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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서론: 현미부수체 불안정성 (microsatellite instability, MSI) 

대장암은 특징적인 발생기전 및 임상·병리학적 양상을 보이는 

대장암의 분자적 아형으로서, 상대적으로 예후가 좋은 반면 

항암화학치료에 대한 반응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HSP110의 돌연변이형인 HSP110ΔE9의 발현이 

증가된 MSI 대장암은 예후가 양호하고 항암화학치료의 반응이 

좋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본 연구에서는 HSP110ΔE9의 발현이 

HSP110 T17 반복서열 결손 길이와 상관 관계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HSP110 T17 결손 길이에 따른 예후적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정상 HSP110 단백질 (HSP110wt)의 발현 

정도가 예후 인자로서의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탐색해 

보고자 하였으며, 이들 지표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보다 간편하고 

일관성있는 HSP110 관련 예후 인자 검사 기법을 확립하고자 한다. 

방법: 2004년에서 2007년 사이 근치적 절제술을 시행 받은 MSI 

대장암 251례에 대하여 DNA를 추출하여 HSP110 T17 반복서열 

결손 길이를 분석하였으며, 이 중 109례에 대해서는 

면역조직화학염색을 통하여 정상 HSP110 단백질 (HSP110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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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현 정도를 4가지 등급의 반정량적인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이들 

지표가 MSI 대장암에서 분자적 예후 인자로서 가능성이 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생존 분석을 시행하였다. 

결과: MSI 대장암 251례에 대한 HSP110 T17 결손 길이 분석 

결과, 결손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부터 최대 8 bp의 결손 길이를 

보이는 경우까지 다양하게 분포하였다. 각 결손 길이를 기준 절단값 

(cut off value)으로 결손 길이가 긴 군 (HSP110-dL)과 짧은 군 

(HSP110-dS)으로 분류하여 생존 분석을 시행하였으나 유의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HSP110 T17 결손 길이를 CpG 섬 메틸화 

표현형 (CpG island methylator phenotype, CIMP) 여부와 

결합하여 생존 분석을 시행한 결과, CIMP-이면서 HSP110-dL을 

나타내는 군의 예후가 가장 좋은 반면 CIMP+이면서 HSP110-

dL인 군의 예후는 가장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001). MSI 대장암 109례에 대한 HSP110wt 

특이적 면역염색 결과, 음성 및 약양성을 나타내어 발현이 감소된 

군 (0 or 1+)은 4 bp 이상의 긴 HSP110 T17 결손 길이와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으며 (p<0.001) Kaplan-Meier 생존 분석에서는 

유의하게 양호한 생존율을 보여주었으나 (p=0.038), 다변량 

분석에서는 독립적 예후인자로 나타나지는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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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본 연구를 통하여 MSI 대장암에서 HSP110 돌연변이의 

분자적 예후인자 가능성을 검증해 보았으며, 특히 면역조직화학을 

통한 HSP110wt 발현 감소 확인은 MSI 대장암에서 양호한 

생존율을 예측할 수 있는 간편하고 신뢰성있는 검사 기법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다. 

---------------------------------------------------------------------------------------------- 

주요어: 대장암, 현미부수체 불안정성, 예후, heat shock protein 

학  번: 2006 - 2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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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현미부수체 불안정성 (microsatellite instability, MSI)은 DNA 

불일치 복구 (mismatch repair, MMR) 기능의 손상에 의하여 DNA 

복제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염기의 결손을 적절하게 교정하지 

못함에 따라, 이러한 결손에 취약한 반복적 염기서열인 

현미부수체의 확장 혹은 축소가 초래되는 현상으로서 일부 종양, 

특히 대장암에서의 특징적 발암기전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1). 

MSI는 대장암에서 가장 흔한 분자적 발암기전으로 알려진 염색체 

불안정성 (chromosomal instability, CIN)과는 구별되는 주요하고 

특징적인 발암기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2), 이에 따라 MSI 

대장암의 임상·병리학적 및 분자적 특성의 규명과 이러한 특성의 

진단 및 치료적 적용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MSI 대장암은 발생 원인이 되는 MMR 기능 이상의 선천적 소인 

여부에 따라 유전성 (hereditary)과 산발성 (sporadic)으로 나뉠 수 

있는데, 현재까지 미국 등 주로 서양에서 이루어진 연구에 따르면 

전체 대장암 중 약 15% 가량에서 MSI 양성이 나타나고 유전성 

MSI 대장암은 약 3~5%, 산발성 MSI 대장암은 약 12~15%의 

빈도를 차지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3). 유전성 MSI 대장암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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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치증후군 (Lynch syndrome) 혹은 과거 유전성비용종성대장암 

(hereditary nonpolyposis colorectal cancer, HNPCC)으로 불렸던 

일련의 가족성 종양 증후군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알려져 있으며, 린치증후군이란 MLH1, MSH2, MSH6, PMS2 등 

주요 MMR 유전자 중 하나의 배선 돌연변이 (germline mutation) 

혹은 TACSTD1 유전자에서 3’ 엑손 (exon) 부위 결손으로 인한 

MSH2 유전자의 불활성화가 선천적 병인으로 존재하면서, 대장암 

및 자궁내막암 등의 종양이 가족성 군집으로 발생되는 상염색체 

우성 (autosomal dominant) 유전성 질환으로 정의될 수 있다 (4-6). 

