙 연령은
57세였다.

14명(28%)의

환자가

병기IIIB였고

36명(72%)이

병기IV(재발

2명

포함)였다. 35명(70%)의 환자에서 흡연력이 있었다. ECOG 2이상의 전신 수행
상태를

보이는

경우는

7명(14%)이었다.

선암이

68%,

편평세포암이

32%를

차지하였다. 50명의 환자들의 임상-병리학적 특성은 Table 1. 과 같다.

B. 약제 내성과 연관된 단백의 발현과 임상적, 병리학적 특징의 연관성
각각의 H score 의 중앙값을 구하여 ERCC1 6이상, Bax 6이상, Bcl-2 2이상, p53
3이상을 양성으로 판정하였고, 그 결과 p53, Bcl-2, Bax, ERCC1이 각각 24명(48%),
8명(16%),

33명(66%),

28명(56%)에서

고발현

되었다.

ERCC1의

고발현과

조직학적으로 편평세포암이 관련이 있었으며, 그 밖의 치료에 대한 반응을
비롯한 임상적 특성간에 유의한 관계는 보이지 않았다. 또한 ERCC1 발현과 p53,
Bcl-2, Bax의 발현과는 연관성이 없었다(Table 2.). p53, Bcl-2, Bax의 고발현과
임상적, 병리적 특징 및 치료에 대한 반응과는 유의한 연관성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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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patients
Characteristics

Number(%)

Age(years)
Median

57

Range

34-71

Gender
Male

38(76%)

Female

12(24%)

Smoking history
Never-smoker

15(30%)

Smokers

35(70%)

Histopathology
Adenocarcinoma

34(68%)

Squamous cell carcinoma

16(32%)

Performance status (ECOG)
0

16(32%)

1

27(54%)

2

6(12%)

3

1(2%)

Stage
IIIB

14(28%)

IV

36(72%)

Chemotherapy regimens
Gemcitabine/cisplatin

17(34%)

Docetaxel/cisplatin

6(12%)

Vinorelbine /cisplatin

1(2%)

Gemcitabine/carboplatin

14(28%)

Paclitaxel/carboplatin

11(22%)

Docetaxel/carboplatin

1(2%)

ECOG= Eastern Cooperative Oncology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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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RCC1 expression and clinicopathologic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ERCC1 expression (%)
High

Low

≤57 years

15(54%)

10(45%)

>57 years

13(46%)

12(55%)

Male

22(79%)

16(73%)

Female

6(21%)

6(27%)

Never-smoker

8(29%)

7(32%)

Smokers

20(71%)

15(68%)

Adenocarcinoma

15(54%)

19(86%)

Squamous cell carcinoma

13(46%)

3(14%)

IIIB

9(32%)

5(23%)

IV

19(68%)

17(77%)

0,1

25(89%)

18(82%)

2,3

3(11%)

4(18%)

Low

15(54%)

11(50%)

High

13(46%)

11(50%)

Low

23(82%)

19(86%)

High

5(18%)

3(14%)

Low

9(32%)

8(36%)

High

19(68%)

14(64%)

16(57%)

10(45%)

p

Age*
0.776

Gender
0.743

Smoking status
1.000

Histology
0.017

Stage
0.537

Performance status (ECOG)
0.684

p53 experssion
1.000

Bcl-2 expression
1.000

Bax expression
0.773

Disease control
Non-PD

19

0.569

PD

12(43%)

12(55%)

CR, PR

11(39%)

7(32%)

Others**

17(61%)

15(68%)

Response of treatment
0.768

ECOG=Eastern Cooperative Oncology Group; CR=complete response; PR=partial response;
PD=progressive disease *Median age. **Stable disease, progressive disease, not evalu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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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약제 내성과 연관된 단백의 발현과 환자의 임상 결과와의 연관성
중앙 추적 관찰 기간은 11개월(범위; 1-47개월)이었으며 추적 중단된 환자는
없었다. 6명의 환자가 조사 시점까지 생존하였다. 전체 환자의 중앙 생존 기간은
10개월로 2년 생존률은 25%였다. 단변량 분석 결과 ERCC1이 고발현 된 경우
중앙 생존 기간이 짧은 경향을 보여주었다(8개월 vs. 11개월; P=0.084). 그 밖에
조직형이 편평세포암인 경우, ECOG 2이상의 전신 수행 상태, 항암화학요법 후에
질병이 조절 되지 않는 경우, 항암화학요법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경우 불량한
예후와 연관성을 보였다(Fig. 2A. and Table 3.). 반면에 p53, Bcl-2, Bax의 고발현은
환자의 생존 기간과 무관하였다(Fig. 2B. to 2D.).

