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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자연살해세포와 수상돌기세포의 조직침윤이 위암의 예후에 미치는 향

  위암의 예후는 암의 조직 침윤정도, 림프절 전이 정도, 타 장기로의 전이 

유무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통하여 보다 많은 예후 인자들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예후 인자들의 발견에도 불구하고 임상적으로 실제 이용이 가능한 예후 인

자는 제한적이다. 자연살해세포(Natural killer cell)와 수상돌기세포

(Dendritic cell)는 비특이적 세포독성과 항원제공, T림프구의 활성을 일으

키는 것으로 알려져 본 연구에서는 이들 세포의 암종내로의 침윤과 예후와

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 다. 1995년 1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연세대학

교 원주의과대학 외과학 교실에서 위암으로 근치적 수술을 시행한 106예 

중 5년간 추적관찰이 가능했던 97예를 대상으로 하 다. 대상환자의 위 절

제 조직 중 암의 침윤이 가장 깊은 곳의 조직을 선정하여 절제표본 슬라이

드를 제작 후 수상돌기세포의 침윤정도를 관찰하기 위하여 S-100 단백을,  

자연살해세포의 침윤정도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CD57 항체를 이용한 면역

조직화학염색을 시행하 다. 수상돌기세포의 경우 고배율에서 수상돌기세

포의 개수가 20개 미만인 경우는 저위 침윤군, 20개 이상인 경우는 고위 

침윤군으로 나누었으며, 자연살해세포의 경우 고배율에서 25개 구역을 관

찰하여 자연살해세포의 개수가 25개 미만인 경우를 저위 침윤군, 25개 이

상인 경우를 고위 침윤군으로 구분하 다. 각각의 집단을 조직의 침윤도, 

림프절 전이 유무, 림프절 전이 개수, 위암의 병기와 상관지어서 생존율을 

조사하 다. 자연살해세포의 경우, 조직 침윤도와는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

는 역비례상관관계가 성립되었으나, 림프절 전이 유무 및 위암 병기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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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는 없었다. 수상돌기세포의 경우 조직 침윤도, 

림프절 전이 및 병기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관찰되었다. 단변

량 생존분석에서 자연살해세포 고위 침윤군의 5년 생존율은 75%로, 저위 

침윤군의 45%와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045), 수상돌기세

포 침윤정도에 따라서도 고위 침윤군은 80%, 저위 침윤군은 43%로 통계

학적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5). 그러나 다변량 생존분석에서는 위암

의 병기(stage IIIb/IV)(odd ratio=4.399)와 림프절 전이 유무(odd 

ratio=5.608)만이 위암의 예후와 연관이 있었고 자연살해세포와 수상돌기세

포의 침윤정도는 유의한 향이 없었다. 이상의 결과는 자연살해세포와 수

상돌기세포 두 세포가 위암의 진행에 서로 다르게 작용하여 자연살해세포

는 주로 국소침윤에, 수상돌기세포는 국소침윤 뿐만 아니라 원격전이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두 세포의 침윤정도

가 위암의 독자적 예후 인자로 사용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생각된다.

핵심되는말: 위암, 자연살해세포, 수상돌기세포, 예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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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살해세포와 수상돌기세포의 조직침윤이 

위암의 예후에 미치는 향

< 지도교수  김 대 성 >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김 종 석

 I.  서  론

 

 위암은 국내 발생 암중 가장 흔한 암으로 암에 의한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1
. 위암의 치료 성적은 위암의 조기 발견이 증가하고 진행위암에

서의 수술술기 발달에 의해 과거에 비하여 나아지고 있으나, 진행된 위암

의 예후는 아직은 나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3
. 위암의 예후에 중요한 역할

을 하는 것은 조직 침윤정도, 림프절 전이 정도, 타 장기로의 전이 유무 

등이 있으며, 최근 면역조직화학염색에 의한 조직에 침윤된 세포연구를 통

하여 보다 다양한 예후 인자를 발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예후 인자의 발견에도 불구하고 임상적으로 사용 가능한 독립적 예

후 인자는 아직은 제한적이다
4-8
. 