이와 달리 산발성 MSI 대장암은 MMR 유전자의 선천적 결함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후천적으로 MMR 유전자의 불활성화가 

초래되어 발생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프로모터 과메틸화 (promoter 

hypermethylation)를 통한 MLH1 유전자의 발현 억제가 주요 

발생기전으로 여겨지고 있다 (1, 7). 이러한 산발성 MSI 대장암의 

원인 기전인 MLH1 프로모터 과메틸화는 특징적으로 CpG 섬 

메틸화 표현형 (CpG island methylator phenotype, CIMP)이라 

불리는 대장암의 분자적 아형에서 높은 빈도로 나타나므로, MSI와 

CIMP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대부분의 산발성 MSI 대장암은 

CIMP로부터 유래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8). CIMP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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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의 프로모터에 흔히 존재하는 CpG 섬 (CpG island) 부위에 

이상 메틸화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다수의 종양억제유전자 및 

종양관련유전자들의 발현이 억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암기전으로 대장암에서 처음으로 정의된 바 있으며 (9), 현재는 

대장암 발생의 주요하고 독특한 기전 중 하나로 정립되어 진단 및 

치료적 응용을 위한 연구 대상으로 주목 받고 있다 (2, 10). 

MSI 대장암은 현미부수체 안정성 (microsatellite stable, MSS) 

대장암에 비하여 특징적인 임상·병리학적 양상을 나타내는데, 우측 

대장 (right-sided colon)에 호발하고 병리조직학적으로 나쁜 

분화도 (poor differentiation), 점액성 양상 (mucinous histology), 

종양 침윤 림프구 (tumor infiltrating lymphocyte) 및 크론병 

양상의 림프구 침윤 (Crohn’s-like lymphocytic reaction) 등이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 (11, 12). 분자적 특성으로는 앞서 

언급되었다시피 산발성 MSI 대장암의 경우 CIMP 양성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는데, 또한 특징적으로 유전성 MSI 대장암 및 MSS 

대장암에 비하여 BRAF V600E 돌연변이의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이 밝혀져 왔다 (8, 13, 14).  

MSI 대장암의 임상적 특징으로서 가장 주목 받는 부분은 MSS 

대장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좋은 예후를 보인다는 것으로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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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의 여러 연구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이고 있는 바 (15-17), 

MSI는 현재 대장암에서 가장 확실한 증거를 지닌 예후 관련 

분자적 인자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2). 반면 MSI 대장암에서 

보조적 항암화학치료 (adjuvant chemotherapy)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는데 (1, 3), 현재까지 다수의 연구 결과에서 MSI 

대장암이 5-fluorouracil (5-FU) 기반의 항암화학치료에 대하여 

생존율 이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8-21). 5-FU 

항암제가 세포자멸사 (apoptosis) 효과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MMR 

기능이 보존되어야 한다는 여러 실험 결과들이 MSI 대장암에서 

나타나는 항암화학치료 저항성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로서 

제시되어 왔다 (22-25). 

앞서 기술된 바와 같이 MSI 대장암은 유전성 형태에서의 MMR 

유전자 돌연변이, 산발성 형태에서의 CIMP 및 BRAF 돌연변이 등 

기저에 존재하는 분자적 특성이 단일하지 않고 상당한 이질혼합성 

(molecular heterogeneity)을 나타낸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이에 따라 MSI 대장암의 예후 및 항암화학치료 효과를 세분할 수 

있는 분자적 지표가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저자가 

포함된 연구진의 이전 연구 결과에서는 MSI 대장암 중 CIMP 양성 

환자군의 생존율이 CIMP 음성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불량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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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 바 있는데 (26, 27), 대장암에서 CIMP의 예후적 효과에 

대해서는 불량한 지표를 시사하는 결과가 있는 한편 (28), 낮은 

사망률과 관련이 있다는 발표도 있어서 (29), 아직까지는 그 

예후적 의미가 불분명하며 논란이 있다. 또한 CIMP 양성 대장암의 

항암화학치료 효과에 대해서도 생존율 증가를 보인다는 연구가 

있는 반면 (30, 31), 그 반대의 결과를 보인 연구도 있어 (32, 33), 

추가적이고 심화된 연구 결과들이 축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BRAF 돌연변이는 대장암에서 불량한 예후를 시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왔는데 (29, 34), 특히 MSS 대장암에서는 예후가 

불량하나 MSI 대장암에서는 유의한 예후적 영향이 없다는 

보고들이 있어 (35, 36) MSI 대장암에서의 예후적 효과와 

관련해서는 아직 확립된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이 MSI 대장암에서 예후 및 치료 효과 예측과 관련된 

분자적 지표의 발굴은 아직 현재진행형이라 볼 수 있는데, 최근 

Dorard 등이 발표한 연구에서 heat shock protein 110 

(HSP110)의 돌연변이형 mRNA 발현이 MSI 대장암에 특이적인 

예후 및 항암화학치료 효과 예측을 위한 분자적 인자로서 제시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37). 이 연구에 따르면 MSI 대장암에서는 

HSP110의 8번 인트론 (intron) 부위에 존재하는 T17 단일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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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서열 (mononucleotide repeat)에서 결손이 발생하기 쉬운데, 

이러한 결손이 일어나면 9번 엑손의 스키핑 (exon skipping)이 

초래되어 돌연변이형인 HSP110ΔE9의 발현이 증가될 수 있으며, 

HSP110ΔE9 mRNA 발현이 일정 이상 증가한 환자군에서 

항암화학치료에 대한 반응성이 좋고 3기 이상 대장암의 생존율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러나 상기 연구에서는 mRNA 

발현 정도를 분자적 지표로 삼았기 때문에 통상의 병리진단용 

포르말린 고정 파라핀 조직 (formalin-fixed paraffin-embedded 

tissue, FFPE)을 활용하여 검사하기에는 용이하지 않고, 또한 

제시된 절단값에 대한 기준이 검사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흥미롭게도 HSP110ΔE9 mRNA 발현 증가와 T17 

반복서열 결손 길이 증가 간에는 어느 정도 비례적인 관계가 

나타난다는 실험 결과를 상기 연구에서는 밝히고 있는데, 이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FFPE 조직을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고 

