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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ARTICLE

대장직장암에서 p53 및 Ki-67 발현의 임상적 의의
허정욱∙김형록∙조상혁∙김영진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화순전남대병원 외과

Clinical Significance of p53 and Ki-67 Expression in Colorectal Cancer
Jung Wook Huh, M.D., Hyeong Rok Kim, M.D., Sang Hyuk Cho, M.D., Young Jin Kim, M.D.
Department of Surger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wasun Hospital and Medical School, Gwangju, Korea

Purpose: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the clinical significance of p53 and Ki-67 expressions in patients with colorectal cancer.
Methods: Immunohistochemical expressions of p53 and Ki-67 in 205 patients with colorectal cancer were examined. Results
were correlated with clinical and pathological parameters.
Results: Overexpression of p53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a proximal location of the tumor (P=0.031) and with lymph
node involvement (P=0.030); however, Ki-67 expression was not correlated with any of the clinicopathological variables.
Positive p53 staining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a higher level of Ki-67 (P=0.009).
Conclusion: Overexpression of p53 was strongly correlated with lymph node metastasis in colorectal cancer; thus, p53 may
be used as a possible prognostic marker in patients with colorectal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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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멸시켜 세포가 암세포로 형질 전환되는 것을 막는 종양억제유
전자로서, 여러 종류의 종양에서 돌연변이가 흔히 관찰된다.

대장직장암의 예후를 예측하고 치료방침을 정하는 데 있어

대장암의 경우 p53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있으면 분해가 지연

서 가장 중요한 인자는 병기로 알려져 있지만, 동일한 병기에

되어 면역염색에서 과염색되는 소견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서도 치료에 반응하는 정도는 환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병기

이 경우 불량한 예후를 예측하는 인자로 알려져 있으나,1,2 이

이외의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종양의 분화

와는 상반된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3,4 또한 Ki-67은 세포증

도, 종양 내 림프관 및 정맥관 침범, 신경주위 침범 등이 통상

식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종양의 재발 및 악성도와 연관이 있

적인 병리학적 검사를 통해 확인 가능한 예후 인자로 알려져

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5 대장암에서 확실한 예후 인자로서

있고, 이외에도 최근 분자생물학적 방법들을 이용하여 예후와

의 역할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6
이에 저자들은 p53 및 Ki-67의 면역염색결과와 대장직장암

관련된 유전자의 발현을 확인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의 임상병리학적 소견을 비교하여 이들 단백의 발현 여부가 대

p53 유전자는 세포주기를 조절하고 손상된 세포를 자가 사

장직장암의특성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를알아보고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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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후향적 분석을 하였다. 이 중에서 재발로 인한 수술, 국

한 단클론 항체인 clone DO-7 (1:100; Dako, Glostrup, Den-

소 절제술, 그리고 수술 전 화학방사선요법을 받은 경우를 제

mark), clone MIB-1 (1:150; Dako)를 희석하여 실온에서 1

외한 총 205명의 환자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시간 반응시킨 후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로 수세
하였다. 이어서 이차항체는 biotin이 부착된 anti-mouse IgG
(Sigma, St. Louis, MO, USA)를 이용해 30분간 부치시킨 후

방법

연구 대상 환자들의 임상기록 및 병리기록 등을 재검토하

완충액으로 씻어낸 다음, streptavidin-horseradish pero-

였고, p53 및 Ki-67 발현을 알아보기 위하여 종양 부분에 대

xidase solution (Biomeda, Foster City, CA, USA)를 30분

해 면역조직화학염색을 시행하였으며 2명의 숙달된 병리 전

간 반응시킨 후 다시 PBS로 수세하였다. 이후 3 amino-9-

문가가 판정하였다.

ethly-carbazol (AEC, Sigma)로 10분간 발색하고 hematoxyline으로 대조 염색한 후, 수용성 봉입제로 봉입하여 현
미경으로 관찰하였다.