 인체에서 림프구는 면역기능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자연살해세포는 

단독적 세포독성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수상돌기세포는 비특이 림프구에 

항원을 제공하는 역할과 T 림프구의 활성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10,11

. 최근에는 이들 세포의 면역조직화학염색이 가능하게 되어 이들 세

포에 대한 연구의 가능성이 증대되었는데, 자연살해세포는 CD57을,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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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기세포는 S-100 단백을 이용하고 있다
12
. 이들 세포가 실제적으로 종양

내에서 암세포 파괴의 역할을 담당하는가에 대하여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이들 세포가 암 조직내로 다수의 침투를 보이는 것은 제한적이나

마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13,14

. 최근 시행된 연구결과에 의하

면 이들 세포의 침윤정도는 림프절 전이와 역비례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

며, 장기적으로는 재발의 가능성을 추측할 수 있다고 한다. 아울러 림프절

의  전이에 대한 예측인자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12,15

. 그러나 

자연살해세포와 수상돌기세포의 위암 조직침윤에 관한 연구는 제한적이거

나, 각각의 세포별로 진행되어 위암의 예후인자로서의 역할이 충분히 입증

된 것이 아니었다
12,15-17

. 본 연구는 수상돌기세포와 자연살해세포의 위암조

직침윤정도를 동시에 검사함으로서 이들 세포의 침윤정도가 위암의 예후인

자로서의 사용 가능한지 알아보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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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대상 및 방법

 1995년도 1년간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원주기독병원 외과에서 위암으

로 술전 면역요법이나 화학요법을 시행치 않고, 근치적 위 절제술을 시행

하고 5년간 추적조사가 완료된 97명을 대상으로 하 다. 97명중 72명은 

위아전절제술, 25명은 위전절제술을 시행 받았다. 술후 화학요법은 2기 이

상인 환자에 대하여 epirubicin, mitomycin-c 및 5-FU로 술후 보조화학

요법을 시행하 다. 병기는 1997년 UICC 및 AJCC의 TNM 분류법에 의하

여 결정하 다
9
.     

면역조직화학염색을 위한 일차항체로 자연살해세포는 CD57(NCI IgM 

Zymed, SF, USA)을 1:50으로 희석하여 사용하 으며, 수상돌기세포는 

S-100 protein(DAKO, Denmark)을 1:200으로 희석하여 사용하 다. 면역

조직화학염색은 위 절제 조직 중 암의 침윤이 가장 깊은 곳의 조직을 선정

하여 파라핀 포매 조직을 4 μm로 박절하여 코팅 슬라이드에 부착시키고 

50℃에서 2시간 건조시켰다. 자일렌으로 10분간 3회에 걸쳐 파라핀을 제거

하고 단계적으로 알코올에 처리하여 함수시킨 후 증류수를 사용하여 세척

하 다. 항원성 회복을 위해 pH 6.0의 구연산 완충액에 슬라이드를 담근 

후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에서 15분간 전처치를 시행하 다. 내인성 과산화

효소의 활성화를 억제하기 위하여 0.3% 과산화수소 용액에서 20분간 처치

후 트리스 완충액을 사용하여 3회에 걸쳐 세척하 다. 이후 일차항체를 도

포하여 냉장고에서 하룻밤 동안 배양 세척 후, 바이오틴이 결합된 이차항

체에 20분 배양과 세척, streptavidin peroxidase에 20분간 배양하 다. 세

척과정을 거친 후 3-amino-9-ethylcarbazole로 발색하고, 헤마톡실린 대조 

염색한 다음 리세롤로 봉합하 다
18
.