결과의 재현성 및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DNA 및 면역조직화학 

(immunohistochemistry, IHC) 기반의 검사기법을 적용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MSI 대장암 조직에서 DNA를 추출하여 

HSP110 T17 반복서열의 결손 여부 및 결손 길이를 조사하고, IHC 

기법을 통하여 정상 HSP110 단백질의 발현 정도를 측정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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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결과 간에 어떠한 상관성이 있는지 알아보고 최종적으로 MSI 

대장암의 예후 인자로서 적용 가능한지에 대하여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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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재료 및 방법 

 

1. MSI 대장암 조직의 수집 

본 연구에 사용되는 검체의 일부는 저자를 포함한 연구진이 수행한 

이전 연구를 통하여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2004년에서 2007년 

사이 서울대학교병원과 2004년에서 2006년 사이 

서울아산병원에서 대장암에 대한 근치적 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각 

병원의 병리과에서 시행한 MSI 검사에서 고빈도 MSI (high 

frequency of MSI, MSI-H)로 판정된 총 251례의 MSI 대장암 

조직들이다 (27). 서울대학교병원 검체는 109례로 구성되며, 

나머지 142례의 검체는 서울아산병원 병리과로부터 공여받았다. 

이들 검체 각각에 대하여 FFPE 조직 블록이 수집되었고, 이 중 

선별된 종양 대표 단면 블록에 대하여 헤마톡실린-에오신 

(hematoxylin and eosin, H&E) 염색된 조직 슬라이드를 

제작하였다. 본 검체들의 MSI 판정을 위하여 사용된 방법은 NCI 

표준 5개 현미부수체 표지자 (BAT25, BAT26, D5S346, D2S123, 

D17S250)를 이용한 DNA 검사 기법과 MLH1 및 MSH2에 대한 

면역조직화학염색이다 (38). 이들 5개 현미부수체 표지자 중 2개 

이상에서 불안정성을 보일 경우 MSI-H로 판정되어 본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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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검체가 되었으며, 1개에서 불안정성을 보이는 저빈도 MSI 

(low frequency of MSI, MSI-L) 혹은 불안정성을 보이는 

표지자가 나타나지 않는 MSS로 판정된 경우는 본 연구에 포함되지 

않았다. MSI-H로 판정된 본 검체들 중 246례에 대하여 MLH1과 

MSH2 면역조직화학염색이 시행되었고 이들의 발현 여부에 대하여 

현미경적 검사를 통하여 재평가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되는 

검체의 수집, 임상·병리학적 정보의 구축, DNA의 추출 및 이를 

활용한 연구용 유전자 검사들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 (IRB)의 승인을 받은 바 있다. (SNUH 

IRB No. H-1203-072-402) 

 

2. 임상·병리학적 자료 구축 

수집된 검체들의 임상·병리학적 자료를 구축하였으며 이들 

자료에는 성별, 연령, 생존 여부, 보조적 항암화학치료의 시행 

여부와 치료의 종류 등이 포함되고, 병리학적 자료에는 종양의 

위치와 크기, TNM 병기, 조직학적 암종 및 기타 조직학적 특성 

(differentiation of adenocarcinoma, extracellular mucin 

production, peritumoral lymphocytic reaction and Crohn‘s-like 

lymphocytic reaction)이 포함되어 있다 (27). 환자의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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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로서 overall survival은 총 251례 전체에 대하여 조사되었고 

대장암 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부터 사망 시점 혹은 마지막 임상 

추적 관찰 시점까지의 기간으로서 산출하였으며, disease-free 

survival은 서울대학교병원 검체 109례에 대해서만 조사되었고 

대장암 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부터 사망 시점 혹은 대장암 재발 

시점 혹은 마지막 임상 추적 관찰 시점까지의 기간으로서 

산출하였다. 전체 환자군 중 서울대학교병원 검체는 2012년 9월 

15일 까지, 나머지 서울아산병원에서 공여 받은 검체는 2010년 

5월 31일까지의 조사 자료로서 구축되었다. 

 

3. DNA의 추출 

수집된 검체에 대한 DNA 추출은 이전에 기술된 바와 같이 시행 

완료되었으며 적용된 DNA 추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27). H&E 

염색 슬라이드 조직으로부터 종양 부위만을 선별하여 미세박절 

(microdissection) 한 후 조직 용해 완충액 (0.5% Tween 20, 

100mM of Tris HCl buffer, 1mM of EDTA, 20μg of proteinase 

K)에 넣고 55℃에서 하루 간 배양하여 녹여낸 다음 95℃에서 

10분 간 배양하여 proteinase K를 불활성화시키며 최종 추출된 

DNA는 -20℃에서 보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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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IMP 및 KRAS/BRAF 돌연변이 분석 

추출된 DNA에 대한 CIMP 분석, KRAS/BRAF 돌연변이 분석은 

이전에 기술된 바와 같이 시행 완료되었으며 적용된 방법은 다음과 

같다 (27). 8개의 CIMP 표지자 패널 (MLH1, NEUROG1, 

CRABP1, CACNA1G, p16, RUNX3, IGF2, SOCS1) 중 5개 

이상에서 메틸화가 나타나면 CIMP 양성 (CIMP+)이라고 

판정하였으며 4개 이하에서 메틸화가 나타나면 CIMP 음성 

(CIMP-)이라고 판정하였다. 추출된 MSI 대장암 조직 DNA에 

대하여 중아황산 변형 (bisulfite modification)을 시행한 후, 각 

표지자의 메틸화 정량을 위하여 메틸화 특이적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real-time PCR) 기법인 MethyLight를 

적용하였다. KRAS codon 12, 13 및 BRAF codon 600에 대한 

돌연변이 분석은 제한효소를 이용한 PCR-restriction fragment 

length polymorphism (RFLP) 방법과 직접염기서열분석법 (direct 

sequencing)을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CIMP 및 BRAF 돌연변이 

