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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위암의 전이양상과 관련된 단백질 표지자 

전이는 암환자의 사망원인 중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위암의 경우 

근치적 절제술을 시행 받은 환자의 약 40%는 전이를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전이의 

가장 흔한 형태는 간과 복막전이로 각각의 경우 임상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이며 그 

기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보고된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알려진 전이와 관련된 단백질 표지자들을 이용해  간과 

복막전이 간의 차이를 보이는 단백질 표지자를 찾고자 하였다. 1987년 1월부터 

1998년 12월까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에서 장막층을 침범한(T3 이상) 

진행성위암으로 진단 받고 근치적 위절제술을 시행 받은 환자 가운데 수술 후 

추적조사가 가능하였고 파라핀포매 조직 중 보관상태가 양호한 환자를 대상으로 

추적관찰 도중 수술 후 5년 이내에 간이나 복막에 전이가 있었던 83명(전이군)의 

환자들과 이들과 성별, 연령, 수술 당시의 병기 등이 유사하였으나 재발 없이 5년 

이상 생존한 74명(대조군)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위암의 전이와 관계 있는 것으로 

알려진 nm23, E-cadherin, MMP-2, MMP-7, MMP-9의 항체를 이용해 

면역화학염색법으로 각 표지자들의 발현여부를 검사하여 전이양상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nm23의 소실이 대조군에서는 72.1%, 전이군에서는 23.5%로 

전이군에서 보다 많이 소실되는 양상을 보였으며(p<0.001), MMP-7은 대조군에서는 

발현이 않된 반면 전이군에서는 54.3%가 발현되었고(p<0.001), MMP-9은 대조군에서 

53.6%, 전이군에서는 32.5%의 발현율을 보여(p=0.012) 두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대조군과 전이군 사이에 발현율의 차이를 보인 세 인자 중 nm23는 

간전이군에서는 66.7%의 소실율을, 복막전이군에서는 87.2%의 소실율을 보여 간과 



 11

복막전이 사이에서도 유의한 발현의 차이를 보였다(p=0.037). 전이여부에 대한 

다변량 검사 상 림프절 전이 여부와 함께 단변량 검사에서 유의하였던 nm23, 

MMP-7, MMP-9 모두 유의한 인자로 밝혀졌으며 전이양상에 관한 다변량 

검사에서는 성별과 nm23만이 유의한 인자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여성에서 

nm23가 소실된 경우에는 복막전이를, 남성에서는 nm23가 소실된 경우 간전이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nm23, MMP-7, MMP-9 등은 

장막양성인 위암환자에게서 재발을 예측하는데 있어 통상적인 면역화학염색으로 

쉽고 간편하게 검사할 수 있는 유용한 인자이며 특히 nm23가 소실된 경우 

여자에서는 복막전이가, 남자인 경우에는 간전이가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 등 

재발의 양상을 예측할 수 있는 유용한 단백질 표지자이다. 

핵심되는 말 :위암, 간, 복막, 전이, nm23, E-cadherin, MMP-2, MMP-7, MM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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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의 전이양상과 관련된 단백질 표지자 

 

<지도교수 노성훈>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과 

 

이 준 호 

 

Ⅰ. 서론 

 

위암은 세계적으로 그 빈도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위암

으로 인한 암사망율은 전체 암사망율 가운데 2위로 폐암의 뒤를 잇고 있으며 연간 

약 20,000여명의 새로운 환자들이 위암을 진단 받을 정도로 암발생율이 수위를 차

지하는 비교적 흔한 암이다.1,2 최근 우리나라도 일본의 경우처럼 생활수준이 점차 

향상됨에 따라 조기진단 등이 활발해지면서 조기위암의 발견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

나 아직 많은 환자들이 진행성암인 상태로 발견되어 완치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2 

우리나라의 경우 위암으로 수술한 환자들의 평균 생존율은 60% 전후로 조기위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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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일본에 비해서는 낮으나 진행성위암이 상대적으로 많은 

미국 등 서구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3,4 이러한 생존율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암의 전이 여부이다. 위암의 전이는 전이하는 환자의 약 80%가 

근치적 절제술 후 2년 이내에 발견되며 대부분의 경우 전이가 발견되어도 더 이상

의 근치적인 치료가 불가능하다.5 따라서 암으로 인한 사망률과 재발율을 낮추려면 

전이의 고위험군을 조기에 선별하여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방법

일 수 있다. 