 자연살해세포의 종양내 침윤정도는 종양 조직내에서 25개 구역을 고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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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400)로 관찰하여 자연살해세포 침윤이 25개 이상인 경우는 고위침윤군, 

25개 미만인 경우는 저위침윤군으로 구분하 다(그림 1A). S-100단백에 양

성반응을 보이는 수상돌기세포의 종양내 침윤정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Furukawa 등
19
이 제시한 population density 법을 따랐으며 고배율(x400)에

서 20개 이상의 수상돌기세포가 관찰되는 경우는 고위침윤군으로, 20개 미

만이 관찰되는 경우에는 저위침윤군으로 각각 구분하 다(그림 1B).

 대상 환자의 생존 및 재발여부는 의무기록, 전화 및 서신을 통하여 조사

하 다. 조직의 침윤도, 림프절 전이 유무와 개수 및 위암의 병기에 따라

서 자연살해세포와 수상돌기세포의 침윤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ANOVA나 

Chi-square 방법으로 검증하 다. 아울러 기존의 병기와 더불어 자연살해

세포와 수상돌기세포의 침윤이 환자 생존율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확

인하 다. 생존율은 Kaplan-Meier 방법으로 구하 으며, 각 인자간의 생

존율 차이는 Log-Rank 방법으로 검증하 다. 병기, 림프절 전이여부, 조

직침윤도, 자연살해세포 및 수상돌기세포의 침윤 등이 환자 생존율에 향

을 미치는 인자라 가정하고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로 다인자 생존

분석을 시행하여 p<0.05인 인자를 유의한 인자로 간주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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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종양내 자연살해세포(NKC)와 수상돌기세포(DC)의 병리소견. A: 

CD57 면역화학염색, x400, B: S-100 단백 면역조직화학염색, x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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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결  과

  1. 위암의 병기와 생존률

 대상군의 성별은 남자가 75예, 여자가 22예 이 으며 수술당시 평균나이

는 53.5 ± 10.9세( 21세~75세)이었다. 병기는 0, Ia, Ib기 49예로 가장 

많았으며 II기 16예, III기 23예, IV기 9예이었다(표 1).

 대상군의 1년, 3년 및 5년 생존율은 각각 87.6%, 70.1%, 58.7%이었다. 

위암의 병기에 따른 5년 생존율은 I기 87.7%, II기 37.5%, III기 30.4%, 

IV기 11.1%로 각 군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001)(그림 2).

그림 2. 위암의 TNM 병기에 따른 환자생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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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대상군의 임상병리학적 소견.

 Characteristics No./Means %/Range

Conventional pathologic study

  Depth of invasion mucosa 20 20.6

submucosa 21 21.6

propria muscle 13 13.4

subserosa 23 23.7

serosa 20 20.6

  Lymph node N0 44 45.4

N1 28 28.9

N2 16 16.5

N3 9 9.3

  Stage 0, IA, IB 49 50.6

II 16 16.5

IIIA, IIIB 23 23.7

IV 9 9.3

  Lymphatics invasion Yes 50 51.5

No 47 48.5

  Cancer size (cm) 5.1 ± 3.4 1 ~ 27

  No. of total dissected node 33.2 ± 15.1 15 ~ 102

  No. of metastasis node 4.8 ± 8.6 0 ~ 55

Immunohistochemistry study

  No. of infiltrated natural killer cell

                  (/25HPF) 
28.16 ± 21.69 3 ~ 100

  No. of infiltrated dendritic cell

                  (/HPF)
19.78 ± 14.02 3 ~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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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기와 자연살해세포 및 수상돌기세포의 침윤과의 관계

 자연살해세포의 침윤은 I기에서 평균 37.7 ± 24.1개가 관찰되었으며, 병

기가 II기, III기로 증가할수록 각각 평균 18.5 ± 10.1, 15.0 ± 11.3개로 

감소하 으나 VI기에서만 평균 27.3 ± 19.3개로 증가되어 있었다. VI기에

서의 자연살해세포의 침윤의 개수 증가는 림프절 병기에서 N3의 경우 자

연살해세포 개수의 증가와 더불어 통계학적으로는 의미가 없었다(표 2).

