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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위암에서 ATM과 BRCA1의 발현 및 현미부수체

불안정성의 임상적 의미와 olaparib의 이월효과

김진원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분자종양의학

목적 : DNA 손상반응의 장애는 여러 종양에서 확인되고 최근에는

종양치료의 표적으로 생각되고 있다. 따라서 위암에서의 DNA

손상반응에 관여하는 분자 유전학적 표지자의 임상적 의미를

탐색하고 이로 인한 유전적 불안정성의 지표인 현미부수체

불안정성 (microsatellite instability, MSI)의 임상적 의의를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표지자가 보조항암 화학요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고, DNA 손상반응을 표적으로 하는

olaparib의 이월효과를 확인하여 임상적 적용을 모색하고자 한다.

방법 : D2 림프절 절제를 포함한 근치적 위암 수술을 받은 359명의

수술검체를 이용하였다. Ataxia-telangiectasia mutation (ATM)과

breast cancer type 1 susceptibility protein (BRCA1)의 단백발현 및

현미부수체 불안정성의 상태를 확인하여 임상병리학적 특징을

밝히고 이에 따른 항암치료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ATM 발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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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염색에서 -, +/-, +, ++, +++로 발현 강도를 읽고, -, +/-, +를

저발현 (low expression)으로, ++, +++를 고발현 (high

expression)으로 분류하였다. BRCA1 발현은 세포핵에서

면역염색되는 양상을 음성, 저발현, 고발현으로 나눠 분석하였다

(저발현과 고발현은 modified histo score의 중간값으로 분류). 또한

현미부수체 불안정성 상태는 microsatellite stable (MSS),

microsatellite instability-low (MSI-L)는 MSI-negative로,

microsatellite instability-high (MSI-high)는 MSI-positive로

분류하였다. 또한 MSI-positive 위암에서의 보조항암 화학요법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근치적 수술을 시행받고 보조항암

화학요법의 대상이 되는 병기 II/III기 위암 환자 170명을 추가로

분석하였다. 실험실 연구로 위암 세포주에서 olaparib을 지속적으로

처리한 후 내성을 유발하였고, irinotecan, paclitaxel, cisplatin에

대한 olaparib의 이월효과 및 그 기전을 규명하였다.

결과 : ATM 면역염색이 가능한 321명 중 ATM 저발현이 205명

(63.9%)에서 확인되었고, ATM 저발현을 가진 환자들에서 고령 (p

= 0.025), 더 진행된 병기 (p = 0.001), MSI-positive 종양(p =

0.014)이 많이 발견되었다. ATM 단백발현이 적은 경우에 5년

무병생존율과 전체생존율이 ATM 발현이 높은 경우보다 낮았고

(무병생존율: 62.5% vs. 76.4%, p = 0.017, 전체생존율: 65.9% vs.

78.5%, p = 0.027), MSI-negative이면서 ATM 단백발현이 적은

환자군이 가장 예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BRCA1

면역염색이 가능한 318명의 위암 환자들 중에 BRCA1 단백발현도

155명 (48.7%)에서 결핍되어 있었고, 96명 (30.2%)에서는 저발현을

보였다. BRCA1의 결핍 및 저발현을 보이는 경우에 진행된 병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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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이 많았고 (p < 0.001), 신경주변 침범이 많았다 (p = 0.032).

전체적으로 BRCA1의 단백발현이 줄어든 경우에 좋지 않은 예후를

보였다. 하지만 BRCA1의 결핍이 있는 환자에서 보조항암

화학요법의 효과가 더욱 두드러지는 결과를 보였다. 전체 359명의

환자 중 41명 (11.4%)에서 MSI-positive 종양으로 확인되었다.

위암에서 MSI-positive 종양은 70세 이상 (25.7%, p < 0.001),

분화가 좋은 암종 (well or moderately differentiation, 25.0% or

13.7%, p = 0.005), 장막형 (16.0%, p = 0.028), 위의 전정부 (17.4%,

p = 0.005)에서 많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병기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 = 0.396). 또한, MSI-positive 종양은

MSI-negative 종양에 비해 비교적 예후가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근치적 수술을 받고 보조항암 화학요법의 대상이 되는 병기 II/III기

MSI-positive 위암 환자 170명을 분석하였을 때, fluoropyrimidine

단독으로 보조항암 화학요법을 시행한 경우가 항암치료를 하지

않은 경우보다 예후가 좋았고, 종합적으로 최소한 나쁘지 않는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무병생존에 대한 위험도 = 0.2, p =

0.027; 전체생존에 대한 위험도 = 0.3, p = 0.043). 실험을 통하여

위암 세포주 (SNU-484, SNU-601, SNU-668, KATO-III)에서

olaparib 내성을 유도하였는데, KATO-III를 제외한 나머지

세포주에서 olaparib에 저항성을 보일수록 cisplatin에도 같이

저항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고, SNU-484, SNU-668, KATO-III

세포주에서는 olaparib에 저항성을 보일수록 irinotecan에 대해

민감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paclitaxel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었다. Olaparib에 저항을 보이는 세포주에서 ATM/ATR

축 및 p-Chk1/2 단백발현에 보상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Wes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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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tting를 통해 확인하였고, cisplatin에 저항성을 보였던 olaparib-

저항성 SNU-484, SNU-601, SNU-668 세포주에서 ERCC1이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olaparib를 장기간 처리한

세포주에서 세포핵이 커지고 irinotecan의 표적인 topoisomerase 1

활성도가 증가되었다. Irinotecan에 민감성을 보이지 않았던

olaparib-저항성 SNU-601 세포주에서는 다른 세포주와는 다르게

tyrosyl-DNA phosphodiesterase 1에 돌연변이가 확인되었고

단백발현 감소도 없었다.

결론 : 상당수의 위암에서 DNA 손상반응에 관여하는 ATM 및

BRCA1 단백발현의 결핍 및 감소와 MSI-positive 종양이

확인되었고, 이들은 특징적인 임상 및 병리학적 소견을 보였다.

