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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국소진행된 직장암의 경우 수술 전 방사선 항암 화학

요법 및 방사선 병합치료는 종양의 병기하향을 유도하

여 근치적 절제율을 높히고 수술 후 국소 재발을 억제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보고자에 따라 다르지만 수술

전 항암 약물 및 방사선 병합치료 후 절제율은 8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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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Concurrent chemoradiation treatment (CCRT) for locally advanced rectal cancer is an important modality

for curative resection, but its tumor response shows wide spectrum. The aim of study is to investigate any correlation
between a related genetic mutations, proliferative index and tumor response after CCRT. Methods: A twenty three patients
with rectal cancer, which preoperatively staged as over T3N1 or T4 determined by transrectal ultrasonography and MRI.
Enrolled patients were given 5 FU 450 mg/m2 and leucovorin 20 mg/m2 intravenously for 5 days during the first and
fifth weeks of radiation therapy (45∼54 Gy). 4 weeks after completion of scheduled treatment, surgical resection was
performed. Tumor response was classified into CR (complete remission), PR (partial response: 50% of diminution of
tumor volume and downstaging), NR (no response). Paraffin-embedded tissues obtained before chemoradiation treatment
were studied with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of p53, Bcl-2 and Ki-67. The extent of tumor response was correlated
with proliferative activity as measured by immunostaining of Ki-67 proliferative antigen and expression of p53 and bcl-2
oncoproteins (less than 10%: negative, 10∼25%: , 25∼50%: , more than 50%: , Ki-67: to count a labeled
cells per 1,000 cells). Results: All patients were resectable. CR was obtained in 4 (17.4%), PR in 10 (43.3%) and NR
in 9 (39.2%). p53 mutation was noted in 16 (70%). p53 mutation was found in NR: 5 (31.3%), PR: 9 (56.2%), CR:
2 (12.5%), respectively. Bcl-2 expression was noted in 11 (48%). NR as in 4 (36.3%), PR: 3 (28.4%) and CR: 4 (36.3%),
respectively. Ki-67 labeling index was NR: 615.4 446.2, PR: 663.2 296.4, CR: 765.5 188.3, respectively (CR PR
Vs NR, p=0.029). Conclusions: Immunohistochemical Expression of p53 and bcl-2 does not correlate with tumor response
after CCRT, but Ki-67 labeling may be useful parameters for good radiosensitive tumor selected for CCRT. (JKSCP

2000;16:436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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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종양의 완전 관해도 10∼20%까지 보고하고 있다.1-3

그러나 일부 종양에서 수술 전 방사선 및 항암 약물 병

합치료에 반응을 하지 않거나 종양이 진행되어 전신전

이를 하는 경우가 있어 치료를 어렵게 하고 있다. 반응

을 하지 않는 종양의 특징을 분자생물학적으로 규명하

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 왔는데 Willet등4은 증식능이 낮

은 세포들이 이러한 병합치료에 별 반응을 안 하는 것을

관찰하여 이 세포군이 종양의 병기하향에 장애가 되는 요

소라고 하였다. 이외 종양 내 p53, Bcl-2 유전자 등의 돌

연변이가 치료반응과 관계 있다는 보고가 있다.5 ,6 본 연

구는 방사선 항암 화학요법 전에 직장암내의 p53, bcl-2,

ki-67 발현 상태와 방사선 및 항암 화학 요법후의 종양의

반응 정도와 상관 관계를 조사하여 이러한 치료 후 종양

의 반응정도를 예측하는 지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방 법

1) 연구대상

1997년 3월부터 1999 3월까지 연세대학교 부속 세브란

스병원 외과에서 조직학적으로 확진된 진행성 직장암 23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술 전 직장 수지검사상 암종괴

가 직장 벽에 고정된 경우이거나 직장 초음파 검사상 직

장 벽을 뚫었거나 주위 골반장기를 침범한 경우이고 주위

로의 암전이가 의심되는 커진 림프절이 여러 개 있을 때

를 대상으로 수술 전 항암 화학 및 방사선 치료를 하였

다. 항암 화학요법은 5 FU 450 mg/m2와 leucovorin 20

mg/m2을 총 4,500 내지 5,040 cGy 방사선 조사시 첫 5일

간과 마지막 5일간에 정맥주사하였다. 방사선 및 항암 약

물 치료 전에 조직생검을 하여 보관하였다. 치료종결 후

직장 초음파 검사 및 MRI 검사하여 치료반응을 조사하며

약 4주나 6주 후에 근치적 목적으로 외과적 절제를 시행

하였다. 수술 후 병리조직학적 소견과 상호 분석하여 종

양이 완전소실된 경우를 완전 관해(complete remission),

종양의 직경이 50% 이상 감소된 경우 혹은 직장 벽 침윤

도가 병기 하향되어 유동성이 많아진 경우를 부분 관해

(partial remission), 종양의 크기 변화나 병기하향이 안된

경우를 무반응(no response)으로 정의하였다.