 수상돌기세포의 경우에서도 I기는 평균 25.0 ± 14.4개 으며 II, III, VI

기에서 각각 20.3 ± 15.8, 12.4 ± 8.0, 9.0 ± 2.8개로 역비례 상관관계를 

보 고 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표 2).

 또한 병기가 증가할수록 자연살해세포 및 수상돌기세포 모두 고위침윤군

의 숫자는 감소하고 저위침윤군의 숫자는 증가하는 결과를 보 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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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종양의 병기에 따른 자연살해세포(NKC) 및 수상돌기세포(DC)의 침

윤세포수

NKC infiltration (/25HPF
#
) DC infiltration(/HPF

#
)

TNM stage Mean±SD p-value* p-value+ Mean±SD p-value* p-value+

Stage I 37.7±24.1

<0.001

25.0±14.4

<0.001
II 18.5±10.1 0.006 20.3±15.8 1.000

III 15.0±11.3 <0.001 12.4±8.0 0.001

IV 27.3±19.3 0.883 9.0±2.8 0.005

T stage Mucosa 38.1±23.0

0.005

25.7±13.1

<0.001

Submucosa 37.4±26.3 1.000 26.7±16.6 1.000

PM
§

27.3±21.5 1.000 24.3±15.2 1.000

Subserosa 20.3±15.1 0.049 12.8±9.8 0.011

Serosa 19.2±15.2 0.044 12.3±1.7 0.011

N stage N0 38.8±24.9

<0.001

25.0±14.7

<0.001
N1 19.8±12.4 0.001 19.7±14.2 0.545

N2 13.9±8.7 <0.001 11.4±6.6 0.003

N3 27.3±19.3 0.653 9.0±2.8 0.006

* p-value were calculated by Bonferroni's multiple comparison versus stage I 

/Mucosa /N0 subgroup

+ p-value were calculated by ANOVA

#
 HPF : High power field

§ PM : propria muscle layer



- 12 -

표 3. 종양의 TNM병기와 자연살해세포(NKC) 및 수상돌기세포(DC)

의 종양내 침윤정도와의 관계

Stage No.
NKC

*
DC

*

High Low High Low

I 49 35(71%) 14(29%) 31(63%) 18(37%)

II 16 2(12%) 14(88%) 7(44%) 9(56%)

III 23 4(17%) 19(83%) 2(9%) 21(91%)

VI 9 3(33%) 6(67%) 0(0%) 9(100%)

* 
p<0.01 by Chi-squa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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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양의 침윤 정도와 자연살해세포 및 수상돌기세포의 종양내 침윤 정도

와의 관계

 자연살해세포와 수상돌기세포의 종양내 침윤정도는 종양의 침윤정도와 역

비례상관관계를 보 다. 특히 자연살해세포와 수상돌기세포 모두 점막에 

침윤한 대상군과 비교하여 장막하층과 장막층까지 침윤한 대상군이 통계학

적으로 의미 있는 수적 감소가 있었다(표 3). 또한 위암의 침윤이 점막층

이나 점막하층에 국한된 경우에는 자연살해세포 고위침윤군은 각각 70%

와 61%를 차지한 반면, 근육층 이상의 침윤군에서는 자연살해세포 고위침

윤군은 21~25%에 불과하 다. 마찬가지로 위암의 침윤이 점막이나 점막

하층에 국한된 경우에서도 수상돌기세포 고위침윤군은 각각 65%, 76%이

었던 반면, 근육층 이상의 침윤군에서 수상돌기세포 고위침윤군의 비율은 

46%, 13% 및 10%로 조직 침윤이 깊을수록 수상돌기세포 고위침윤군의 

비율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표 4). 

표 4. 종양의 침윤정도(T 병기)와 자연살해세포(NKC) 및 수상돌기

세포(DC)의 침윤정도와의 관계

Depth of 

invasion
No.

