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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expression of Heat shock pro-
tein70 (HSP70), Raf-1 and Bcl-2-associated athanogene-1 (BAG1) protein in diffuse type gastric carcino-
ma and examine association of HSP70, Raf-1 and BAG1 expression with various clinic-pathological 
factors and survival. Heat shock protein70 is induced in the cells in response to various stress con-
ditions, including carcinogens. Overexpression of heat shock protein 70 has been observed in many 
types of cancer. The proto-oncoprotein Raf is pivotal for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 (MAPK) sig-
naling, and its aberrant activation has been implicated in multiple human cancers. Overexpression of 
BAG1 protein has been documented in some type of human cancer. BAG1 has been reported to inter-
act with protein involved with a variety of signal pathway, and regulation of cell differentiation, sur-
vival and apoptosis. These interaction partners include HSP70 and Raf-1. The percentage of tumors 
exhibiting HSP70 positivity was significantly in cases of positive lymph node metastasis (64.9%) com-
pared to cases without lymph node metastasis (35.1%, p=0.007). HS70 expression was correlated with 
pathological N-stage (p=0.006). Expression of BAG1 was detected in the majority of diffuse type gastric 
carcinoma tissues (71.7%), especially in younger patients (80% vs 52.6%, p=0.035). Furthermore BAG1 
expression was correlated with tumor size (p=0.020). Raf-1 expression was found to b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umor size (p=0.005). The result indicate that HSP70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the 
progression of diffuse type gastric cancer. Expression of BAG1 and Raf-1 may be used as diagnostic 
markers for gastric carcin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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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위암은 전 세계적으로 4번째로 발병률이 높은 악성 종양이

며[12], 암 사망률 2위를 차지하는 질환이다[1]. 우리나라에서 

위암의 발생률은 14.5%로 갑상선 암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사망률은 폐암과 간암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23]. 병리조직 

분석에서는 위암을 Lauren의 분류법에 따라 장형(intestinal 

type)과 미만형(diffuse type)으로 분류된다[17]. 장형은 ad-

enoma-carcinoma sequence를 따르는 발암기전을 통해 발생

하며, 미만형에 비해 식습관과 환경에 더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만형보다 좋은 예후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

[16, 10]. 이에 반해 미만형은 젊은 환자에게서 호발하며, 전층

침윤성의 경향성이 높아 장형에 비해 좋지 않은 예후를 보이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 

암종의 원인과 진행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종양 억제 유전자

의 돌연변이, 원종유전자(protooncogene)의 돌연변이 및 과발

현 등이 중요한 인자로서 분석되어져 왔으나, 이들 유전자 만

으로는 암 진행의 예후를 예측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으

로 예후를 예측하기 위한  새로운 biomarker의 필요성이 요구

되었다. 새롭게 조명 받는 예후 biomarker로는 EGFR, CD133, 

Ki-67, Hsp70, HER2 등이 보고되어 있으며, 임상에서도 활용

되고 있다[14, 26, 28, 35]

Hsp70은 열충격단백질(heat shock protein)의 환경적 스트

레스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분자생물학적 chaperone으로 작

용하는 것뿐 아니라 anti-apoptotic 작용을 통하여 암세포의 

생존과 전이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 또한, Bcl-2

에 결합하여 세포사멸을 저해하는 것으로 처음 보고된 Bcl-2- 

associated athanogene-1 (BAG-1)은 추가적인 연구에서 Hsp70

의 ATPase domain에 결합하여 in vivo와 in vitro에서 Hsp70 

chaperone 활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24]. BAG-1은 

HSP70과 상호작용하여 Raf-1-ERK signal pathway와 cell 

growth를 조절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9].

Raf-1은 세포의 증식과 발달의 신호를 전달하는 과정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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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상위의 tyrosine kinase와 하위의 serine/threonine kin-

ase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중요한 원종양 유전자인 Rb

를 인산화시켜 세포증식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0, 

21]. 

세포증식과 암세포의 생존 및 전이에 관련된 Hsp70, BAG1, 

Raf-1의 발현의 증감이 암의 예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미

만형 위암에서는 아직 이들의 연계성이 보고된 것이 없다. 따

라서, 암 사망률 2위의 위암에서 Hsp70, BAG1, Raf-1 분자와 

임상병리학적인 다른 예후인자들과의 연관성을 조사하여 이

들이 미만형 위암의 예후 biomarker로서의 임상적 의의 규명

하고자 하였다.