위암의 전이는 복막전이와 간전이 형태가 가장 흔하여 전체의 약 70% 정도를 차

지한다.5 이러한 간이나 복막전이의 고위험군을 찾아내기 위해 그 동안 다양한 방

법들이 개발되어왔다. 병리학적인 방법으로는 암종이 장막을 침윤한 경우 장막면에 

노출된 면적, 복강 내를 세척하여 종양 세포가 검출되는지 여부 등이 복막전이와 

관계가 있다고 보고되었으며 분자생물학적으로는 Ca 72-4, CEA 등의 종양 표지자나 

복막 세척액에서 세포사와 관련된 물질을 찾는 Trail assay 또는 CEA나 cytokeratin 

등을 이용한 RT-PCR 등이 복막전이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보고된 바 있다. 

또한 원발암에서 VEGF등을 염색하여 양성으로 판명된 경우 간전이와 관련이 있다

고 보고된 바 있다.5-11 하지만 민감도나 특이도 등이 문제될 뿐 아니라 검사를 하는

데 일부의 방법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등의 단점이 있어 임상

적으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더욱이 그간의 연구는 재발유무를 알아내는데 초

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재발양상에 따른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복막전이가 있는 경우 복강내온열화학요법(CHPP, continuous hyperthermic peritoneal 

perfusion)나 조기복강내항암화학요법(EPIC, early postoperative intraperitoneal 

chemotherapy) 등의 방법들을 이용하여 치료한 경우 일부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기도 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많다.12 하지만 최근 복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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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가 육안적으로 있는 환자라 하더라도 근치적 절제가 가능하다면(3mm 이하 크

기의 복막전이 병소만 남게 되는 경우)  EPIC을 하는 경우 생존율의 향상을 보였다

는 보고가 있으며 근치적 절제가 불가능한 경우라도 종양세포의 부담을 줄이고 

EPIC을 함으로써 환자의 실제적인 생존율 증가는 없었지만 삶의 질은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13,14 또한 근치수술 직후 복강 내를 충분히 세척한 경우 복

강내의 잔류암세포를 충분히 제거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어 복막전이의 위험군을 

예측하는 것은 복막전이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15 

반면 간전이의 경우 원발암에서 탈락된 암세포가 좌위정맥이나 비정맥을 거쳐 문

맥을 통해 간에 생착하여 증식하는 것으로 생각되나 정확한 기전은 알려져 있지 않

으며 이 경우 간동맥을 통해 직접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거나 고주파 등을 이용하

여 전이된 암종을 직접 태우는 등의 치료를 시도하고 있으나 생존율을 향상시키는 

데는 큰 효과를 기재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6 

이렇듯 간전이와 복막전이는 임상양상이나 치료방법이 다소 다르므로 전이의 고

위험군을 조기에 선별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고위험군을 따로 구별하여 예측하는 것

이 필요하며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위암이 전이하는 기전에 대해 보다 많은 이

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암에서 아직 전이를 조기에 예측할 수 효과적

인 방법이 알려져 있지 않으며 간이나 복막전이를 독립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인자

에 대해서는 보고된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암의 전이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기존의 단백

질 표지자들을 이용하여 위암의 전이양상과 표지자들이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 이들 중 간전이와 복막전이를 독립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표지자를 찾아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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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료 및 방법 

 

 1.연구 대상 

1987년 1월부터 1998년 12월까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에서 장막층을 

침범한(T3 이상) 진행성위암으로 진단 받고 근치적 위절제술을 시행 받은 환자 중 

수술 후 추적조사가 가능하였고 파라핀 포매 조직 중 보관상태가 양호한 환자를 

대상으로 추적관찰 도중 술 후 5년 이내에 간이나 복막에 전이가 있었던 

83명(전이군)의 환자들과 이들과 성별, 연령, 수술 당시의 병기 등이 유사하였으나 

재발 없이 5년 이상 생존한 74명(대조군)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전이와 관계 

있는 것으로 알려진 nm23, E-cadherin, MMP-2, MMP-7, MMP-9의 항체를 이용해 

면역화학염색법으로 각 인자들의 발현여부를 검사하여 전이양상과 비교 분석하였다  

 

2. 연구 방법 

가. 면역화학적 염색 및 판독 

(1) 시약 

nm23, E-cadherin, MMP-2, MMP-7, MMP-9에 대한 일차항체는 상품으로 시판되는 

것[(nm23; NCL-nm23, mouse monoclonal antibody IgG2a, Novocastra laboratories Ltd,), 

(E-cadherin; mouse monoclonal antibody IgG2a, 610181, BD Biosciences), (MMP-2; Ab-3, 

monoclonal mouse IgG, IM33L, Oncogene Research Product, Calbiochem), (MMP-7; Ab-3, 

monoclonal mouse IgG, IM71, Oncogene Research Product, Calbiochem), (MMP-9; Ab-3, 

monoclonal mouse IgG, IM37L, Oncogene Research Product, Calbiochem)]을 사용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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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항체는 LSAB2Kit(DAKO)를, 발색제는 AEC kit 또는 DAB Kit (DAKO)를 

이용하였다.  

