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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국문요약국문요약국문요약 

장액성장액성장액성장액성 난소암난소암난소암난소암 환자에서환자에서환자에서환자에서 nm23, MMP-2와와와와 MMP-9의의의의 발현발현발현발현 및및및및  

예후인자로서의예후인자로서의예후인자로서의예후인자로서의 역할역할역할역할  

 상피성 난소암은 진행된 병기에서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아 예후가 매우 

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난소암의 생존율 및 재발율에 영향을 

미치는 예후인자들에 관한 연구가 계속되어 왔고, 분자생물학적 인자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암전이 억제 유전자로 알려진 nm23은 암의 종류에 

따라 상반된 결과를 보여 nm23의 발현은 암이 발생하는 장기 특성을 

갖는다고 하였다. 난소암 환자에서의 nm23의 기능도 명확히 규명된 

상태가 아니며 예후인자로서의 역할도 불확실한 상태이다. 또한 주로 

암전이와 연관이 있다고 알려진 metalloproteinases (MMPs)는 난소암에서 

불량한 예후와 연관이 있으며, 특히 난소암의 암세포뿐만 아니라 기질 

세포 (stromal cell)에서의 발현이 예후와 연관이 있다는 보고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정립된 결과는 없다. 더 나아가 암전이와 연관된 nm23과 

MMPs가 서로 상호작용을 갖는다는 보고들이 발표되면서 그 기전에 관한 

관심이 증가되었지만, 아직 난소암 환자에서의 nm23과 MMPs의 관계를 

보고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액성 상피성 난소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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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서 nm23 및 MMP-2, MMP-9의 발현여부와 양상 및 서로간의 

상관성을 규명하고, nm23, MMP-2 및 MMP-9의 발현정도와 난소암 

예후인자와의 연관성 및 생존율과 재발율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1990년부터 2003년까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에서 장액성 

상피성 난소암 (serous ovarian carcinoma)으로 진단 받은 환자 140명 중에서 

면역조직화학염색법이 가능한 환자 7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환자들의 

포르말린 고정, 파라핀 포매 블록 (formalin-fixed, paraffin-embedded block)을 

찾아 조직배열 블록 (tissue microarray block)을 제작하고 nm23, MMP-2 및 

MMP-9의 항체를 이용하여 각각의 발현을 조사하였다. nm23의 발현은 

중등발현 (moderate expression) 및 강발현 (strong expression)으로 구분하였고, 

MMP-2와 MMP-9의 발현은 난소암의 암세포 (tumor cell)와 기질세포 

각각에서 발현되는 발현율에 따라 저발현 (low expression) 및 고발현 (high 

expression)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통계처리는 SPSS 프로그램 

(SPSS/12.0)을 이용하여 chi-square test 및 univariate, multivariate Cox 

proportional regression, Kaplan-Meier method 및 log-rank test를 통해 

분석하였다.  

nm23의 발현과 연관있는 난소암의 임상예후인자는 복막전이유무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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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09), nm23의 고발현이 많을수록 복막전이가 적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생존율의 비교에서는 nm23의 발현이 

난소암의 불량한 예후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4). 또한 

nm23의 강발현은 다변량 분석에서 난소암의 짧은 무진행생존기간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연관이 있었다 (p=0.001). MMP-2 및 MMP-9의 

발현에서 MMP-2의 암세포 발현은 조직학적 등급 (p=0.01)과 수술 전 혈청 

CA125 수치 (p=0.03) 및 원격전이 (p=0.01)와 연관 있었으며, MMP-2의 

기질세포의 발현은 환자의 나이 (p=0.01)와 난소암의 원격전이 (p=0.01)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연관이 있었다. 한편, MMP-9의 발현은 암세포 및 

기질세포에서 모두 난소암의 원격전이 (p=0.006, p=0.03)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nm23의 발현은 MMP-9의 암세포의 발현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p=0.03), nm23의 발현 증가시 MMP-9의 발현증가도 

관찰되었다.  

nm23은 암전이 억제 유전자로 알려져 있고, 본 연구의 난소암 

환자에서도 암의 진행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암의 복막전이 유무와 

연관성이 있었으며, 이 결과는 nm23의 암전이 억제기능을 나타내주고 

있지만, 생존기간 및 무진행생존기간의 분석에서는 반대되는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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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다. 이는 nm23이 암전이 억제를 유도하는 물질과 연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nm23이 난소암의 생존과 연관된 인자들을 조절하는 기능을 갖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MMP-2과 MMP-

9의 발현은 암의 원격전이와 밀접한 연관이 있었으며, nm23의 발현과 

MMP-9의 암세포 발현이 서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nm23의 강발현은 난소암의 짧은 무진행생존기간 및 재발을 예측하는 

인자로 유용하다고 할 수 있으며, nm23의 유전자 발현은 난소암의 불량한 

예후와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핵심되는 말 : nm23, MMP-2, MMP-9, 장액성 상피성 난소암, 암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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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액성 난소암 환자에서 nm23, MMP-2와 MMP-9의 발현 및  

예후인자로서의 역할  

 

  <지도 김 재 욱 교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윤 보 성 

 

I. 서론서론서론서론 

난소암은 전 세계적으로 여성에서 발생하는 암 중에서 사망 5위이며, 

전체 암 사망의 약 6%를 차지한다.1 난소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피성 

난소암은 진단 당시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예후가 

매우 불량한 암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난소암은 적절한 종양 

감축술 후 platinum과 paclitaxel의 병합 항암 화학 요법이 표준적인 

일차치료로 사용되지만, 재발율은 50-75%에 이르며,2 난소암의 진단과 

치료의 계속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5년 생존율은 약 30%정도로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다.3  

 따라서 난소암 환자의 생존율 및 재발율에 영향을 미치는 예후인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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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히려는 노력이 계속되어 왔고, 상피성 난소암의 예후 및 치료 반응을 

예측하는 분자생물학적 예후 인자들의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종양 

유전자 (oncogene)와 종양 억제 유전자 (tumor suppressor genes)의 기능적 및 

형태학적 변화뿐만 아니라, 종양 성장 조절 (growth regulation), 괴사 

(apoptosis), 신혈관생성 (neovascularization), 세포 이동 및 유착 (cellular 

migration and adhesion), 세포 외 기질 분해 (extracellular matrix degradation)와 

침윤 (invasion)등에 관련한 무수한 물질들이 밝혀져 왔다.4 

nm23 유전자는 다양한 전이능을 갖는 여러 melanoma 세포주에서 cDNA 

libraries를 screening할 때 최초 발견되었으며, 이후 여러 문헌을 통해 전이 

억제 유전자 (metastasis-suppressor gene)의 역할을 한다고 알려졌다.5 

nm23에는 두 가지 동종 유전자 (homologous gene)인 NME1과 NME2가 

있으며, 이들은 17번 염색체의 장완에 위치해 있다.6 각각의 NME1과 

NME2 유전자는 17kDa의 nm23-H1과 nm23-H2의 단백질을 형성하며, 약 

88%의 아미노산 상동성 (homology)을 보이지만, nm23-H1은 주로 암전이에, 

nm23-H2는 주로 증식에 관여하는 등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7 

nm23 유전자는 발견 당시 전이 억제 유전자로 알려져, nm23의 발현은 

암전이를 억제한다고 보고되었다. 따라서 유방암, 흑색종 및 대장암 



 3 

환자에서 nm23의 감소가 암전이 혹은 불량한 예후와 연관이 있다고 

하였다.8,9 하지만, 최근 학자들은 반대로 nm23의 증가가 췌장암과 

신경아세포종의 발암 (carcinogenesis) 혹은 진행 (progression)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하면서,10 nm23의 발현은 암이 발생하는 장기 특성을 가지며, 