재료  방법

연구 상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성균관대학교 창원 삼성병원에서 

위암으로 수술을 받았던 환자의 조직 표본 중 보관상태가 양

호한 60례를 대상으로 하여 면역조직화학적 염색을 시행하였

다. 본 연구는 성균관대학교 창원 삼성병원의 IRB 심의(심의번

호 2011-scmc-033-00)를 거쳐 승인을 획득하였다. 환자의 군 

연령은 58.3세였으며, 남자가 35명, 여자가 25명이였다. T- 

stage, N-stage를 이용한 임상적 병기는 미국 암협회 분류(AJC 

classification)에 따라 분류하였다. T-stage는 T1 18례, T2 7례, 

T3 14례, T4 21례였으며, N-stage는 N0 19례, N1 17례, N2 

9례, N3 15례였다.

면역조직염색

10% 중성 완충 포르말린에 고정한 후 제작한 위암조직 파

라핀 블록을 4μm 두께로 잘라서 Probe-On 슬라이드(Fisher, 

USA)에 부착시켜 60℃에서 2시간 건조시켰다. 파라핀 절편이 

부착된 슬라이드를 xylene에서 10분간 4회의 탈파라핀 과정을 

거치고 10분 동안 100% alcohol 2회, 95%alcohol 3회의 함수 

과정을 거친 후 증류수에 5분간 함수시켰다. Microwave에 cit-

ric acid buffer (pH 6.0)를 먼저 10분간 끓인 후 슬라이드를 

넣고 10분간 더 끓이고 15분간 냉각시킨 후 Tris buffer로 3회 

세척하였다. Protein blocker (DO-7, Dako, USA)로 5분간 처리 

후 세척하지 않고 바로 일차 항체(DO-7, Dako, USA)를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Tris buffer로 3회 세척한 후 universal sec-

ondary antibody(DO-7, Dako, USA)로 10분간 반응시키고 

Tris buffer로 3회 세척하였다. Streptavidin HRP detection 

system (DO-7, Dako, USA)으로 10분간 처리하고 Tris buffer

로 3회 세척한 후 DAB (DO-7, Dako, USA)로 20초간 발색시켰

다. 증류수로 세척한 후에 Meyer's Hematoxyline (Research 

genetics, USA)으로 1분간 대비 염색하고 증류수를 거쳐 95%

와 100% alcohol로 탈수한 후, xylene으로 청명 과정을 거쳐서 

Malinol로 봉입하여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면역조직염색 결과의 독

염색 결과의 판정은 두 명의 서로 다른 병리 전문의에 의해 

독립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면역조직염색의 DAB 발색(갈색)

이 나타났을 경우 양성으로 판독하였고, DAB 발색(갈색)이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 음성으로 판독하였다. 음성 대조군으로 

benign 조직을 사용하였다.

통계학  분석

환자의 임상 자료 및 조직학적 자료들을 BAG1, HSP70과 

RAF1의 발현여부에 따라 비교분석 하였다. 통계분석은 개인

용 컴퓨터 통계 프로그램인 SPSS for Windows (ver 18.0, SPSS 

Inc., Chicago)을 이용하여 chi-square test로 검정하였으며, 통

계적 유의성은 p<0.05일때로 하였다. 

결   과 

미만형 암에서 BAG1의 발  

미만형 위암의 조직학적 판독 기준에 사용한 표준 시료는 

Fig. 1에 나타내었다. 장형은 궤양을 잘 형성하며 점착력 있는 

종양세포들이 모여 특징적인 관상구조를 이루고 있는 미만형

은 종양세포의 점착력이 낮아서 명확한 종괴의 형성 없이 개

별 세포들이 위벽을 침윤하는 유형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에 사용된 모든 검체 중 미만형 위암으로 판독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일반적인 임상병리학적인 인자와 함께 Hsp70, BAG-1, 

Raf-1에 대한 면역조직학적인 결과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BAG1의 면역조직학적인 결과 해석은 Fig. 2에서처럼 분석

