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 세포 표면의 수용체에서 핵 내로 신호를 전달하여 종양 형성

을 일으키게 된다. β-catenin은 원래 세포간 결합에 중요한 역할

을 하는 구조 단백질이며 신호인자로서의 역할도 한다. 하지만 β-

catenin 또는 APC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인하여 β-catenin이 세포

질 및 핵 내에 축적되고, 이로 인하여 암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유

전자들이 발현하게 된다. β-catenin의 과발현은 대장암을 비롯하

여 난소암, 자궁내막암, 간암, 갑상선암, 식도암, 연부조직암에서 나

타난다.2-9 Cyclin D1은 세포주기, 특히 G1 phase에 작용하는 조절

자로 작용한다. 하지만 β-catenin과 transcription factor/lymphoid 

enhancer binding factor-1 (TCF/LEF-1)의 하류 표적 유전자

(downstream target gene)로 대장암과 대장 용종 및 유방암에서 β-

catenin의 발현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대장암, 유

방암, 식도암, 방광암, 폐암과 같은 여러 장기의 암에서 과발현되어 

있음이 알려져 있다.10-15

Celecoxib과 rofecoxib와 같은 선택적 cyclooxygenase (COX)-

2 억제제를 포함한 아스피린, sulindac과 같은 비스테로이드 소염

제(NSAIDs)는 대장의 선종 발생과 대장암의 발생을 줄이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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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ARTICLE

서   론

최근 우리나라에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대장암의 발생 기전은 염

색체 불안정(chromosomal instability)이나 미세위성 불안정(mic-

rosatelite instability) 같은 유전체 불안정과 후성적 변화(epigenetic 

change)가 축적되면서 세포의 형질전환이 일어나고 형질전환된 세포

의 증식을 통해 종양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염색체 불안정에서 대장암 발생 초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adenomatous polyposis coli (APC) 또는 β-catenin에 돌연변이

가 있는 경우 Wnt 경로를 자극하게 되고 Wnt 경로가 활성화되

Background/Aims: In addition to the inhibition of cyclooxygenase-2, the chemopreventive effect of non-steroidal anti-
inflammatory drugs on the nuclear translocation of β-catenin has been suggested in patients with familial adenoma polyposis. 
We investigated the effect of aspirin on the β-catenin signaling pathway in patients with sporadic colorectal adenoma. Meth-
ods: We selected patients diagnosed with colorectal adenoma. Patients who had been taking aspirin for more than 12 months 
were identified as the aspirin group, and those who did not were the non-aspirin group. Their characteristics, including size and 
degree of dysplasia, were compared.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was conducted and the expression levels of nuclear β-ca-
tenin and cyclin D1 were investigated. Results: The median duration of aspirin intake was 37 month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size, histological type, and degree of dysplasia between the two groups. Nuclear β-catenin expression was 
observed in 43.2% of the patients in the aspirin group and in 18.9% of those in the non-aspirin group (P < 0.05).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nuclear cyclin D1 staining between the aspirin (78.4%) and non-aspirin (91.9%) groups. Conclusions: 
In this retrospective study, nuclear β-catenin expression in sporadic colorectal adenoma in the aspirin group was not inhibited 
compared with that in the non-aspirin group. Therefore, further prospective studies with a large number of patients are neces-
sary. (Intest Res 2013;11:283-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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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많은 연구에서 밝혀졌다.16-23 이러한 비스테로이드 소염제의 항암

효과의 기전에 대해서 아직 완전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COX-

2 억제로 인하여 prostaglandin의 생성이 저해됨으로써 항염증 효

과가 생긴다는 것이 일반적인 가설이며,24-26 그 외 추가적으로 β-

catenin의 인산화(phosphorylation)를 증가시켜 β-catenin의 핵 내 축

적을 감소시킴으로써 항암효과를 낸다는 기전이 제시되고 있다.27 하

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아스피린이 아닌 다른 종류의 비스테로이

드 소염제이거나 산발성 대장 용종이 아닌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에

서 이루어졌으며, 또한 임상데이터가 아닌 인간대장암세포주(human 

colorectal cancer cell line)에서 연구된 보고들이 많았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산발성 대장선종이 있는 환자에서 아스피린 사용이 β-catenin 

신호경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병리학적 발현의 분석을 통해 알아보

고자 한다.

