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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근육침습성 방광 요로상피세포암에서 p53, 
c-erb-B2, Ki-67의 발현이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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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the Expression of p53, c-erb-B2 and Ki-67 Influence the Prognosis of the 
Non-muscle Invasive Urothelial Bladder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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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rpose: The immunohistochemial markers can be used to predict prognosis more accurately for several 
cancers. In non-muscle invasive urothelial carcinoma, p53, c-erb-B2 and Ki-67 are applicable. We investigated 
a retrospective analysis of the relation between the markers and clinical prognostic factors of urothelial bladder 
cancer.
  Materials and Methods: Data from 268 non-muscle invasive urothelial bladder cancer (Ta, T1) patients from 
one single center were collected. Immunohistochemical evaluation was carried out on 268 (p53, c-erb-B2, Ki-67) 
cases. Clinical prognostic factors are as follows; number of tumor, tumor invasiveness, tumor grade and recurrence. 
The sum of all positivity of 3 markers was made as a new factor and evaluation of correlation between this 
factor and prognostic factors was also done. Statistical analysis was done by chi-squares test and Pearson’s 
correlation test.
  Results: Through chi-square test, there were significant relations between all markers and tumor invasiveness
(p＜0.001), tumor grade (p＜0.001). Number of tumor is significantly related with Ki-67 (p=0.043). Recurrence 

is related with c-erb-B2 (p=0.010) and Ki-67 (p=0.043). There was also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the sum 
of the markers and prognostic factors-tumor invasiveness (p＜0,001), tumor grade (p＜0.001) and recurrence
(p=0.007).
  Conclusions: In this study, evaluated markers were closely related with clinical prognostic factors and may 
contribute to decision making on risk-assessment and management strategy for non-muscle invasive urothelial 
bladder cancer. (Korean J Urol Oncol 2016;14:6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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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방 암은 가장 흔한 요로계 악성종양  하나로, 세계

으로 남성의 경우 10만명  10명, 여성은 10만명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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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병률을 가지고 있으며 그 비율은 차 증가하는 양상

을 보이고 있다.1 부분은 근육을 침범하지 않은 기 종양

으로 진단되나 잦은 재발과 근육침윤성으로 진행하는 험

성으로 인해 진단 후 경과  험도 정, 즉 후에 한 

단이 치료 계획 설정에 요한 요인이 된다.2 방 암은 

수술 후 1년내 재발할 확률 15-70%, 5년 내 진행 확률은 

7-40%로 상당히 넓은 분포를 보인다.3,4 따라서, 같은 방

암이라 하더라도 진행  재발에 있어 서로 다른 험도를 

가짐을 상할 수 있다.5 많은 연구들이 종양의 진행과 후

에 연 된 인자를 찾기 해 진행되었으며, 병기, 악성도, 

크기 등의 인자들이 방 암의 진행과 연 이 있음이 밝

졌고, 세계보건기구 (WHO) 에서 이를 토 로 한 분류 체계

를 정립하 다. 그러나, 이 인자들만으로는 임상  경과  

후를 정확히 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며,6,7 조직학  기

만을 근거로 요로상피의 병인을 이해하기 한 매우 어렵

다는 것이 밝 지게 되었다.8 따라서 후와 더 한 연

성을 가진 다른 인자들에 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면

역조직학  표지자 (immunohistochemical markers) 들이 여

러 종류의 악성 종양에 있어 발생, 진행, 이 등에 여하

는 것으로 밝 지고 있다. 종양억제유 자 (tumor supressor 

gene) 는 발암유 자 (oncogene), 원암유 자 (proto-onco-

gene)의 형태로 존재하는 이들 표지자 에는, 염색체 

17p13.1에 치하는 종양억제 유 자인 p53, 염색체 17q에 

치한 tyrosine kinase수용체 그룹에 작용하는 성장인자인 

c-erb-B2 (Her-2/ner), 세포 증식과 련된 표지자인 Ki-67 등

이 방 암의 진행과 연 이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비근

육침습성 방 암에서 이들 표지자는 추후 근육침습성으로 

진행할 가능성을 알려 주는 지표로 이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진행 이 에 조기 치료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2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표지자들  재발과 련된 비근

육침습성 방 암의 후 인자들을 으로 하여, 다발성, 

고유층침습성, 등 과 같은 그 외의 후 인자들과의 연

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 다.