분석은 251례 모두에 대하여 시행되었으며, KRAS 돌연변이 

분석은 본 실험 진행 중 DNA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우선적으로 

147례에 대해서만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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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HSP110 T17 단일염기 반복서열의 결손 길이 분석 

수집된 MSI 대장암 조직 251례와 추가로 확보된 MSS 대장암 

조직 2례, 대장 정상 점막 조직 1례 및 3 가지 대장암 세포주 

(HCT116, LoVo, SW480E)로부터 추출된 유전체 DNA를 

대상으로 HSP110 T17 단일염기 반복서열 결손 길이 분석을 

시행하였다. HSP110 T17 반복서열을 표적으로 DNA를 증폭하기 

위하여, 순방향 및 역방향 프라이머 (forward & reverse 

primer)를 디자인하고 (forward, 5’-TGAAAACCCTGTCCAT-

CCAT-3’; reverse, 5’-CTTTAAATGCCGGGGAAAGT-3’), 

PCR 및 아가로즈 겔 전기영동 (agarose gel electrophoresis)을 

시행하여 증폭을 확인하였다. T17 반복서열 결손 길이를 식별하기 

위하여 형광 탐지 모세관 전기영동 (fluorescence capillary 

electrophoresis) 기반의 DNA 절편크기 분석 방법 (DNA 

fragment size analysis)을 적용하였다. 이를 위하여 5’ 말단에 

FAM 형광 물질이 표지된 역방향 프라이머를 사용하여 PCR을 

시행하였으며, 적용된 PCR 조건은 다음과 같다. MightyAmp DNA 

polymerase ver.2 (Takara, Shiga, Japan)를 DNA 중합효소로서 

사용하였으며, 98°C에서 2분 간 초기 변성 전 (initial pre-

denaturation) 과정을 거친 다음, 98°C에서 10초, 57°C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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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초, 68°C에서 30초를 한 주기로 증폭 사이클 40회를 반복한 

후, 68°C에서 10분 간 최종 신장 (final extension) 과정을 거쳐 

마무리하였다. 증폭된 PCR 산물은 ABI DNA Analyzer 3730xl 

(Applied Biosystems, Foster City, CA, USA) 및 Peak Scanner 

v1.0 소프트웨어 (Applied Biosystem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예상되는 정상 증폭 산물에 비하여 DNA 크기가 감소되는 

방향으로 변화된 peak가 발생한 경우 HSP110 T17 반복서열의 

결손이 있다고 판정하고, 정상 증폭 산물의 DNA 크기에 대하여 

감소된 증폭 산물의 DNA 크기를 감산하여 결손 길이를 

산출하였다. 

 

6. HSP110 면역조직화학염색 

정상 HSP110 (wild-type HSP110, HSP110wt) 단백질에 대한 

면역조직화학염색을 위하여, 수집된 MSI 대장암 조직의 종양 

부위를 선별하여 조직 마이크로어레이 (tissue microarray, 

TMA)를 제작하였다. 확보된 FFPE 블록 조직에서 남아있는 종양 

부위의 질과 양이 TMA용 조직 채취에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 

서울대학교병원 검체 109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트레핀 기구 

(trephine apparatus)를 이용하여 2mm 반경의 원형 조직 채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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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한 후 새로운 2개의 파라핀 블록에 나열하여 TMA 블록을 

제작하였다 (Superbiochips Laboratories, Seoul, South Korea). 

완성된 TMA 블록을 4μm 두께로 박절하여 슬라이드를 제작한 뒤, 

HSP110의 C-말단 (C-terminus) 부위를 표적으로 하는 단클론성 

항체 (HSP105 monoclonal antibody) (Leica Biosystems, 

Newcastle, UK)를 사용하여 면역조직화학염색을 시행하였다. 

HSP110의 C-말단 부위는 돌연변이형인 HSP110ΔE9에서는 

소실되므로 (37), 본 항체를 이용하면 HSP110wt에 특이적인 

면역조직화학염색이 가능하게 된다. 염색 결과는 4개의 등급 중 

하나로 판정하는 반정량적인 (semi-quantitative) 방식으로 

측정되었다. 4개의 등급은 염색 여부 및 염색의 강도 (intensity)에 

따라 각각 음성 (negative, 0), 약양성 (weak positive, 1+), 

중양성 (moderate positive, 2+), 강양성 (strong positive, 

3+)으로 구성되며 하나의 검체 조직 코어 (tissue core) 내 

종양세포 중 적어도 10% 이상의 세포에서 염색이 되어야 양성으로 

판정하고 10% 미만일 경우 음성으로 판정하였다. 

 

7. 통계 분석 

본 연구의 모든 통계 분석은 IBM SPSS 소프트웨어 (version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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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cago, IL, USA)를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범주형 자료의 통계 

분석에는 카이제곱 검정 (Chi-square test) 혹은 한 범주 내의 

케이스 숫자가 10 미만일 경우 Fisher 정확성 검정 (Fisher’s 

exact test)을 적용하였으며, 연속형 자료의 평균치 비교를 

위해서는 Student  T 검정 (Student’s t-test)을 수행하였다. 