(2)면역조직화학 염색 방법 

4~5µm로 박절된 조직절편을 poly-L-lysin으로 전 처리된 슬라이드에 부착시키고 이 

슬라이드를 incubator에서 10분간 가열하여 paraffin을 녹인 후 Xylene과 알코올을 

이용하여 탈파라핀과 함수화를 시켰다. Xylene에는 10분간 3회씩 담구었으며 

알코올은 100%, 90%, 80%, 70%의 순으로 각각 3분간 처리하였다. 각 항원의 

에피토프(epitope)를 노출시키기 위해 Citiric buffer (pH 6.0) 용액에 5분간 microwave 

전처치하였다. 이후 조직 내 peroxidase의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3% H2O2 에 15분간 

처리하고 Tris buffer solution (TBS)으로 10분간 세척한 후 비특이적인 단백의 결합을 

막기 위해 10% 염소혈청으로 20분간 반응시키고 가습 chamber에서 희석된 

일차항체(nm23; 1:200, E-cadherin; 1:300, MMP-2; 1:200, MMP-7; 1: 300, MMP-9; 1:200)를 

실온에서 1시간 반응시켰다. 그 다음 TBS로 5분간 3회씩 수세한 후 2차 

항체(biotinylated anti-mouse anti-goat and rabbit monoclonal antibody, DAKO)를 실온에서 

15분간 반응시킨 후 TBS로 수세하였다. Streptavidin peroxidase complex를 15분간 

반응시킨 후 TBS로 수세한 후 발색을 위해 diaminobenzidine (DAB)로 3분간 

반응시킨 후 Mayer hematoxilin으로 대조염색을 시행한 후 증류수로 세척하였다. 

마지막으로 70%, 80%, 90%, 100%알코올, 아세톤으로 각각 2분식 처리하여 탈수한 후 

xylene으로 2분간 3회 처리하고 eprmount를 사용하여 봉입, 건조하였다. 

양성대조군은 가장 반응이 강하게 나오는 슬라이드를 골라 매번 염색 시 같이 

염색하여 비슷한 염색상을 보이는지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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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면역화학 조직 염색의 판독 

염색 결과는 환자의 임상소견에 대해 전혀 모르는 병리의사가 광학현미경 하에서 관찰하여 

nm23와 E-cadherin의 경우 정상 윙 점막을 양성대조군의 이용하여 종양세포의 30% 이상에서 

양성일 때 양성으로 판독하였고 MMP-2, MMP-7, MMP-9의 경우 종양세포의 세포질에 5% 

미만으로 염색되면 음성으로 판독하고, 전체 종양세포의 5% 이상에서 세포질에 염색된 

경우를 양성으로 판정하였다. 

 

나.통계학적 분석 

각 인자들의 발현과 임상병리학적인 인자들과의 비교분석은 SPSS system(version10.0)을 

이용하여 Chi-square test와 Fisher's exact t test로 분석하였으며 다변량분석은 Logistic 

regression analysis를 이용하여 P-value가 0.05이하일 때를 통계학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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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1.자료 분석 

157명 환자들의 연령 분포는 22세에서 80세로 평균 연령은 51.7세였으며 중위 연령은 

52세였다. 남자가 91예(58.0%), 여자가 66예(42.0%)로 남녀 비는 약 1.37 : 1로 남자가 

많았다. 암종의 평균 크기는 6.6cm 이었으며 중위크기는 6cm이었다. 하부위암이 

121예(77.1%)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육안적으로는 Borrmann 3, 4형이 조직학적으로는 

미만형암이 많았다.(Table 1)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tients. 

 Characteristics  Number of patients (%)  

    (N=157) 
     Sex 
       Female  66 (42.0) 
       Male  91 (58.0) 
    Age (years) 
       < 52  75 (47.8) 
       ≥52  82 (52.2) 
    Tumor size (cm) 
       < 6  91 (58.0) 
  ≥6  66 (42.0) 
    Tumor Location 
       Upper  36 (22.9) 
       Lower  121 (77.1) 
    Gross type 
        Localized  38 (24.2) 
        Diffuse  119 (75.8) 
    Lauren classification 
       Intestinal  48 (30.6) 
       Diffuse  109 (69.4) 
    Depth of invasion  
       T3  125 (79.6) 
  T4  32 (20.4) 
    Lymph node metastasis 
       Absent  30 (19.1) 
       Present  127 (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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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면역조직화학염색 양상 

가.nm23 

nm23 항체는 종양세포의 세포질에 특징적으로 염색되었으며 종양세포 주위 기질세포나 

상피세포에는 거의 발현을 보이지는 않았다(Fig. 1). 