상  방법

2006년 1월부터 2013년 3월 사이 본원에서 경요도  방

 종양 제술을 시행한 환자들  연구 기간  새로 진

단된 환자를 상으로 하 으며 268명이 연구에 포함되었

다. 요로상피암 이외의 다른 종양으로 진단된 환자  재발 

환자 (과거 첫 진단 이후 연구 기간 내 재발한 경우) 는 제외

하 다. 모든 검체는 제 이후 포르말린 처리 후 병리과에

서 haematoxylin-eosin 염색과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시행하

다. 본 연구는 본원 연구윤리심의 원회에 심의면제 신

청을 하여 승인받았다.

연구 상이 된 모든 검체를 상으로 염색은 p53

((Invitrogen, Carlsbad, California, USA, dilution 1:200); 

c-erb-B2 (DAKO, Glostrup, Denmark, dilution 1:500); Ki-67

(Cell Marque, Rocklin, California, USA, dilution 1:200)을 사

용하여 시행하 다 (Fig. 1).

염색 결과에 한 독은 병리학  근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행하 다. p53, Ki-67은 양성으로 정되는 세포가 

없을 때 (-), 양성 세포가 체의 5% 미만일 때 (+), 5%-10%

일 때 (++), 10% 이상일 때 (+++)로 독하 으며, c-erb B2

의 경우, 종양 세포 내에서 염색된 세포가 발견되지 않으면

(-), 종양 세포 내에 염색된 막 (membrane)이 보이나 부분

으로만 염색되었거나, 완 히 염색된 비율이 10% 이내일 

경우 (+), 막 체가 염색되나 체를 둘러싼 특정한 형태를 

띠는 부분이 10%에서 30% 사이일 경우 (++), 특정한 형태

로 명하게 염색되는 부분이 30% 이상인 경우를 (+++)로 

독하 다.

한 각 표지자의 양성도를 숫자로 환산 후 더하여 0-9

까지로 계산한 값을 새로운 변수 ‘표지자 합 (sum of the 

markers)’으로 설정한 후 이 변수와 후 인자들과의 연 성

도 비교하 다.

임상  후 인자로는 종양의 수 (단일성, 다발성), 침습

도 (비침습성, 침습성; lamina propria 층 침범 여부로 구분), 

등 ( 등 , 고등 ),  재발 여부 (연구기간 내 첫 진단

이 된 환자에서 연구 종료 시 까지 재발 여부를 의미함)의 

4가지 인자를 사용하 다.

통계분석은 IBM SPSS v.21.0 (IBM, Madison Avenue, New 

York, USA) 로그램을 사용하 으며, 분석 기법은 각 그룹

별 차이를 확인하기 해 Chi-square test를 시행하 고, 표

지자 합과 후 인자들과의 상  계는 Pearson’s correla-

tion test를 이용해 분석하 다. 모든 분석에서 통계  유의

성은 p＜0.05를 기 으로 단하 다.

결      과

1. 환자 분포

총 268명의 환자들 , 남성은 205명 (76.9%), 여성은 62

명 (23.1%)이었다. 종양의 수로 분류하면, 단일 종양은 151

건 (56.3%), 다발성 종양은 117건 (43.7%)으로 나뉘었다. 

한 비침습성 종양은 79건 (29.5%), 침습성 종양은 189건

(70.5%)이었으며, 등  종양은 138건 (51.5%), 고등  종

양이 130건 (48.5%)이었다. 그리고 182건 (67.9%)은 발성, 

86건 (32.1%)는 재발성 종양이었다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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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mminohistochemical stainings in urothelial carcinoma of bladder (A, B) Ki-67 immunohistochemistry. (A) Negative finding: The 

Ki-67 positive cells only in basal layer; magnification x200. (B) Positive finding: The positive cells in whole layer of tumor cells; 

magnification x200. (C, D) p53 immunohistochemistry. (C) Negative finding: Basally located positive cells; magnification x200. (D) Positive 

finding: Nuclear overexpression; was seen; magnification x200. (E, F) c-erb B2 immunohistochemistry. (E) Negative finding: No expression 

of the c-erb B2; magnification x100. (F) Positive finding: Membranous expression of c-erb B2 protein was seen; magnification x100.