그리고 보조항암 화학요법의 효과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암

세포주에서 irinotecan 및 cisplatin에 대한 olaparib의 이월효과를

실험실에서 증명할 수 있었고, 이는 추후 olaparib의 임상 적용에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요어 : DNA 손상 반응, olaparib, 현미부수체 불안정성,

ataxia-telangiectasia mutation, breast cancer type 1 susceptibility

protein, irinotecan, cisplatin, 이월효과

학번 : 2011-3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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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병기 II, III기 위암에서의 수술 후 보조항암 화학요법의 효과는

대규모 3상 임상시험을 통해 정립이 되었다 (1, 2, 3, 4). 2007년에

일본에서 fluoropyrimidine의 전구체인 S1을 수술 후 1년간

복용하는 것이 3년 무병생존율을 59%에서 72%로 늘리며, 3년 전체

생존율을 70%에서 80%로 늘린다고 보고하였다 (1). 이후 5년

추적관찰에서도 이러한 효과가 유지됨을 보고하였다 (2). 또한 국내

의료진이 중심이 되어 시행한 CLASSIC 연구를 살펴보면,

capecitabine과 oxaliplatin을 병용한 XELOX요법을 수술 후 6개월간

사용하였을 때 3년 무병생존율을 59%에서 74%로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5년 장기 추적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3, 4). 따라서 S1 1년 요법이나 XELOX 6개월

요법이 병기 II, III기 위암에서 수술 후 표준 보조항암 화학요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수술 후 약 50% 정도의 환자들은 보조항암

화학요법을 시행하지 않아도 재발을 겪지 않으며, 반면 보조항암

화학요법을 시행 받은 환자들의 약 30%는 결국 재발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보조항암 화학요법의 대상 환자 선택 및 약제

선택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하겠다.

또한 전이성 또한 재발성 위암에서의 중간 생존은 아직 1년

남짓으로 나쁜 예후를 보이고 있다. HER2를 표적으로 하는

trastuzumab을 1차 치료에 추가하는 것이 HER2 양성 위암에서

생존율을 개선하였으나, 이후 진행된 bevacizumab을 1차 치료에

추가한 연구에서는 더 좋은 결과를 보이지 못 하였고, EGFR을

표적으로 하는 cetuximab을 이용한 연구도 실패 하였으며, FG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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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c-met을 표적으로 하는 연구도 좋은 결과를 보고하지 못 하였다

(5, 6, 7, 8). 최근 위암의 2차 항암치료에서 ramucirumab을

paclitaxel에 병용하였을 때 추가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immune check point blockade를 이용한 임상연구

결과가 기대되고 있지만 아직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이고 있지

못하다 (9, 10). 따라서 새로운 표적 및 치료제가 필요한 실정이다.

세포는 외부나 내부의 자극에 의해 끊임없는 DNA 손상을 입지만

정교한 DNA 손상 반응에 의해 유전적 안정성을 유지한다 (11).

DNA 손상 반응에 의해 손상 받은 세포의 운명은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이 된다. 이러한 요소에는 손상 받은 부위, DNA 수선

(DNA repair), programmed cell death에 의한 세포 사멸 유도 등이

있다. DNA 손상 반응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장애가 확인된 유전성

질환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DNA 손상 반응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게 되었는데, 이러한 예로는 ataxia-telangiectasia-mutated

(ATM) gene 혹은 Nijmegen breakage syndrome gene에 유전적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 DNA double-strand breaks (DSB)의 수선에

문제가 있고, 이러한 소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서 종양이

호발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12). Breast cancer type 1/2

susceptibility protein (BRCA1/2)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도

homologous recombination에 의한 DSB의 수선에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유방암이나 난소암의 호발로 이어진다 (13). 또한 유전성

비용종증 대장암 (hereditary nonpolyposis colorectal cancer)은

DNA 부정합교정 유전자 (DNA mismatch repair gene, MMR)

장애로부터 발생한다 (14). DNA 손상 반응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서

암 발생이 증가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있는 암들은 DNA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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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나 방사선 치료에는 매우 좋은 반응을 보인다 (15). 따라서

이러한 DNA 손상 반응은 암 치료에 좋은 표적이 될 수 있다.

DNA 손상 반응에 관여하는 분자유전학적 표지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ATM 와 BRCA1이 가장 많이 연구되어 있다 (16,

17). 림프종, 대장암, 위암, 두경부암, 폐암에서 ATM 기능의 저하가

보고되어 있고, 이러한 ATM의 기능저하는 poly ADP ribose

polymerase (PARP) 억제제인 olaparib의 예측인자로 기대되고 있다

(18, 19, 20). 또한 BRCA1 유전자의 돌연변이는 배선세포

돌연변이로 발견되고 있지만, 종양세포에서도 BRCA1의 기능

저하가 발견되고 있다 (21). 따라서 ATM과 BRCA1의 발현여부가

DNA 손상 반응을 표적으로 하는 항암제의 반응을 예측하는 인자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종양 내에서 발현의 정도 및 발현에

따른 임상적 특징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ATM과

BRCA1의 종양 내의 발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고 위암에서의

연구는 특히 드물다. 따라서 위암에서의 ATM과 BRCA1의 발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현미부수체 불안정성 (microsattellite instability, MSI)은 DNA

부정합교정 유전자의 장애에 의해 발생하고 종양의 유전적

불안정성을 대표한다 (22). 대장암에서 현미부수체 불안정성이 높은

경우 (microsattellite instability-high, MSI-H)가 20%정도에서

보고되며 DNA 부정합교정 유전자인 MLH1, MSH2의 단백질 발현

저하와 매우 잘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MSI-H

종양은 림프절 전이가 적고 대장암 근위부에 발생하는 등의

임상병리적 특징을 가진다 (23, 24). 또한 예후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인자로 생각되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fluoropyrimidine의 치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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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저항성을 보이기도 하는데, 대장암 병기 II기 환자에서는

fluoroyrimidine 단독으로 보조항암 화학요법을 시행할 경우의 치료

성적이 항암치료를 시행하지 않는 군보다 떨어짐을 보고 하였다

(24).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guideline에서도 현미부수체 불안정성 상태를 확인 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MSI-H인 병기 II기 대장암인 경우에는

fluoropyrimidine 단독치료는 추천하고 있지 않다.

위암에서도 MSI-H가 대략 10% 정도로 보고되고 있으며,

현미부수체 불안정성에 따라서 임상병리학적 특징이 나뉘고 예후도

다르다고 보고하고 있다 (25, 26, 27). 따라서 MSI-H를 보이는

위암의 특성을 고려하고 대장암에서 현미부수체 불안정성에 대한

연구를 비추어 볼 때, fluoropyrimidine을 근간으로 하는 위암의

보조항암 화학요법에서 MSI-H를 보이는 위암의 치료 반응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 따라서 MSI-H를 특징으로 하는

위암에서의 보조항암 화학요법의 효과를 확인하고 항암제의 종류에

따른 차이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Olaparib은 single-strand DNA breaks 시 PARP를 억제하여 결국

DSB를 유도하여 세포사멸을 일으키는 약제이다 (28). Olaparib은

BRCA1/2 돌연변이, ATM 기능 저하, RAD51 결여 등의

homologous recombination repair에 장애가 있는 경우 효과적으로

작용하며, DNA 손상 약제들과 병용하였을 때 더욱 효과적이다 (29,

30).