면역조직화학염색

파라핀 포매 조직을 3 μ
m의 두께로 박철하여 xylene으로
파라핀을 제거한 후 단계적으로 에탄올을 처리하고 증류수로

염색결과판정(Fig. 1)

함수시켰다.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을 이용하여 끓는 구연산 완

각 항체에 대한 면역조직화학염색의 결과는 핵에 갈색의 과

충용액(citrate buffer, 10 mM, pH 6.0)에 10분간 처리 후 찬

립상이 중등도 이상으로 염색되는 세포를 양성으로 판정하였

물로 수세시킨 후 내인성 페록시다제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고, microarray slide 전체를 판독하였다. p53의 경우 핵이

3% 과산화수소로 5분간 처리하였다. 각각 p53, Ki-67에 대

갈색으로 염색되는 발현이 전체 종양세포의 10% 이상에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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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for p53 and Ki-67. (A) Negative staining of p53 (×200), (B) Positive staining of p53 (×200), (C) Low
expression of Ki-67 (×200), (D) High expression of Ki-67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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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되는 경우 양성으로 판정하였다.7 Ki-67 결과는 1,000개

각단백에 대한면역염색의결과의상호관계및종양의특성과의

의 종양세포 중 양성인 세포 수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중위수

관계

(median value)인 50% 이상을 과발현으로 판정하였다.

p53의 경우 양성염색소견은 94예(45.8%)에서 관찰되었다.
면역염색에서 p53의 양성소견은 환자의 나이, 성별, 위치, 병
기, 장벽 침윤 정도, 림프관 및 정맥관 침범, 신경주위 침범,

통계

면역염색의 정도와 병리학적인 소견 간의 연관성에 대한
통계적 처리는

2

-test (SPSS 14.0)를 이용하였고, P값이

수술 전 혈청 암태아성 항원 수치 등과의 연관성은 보이지 않
았다. 그러나 종양이 근위부에 위치하거나(P=0.031) 림프절

0.05 이하일 때를 유의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결

Table 2. Correlation between p53 and Ki-67 and clinicopathologic variables in colorectal cancer

과

p53
+
(n=111) (n=94)

임상병리학적특징

205명의 환자 중 남자는 125명, 여자는 80명으로 남녀비
는 1.56:1이었으며, 평균연령은 63세였다. 종양의 평균 크기
는 4.7 cm이었고, 중증도의 분화도를 보이는 경우가 134예
(65.4%)로 가장 많았다. 6th UICC TNM 병기는 각각 1기가
29예, 2기가 81예, 3기가 68예, 4기가 27예였으며, 수술 전
혈청 암태아성 항원의 평균 수치는 9.5 ng/mL였다(Table 1).
Table 1. Patients characteristics (n=205)
No. (%)
Mean age, yr (range)
Gender (M:F)
Mean tumor diameter, cm (range)
Location
Colon
Rectum
Differentiation
WD
MD
PD+MU
TNM stage
I
II
III
IV
Depth of tumor invasion
T1+2
T3+4
Lymph node involvement
Negative
Positive
Positive LVI
Positive PNI
Mean preoperative CEA, ng/mL (range)

63.6 (30-88)
125:80
4.7 (0.5-12.0)
109 (53.2)
96 (46.8)
41 (20.0)
134 (65.4)
30 (14.6)
29 (14.1)
81 (39.5)
68 (33.2)
27 (13.2)
37 (18.1)
168 (81.9)
117 (57.1)
88 (42.9)
52 (25.4)
80 (39.0)
9.5 (0.0-193.0)

WD=well differentiated; MD=moderately differentiated; PD=poorly differentiated; MU=mucinous; TNM=tumor node metastasis; LVI=lymphovascular invasion; PNI=perineural invasion; CEA=carcinoembryonic
antigen.