하여 명확히 판독이 가능하였으며, 전체 대상 환자 중 43례

(71.7%)에서 양성, 17례(28.3%)에서 음성소견을 보였다(Table 

1). 연령별로는 65세 미만에서 33례(80.5%)에서 양성, 8례

(19.5%)에서 음성소견을 보였으며, 65세 이상에서는 10례

(52.6%)에서 양성, 9례(47.4%)에서 음성을 보여, 65세미만에서 

65세이상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발현율을 보였다(p=0.035). 성

별에 따라서는 남성에서 27례(77.1%)에서 양성, 8례(22.9%)에

서 음성소견을 보였으며, 여성에서는 16례(64.0%)에서 양성, 

9례(36.0%)에서 음성을 보여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은 발현율

을 보였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p=0.384). 종양의 크기에 

따른 분류에서는 5㎝미만에서 30례(83.3%)에서 양성, 6례

(16.7%)에서 음성소견을 보였으며, 5㎝이상에서는 13례

(54.2%)에서 양성, 11례(45.8%)에서 음성을 보여 5㎝미만에서 

5㎝이상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발현율을 보였다(p=0.020). 

원발암 종양의 크기에 따른(T-stage) 발현은 T1, T2, T3와 

T4에서 각각 13례(72.2%), 5례(71.4%), 11례(78.6%)와 14례

(66.7%)의 양성반응을 보였지만 T-stage에 따른 BAG1의 발현

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었다(p=0.934). 림프절 전이 개수

(N-stage)에 따른 발현은 N0, N1, N2와 N3에서 각각 14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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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 Comparison of intestinal-type gastric cancer (A) and diffuse-type gastric cancer (B) by H&E staining. Intestinal-type gastric 

cancer is composed of irregularly shaped tubules lined by columnar tumor cells, whereas diffuse-type gastric cancer is com-

posed of tumor cells that are isolated or arranged in small aggregates with little or no tubule formation.

A B

Fig. 2.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for BAG1. Immunohistochemical detection was performed using DAB (brown) and nuclei were 

stained with hematoxylin (blue). Brown color indicates positive reaction. (A) Gastric tumor cells represent negative staining 

for BAG1. (B) Gastric tumor cells show strong nuclear and weak cytoplasmic expression of BAG1.

(73.7%), 13례(76.5%), 8레(88.9%)와 8례(33.3%)의 양성반응을 

보였지만 N-stage에 따른 BAG1의 발현은 통계적으로 유의성

이 없었다(p=0.312). 임파절의 전이에 따른 BAG1의 발현은 임

파절 전이가 있는 경우 28례(75.7%), 임파절 전이가 없는 경우 

15례(65.2%)에서 양성을 보여 임파절 전이가 있는 경우가 임

파절 전이가 없는 경우에 비해 높은 발현율을 보였지만 통계

적 유의성은 없었다(p=0.396). BAG1의 발현에 따른 생존율은 

BAG1 양성환자의 사망율는 7례(63.6%), BAG1 음성환자의 사

망율은 4례(36.4%)로 BAG1 양성환자에서 음성환자에 비해 높

은 사망률을 보였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p=0.712). 

미만형 암에서 HSP70의 발

Hsp70의 경우(Fig. 3), 전체 대상 환자 중 양성과 음성소견

이 각각 30례(50.0%)로 동일하게  나타났다(Table 1). 연령별로

는 65세 미만에서 21례(51.2%)에서 양성, 65세 이상에서는 9례

(47.4%)에서 양성을 보여, 나이에 따른 발현율의 차이는 없었

으며(p=1.000),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에서 19례(54.3%)에서 양

성, 16례(45.7%)에서 음성소견을 보였으며, 여성에서는 11례

(44.0%)에서 양성, 16례(56.0%)에서 음성을 보여 성별에 따른 

발현율의 차이는 없었다(p=0.601). 종양의 크기에 따른 분류에

서는 5㎝미만에서 16례(44.4%)에서 양성, 20례(55.6%)에서 음

성소견을 보였으며, 5㎝ 이상에서는 14례(58.3%)에서 양성, 10

례(41.7%)에서 음성을 보여 종양의 크기에 따른 발현율의 차

이는 없었다(p=0.119). 

종양의 T-stage에 따른 발현은 T1에서 5례(27.8%), T2에서 

3례(42.9%), T3에서 9례(64.3%), T4에서 13례(61.9%)로 stage가 

증가함에 따라 발현이 증가되었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p=0.119). N-stage에 따른 발현은 N0에서 4례(21.1%)에서 양

성, 15례(78.9%)에서 음성을 보였으며, N1에서 13례(76.5%)에

서 양성, 4례(23.5%)에서 음성을 보였으며, N2에서 6례(66.7%)

에서 양성, 3례(33.3%)에서 음성을 보였으며, N3에서 7례

(46.7%)에서 양성, 8례(53.3%)에서 음성을 N-stage가 증가함에 

따라 발현율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06). 