NKC
*

DC
*

High Low High Low

Mucosa 20 14(70%) 6(30%) 13(65%) 7(35%)

Submucosa 21 13(61%) 8(39%) 16(76%) 5(24%)

PM 13 3(21%) 10(77%) 6(46%) 7(54%)

Subserosa 23 5(21%) 18(79%) 3(13%) 20(87%)

Serosa 13 5(25%) 15(75%) 2(10%) 18(90%)

* 
p<0.01 by Chi-squa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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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림프절 전이와 자연살해세포 및 수상돌기세포의 침윤과의 관계

 림프절 전이 정도는 자연살해세포 및 수상돌기세포의 침윤정도와 역비례 

상관관계를 보 는데 자연살해세포는 림프절 전이가 없는 경우(N0)와 비

교하여 N1과 N2 대상군에서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수적 감소가 있었

으며 수상돌기세포는 림프절 전이가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N2, N3 대상군

에서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수적 감소가 관찰되었다(표 3). 또한 림프절 

전이가 없는 경우, 자연살해세포 및 수상돌기세포 고위침윤군의 비율은 각

각 72%와 61%로 이는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 고위 침윤군의 비율인 

22%나 24%와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 다(표 5).

표 5. 종양의 림프절 전이정도(N 병기)와 자연살해세포(NKC) 및 수상돌기

세포(DC)의 침윤정도와의 관계

Node 

metastasis
No.

NKC DC
*

High Low High Low

N0 44 32(72%) 12(28%) 27(61%) 17(39%)

N1 28 7(25%) 21(75%) 12(42%) 16(58%)

N2 16 2(12%) 14(88%) 1(6%) 15(94%)

N3 9 3(33%) 6(67%) 0(0%) 0(100%)

* 

p<0.01 by Chi-squa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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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자연살해세포 및 수상돌기세포의 침윤정도와 환자 생존율 관계

 자연살해세포 고위침윤군의 5년 생존율은 75.0%로 저위침윤군의 45.3%

와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 다(그림 3A). 마찬가지로 수상돌기세포 

고위침윤군의 5년 생존율은 80.0%로 저위 침윤군의 43.9%와 비교하여 유

의하게 높은 생존율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그림 3B). 그러나 기존의 예후 

인자인 병기, 원발병소의 조직침윤정도, 림프절 전이여부 및 조직학적 림

프절 침윤정도를 포함한 다인자 생존 분석에서는 자연살해세포나 수상돌기

세포의 종양조직내 침윤정도는 독립적인 유의한 예후인자가 아니었고, 병

기(III/VI기)와 림프절 전이유무(림프절 전이군)만이 위암의 예후에 관여

하는 유의한 인자로 확인되었다(표 6).

그림 3. 자연살해세포(NKC)(A) 및 수상돌기세포(DC)(B)의 침윤정도

에 따른 환자생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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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환자생존률에 향을 미치는 위험인자들 -다인자분석결과

Risk factors p-value Odd ratio
95% CI*

Lower Upper

 NKC low infiltration(<25/25HPF) 0.650 0.83 0.372 1.854

 DC low infiltration(<20/HPF) 0.268 1.663 0.676 4.090

 Lymphatic invasion (+) 0.867 1.128 0.273 4.658

 Stage IIIb/IV 0.002 4.399 1.696 11.413

 T3/T4 0.458 0.713 0.292 1.743

 Node positive 0.033 5.608 1.149 27.373

NKC=natural killer cell

DC=dendritic cell

* CI :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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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임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위암의 예후인자로는 위벽 침윤정도, 림프절 

전이, 육안적 형태, 조직형 등이 있으며 특히 위벽 침윤 정도와 림프절 전

이가 가장 중요한 인자로 인정되고 있다
5-8
. 따라서 위벽 침윤 정도와 림

프절 전이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TNM 병기 분류법은 위암의 병기 구분

에 가장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2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기에 따른 생존율

이 보고자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여, 병기만으로 위암 환자의 생존을 예측

하고 치료방침을 결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1-8
. 