생존 분석을 위하여 Kaplan-Meier 방법 및 log-rank 검정 

(Kaplan-Meier method with log-rank test)을 시행하였으며,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한 변수들을 보정한 다변량 분석을 위해서는 

Cox 비례 위험 회귀 모형 (Cox proportional hazards regression 

model)이 적용되었다. 모든 P value는 양측 검정이며 0.05 미만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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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1. MSI 대장암에서 HSP110 T17 반복서열 결손 길이 분석 

DNA 절편 크기 분석을 통하여 HSP110 T17 반복서열 결손 

길이를 측정하였다. Peak Scanner 소프트웨어 상에서 예상되는 

정상 PCR 증폭 산물의 크기 117 bp에 대하여 DNA 크기가 감소된 

방향으로 peak가 나타날 경우 T17 반복서열에서 결손이 일어난 

것으로 판정하였고, MSI 대장암 조직 251례와 함께 음성 및 양성 

대조군으로서 대장암의 정상 점막 조직 1례, MSS 대장암 조직 2례 

및 대장암 세포주 3례의 추출된 유전체 DNA에 대해서도 함께 

분석을 시행하였다. 예상되는 바와 같이 대장암 정상 점막 조직, 

MSS 대장암 조직 및 MSS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대장암 

세포주 (SW480E)에서는 HSP110 T17 반복서열 결손이 일어나지 

않았으며, MSI 대장암 조직 및 MSI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대장암 세포주 (HCT116, LoVo)에서만 HSP110 T17 결손이 

확인되었다 (그림 1). 

MSI 대장암 조직 251례의 분석 결과 HSP110 T17 결손은 229례 

(91.2%)에서 발생하였고 22례 (8.8%)에서는 결손이 나타나지 

않았다. 최단 1 bp에서 최장 8 bp에 이르기까지 결손 길이가 다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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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HSP110 T17 반복서열 결손 길이 분석 예시 

대장 정상 점막 조직 (NM)과 MSS 대장암 조직 (SD548, SD549) 

및 MSS 대장암 세포주 (SW480E)에서는 결손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MSI 대장암 세포주 (HCT116, LoVo) 및 MSI 대장암 

조직 (M2, M9, ACR255, ACR294)에서는 다양한 길이의 결손이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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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수집된 MSI 대장암에서 HSP110 T17 결손 길이의 빈도 

(n=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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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으며, 결손 길이에 따른 빈도 분포는 (그림 2)와 같다. 결손 

길이가 4 bp를 나타낸 경우가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으며 

(n=53, 21.1%), 8 bp 결손 길이를 나타낸 경우가 1례를 차지하여 

가장 낮은 빈도를 보였다 (0.4%). 흥미롭게도 Dorard 등의 이전 

연구에서는 분석된 모든 MSI 대장암 조직들에서 HSP110 T17 

결손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가 없이 모든 검체에서 결손이 

발생하였고 최단 3 bp에서 최장 8 bp까지의 분포를 보였다는 

점에서 (37) 본 연구 결과와의 차이를 보였다. 

 

2. MSI 대장암에서 HSP110 T17 반복서열 결손의 예후적 효과 

본 연구를 위하여 수집된 MSI 대장암 검체 251례의 

임상·병리학적 및 분자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환자들의 연령은 

평균 56.8세로 최연소 29세에서부터 최고령 89세까지 분포하였다. 

CIMP 양성으로 판정된 검체는 71례 (28.3%)였으며, 보조적 

항암화학치료를 시행 받은 경우는 115례로 전체의 46%를 

차지하였다.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수술 받은 환자의 사망 혹은 

마지막 추적관찰 시점까지의 평균 추적관찰 기간은 57개월이었고 

최단 1개월에서 최장 105개월까지의 기간 분포를 보였으며, 

서울아산병원에서 수술 받은 환자의 평균 추적관찰 기간은 53개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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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수집된 MSI 대장암의 임상·병리학적 및 분자적 특성 (n=251) 

 

  Case No. (%) 

Mean age (year) ± SD 56.82±12.67 251 

Gender M 155 (61.8%) 

F 96 (38.2%) 

Gross type Polypoid 23 (9.2%) 

Ulcerative 227 (90.8%) 

Location Right 167 (66.5%) 

Left 84 (33.5%) 

Multiplicity Single 226 (90%) 

Multiple 25 (10%) 

AJCC TNM stage Stage I 36 (14.3%) 

Stage II 136 (54.2%) 

Stage III 63 (25.1%) 

Stage IV 16 (6.4%) 

KRAS mutation Wt 125 (85%) 

Mt 22 (15%) 

BRAF mutation Wt 230 (91.6%) 

Mt 21 (8.4%) 

MLH1 expression Loss 136 (55.3%) 

No loss 110 (44.7%) 

MSH2 expression Loss 96 (39%) 

No loss 150 (61%) 

CIMP status CIMP+ 71 (28.3%) 

CIMP- 180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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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juvant chemotherapy Treated 115 (46%) 

Not treated or unknown 135 (54%) 

Differentiation WD 19 (7.6%) 

MD 172 (68.5%) 

PD 60 (23.9%) 

Mucin production Absent 134 (53.6%) 

Present 116 (46.4%) 

Crohn’s-like LR Absent 46 (18.4%) 

Present 204 (81.6%) 

Peritumoral LR Absent 41 (19.6%) 

Present 168 (80.4%) 

Abbreviations: AJCC, American Joint Committee on Cancer; CIMP, CpG island 

methylator phenotype; WD, well differentiated; MD, moderately differentiated; PD, 

poorly differentiated; LR, lymphocytic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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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단 4개월에서 최장 73개월까지의 기간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생존 기간 정보를 바탕으로 MSI 대장암에서 

HSP110 T17 결손 길이에 따른 예후적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생존 분석을 시행하였다. 

HSP110 T17 결손 길이에 따른 예후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결손 길이의 기준 절단값 (cut off value)을 설정하여 절단값 

이상의 결손 길이를 보이는 환자군을 HSP110-dL (large size of 

HSP110 T17 repeat deletion)로 분류하고, 절단값 미만의 결손 

길이를 보이는 환자군을 HSP110-dS (small size of HSP110 T17 

repeat deletion)로 분류하여 생존 분석을 시행하였다. 결손 길이가 

나타난 1 bp에서부터 8 bp 까지 8가지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하여 

절단값을 설정하였으며, 전체 MSI 대장암 251례에 대하여 

Kaplan-Meier 및 log-rank 방법을 이용한 생존 분석을 시행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경우는 없었다. 본 생존 

분석의 대표적인 결과로서 절단값을 6, 5, 4, 3 bp로 설정하였을 때 

각각의 결과를 (그림 3)에 나타내었다. 