임파절의 전이에 따른 Hsp70의 발현은 임파절 전이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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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rrelation of BAG1, HSP70 and RAF1 expression with clinicopathologic factors in 60 patients with gastric cancer

Variables
BAG1 (%) HSP70 (%) RAF1 (%)

Positive Negative p Positive Negative p Positive Negative p

Age (years)

<65

≥65

Sex

Male

Female

Size

<5㎝

≥5㎝

Pathological T stage

1

2

3

4

Pathological N stage

pN0

pN1

pN2

pN3

Lymph node metastasis

Positive

Negative

Survival status

Dead

Alive

BAG1

Positive

Negative

HSP70

Positive

Negative

RAF1

Positive

Negative

Total

33(80.5)

10(52.6)

27(77.1)

16(64.0)

30(83.3)

13(54.2)

13(72.2)

5(71.4)

11(78.6)

14(66.7)

14(73.7)

13(76.5)

8(88.9)

8(33.3)

28(75.7)

15(65.2)

7(16.3)

36(83.7)

36(83.7)

7(16.3)

43(71.7)

8(19.5)

9(47.4)

8(22.9)

9(36.0)

6(16.7)

11(45.8)

5(27.8)

2(28.6)

3(21.4)

7(33.3)

5(26.3)

4(23.5)

1(11.1)

7(46.7)

9(24.3)

8(34.8)

4(23.5)

13(76.5)

9(52.9)

8(47.1)

17(28.3)

0.035

0.384

0.020

0.934

0.312

0.396

0.712

0.021

21(51.2)

9(47.4)

19(54.3)

11(44.0)

16(44.4)

14(58.3)

5(27.8)

3(42.9)

9(64.3)

13(61.9)

4(21.1)

13(76.5)

6(66.7)

7(46.7)

24(64.9)

6(26.1)

8(26.7)

22(73.3)

24(55.8)

6(35.3)

30(50.0)

20(48.8)

10(52.6)

16(45.7)

14(56.0)

20(55.6)

10(41.7)

13(72.2)

4(57.1)

5(35.7)

8(38.1)

15(78.9)

4(23.5)

3(33.3)

8(53.3)

13(35.1)

17(73.9)

3(10.0)

27(90.0)

19(44.2)

11(64.7)

30(50.0)

1.000

0.601

0.430

0.119

0.006

0.007

0.181

0.252

31(75.6)

14(73.7)

28(80.0)

17(68.0)

32(88.9)

13(54.2)

16(88.9)

6(85.8)

10(71.4)

13(61.9)

16(84.2)

11(64.7)

7(77.8)

11(73.3)

28(75.7)

17(73.9)

8(17.8)

37(82.2)

21(46.7)

24(53.3)

45(75.0)

10(24.4)

5(26.3)

7(20.0)

8(32.0)

4(11.1)

11(45.8)

2(11.1)

1(14.2)

4(28.6)

8(38.1)

3(15.8)

6(35.3)

2(22.2)

4(26.7)

9(24.3)

6(26.1)

3(20.0_

12(80.0)

9(60.0)

6(40.0)

15(25.0)

1.000

0.369

0.005

0.250

0.624

1.000

1.000

0.552

경우 24례(64.9%)에서 양성, 13례(35.1%)에서 음성을 보였으

며, 임파절 전이가 없는 경우 6례(26.1%)에서 양성, 17례(73.9%)

에서 음성을 보여 임파절의 전이가 있는 경우가 임파절 전이

가 없는 경우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발현율을 보였다(p=0.007). 

Hsp70의 발현에 따른 생존율은 양성환자의 사망율은 8례

(72.7%), 음성환자의 사망율은 3례(27.3%)로 양성환자에서 음

성환자에 비해 높은 사망률을 보였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

다(p=0.181).