위암의 2차 치료로 olaparib을 사용한 이중 맹검 무작위 2상 임상

연구 결과를 보면, paclitaxel 단독보다 paclitaxel에 olaparib을

추가한 경우에서 무진행생존의 증가가 미미한 반면에 (3.9 vs.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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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 p = 0.261), 전체생존율의 증가는 뚜렷하였다 (13.1 vs. 8.3

개월, p = 0.010) (31). 하지만 무진행생존의 증가가 유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생존 기간이 더 많이 증가한 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과학적 설명은 없는 상태이고, 3차 치료로 사용된

irinotecan에 대한 olaparib의 이월효과 (carryover effect)에 의한

것으로 가설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olaparib의 이월효과가

실제로 작용하는 지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olaparib의 임상 적용에 이용되어야 한다.

종합적으로 위암에서 새로운 치료 표적으로 DNA 손상 반응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DNA 손상 반응의 임상적 의미와 적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하에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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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 및 방법

가. 위암에서 ATM과 BRCA1 발현 및 현미부수체

불안정성

1) 대상 환자

2005년 1월부터 2006년 2월까지 D2 림프절 절제를 포함한 근치적

절제수술을 시행 받은 359명의 환자들을 분석하였다.

2) 분석 대상 및 방법

ATM의 단백 표현형은 시판되고 있는 anti-ATM monoclonal

antibody (Epitomics Inc, CA, USA, at 1:50 dilution)를 이용하여

면역염색 (immunohistochemistry)으로 평가하여 low ATM

expression (-, +/-, +)와 high ATM expression (++, +++)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BRCA1의 단백발현은 시판되는 anti-BRCA1

antibody, MS110 (Calbiochem, darmstadt, germany, diluted at

1:200)를 이용하여 평가하였고 발현 강도 (0, 1, 2, 3)와 발현된 범위

(%)의 곱으로 구해서 modified histo score (H-score, range

0-300)를 구하였고 중간값 (median value)을 기준으로 low

expression과 high expression으로 나눠 분석하였다. 현미부수체

불안정성은 mononucleotide markers: BAT 25 (located 4q12-13

KIT gene, intron 16, T25 repeat), BAT 26 (located 2p22-21,

hMSH2 gene, exon5, A26 repeat)와 dinucleotide markers: DS123

(located 2p 16.3, CA repeat), D5S346 (located 5q22.2, CA repeat),

D17S250 (located 17q12, CA repeat)의 5개의 표지자를 확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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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의 표지자에서 불안정성이 보이는 경우 microsatellite

instability-high (MSI-H)로 1개의 표지자에서 불안정성을 보이는

경우는 microsatellite instability-low (MSI-L), 불안정성이 없는

경우는 microsatellite-stable (MSS)로 구분하였고 MSI-H를

MSI-positive로 MSI-L와 MSS를 MSI-negative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병리 결과와 임상정보는 의무기록을 확인하여 얻었다.

나. 현미부수체 불안정성 위암에서의 보조항암

화학요법의 효능

1) 대상 환자

2012년 6월까지 MSI 결과가 있는 서울대병원의 위암 환자들과

2012년 2월까지 MSI 결과가 있는 분당서울대병원의 위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중 D2 림프절 절제를 포함한 근치적 절제수술을 시행

받은 환자들을 선별하였다. 최종적으로 american joint committee

on cancer (AJCC) 6판 기준 병기 II/III기로 보조항암 화학요법의

대상이 되는 환자들을 분석하였다.

2) 분석 대상 및 방법

현미부수체 불안정성은 앞에 언급한 방법과 동일하게 5개의

표지자를 확인하여 2개 이상의 표지자에서 불안정성이 보이는 경우

MSI-H로, 1개의 표지자에서 불안정성을 보이는 경우는 MSI-L,

불안정성이 없는 경우는 MSS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MSI-H를

MSI-positive로 MSI-L와 MSS를 MSI-negative로 분류하였다.

병리 결과와 임상정보는 의무기록을 확인하여 얻었고, 보조항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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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요법은 fluoropyrimidine 단독과 platinum/fluoropyrimidine

병용요법, 보조항암 화학요법을 받지 않은 경우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다. 위암 세포주에서 olaparib의 이월효과 (carry-

over effect) 확인

1) 저항성 세포주 확립 및 세포 독성 확인

0.1μM, 1μM의 olaparib을 SNU-484, SNU-601, SNU-668,

KATO-III에 주 3회로 6개월 이상 지속 처리하여 저항성 세포주를

확립하였고, 세포 성장 억제 시험 (cell growth inhibition assay) 및

콜로니 형성 시험 (colony forming assay)를 통하여 저항성을

확인하였다.

1-1) 세포 성장 억제 시험 (cell growth inhibition assay)

0.1μM, 1μM의 olaparib에 6개월 이상 노출시켜 저항성을 획득한

위암 세포주를 96 well plate에 3000-6000 cells/well의 농도로

분주한 후 다음날 olaparib, cisplatin, paclitaxel, irinotecan을 여러

농도로 처리하였다. 5일 동안 배양한 후 MTT (3-[4,5-

dimethylthiazol-2-yl]-2,5- diphenyltetrazolium bromide; thiazolyl

blue) dye (Sigma-Aldrich Co. LLC., USA)를 분주하고 37℃에서

4시간 동안 배양 하였다. 그 후 배지를 제거한 다음 DMSO을 150㎕

씩 넣고 formazan이 완전히 용해되면 540 nM파장에서 결과를

측정하였다.

1-2) 콜로니 형성 시험 (colony formation as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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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well plate에 single cell로 잘 풀어준 세포를 2000-7000개로

seeding한 후 다음날 약제를 처리하고 14일간 배양하였다. 14일 후

배지를 제거하고 colony를 coomassie blue로 염색하고 control

대비하여 약제 처리 시 colony 수와 크기의 변화를 colony

counter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2) Western blot analysis

약제를 다양한 농도로 세포주에 처리하여 일정시간 incubation 한

다음 P-40 lysis buffer(50mM Tris-HCl(pH 7.5), 150mM NaCl,

1.0% NP40, 1mM PMSF)를 이용하여 단백질을 추출한 후, 100㎍의

단백질을 5-15% SDS-PAGE를 통해 전기영동 하여 nitrocellulose

membrane에 electrotransfer 한 다음 확인하고자 하는 단백질의 1차

항체로 probing하였다. 이 후, 특정 2차 항체를 처리 후 enhanced

chemiluminescence (ECL, Amersham, Bucks, UK)를 이용하여

immunodetection 하였다.

3) 면역 형광 시험 (Immunofluorescence assay)

Chromosome의 relaxation 정도를 확인하고자, olaparib에 저항성을

보이는 세포주와 그 parental 세포주를 0.01% poly-L-Lysine에

seeding한 후 핵을 DAPI로 염색하고 confocal (Zeiss LSM 510

laser scanning microscope)으로 관찰하였다.