2) 면역조직화학적 염색 방법

파라핀에 포매된 조직블록을 연속절편하여 hemato-

xylin-eosin 염색하여 암세포가 많은 부위를 선택하여

염색할 슬라이드를 준비하였다. p53 (antimouse anti-

body, Dako, Carpinteria, CA, USA), Bcl-2 (antimouse

antibody, Dako, Carpinteria, CA, USA), Ki-67 (M I B-1,

immunotech, France) 및 LSAB kit (Dako, Carpinteria,

CA, USA)을 이용하여 ABC (avidin-biotin complex im-

munoperoxidase technique) 방법으로 면역조직화학 염색

을 실시하였다.

파라핀 포매조직을 5 μm 두께로 조직절편을 만들어

xylene과 alcohol로 탈파라핀과 함수 과정을 거쳤다. 이

후 PBS (phosphate buffer saline)로 세척했다. 세포내 존

재하는 peroxidase 활성도를 제거하기 위해 3% 과산화

수소수로 처리하였다. Citrate acid buffer (pH=6.0)에 침

수시킨 후 microwave에서 25분간 처리하였다. 조직을

식힌 후 PBS로 세척했다. 이후 1：10 tissue conditioner

(LSAB kit: blocking agent)로 4분간 부치하여 조직항원

과 항체간의 비특이적 결합을 막았다. p53, Bcl-2 단백

의 항체를 Tris-HCl buffer 용액에 1：100으로 희석하여

4도에서 밤새 배양하였다. PBS로 세척 후 biotinylated

goat antimouse antibody를 PBS에서 1：200으로 희석한

용액을 조직에 점적하고 60분간 부치한 후 PBS로 세척

하였다. 발색제로 AEC chromogen을 10분간 부치시킨

후 hematoxylin으로 3분간 대조염색 시행 후 Dako

glycerol mounting medium을 사용하여 현미경으로 관찰

하였다.

Ki-67에 대한 M I B-1 monoclonal antibody를 이용하

여 반응시켰다. 조직 슬라이드는 실온에서 10% normal

goat serum에서 15분간 부치한 후 1：200으로 희석한

PBS 용액에서 4도에서 밤새 배양하였다. 1：400으로

희석한 biotinylated goat antimouse antibody를 30분간

배양하고 1：200으로 희석한 streptavidin-biotin peroxi-

dase complex 용액으로 부치했다. AEC chromogen으로

10분간 부치한 후 hematoxylin으로 대조 염색 후 현미

경으로 관찰했다.

3) 결과 판정

각 조직의 항체 발현도는 종양세포의 염색되는 p53

돌연변이 단백, Bcl-2 단백의 발현빈도, 발현강도 및 양

상을 관찰하였다. 강도는 종양세포의 10% 미만이 양성

인 경우를 음성, 10∼25%인 경우를 약양성( ), 25∼

50%를 중등도 양성( ), 50% 이상은 강양성( )

으로 등급을 정하였다. Bcl-2 단백의 발현의 대조군은

림파구의 Bcl-2 단백발현으로 하였다(Fig. 1, 2). Ki-67

발현은 고배율에서( 200 or 400) ocular 10 10 mm

grid을 이용하여 1,000개 세포 중 발현된 핵의 수를 측

정하였다(Fig. 3).

통계학적인 분석은 Chi-square test로 유의성을 검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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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53 protein in a well-differentiated adenocarcinoma. The nuclei of cells have a intense p53 immunoreactivity (right),
100.

Fig. 2. Upper left: Bel-2 immunoreactivity for lymphocyte (indicated by arrow). Lower right: strong expression of bel-2 protein
in a well differentiated adenocarcinoma. 100.

p53 Immunohistochemica l Sta ining

Bcl- 2 Immunohistochemica l Sta 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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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1) 수술전 방사선 및 항암 화학요법 후 직장암의

치료반응

전체 23명 중 4명(17.3%)가 완전 관해(complete re-

mission)를 보였고 10명(43.4%)이 부분 반응(partial re-

sponse), 9명(39.3%)이 무반응(no response)이었다(Table 1).