미만형 암에서 RAF1의 발

RAF1의 경우(Table1), 전체 대상 환자 중 45례(75.0%)에서 

양성, 15례(25.0%)에서 음성소견을 보였다(Fig. 4). 연령별로는 

65세 미만에서 31례(75.6%)에서 양성, 10례(24.4%)에서 음성소

견을 보였으며, 65세 이상에서는 14례(73.7%)에서 양성, 5례

(26.3%)에서 음성을 보여, 나이에 따른 발현율의 차이는 없었

다(p=1.000).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에서 28례(80.0%)에서 양

성, 여성에서는 17례(68.0%)에서 양성을 보여, 성별에 따른 발

현율의 차이는 없었다(p=0.369). 종양의 크기에 따른 분류에서

는 5㎝미만에서 32례(88.9%)에서 양성, 4례(11.1%)에서 음성소

견을 보였으며, 5㎝이상에서는 13례(54.2%)에서 양성, 11례

(45.8%)에서 음성을 보여 5㎝미만에서 5㎝이상에 비해 유의하

게 높은 발현율을 보였다(p=0.005). 

종양의 T-stage에 따른 발현은 T1, T2, T3와 T4에서 각각 

16례(84.2%), 11례(64.7%), 7례(77.8%)와 11례(73.3%)의 양성발

현을 보여 T-stage에 따른 RAF1의 발현의 차이는 없었다

(p=0.624). N-stage에 따른 발현은 N0, N1, N2와 N3에서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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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for Hsp70. Immunohistochemical detection was performed using DAB (brown) and nuclei 

were stained with hematoxylin (blue). Brown color indicates positive reaction. (A) Gastric tumor cells represent negative 

staining for Hsp70. (B) Gastric tumor cells show strong nuclear and weak cytoplasmic expression of Hsp70.

A B

Fig. 4.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for Raf-1. Immunohistochemical detection was performed using DAB (brown) and nuclei were 

stained with hematoxylin (blue). Brown color indicates positive reaction. (A) Gastric tumor cells represent negative staining 

for Raf-1. (B) Gastric tumor cells show strong nuclear and weak cytoplasmic expression of Raf-1.

16례(84.2%), 11례(64.7%), 7례(77.8%)와 11례(73.9%)의 양성반

응을 보여, N-stage에 따른 RAF1의 발현의 차이는 없었다

(p=0.624). 

임파절의 전이에 따른 RAF1의 발현은 임파절 전이가 있는 

경우 28례(75.7%), 임파절 전이가 없는 경우 17례(73.9%)에서 

양성을 보여 임파절 전이에 따른 발현의 차이는 없었다

(p=1.000). 

RAF1의 발현에 따른 생존율은 양성환자의 사망율는 8례

(72.7%), 음성환자의 사망율은  3례(27.3%)로 RAF1 양성환자

에서 음성환자에 비해 높은 사망률을 보였지만 통계적 유의성

은 없었다(p=1.000).

미만형 암에서 BAG1과 Hsp70의 발 계

BAG1의 발현에 따른 Hsp70의 발현율은(Table1), BAG1 양

성을 보인 43례 중 24례(55.8%)에서 Hsp70양성을 보였으며, 

19례(44.2%)에서 음성을 보였으며, BAG1음성을 보인 17례 중 

6례(35.3%)에서 Hsp70양성을 보였으며, 11례(64.7%)에서 음

성을 보여 BAG1 양성환자에서 Hsp70의 발현이 증가 하였지

만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p=0.252).

미만형 암에서 BAG1과 RAF1의 발 계

BAG1의 발현에 따른 RAF1의 발현율은(Table 1), BAG1 양

성을 보인 43례 중 36례(83.7%)에서 RAF1양성을 보였으며, 

7례(16.3%)에서 음성을 보였으며, BAG1음성을 보인 17례 중 

9례(52.9%)에서 RAF1양성을 보였으며, 8례(47.1%)에서 음성

을 보여 BAG1 양성환자에서 RAF1의 발현이 유의하게 증가 

하였다(p=0.021).

미만형 암에서 Hsp70과 RAF1의 발 계

Hsp70의 발현에 따른 RAF1의 발현율은(Table1), Hsp70 양

성을 보인 30례 중 21례(70.0%)에서 RAF1양성을 보였으며, 

9례(30.0%)에서 음성을 보였으며, Hsp70음성을 보인 30례 중 

24례(80.0%)에서 RAF1양성을 보였으며, 6례(20.0%)에서 음성

을 보여 Hsp70발현에 따른 RAF1의 발현의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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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52).