방   법

1. 대상

대상 환자는 강원대학교병원에서 2008년 2월부터 2011년 8월까지 

대장내시경을 시행하여 대장 선종을 진단받은 환자 중 12개월 이상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와 아스피린을 복용하지 않고 있는 

환자를 의무기록을 통하여 후향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환자들 중

에서 비스테로이드 소염제의 복용력이 있거나 대장내시경을 시행받은 

적이 있는 환자, 대장암 병력이 있는 환자, 그리고 대장 수술력이 있는 

환자들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번 연구는 강원대학교병원 임상시험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였다(1112-AFCR-068).

2. 방법

환자들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모르는 한 명의 의사가 내시경 기록

지를 바탕으로 용종의 개수, 위치, 크기를 조사하였으며 다시 내시경 

사진을 리뷰하여 확인하였다. 용종의 크기는 조직 겸자의 크기를 기

준으로 크기를 결정하였다. 용종의 위치는 상행결장에서 비만곡까지 

위치한 선종을 근위부(proximal) 선종, 하행결장에서 직장 내에 위치

한 선종을 원위부(distal) 선종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대상 환자군에서 얻은 대장 선종 조직에서 β-catenin과 

cyclin D1의 발현 정도를 면역조직화학염색(immunohistochemical 

staining)을 시행하여 비교하여 보았다.

1) β-catenin, cyclin D1 염색방법

면역조직화학염색은 제작한 파라핀 슬라이드를 10% 자일렌으로 

10분씩 세 차례 파라핀을 제거하고 알코올(100-50%)에서 항원을 

제거하기 위해 10 mM 구연산(citrate) 완충액(pH 6.0)에 넣어서 마

이크로파로 15분 동안 가열하였다. 실온에서 어느 정도 식으면 Tris 

완충액(Tris buffered saline and 0.1% tween 20)에서 세척 후 내인

성 과산화효소(hydrogen peroxidase) 활성을 저지시키기 위해 1% 과

산화수소에서 20분간 처리하였다. Tris 완충액으로 세척 후 결합항

체의 비특이적 반응을 억제하기 위하여 정상 억제 혈청(Zymed, San 

Francisco, CA, USA)으로 10분간 반응시킨 후 일차 항체를 처리하

였다. β-catenin에 대한 단일클론 항체(BD Transduction Lab., San 

Jose, CA, USA)는 1:1,000의 농도로, cyclin D1 에 대한 단일클론 항

체(1:100; Cell Marque, Rocklin, CA, USA)는 1:100 농도로 4oC 하

룻밤 동안 반응 후 이차 항체 biotinylated antibody (Zymed)와 10분 

반응 후 다시 세척하여 streptavidin (Zymed)으로 10분 반응 후에 다

시 세척하였다. DAB chromogen (Zymed)으로 실온에서 2-3분간 반

응시켜 발색한 후 hematoxylin (DAKO, Glostrup, Denmark)으로 대

조염색을 시행하여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2) 조직 판정

환자들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모르는 한 명의 병리의사가 조직 

및 염색의 정도를 판정하였으며 병리학적 분류로 선종을 관상 선종

(tubular adenoma), 관융모 선종(tubulovillous adenoma), 융모 선종

(villous adenoma)으로 구분하였고, 선종의 이형성(dysplasia)의 정도

에 따라 약한 이형성(mild dysplasia), 중등도 이형성(moderate dys-

plasia), 심한 이형성(severe dysplasia)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β-catenin과 cyclin D1의 핵 내 염색의 정도는 200배의 광

학현미경에서 염색되는 핵의 비율(%)이 10% 미만 염색되는 경우는 

음성, 10% 이상 염색되는 경우 양성으로 나누었다. β-catenin의 세포

질 염색 정도는 세포질에 염색된 정도에 따라서 grade 1은 약하게 염

색되는 경우, grade 2는 중등도, grade 3은 강하게 염색되는 경우로 

정하여 총 세 등급으로 나누었다.