Fig. 2. Overall survival of patients with non small cell lung cancer according to the
expression of ERCC1 (A), p53 (B), Bcl-2 (C), and Bax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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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Univariate analysis of overall survival
Prognostic factors

Median survival (Months)

P

Age
≤ 57 years*

10

> 57 years

17

0.803

Gender
Male

10

Female

11

0.317

Smoking status
Never-Smoker

20

Smokers

8

0.052

Histology
Adenocarcinoma

11

Squamous cell carcinoma

6

0.037

Stage
IIIB

9

IV

11

0.866

Performance status (ECOG)
0,1

15

2,3

5

0.001

ERCC1
low

11

high

8

0.084

Disease control
Non-PD

20

PD

6

0.0028

Response of treatment
CR,PR

18

Others**

8

0.043

Chemotherapy regimens
Cisplatin-based

11

Carboplatin-based

10

0.560

ECOG=Eastern Cooperative Oncology Group; CR=complete response; PR=partial response;
PD=progressive disease *Median age. **Stable disease, progressive disease, not evalu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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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변량 분석 결과, ERCC1의 고발현은 불량한 예후를 예상할 수 있는
독립적인

예후

인자였다(P=0.003).

이외에

ECOG

2이상의

전신

수행

상태(P=0.029)와 질병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P=0.001)가 짧은 생존 기간을 예상할
수 있는 독립 인자로 나타났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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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ultivariate analysis of overall survival
Prognostic factors

Hazard ratio

95% CI**

P

Age
≤ 57 years*

1

>57 years

0.789

0.41-1.53

0.483

Gender
Male

1

0.507

Female

1.322

0.58-3.01

Never-Smoker

1

0.47-4.26

0.532

Smokers

1.419
0.84-3.25

0.147

0.43-2.07

0.879

1.12-7.18

0.029

1.47-6.16

0.003

1.71-7.89

0.001

0.58-4.66

0.347

Smoking status

Histology
Adenocarcinoma

1

Squamous cell carcinoma

1.651

Stage
IIIB

1

IV

0.94

Performance status (ECOG)
0,1

1

2,3

2.829

ERCC1
low

1

high

3.004

Disease control
Non-PD

1

PD

3.67

Response of treatment
CR,PR

1

Others**

1.65

ECOG=Eastern Cooperative Oncology Group; CI=Confidence Interval; CR=complete
response; PR=partial response; PD=progressive disease *Median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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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세포 자멸사 관련 단백과 DNA 손상 복구 단백의 이상 변화는 폐암의 치료
실패의 가장 중요한 원인인 항암화학요법이나 방사선치료에 대한 저항성과
관련이 있다 (Viktorsson 등, 2005; Dingemans 등, 1999; Reed, 2005).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치료에 의한 종양 세포 사멸의 가장 주된 기전은 세포 자멸사(apotosis)의
유도이며 (Fulda와 Debatin, 2006) Bcl-2계의 항-세포 자멸사 단백과 Bax나 p53과
같은 사멸 유도 단백 사이의 긴밀한 상호 작용이 세포 자멸사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ulda와 Debatin, 2006). 따라서 이러한 단백의
유전자적 이상은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치료에 대한 저항성을 유발하게 된다
(Ling등, 1995).
비소세포폐암의 경우 p53, Bcl-2, Bax를 포함한 여러 가지 세포 자멸 관련
단백의

예후

인자로서의

의의에

대한

연구들은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Ohsaki 등, 1996; Kim 등, 1998;Cagini 등, 2000; Pastorino 등, 1997). 비소세포
폐암에서 p53의 돌연 변이와 불량한 예후 사이의 연관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란의 여지가 있어 왔으나, 메타분석을 통해 p53 돌연 변이가 불량한
생존율과 연관성이 있으며, 특히 선암에서 더 관련성이 높음이 보고되었다
(Mitsudomi 등, 2000). 반면 최근 한 연구에서 반대로 p53 돌연 변이가 보조
항암화학요법의

좋은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인자로써의

가능성도

보여주었다(Tsao 등, 2007).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p53의 고발현과 진행성
비소세포 폐암 환자의 치료 반응 및 예후와는 관련성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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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

비소세포

폐암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보고된

것과

같이

본

연구에서도 종양 세포에서 Bax의 고발현이 높은 비율로 관찰되었다. 반면에 Bcl2의 고발현은 적은 비율로 관찰되었는데, 비소세포폐암에서 병기가 진행하고,
종양세포의

유전적

손상이

축적

될수록

Bcl-2

발현이

감소한다는

이전의

보고들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Koty등, 1999, 2002) 일부 연구들에서 Bcl-2
고발현이 불량한 예후와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있었으나, 반대로 Bcl-2 고발현이
좋은 예후와 관련이 있다는 보고도 있다(Poleri등, 2003; Cox등, 2001). Bax의
고발현과 예후에 대한 보고도 서로 상반된 결과들이 보고 되었다(Gessner 등,
2002; Krug 등, 2003). 본 연구에서는 Bcl-2나 Bax의 고발현은 치료 결과와 관련이
없었다.
Platinum 항암제의 저항성과 관련된 단백인 excision repair cross-complementing
group 1(ERCC1)의 유용성에 대한 많은 보고들이 있다.