나.E-cadherin 

E-cadherin 항체는 종양세포의 세포막에 특징적으로 염색되었으며 종양세포 주위 기질세포나 

상피세포에는 거의 발현을 보이지는 않았다(Fig. 2). 

다.MMP-2, MMP-7, MMP-9  

MMP-2 항체는 종양세포의 세포질에 특징적으로 염색되었으며 종양세포 주위 기질세포나 

상피세포에는 거의 발현을 보이지는 않았다(Figure 3, 4, 5). 

 

 

 

 

 

 

 

 

 

 

 

 

 

 

 

 

 

 

 
 

Figure 1. 

Figure 4Figure 3 

Figure 2.

Figur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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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각 표지자들의 발현 양상에 따른 임상병리학적 소견의 비교  

  가.nm23 

nm23의 경우 연령이나 성별에 따른  발현양상의 차이는 없었다. 암종의 위치는 

하부암일수록  발현이 되지 않는 양상을 보였으며 이는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었다. 반면 

암종의 크기와는 별다른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암종의 육안형이나 조직학적 

유형, 침윤도 등과도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며 림프절전이의 유무에 따라 약한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2-1) 

Table 2-1 Comparison of clinicopathological factors with nm23 expression 

  Number of patients (%) 

 Characteristics  Negative  Positive        p value 
      (N=81)          (N=68) 

Sex              0.506 
Female    36 (58.1)    26 (41.9)    
Male    45 (51.7)    42 (48.3) 

  Age (years)              0.410 
< 52    41 (58.6)    29 (41.4)    

    ≥52    40 (50.6)    39 (49.4) 
  Tumor size (cm)              0.407 
    < 6     32 (50.0)    32 (50.0)    

≥6     49 (57.6)    36 (42.4) 
  Tumor Location             0.003 
    Upper    26 (76.5)    8 (23.5) 
    Lower    55 (47.8)    60 (52.2) 
  Gross type             0.349 
    Localized   18 (47.4)    20 (52.6) 
    Diffuse    63 (56.8)    48 (43.2) 
  Lauren classification             0.163 
    Intestinal    22 (45.8)    26 (54.2) 
    Diffuse    59 (58.4)    42 (41.6) 
  Depth of invasion              0.423 
    T3     62 (52.5)    56 (47.5) 

T4    19 (61.3)    12 (38.7) 
  Lymph node metastasis            0.051 
    Absent    9 (34.6)    17 (65.4) 
    Present    67 (56.8)    51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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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E-cadherin 

E-cadherin은 연령, 성별, 암종의 크기에 따른 발현양상의 차이가 없었다. 또한 암종의 

위치나 육안형과도 특별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조직학적 유형에 따라서는 미만형암과 

달리 장형암에서 E-cadherin의 발현율이 높았으며 이는 통계학적인 의의가 있었다. 암종의 

침윤도가 적을수록 발현율이 높았으나 림프절전이의 유무에 따른 발현율의 차이는 

없었다.(Table 2-2) 

Table 2-2. Comparison of clinicopathological factors with E-cadherin expression. 

   Number of patients (%) 

Characteristics    Negative        Positive        p value 
(N=54) (N=92) 

Sex             0.728 
Female    24 (39.3)   37 (60.7)    
Male     30 (35.3)   55 (64.7) 

  Age (years)           0.173 
   < 52     30 (42.9)   40 (57.1)    
   ≥52     24 (31.6)   52 (68.4) 
  Tumor size (cm)           0.300 
   < 6     20 (31.7)   43 (68.3)    

≥6     34 (41.0)   49 (59.0) 
  Tumor Location          1.000 
    Upper    12 (37.5)   20 (62.5) 
    Lower    42 (36.8)   72 (63.2) 
  Gross type          1.000 
    Localized   14 (36.8)   24 (63.2) 
    Diffuse    40 (37.0)   68 (63.0) 
  Lauren classification          0.010 
    Intestinal    10 (21.7)   36 (78.3) 
    Diffuse    44 (44.0)   56 (56.0) 
  Depth of invasion           0.023 
    T3     48 (41.7)   67 (58.3) 
 T4    6 (19.4)   25 (80.6) 
  Lymph node metastasis          1.000 
    Absent    10 (38.5)   16 (61.5) 
    Present    42 (36.5)   73 (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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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MMP-2 

MMP-2는 높은 연령에서 발현율이 높았으나 성별에 따른 발현율의 차이는 없었다. 암종의 

크기가 작을수록 높은 발현율을 보였으며, 그 외 암종의 위치, 육안형, 조직학적 유형, 침윤 

정도, 림프절 전이 유무 등의 임상병리학적 인자들은 발현율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2-3) 