암의 종류에 따라 다른 조절 기전이 작용한다고 설명하였다. 난소암 

환자에서의 nm23의 역할도 학자에 따라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며 논쟁의 

여지가 있다. Mandai 등11은 난소암에서의 nm23의 과발현이 암전이 및 

진행과 연관이 있다고 한 반면, Tas 등12은 nm23의 과발현이 난소암에서 

양호한 예후인자를 나타낸다고 보고하는 등 nm23의 역할에 관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다.   

 Metalloproteinases (MMPs)는 아연 및 칼슘 의존적 단백질 분해 효소 

(zinc- and calcium-dependent proteolytic enzymes)의 집합체로서 조직간의 

경계인 기저막 (basement membrane)을 포함한 세포외 기질 (extracellular 

matrix, ECM)을 파괴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어 암의 국소 혹은 원격전이를 

가능케 한다.13 MMP-2 (72 kDa, gelatinase A) 및 MMP-9 (92 kDa, gelatinase B)는 

기저막의 중요한 성분인 제4형 콜라겐 (type IV collagen)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며,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난소암에서 이들의 과발현은 암의 진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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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이 있으며 불량한 생존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4,15 또한 MMPs는 

특징적으로 암세포 뿐만 아니라 암세포 주위의 기질 세포 즉, 섬유모세포 

(fibroblasts), 침윤대식세포 (infiltrating macrophages), 내피세포 (endothelial 

cells) 등에도 발현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6 Torng 등17은 자궁내막양 

난소암 (endometrioid ovarian adenocarcinoma) 환자에서 MMP-2의 기질 

세포의 발현이 무병생존율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고, Kamat 등18은 

상피성 난소암 환자에서 MMP-9의 기질 세포의 과발현은 불량한 생존율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하면서, 최근 들어 MMP의 발현 부위로서 

기질세포에서의 MMPs 발현의 중요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nm23과 MMPs는 모두 암전이와 연관이 있는 인자들일 뿐만 아니라, nm23 

유전자 생성물은 MMPs를 포함한 다양한 인자들의 발현과 역할을 

조절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Ohba 등19은 신암 (renal cell 

carcinoma) 환자에서 nm23 유전자 발현이 낮을수록 MMP-2의 발현이 높게 

나타났다고 발표함으로써 nm23 유전자가 MMP-2 조절에 영향을 미쳐 

암전이를 억제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상피성 난소암에서는 nm23의 

장기 특이적 발현의 특징으로 인하여 nm23의 역할이 아직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난소암에서의 nm23과 MMPs의 발현 정도가 서로 상관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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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에 관해 연구된 바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피성 

난소암 중 장액성 상피성 난소암 (serous ovarian carcinoma) 환자에 국한하여 

nm23 및 MMP-2, MMP-9의 발현여부와 양상 및 서로간의 상관성을 

규명하고, nm23, MMP-2 및 MMP-9의 발현정도와 난소암 예후인자와의 

연관성 및 생존기간 (overall survival)과 무진행생존기간 (progression-free 

survival, PFS)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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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연구연구연구 대상대상대상대상 및및및및 방법방법방법방법 

1. 연연연연구구구구 대상대상대상대상 

1990년부터 2003년까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에서 장액성 

상피성 난소암으로 진단 받은 환자 중에서 수술로서 조직 확인 및 병기 

설정이 가능했으며 환자의 의무 기록이 확실하고 사망 혹은 생존여부가 

확실한 환자는 140명이었다. 난소암 환자의 병기설정은 국제 산부인과학회 

(International Federation of Gynecology and Obstetrics, FIGO)에서 제정한 

병기설정법에 준하였다. 이 중 면역조직화학염색법은 포르말린 고정된 

파라핀 포매 블록 (formalin-fixed, paraffin-embedded block)으로 슬라이드 

제작 및 면역염색이 가능한 환자 7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방법연구방법연구방법연구방법 

가가가가. 장액성장액성장액성장액성 난소암의난소암의난소암의난소암의 임상적임상적임상적임상적 및및및및 조직학적조직학적조직학적조직학적 인자인자인자인자 분석분석분석분석 

모든 환자는 병기설정을 위한 개복술을 시행받았으며, 전자궁 절제술 및 

양측난소난관 절제술, 림프절 절제술, 대망 절제술, 복막 조직검사가 

포함된 종양감축술을 시행받았다. 수술 후 보조적 요법은 부인암 전문가의 

결정에 따라 시행되었고, 수술 후 보조적 항암화학요법으로 platinum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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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간으로 한 표준요법을 시행하였다.  

환자들의 의무기록을 통하여 나이, 병기, 조직학적 등급, 악성세포가 

관찰되는 복수 유무, 수술 전 혈청 CA125 수치, 수술 후 잔류 종괴의 정도, 

양측 난소침윤 유무, 복막 전이 유무, 림프절 침윤 유무 및 원격전이유무를 

조사하였다. FIGO 병기에 근거하여 환자를 크게 초기병기 (low stage, stage I-

II) 및 진행된 병기 (high stage, stage III-IV)로 구분하였고, 복수는 

세포학적으로 악성세포가 관찰되는 경우에 한하였다. 수술 후 잔류 종괴의 

크기가 2cm 미만인 경우를 적절한 종양감축술 (optimal cytoreduction)이 

시행된 것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각 환자의 사망 혹은 생존여부를 알아보고 생존기간 및 무진행생존 

기간을 조사하였다. 생존기간은 조직학적으로 진단된 날로부터 사망한 날 

혹은 마지막으로 생존 확인이 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였고, 무진행생존 

기간은 난소암 치료 시작일로부터 재발이 확인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였다. 

나나나나. 조직배열조직배열조직배열조직배열 블록블록블록블록 제작제작제작제작 (tissue microarray construction) 및및및및 

면역면역면역면역조직조직조직조직화학염색화학염색화학염색화학염색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모든 H-E 염색 표본들을 재검경하여 장액성 난소암 부위를 대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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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보존이 양호한 부위를 슬라이드에 표시하고 해당부위를 다시 

포르말린으로 고정된 파라핀 포매 블록에 표시하였다. Petagen Inc. (Seoul, 

Korea)에 의뢰하여 Beecher instrument (Silver Springs, MD, USA)를 이용한 

2mm 직경의 펀치 (punch)로 모두 5개의 조직배열 블록 (tissue array block)을 

제작하였고, 조직배열 블록은 5µm로 절편하여 조직배열 슬라이드를 

만들었다.  