2. 면역조직화학검사

본 연구에서는 3종의 면역조직화학 표지자 (p53, c-erb 

B2, Ki-67)가 이용되었다. 세 개 표지자 모두에서 음성 (-) 

보다는 양성 ((+)에서 (+++))의 비율이 높았으며 p53에 (-)로 

나타난 경우는 13건 (4.9%), (+)는 39건 (14.6%), (++)는 9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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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parameters of patients with urothelial 

bladder carcinoma

Parameters
Patients (%)

(n=268)
Parameters

Patients (%)

(n=268)

Sex

Male

Female

Number of Tumor

Solitary

Multiple

Tumor Invasiveness

Non-invasive

Invasive

 

205 (76.9)

 62 (23.1)

 

151 (56.3)

117 (43.1)

 

 79 (29.5)

189 (70.5)

Tumor Grade

Low

High

Recurrence

No recurred

Recurred

 

 

 

 

138 (51.5)

130 (48.5)

 

182 (67.9)

 86 (32.1)

 

 

 

Table 2. Numbers and results of immunohistochemical markers

(-) (+) (++) (+++) Total

p53

c-erb B2

Ki-67

13 (4.9)

26 (9.7)

14 (5.2)

 39 (14.6)

 64 (23.9)

108 (40.3)

99 (36.9)

81 (30.2)

86 (32.1)

117 (43.7)

 97 (36.2)

 60 (22.4)

268

268

268

Table 3. Analysis of relation among immunohistochemical markers and conventional prognostic factors

(n=268)

Number of Tumor 

p-value

Tumor Invasiveness 

p-value

Tumor Grade 

p-value

Recurrence 

p-valueSolitary

(%)

Multiple

(%)

Non-

invasive

(%)

Invasive

(%)

Low 

Grade (%)

High 

grade (%)

No 

Recurred

(%)

Recurred

(%)

p53

 

 

 

c-erb B2

 

 

 

Ki-67

 

 

 

-

+

++

+++

-

+

++

+++

-

+

++

+++

8 (3.0)

21 (7.8)

57 (21.3)

65 (24.3)

13 (4.9)

41 (15.3)

47 (17.5)

50 (18.7)

9 (3.4)

71 (26.5)

40 (14.9)

31 (11.6)

5 (1.9)

18 (6.7)

42 (15.7)

52 (19.4)

13 (4.9)

23 (8.6)

34 (12.7)

47 (17.5)

5 (1.9)

37 (13.8)

46 (17.2)

29 (10.8)

0.954

 

 

 

0.395

 

 

 

0.043

 

 

 

5 (1.9)

20 (7.5)

37 (13.8)

17 (6.3)

14 (5.2)

28 (10.4)

21 (7.8)

16 (6.0)

7 (2.6)

49 (18.3)

19 (7.1)

4 (1.5)

 8 (3.0)

19 (7.1)

 62 (23.1)

100 (37.3)

12 (4.5)

 36 (13.4)

 60 (22.4)

 81 (30.2)

 7 (2.6)

 59 (22.0)

 67 (25.0)

 56 (20.9)

＜0.001

 

 

 

＜0.001

 

 

 

＜0.001

 

 

 

5 (1.9)

31 (11.6)

65 (24.3)

37 (13.8)

16 (6.0)

44 (16.4)

41 (15.3)

37 (13.8)

11 (4.1)

90 (33.6)

32 (11.9)

5 (1.9)

8 (3.0)

8 (3.0)

34 (12.7)

80 (29.9)

10 (3.7)

20 (7.5)

40 (14.9)

60 (22.4)

3 (1.1)

18 (6.7)

54 (20.1)

55 (20.5)

＜0.001

 

 

 

0.001

 

 

 

＜0.001

 

 

 

8 (3.0)

27 (10.1)

75 (28.0)

72 (26.9)

20 (7.5)

50 (18.7)