2) 수술 전 방사선 항암 화학요법 전 직장암의 p53

발현 상태와 종양의 반응 정도

수술 전 방사선 및 항암 화학요법 전의 직장암의 p53

양성발현은 16/23 (70%)이었고 음성은 7/23 (30%)이었

다. p53 양성발현 16예 경우 완전 관해가 2/ 16 (12.5%),

부분반응이 9/ 16 (56.2%), 무반응 5/ 16 (31.3%%)이었다.

p53 음성인 7예 중 2예(28.5%)가 완전관해, 1예(11.4%)

가 부분반응, 4예(60%)가 무반응이었다. p53 발현 상태

와 종양의 반응 정도와는 상관관계가 없음을 관찰하였

다(p=0.683)(Table 2).

3) 수술 전 방사선 항암 화학요법 전 직장암의 Bcl-2

발현 상태와 종양의 반응 정도

Bcl-2 발현의 양성은 11예(48%)이었다. 4예(36.3%)가

완전관해, 3예(28.4%)가 부분반응이었고 4예(36.3%)가

무반응이었다. Bcl-2 음성은 12예(52%)이었다. 완전관

해는 없었고 무반응이 7예(58.3%), 무반응이 5예(41.7%)

이었다. 유독 Bcl-2 강양성 4예가 완전관해를 보였다

(p=0.799)(Table 3).

4) p53, Bcl-2 발현의 intensity와 종양의 반응과의

상관 관계

종양의 반응 정도에 따라 p53 양성의 강도, Bcl-2 양

Ki- 67 Labeling Index
Counts of labelled cell per 1000 cells

Fig. 3. Low number of ki-67 positive cells (left) and high percentage of ki-67 stained cells: note prominent nucleolar positivity
in a tumor cells (right), 100.

Table 1. Tumor response after preoperative chemoradiation

Tumor response No. of patients (%)

CR 4 (17.3)
PR 10 (43.4)
NR 9 (39.3)

Total 23 (100.0)

CR = Complete remission; PR = Partial response (50%
diminution of tumor volume); NR = No response.

Table 2. p53 status of rectal cancer before concurrent che-
moradiation treatment

NR PR CR Total
p53*

N (%) N (%) N (%) N (%)

( ) 5 (31.3) 9 (56.2) 2 (12.5) 16 (70)
( ) 4 (60) 1 (11.4) 2 (28.5) 7 (30)

CR = Complete remission; PR = Partial response (50%
diminution of tumor volume); NR = No response.
*p = 0.638 between p53 status and tumor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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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강도를 서로 비교하였다. 무반응 9예 중 p53 발현

5예는 모두 강양성( )이었다. 부분 반응은 10예

중 p53 발현 9예가 전부 강양성이었다(Fig. 4). 무반응 9

예 중 Bcl-2발현 4예는 강양성 2예, 중등도 양성 1예, 약

양성 1예 등이었다. 부분반응 10예 중 Bcl-2 발현은 2예

가 강양성, 1예가 중등도 양성이었다. 완전 관해 4예의

경우 전 예에서 Bcl-2 강양성이었다(Fig. 5).

5) 수술전 방사선 항암 화학요법전 직장암의 Ki-67

labeling index (mean SD)와 종양 반응정도

무반응 615.4 446.2, 부분반응 663.2 296.4, 완전

관해 765.5 188.3이었다. 종양반응군(완전 관해와 부분

반응)은 692.4 267.0, 무반응군은 615.4 446.2이었다

(p=0.029)(Fig. 6).

고 찰

국소 진행된 직장암의 치료로 수술 전 방사선 및 항

암 약물 병합치료는 종양의 크기를 줄이고 직장벽에 고

정되어 절제가 불가능한 종괴를 유동적이고 절제 가능

하게 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약 60∼79%에서 종

양의 치료반응을 보이고 90% 이상 절제율을 보고하고

있지만 종양이 치료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도 30% 정

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3 진행된 직장암에서 방사

선 및 항암 약물 병합치료에 대한 치료 반응을 예측할

수 있으면 종양내 특징을 파악하여 반응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면 불필요한 치료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4 -6 따라서 이러한 종양의 치료 반응에 관계하는

인자들에 대한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Willet등4은 종양

내 일부 암세포중 증식능이 낮은 세포군은 방사선 및 5

FU 항암 약물치료에 별 반응을 안하는 것을 관찰하였

고 이것이 치료에 저항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설명하였

다. Fu등5은 종양의 방사선 감수성은 세포고사(apop-

tosis)를 통해 p53, p21 등이 관여한다는 가설하에 종양

Fig. 4. Correlation between p53 expression and tumor re-
sponse after CCRT in rectal cancer. CR: Complete
remission, PR: Partial response, NR: No response.