MSI 대장암에서 CIMP에 따라 유의한 예후적 차이를 나타내었던 

이전의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27), HSP110 T17 결손 길이 

(HSP110-dL 혹은 HSP110-dS)와 CIMP 여부 (CIMP+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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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MSI 대장암에서 HSP110 T17 결손 길이에 따른 생존 분석 

전체 MSI 대장암 251례에 대하여 다양한 절단값을 설정하여 결손 

길이가 긴 환자군 (HSP110-dL)과 결손 길이가 짧은 환자군 

(HSP110-dS)으로 이분하여 시행한 Kaplan-Meier 생존곡선 및 

log-rank 분석 결과 (각 P-value). (A) 절단값 6 bp에서의 

생존분석 결과. (B) 절단값 5 bp에서의 생존분석 결과. (C) 절단값 

4 bp에서의 생존분석 결과. (D) 절단값 3 bp에서의 생존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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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MP-)에 대한 2가지 인자를 결합하여 생존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HSP110-dL/CIMP+, HSP110-dL/CIMP-, HSP110- 

dS/CIMP+, HSP110-dS/CIMP-의 4가지 환자군으로 분류되었으며 

1 bp에서 8 bp까지의 8가지 절단값 모두에 대하여 생존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MSI 대장암 251례에 대하여 절단값을 6, 5, 

4, 3 bp로 설정하였을 때 각각의 경우 모두 유의한 생존율 차이를 

나타내었다 (모두 p<0.001, 그림 4). 각 절단값의 경우에서 생존율 

차이의 경향은 유사하였으며 HSP110-dL/CIMP- 환자군이 가장 

생존율이 좋았고 다음으로 HSP110-dS/CIMP-, HSP110-

dS/CIMP+의 순이었으며, HSP110-dL/CIMP+ 환자군이 가장 

생존율이 불량하였다 (그림 4).  

 

3. MSI 대장암에서 정상 HSP110 단백질 발현 분석 

HSP110 T17 결손에 의한 돌연변이형 단백질 (HSP110ΔE9)은 

9번 엑손의 스키핑에 의한 절단 (truncation)이 발생되므로 정상 

HSP110 단백질 (wild-type HSP110, HSP110wt)과 비교하여 C-

말단 부위가 소실되어 있는 구조적 특성을 지니게 된다 (37). 

이러한 HSP110wt 단백질과 HSP110ΔE9 단백질의 구조적 

상이성에 착안하여, HSP110의 C-말단 부위를 표적으로 하는 항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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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MSI 대장암에서 HSP110 T17 결손 길이 및 CIMP 여부에 

따른 생존 분석 (n=251) 

MSI 대장암 251례에서 HSP110 T17 결손 길이 및 CIMP 여부를 

결합하여 분류된 4가지 환자군 (HSP110-dL/CIMP+, HSP110-

dL/CIMP-, HSP110-dS/CIMP+, HSP110-dS/CIMP-) 에 대하여, 

(A) 절단값 6 bp 일 때의 생존분석 결과. (B) 절단값 5 bp 일 때의 

생존분석 결과. (C) 절단값 4 bp 일 때의 생존분석 결과. (D) 

절단값 3 bp 일 때의 생존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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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면 HSP110wt에 특이적인 면역조직화학염색이 가능해 진다. 

현재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HSP110ΔE9 특이적 

항체가 없는 관계로 HSP110wt의 발현 정도를 평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HSP110ΔE9의 발현 정도와 HSP110 T17 결손의 정도 

및 그들의 예후적 영향을 역의 관계로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다. 이에 따라 HSP110 C-말단에 특이적인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통하여 HSP110wt의 발현 및 그 예후적 

영향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서울대학교병원 MSI 대장암 조직 109례로 구성된 TMA에 

대하여 HSP110wt 면역조직화학염색을 시행하였고 발현 정도에 

대하여 4개의 등급으로 분류하여 측정하였다 (negative, 1+, 2+, 

3+) (그림 5). HSP110 T17 결손 길이가 증가하면 HSP110ΔE9의 

발현이 증가하고 HSP110wt의 발현은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 본 

면역염색을 시도하는 기본 전제가 되며 이러한 양상이 발현 등급의 

차이로 반영되어 예후적 의미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림 5). HSP110wt 면역염색 결과 음성으로 나온 경우와 약양성 

(1+)으로 나온 경우는 각각 12례 (11.0%) 및 11례 (10.1%) 

였으며, 중양성 (2+)은 41례 (37.6%)였고 강양성 (3+)은 45례 

(41.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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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HSP110wt 면역조직화학염색 결과 예시 (x200) 및 그에 

따라 예상되는 HSP110ΔE9 발현, HSP110 T17 결손 길이, MSI 

대장암 환자 예후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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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MSI 대장암에서 HSP110wt 면역염색 결과 각 발현 등급의 

빈도 및 HSP110 T17 결손 길이에 따른 분포 (n=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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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P110wt 면역염색 결과를 HSP110 T17 결손 길이 결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 HSP110wt 음성은 결손 길이가 4 bp 이상부터 

7 bp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 HSP110wt 

약양성은 결손 길이 3 bp에서부터 7 bp까지 분포하였으며 음성과 

마찬가지로 4 bp 이상의 결손 길이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11례 중 10례, 90.9%) (그림 6). 중양성 및 강양성은 

모두 결손 길이 0 bp에서부터 7 bp까지 모든 결손 길이에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으며, 강양성은 상당 부분이 3 bp 이하의 

결손 길이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5례 중 31례, 68.9%) 