폐암 치료에서 가장

효과적인 약제로 알려진 cisplatin은 DNA(deoxyribonucleic acid)와 강하게 결합하여
platinum-DNA 부가물을 형성하여 종양세포의 DNA 분열을 차단하고 종양 세포의
자멸사를 유도한다(Reed 등, 1998). 이 경우 종양세포는 platinum-DNA 부가물이
생긴 부위를 절단하여 제거한 후 복구하는 과정(nucleotide excision repair: NER)을
활성화 하여 cisplatin의 효과를 무력화할 수 있는데(Furuta 등, 2002), 이 과정은
최소 16가지 이상의 단백질이 관여하며, ERCC1 은 xeroderma pigmentosum group
F와 이종결합체(ERCC1-XPF)를 이루어, NER 과정 중 5’ DNA 사슬의 절제에
필수적이다(Hoeijmakers, 2001; Volker 등, 2001). 폐암을 포함한 다양한 종양
세포에서 ERCC1 발현이 높을 경우 NER 과정의 활성을 통해 cisplatin 내성이
생겨 치료 효과가 낮아지고(Dabholkar 등, 1994; Joshi 등, 2005; Metzger 등,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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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rota 등, 2001), ERCC1 polymorphism의 종류에 따라 ERCC1의 발현율에 차이
있어 항암화학요법 후의 생존기간이 달라진다는 보고들이 있다(Bosken 등,
2002;Ryu 등, 2004;Zhou 등, 2004). 이전의 보고들이 mRNA 의 정량을 통해서
ERCC1 발현율의 차이를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임상에서
적용하기에는 기술적인 어려움이 다소 있었으나(Lord 등, 2002), 면역조직화학
염색법을 통해서 ERCC1 의 발현을 예측하고 적용한 보고를 통해서 platinum 이
근간을 이루는 비소세포 폐암 치료에서 ERCC1의 유용성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다(Olaussen 등, 2006).
본 연구에서 가장 주목해 볼 결과는 ERCC1 고발현의 예후 인자로서의
중요성이다. 비소세포 폐암에서 병기 별로 ERCC1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우선 완전 절제를 시행한 후 추적 관찰만 한 경우에서는 ERCC1 고발현군에서
생존이 향상되었는데, 이는 DNA 수복 능력이 유지되는 것이 유전적 안정성을
가져와 좀더 덜 공격적인 성향을 갖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Simon 등, 2005).
그러나 완전 절제 후 platinum 근간의 보조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한 경우
ERCC1이 고발현 되는 군에서 생존율의 향상을 볼 수 없었으나, ERCC1이 음성인
환자에서는

보조

항암화학요법이

의미

있게

생존율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Olaussen 등, 2006), 수술적 절제가 불가능한 진행성 병기에서 platinum
근간의 고식적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한 경우에서도 ERCC1의 mRNA 의 고발현은
불량한

예후

인자로

나타났다(Ceppi

등,

2006;

Lord

등,

2002).

따라서

비소세포폐암에서 수술로 완전 절제하여 보조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조

항암화학요법이나

고식적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는

경우에서 platinum 근간의 항암제를 사용할 경우에 ERCC1 양성 소견은 plati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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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에 대한 저항성을 야기하여 불량한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인자이다.

본

연구도

진행성

비소세포폐암에서

platinum

근간의

고식적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한 경우 ERCC1 양성이 불량한 예후와 연관을 보이는
독립적인 인자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선암 보다 편평세포암에서 ERCC1의 발현이
유의하게 높았는데, 다른 연구들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Lee 등, 2007;
Olaussen 등, 2006) 따라서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진행성 비소세포 폐암
환자에서 ERCC1 발현이 높거나, 또는 ERCC1의 발현을 측정하지 못하더라도
조직학적으로

