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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세포신세포암에서 NF-κB의 발현과 
임상병리인자에 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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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NF-κB and Clinical Prognostic Factors in Clear Cell Renal 
Cell Carcin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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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rpose: A multi-subunit transcription factor NF-κB is associated with anti-apoptotic signals in several cancers 
including renal cell carcinoma (RCC).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whether the expression levels of the NF-κB 
were related to the clinical properties of human renal cell carcinoma such as nuclear grade, TNM stage, and 
recurrence free survival.
  Materials and Methods: Patients who were diagnosed with clear cell RCC between January 2006 and 
February 2013 were included. Clinicopathological data and survival were investigated. The expressions of NF-κB 
were investigated by performing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on 61 clear cell RCC. The expression levels of 
NF-κB were divided two groups by the expression levels.
  Results: Results on the expression of NF-κB were not significant. Analysis of NF-κB expressions is not 
associated with any of the clinical properties including age, nuclear grade and TNM stage (p=0.613, p=0.059, 
p=0.107, p=0.570, and p=0.760, respectively). Also, a statistically correlation was not observed between recurrence 
free survival and NF-κB expression levels (p=0.573).
  Conclusions: The expressions of the NF-κB were not associated with the clinical properties of clear cell 
RCC such as age, nuclear grade, TNM stage, and recurrence free survival. (Korean J Urol Oncol 2016;14:6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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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신세포암은 신장에서 발생하는 악성종양  가장 흔한 

형태이며 유병률은 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2년 발표

된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서 신세포암은 체 악성종양의 

1.85%를 차지하며, 유병률은 인구 10만명 당 8.2명으로 확

인되었다.1 신세포암 환자의 20-50%에서는 진단 시 이미 원

격 이가 있으며, 이 경우 후가 불량하여 한 치료에

도 불구하고 5년 생존율이 0-20%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2 최근에는 진단방법의 발 으로 신세포암의 조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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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이 늘고 있으나, 국소성 신세포암 환자라 하더라도 근치

 신 출술 후 재발 는 이가 발생하는 경우는 약 30%

에 이른다.3 그 기 때문에 신세포암 환자의 후를 정확하

게 측하여 환자 별 험도에 따른 추 찰을 계획하는 

것은 요하다. 이러한 목 으로 신세포암 환자의 후인

자 분석과 함께 다양한 종류의 후 측 모델들이 연구되

어 왔다.4-7 신세포암 환자의 생존율에 여하는 후인자로

는 핵등 , 병기, 나이, 그리고 종양크기 등이 있다. 그 에

서도 특히 핵등 은 악성도와 암 이에 한 계가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11

분자생물학의 발 으로 신세포암의 발생  진행과 련

이 있는 변화들이 밝 지면서 이들을 후인자로 활용하거

나 새로운 치료 표 을 찾는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세포자멸사  세포주기는 생체의 발달과 항상성에 

여하는 유 자들로 이들의 변화가 암의 발생과 진행에 

계한다는 사실들이 보고되면서 그 후  가치  임상

 활용을 밝히려는 노력이 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세포

자멸사와 연 된 많은 유 자들이 발견되었는데, 그  

Nuclear factor-κB (NF-κB)는 세포자멸사, 세포주기 조 , 

세포의 분화  이동에 여하여 종양화 과정에 련되어 

있는 것이 밝 졌다.12 이후 종양세포에서는 여러 종류의 분

자생물학  변화가 일어나고 NF-κB의 조 기능이 손상되

어 악성종양의 발생과 진행으로 이어진다는 연구결과가 밝

졌으며, 여러 연구를 통해 폐암, 암, 립선암과 같은 

고형암과 일부 액암의 발생에 NF-κB가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13-18 한 병기가 높은 신세포암에서 

NF-κB의 활성이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NF-κB가 신세포암의 침윤과 이로의 진행에 련이 있

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19

본 연구에서는 투명세포신세포암 조직에서 NF-κB 

p105/50 소단  면역염색을 이용하여 단백질의 발  정도

에 따른 환자의 연령과 신세포암의 핵등 , TNM 병기와의 

련성을 비교하는 것이고, 발  정도에 따른 무재발생존

율 (recurrence-free survival, RFS) 차이도 같이 분석하고자 한

다. 본 연구를 통해 NF-κB의 발  정도가 실제로 신세포암

의 진행과 련이 있는지와 이를 신세포암 환자의 후인

자로 사용할 수 있을지에 해 알아보고자 한다.