(그림 6). 이상과 같이 HSP110wt 발현 음성 및 약양성은 

HSP110 T17 결손 길이가 길게 나타나는 군에서 빈도가 높은 반면 

강양성은 결손 길이가 짧은 군에서 빈도가 높게 나타내므로, 

HSP110wt 발현 정도와 HSP110 T17 결손 길이 간에 예상되었던 

경향성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4. MSI 대장암에서 정상 HSP110 단백질 발현의 예후적 효과 

MSI 대장암에서 HSP110wt 발현 등급에 따른 예후적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Kaplan-Meier 및 log-rank 방법을 이용한 생존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7). HSP110wt 면역염색을 실시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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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MSI 대장암에서 HSP110wt 발현 양상에 따른 생존 분석 

HSP110wt 면역조직화학염색 결과 발현 정도를 4개의 등급으로 

나누고 (0, 1+, 2+, 3+) Kaplan-Meier 생존곡선 및 log-rank 

test로 disease-free survival을 분석하였을 때, (A) MSI 대장암 

109례에서 4개 각 등급별 생존율 비교 결과. (B) MSI 대장암 

109례에서 0/1+ 환자군과 2+/3+ 환자군의 생존율 비교 결과. (C) 

TNM 병기 III/IV MSI 대장암 43례에서 0/1+ 환자군과 2+/3+ 

환자군의 생존율 비교 결과. (D) 항암화학치료를 받은 MSI 대장암 

67례에서 0/1+ 환자군과 2+/3+ 환자군의 생존율 비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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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09례 MSI 대장암에 대한 생존 분석 결과를 보면 음성 

(0)에서는 사망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약양성 (1+), 

중양성 (2+), 강양성 (3+)으로 갈수록 순차적으로 생존율이 

불량한 경향을 보여주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p=0.127, 그림 7A). 

HSP110wt 발현 등급에 따른 HSP110 T17 결손 길이의 분포 

양상과 생존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그림 6 및 그림 7A), 

강양성군 및 중양성군은 결손 길이의 분포가 비교적 고루 나타나며 

음성 및 약양성군에 비하여 불량한 생존율을 보여 유사한 분자적 

및 예후적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음성 및 

약양성군은 결손 길이가 길게 나타나고 생존율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향이 있는 등 공통적인 특질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HSP110wt 발현 음성 및 약양성을 HSP110wt 발현이 

감소된 하나의 환자군으로 통합하고 (0 or 1+) 중양성 및 강양성 

(2+ or 3+)을 상대적으로 HSP110wt 발현이 유지된 하나의 

환자군으로 통합하여 생존 분석을 시행한 결과 유의한 생존율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p=0.038, 그림 7B). 이러한 경향성은 TNM 

병기 III기 이상 43례와 항암화학치료를 받았던 67례의 환자들에 

대해서 각각 생존 분석을 시행하였을 때에도 유지되었으나 



３２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각각 p=0.07 및 p=0.093, 그림 

7C 및 그림 7D).  

  다음으로 HSP110wt 발현의 독립적 예후 인자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Cox 비례 위험 회귀 모형을 이용한 단변량 및 

다변량 분석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HSP110wt 

발현이 감소된 군 (0 or 1+)과 발현이 유지된 군 (2+ or 3+)으로 

나누어 단변량 분석을 시행한 결과 근접 유의성 (marginal 

significance)을 나타내었고 (p=0.055, 표 2),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하였던 CIMP, TNM 병기 및 조직학적 분화도와 함께 다변량 

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유의하지 않아 독립적 예후인자로서의 

입증에는 실패하였다 (p=0.188, 표 2).  

  HSP110wt 발현 양상에 따른 임상·병리학적 및 분자적 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HSP110wt 발현이 감소된 군 (0 

or 1+)은 비록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낮은 TNM 병기 (I기 혹은 

II기) 및 CIMP 음성의 비중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내었고 (각각 

p=0.05 및 p=0.067, 표 3), 또한 앞서 살펴보았듯이 4 bp 

이상으로 HSP110 T17 결손 길이가 길게 나타나는 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을 보여주었다 (p<0.001, 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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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MSI 대장암에서 단변량 (univariate) 및 다변량 (multivariate) 

생존분석 결과 (n=109) 

Variables n Univariate analysis  Multivariate analysis  

  H.R. (95% C.I.) P value H.R. (95% C.I.) P value 

HSP110wt expression      

Decreased (0 or 1+) 23 Reference  Reference  

Retained (2+ or 3+) 86 4.066 (0.968-17.071) 0.055 2.662 (0.620-11.432) 0.188 

CIMP      

Negative 84 Reference  Reference  

  Positive 25 2.808 (1.351-5.837) 0.006 2.031 (0.964-4.279) 0.062 

AJCC TNM stage      

  Stage I or II 66 Reference  Reference  

  Stage III or IV 43 3.383 (1.608-7.118) 0.001 2.111 (0.956-4.661) 0.065 

Tumor differentiation      

  WD or MD 88 Reference  Reference  

  PD 21 4.942 (2.385-10.239) <0.001 2.292 (1.411-6.681) 0.005 

KRAS mutation      

  Wild type 89 Reference    

  Mutant type 17 0.998 (0.382-2.608) 0.996   

BRAF mutation      

  Wild type 94 Reference    

  Mutant type 15 1.403 (0.537-3.667) 0.490   

MLH1 expression      

Loss 65 Reference    

Retained 44 0.780 (0.371-1.640) 0.512   

MSH2 expression      

Loss 35 Reference    

Retained 74 1.671 (0.717-3.894) 0.235   

Age      

56 years or less 56 Reference    

  57 years or more 53 1.514 (0.735-3.117) 0.260   



３４ 

 

Gender      

  Female 43 Reference    

  Male 66 1.166 (0.555-2.451) 0.685   

Adjuvant chemotherapy      

  Non-treated 42 Reference    

  Treated 67 1.388 (0.636-3.032) 0.411   

Abbreviations: H.R., Cox hazard ratio; 95% C.I., 95% confidence interval of H.R.; 

AJCC, American Joint Committee on Cancer; CIMP, CpG island methylator 

phenotype; WD, well differentiated; MD, moderately differentiated; PD, poorly 

differenti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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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MSI 대장암에서 정상 HSP110 단백질 발현 양상에 따른 

임상·병리학적 및 분자적 특성 (n=109) 

Variables 

 Case 

No. 