Table 3. Bcl-2 status of rectal cancer before concurrent
chemoradiation treatment

NR PR CR Total
p53*

N (%) N (%) N (%) N (%)

( ) 4 (36.3) 3 (28.4) 4 (36.3) 11 (48)
( ) 5 (41.7) 7 (58.3) 0 12 (52)

CR = Complete remission; PR = Partial response (50%
diminution of tumor volume); NR = No response.
*p = 0.799 between Bcl-2 status and tumor response.

Fig. 5. Correlation between Bcl-2 expression and tumor re-
sponse after CCRT in rectal cancer. CR: Complete
remission, PR: Partial response, NR: No response.

Fig. 6. Correlation between Ki-67 labeling index and tumor
response after CCRT in rectal cancer. CR PR:
Complete remission partical response, NR: No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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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p53, p21 면역조직화학 염색 결과 직장암의 방사선

및 항암치료 후 반응과 상호 관계를 조사하여 p53 양성,

p21 음성 등의 분자생물학적 특성이 치료반응을 예견하

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은

p53, p21 등이 세포주기(cell cycle)와 세포고사(apoptosis)

를 조절한다고 알려져 있다. 즉 세포가 DNA손상을 입

었을 때 p21 (cyclin-dependent kinase inhibitors)은 p53

유전자에 의해 활성화되어 G1 세포주기 정지나 세포고

사를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7 ,8

p53이 방사선으로 인한 세포반응에 밀접한 관계가 있

다는 실험적 보고가 많다.9- 11 p53 결손쥐의 흉선세포로

방사선조사로 인한 세포고사는 잘 안 된다고 하였고9

이후 p53 유전자 돌연변이가 방사선 조사치료 저항의

원인이라고 하며 방사선 조사로 인한 세포고사는 p53

유전자와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10- 12 그러나 p53 유전자

와 방사선의 감수성과 상호 관계가 없다는 보고도 있

다.13- 15 Sakakura등6은 진행된 직장암에서 5 Fluorouracil

좌약을 넣고 방사선 및 온열치료 후 p53 유전자 상태에

따른 세포고사, 종양의 반응 정도를 조사한 결과 p53 돌

연변이 radioresistant가 4/7 (57.1%), intermediately sen-

sitive 7/ 13 (53.9%), radiosensitive가 3/8 (37.5%)으로 종

양의 반응과 세포고사율이 p53 유전자 상태와 어느 정

도 관계가 있으리라고 생각되나 통계적으로 의의는 없

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직장암의 치료 효과를 결

정하는 다른 인자가 많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p53 유전자 상태만으로 직장암의 방사

선 종양의 감수성을 예측할 수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저

자 등의 경우도 p53 면역조직화학 염색 양성이 70%이

었고 p53 돌연변이 경우 치료 반응한 예 11/ 14 (78%),

무반응이 5/9 (55%)로 차이가 없었다.

Ki-67 proliferative antigen 검사에 의한 종양의 증식

능은 저자들의 경우 치료반응이 있는 경우가 없는 종양

보다 더 높게 관찰되어 종양세포의 증식활동이 높은 경

우에 더 방사선 및 항암 약물치료에 잘 반응을 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Lanza등은16 ki-67 index를 대장암에서 계산하여 45세