상  방법

1. 상

2006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강동경희 병원에서 근

치  는 부분 신 제술을 시행받은 후 병리학 으로 투

명세포신세포암으로 확진된 61명의 환자를 상으로 하

다. 신세포암군에서 병기는 2002년에 개정된 TNM 병기를 

기 으로 나 었고, 암의 분화도 (grade)는 Fuhrman 분류법

을 이용하 다.

2. 면역조직화학염색

검체를 4μm로 편한 후 Bond Polymer Intense Detection 

System (Vision BioSystems, Victoria, Australia)을 이용하여 

면역조직화학염색을 시행하 다. 편은 biotin-free poly-

meric horseradish peroxidase-linker antibody conjugate system 

in a Bond-max automatic slide stainer (Vision BioSystems)를 

이용하여 NF-κB p105/p50 (E381, 1:3,000 dilution; abCam, 

Cambridge, MA, USA)와 결합한 뒤 15분간 실온에서 배양하

다. 핵은 헤마톡실린 (hematoxylin)을 이용하여 조염색

을 시행하 다. 음성 조군은 일차항체 신 쥐의 IgG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시행하 다. 염색결과의 독은 2

명의 병리 문의에 의하여 시행되었고, 신세포암 조직의 

염색 강도 (intensity)와 면 (proportion)에 따라 수를 주었

다. 염색이 되지 않은 경우 0 , 약하게 염색된 경우를 1 , 

등도로 염색된 경우를 2 , 강하게 염색된 경우를 3 으

로 독하 고 염색된 면 에 따라 0 (0%), 1 (1-33%), 

2 (34-66%), 3 (67-100%)으로 평 하 다. 강도 수와 

비율 수의 합을 최종 수로 단하여 0-4 은 낮은 발 , 

5-9 은 높은 발 으로 분류하 다.

3. 통계학  분석

연구 결과는 Version 20.0 IBM SPSS statistics program을 

이용하여 통계학 으로 분석하 다. 피셔의 직 확률법을 

이용하여 NF-κB 유 자의 단백질 발  정도와 환자의 임

상  특성과의 연 성을 확인하 고, Kaplan-Meier test를 

이용하여 신세포암 환자들의 무재발생존율 곡선을 형성하

고 log-rank test를 통해 NF-κB 유 자의 단백질 발  정도

의 차이에 따른 연 성에 하여 확인하 다. p 값이 0.05미

만인 경우 통계 으로 유의하다고 정의하 다.

결      과

1. 임상소견

체 상환자의 간 연령은 62세 으며 30세부터 84세

까지 분포하 다. 65세 이상의 환자를 고령으로 구분하

고, 총 61명  28명 (45.9%)이 이에 속했다. 환자의 병기 별

로는 T1 병기가 30명 (49.2%), T2 병기가 11명 (18.0%), T3 

병기가 15명 (24.6%), T4 병기가 5명 (8.2%)이었고, N0 병기

는 58명 (95.1%), N1 병기는 3명 (4.9%)이었고, M0 병기는 

57명 (93.4%), M1 병기는 4명 (6.6%)이었다. 핵 등  별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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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atients characteristics (n=61)

 n (%)

Age (year)

Range

Median

Sex

Male

Female

T stage

T1

T2

T3

T4

N stage

N0

N1

M stage

M0

M1

Fuhrmans’ Grade

G1

G2

G3

G4

 

30-84

62

 

 40 (65.6)

 21 (34.4)

 

 30 (49.2)

 11 (18.0)

 15 (24.6)

 5 (8.2)

 

 58 (95.1)

 3 (4.9)

 

 57 (93.4)

 4 (6.6)

 

0 (0)

 27 (44.3)

 28 (45.9)

 6 (9.8)

Table 2. Staining Properties of NF-κB p50/105 subunit

 No. (%)

Intensity (score)

Negative (0)

Weak (1)

Moderate (2)

Strong (3)

Proportion (score)

0% (1)

1-33% (2)

34-66% (3)

67-100% (4)

 

 8 (13.1)

19 (31.2)

11 (18.0)

23 (37.7)

 

16 (26.3)

24 (39.3)

15 (24.6)

6 (9.8)

Fig. 1. NF-κB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brown color staining in positive cells). (A) Low expression showing weak staining with 

60% proportion. (B) High expression showing strong staining with 100% proportion.

1등 이 0명, 2등 이 27명 (44.3%), 3등 이 28명 (45.9%), 

4등 이 6명 (9.8%)으로 나타났다 (Table 1).