조직배열 슬라이드는 자일렌으로 탈타라핀하고 여러농도로 희석한 

알코올로 함수과정을 거친 후 내인성 peroxidase의 작용을 억제하기 위해 

3% 과산화수소를 이용하여 10분간 처리하였고, tris-buffered NACl solution 

with Tween (TBST)으로 슬라이드를 3분간 2번 씻어주었다. 우선 10분간 

blocking solution으로 비특이적인 항원-항체반응을 억제시킨 후, 일차항체인 

nm23 antibody (prediluted, Abcam, Cambidge, UK), MMP-2 antibody (1:50 희석, 

Labvision Neomarkers, Fremont, CA)와 MMP-9 antibody (1:50 희석, Labvision 

Neomarkers, Fremont, CA)로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TBST로 세척한 후 

biotinylated secondary antibody (Zymed, San Francisco, CA)로 10분간 반응시킨 

후 streptavidin-peroxidase complex로 10분간 반응시켰다. 다시 세척 후 

diaminobenzidine으로 발색시키고 hematoxylin으로 대조염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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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다. 면역조직화학염색면역조직화학염색면역조직화학염색면역조직화학염색 발현발현발현발현 분석분석분석분석 

 면역조직화학염색의 발현정도의 분석은 환자의 병기와 예후에 관련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 nm23, MMP-2 및 MMP-9은 모두 

세포의 세포질에 염색이 되는 항체이고, 판정은 염색성의 빈도점수와 

강도점수를 종합한 반정량적 방법을 채택하였다. 또한 MMP-2와 MMP-9의 

염색 판정은 암세포 (tumor cell, TM) 염색과 기질세포 (stromal cell, ST) 

염색으로 나누어 시행하였다.  

 빈도점수는 양성세포의 출현율에 따라 음성인 경우를 0점, 부분적으로 

염색된 경우를 1점, 전체적으로 염색된 경우를 2점으로 하였다. 강도점수는 

음성인 경우 0점, 약하게 염색된 경우를 1점, 강하게 염색된 경우를 

2점으로 하였다. 염색의 빈도점수와 강도점수를 곱하여 발현점수라 하고, 

0점이면 음성발현 (negative expression), 1점이면 약발현 (weak expression), 

2점이면 중등발현 (moderate expression), 4점이면 강발현 (strong 

expression)으로 정의하였다. 통계학적 처리를 위하여 이를 크게 2가지로 

분류하였고, 저발현 (low expression) 즉, 발현점수가 0점 혹은 1점인 경우와 

고발현 (high expression) 즉, 발현점수가 2점 혹은 4점인 경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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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의자료의자료의자료의 분석분석분석분석 및및및및 통계통계통계통계 처리처리처리처리 

 환자의 임상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였고, nm23, MMP-2 및 MMP-9의 

발현과 난소암의 예후인자 비교는 chi-square test를 이용하였다. 생존곡선 

및 무진행생존 곡선은 Kaplan-Meier method 방법을 이용하여 구했고, 

면역조직화학염색 결과에 따른 생존기간 및 무진행생존기간의 차이는 log-

rank test로 분석하였다. 또한 nm23, MMP-2 및 MMP-9의 발현과 다른 

임상예후인자들은 univariate 및 multivariate Cox proportional hazards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유의 수준은 P<0.05로 하였으며, 

통계분석은 SPSS program (SPSS/12.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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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결과결과결과 

1. 장액성장액성장액성장액성 난소암난소암난소암난소암 환자의환자의환자의환자의 임상적임상적임상적임상적 특성특성특성특성 

 장액성 상피성 난소암 환자 140명의 임상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평균 

나이 (median age)는 50세 (20-75)였고, 병기 III, IV를 포함한 진행된 병기는 

84%였다. 조직학적 등급이 3인 경우는 60%였고, 악성세포가 포함된 

복수는 40%에서 관찰되었으며, 수술 전 혈청 CA125 수치가 100U/ml 

이상이었던 경우는 83%이었다. 양측 난소 모두에서 장액성 난소암이 

관찰된 경우는 77%였고, 복막전이가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환자는 

65%였으며, 50%의 환자에서 림프절 침윤이 관찰되었고, 10%의 환자에서 

원격전이가 관찰되었다. 잔류 종괴가 2cm 미만으로 적절한 종양감축술은 

난소암 환자의 76%에서 시행되었으며, 난소암으로 사망한 환자는 38%, 

암재발이 관찰된 환자는 62%였다.  

 

2. nm23, MMP-2, MMP-9의의의의 발현과발현과발현과발현과 임상예후인자와의임상예후인자와의임상예후인자와의임상예후인자와의 연관성연관성연관성연관성 

 140명의 환자 중 면역조직화학염색이 가능했던 73명의 nm23, MMP-2, 

MMP-9의 발현 양상은 그림 1과 같다. nm23의 발현은 100% 모두 고발현을 

보여 발현점수가 2점, 4점인 중등발현과 강발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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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장액성 난소암 환자의 임상적 특성 

Characteristics  Number (%) 

Median age, yr (range)  50 (20-75) 

Stage (FIGO) I 9 (7) 

 II 13 (9) 

 III 104 (74) 

 IV 14 (10) 

Histologic grade 1 13 (13) 

 2 26 (27) 

 3 58 (60) 

Ascites† Negative 71 (60) 

 Positive 48 (40) 

<35 7 (5) Preoperative serum 

CA125 level (U/ml) 35-100 15 (12) 

 >100 107 (83) 

Residium Optimal‡ 90 (76) 

 Non-optimal 29 (24) 

Ovarian bilaterality Unilateral 23 (23) 

 Bilateral 79 (77) 

Peritoneal seeding Negative 38 (35) 

 Positive 70 (65) 

Lymph node metastasis Negative 51 (50) 

 Positive 52 (50) 

Distant metastasis Negative 126 (90) 

 Positive 14 (10) 

Follow-up status Alive 86 (61) 

 Dead 54 (39) 

Recurrent status No recurrence 53 (38) 

 Recurrence 87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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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cites including positive peritoneal cytology 

‡Optimal : residual disease < 2cm 

 

MMP-2와 MMP-9의 발현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저발현과 고발현으로 

분류되었다. MMP-2의 암세포 염색은 저발현을 보인 경우가 53%인데 반해 

고발현은 47%에서 관찰되었고, 기질세포 염색은 오히려 저발현이 40%에서, 

고발현이 60%에서 관찰되었다. MMP-9의 암세포 염색은 59%의 환자에서 

저발현을, 41%의 환자에서 고발현을 보였으며, 기질세포 염색결과는 

환자의 71%에서 MMP-9의 저발현을 보였고, 29%에서 고발현을 보였다.  

nm23, MMP-2, MMP-9의 발현정도와 난소암의 임상예후인자와의 연관성을 

비교해보면, nm23의 강발현과 통계학적으로 의미있게 연관있는 

임상예후인자는 복막 전이 유무였다 (표 2, 3). 복막 전이가 없는 환자에서 

nm23의 강발현이 60%인데 반해 복막 전이가 있는 환자에서 nm23의 

강발현은 27%로 (P=0.009), 복막 전이가 없는 환자에서 nm23의 강발현이 

더 많이 나타났다. 난소암의 병기에서도 진행된 병기 (stage III, IV)에서 

34%의 nm23 강발현이 관찰되었고 초기 병기 (stage I, II)에서는 64%의 

발현을 보였으나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는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다 (P=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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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nm23, MMP-2 및 MMP-9의 면역조직화학염색 발현 양상. A-C, 

moderate, strong (X100, X200) expression of nm23. D-F, negative, low,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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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ression of MMP-2 in tumor cell (TM). G-I, negative, low, high expression of 

MMP-2 in stromal cell (ST). J-L, negative, low, high expression of MMP-9 in TM. 