Table 2-3 Comparison of clinicopathological factors with MMP-2 expression 

Characteristics  Number of patients (%) 

     Negative    Positive          p value 
     (N=116)    (N=34) 

Sex              0.884 
Female    48 (76.2)    15 (23.8)    
Male     68 (78.1)    19 (21.9) 

  Age (years)              0.020 
   < 52     61 (85.9)    10 (14.1)    
   ≥52     55 (69.6)    24 (30.4) 
  Tumor size (cm)              0.006 
   <6     43 (66.2)    22 (33.8)    

≥6     73 (85.9)    12 (14.1) 
  Tumor Location             0.820 
    Upper    27 (79.4)    7 (20.6) 
    Lower    89 (76.7)    27 (23.3) 
  Gross type             0.654 
     Localized   31 (81.6)    7 (18.4) 
     Diffuse    85 (75.9)    27 (24.1) 
  Lauren classification             0.213 
     Intestinal   34 (70.8)    14 (29.2) 
     Diffuse    82 (80.4)    20 (19.6) 
  Depth of invasion              0.234 
     T3     94 (79.7)    24 (20.3) 
 T4    22 (68.8)    10 (31.3) 
  Lymph node metastasis            0.799 
     Absent    22 (81.5)    5 (18.5) 
     Present    90 (76.3)    28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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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MMP-7 

MMP-7은 연령, 성별, 암종의 크기, 침윤도 및 림프절의 전이 유무 등의 임상병리학적인 

양상과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암종의 위치, 조직학적 유형과 약한 상관계를 

보였으나 통계학적인 의의는 없었다.(Table 2-4) 

Table 2-4 Comparison of clinicopathological factors with MMP-7 expression 

Characteristics  Number of patients (%) 

     Negative    Positive        p value 
     (N=106)    (N=44) 

Sex              0.370 
Female    42 (66.7)    21 (33.3)    
Male     64 (73.6)    23 (26.4) 

  Age (years)              0.370 
   <52     53 (74.6)    18 (25.4)    
   ≥52     53 (67.1)    26 (32.9) 
  Tumor size (cm)              0.857 
   <6     45 (69.2)    20 (30.8)    

≥6     61 (71.8)    24 (28.2) 
  Tumor Location             0.091 
    Upper    20 (58.8)    14 (41.2) 
    Lower    86 (74.1)    30 (25.9) 
  Gross type             0.102 
     Localized   31 (81.6)    7 (18.4) 
     Diffuse    75 (67.0)    37 (33.0) 
  Lauren classification             0.083 
     Intestinal   29 (60.4)    19 (39.6) 
     Diffuse    77 (75.5)    25 (24.5) 
  Depth of invasion              0.129 
     T3     87 (73.7)    31 (26.3) 
 T4    19 (59.4)    13 (40.6) 
  Lymph node metastasis            0.636 
     Absent    21 (77.8)    6 (22.2) 
     Present    85 (72.0)    33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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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MMP-9 

MMP-9은 연령이 높은 환자들에서 다소 높은 빈도로 발현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암종의 크기가 작을수록. 위치는 하부암일수록, 미만형암일수록 많이 

발현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그 외의 인자들과는 상관관계가 없었다.(Table 2-5) 

Table 2-5.Comparison of clinicopathological factors with MMP-9 expression. 

Characteristics  Number of patients (%) 

   Negative Positive          p value 
     (N=86)    (N=63) 

Sex              0.315 
Female    39 (62.9)    23 (37.1)    
Male     47 (54.0)    40 (46.0) 

  Age (years)              0.021 
   <52     48 (67.6)    23 (32.4)    
   ≥52     38 (48.7)    40 (51.3) 
  Tumor size (cm)              0.012 
   <6     29 (45.3)    35 (54.7)    

≥6     57 (67.1)    28 (32.9) 
  Tumor Location             0.017 
    Upper    26 (76.5)    8 (23.5) 
    Lower    60 (52.2)    55 (47.8) 
  Gross type             0.708 
     Localized   23 (60.5)    15 (39.5) 
     Diffuse   63 (56.8)    48 (43.2) 
  Lauren classification             0.004 
     Intestinal   19 (40.4)    28 (59.6) 
     Diffuse    67 (65.7)    35 (34.3) 
  Depth of invasion              0.553 
     T3     94 (59.0)    24 (41.0) 
 T4    22 (53.1)    10 (46.9) 
  Lymph node metastasis           0.518 
     Absent    14 (51.9)    13 (48.1) 
     Present    70 (59.8)    47 (40.2) 
 