 조기 위암의 5년 생존율은 95% 이상으로 보고 되고 있으나 진행된 위암

은 근치적 위절제와 원발부위 국소 림프절 청소술에도 불구하고 치료성적

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1-3
. 그러므로 위암에서 예후와 상관관계가 명확한 인

자를 규명할 수 있다면 위암의 치료방침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인 치

료계획을 수립 혹은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7-8
.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알려

진 예후인자 이외의 면역 반응도에 관련된 인자들이 위암 환자의 생존율에 

향을 미친다고 가정하고, 이러한 면역 반응의 척도로 자연살해세포와 수

상돌기세포의 종양내 침윤정도를 후향적으로 조사하 다. 

 악성 고형 암종에 있어서 근본적인 치료는 가능하다면 외과적 절제술이 

필수적이며 병기에 따라서 전신적 항암 화학요법이나 국소적 방사선 치료

를 동반하게 된다
1-4
. 고형암은 근치적 절제 없이는 완치를 기대하기 힘들

며,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만으로는 본래 암종의 일정 비율만 소실되고 대

부분의 경우 저항성을 가진 암조직은 체내에 남아있게 된다
20
. 그러나 간혹  

수술 없이 항암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만으로 암종이 완전 소실 될 수 

있는데 이는 신체내의 자연적인 방어기전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추측되며 

이중 자연살해세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1,22

. 자연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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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세포는 세포질에 큰 과립이 있는 림프구로서 T 림프구와 B 림프구와는 

다른 자연적인 살해기능을 갖는 넓은 범주의 세포로 선행 감작이나 주조직

적합항원의 제한 없이 세포독성을 보이게 된다
10,12,14,15,23

. 마찬가지로 수상돌

기세포도 골수에서 유래하여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세포로 알려져 있으며 

주조직적합항원의 발현과 항원표식세포와 연관되어 T 림프구 활성화를 유

도하여 종양세포를 제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11,12,13,24

. 이상의 자

연살해세포와 수상돌기세포는 각기 다른 과정을 통하여 종양 세포 독성에 

관여하며 이미 유방암과 대장암, 정상피종 등 여러 다른 암종에서 이들 세

포의 종양내로의 침윤이 예후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19,25-29

. 

  본 연구에서 자연살해세포와 수상돌기세포의 침윤정도에 따른 병기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자연살해세포와 수상돌기세포의 침윤정도

는 병기와 역비례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위암의 조직침윤정도(T

병기)가 낮을수록 자연살해세포와 수상돌기세포의 침윤정도가 높았으며, 

림프절 전이가 적을수록 자연살해세포와 수상돌기세포의 침윤정도가 유의

하게 높았다. 이는 자연살해세포와 수상돌기세포들의 원발병소내 조직침윤

정도가 기존의 병기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특히 자

연살해세포의 경우 위암의 위벽 침윤정도와 자연살해세포의 종양내 침윤정

도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고, 수상돌기세포는 위암의 위

벽 침윤정도 뿐만 아니라 림프절 병기 및 위암 병기와도 통계학적으로 유

의한 상관관계를 보 는데 이는 자연살해세포는 국소침윤에, 수상돌기세포

는 국소침윤 뿐만 아니라 원격전이와도 관련이 있다는 기존의 보고와 일치

하고 있다
30
.