3. 통계분석

대장 선종에서 β-catenin과 cyclin D1의 발현 정도에 따른 분석

으로 각 군 간의 비교는 Student’s t-tests, chi-square test를 이용하

였다. β-catenin 또는 cyclin D1의 핵 내 발현 정도와 이형성 정도와

의 연관관계 분석 및 β-catenin과 cyclin D1의 핵 내 발현의 상관 관

계의 분석에는 chi-square test와 Spearman 상관 분석을 이용하였

다. 이상의 통계는 PASW Statistics version 18.0 (IBM Co., Armonk, 

NY, USA)을 이용하였으며, P값은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결   과

1. 대상환자의 일반적 특성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환자는 총 37명이었으며 아스피린을 복용하

지 않은 환자를 무작위로 37명 선정하였다. 

아스피린 복용군 37명의 복용기간은 중간값(median)으로 37개월

이었으며 아스피린의 평균 복용 용량은 100 mg/일이었다. 아스피린 

복용군은 65세 이하의 연령층이 16명(43.2%), 65세 초과의 고령층 

21명(56.8%)이었으며, 아스피린 비복용군은 총 37명 중 65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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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령층이 22명(59.5%) 65세 초과의 고령층이 15명(40.5%)의 분

포를 보였다. 성별에 있어서는 아스피린 복용군과 비복용군 모두 남

성이 많았다(30명, 81.1% vs. 24명, 64.9%) (Table 1).

체질량지수(BMI, kg/m2), 고지혈증 및 흡연력은 양 군 간의 차이

가 없었으나 당뇨병은 아스피린 복용군이 유의하게 더 많았다(Table 

1).

선종성 용종의 개수는 1개 이하와 2개 이상으로 분류하였으며 양 

군 모두 개수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었다. 선종성 용종의 크기는 10 

mm 미만과 10 mm 이상으로 분류하였으며 양 군 사이 큰 차이는 없

었고 선종성 용종의 위치 역시 양 군 간 차이는 없었다. 그리고 선종의 

이형성의 분포는 양 군 간 차이가 나지 않았으며 선종의 조직학적 분

류도 양 군 모두 관상선종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큰 차이는 없었다(35

명, 91.9% vs. 33명, 89.2%) (Table 2).

2. 면역조직염색 결과

1) β-catenin의 발현

β-catenin의 핵 내 염색은 아스피린 복용군에서 43.2%, 아스피린 

비복용군 18.9%에서 발현이 되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24) (Fig. 1A, Table 3). β-catenin의 세포질 염색은 아

스피린 복용군과 비복용군 양 군 모두 거의 다 발현되었고 grade 2와 

3에 양 군 모두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내었으나 통계적인 의미는 없

었다(100% vs. 97.3%, P=0.763) (Fig. 1B, Table 3).

일반적 특성에서 양 군 간의 의미있는 차이를 보인 당뇨병이 있

는 환자들을 제외하고 비교한 결과 양 군 간의 β-catenin의 핵 내 

발현 또한 아스피린 복용군에서는 50%에서, 아스피린 비복용군에

서는 22.6%에서 나타나 아스피린 복용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높게 나왔고(P=0.038), 세포질 염색은 통계적인 의미는 없었다

(P=0.855) (Table 4). 

2) Cyclin D1의 핵 내 발현

Cyclin D1의 핵 내 발현은 β-catenin과는 반대로 아스피린 복용군

이 78.4%, 비복용군인 91.9%였으나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없

었다(P=0.102) (Fig. 2, Table 5).

당뇨병이 있는 환자들을 제외하고 비교한 결과 양 군 간의 cy-

clin D1의 핵 내 발현은 아스피린 복용군 72.7%, 아스피린 비복

용군 90.3%에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없었다

(P=0.093) (Table 6).