Age
<65 yr
≥65 yr
Gender
Male
Female
Tumor size
<4 cm
≥4 cm
Location*
Proximal colon
Distal colon
Differentiation
WD+MD
PD+MU
TNM stage
I
II
III
IV
T stage
T1+2
T3+4
N stage
NN+
LVI
Negative
Positive
PNI
Negative
Positive
Preoperative CEA
<5 ng/mL
≥5 ng/mL
Not available

Ki-67
P

Low High
(n=92) (n=113)

P

53
58

42
52

0.661

43
49

52
61

0.918

68
43

57
37

0.927

60
32

65
48

0.260

50
61

53
41

0.106

41
51

62
51

0.142

33
78

16
78

0.031

21
71

28
85

0.744

90
21

85
9

0.055

81
11

94
19

0.324

15
52
32
12

14
29
36
15

0.142

13
32
33
14

16
49
35
13

0.325

20
91

17
77

0.990

18
74

19
94

0.611

71
40

46
48

0.030

49
43

68
45

0.320

87
24

66
28

0.181

69
23

84
29

0.913

68
43

57
37

0.927

55
37

70
43

0.752

65
42
4

53
38
3

0.823

50
37
5

68
43
2

0.231

*Proximal or distal to the mid-transverse colon.
WD=well differentiated; MD=moderately differentiated; PD=poorly differentiated; MU=mucinous; TNM=tumor node metastasis; LVI=lymphovascular invasion; PNI=perineural invasion; CEA=carcinoembryonic
anti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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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rrelation between p53 expression and status of Ki67 in colorectal cancer
p53

No.
Ki-67

Low
High

92
113

Positive

59
52

33
61

%)가 과발현을 보여, p53의 핵 내 과발현이 전이를 일으키는
종양의 특성과 관련이 있음을 증명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P

Negative

단백 과발현을 보였고 림프절 전이가 있는 88예 중 48예(54.5

는 이전 보고들의 결과와 일치하게,19,20 종양의 위치에 따라
0.009

서 p53 발현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횡행 결장 중
간부분을 기준으로 하여 근위부 결장에서는 32%에서 p53 양
성소견이 나타났으나 원위부 결장에서는 50%에서 양성이었

전이가 양성인 경우(P=0.030), p53의 양성소견이 더 흔하게

다. Breivik 등19은 p53 변이는 원위부 대장암에서 흔히 관찰

관찰되었다(Table 2).

되고 현미부수체 불안정성은 근위부 대장암에서 많이 발생함

Ki-67의 과발현은 113예(55.1%)에서 관찰되었으나, 통상적
인 임상병리조직학적 소견과의 유의한 연관성은 없었다(Table
2). 또한 p53 양성반응은 Ki-67의 과발현과 비례하였고 통
계적인 유의성이 있었다(P=0.009)(Table 3).

을 증명하여, 대장암 위치에 따라 각기 다른 유전적 경로가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Ki-67은 세포주기의 G0기와 초기 G1기를 제외한 모든 세
포의 핵 내에 존재하고, 활발하게 분열하고 있는 세포들의 분
포를 반영하는데, Ki-67 과발현의 임상적 의의에 대해서는

고

이견이 있다. Chen 등21은 Ki-67이 과발현된 대장암 환자의

찰

예후가 나쁘다고 보고한 반면에, Allegra 등22은 Dukes’C 대
p53 유전자는 17번 염색체의 단완에 위치하는 인단백으로

장암 환자에서 Ki-67의 발현이 높은 군에서 예후가 좋다고

서 DNA 손상에 대한 반응을 조절하고 세포사멸(apoptosis)