신세포암의 염색강도에 따라서 염색이 되지 않은 경우는 

8명 (13.1%), 약하게 염색된 경우가 19명 (31.2%), 등도로 

염색된 경우가 11명 (18.0%), 강하게 염색된 경우가 23명

(37.7%)이었다. 염색면 에 따라서 염색이 안된 경우 (0%) 

16명 (26.3%), 좁게 염색이 된 경우 (1-33%)가 24명 (39.3%), 

넓게 염색이 된 경우 (34-66%)가 15명 (24.6%), 부분 염색

이 된 경우 (67-100%)가 6명 (9.8%)이었다 (Table 2). 이를 바

탕으로 NF-κB 발 을 두 군으로 나 었을 때, 발 군은 

26명 고발 군은 35명이었다.

2. NF-κB 발 정도와 후인자와의 상 계

신세포암조직에서 염색 정도는 진행된 병기일수록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 다 (Fig. 1). NF-κB 발 군의 차이에 

따른 환자의 연령은 발 군에서 65세 미만 13명 (50.0%), 

65세 이상 13명 (50.0%)으로 찰되었고, 고발 군에서 65

세 미만 20명 (57.1%), 65세 이상 15명 (42.9%)으로 찰되었

다. NF-κB 발 군과 연령 간의 연 성은 통계학 으로 유

의하지 않은 걸로 확인되었다 (p=0.613). 핵등 은 발 군

에서 1등  0명, 2등  7명 (27.0%), 3등  16명 (61.5%), 4등

 3명 (11.5%)으로 찰되었고, 고발 군에서는 1등  0명, 

2등  20명 (57.1%), 3등  12명 (34.3%), 4등  3명 (8.6%)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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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isher’s exact test of NF-κB p50/105 subunit

NF-κB expression
p-value

Low (n=26) High (n=35)

Age

≤65 years

＞65 years

Fuhrman nuclear grade

1

2

3

4

T stage

T1

T2

T3

T4

N stage

N0

N1

M stage

M0

M1

 

13

13

 

 0

 7

16

 3

 

10 

 8

 7

 1

 

24

 2

 

24

 2

 

15

20

 

 0

20

12

 3

 

20

 3

 8

 4

 

34

 1

 

33

 2

 

0.613

 

 

0.059

 

 

 

 

0.107

 

 

 

 

0.570

 

 

0.760

 

Fig. 2. The Kaplan-Meier estimates of probability of recurrence 

free survival for both groups. Straight line: NF-κB high 

expression group; dotted line: NF-κB low expression group.

로 찰되었다. NF-κB 발 군과 핵등  간의 연 성은 통

계학 으로 유의하지 않은 걸로 확인되었다 (p=0.059). NF-

κB 발 군의 차이에 따른 T 병기는 발 군에서 T1 10명

(38.5%), T2 8명 (30.8%), T3 7명 (26.9%), T4 1명 (3.8%)으로 

찰되었고, 고발 군에서는 T1 20명 (57.1%), T2 3명

(8.6%), T3 8명 (22.9%), T4 4명 (11.4%)으로 찰되었다. 핵

등 과 마찬가지로 두 발 군과 T 병기와의 련성은 나타

나지 않았다 (p=0.107). 그 외의 N 병기와 M 병기와의 련

성도 통계학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p=0.570, p=0.760) (Table 3).

3. NF-κB 발 정도에 따른 무재발 생존율

발 군 26명에서 도 탈락 된 3명을 제외한 23명  5

명에서 재발하 고, 그  3명은 1년 이내에, 1명은 2년 이

내에, 1명은 5년 이내에 재발하 다. 1년, 2년, 5년 무재발 

생존율은 각각 84.6%, 78.1%, 68.3% 이었고, 평균 생존 기간

은 51개월이었다. 고발 군 35명에서 도 탈락 된 2명을 제

외한 33명  5명에서 재발하 고, 그  3명은 1년 이내에, 

1명은 2년 이내에, 1명은 5년 이내에 재발하 다. 1년, 2년, 

5년 무재발 생존율은 각각 89.3%, 83.7%, 69.8%이었고, 평

균 생존기간은 59개월이었다. 무재발 생존율에 있어 양군 

간에 통계학 인 차이는 없었다 (p=0.573) (Fig. 2).