M-O, negative, low, high expression of MMP-9 in ST. 

 

난소암의 사망 및 생존에 있어 생존한 환자의 경우 28%에서 nm23의 

강발현을 보인데 반해 난소암으로 사망한 환자의 경우 54%에서 강발현을 

보여 nm23의 강발현과 생존여부의 관계는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었다 

(P=0.02). MMP-2의 암세포 염색의 고발현은 수술전 혈청 CA125 수치가 

높을수록 (P=0.03), 원격전이가 있을수록 (P=0.01) 통계학적으로 의미있게 

연관있었고, 오히려 조직학적 등급은 낮을수록 (P=0.01) 고발현과 연관있게 

나타났다. MMP-2의 기질세포 염색의 고발현은 오직 나이와 연관이 

있었으며, 50세 이상의 환자에서 기질세포의 고발현이 더 많이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P=0.01). MMP-9의 경우에는 암세포 염색 (P=0.006)과 기질세포 

염색 (P=0.04) 모두 고발현이 난소암의 원격전이와 통계학적으로 의미있게 

연관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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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nm23, MMP-2와 MMP-9의 발현과 임상예후인자와의 연관성 

Variables nm23 P MMP-2 MMP-9 

   TM† P ST‡ P TM P ST P 

Age (yr)           

 <50 42  55  46  42  21  

 ≥50 35 0.51 40 0.21 73 0.01¶ 40 0.83 35 0.19 

Stage           

 I,II 64  27  46  18  9  

 III,IV 34 0.06 50 0.15 63 0.28 45 0.08 32 0.08 

Grade           

 1-2 29  65  52  36  19  

 3 47 0.12 34 0.01¶ 71 0.09 47 0.31 34 0.16 

Ascites           

 Negative 38  35  51  41  22  

 Positive 37 0.97 53 0.13 72 0.07 38 0.79 34 0.23 

CA125 level (U/ml)           

 <35 25  0  75  50  50  

 35-100 33  33  56  33  22  

 >100 41 0.76 51 0.03¶ 61 0.79 42 0.82 29 0.61 

Residium           

 Optimal 39  43  57  37  27  

 Non-optimal 28 0.40 50 0.60 72 0.25 50 0.33 33 0.58 

†TM : tumor cell 

‡ST : stromal cell 

¶P-value < 0.05 

All values in this table are reported as a percentage of tumors with strong nm23 

expression and high MMP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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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nm23, MMP-2와 MMP-9의 발현과 임상적 전이성 인자와의 연관성 

Variables nm23 P MMP-2 MMP-9 

   TM† P ST‡ P TM P ST P 

Ovarian bilaterality           

 Unilateral 40  40  53  33  27  

 Bilateral 36 0.80 46 0.67 62 0.57 46 0.37 31 0.75 

Peritoneal seeding           

Negative 60  30  65  40  20  

 Positive 27 0.009¶ 51 0.11 61 0.76 43 0.82 35 0.21 

LN metastasis           

 Negative 42  42  53  25  22  

 Positive 29 0.28 53 0.34 71 0.12 56 0.08 35 0.22 

Distant metastasis           

 Negative 36  44  61  38  26  

 Positive 75 0.12 100 0.01¶ 50 0.67 100 0.006¶ 75 0.04¶ 

Follow-up status           

 Alive 29  43  55  38  26  

 Dead 54 0.04¶ 54 0.35 69 0.24 46 0.51 35 0.41 

Recurrent status           

No recurrence 26  52  56  44  26  

Recurrence 46 0.09 44 0.49 63 0.53 39 0.65 30 0.68 

†TM : tumor cell 

‡ST : stromal cell 

¶P-value < 0.05 

All values in this table are reported as a percentage of tumors with strong nm23 

expression and high MMP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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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난소암의난소암의난소암의난소암의 임상예후인자와임상예후인자와임상예후인자와임상예후인자와 nm23, MMP-2, MMP-9의의의의 발현의발현의발현의발현의 생존기간생존기간생존기간생존기간 및및및및 

무진행생존기간무진행생존기간무진행생존기간무진행생존기간의의의의 차이차이차이차이 

 난소암의 임상예후인자로서 나이, 병기, 조직학적 등급, 악성세포가 

관찰되는 복수 유무, 수술 전 혈청 CA125 수치, 수술 후 잔류 종괴의 정도, 

양측 난소침윤유무, 복막 전이유무, 림프절 전이 유무 및 원격전이 유무를 

조사한 결과, 병기가 높을수록 (P=0.0019), 복수가 있는 경우 (P=0.0002), 

잔류종괴가 2cm 이상일수록 (P<0.0001), 양측 난소침윤인 경우 (P=0.0067), 

복막전이가 관찰된 경우 (P<0.0001) 그리고 원격전이가 있는 경우 

(P=0.0001)에 생존기간이 짧았다. 무진행생존기간과의 관계에서는 병기가 

높을수록 (P=0.0001), 수술전 CA125 수치가 높을수록 (P=0.014), 복수가 

있는 경우 (P<0.0001), 잔류종괴가 2cm 이상인 경우 (P<0.0001), 양측 

난소침윤인 경우 (P<0.0001), 복막전이가 관찰된 경우 (P<0.0001) 그리고 

원격전이가 있는 경우 (P<0.0001)에 무진행생존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nm23, MMP-2와 MMP-9의 발현정도가 생존기간 및 무진행생존기간에 

차이를 보이는지 조사해본 결과는 표 4, 5와 같다. 이 중 생존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nm23의 강발현이었고, nm23의 발현이 강할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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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기간이 짧아지는 것이 관찰되었다 (P=0.04, 그림 2). 또한 nm23의 

발현이 강할수록 무진행생존기간도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짧아지는 것이 

관찰되었다 (P=0.03, 그림 3). 그러나, MMP-2와 MMP-9의 발현정도에 따른 

생존기간 및 무진행생존기간의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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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면역조직화학염색 인자의 생존기간에 관한 단변량 분석 

Variables Median survival (yr) HR¶
 (95% CI) P 

nm23†    

 Moderate Not reached   

 Strong 4.50 1.30 (1.01-1.68) 0.04‡ 

MMP-2 tumor    

 Low expression Not reached   

 High expression Not reached 1.63 (0.75-3.54) 0.21 

MMP-2 stromal    

 Low expression Not reached   

 High expression 7.25 1.58 (0.68-3.63) 0.28 

MMP-9 tumor    

 Low expression Not reached   

 High expression 2.33 1.07 (0.73-1.58) 0.72 

MMP-9 stromal    

 Low expression Not reached   

 High expression 7.25 1.25 (0.83-1.89) 0.28 

†For nm23, 0 (0%) samples showed low and 90 (100%) samples showed  

high expression 

‡P-value < 0.05 

¶HR : hazard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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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면역조직화학염색 인자의 무진행생존기간에 관한 단변량 분석 