 그러나 종양내의 자연살해세포와 수상돌기세포의 침윤을 정확하게 측정하

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이용하기에는 제약이 있다. 위암

의 경우 종양과 무관한 위의 염증반응이 있어, 위암 자체의 체내 면역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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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에 해당되는 자연살해세포와 수상돌기세포의 침윤만을 선택적으로 규명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고위침윤과 저위침윤으로 단순 이분하는 방법

으로 종양내의 자연살해세포와 수상돌기세포의 침윤정도를 평가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11,12,15,28

. 본 연구에서 종양내로 침윤한 세포의 개수

에 따라서 고위침윤과 저위침윤으로 구분하 는데, 이는 기존 연구에서 제

시된 기준을 따랐을 뿐이며 다른 고형암에 있어서 연구자마다 다양한 기준

을 제시하고 있다
11,12,15,25,28

.  

 그러나, 상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자연살해세포와 수상돌기

세포의 조직침윤정도에 따라서 환자 생존율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자연살해세포 고위침윤군의 5년 생존율은 75.0%로, 저위침윤군의 45.3%

와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 다. 마찬가지로 수상돌기세포 고위침윤군

의 5년 생존율은 80.0%로, 저위침윤군의 45.9%와 비교하여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그러나 다인자 생존분석을 하 을때 자연살해세포

와 수상돌기세포의 조직침윤정도는  위암의 예후를 결정하는 독립적인 인

자는 아니었다. 이는 자연살해세포와 수상돌기세포의 조직침윤이 기존의 

TNM병기와 매우 좋은 상관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다인자 생존분석에서 그 

독립적인 향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즉 자연살해세포와 수상돌기세포

의 위암 종양내로의 침윤은 예후에 긍정적인 향이 있으나 독립적인 예후

인자로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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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결  론 

 

  위암에서 CD57에 양성으로 염색되는 자연살해세포나 S-100단백에 양

성으로 염색되는 수상돌기세포의 암종내 침윤은 종양의 위벽내 침윤 및 림

프절 전이와 역상관 관계가 있다. 다인자 분석에서 위암의 독자적인 예후

인자로 평가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예후와 관련있는 인자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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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ognostic Value of Natural Killer Cell and Dendritic Cell Infiltration 

in Gastric Cancer 

Jong Soek Kim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Dae Sung Kim)

 Background: Natural killer cells(NKC) and dendritic cells(DC) have 

non-specific cytotoxic effect against various tumor such as breast 

cancer, colorectal cancer and lung cancer. Howev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filtration of these cells and prognosis of gastric cancer 

are not yet known. So the aim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whether 

the these cell's infiltration of gastric cancer results in a positive 

prognosis.

 Material and Methods: Ninety-seven patients who had undergone a 

gastrectomy(radical subtotal gastrectomy or radical total gastrectomy) at 

Yonsei Wonju Christian Hospital between Jan. 1995 and Dec. 1995 were 

enrolled in the study.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was performed for 

evaluation of NKC infiltration with CD57 antibody and of DC infiltration 

with S-100 protein. In DC, the number of S-100 protein positive DC 

was graded as either low dendritic cell infiltration(0 to 20) or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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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dritic cell infiltration(over 20 cells) under high power 

microscopy(×400 HPF). In NKC, a total of 25 areas containing 

pericancerous tissue were selected for determining the number of NKC 

infiltration, after which patients were classified as either low NKC 

infiltraion(0 to 25) or high NKC infiltration(over 25 cells). The 

Kaplan-Meier method was used to obtain survival curve and 

multivariated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Cox regression model.

 Result: The 5-year survival rate was 75.0% in patients with high 

infiltration of NKC, 45.3% in those with low infiltration of NKC, 80.0% 

in those with high infiltration of DC and 43.8% in those with low 

infiltration of DC. These results were statistically different(p<0.01). 

However multivariate analysis did not show NKC and DC infiltration to 

be significant prognostic factors.

 Conclusions: NKC and DC intratumoral infiltration of gastric cancer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survival in this study. Although the 

prognostic significances of NKC and DC intratumoral infiltration were 

p<0.01 in both NKC and DC in univariated analysis, these results were 

not permitted as independent prognostic factors in multivariated 

analysis. 

Key words : Gastric cancer, Natural killer cell, Dendritic cell, 

Prognos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