4) Topoisomerase 1 (TOP1) activity assay

각 세포주로부터 핵을 추출하여 이전의 프로토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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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coiled pHOT1 plasmid (TopoGEN, Inc, Buena Vista, CO,

USA)의 relaxation을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TOP1 활성도는

supercoiled DNA 소실 정도로 측정되었다.

5) TOP1과 tyrosyl- DNA phosphodiesterase 1 (TDP1)의

DNA 염기서열 분석 (DNA sequencing)

Olaparib에 저항성을 획득한 세포주와 parental 세포주에서

TOP1과 TDP1의 돌연변이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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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가. 위암에서 ATM과 BRCA1발현 및 현미부수체

불안정성

대상 환자 359명의 임상 및 병리 특징에 대해서는 Table 1에

정리하였다. 이 중 ATM 면역염색이 가능한 대상환자는

321명이었고 BRCA1 면역염색이 가능한 환자는 318명 이었다

(Figure 1, 2). 위암에서 ATM low expression이 63.9%에서 확인

되었고 ATM 단백발현과 현미부수체 불안정성은 상관관계가

있었다 (Figure 3, Table 2). MSI-positive에서 ATM low

expression이 많았다. 진행된 병기일수록 ATM 단백이 적은 경우가

많았다 (p = 0.001). 또한 전체적으로 ATM 단백발현이 적은

경우에서 좋지 않은 예후를 보이고, MSI-negative이면서 ATM

단백발현이 적은 경우에 가장 예후가 좋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ure 4).

위암에서 종양 내 BRCA1 단백발현은 48.7%에서 BRCA1-

negative로, 30.2%에서 BRCA1 low expression, 21.0%에서 BRCA1

high expression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BRCA1 단백발현이 적은

경우 예후가 나쁜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ure 5). BRCA1-negative

위암에서 수술 후 보조항암 화학요법이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BRCA1-negative (Figure 6a, 6c)인 병기 III기 위암

환자들에서 BRCA1-positive (Figure 6b, 6d)인 위암에서보다

보조항암 화학요법의 효과가 극대화 되었다.

ATM과 BRCA1의 단백발현은 관계가 있었다 (Table 3). 하지만

BRCA1의 발현과 현미부수체 불안정성은 관계가 없었다 (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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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Sex

  Male 236 65.7

  Female 123 34.3

Age

  <70 285 79.4

  ≥70 74 20.6

WHO histology classification 

  Well-differentiated 16 4.5

  Moderately-differentiated 117 32.6

  Poorly-differentiated 158 44.0

  Signet ring cell 42 11.7

  Undifferentiated 1 0.3

  Other 25 7.0

Operation type

  Total gastrectomy 117 32.6

  Subtotal gastrectomy 224 62.4

  Proximal gastrectomy 17 1.7

  Whipple 1 0.3

Lauren classification 

  Diffuse 137 38.2

  Intestinal 175 48.7

  Mixed 44 12.3

  Unknown 3 0.8

Tumor location 

  Cardia 21 5.8

  Body 183 51.0

  Antrum 155 43.2

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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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T stage 

  Ia 6 1.7

  Ib 29 8.1

  II 88 24.5

  III 172 47.9

  IVa 58 16.2

  IVb 6 1.7

N stage 

  N0 117 32.6

  N1 99 27.6

  N2 49 13.6

  N3a 61 17.0

  N3b 33 9.2

Stage

  I 76 21.2

  II 145 40.4

  III 138 38.4

Lymphatic invasion 

  Absent 137 38.2

  Present 222 61.8

Venous invasion   

  Absent 308 85.8

  Present 51 14.2

Perineural invasion 

  Absent 161 44.8

  Present 198 55.2

Adjuvant chemotherapy

  Applied 176 49.0

  Non-applied 183 51.0

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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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TM immunohistochemistry. a. strong expression, b.

moderate expression, c. normal mucosa, d. loss of expression in

cancer cells, original magnification x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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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Immunohistochemistry of BRCA1 nuclear expression. a.

negative, b. weak, c. moderate, d. strong staining intensity (H&E

stain Ⅹ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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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Example of MSI-positive tum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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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ATM   protein expression

p value
Low   expression 

(N=205) 

High   expression 

(N=116)

Microsatellite   stable 161 (61.7%) 100 (38.3%) 0.014

Microsatellite   

instability-low
12 (52.2%) 11 (47.8%)

Microsatellite   

instability-high
32 (86.5%) 5 (13.5%)

Table 2. The association between microsatellite instability and

ATM protein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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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Disease-free survival and overall survival according to

ATM protein expression and subgroup-combined ATM protein

expression with MSI status. a. disease-free survival, p = 0.017;

b. overall survival, p = 0.027, according to ATM protein

expression; c. disease-free survival, p = 0.009; d, overall survival,

p = 0.049, according to subgroup-combined ATM protein

expression with MSI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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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5. Disease-free survival and overall survival according to

BRCA1 protein expression. a, disease-free survival, p = 0.027; b,

overall survival, p =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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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a.

Figure 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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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c.

Figure 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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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The effects of adjuvant chemotherapy according to

BRCA1 expression. a, disease-free survival in stage III patients

with BRCA1 negative, p < 0.001; b, disease-free survival in

stage III patients with BRCA1 positive, p = 0.236; c, overall

survival in stage III patients with BRCA1 negative, p < 0.001; d,

overall survival in stage III patients with BRCA1 positive, p =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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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CA1 

negative

BRCA1 low 

expression

BRCA1 high 

expression
p value

ATM low 

expression
109 (77.3%) 47 (52.8%) 34 (50.7%) <0.001

ATM high 

expression
32 (22.7%) 42 (47.2%) 33 (49.3%)

Table 3. The association between BRCA1 and ATM protein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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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BRCA1   protein expression

p value

Negative
Low 

expression

High 

expression

Microsatellite stable 127 (48.7%) 79 (30.3%) 55 (21.1%) 0.984

Microsatellite   

instability-low
11 (47.8%) 8 (34.8%) 4 (17.4%)

Microsatellite   

instability-high
17 (50.0%) 9 (26.5%) 8 (23.5%)

Table 4. The association between microsatellite instability and

BRCA1 protein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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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I-positive 종양은 전체 359명의 환자들 중 41명 (11.4%)에서

발견되었다. 나이가 70세 이상에서 유의하게 높았고 (25.7%, p <

0.001), well or moderately differentiation (25.0%, 13.7%, p =

0.005)에서 poorly differentiated나 signet ring cell 보다 높았다.

또한 intestinal type (16.0%, p = 0.028), antrum (17.4%, p = 0.005)

에서 많이 발견되었으나, 병기와는 상관이 없었다 (p = 0.396).

Venous invasion (p = 0.386) 및 lymphatic invasion (p =

0.054)과는 관계가 없으나 perineural invasion (p = 0.027)과 관계가

있었다 (Table 5).