59 (22.0)

54 (20.2)

9 (3.4)

84 (31.3)

52 (19.4)

37 (13.8)

5 (1.9)

12 (4.5)

24 (9.0)

45 (16.8)

7 (2.6)

14 (5.2)

22 (8.2)

42 (15.6)

5 (1.9)

24 (9.0)

34 (12.7)

23 (8.6)

0.154

 

 

 

0.010

 

 

 

0.043

 

 

 

Table 4.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the sum of the markers and 

prognostic factors

Correlation Coefficient p-value

Number of tumor

Tumor Invasiveness

Tumor Grade

Recurrence

0.084

0.401

0.471

0.165

0.168

＜0.001

＜0.001

0.007

(36.9%), (+++)는 117건 (43.7%)로 확인되었다. c-erb B2 에

서는 (-)가 26건 (9.7%), (+)가 64건 (23.9%), (++)는 81건

(30.2%), (+++)는 97건(36.2%)이었다. 마지막으로 Ki-67은

(-)가 14건 (5.2%), (+)는 108건 (40,3%), (++)는 86건(32.1%), 

(+++)는 60건 (22.4%)이었다 (Table 2).

3. 후 인자들과의 계

에서 언 한 각 표지자들과 방 암의 후 인자들 간

의 연 성을 통계 으로 비교 분석하 다. 각 인자들과 종

양의 수와의 비교 분석 결과 Chi-square test에서는 p53

(p=0.954), c-erb B2 (p=0.395)는 특별한 연 성을 보이지 않

았으나 Ki-67 (p=0.043)은 의미 있는 연 성을 보 고, 표지

자의 양성도가 높을수록 다발성 종양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 다. 종양의 침습도는 Chi-square test 결과 세 가지 표지

자 모두에서 의미 있는 연 성이 확인되었으며, (모두 p

＜0.001) (Table 4) 고등 의 경우 표지자들이 더 많이 발

되었고, (p53 : p＜0.001; c-erb B2 : p=0.001; Ki-67 : p

＜0.001) 재발 유무에 따른 p53의 연 성은 유의하지 않았

으나 (p=0.154), c-erb B2 (p=0.010)와 Ki-67 (p=0.043)에서는 

유의한 연 성을 보 다 (Table 3).

표지자 합과 후 인자들 사이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

다. 종양의 수와의 비교에서 상 계는 유의하지 않았으

나 (상 계수 0.084, p-value=0.168), 종양의 침습도 (상 계

수 0.401, p-value＜0.001)  종양 등 (상 계수 0.471, 

p-value＜0.001) 에서는 유의한 상 계를 보 으며 재발

과도 유의한 상 계를 보 다 (상 계수 0.165, p-val-

ue=0.007) (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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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기 방 암의 높은 재발과 근침윤성 종양으로의 진행 

가능성은 정확한 치료 방침  후 측인자의 요성을 

더욱 실히 요구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2,9 특히 고등 의 

종양에서 조기에 방 제술을 시행함으로 인한 부담이 

치료지연에 의한 사망률의 증가보다 더 이익이 있을 수 있

다는 의견까지 두되고 있다.10

방  요로상피암의 재발 는 진행의 측을 해서 많

은 연구 단체들이 종양 분류 체계를 만들기 해 노력해 

왔고, 그 결과로 WHO 분류체계와 같은 기 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 기 만으로는 환자에 따른 다양한 결과를 설명

하기 어렵고,11 구체  정보를 더 얻기 한 노력의 일환 으

로 개발된것이 여러 종양표지자들이다. 따라서 다른 종양

의 연구 과정에서 밝 진 표지자들이 방 암의 연구에도 

용되었고, 이  일부가 재발  진행과 연 성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p53은 염색체 17p13.1.에 치하는 종양억제 유 자

(tumor suppressor gene)이다.12,13 이 유 자는 세포의 자연사, 

유  안정성  신생의 억제에 여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으며,14 변이가 발생한 p53 유 자는 정상 p53에 비