 4.각 표지자들의 발현 양상에 따른 재발군과 대조군의 비교 

  가.nm23 

nm23의 발현이 재발군에서의 발현율이 대조군에서보다 낮았으며 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재발한 81명의 환자 중 복막전이가 있었던 환자에서의 간전이가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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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서보다 발현율이 낮아 전이양상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Table 3) 

Table 3 Comparison of metastases and metastases patterns with expression of markers 

Metastasis  
No (%) Yes (%)  p value 

Nm23 (N=149)        <0.001 
Negative   19 (27.9)  62 (76.5) 
Positive   49 (72.1)   19 (23.5) 

E-cadherin (N=146)        0.612 
Negative   24 (34.8)  30 (39.0) 
Positive   45 (65.2)  47 (61.0) 

MMP-2 (N=150)        0.050 
Negative   48 (69.6)  68 (84.0) 
Positive   21 (30.4) 13 (16.0) 

MMP-7 (N=150)       <0.001 
Negative   69 (100.0)  37 (45.7) 
Positive   15 (38.5)  44 (54.3) 

MMP-9 (N=149)       0.012 
Negative   32 (46.4)  54 (67.5) 
Positive   37 (53.6)  26 (32.5) 

Metastasis  

Liver (%) peritoneum (%)  p value 
Nm23 (N=81)        0.029 

Negative   28 (66.7)  34 (87.2) 
Positive   14 (33.3)   5 (12.8) 

E-cadherin (N=77)       0.135 
Negative   12 (30.8)  18 (47.4) 
Positive   27 (69.2)  20 (52.6) 

MMP-2 (N=81)       0.292 
Negative   37 (88.1)  31 (79.5) 
Positive   5 (11.9)  8 (20.5) 

MMP-7 (N=81)       0.209 
Negative   22 (52.4)  20 (47.6) 
Positive   15 (38.5)  24 (61.5) 

MMP-9 (N=80)       0.877 
Negative   28 (68.3)  26 (66.7) 
Positive   13 (31.7)  13 (33.3) 

 

  나.E-cadherin 

E-cadherin은 재발군에서는 61.0%(47/77명), 대조군에서는 65.2%(45/69명)가 발현되어 

재발유무에 따른 발현율의 차이는 없었으며 재발양상에 따라서는 77명의 재발한 환자 중 

간에 전이가 있었던 환자 중 30.8%(12/39명)가 발현을 보이지 않았으며 복막에 전이한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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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는 47.4%(18/38명)에서 발현되지 않아 발현양상에 따른 차이도 보이지 

않았다.(Table 3) 

  다.MMP-2 

MMP-2의 발현이 재발군에서는 84.0%(68/81명), 대조군에서는 69.6%(48/69명)에서 발현되지 

않아 재발군에서 발현율이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재발한 81명의 환자 중 복막전이가 있었던 39예의 환자 중 8명(20.5%)에서 

MMP-2가 발현되었으며 간전이가 있던 42명의 환자 중에서는 5명(11.9%)에서 소실을 보여 

전이양상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Table 3) 

  라.MMP-7 

MMP-7의 발현이 재발군에서는 54.3%(44/81명)에서 발현을 보인 반면 대조군에서는 발현을 

보이지 않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재발한 81명의 환자 중 복막전이가 있었던 

39예의 환자 중 24명(61.5%)에서 MMP-7가 발현되었으며 간전이가 있던 42명의 환자 

중에서는 22명(52.3%)에서 발현이 되지 않아 전이양상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Table 3) 

   마.MMP-9 

MMP-9의 발현이 재발군에서는 32.5%(26/80명)에서 발현을 보인 반면 대조군에서는 

53.6%(37/69)에서 발현을 보여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재발한 80명의 환자 중 

복막전이가 있었던 36예의 환자 중 13명(33.3%)에서 MMP-9이 발현되었으며 간전이가 있던 

41명의 환자 중에서는 13명(31.7%)에서 발현을 보여 전이양상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Table 

3) 

 5.전이유무에 따른 다변량분석 

전이유무에 따른 다변량검사를 시행한 결과 nm23와 MMP-7만이 전이와 관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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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표지자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Multivariate analyses of risk factors for recurrence by logistic regression. 