중간 전체생존을 65.1개월간 추적 관찰하였을 때 MSI-positive

(MSI-H) 종양은 MSI-negative (MSS/MSI-L) 종양에서 보다

무병생존율 및 전체생존율이 좋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p = 0.070, p = 0.067, Figur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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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MSI-negative

(MSS/MSI-L)

N=318 

(88.6%)

MSI-positive

(MSI-H)    

N=41 

(11.4%)

p value

Sex Male 214 (90.7%) 22 (9.3%) 0.083

Female 104 (84.6%) 19 (15.4%)

Age <70 263 (92.3%) 22 (7.7%) <0.001

≥70 55 (74.3%) 19 (25.7%)

Histology Well differentiated 12 (75.0%) 4 (25.0%) 0.005

Moderately 

differentiated
101 (86.3%) 16 (13.7%)

Poorly differentiated 140 (88.6%) 18 (11.4%)

Signet ring cell 42 (100.0%) 0 (0.0%)

Undifferentiated 0 (0.0%) 1 (100.0%)

Others 23 (92.0%) 2 (8.0%)

Lauren Diffuse 126 (92.0%) 11 (8.0%) 0.028

Intestinal 147 (84.0%) 28 (16.0%)

Mixed 42 (95.5%) 2 (4.5%)

Location Cardia 21 (100.0%) 0 (0.0%) 0.005

Body 169 (92.3%) 14 (7.7%)

Antrum 128 (82.6%) 27 (17.4%)

Table 5. Clinicopathologic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MSI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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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MSI-negative

(MSS/MSI-L)

N=318 

(88.6%)

MSI-positive

(MSI-H)    

  N=41 

(11.4%)

p value

Stage I 65 (85.5%) 11 (14.5%) 0.396

II 127 (87.6%) 18 (12.4%)

III 126 (89.6%) 12 (8.7%)

Lymphatic Absent 127 (92.7%) 10 (7.3%) 0.054

Present 191 (86.0%) 31 (14.0%)

Venous Absent 271 (88.0%) 37 (12.0%) 0.386

Present 47 (92.2%) 4 (7.8%)

Perineural Absent 136 (84.5%) 25 (15.5%) 0.027

Present 182 (91.9%) 16 (8.1%)

Table 5. Clinicopathologic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MSI status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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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7. Disease-free survival and overall survival according to

MSI status. a. disease-free survival, p = 0.070; b. overall

survival, p = 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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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미부수체 불안정성 위암에서의 보조항암

화학요법의 효능

의무기록실을 통하여 서울대병원과 (2016년 6월까지)

분당서울대병원에서 (2012년 2월까지) 수술한 위암환자들 중

현미부수체 불안정성 검사가 되어 있는 환자를 확인하였고, 그 중

보조항암 화학요법의 대상이 되는 병기 II/III기 (AJCC 6판 기준)

환자 중 170명의 MSI-positive (MSI-H) 환자들을 최종 분석하였다

(Figure 8).

환자들의 구성은 70세 이상이 38.9%로 이었고 lower third에

생기는 종양이 61.2%로 많았으며, intestinal type이 50.6%에서

확인되었고, 68.8%의 환자들이 현미부수체 불안정성의 표지자 5개

모두에서 불안정성을 보였다. Lymphatic invasion이 78.2%,

vascular invasion 15.3%, perineural invasion 41.2%이었으며,

보조항암 화학요법을 받지 않은 경우가 45.9%였고, fluoropyrimidine

단독으로 진행된 경우가 24.7%, fluoropyrimidine과 platinum

병행용법이 25.3%에서 시행되었다 (Table 6). 병기에 따라서는

항암치료 적용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나이에 따라서는

항암치료 적용이 현저한 차이를 보였는데, 80세 이상의

환자들에서는 81.8%에서 항암치료를 하지 않았고 70대

환자들에서도 69.8%의 환자가 항암치료를 받지 않은데 비해 60대

미만에서는 79.6% 의 환자가 항암치료를 받았고 더욱이 50.0%의

환자가 fluoropyrimidine과 platinum의 병용요법을 받았다 (Table

7).

MSI-positive 환자들에서 보조항암 화학요법에 따른 예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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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치료를 하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 fluoropyrimidine 단독으로

치료한 환자들의 예후가 좋았다 (무병생존율: p = 0.112,

전체생존율: p = 0.021, Figure 9). 그리고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인자인 나이, 병기, lymphatic invasion, venous invasion, perineural

invasion, Lauren classification, 보조항암 화학요법 종류를 넣어

다변량 분석을 하였을 때도, fluoropyrimidine 단독으로 보조항암

화학요법을 받은 경우가 받지 않은 경우보다 의미있게 예후가

좋았다 (Table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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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Flow sheet for patients s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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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N, 170 %

Age (median=66.5, range 37-95)

-59 59 34.7%

60-69 45 26.5%

70-79 55 32.4%

80- 11 6.5%

Sex

Male 98 57.6%

Female 72 42.4%

Tumor site

Upper third 16 9.4%

Mid third 44 25.9%

Lower third 104 61.2%

Whole 6 3.5%

WHO classification

Well differentiated 1 0.6%

Moderately differentiated 78 45.9%

Poorly differentiated 76 44.7%

Others 15 8.8%

Lauren classification

Intestinal 86 50.6%

Diffuse 56 32.9%

Mixed 27 15.9%

Table 6. Baseline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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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N, 170 %

Instable microsatellite marker

2 21 12.4%

3 2 1.2%

4 30 17.6%

5 117 68.8%

Pathologic stage

II 109 64.1%

IIIA 44 25.9%

IIIB 17 10.0%

Lymphatic invasion

Yes 133 78.2%

No 37 21.8%

Vascular invasion

Yes 26 15.3%

No 144 84.7%

Perineural invasion

Yes 70 41.2%

No 100 58.8%

Adjuvant chemotherapy

Fluoropyrimidine alone (S1,

UFTE/LV)
42 24.7%

Fluoropyrimidine plus platinum

(FP, XELOX)
43 25.3%

No adjuvant therapy 78 45.9%

Unknown 7 4.1%

Table 6. Baseline characteristics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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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juvant 

chemotherapy 
No adjuvant Fluoropyrimidine

Fluoropyrimidine 

plus platinum
p value

Stage 0.656

Stage II 51 (48.1%) 30 (28.3%) 25 (23.6%)

Stage IIIA 18 (43.9%) 9 (22.0%) 14 (34.1%)

Stage IIIB 9 (56.2%) 3 (18.8%) 4 (25.0%)

Age <0.001

-59 11 (20.4%) 16 (29.6%) 27 (50.0%)

60-69 21 (46.7%) 12 (26.7%) 12 (26.7%)

70-79 37 (69.8%) 12 (22.6%) 4 (7.5%)