Variables Progression-free survival (yr) HR¶ (95% CI) P 

nm23†    

 Moderate 2.50   

 Strong 1.41 1.23 (1.01-1.49) 0.03‡ 

MMP-2 tumor    

 Low expression 2.08   

 High expression 1.50 1.03 (0.57-1.85) 0.92 

MMP-2 stromal    

 Low expression 2.08   

 High expression 1.75 1.18 (0.65-2.15) 0.58 

MMP-9 tumor    

 Low expression 2.08   

 High expression 1.41 0.96 (0.74-1.34) 0.98 

MMP-9 stromal    

 Low expression 1.91   

 High expression 2.00 1.08 (0.78-1.48) 0.64 

†For nm23, 0 (0%) samples showed low and 90 (100%) samples showed  

high expression 

‡P-value < 0.05 

¶HR : hazard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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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nm23, MMP-2 및 MMP-9의 발현에 따른 생존곡선. †not significant. 

A 

B C 

D E 

A. nm23 expression,  

B. MMP-2 tumor (TM) expression 

C. MMP-2 stromal (ST) expression 

D. MMP-9 tumor (TM) expression 

E. MMP-9 stromal (ST) expression 

Moderate nm23 

Strong nm23 

P=0.04 

Low MMP2 (TM) 

High MMP2 (TM) 

Low MMP2 (ST) 

High MMP2 (ST) 

Low MMP9 (TM) 

High MMP9 (TM) 

Low MMP9 (ST) 

High MMP9 (ST) 

P=NS† 

P=NS 

P=NS 

P=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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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nm23, MMP-2 및 MMP-9의 발현에 따른 무진행생존곡선. †not 

significant 

A. nm23 expression,  

B. MMP-2 tumor (TM) expression 

C. MMP-2 stromal (ST) expression 

D. MMP-9 tumor (TM) expression 

E. MMP-9 stromal (ST) expression 

Moderate nm23 

Strong nm23 P=0.03 

Low MMP2 (TM) 

High MMP2 (TM) Low MMP2 (ST) 

High MMP2 (ST) 

Low MMP9 (TM) 

High MMP9 (TM) Low MMP9 (ST) 

High MMP9 (ST) 

P=NS† P=NS 

P=NS P=NS 

A 

B C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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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소암의 생존기간 및 무진행생존기간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임상적 예후인자를 알아보기 위해 multivariate 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을 시행하였다. 생존율의 통계에 사용된 인자로는 병기, 복수 유무, 

잔류종괴, 양측난소침윤 유무, 복막전이 유무, 원격전이 유무 및 nm23 

발현이었으나, 이 중 독립적으로 생존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예후인자는 

없었다. 즉, nm23의 강발현은 통계학적으로 생존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적 인자는 아니었다. 그러나, 무진행생존 기간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살펴본 결과 복막전이가 있는 경우 (P=0.01)와 nm23의 

강발현이 있는 경우 (P=0.001)였으며, nm23의 강발현은 재발을 예측하는 

유용한 인자였다 (표 6).  

 

표 6. 무진행생존기간에 관한 임상적, 조직학적 및 면역조직화학염색  

인자의 다변량 분석  

Variables HR† (95% CI) P 

Peritoneal seeding 5.82 (1.42-23.79) 0.01 

nm23 strong expression 1.66 (1.24-2.20) 0.001 

†HR : hazard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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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nm23, MMP-2 및및및및 MMP-9의의의의 발현간의발현간의발현간의발현간의 상관성상관성상관성상관성 분석분석분석분석 

 nm23, MMP-2 및 MMP-9의 발현의 서로간의 상관성은 표 7에 

설명되어있다. nm23의 발현과 상관관계가 있는 인자는 MMP-9의 암세포의 

발현이었으며, nm23의 발현이 강할수록 MMP-9의 발현도 높게 나타났다 

(P=0.03). 또한 MMP-2의 기질세포의 발현과 MMP-9의 기질세포의 발현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P=0.02), MMP-9의 암세포와 기질세포에서의 

발현도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2).  

 

표 7. 장액성 난소암환자에서 nm23 및 MMP-2, MMP-9 발현간의 

상관성분석 

 nm23 MMP-2 (TM) MMP-2 (ST) MMP-9 (TM) MMP-9 (ST) 

nm23 1 -0.03 (0.78) -0.02 (0.89) 0.26 (0.03)¶ -1.73 (0.14) 

MMP-2 (TM†)  1 -0.84 (0.48) 0.17 (0.15) -0.11 (0.36) 

MMP-2 (ST‡)   1 0.22 (0.06) 0.27 (0.02)¶ 

MMP-9 (TM)    1 0.27 (0.02)¶ 

MMP-9 (ST)     1 

†TM : tumor cell. ‡ST : stromal cell, ¶P-value < 0.05 

All values in this table are reported as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P-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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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고찰고찰고찰 

 인간의 종양에서 nm23 유전자의 역할은 아직 불분명한 상태로 종양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결과가 보고되고 있으며, nm23유전자는 장기특이적 

(tissue-specificity)인 특징을 갖는다고 하였다. 난소암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며, 연구자들에 따라 nm23 유전자의 발현이 갖는 의미도 다르게 

해석되었다. Mandai 등6은 mRNA를 이용하여 정상난소나 양성 난소종양에 

비해 난소암 조직에서 nm23 유전자의 발현이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면서, 

nm23의 과발현이 난소암의 진행과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 

주장은 Leary 등20이나, Schneider 등21의 결과에 의해서도 뒷받침되었다. 

그러나, Scambia 등22이 진행된 난소암에서 nm23 유전자의 발현이 림프절 

침윤이 있는 환자의 40%에서 관찰된 반면, 림프절 침윤이 없는 

환자에서는 70%로 높게 발현이 된 것을 보고하면서 nm23의 과발현이 

난소암의 양호 예후와 연관이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같이 최근들어 

nm23 유전자는 주로 암전이 억제 유전자로 생각되어지면서 각 연구자들은 

암의 전이소견과 nm23의 발현간의 연관성을 조사하였고, Viel 등23도 

분화도가 좋지 않은 세포형태의 난소암에서 림프절 침윤이 없는 환자의 

nm23의 발현이 림프절 침윤이 있는 환자에 비해 높게 발현이 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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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하였다. nm23 단백질이 갖는 암전이 기전에 관련하여 많은 학자들이 

다른 단백질들과의 상호작용24, nucleoside diphosphate kinase (NDP 

kinase)로서의 역할25, DNA transactivation26, DNA nucleas27 및 serine 혹은 

histidine protein kinase28,29 등의 이론을 제시하였으나 nm23 작용의 정확한 

기전은 아직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의 nm23 염색의 결과는 모든 난소암에서 발현이 관찰되어 