3) 이형성의 정도에 따른 발현

선종의 이형성 정도와 β-catenin 핵 내 발현과의 연관관계를 알아

보니 약한 이형성에서는 β-catenin 핵 내 발현이 총 19명 중 2명에게

서 나타났고 심한 이형성이 있는 16명 중에서는 9명에서 나타나, β-

catenin의 핵 내 발현은 선종의 이형성 정도가 심할수록 의미있는 상

관관계를 나타내었다(P=0.414, Spearman’s rho [r]=0.337) (Fig. 

3). 하지만 선종의 이형성 정도와 cyclin D1의 핵 내 발현과의 연관관

계는 약한 이형성에서는 총 19명 중 16명에게서 cyclin D1의 핵 내 발

현이 나타났으나 심한 이형성이 있는 16명 중에서는 13명에서 나타나 

선종의 이형성 정도와 cyclin D1의 핵 내 발현은 의미있는 상관관계

를 나타내지 않았다(P=0.847, r=-0.023) (Fig. 4). 

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opulation

Aspirin group
(n=37)

Non-aspirin group
(n=37) P-value

Duration (month) 37 (12-120) 0

Age (yr) 0.163

    ≤65 16 22

    >65 21 15

Sex 0.116

    Male 30 24

    Female 7 13

BMI (kg/m2) 24.51±4.47 23.89±4.30 0.543

Smoking (n) 16 17 0.435

Diabetes (n) 15 6 0.020

Dyslipidemia (n) 27 21 0.144

 Values are presented as median (range), mean±SD, or number only. 

Table 2. Comparison between Patients with and without Aspirin 
Intake

Aspirin group
(n=37)

Non-aspirin group
(n=37) P-value

Polyp (n) 0.483

    1 18 15

    ≥2 19 22

Size (mm) 0.219

    <10 27 22

    ≥10 10 15

Location 0.651

    Proximal 8 5

    Distal 14 16

    Both 15 16

Grade of dysplasia 0.176

    Mild 6 13

    Moderate 22 17

    Severe 9 7

Type of adenoma 0.394

    Tubular 35 33

    Tubulovillous 2 4

    Villous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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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β-catenin과 cyclin D1의 발현과의 관계

β-catenin 발현과 cyclin D1 발현 사이의 연관관계에 대해서도 알

아보았으나 통계적인 의미는 없었다(P=0.316, r=0.116) (Table 7).

고   찰

β-catenin은 원래 세포간 접합의 구조적 작용에 관여하는 구조 

단백질로서의 역할 이외에 그 자체로 세포 내 신호전달에 관여하

Fig. 1. (A) Scoring system for β-catenin nuclear immunostaining, grouped into either negative or positive (×200). (B) Scoring system for β-
catenin cytoplasmic immunostaining: grade 1, weekly stained; grade 2, moderately stained; and grade 3, strongly stained (×200). 

B

A

Table 3. Nuclear and Cytoplasmic Localization of β-Catenin 
Expression according to Aspirin Intake

Aspirin group 
(n=37)

Non-aspirin 
group (n=37) P-value

Nucleus expression 16 (43.2) 7 (18.9) 0.024

Grade of cytoplasm expression

    0 0 (0.0) 1 (2.7)

    1 19 (51.4) 18 (48.6)

    2 13 (35.1) 12 (32.4)

    3 5 (13.5) 5 (13.5)

    Total 37 (100) 36 (97.3) 0.763

Values are presented as n (%).

Table 5. Nuclear Localization of Cyclin D1 Expression according to 
Aspirin Intake

Cyclin D1 
expression

Aspirin group
 (n=37)

Non-aspirin group
 (n=37) P-value

Negative 8 (21.6) 3 (8.1) 0.102

Positive 29 (78.4) 34 (91.9)

Values are presented as n (%).