80- 9 (81.8%) 2 (18.2%) 0 (0.0%)

Table 7. Adjuvant chemotherapy according to stage and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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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9. Adjuvant chemotherapy in MSI-positive gastric cancer.

a. disease-free survival, b. overall surv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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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zard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p value

Age

-59 1

60-69 5.095 0.796-32.595 0.086

70-79 1.154 0.319-4.174 0.827

80- 2.418 0.809-7.226 0.114

Lauren

Intestinal 1

Diffuse 1.504 0.551-4.108 0.426

Mixed 0.827 0.208-3.293 0.788

Lymphatic invasion

No 1

Yes 3.608 0.756-17.206 0.107

Venous invasion

No 1

Yes 5.412 1.957-14.965 0.001

Perineural invasion

No 1

Yes 0.656 0.260-1.653 0.371

Stage

Stage II 1

Stage IIIA 2.712 0.977-7.529 0.056

Stage IIIB 5.064 1.362-18.834 0.015

Adjuvant chemotherapy

No adjuvant therapy 1

Fluoropyrimidine alone 0.216 0.056-0.839 0.027

Fluoropyrimidine plus
platinum 0.928 0.341-2.529 0.884

Table 8. Multivariate analysis for disease-free surv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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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zard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p value

Age

-59 1

60-69 2.065 0.435-9.811 0.362

70-79 2.767 1.001-7.649 0.050

80- 1.259 0.416-3.805 0.684

Lauren

Intestinal 1

Diffuse 1.201 0.559-2.581 0.639

Mixed 0.292 0.066-1.289 0.104

Lymphatic invasion

No 1

Yes 1.138 0.471-2.751 0.774

Venous invasion

No 1

Yes 2.178 0.858-5.529 0.101

Perineural invasion

No 1

Yes 1.098 0.552-2.183 0.789

Stage

Stage II 1

Stage IIIA 1.641 0.739-3.645 0.223

Stage IIIB 1.491 0.469-4.745 0.499

Adjuvant chemotherapy

No adjuvant therapy 1

Fluoropyrimidine alone 0.323 0.108-0.966 0.043

Fluoropyrimidine plus

platinum
0.958 0.385-2.383 0.926

Table 9. Multivariate analysis for overall surv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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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암 세포주에서 olaparib의 이월효과

(carryover effect) 확인

Olaparib를 6개월 이상 지속 처리하여 SNU-484, SNU-601,

SNU-668, KATO-III에서 olaparib 저항성을 유도하였다. SNU-484,

SNU-601, SNU-668에서 olaparib에 저항성을 보일수록

cisplatin에도 같이 저항성을 보였고, paclitaxel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었으나 SNU-484, SNU-668, KATO-III에서는 irinotecan에 대해

olaparib에 저항성을 보일수록 민감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Table

10, Figure 10).

또한 olaparib에 저항을 보이는 세포에서 DNA 손상 반응에

관여하는 ATM 및 ATR이 보상적 변화를 보였고 p-Chk1과

p-Chk2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olaparib에 저항을 보일수록

cisplatin에도 저항성을 보이는 SNU-484, SNU-601,

SNU-668에서 olaparib에 저항성을 보일 때 ERCC1이

유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11).

Olaparib를 장기간 처리한 세포에서 세포핵이 커지는 현상을

확인하였고 (Figure 12), 이는 DNA condensation이 relaxation

되는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어 이를 증명하기 위해 TOP1

활성도를 측정하였고 olaparib에 저항성을 보이는 모든

세포에서 TOP1 활성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ure 13a).

Irinotecan의 민감도와 관련된 TDP1과 TOP1의 발현 및

돌연변이를 확인하였고 다른 세포주와는 다르게 olapar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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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성 SNU-601에서 TDP1의 돌연변이가 발견되었고

TDP1의 단백발현도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욱이 SNU-601은 olaparib에 저항성을 보일 때 irinotecan에

민감도가 증가하지 않은 세포주로 TOP1 활성도는

증가하지만, TDP1의 돌연변이의 발생으로 TDP1 단백발현의

감소가 유도되지 않아 irinotecan에 민감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Figure 13b, Tabl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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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 line (MTT 

for 5days)

Olaparib 

IC50

(μmol/L, 

mean±SD)

Cisplatin 

IC50

(μmol/L, 

mean±SD)

Paclitaxel 

IC50

(nmol/L, 

mean±SD)

Ironotecan 

IC50

(μmol/L, 

mean±SD)

SNU-484/parental 

cells
4.16±0.05 0.8±0.01 2.7±0.3 3.96±0.2

SNU-484/olaparib 

resistant cells
>10 2.02±0.03 2.5±0.08 1.47±0.2

SNU-601/parental 

cells
0.73±0.006 0.75±0.005 4.63±0.08 1.053±0.03

SNU-601/olaparib 

resistant cells
7.3±0.4 3.92±0.05 4.92±0.05 1.82±0.007

SNU-668/parental 

cells
11.07 5.88±0.2 5.35±0.1 >10

SNU-668/olaparib 

resistant cells
>20 >10 5.66±0.1 5.95±0.1

KATO-III/parental 

cells
3.56±0.4 >10 5.67±0.1 >10

KATO-III/olaparib 

resistant cells
>10 4.13±0.4 5.82±0.1 5.5±0.4

Table 10. Drug sensitivity in parental and olaparib-resistant cells

through cell growth inhibition as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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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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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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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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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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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Sensitivity of chemotherapeutic agents was altered in

resistant cells to olaparib. Cell viability was calculated through

counting cell colonies by GELCOUNT in SNU-484 (a), SNU-601

(b), SNU-668 (c), and KATO-III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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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The expressions of DNA-damaging response proteins

were changed after acquisition of olaparib-resistance. Western

blot analysis for p-ATR, ATR, p-ATM, ATM, p-Chk1, Chk1,

p-Chk2, Chk2, and ERCC1 was conducted to evaluate altered

expression after acquisition of resistance of olaparib. There were

compensatory changes of DNA-damaging response prot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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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The nucleus size of olaparib-resistant cells was

increased than parental cells. The degree of DNA condensation

was examined by DAPI staining and confocal laser microscopy.

In olaparib-resistant cells, increased nucleus indicates relaxation

of DNA cond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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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13. TOP1 activity was increased and TDP1 expression

was down-regulated in olparib-resistant cells. TOP1 activity was

increased in all olaparib-resistant cells compared with parental

cells (a) although the protein expression of TOP1 was not altered

(b) TDP1 protein expression was down-regulated in olaparib-

resistant SNU-484, SNU-668, and KATO-III cells compared with

their parental cells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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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 line TDP1 TOP1

SNU-484/parental cells wild type wild type

SNU-484/olaparib resistant cells wild type wild type

SNU-601/parental cells wild type wild type

SNU-601/olaparib resistant cells A520D wild type

SNU-668/parental cells wild type wild type

SNU-668/olaparib resistant cells wild type wild type

KATO-III/parental cells wild type wild type

KATO-III/olaparib resistant cells wild type wild type

Table 11. Mutation status for TDP1 and TOP1 in parental and

olaparib-resistant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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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찰

이번 연구에서 DNA 손상 반응과 관련된 ATM, BRCA1의 단백

발현 감소를 위암 환자의 상당수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ATM

단백발현 감소는 현미부수체 불안정성과도 연관이 있었다.