상당히 높은 발현율 (100%)을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높은 발현율로 

인하여 nm23의 염색이 부분적으로 (focally), 약하게 (weakly) 이루어진 

부분은 없어 MMP2,9와 같이 저발현 혹은 고발현으로 해석이 

불가능하였으며, 따라서 고발현 내에서의 구분인 중등발현 혹은 

강발현으로 나누어 판정하였다. nm23의 발현은 대부분의 난소암의 임상적 

및 조직학적 예후인자와는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는 관련성이 없었으나, 

암전이 인자에 국한하여 본 경우에는 복막전이유무와 의미있는 연관성이 

관찰되었다. 즉, 복막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nm23의 강발현이 27%의 

환자에서 관찰되는 반면, 복막전이가 없는 경우에는 60%에서 

나타남으로써 통계학적으로 의미있게 차이가 있었다 (P=0.009). 또한 이는 

서로 반대되는 결과로 nm23의 발현이 복막전이 억제와 연관이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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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해주고 있다. 그러나, 암전이를 나타내는 다른 임상인자들 즉, 림프절 

전이, 양측 난소의 침윤 혹은 원격전이 등과는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는 

결과를 보이지 못했다. 특이한 점은 이러한 복막전이와 같은 암전이억제 

기능과 연관이 있다고 봄에도 불구하고 난소암의 생존기간 영향에는 

반대의 결과를 보였다는 것이다. 즉, 난소암으로 사망한 환자의 54%에서 

nm23의 강발현이 관찰된 반면, 생존한 환자에서는 28%에서만이 nm23의 

강발현이 관찰되었고 이는 통계학적으로 의미있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존곡선 비교를 통해서도 nm23의 발현이 강할수록 

생존기간이 짧아짐을 알 수 있었다. 게다가 nm23의 발현은 재발과 연관이 

있었으며, nm23의 강발현은 상피성 난소암의 재발을 예측하는 유용한 

인자였다. 2000년도에 Schneider 등7은 초기병기의 상피성 난소암 환자에서 

nm23의 발현이 불량한 예후와 연관이 있다고 발표하였고, Srivatsa 등30도 

상피성 난소암 환자에서 nm23 단백질 발현이 높을수록 무진행 생존율이 

감소함을 보고함으로써 nm23 발현의 예후인자로서의 역할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nm23의 기능은 비록 다른 여러 단백질이나 인자들간의 

상호작용 혹은 발현조절을 통해 암전이억제기능을 갖지만, nm23 자체가 

난소암으로 사망 혹은 생존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며, nm23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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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소암의 생존 및 재발과 연관된 인자들을 조절하는 기능을 갖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고 할 수 있겠다. 

 MMPs는 다양한 종류의 종양에서 암의 국소 및 원격전이를 담당하는 

중요한 유전자로서 주로 세포외 기질을 형성하는 구성원을 파괴하는 

효소이다. MMPs의 발현은 암세포 뿐만 아니라 주위의 기질세포에도 

나타나면서 최근에는 유방암, 대장암, 두경부암, 폐암 및 난소암에서 

암세포 주위의 기질세포가 MMP-1, MMP-3, MMP-11 및 MMP-2의 중요한 

발생부위임이 알려지고 있다.31-35 난소암의 암세포 경계에 있는 섬유모세포 

(fibroblast)와 같은 기질세포에서 MMP-2의 mRNA가 급격히 증가하여 

MMP-2는 암세포 및 세포외 기질에 자가분비/ 측분비 

(autocrine/paracrine)으로 모두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Huang 등36에 

의하면 난소암의 기질세포에서 종양 침윤 대식포에 의해 생성된 MMP-9은 

암의 악성 성장과 연관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난소암의 

암세포와 기질세포를 나누어 MMP-2 및 MMP-9의 발현양상을 

조사하였으며, MMP-2의 과발현은 기질세포에서, MMP-9의 과발현은 

암세포에서 각각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MMP-2는 암세포발현과 

기질세포 발현간의 상관성이 없었으며, MMP-9은 서로간의 상관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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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즉, MMP-2의 암세포 발현과 기질세포 발현은 각각 조사되어야 

하며 각각이 갖는 임상예후인자와의 관계는 둘 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겠다.  

MMP-2의 발현과 임상예후인자와의 관계에서 암의 조직학적 등급이 

낮을수록 MMP-2의 암세포에서의 고발현율은 높았으며, 반대로 MMP-2의 

기질세포에서의 고발현율은 낮게 나타났다. 비록 기질세포에서의 관련성은 

통계학적 의미는 없었으나, 조직학적 등급에 따라 서로 반대의 발현양상을 

보였다. 이외에 MMP-2의 발현이 나이 및 수술 전 혈청 CA125와 연관이 

있었으며, 암전이와 연관된 인자중에서는 원격전이와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는 연관성을 보였다. MMP-9은 난소암의 병기와는 통계학적으로 

의미는 없지만 진행된 병기에서 암세포 및 기질세포 모두 고발현을 보였고, 

또한 원격전이가 있는 환자에서는 MMP-9의 과발현이 통계학적으로 

의미있게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난소암의 MMP-2와 MMP-

9의 발현의 임상예후적 의미는 증가할수록 불량한 예후와 연관있으며, 

짧은 생존기간과 연관이 있다.14,15 그러나, 본 연구에서 의미있는 

예후인자들과의 연관성을 보기 어려웠고, 암세포와 기질세포의 발현간에 

의미있는 예후인자 차이나 생존의 차이를 볼 수는 없었지만, MMP-2,9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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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소암의 원격전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nm23 유전자의 암전이 억제의 기능을 나타내는 기전의 하나로 Cheng 

등37은 동물실험에서 과발현된 nm23-β가 쥐와 인간의 gelatinase A/MMP2 

유전자의 RE-1 enhancer element에 transactivator와 경쟁적으로 결합함으로써 

nm23이 단백질 분해효소의 전사 (protease transcription)을 억제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하향조절 (downregulation)로 인해 세포의 침윤이 

감소한다고 하였다. Ohba 등19도 실제 신암 (renal cell carcinoma) 환자에서 

nm23 유전자물의 발현과 MMP-2의 관련성이 있다고 하였고, nm23의 발현 

감소가 MMP-2의 발현증가와 연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반면에 Khan 

등38은 구강 편평상피세포암에서 nm23이 암침윤성을 MMP-2와 MMP-9과 

무관하게 억제한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난소암에서의 nm23의 발현과 

MMPs와의 연관성에 관해 본 연구에서 조사해보았으나, 그 결과는 상기와 

다르게 MMP-2과는 연관성이 없었으며, 오히려 MMP-9의 발현과 연관성이 

있게 나타났다. 주로 MMP-9의 암세포에서의 발현과 연관성이 있었으며, 

특기할만하게 서로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다. 즉, nm23발현의 증가시 

MMP-9의 발현도 증가한다는 뜻인데, 통상 nm23은 암전이 억제 유전자로 

이의 증가는 MMP-9의 감소를 유발하여 암전이를 억제한다고 보고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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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nm23의 발현이 난소암의 불량 생존율과 