Table 4. Nuclear and Cytoplasmic Localization of β-Catenin 
Expression according to Aspirin Intake in Patients without Diabetes

Aspirin group 
(n=22)

Non-aspirin 
group (n=31) P-value

Nucleus expression 11 (50.0) 7 (22.6) 0.038

Grade of cytoplasm expression

    0 0 (0.0) 1 (3.2)

    1 12 (54.5) 16 (51.6)

    2 6 (27.3) 9 (29.0)

    3 4 (18.2) 5 (16.1)

    Total 22 (100) 31 (100) 0.855

Values are presented as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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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9 

이러한 β-catenin의 과발현은 종양의 생성과 악성화 과정, 전이 과

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특히 대장암에서 β-

catenin의 발현 증가는 분화도, 침습도, 전이와 관련이 있고 이는 

환자의 예후와도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β-catenin

의 조절기전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APC 단백이 β-

catenin의 발현을 조절하는 데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GSK-3β

가 세포질 내에서 APC 단백, axin, β-catenin과 복합체를 형성하면 

GSK-3β는 actin과 함께 β-catenin, APC의 인산화 작용을 거쳐 프

로테오좀(proteosome)에 의해 분해된다.28-30 대장암의 경우 APC 

혹은 β-catenin의 유전자 변이로 인한 기능 상실로 β-catenin이 세

포질에 축적되거나,31,32 LEF/TCF계와 중합하여 핵을 통과하여 β-

catenin-LEF/TCF 복합체를 형성하며 이는 세포막에서 세포극성을 

유지하는 zonula occludens-1의 유전자를 억제하여 세포막의 극성 상

실을 유발하여 세포부착력을 떨어뜨리고 이 복합체의 활성화는 c-

myc, cyclin D1 등의 β-catenin의 하류 표적 유전자의 발현을 증가시

켜 결과적으로 세포의 전사를 증가시켜 종양을 일으키게 된다.11,33 따

라서 β-catenin의 세포질과 핵 내의 발현 및 cyclin D1의 핵 내의 발

현은 대장의 선종에서 악성화의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34,35

최근 들어 대장암의 발병률이 높아짐에 따라 대장암의 발병을 예

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아

스피린과 celecoxib, rofecoxib와 같은 선택적 COX-2 억제제를 포

Fig. 2. Scoring system for cyclin D1 nu-
clear immunostaining, grouped into either 
negative or positive (×200).

Table 6. Nuclear Localization of Cyclin D1 Expression according to 
Aspirin Intake, in Patients without Diabetes

Cyclin D1 
expression

Aspirin group 
(n=22)

Non-aspirin group 
(n=31) P-value

Negative 6 (27.3) 3 (9.7) 0.093

Positive 16 (72.7) 28 (90.3)

Values are presented as n (%).

Fig. 3. Correlation between grade of adenoma dysplasia and β-ca-
tenin expression.

Fig. 4. Correlation between grade of adenoma dysplasia and cyclin 
D1 expression.

Table 7. Correlation between Nuclear β-Catenin and Nuclear Cyclin 
D1 Expression

β-Catenin(+) β-Catenin(-) P-value

Cyclin D1(+) 21 42 0.316

Cyclin D1(-)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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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한 sulindac과 같은 비스테로이드 소염제는 대장의 선종 발생과 대