BRCA1의 결핍은 보조항암 화학요법의 효과에 관여하였다.

현미부수체 불안정성 위암에서의 보조항암 화학요법의 효과는

대장암에서와 달랐으며 보조항암 화학요법을 받은 군이 최소한

나쁜 예후를 보이지는 않았고, 오히려 좋은 예후를 보였다. 또한

irinotecan 및 cisplatin에 대한 olaparib의 이월효과를 세포주에서

확인하여, 향후 olaparib을 이용한 임상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ATM은 퇴행성 소뇌증, 면역억제, 방사선 민감도 증가 및 림프종

발생을 특징으로 하는 드문 유전성 질환에 의해 밝혀졌다 (12).

ATM은 DSB에 반응을 하여 DNA 손상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32). 이러한 ATM 단백발현의 감소는 이미 여러 암종에서 밝혀져

있고 (20, 33, 34), olaparib과 같은 PARP 억제제의 반응 예측인자로

연구되고 있다 (18, 35). 따라서 위암에서의 ATM 단백발현의

감소를 연구하여 임상상 및 예후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ATM 단백발현의 감소는 이번 연구에서 병기가 높을수록 빈도가

높게 나왔고, 이는 유방암에서 진행된 병기나 high grade 종양에서

ATM 단백발현이 떨어진다는 연구와 비슷하다 (34).

이전 연구에서 현미부수체 불안정성과 DNA DSB이 관계가 있다고

보고되었고, ATM의 결핍은 intronic shortening과 관련된 aberrant

splicing에 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36). 이번 연구에서는 A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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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의 감소와 MSI-positive 종양이 관계있었다. MSI-positive

위암은 ATM 단백의 감소를 특징으로 하였다. 추가로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관계와는 다르게 MSI-positive 종양은 좋은 예후를

보였고 ATM 단백의 감소는 좋지 않은 예후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바탕으로 MSI 상태와 ATM 발현을 묶어서 예후를

분석하였고, MSI-negative이고 ATM 단백발현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서 유의하게 다른 경우보다 예후가 나빴다. 이는

MSI-positive에 의해 유도된 ATM 단백 감소는 예후 인자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다른 기전에 의한 ATM 단백의

감소가 나쁜 예후 인자로 생각되어 진다. 하지만 BRCA1은 ATM의

발현과는 관계가 있었지만, MSI-positive와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BRCA1은 DSB의 수선에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서 유전적

안전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13, 17). 이러한 유전자의

이상은 유방암, 난소암 등의 발생과 관련되어 있다 (37). 이러한

유전적 이상은 배선세포 돌연변이에 의한 현상이나 암세포에서도

BRCA1의 단백결핍이 보고되고 있다 (21, 38). 이번 연구에서는

위암에서도 48.7 %에서 BRCA1 결핍이 확인되었다. BRCA1 단백의

감소는 전체적으로 예후가 좋지 않았다. BRCA1의 결핍은

platinum의 약제 반응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17, 39), 이번

연구에서도 BRCA1 단백의 결핍이 있는 군에서 보조항암

화학요법의 효과가 더욱 증강되었다.

MSI-positive 종양은 DNA 부정합교정 유전자의 장애로 인해 단순

반복 염기 서열에 복제 오류가 수정되지 않고 쌓여 발생하는

표현형이다 (40). 이번 연구에서 이전 연구와 비슷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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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I-positive 위암은 11.4%에서 발견되었고 고령 및 antrum,

intestinal type에서 많이 발견되는 특징적인 임상상을 보였다 (25).

하지만 이전 연구와 달리 병기와는 관계가 없었다. 또한

MSI-positive 종양은 예후가 좋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대장암에서의 연구 결과와 같은 소견이다 (23).

대장암에서는 MSI-positive인 경우 fluoropyrimidine의 항암치료가

오히려 생존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여, 병기 II기인 경우

MSI-positive이면 fluoropyrimidine 단독 치료를 하지 않는 것을

권유하고 있다 (24). 하지만 위암을 대상으로 한 이번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보지 못 하였고, 오히려 항암치료를 안 하는

경우에서 나쁜 예후를 보여, 최소한 항암치료가 생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이전에 병기 II/III기, MSI-positive

환자 54명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나, 또다른

연구에서는 현미부수체 불안정성 상태에 따라 항암치료의 효과가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25, 26).

이번 연구에서는 보조항암 화학요법의 대상이 되는 AJCC 6판 기준

병기 II/III기 170명의 위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더욱 큰 규모로

시행되었으므로 더 신뢰할 수 있는 결과로 생각된다. MSI-positive

종양의 낮은 빈도를 생각할 때 이번 결과는 더욱 의미가 있다.

그리고 위암의 보조항암 화학요법에 주로 사용하는 S1의 경우

gimeracil을 포함하고 있어 세포내 5-fluorouracil의 농도를 올려

대장암에서의 결과와 차이를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대장암에서 보면 Lynch 증후군과 sporadic MSI-positive 대장암이

braf 돌연변이 등의 생물학적 특징이 다르다는 것을 고려할 때,

MSI-positive 종양의 같은 특징을 보인다고 하여 항암 약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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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도가 같을 것이라는 추정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41). 이러한

위암에서의 결과는 MSI-positive 종양이 노인 환자들에서

호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조항암 화학요법의 적용을 결정할 때

유용한 근거가 될 것이다.

전이성 위암의 2차 치료로 olaparib을 paclitaxel에 병용한 2상

연구에서 무진행생존의 차이보다 전체생존의 차이가 더욱

확연하였다 (31). 이러한 현상을 3차 항암치료인 irinotecan의 효과

차이로 설명하고 있고, 이는 olaparib의 이월효과를 시사한다.

하지만 정확한 기전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번 연구에서 olaparib의

장기 처리로 저항성 위암 세포주를 만들었고, 이들 세포주에서

cisplatin과 paclitaxel과는 달리 irinotecan의 민감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임상시험의 결과를 설명할 수 있었다. 또한

olaparib의 장기간 처리는 DNA 손상반응에 관여하는 여러

단백질들의 보상적 변화를 야기하고, olaparib 저항성 세포는 TOP1

활성도가 증가하여 irinotecan에 대해 이월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설명 된다 (42). 하지만 olaparib에 저항성을 보이는 SNU-601에서도

TOP1의 활성도는 증가하였으나, olaparib의 irinotecan에 대한

이월효과가 보이지 않았다. 이는 olaparib에 저항을 보이는

SNU-601에서는 다른 세포주와는 다르게 TDP1 expression 감소가

없었고 TDP1 돌연변이가 관찰되는 현상으로 설명된다. 이런 결과는

TDP1의 irinotecan에 대한 예측인자로서의 역할을 연구한

대장암에서의 결과와 같다 (43).