편평세포암이

진단된

경우

platinum을

근간으로

하지

않는

항암제를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좀 더 필요하다. 최근에는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ERCC1 단독이나, ERCC1과 더불어 gemcitabine의 저항성과 연관 있다고
알려진 ribonucleotide reductase subunit 1(RRM1) 단백의 발현 정도에 따라 각각
다른 항암제를 사용하려는 맞춤 치료(tailored therapy)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2, 3상 보고들이 나오고 있다(Cobo 등, 2007; Simon 등, 2007)
그러나 ERCC1에 대한 결과들을 임상에서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있다. 첫째 일부 연구에서는 ERCC1 고발현과
예후와의 연관성이 없었고(Wachters 등, 2005; Rosell 등, 2007), 대부분이 후향적
연구들이기 때문에 ERCC1 의 독립적인 예후 인자로써의 타당성을 보여주는
대규모 전향적 연구들이 좀더 필요하다. 둘째 대부분의 연구들이 ERCC1 발현을
mRNA 정량을 통하여 추정하였으나, 이는 모든 기관에서 시행하기에는 기술적인
어려움이 따른다(Olaussen 등, 2007). IALT-bio 연구에서는 완전 절제를 시행한
비소세포

폐암에서

면역조직화학

염색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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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ERCC1의

발현을

측정하였으나(Olaussen 등, 2006), 진행성 병기에서 면역조직화학 염색법을 통해서
ERCC1의 발현을 측정한 연구가 드물다(Wachters 등, 2005). 또한 면역조직화학
염색법은 관찰자의 개인적 편견이 완전히 배제되기 힘들고, 무엇 보다 양성과
음성을 구분하는 기준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해지 있지 않다(Olaussen 등, 2007).
셋째 조직검사를 통해 얻은 일부 조직이 전체 종양의 ERCC1 발현 상태를
반영하는지의 여부와, 원발 병소와 전이 병소에서 동일한 ERCC1 상태를 보이는
지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부족하다. 또한 재발한 경우 이전 수술할 당시의
조직에서 발현된 ERCC1의 결과를 동일하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부족하다.
본 연구는 여러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비교적 적은 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후향적 연구라는 점이다. 둘째, 항암화학요법에 사용된 약제들이
모든 환자 군에서 동일하지 않았다. 셋째, 다변량 분석에서 ERCC1의 독립적인
예후

인자로서의

역할을

보여주었으나,

항암제에

대한

반응을

예측하는

인자로써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기관지 내시경과 늑막 조직 검사를 통해 얻은 검체도
비교적 어렵지 않게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시행하여 ERCC1 발현 유무를 알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으며, 무엇보다 platinum과 3세대 항암제(docetaxel,
gemcitabine, paclitaxel, vinorelbine)의 2제 병합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한 진행성
비소세포

폐암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기존의

mRNA

정량법이

아닌

면역조직화학 염색법을 통해서 예후 인자로써 ERCC1의 가능성을 보여준 첫
번째 보고라는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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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ERCC1이 고발현될 수록 platinum 근간의 고식적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진행성
비소세포 폐암 환자의 생존 기간이 짧았다. 더 많은 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전
향적인 연구를 통해 ERCC1 고발현이 예후 인자로서 유용하다는 점이 규명된다
면, 치료 시작 전 ERCC1에 대한 간단한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통해 예후가 좋지
않을 환자들을 선별하여,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하거나 더 적극적인 추적 관찰
을 하도록 결정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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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ognostic Factor Analysis of Patients with Advanced Non-Small
Cell Lung Cancer Treated with Palliative Chemotherapy
Yong-Won Choi

Department of Medic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Jin-Hyuk Choi)

Backgroud: Alterations in apoptosis and DNA damage repair related proteins are
associated with resistance to chemotherapy, which is the most important cause of treatment
failure in non small cell lung cancer (NSCLC).
Materials and methods: Pretreatment tumor biopsy specimens from 50 patients with
NSCLC stage IIIB with malignant pleural effusion or stage IV were analyzed for p53, Bcl-2,
Bax and ERCC1 expression by immunohistochemistry. All patients were treated with
platinum-based third-generation doublet chemotherapy.
Results: High expression of p53, Bcl-2, Bax and ERCC1 were observed in 24 (48%),
8(16%), 32 (63%), 28 (55%) patients, respectively. In univariate analysis, high expression of
ERCC1 demonstrated trend of association with poor overall survival(OS) (8 months vs. 11
months; P = 0.084). High expression of p53, Bcl-2, Bax were not correlated with patient
outcome. In multivariate analysis, high expression of ERCC1(p=0.003), poor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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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s(p=0.029), lack of disease control(p=0.001) were independent prognostic factors for
poor OS.
Conclusions: High expression of ERCC1 may be a useful predictor of poor outcome in
advanced

NSCLC

patients

treated

with

platinum-based

third-generation

doublet

chemotherap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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