장암의 발생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16-23 그 기전의 규명을 위

해 많은 노력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 비스테로이드 소염제의 항암효

과는 세포주기의 정지(cell cycle arrest)와 세포 사멸(apoptosis)에 기

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분자생물학적인 원인은 아직 정확히 규명되

지 않았다.36-38 지금까지 연구되어온 비스테로이드 소염제의 항암 기

전으로는 COX-2의 차단으로 인한 prostaglandin E2의 생성 저해가 

가져오는 항염증효과를 들 수 있으며,24-26 이외에도 Bcl-2, nuclear 

factor kappa-light-chain-enhancer of activated B cells (NF-κB), 

N-acetylglucosamine-1 (NAG-1), 그리고 peroxisome proliferator-

activated receptor-gamma (PPAR-γ) 등의 많은 분자적 경로들이 연

관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39-42 최근 들어 비스테로이드 소염제가 

Wnt 경로에서 β-catenin의 발현을 억제하여 종양형성을 억제한다는 

기전에 대한 발표가 나오고 있다. Indomethacin, sulindac, 아스피린 

등이 인간대장암세포주에서 β-catenin의 발현을 억제한다는 보고가 

있으며,43-49 최근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에서 처음으로 ibu-

profen이 산발성 대장 선종에서 β-catenin 및 cyclin D1의 핵 내 발현

을 억제시킨다는 보고가 있었다.50 그리고 sulindac이 Lynch 증후군이

나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 환자의 정상 대장 조직에서,48 그리고 가족

성 선종성 용종증 환자의 선종에서 β-catenin의 발현을 억제시킨다

는 보고도 있었다.51

이번 연구는 아스피린의 장기 사용이 산발성 대장 선종에서의 Wnt 

경로에서 β-catenin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번 연구는 β-catenin에 대한 이전 연구들과 달리 많이 연구된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산발성 대장 선종이 있는 환자

들을 분석하였으며 비스테로이드 소염제 중에서도 주로 연구된 sulin-

dac이 아닌 아스피린을 사용한 경우만 대상으로 하였다.

이번 연구 결과 아스피린 복용군에서 비복용군과 비교하여 β-ca-

tenin의 발현이 억제되지 않았으며 cyclin D1은 아스피린 복용군이 비

복용군보다 핵 내 발현이 낮게 나왔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대장암 세포주를 이용한 이전 연구들에서 아스피린이 β-ca-

tenin의 발현을 억제한다는 보고들이 있었다.43,44 인체조직을 이용한 

이번 연구에서 그와는 다른 결과가 관찰된 원인에 대해 생각하면 첫

째, 대상 환자들의 아스피린의 복용 기간이 아스피린의 효과가 나타

나기에는 충분치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이번 연구 결과 아스피린

이 Wnt/β-catenin 경로를 억제하는데 효과가 없다고 나온 것은 항진

된 β-catenin의 신호가 아스피린의 β-catenin 발현의 억제 효과를 상

회한 결과일 수도 있다. 둘째,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에서는 선종의 발

생이 문지기 유전자(gatekeeper gene)로서 가장 많이 알려진 APC 유

전자의 돌연변이에 의해 생기는 반면, 산발성 선종은 APC 유전자 이

외의 다른 문지기 유전자가 관여할 수 있다. 따라서 Wnt/β-catenin 

경로 이외의 다른 경로나 후성적 변화와 같은 다른 기전들이 관여했

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연구의 설계가 후항적이므로 연구 

방법 자체가 이러한 문제에 답을 줄 수는 없었다.

그 외 추가적인 결과로 β-catenin의 발현은 선종의 이형성이 심할

수록 연관이 있었으며 β-catenin 발현과 cyclin D1 발현은 서로 연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β-catenin의 핵 내 발현이 선종의 이형

성이 심할수록 연관성이 있다는 것은 대장 선종의 80% 이상은 APC 

유전자의 결손이 발생하여 β-catenin의 세포 내 축척을 일으키는 것

이 암화 경로의 조기 과정이라고 알려져 있지만,52 이번 연구의 결과에

서는 이형성이 심할수록 β-catenin의 핵 내 발현이 증가하였기에 β-

catenin이 APC 유전자의 결손에 따른 조기 반응이 아니라 APC 유전

자의 결손과는 독립적인 β-catenin의 역할 또한 있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β-catenin과 cyclin D1 사이에 상관 관계를 보이지 않는 

것도 역시 β-catenin의 하류 표적 유전자는 cyclin D1 외에 c-myc, 

matrix metalloproteinase matrilysin도 존재하여 복잡한 신호전달 체

계에 더 민감한 유전자 인자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한 cyclin D1

의 다른 역할이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스피린의 항암효과로 

beta-catenin의 발현 억제보다는 항염증효과가 더 주된 기전으로 작

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기 위해서는 아스피린의 β-catenin 발현과 더

불어 항염증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작용기전을 규명하기 위한 

실험이 추가되어야 한다.