고      찰

NF-κB는 5개의 유 자로 구성되어 NF-κB1 (p50/p105), 

NF-κB2 (p52/100), RelA (p65), c-Rel, RelB로 구분할 수 있

다. 포유동물에서는 형 (classical) 경로와 비 형

(non-classical) 경로, 2종류의 NF-κB 활성화 경로가 존재한

다. 형  경로에서는 lipopolysaccharide (LPS), tumor ne-

crosis factor-α (TNF-α), IL-1 α/β가 자극인자로 여하

고, 비 형  경로의 경우 TNF family에 속하는 B-cell acti-

vating factor (BAFF), CD40 리간드, lymphotoxin β (LTβ)가 

자극인자로 여한다. 이들 자극인자에 의해 NF-κB가 활

성화되고, 이를 조 하는 것은 IKK (IκB kinase)이다.20 NF-

κB의 상  kinase인 IKK 복합체는 α, β, γ 3개의 성분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형  경로에는 IKKβ가 여하고, 

비 형  경로에는 IKKα가 여하고, IKKγ는 조 역할

을 한다. 형  경로는 자극에 의해 IKKβ가 활성화되면 

인산화 된 IκB는 유비퀴틴화에 의해 분해되어, p50/p65 이

합체가 세포질에서 핵으로 이동한 후, 핵 안에서 사인자

로 작용하여 면역조 , 세포증식, 세포 생존  염증발생에 

여한다. 비 형  경로는 자극에 의해 IKKα가 활성화되

어 p100을 인산화, 분해 시켜 p52로 변환시키고, 그 결과로

서 만들어진 p52/RelB 이 합체가 핵안으로 이동하여 B 세포 

성숙, 이차 림  기 발생에 여한다.21

NF-κB는 종양 발달과정에서 세포자멸사에 요한 역할

을 하는 사인자이다.22 NF-κB의 면역화학염색을 이용한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암 환자를 상으로 NF-κB 

p50 소단 의 핵 내 발 과 세포질 내 발 에 해 조사한 

연구에서, 핵 내 발 은 병기와 침윤의 깊이, 향후 생존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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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련성이 있다는 것이 밝 졌다.17 유방암환자를 상으

로 NF-κB의 p50, p52, c-Rel 아형에 한 면역화학염색 연

구에서도 이들의 핵 내 활성화를 확인하 으며, 립선암

환자를 상으로 한 면역화학염색 연구에서도 p50 아형의 

발 이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15,18 신세포암과 NF-

κB와의 연 성을 입증하려는 연구들이 진행되었고, 이를 

통해 진행된 신세포암에서는 NF-κB의 활성이 증가된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19 신세포암 환자의 생존율에 여하는 

후인자로는 핵등 , 병기, 나이, 그리고 종양크기 등으로 

밝 졌으며, 그 에서도 핵등 은 악성도와 암 이에 

한 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11 이  연구를 통해 

신세포암의 NF-κB 발 정도와 핵등 , T 병기와의 련성

이 밝 졌지만,19 다른 연구에서는 NF-κB의 발 이 증가하

으나 환자의 생존율과 련된 후인자와는 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3 본 연구에서는 신세포암 환자에서 

NF-κB의 발 과 후인자와의 련성  생존율과의 

련성을 분석하여 향후 신세포암 환자의 후 정을 한 

정기  검사로 NF-κB을 이용하는 것이 한지를 확인

하고자 하 다. 결과에 따르면 NF-κB의 발 정도와 나이, 

TNM 병기  핵 등  간의 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

고, 무재발생생존율과도 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와의 결과 차이는 제한된 수의 RCC로 진행된 연

구이기 때문에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단된다. 

이에 해서는 추후 규모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

다.

세포자멸사에 여하는 인자들은 신세포암 발생과 병리

학 , 임상  특성들을 결정하는데 많은 향을 미칠 것으

로 생각한다. NF-κB는 다른 종양에서 련성이 높게 보고

된 인자로, 신세포암에서의 연구는 아직 많이 진행되지 않

았다. 세포자멸사에 여하는 다른 인자들 간의 상호작용

에 한 복잡성 때문에 각 유 자들의 종양화 는 세포자

멸사에 한 역할도 각기 다르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역할 분석을 해 다른 인자들의 추가

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세포자멸사에 여하는 NF-κB의 발 은 정상 조직에 

비해 신세포암 조직에서 증가되어 있었으나 핵등 , 병기 

등의 후에 여하는 임상  특성들과는 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제한된 수의 RCC로 진행된 

연구로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단되며 추후 

규모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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