미만의 환자나 점액성 선암에서 index 값이 보다 높게

나왔으나 암의 병기 및 병리학적 변수와는 상관관계가

없었다고 하였고, Du등17도 maltoma에서 ki-67 index가

높은 경우 세포고사율도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저자

의 경우도 치료반응이 좋은 직장암에서 ki-67의 값이 무

반응의 직장암보다 높게 나왔다. Bcl-2 유전자는 전립

선, 대장 및 폐암 등에서 발현이 되며 대개 50%에서 발

현된다고 알려져 있다. 이 유전자는 human follicular lym-

phoma 암발생에 관여하며 또한 소장 및 대장 상피세포

재생부위 등에서 표현되고 있으며 세포고사로부터 세포

를 보호하는 단백질을 생성하고 있다.18,19 따라서 bcl-2

강 양성 종양은 일반적 방사선 및 약물치료에 잘 안 듣

고, 예후가 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20 그러나 일부

암에서는 bcl-2 expression은 꼭 나쁜 예후와 관련이 있

지는 않고 오히려 예후가 좋을 수도 있다는 보고가 있

다.2 1 Oefner등2 1은 bcl-2 expression과 대장암의 병기 및

생존율과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는데 bcl-2 종양단백 양

성의 종양이 예후가 더욱 좋고 덜 공격적인 것으로 보

고하였다. 이외 bcl-2가 양성인 경우 폐암, 유방암, 갑상

선암 등에서도 예후가 좋다는 보고가 있다.22 ,2 3 Krajews-

ka등2 4은 bcl-2 양성은 용종보다 대장암에서 낮은데 미

분화암일수록 보다 낮게 나오는 것을 관찰하였다. 즉

종양이 진행되면서 bcl-2 expression은 감소하면서 bcl-x

protein expression은 증가한 것을 관찰하였다. Bcl-2가

오히려 좋은 예후와 관련이 있는 보고가 있는 것은 Bcl-

XL expression과 관계 있다고 해석하기도 한다.24 ,25

이러한 현상은 최근 Bcl-2 family gene member인 Bax

gene으로 설명한다. 이 Bax 단백은 세포고사를 유발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Bcl-2/Bax ratio가 종양의 세포

고사 감수성에 중요하다고 한다.26 즉 Bax gene expres-

sion이 감소하고 Bcl-2 expression이 증가하면 종양은 항

암제나 방사선에 저항이 있게 된다. Bcl-2 expression이

높은 데도 치료에 잘 반응하는 것은 DNA 손상 시 Bax

protein 생산이 되고 이 Bax 단백이 높은 Bcl-2 expres-

sion을 극복하지 않는가 추측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종

양내 생성된 Bax 단백 표현의 양이 세포고사 즉 치료의

반응을 예측하는 데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저자들의

경우 Bcl-2 양성이 11/23 (48%), 이 중 종양반응이 7/ 11

(63.6%), 무반응이 7/ 12 (58.2%)로 차이가 없었다. 특히

강양성( )을 보인 4명의 환자는 모두 완전 관해를

보였다. Bcl-2 강양성인 경우 방사선 및 항암 약물치료

반응이 적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양의 완전 관해를 보

인 경우는 Bax 단백 생성 때문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는 추후 연구해야 할 과제로 사료된다. 최근의 Chara-

lambous등2 7은 위 림프종에서 p53, bcl-2 및 Bax 단백

발현을 조사하였는데 Bax 단백발현만이 환자의 예후와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고 특히 Bcl-2 음성 및 Bax 양

성인 경우 예후가 좋음을 강조하였다. 완전 관해를 보

인 직장암은 아마 Bcl-2 family Bax expression 때문에

종양의 반응이 좋았을 것으로 사료되며 종양의 무반응

이나 부분 반응인 경우는 Bcl-2 표현이 높고 낮음이 관

여하기보다는 Bax 단백의 표현이 많고 적음, 즉 각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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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 Bcl-2/Bax ratio에 관련된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된

다. 따라서 Bcl-2 단독 측정보다는 Bcl-2 family인 Bax

유전자 발현을 같이 검색하는 것이 치료 예후를 보다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Bcl-2와 이의

동종 유전자가 종양 안에서 여러 상호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좀더 다양한 Bcl-2 family 유전자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진행된 직장암의 수술 전 항암 화학약물 및 방사선

치료시 종양의 반응은 약 60%에서 반응을 보였다. 이러

한 종양의 치료 반응에 영향을 주는 예후 인자로 종양

의 분자생물학적 특징을 찾고자 하였다. p53, Bcl-2 종

양단백 발현, Ki-67 등을 조사한 결과 p53과 Bcl-2 발현

은 종양반응과는 상관 관계가 없었고 다만 완전 관해된

종양에서 Bcl-2 과발현이 되어 그 기전에 대해서는 보

다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Ki-67은 수술 전

항암 화학 약물 및 방사선 치료에 대한 종양 반응 예측

인자로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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