     R.R. (95% C.I.)   S.E. p value 

Age (<52 years vs ≥52 years)  0.978 (0.405-2.358) 0.449    0.230 

Sex (Female vs male)   1.016 (0.398-2.595) 0.478 0.973 

Depth of invasion (T3 vs T4)  0.979 (0.320-2.993) 0.570 0.971 

Node involvement (Neg vs Pos)  0.511 (0.142-1.843) 0.654 0.305 

Nm23 (Neg vs Pos)   0.324 (0.122-0.862) 0.499    0.024 

E-cadherin (Neg vs Pos)   0.603 (0.245-1.481) 0.459 0.270 

MMP-2 (Neg vs Pos)   2.738 (0.657-11.413) 0.728 0.167 

MMP-7 (Neg vs Pos)   0.179 (0.066-0.486) 0.508 0.001 

MMP-9 (Neg vs Pos)   2.415 (0.883-6.608) 0.514 0.086 

 6.전이양상에 따른 다변량분석 

전이양상에 따른 다변량분석 결과 성별과 nm23만이 간전이와 복막전이를 구분할 수 있는 

유의한 인자로 나타났다.(Table 5) 

Table 5. Multivariate analyses of risk factors for patterns of recurrence by logistic regression.  

     R.R. (95% C.I.)   S.E. p value 

Age (<52 years vs ≥52 years)  0.684 (0.186-2.516)  0.665 0.567 

Sex (Female vs male)   16.11 (3.836-67.66)  0.732 <0.001 

Depth of invasion (T3 vs T4)  2.383 (0.470-12.08)  0.828 0.294 

Node involvement (Neg vs Pos)  0.351 (0.031-21.885)  1.232 0.395 

Nm23 (Neg vs Pos)   4.445 (1.001-19.748)  0.766 0.039 

E-cadherin (Neg vs Pos)   2.438 (0.697-8.525)  0.639 0.163 

MMP-2 (Neg vs Pos)     0.304 (0.036-2.564)  1.087 0.274 

MMP-7 (Neg vs Pos)   0.500 (0.123-2.033)  0.716 0.333 

MMP-9 (Neg vs Pos)   1.453 (0.301-7.026)  0.804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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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암의 전이는 암으로 인한 사망의 가장 흔한 원인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

진다. 위암의 전이양상은 복막전이와 간전이 형태가 가장 흔하여 전체의 약 70% 정

도를 차지하며 이러한 간이나 복막전이의 고위험군을 찾아내어 조기에 치료를 하기 

위해 전이를 예측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어 왔으나 아직 실제적이고 임

상적으로 유용한 방법은 없으며 각각의 전이 양상에 대한 예측인자들에 대한 연구

는 많지 않다.5-11  

암의 전이기전을 설명하기 위해 그간 많은 이론들이 제시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암이 전이하는데 있어 특정한 방향성이 없이 무작위적인 형식으로 이루어 진다는 

‘seed and soil' 이론과 특정한 암은 특정한 부위에 전이하는 성격을 갖는다는 

‘homing' 이론이 있으며 각각의 경우 모두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17  또한 이러

한 암세포의 방향성을 설명하기 위해 암세포의 이동을 중개하는 몇 가지 물질들이 

제시되어 왔는데 이 중에는 다양한 성장호르몬이나 세포접합과 관련된 물질, 또는 

chemoattractant 등이 있다. 최근에는 chemokine과 그 수용체가 암세포의 혈행성전이

에 결정적인 역할을 함이 알려짐으로써 특정한 암은 특정한 부위로 전이가 이루어

진다는 'homing' 이론이 다양한 암종에서의 전이양상을 보다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8 따라서 위암의 경우에도 간전이와 복막전이의 기전이 

chemokine이나 상기한 물질 등이 관계하는 상이한 과정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실제로 위암의 경우 chemokine 수용체의 하나인 CCR7이 위암의 림프절전이와 밀

접한 관계가 있음이 알려져 있으며 또 다른 chemokine의 일종인 IL-8과 그 수용체

인 CXCR1A와 CXCR1B 등이 위암세포주에서 발견되어 IL-8이 위암의 진행에 있어 

중요한 신생혈관생성 등에 autocrine 또는 paracrine형태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역할을 할 것으로 추측된다. 19,20  그 외에 세포접합에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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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E-cadherin, CD44 등이나 protease의 일종인 MMP-2, 7, 9, 전이억제유전자로 알려

진 nm23 등이 위암의 전이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나 단지 위암의 

전이 유무나 암의 진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며 간전이나 복막전이 

각각에 대해 독립적으로 작용하는지 등에 관한 연구는 없었다.21-25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전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표지자들을 이용해 위

암에서의 복막전이나 간전이에 보다 특이적으로 적용하는 표지자가 있는지 알아보

고자 하였다. 그 결과 기존에 전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표지자들 가운데 

nm23, MMP-7과 MMP-9 등이 장막양성인 위암환자의 수술 후 전이에 관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 중 전이를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진 nm23유전자의 소실이 

위암의 간과 복막 등 전이양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흑색종세포주를 이용한 연구를 통해 처음 알려진 Nm23는 암억제유전자의 하나로 