연관이 있었으며 MMP-9의 발현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nm23 

유전자 발현은 난소암의 불량예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포르말린 고정된 파라핀 블록 (formalin-fixed, paraffin-

embedded block)으로 조직배열 블록 (tissue microarray block)을 제작하여 

염색한 결과로 실제 조직배열 블록으로 난소암의 해석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난소종양은 종양내에서 병리학적 다양성이 매우 뚜렷하고, 낭성 

부위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의 분석에 있어 이러한 

한계점도 고려대상이 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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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결론결론결론  

 암전이 억제유전자로 알려진 nm23은 상피성 난소암 중 장액성 

난소암에서는 난소암의 주전이 경로인 복막 전이와 연관이 있었으며, 

nm23의 발현이 높을수록 복막 전이가 적게 됨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nm23발현은 단변량 분석 (univariate analysis)에서 장액성 난소암의 

생존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서 nm23의 강발현은 난소암의 불량한 

예후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nm23의 강발현은 다변량 

분석 (multivariate analysis)에서 장액성 난소암의 무진행 생존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서 nm23의 강발현이 난소암의 재발을 예측하는 인자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암전이와 연관이 있다고 알려진 MMP-2와 

MMP-9의 고발현은 난소암의 원격전이와 깊은 연관이 있었으며, nm23의 

강발현은 MMP-9의 암세포에서의 발현과 서로 상관관계가 있었다. 비록 

nm23이 복막전이억제와 연관이 있긴 하지만, nm23 발현의 차이는 

난소암의 생존기간과 연관이 있었고 특히 독립적으로 난소암의 무진행 

생존기간과 연관이 있어 nm23 유전자의 발현은 난소암 환자의 불량한 

예후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4 

참고문헌참고문헌참고문헌참고문헌    

1. Jemal A, Siegel R, Ward E, Murray T, Xu J, Smigal C, et al. Cancer statistics, 

2006. CA 2006;56:106-130. 

2. Ozols RF SP, Eifel PJ. . Ovarian cancer, fallopian tube carcinoma and 

peritoneal carcinoma. In: De Vita Jr. VT. Hellman S, Rosenberg SA, editors. 

Cancer : Principles and Practice of Oncology. Sixth Edition, Philadelphia : 

Lippincott Williams and Wilkins 2001;2:1597-1632. 

3. Baker VV. Molecular biology and genetics of epithelial ovarian cancer. 

Obstet Gynecol Clin North Am 1994;21:25-40. 

4. Chen LM, Yamada SD, Fu YS, Baldwin RL, Karlan BY. Molecular 

similarities between primary peritoneal and primary ovarian carcinomas. Int J 

Gynecol Cancer 2003;13:749-755. 

5. Steeg PS, Bevilacqua G, Kopper L, Thorgeirsson UP, Talmadge JE, Liotta LA, 

et al. Evidence for a novel gene associated with low tumor metastatic 

potential. J Natl Cancer Inst 1988;80:200-204. 

6. Mandai M, Konishi I, Komatsu T, Mori T, Arao S, Nomura H, et al. Mutation 

of the nm23 gene, loss of heterozygosity at the nm23 locus and K-ras 



 35 

mutation in ovarian carcinoma: correlation with tumour progression and 

nm23 gene expression. Br J Cancer 1995;72:691-695. 

7. Schneider J, Poll M, Jim?ez E, Marenbach K, Mart?ez N, Volm M, et al. 

nm23-H1 expression defines a high-risk subpopulation of patients with early-

stage epithelial ovarian carcinoma. Br J Cancer 2000;82:1662-1670. 

8. Sawan A, Lascu I, Veron M, Anderson JJ, Wright C, Horne CH, et al. NDP-

K/nm23 expression in human breast cancer in relation to relapse, survival, 

and other prognostic factors: an immunohistochemical study. J pathol 

1994;172:27-34. 

9. Royds JA, Cross SS, Silcocks PB, Scholefield JH, Rees RC, Stephenson TJ. 

Nm23 'anti-metastatic' gene product expression in colorectal carcinoma. J 

pathol 1994;172:261-266. 

10. Leone A, Seeger RC, Hong CM, Hu YY, Arboleda MJ, Brodeur GM, et al. 

Evidence for nm23 RNA overexpression, DNA amplification and mutation in 

aggressive childhood neuroblastomas. Oncogene 1993;8:855-865. 

11. Mandai M, Konishi I, Koshiyama M, Mori T, Arao S, Tashiro H, et al. 

Expression of metastasis-related nm23-H1 and nm23-H2 genes in ovarian 



 36 

carcinomas: correlation with clinicopathology, EGFR, c-erbB-2, and c-erbB-3 

genes, and sex steroid receptor expression. Cancer Res 1994;54:1825-1830. 

12. Tas F, Tuzlali S, Aydiner A, Saip P, Salihoglu Y, Iplikci A, et al. Prognostic 

role of nm23 gene expression in patients with ovarian cancer. Am J Clin 

Oncol 2002;25:164-167. 

13. Yurchenco PD, Schittny JC. Molecular architecture of basement membranes. 

FASEB J 1990;4:1577-1590. 

14. Wu X, Li H, Kang L, Li L, Wang W, Shan B. Activated matrix 

metalloproteinase-2--a potential marker of prognosis for epithelial ovarian 

cancer. Gynecol Oncol 2002;84:126-134. 

15. Davidson B, Goldberg I, Gotlieb WH, Kopolovic J, Ben-Baruch G, Nesland 

JM, et al. High levels of MMP-2, MMP-9, MT1-MMP and TIMP-2 mRNA 

correlate with poor survival in ovarian carcinoma. Clin Exp Metastasis 

1999;17:799-808. 

16. Egeblad M, Werb Z. New functions for the matrix metalloproteinases in 

cancer progression. Natl Rev Cancer 2002;2:161-174. 

17. Torng PL, Mao TL, Chan WY, Huang SC, Lin CT. Prognostic significance of 



 37 

stromal metalloproteinase-2 in ovarian adenocarcinoma and its relation to 

carcinoma progression. Gynecol Oncol 2004;92:559-567. 

18. Kamat AA, Fletcher M, Gruman LM, Mueller P, Lopez A, Landen CN, et al. 

The clinical relevance of stromal matrix metalloproteinase expression in 

ovarian cancer. Clin Cancer Res 2006;12:1707-1714. 

19. Ohba K, Miyata Y, Koga S, Kanda S, Kanetake H. Expression of nm23-H1 

gene product in sarcomatous cancer cells of renal cell carcinoma: correlation 

with tumor stage and expression of matrix metalloproteinase-2, matrix 

metalloproteinase-9, sialyl Lewis X, and c-erbB-2. Urology 2005;65:1029-

1034. 

20. Leary JA, Kerr J, Chenevix-Trench G, Doris CP, Hurst T, Houghton CR, et al. 

Increased expression of the NME1 gene is associated with metastasis in 

epithelial ovarian cancer. Int J Cancer 1995;64:189-195. 

21. Schneider J, Romero H, Ruiz R, Centeno MM, Rodriguez-Escudero FJ. nm23 

expression in advanced and borderline ovarian carcinoma. Anticancer Res 

1996;16:1197-1202. 