DNA 손상반응의 결핍 및 감소는 암의 발전 및 진행, 유지에

필요한 암의 고유의 특징이다. 이러한 DNA 손상 반응의 결핍 및

감소는 위암에서도 다양하게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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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은 여러 가지 특징적 임상상을 보이고, 예후 및 항암치료의

효과와 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위암에서 olaparib의 사용은

이월효과가 유도되어 olaparib 이후 항암치료 효과에 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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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linical implication of ATM, BRCA1 and

microsatellite instability and the carryover effect

of olaparib in gastric ca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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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Purpose : DNA damage response is involved in tumorigenesis

and treatment response. Recently, DNA repair pathway has been

considered as a novel target of cancer drug. Therefore, in gastric

cancer, I investigated the significance of molecules involving

DNA damage response such as ataxia-telangiectasia-mutated

(ATM) and breast cancer type 1 susceptibility protein (BRCA1)

and microsatellite instability (MSI) characterized as the increased

rate of uncorrected replication errors at the simple repeat

sequence caused by DNA mismatch repair (MMR) gene defect,

resulting in accelerated mutations in the oncogene and tumor

suppression gene. Furthermore, I tried to elucidate the carryover

effect of olaparib that traps inactivated poly ADP ribose

polymerase (PARP) onto single-strand DNA breaks and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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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lying mechanisms.

Methods : A total of 359 patients with gastric cancer who

received curative operation with D2 dissection were enrolled in

this study. ATM expression was classified into low ATM

expression (-, +/-, +) and high ATM expression (++, +++) using

immunohistochemistry (IHC) analysis. According to BRCA1

nuclear expression analysis by IHC, BRCA1 expression was

classified as negative, low expression, and high expression. MSI

status was classified as MSI-negative (microsatellite stable,

MSI-low) and MSI-positive (MSI-high). To demonstrate the

efficacy of adjuvant chemotherapy in MSI-positive gastric cancer,

170 patients with stage II/III received curative surgery with D2

dissection were additionally analysed. In in-vitro study,

olaparib-resistant cells were established after long-term exposure

of olaparib. Carryover effect was evaluated in analysis of drug

sensitivity in olaparib-resistant cells compared with parental cells.

The change of molecules related with DNA damage response

were identified.

Results : Of 321 patients with available tissue for ATM IHC,

205 (63.9%) exhibited low ATM expression. Low ATM

expression was more frequently identified in patients of older

age, more advanced stage and with MSI-positive tumor (p =

0.025, p = 0.001 and p = 0.014, respectively). The probability of

5-year disease-free survival (DFS) and overall survival (OS) was

lower in low ATM expression group compared with the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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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 expression group (DFS: 62.5%, 76.4%, p = 0.017, OS:

65.9%, 78.5%, p = 0.027, respectively). According to MSI status, a

subgroup of MSI-negative and low ATM expression cases

exhibited the worst prognosis for DFS and OS; this subgroup

also exhibited poorer DFS according to multivariate analysis

(hazard ratio = 1.8, p = 0.010), although prognostic value of ATM

expression alone did not remain in the multivariate analysis.

Among 318 cases with available tissue for BRCA1 IHC, 155

cases (48.7 %) were identified as BRCA1-negative by IHC and

96 cases (30.2 %) revealed BRCA1 low expression, 67 cases (21.0

%) showed BRCA1 high expression. The negative or reduced

expression of BRCA1 was more frequent in more advanced-stage

disease (p < 0.001) and was associated with perineural invasion

(p = 0.032). DFS was significantly decreased with reduced

BRCA1 expression (p = 0.027). This tendency was also observed

in OS, although the difference was not significant. The poorer

prognosis of BRCA1-negative tumors was overcome through

adjuvant chemotherapy. The benefit of adjuvant chemotherapy for

DFS and OS in stage III was enhanced only in BRCA1-negative

tumors (p < 0.001, p < 0.001, respectively), but not in BRCA1-

positive tumors (p = 0.236, p = 0.148, respectively).

Of total a 359 patients, MSI-positive tumor was identified in 41

patients (11.4%). MSI-positive tumor was associated with over

70 years aged (25.7%, p < 0.001), well or moderately

differentiation (25.0%, 13.7%, p = 0.005), intestinal type (16.0%,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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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28) and antrum location (17.4%, p = 0.005). However, there

was not the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stage (p = 0.396).

Patients with MSI-positive tumor showed the tendency of better

prognosis than patients with MSI-negative tumor.

In analysis of 170 gastric cancer patients with MSI-positive

tumor, who received curative resection, adjuvant chemotherapy

with fluoropyrimidine alone showed better prognosis than no

adjuvant chemotherapy in multivariate analysis (hazard ratio for

DFS = 0.2, p = 0.027; hazard ratio for OS = 0.3, p = 0.043).

I generated olaparib-resistant SNU-484, SNU-601, SNU-668,

and KATO-III gastric cancer cell lines and confirmed their

resistance by viability and colony forming assays. Notably,

olaparib-resistant cell lines displayed cross-resistance to cisplatin

except for KATO-III. Inversely, olaparib-resistant SNU-484,

SNU-668, and KATO-III were more sensitive to irinotecan than

their parental cells. Sensitivity to paclitaxel remained unaltered.

There were compensatory changes in the ATM/ATR axis and

p-Chk1/2 protein expression, identified by Western blotting.

ERCC1 was also induced in olaparib-resistant SNU-484,

SNU-601, and SNU-668, which showed cross-resistance to

cisplatin. Acquisition of olaparib resistance led to increased

nuclear size as assessed by confocal imaging. All

olaparib-resistant cells showed higher topoisomerase 1 activity,

which is a target of irinotecan. Olaparib-resistant SNU-601,

which was not more sensitive to irinotecan, showed a tyrosy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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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phosphodiesterase 1 (TDP1) mutation and unaltered TDP1

expression, compared to decreased TDP1 expression in other

olaparib-resistant cells.

Conclusions : In gastric cancer, the expression loss of molecules

involving DNA damage response such as ATM and BRCA1 and

MSI-positive were identified, which had distinct clinicopathologic

findings and affected the efficacy of chemotherapy. In

olaparib-resistant cells, carryover effect was demonstrated. Based

on these results, carryover effect of olaparib to subsequent

therapy might be considered during the clinical use of olapar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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