알려졌다.26 하지만 다양한 암종에서 서로 상이한 결과를 보임으로써 암종에 따라 

다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측되며 암억제유전자로서의 역할에 대해 아직 논란이 

많다.27-29 Nm23는 기저막의 생성을 촉진하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30 또한 최근의 연구결과에서 암유전자의 일종인 ras 단백질을 불활성화 시

킴으로써 암의 진행에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1 실제로 다양한 고

형암에서 nm23의 발현이 병기의 진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알려져 있으며 특히 

대장암의 경우 간전이와 관련이 있음이 알려져 있다.32 이는 nm23가 소실된 환자에

서 복막전이가 많았던 본 연구와 차이가 있으나 이는 nm23가 암종에 따른 다른 양

상을 보인다는 점과 대장암의 전이양상이 위암의 경우와 매우 다른 것을 감안한다

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위암의 간전이의 경우 여성에서보다 남성에서 더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33 

특히나 다발성 전이가 아닌 간이나 복막 한쪽에만 전이가 있는 환자의 경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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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이 뚜렷함을 보인다.34 본 연구에서도 남성에서의 nm23소실 또는 돌연변이는 

간전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여성에서의 nm23의 소실 또는 돌연변이는 복막전이

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 nm23의 소실이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반

면 전체적인 전이양상에 관한 그간의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전이양상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아 여성호르몬이나 남성호르몬 등이 전이의 순서 등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최근 흑생종 세포주를 이용한 연구에서 에스트로겐 주기

에 따라 암전이 양상이 달라진다는 보고는 이러한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바이

나 이에 관해서는 추후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35 또한 흑색종 

등의 경우에서처럼 특정한 chemokine이나 기존에 위암에서 많이 발현되는 것으로 

알려진 IL-8 등과 같은 cytokine이 nm23외 소실 등과 일정한 관계를 가질 가능성 등

에 대해서도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36  

본 연구에서 nm23 이외에 MMP-7과 MMP-9등이 위암의 전이유무와 관련이 있

었으나 전이양상과는 상관이 없었다. 특히 MMP-7의 경우 음성인 환자에서는 전이

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을 볼 수 있어 전이여부에 대해 대단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MMP-7은 위암의 복막전이와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보고가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효소의 활성도 등을 zymogram등을 통해 확인한 것이 아니고 조직에서

의 발현여부만을 관찰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를 하기는 어려우나 간이나 복막전

이의 양상과 어떠한 경향도 보이지 않아 전이양상과는 관련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

다.24 

 

Ⅴ. 결론 

nm23, MMP-7, MMP-9 등은 장막양성인 위암으로 근치적 수술을 한 환자에게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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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예측하는데 통상적인 면역화학염색으로 쉽고 간편하게 검사할 수 있는 유용한 

표지자이며 특히 nm23가 소실되었을 때 여자인 경우에는 복막전이가, 남자인 경우

에는 간전이가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 등 전이의 양상을 예측할 수 있는 유용한 

표지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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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stasis is a chief cause of death in cancer patients. More than 40% of patients who undergo 

curative gastric resection for gastric cancer experience metastastases. Most of them have a liver 

or peritoneal metastasis within 5 years after curative resection. These patterns of metastasis 

show different clinical course but research for the mechanism of the patterns of metastasis in 

gastric cancer is rar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find a protein marker to discriminate liver or 

peritoneal metastasis of patients who underwent curative gastric resection for serosa positive 

gastric cancer. From January 1, 1987 to December 31, 1998, patients who underwent curative 

gastric resection for serosa positive gastric cancer and who followed completely were 

investigated. Among them, we selected 83 patients who experienced liver or periton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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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stasis within 5 years after curative surgery and whose paraffin bloc that we had. And we 

also selected 74 patients who did not experience metastasis for 5 years matching sex, age and 

TNM stages at diagnosis. We performed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with antibodies for 

nm23, E-cadherin, MMP-2, MMP-7, and MMP-9 those were known to be related with gastric 

cancer metastasis. As a result, nm23, MMP-7, and MMP-9 were significant factors for 

metastasis in gastric cancer and nm23 was also a significant factor to be able to discriminate 

liver or peritoneal metastasis. In case of female patients with loss of nm23, they tend to 

experience peritoneal metastasis, while in case of male patients with loss of nm23, they tend to 

experience liver metastasis. In conclusion, nm23 is a good protein marker for predict not only a 

presence of metastasis but also a pattern of metastasis in gastric cancer patients who undergo 

curative gastric resection. 

Key Words: Gastric cancer, Liver, Peritoneum, Metastasis, nm23, E-cadherin, MMP-2, MMP-7, 

MMP-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