22. Scambia G, Ferrandina G, Marone M, Benedetti Panici P, Giannitelli C, 



 38 

Piantelli M, et al. nm23 in ovarian cancer: correlation with clinical outcome 

and other clinicopathologic and biochemical prognostic parameters. J Clin 

Oncol 1996;14:334-342. 

23. Viel A, Dall'Agnese L, Canzonieri V, Sopracordevole F, Capozzi E, Carbone 

A, et al. Suppressive role of the metastasis-related nm23-H1 gene in human 

ovarian carcinomas: association of high messenger RNA expression with lack 

of lymph node metastasis. Cancer Res 1995;55:2645-2650. 

24. Ouatas T, Salerno M, Palmieri D, Steeg PS. Basic and translational advances 

in cancer metastasis: Nm23. J Bioenerg Biomembr 2003;35:73-79. 

25. Wallet V, Mutzel R, Troll H, Barzu O, Wurster B, Veron M, et al. 

Dictyostelium nucleoside diphosphate kinase highly homologous to Nm23 

and Awd proteins involved in mammalian tumor metastasis and Drosophila 

development. J Natl Cancer Inst 1990;82:1199-1202. 

26. Ma D, Xing Z, Liu B, Pedigo NG, Zimmer SG, Bai Z, et al. NM23-H1 and 

NM23-H2 repress transcriptional activities of nuclease-hypersensitive 

elements in the platelet-derived growth factor-A promoter. J Biol Chem 

2002;277:1560-1567. 



 39 

27. Postel EH. Cleavage of DNA by human NM23-H2/nucleoside diphosphate 

kinase involves formation of a covalent protein-DNA complex. J Biol Chem 

1999;274:22821-22829. 

28. Engel M, V?on M, Theisinger B, Lacombe ML, Seib T, Dooley S, et al. A 

novel serine/threonine-specific protein phosphotransferase activity of 

Nm23/nucleoside-diphosphate kinase. Eur J Biochem 1995;234:200-207. 

29. Wagner PD, Steeg PS, Vu ND. Two-component kinase-like activity of nm23 

correlates with its motility-suppressing activity. Proc Natl Acad Sci U S A 

1997;94:9000-9005. 

30. Srivatsa PJ, Cliby WA, Keeney GL, Dodson MK, Suman VJ, Roche PC, et al. 

Elevated nm23 protein expression is correlated with diminished progression-

free survival in patients with epithelial ovarian carcinoma. Gynecol Oncol 

1996;60:363-372. 

31. Fishman DA, Bafetti LM, Banionis S, Kearns AS, Chilukuri K, Stack MS. 

Production of extracellular matrix-degrading proteinases by primary cultures 

of human epithelial ovarian carcinoma cells. Cancer 1997;80:1457-1463. 

32. Sood AK, Fletcher MS, Coffin JE, Yang M, Seftor EA, Gruman LM, et al. 



 40 

Functional role of matrix metalloproteinases in ovarian tumor cell plasticity. 

Am J Obstet Gynecol 2004;190:899-909. 

33. Basset P, Wolf C, Chambon P. Expression of the stromelysin-3 gene in 

fibroblastic cells of invasive carcinomas of the breast and other human 

tissues: a review. Breast Cancer Res Treat 1993;24:185-193. 

34. Okada A, Bellocq JP, Rouyer N, Chenard MP, Rio MC, Chambon P, et al. 

Membrane-type matrix metalloproteinase (MT-MMP) gene is expressed in 

stromal cells of human colon, breast, and head and neck carcinomas. Proc 

Natl Acad Sci U S A 1995;92:2730-2734. 

35. Huang LW, Garrett AP, Bell DA, Welch WR, Berkowitz RS, Mok SC. 

Differential expression of matrix metalloproteinase-9 and tissue inhibitor of 

metalloproteinase-1 protein and mRNA in epithelial ovarian tumors. Gynecol 

Oncol 2000;77:369-376. 

36. Huang S, Van Arsdall M, Tedjarati S, McCarty M, Wu W, Langley R, et al. 

Contributions of stromal metalloproteinase-9 to angiogenesis and growth of 

human ovarian carcinoma in mice. J Natl Cancer Inst 2002;94:1134-1142. 

37. Cheng S, Alfonso-Jaume MA, Mertens PR, Lovett DH. Tumour metastasis 



 41 

suppressor, nm23-beta, inhibits gelatinase A transcription by interference with 

transactivator Y-box protein-1 (YB-1). Biochem J 2002;366:807-816. 

38. Khan MH, Yasuda M, Higashino F, Haque S, Kohgo T, Nakamura M, et al. 

nm23-H1 suppresses invasion of oral squamous cell carcinoma-derived cell 

lines without modifying matrix metalloproteinase-2 and matrix 

metalloproteinase-9 expression. Am J Pathol 2001;158:1785-1791. 

 

 

 

 

 

 

 

 

 

 



 42 

Abstract 

Expression and prognostic value of nm23, MMP-2 and MMP-9 

in serous ovarian carcinoma :  

Bo Sung Yoon 

 

Department of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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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ed by Professor Jae Wook Kim)  

 

The nm23 gene expression has been known for one of the metastasis suppressor 

gene. However, since the recent studies have reported that the nm23 expression has 

the tissue-specificity, the role of the nm23 in human ovarian cancer is still 

controversial. Therefor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prognostic 

significance of nm23 and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of nm23, MMP-2 and MMP-9 

expression in patients with serous ovarian carcinoma.  

140 patients who were diagnosed for serous ovarian carcinoma from Jan 1990 to 

Dec 2003 were enrolled. Among them, 73 cases were available for tissue microar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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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For evaluation of nm23 and MMP-9, immunohistochemical analysis 

was performed on formalin-fixed, paraffin-embedded specimens.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by chi-square test, univariate and multivariate Cox proportional 

regression, Kaplan-Meier method and log-rank test using SPSS (version 12.0). 

The expression of nm23 was inversely correlated with peritoneal seeding (p=0.009). 

On the other hand, strong expression of nm23 was statistically associated with 

mortality in patients with ovarian carcinoma in univariate analysis (p=0.04). Also, 

decreased progression free survival was correlated with strong expression of nm23 

(p=0.03). In addition, the expression of nm23 was the significant parameter affecting 

progression free survival in multivariate analysis (HR=1.66, p=0.001). The expression 

of MMP-2 was correlated with histologic grade inversely (p=0.01), and was 

associated with preoperative serum CA 125 level (p=0.03) and distant metastasis 

(p=0.01) positively. Also, MMP-9 expression was associated with distant metastasis 

(p=0.006). In analysis of immunohistochemical markers each other, the nm23 

expression was correlated with expression of MMP-9 in tumor cell.  

In conclusion, strong expression of nm23 is independently associated with shorter 

progression free survival and also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mortalit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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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reased overall survival in patients with ovarian carcinoma. And nm23 expression 

is correlated with MMP-9 expression showing the distant metastasi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nm23 gene expression may have biologic function affecting poor 

outcome in ovarian carcinoma.  

 

Key words : nm23, MMP-2, MMP-9, serous ovarian carcinoma, cancer metast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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