해 세포핵 내에 장기간 존재하는 단백질을 생성한다. 이 축

된 단백질을 통해 우리는 유 자의 변이를 감지할 수 있

다. p53 유 자의 과발   그에 따른 생산물의 증가는 방

 요로상피암의 진행을 알리는 표지자로서의 역할을 하

며,15 나쁜 후와 연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4,16,17 

한 p53은 병기와 무 하게 암특이 사망률 (cancer-specific 

mortality)을 측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

다. 한, 핵 내에서 p53이 발견된 경우 재발율이 상승하고 

생존율이 감소한다는 보고도 있었다.18 본 연구에서도 p53

은 침습성, 고등 과 연 성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러나 재발율과의 연 성은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기존

의 연구 결과에서도 총 재발 험도 (overall risk of re-

currence)는 1.6이나 27%의 연구에서 후 측에 유의한 것

으로 분석되어 연구에 따라 유의성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보고되어 있다.6

c-erb B2 (HER-2/neu로도 알려져 있다)는 원암유 자

(proto-oncogene)로서, 염색체 17q에 치한 타이로신 인산

화효소 (tyrosine kinase) 수용체 그룹에 작용하는 성장인자

이다.19 이 유 자의 과발 은 세포의 종양으로의 환  

진행과 련이 있으며, 따라서 종양 등 , 병기, 치료에 

한 항성 등 련 후 인자들과 한 연 성이 있

다.15,19,20 c-erb B2는 방 보다는 주로 유방  간의 악성 종

양과 련되어 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데,18,21 이 표지자

와 방 암 사이에도 연 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가설

이 여러 연구자들로부터 제시됨에 따라, 이 연 성을 확인

하기 한 연구도 진행되어 왔으나, 재까지 일 된 결과

가 도출되지는 않았다. c-erb B2의 발 과 높은 종양 등  

간에는 한 연 성이 있다고 기술한 연구가 있는 반면,22 

이 표지자와 후 간에는 연 성이 없다고 언 한 연구도 

있었다.23 본 연구에서는 종양의 침습도, 등 , 재발성의 3가

지 항목에서 유의한 연  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Ki-67 항원은 세포 증식과 련된 유용한 표지자로, 이 

항원의 검출은 MIB-1 단일클론항체를 통해서 가능하다.15 

이 단백질은 세포 주기의 G1, S, G2, M기에서 발 되는데, 

Ki-67이 발 된 세포의 비율은 방 암의 재발, 등   병기

와 한 연 이 있으며, 비근육침습성 방 암의 후 인

자로 이용하기 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24-28 다른 

연구 결과를 보면, FGFR3의 돌연변이와 Ki-67의 증식을 합

쳐서 후 측 인자로서 사용을 시도하 는데, 이 결과 병

리학  병기에 상 없이 재발성, 진행성  암특이 생존율

과 유의한 연 이 있었다.29 최근의 연구에서는 Ki-67 강양

성을 보일 경우 종양 세포의 증식도가 증가하고, 따라서 침

습도  진행 험성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있다.24 한 다

변량분석을 이용한 연구에서 Ki-67이 단독으로 진행성  

생존율을 측할 수 있는 인자로 이용될 수 있으나 재발과 

련하여서는 재 단계에서는 그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

을 기술하 다.2 본 연구에서는 종양의 수, 침습도, 등 , 재

발성 모두와 Ki-67이 깊은 연 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두 개의 표지자를 같이 사용해 후 인자로 이용하는 방

법도 일부 연구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CK20과 Ki-67을 병

합해 후 인자로 이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는데,5 본 연구에서는 이에 착안하여 연구에 이용된 

3가지 표지자의 양성도를 합하여 새로운 기 을 작성해 보

았고, 그 결과 이 기 과 후 사이에도 한 연 성이 

확인되었다.

결      론

비근육침습성 방 암은 재발하는 경우가 많고, 추후 근

육침습성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기에 기에 

후를 측하여 개별 인 치료  근을 할 수 있다면 환자

의 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시행한 모든 

표지자들은 방 암의 후와 한 연 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재까지 이루어진 여러 연구들과 본 연

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이들 표지자를 독립 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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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로서 치료에 용하는 것은 아직 어려울 것으로 생각

된다. 이를 해서는 좀 더 규모의, 다기  연구가 추후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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