하였다. 본 연구에서 Ki-67 과발현은 단독적으로 여러 임상

을 유도하며 세포주기에 관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p53

병리학적인 인자와 연관성을 보이진 않았지만, p53 양성소견

유전자가 돌연변이에 의해 불활성화되면 DNA 복구가 일어

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종양 억제 유전자인 p53

나지 않고 세포가 G1기에 정지되지 않으며 계속 증식하여 종

의 변이가 증가하여 핵 내 축적이 많아지는 것과 종양의 증식

양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변이는 대장 선종-선암종의 발암

능력을 나타내는 인자인 Ki-67 과발현이 서로 관련이 있음

8,9

기전에서 비교적 후반기에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종양의 발생 및 성장 과정에 여러 인

p53 유전자는 정상 세포에서는 매우 적은 양으로 존재하고

자들이 함께 관여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결과가 직접

반감기가 짧아서 일반적인 면역조직화학염색에 의해 인지되

적인 상호작용에 의한 것인지, 혹은 직접적인 연관성 없이 종

기 힘들지만, 종양세포에서 점 돌연변이가 초래되는 경우 구

양의 성장 및 증식 과정에서 함께 관찰되는 현상인지에 대한

조의 변화 및 반감기의 증가로 인해 면역조직화학염색으로도

명확한 해답은 이번 연구에서는 알 수 없었고, 이에 대한 추

10

쉽게 증명될 수 있다. 그러나 면역조직화학염색에 의해 검출

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된 p53 단백이 반드시 유전자 돌연변이를 의미하는 것은 아

예후인자로서의 p53 단백 과발현과 대장암 환자의 재발 및

니며, DNA 손상에 대한 반응으로 정상세포 내에 야생형 p53

생존 등의 종양학적 결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11

단백이 안정화되어 과발현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대장암에

Kim 등23은 p53이 과발현될 수록 환자의 생존이 유의하게 짧

서 p53 단백 과발현과 유전자 변이의 일치율은 70% 내외인

음을 보고하였고, Gervaz 등24은 p53 과발현이 T3N0 대장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2 또한 면역조직화학염색법을 이용한

암 환자의 불량한 예후를 예측하는 인자라고 보고하였다. 그

대장암조직에서의 p53 단백 발현율은 25-83%로 보고되고

러나 Petersen 등25은 총 28개 논문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해

13-17

각 보고들마다 발현율의 편차가 심한 것은 사용한

p53이 대장암의 예후를 예측하는 인자가 아니라고 하였고,

항체의 종류나 검체의 보존 상태가 다르고 대상 기준이 제한

Soong 등3은 원위부 대장암에서 p53 과발현이 오히려 환자

되었기 때문으로, 총 205명의 비교적 많은 수의 환자의 검체

의 생존을 늘린다고 보고하였다. 이번 연구는 환자군에 대한

를 이용한 본 조사에서는 45.8%의 발현율을 보였다.

추적조사기간이 불충분하여 p53 및 ki-67에 대한 면역염색

있다.

18

Tomoda와 Kakeji 는 144명의 대장암 환자의 조직에서

결과가 암의 재발 또는 환자의 생존 등의 종양학적 결과와 직

p53 양성인 경우 림프절 전이가 많음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

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

에서도 림프절 전이가 없는 117예 중 46예(39.3%)에서 p53

만 p53 과발현이 림프절 전이와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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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아 환자의 예후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며, 대

10. Rodrigues NR, Rowan A, Smith ME, Kerr IB, Bodmer WF, Gannon

장암 환자의 예후를 예측하는 인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

JV, et al. p53 mutations in colorectal cancer. Proc Natl Acad Sci USA

여주었다고 생각한다.

1990;87:7555-9.
11. Hall PA, McKee PH, Menage HD, Dover R, Lane DP. High levels of

결

론

p53 protein in UV-irradiated normal human skin. Oncogene 1993;8:
203-7.

대장암 환자에서 p53 양성 소견은 종양의 위치 및 림프절

12. Soong R, Robbins PD, Dix BR, Grieu F, Lim B, Knowles S, et al.

전이와 유의한 연관성이 있었고, Ki-67 과발현과 유의한 상

Concordance between p53 protein overexpression and gene mutation

관 관계를 보였다. 향후 많은 환자군과 긴 추적관찰기간을 통

in a large series of common human carcinomas. Hum Pathol 1996;27:

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1050-5.
13. Tomoda H, Kakeji Y, Furusawa M. Prognostic significance of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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