이번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대상환자의 수가 적다는 점과 둘

째, 비교군과 대조군간 나이, 성별 및 선종의 위치에 차이가 난다는 

점, 셋째 후향적 연구이므로 의무기록을 통한 분석으로는 아스피린의 

정확한 복용 기간이나 용량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대로 대상 환자의 아스피린의 복용 기

간 중앙값이 37개월로 비교적 짧아 아스피린의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충분치 않을 수 있다. 넷째로는 비록 환자에 대한 정보를 모르는 병

리과 의사가 염색의 정도 및 이형성 정도를 판정하였지만 한 명의 병

리과 의사가 이를 모두 시행한 점에서 비뚤림(bias)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선종 및 대장암의 발생에 영향을 끼치

는 체질량지수, 흡연력은 양 군에서 통계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

나 대장암의 가족력 등 일부 교란변수(confounding factor)들을 완전

하게 배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β-catenin의 발현에 끼치는 아스피

린만의 영향을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점들

을 극복하고 아스피린의 정확한 기전을 알기 위해서는 같은 환자에

서 아스피린 투여 전후의 면역염색을 시행하여 비교하는 연구 설계의 

구성이 필요하다.

아스피린의 산발성 대장 선종에 대한 항암효과는 연구는 아직도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태이다. 이번 연구는 대장암 세포주가 아닌 임

상 자료를 이용하여 산발성 대장 선종에서 아스피린의 단독 사용이 

Wnt 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겠으나 후향적 연구로 인하여 결과의 해석에는 제한이 있었다. 

앞으로 아스피린의 대장암에 대한 항암기전에 대한 규명을 위해서는 

전향적 연구로서 동일 환자에서 아스피린 투여 전후의 면역염색을 포

함한 대규모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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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발성 대장 선종에서 아스피린이 핵 내 β-Catenin의 발현에 미치는 영향
김희정ㆍ이성준ㆍ박성철ㆍ최대희ㆍ강창돈ㆍ강  구1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내과학교실, 병리학교실1

목적: 아스피린을 포함한 비스테로이드 소염제(NSAIDs)의 사용은 대장직장암과 그 전구 병변인 대장 선종의 위험성을 줄인다고 알려져 있

다. 이에 대한 기전으로 비스테로이드 소염제의 COX-2 억제 외에 대장 종양 발생에서 작용하는 Wnt 신호경로의 핵심 중개자인 β-catenin의 

핵 내 이동이 억제되고, 이로 인하여 하류 표적 유전자인 cyclin D1의 발현 역시 억제되어 항종양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이 제시된 바 있다. 가

족성 선종성 용종증 환자에서 비스테로이드 소염제가 선종의 β-catenin 발현을 억제함이 보고된 바 있으나 산발성 대장 용종에서의 보고는 

아직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산발성 대장 선종 환자에서 아스피린 사용이 β-catenin 신호경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방법: 강원대학교병원에서 대장내시경을 시행하여 대장 선종을 진단받은 환자 중에서 아스피린을 12개월 이상 복용한 환자 37명과 그렇지 

않은 환자 37명간에 선종의 크기와 이형성의 정도 등을 포함한 임상병리학적 특성을 비교하고 면역조직화학 염색법으로 선종에서의 핵 내 β- 

catenin과 cyclin D1의 발현 정도를 비교하였다. 

결과: 아스피린의 복용 기간은 중양값 37개월이었으며 아스피린 복용군과 비복용군에서 전체적인 선종의 크기나 조직형 및 이형성 정도는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아스피린 복용군의 43.2%에서 핵 내 β-catenin 발현을 보였으며 아스피린 비복용군에서는 18.9%에서 발현을 보였다(P

＜0.05). 핵 내 cyclin D1의 발현은 아스피린 복용군에서 78.4%, 아스피린 비복용군에서 91.9%로 두 군 간에 통계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

다.

결론: 이번 후향적 연구에서 아스피린을 복용한 군은 그렇지 않은 군과 비교하였을 때 산발성 대장 선종에서 β-catenin의 발현이 억제되지 않

았다. 따라서 아스피린의 항암효과에 대한 향후 전향적인 대규모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색인단어: 대장 선종; 아스피린; β-caten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