고   찰

위암은 Lauren의 분류법에 따라 미만형과 장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17], 발병률은 장형이 54%, 미만형이 32%, 혼합형이 

15%로 미만형이 장형에 비해 낮은 발병율을 보이지만, 미만형

은 젊은 환자에게서 호발하며, 장형에 비해 좋지 않은 예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 그러므로 미만형 위암에서의 

조기 발견 및 조기 치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예후인자의 필요

성이 대두되고 있다.

Hsp70은 정상세포 내에서 세포대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다양한 물리적, 화학적 자극에 의하여 그 합성이 증가하는 스

트레스단백질의 일종으로 다양한 암에서 발현이 증가되고, 발

현의 증가는 종양의 분화도, 림프절전이, 생존률등 다양한 임

상병리학적 인자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7, 13, 15, 

25, 30].

이전연구에서 HSP70의 발현은 위암에서 종양의 크기, 림프

절전이, TNM stage에 따라 발현이 증가한다고 보고되었다[2, 

11, 18, 19]. 두경부암에서도 Hsp70은 71.3%의 발현을 보이며, 

림프절 전이와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보고되었다[3]. 본 연구에

서도 종양의 N-stage (p=0.006), 림프절전이(p=0.007)에 따라 

Hsp70의 발현율이 증가하여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Hsp70이 위암의 진행에 관여를 하거나 악성 

종양 세포가 증식함에 따라 주위의 환경으로부터 많은 스트레

스를 받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위암에서의 Hsp70의 발현은 

종양세포의 진행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Bcl-2-associated athanogene-1 (BAG-1)은 anti-apoptotic 기

능을 가지는 Bcl-2에 결합하여 세포사멸을 저해하는 것으로 

처음 보고되었고[31], 이러한 anti-apoptotic 기능을 통해 복막

전이를 증가시킨다고 보고되었다[38]. anti-apoptotic 기능은 

다양한 암종의 발생과 함께 암 증식의 중요한 인자로 생각 

되어진다. 이전연구에서 다양한 암에서 BAG1의 발현이 증가

되고 유방암, 폐암과 후두암에서 환자의 생존률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되었다[27, 33, 34, 36, 37, 38, 39]. 또한 위암세포에

서 BAG1의 발현은 위암세포의 이동을 증진 시킨다고 보고 

되었다[22]. 

본 연구에서 BAG1은 위암조직에서 71.1%의 발현을 보였으

며, 환자의 림프절의 전이, 생존률과의 상관성은 확인할 수 

없었지만 환자의 나이(p=0.035), 종양의 크기(p=0.020)와 상관

관계를 나타내어 폐암에서 BAG1의 발현을 연구한 이전연구

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36]. 

BAG1의 발현이 젊은 나이와 종양의 크기가 작을 때 더 높

은 발현을 나타내는 것은 BAG1이 조기 종양의 생성에 관여할 

것으로 생각 되어지며, 젊은층에 호발하는 미만형 위암의 진

단에 좋은 임상적 지표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분석 

검체의 28.3%가 음성으로 나타났음으로 단일지표로 사용하기

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Hsp70는 Hsc70의 유도형으로 열충격과 세포 외부로부터

의 같은 스트레스 인자에 의해 발현이 유도되어 세포보호 기

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또한, 여러 암세포에서도 

발현이 증강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 본 연구 대상 

위암조직에서 Hsp70의 발현이 면역조직화학법에 의해 약 

50% 양성으로 나타났으나, 음성으로 나타난 50% 조직에 대해

서는 real time-PCR과 같은 추가적인 검출방법이 적용되어 재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과 같은 유전체 분석장치 등이 도입되고 있

어 향후 DNA 또는 RNA의 임상적 분석 결과가 제시 될 것으

로 예상된다.

BAG1은 Hsp70의 ATPase 영역에 결합하여 ADP 유리를 

증가시켜 HSP70의 억제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보고되어 있으

며[32], 또한, Bcl2와 결합하여 세포사멸을 억제한다[31]. 

HSP70 발현 역시 세포사멸 억제기능과 연계되어 있다. 암세포

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세포증식 속도의 증가와 세포사멸 

억제 기능의 증가이다. 따라서, 위암세포에서도 세포사멸 억

제분자인 BAG1과 Hsp70이 동시에 발현될 것으로 예상되었

으나 BAG1 양성 조직 중 Hsp70 양성을 보인 경우는 55.8%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Hsp70 단일 양성 결과가 50%로 나타난 

것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앞서 제시한 Hsp70의 검출 한계

인지 또는 실험대상자의 수가 적었기 때문인지는 연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Proto-oncogene의 일종인 Raf-1은 세포의 증식과 발달의 신

호를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upstream의 tyrosine kinase와 

downstream 의 serine/threonine kinase을 연결시켜주는 중

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매우 잘 알려져 있다[21]. Raf 

signaling pathway의 조절장애는 종양세포 성장과 분화 그리

고 악성화에 관여하는 중요한 인자로 생각된다[9, 20]. 자궁암

과 간암에서 Raf-1의 발현의 증가는 환자의 생존률을 감소시키

고, 췌장암에서의 발현 또한 증가된다고 보고되었다[4, 5, 6].  

본 연구에서도 위암조직의 75%에서 Raf-1의 발현이 관찰되

어 이전연구와 동일한 결과 나타내었으며, 종양의 크기가 작

을수록 발현율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05). 또한, BAG1 

양성 중 RAF1 양성이 83.7%로 나타나 BAG1과 RAF1의 연관성

은 위암에서 유의적이라고 판단된다. 이들 두 인자의 발현검

사는 위암의 조기 진단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Hsp70, BAG1과 Raf-1의 발현의 상관관계를 분

석한 결과 Hsp70과 BAG1과의 상관관계는 관찰할 수 없었지

만, BAG1/Raf-1의 발현과 RAF1/Hsp70의 발현에서 유의한 

상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Hsp70의 양성발현이 음

성발현과 동일한 결과에서 RAF1/Hsp70의 발현 연관성은 추

가적인 실험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전이단계의 암과는 Hsp70이 통계적으로 상관관계가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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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진행의 평가에 중요한 바이오마커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반면에 미만형 위암의 조기진단에는 BAG1과 Raf-1

이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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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미만형 암에서 임상병리학  인자와 Hsp70, BAG1과 Raf-1 발 간의 상 성

정상
1
․이 욱

2
․정경태

3
*

(1동의과학대학교 임상병리학과, 2성균관대학교 창원삼성병원 병리과, 3동의대학교 임상병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미만형 위암조직에서의 임상병리학적 인자와 HSP70, BAG1, Raf-1의 발현간의 상관관계를 평가

하고자 하였다. Hsp70은 열충격단백질(heat shock protein)의 환경적 스트레스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분자생물

학적 chaperone으로 작용하는 것뿐 아니라 anti-apoptotic 작용을 통하여 암세포의 생존과 전이를 촉진시키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Proto-oncogene의 일종인 Raf는 사람을 포함한 진핵세포의 생장에 관여하는 중요한 신호전달

경로인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 (MAPK)경로의 중심인자로서 다양한 암에서 그 발현이 증가한다고 알려

져 있다. Bcl-2에 결합하여 세포사멸을 저해하는 것으로 처음 보고된 Bcl-2-associated athanogene-1 (BAG-1)은 다

양한 암에서 그 발현이 증가된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BAG-1은 HSP70과 상호작용하여 Raf-1-ERK signal pathway

와 cell growth를 조절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Hsp70의 발현은 임파절 전이가 있는 경우 24례(64.9%)에서 양성, 

13례(35.1%)에서 음성을 보였으며, 임파절 전이가 없는 경우 6례(26.1%)에서 양성, 17례(73.9%)에서 음성을 보여 

임파절의 전이가 있는 경우가 임파절 전이가 없는 경우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발현율을 보였다(p=0.007). N-stage

에 따른 발현은 N-stage가 증가함에 따라 발현율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06). BAG1의발현은 전체 대상 환자 

중 43례(71.7%)에서 양성, 17례(28.3%)에서 음성소견을 보였으며, 65세 미만에서 65세 이상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발현율을 보였다(p=0.035). RAF1의 경우 전체 대상 환자 중 45례(75.0%)에서 양성, 15례(25.0%)에서 음성소견을 

보였으며, BAG1 양성환자에서 RAF1의 발현이 유의하게 증가 하였다(p=0.021). 본연구 결과 Hsp70은 종양의 진행

과 상관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며, BAG1과 Raf-1은 미만형위 암의 진단적 마커로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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