HSP110wt expression 

P value 

Decreased (0 or 1+) Retained (2+ or 3+) 

Age  56 years or less  56 13 (56.5%) 43 (50.0%) 0.578 

57 years or more  53 10 (43.5%) 43 (50.0%)  

Gender  M  66  14 (60.9%) 52 (60.5%) 0.972 

F  43  9 (39.1%) 34 (39.5%)  

Gross tumor type  Polypoid  18  5 (21.7%) 13 (15.1%) 0.528 

Ulcerative  91  18 (78.3%) 73 (84.9%)  

Tumor location  Right-sided  70 13 (56.5%) 57 (66.3%) 0.386 

Left-sided  39 10 (43.5%) 29 (33.7%)  

AJCC TNM stage  Stage I or II  66 18 (78.3%) 48 (55.8%) 0.050 

Stage III or IV  43 5 (21.7%) 38 (44.2%)  

MLH1 expression  Loss  65 13 (56.5%) 52 (60.5%) 0.732 

Retained  44 10 (43.5%) 34 (39.5%)  

MSH2 expression  Loss  35 10 (43.5%) 25 (29.1%) 0.189 

Retained  74 13 (56.5%) 61 (70.9%)  

CIMP CIMP+  25 2 (8.7%) 23 (26.7%) 0.067 

CIMP-  84 21 (91.3%) 63 (73.3%)  

KRAS mutation  Wild type  89 18 (85.7%) 71 (83.5%) 1.000 

Mutant type  17 3 (14.3%) 14 (16.5%)  

BRAF mutation  Wild type  94 21 (91.3%) 73 (84.9%) 0.733 

Mutant type  15 2 (8.7%) 13 (15.1%)  

HSP110 T17 repeat  

deletion length  

3-bp or less  48 1 (4.3%) 47 (55.3%) <0.001*  

4-bp or more  60 22 (95.7%) 38 (44.7%)  

Tumor differentiation  WD or MD  88 20 (87.0%) 68 (79.1%) 0.555 

PD  21 3 (13.0%) 18 (20.9%)  

Extracellular mucin  

production 

Absent 64 13 (56.5%) 51 (59.3%) 0.810 

Present 45 10 (43.5%) 35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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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hn’s-like lymphoid  

reaction 

Absent 39 7 (30.4%) 32 (37.2%) 0.547 

Present 70 16 (69.6%) 54 (62.8%)  

Peritumoral lymphocytic  

reaction 

Absent 19 5 (21.7%) 14 (16.3%) 0.544 

Present 90 18 (78.3%) 72 (83.7%)  

*p<0.05 

Abbreviations: AJCC, American Joint Committee on Cancer; CIMP, CpG island 

methylator phenotype; WD, well differentiated; MD, moderately differentiated; PD, 

poorly differenti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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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HSP 단백질은 여러 다양한 생리적, 환경적 스트레스 인자들에 

의해 유도되는 세포 내 단백질로서 고열, 저산소증, 방사선, 자외선, 

산성도 변화, 영양 결핍, 활성 산소 등 세포에 치명적인 조건은 

물론 암, 감염, 염증, 심혈관질환, 신경퇴행성질환 등 각종 질병 

하에서 세포의 생존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9). 이러한 역할은 주로 HSP의 분자적 샤페론 

(molecular chaperone) 기능과 항세포자멸 효과 (anti-apoptotic 

effect)를 통하여 나타나는데, 분자적 샤페론 기능이란 여러 

단백질의 구조적 접힘 (folding)을 유도하고 응집 (aggregation)을 

저해시킴으로써 단백질의 정상적 기능을 유지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이며, 항세포자멸 효과는 HSP가 cytochrome C 혹은 apoptotic 

protease activating factor 1 (Apaf-1)에 결합하거나 apoptosis 

inducing factor (AIF)와 연관됨으로써 caspase 의존적 혹은 

비의존적 세포자멸을 억제하는 기능을 보인다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기전들이 이전의 여러 연구들을 통하여 밝혀져 왔다 (39, 40). 

HSP의 세포보호적 기능 (cytoprotective functions)은 암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는데, 발암 관련 단백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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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cogenic proteins)의 분해를 억제하고 세포자멸을 

저해시킴으로써 암세포의 생존을 증가시키고 종양의 성장과 침습 

및 전이에 기여하게 된다 (41, 42). 실제 암 조직 또는 암환자의 

혈액에서 HSP의 발현이 증가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전립선암, 

간세포암, 유방암, 방광암, 대장암 등 일부 암종에서는 환자의 

예후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된 바 있다 

(39). 

HSP는 그 분자량 (kDa)에 따라 여러 단백질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HSP27, HSP60, HSP70, HSP90, 

HSP110 등이 있다.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이 암에서의 발현 증가 및 

예후와 관련하여 그 동안은 주로 HSP27, HSP60, HSP70, HSP90 

등이 연구된 바 있으며 (39), HSP110에 대해서는 암과의 연관성에 

대하여 아직 충분한 연구 결과가 있지는 못하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정상 HSP의 발현에만 주목하였고 HSP의 돌연변이와 

관련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극히 적다고 볼 수 있는데, 최근 

Dorard 등의 연구 결과를 통하여 특정 암종에 특이적이고 예후적 

지표로서의 가능성이 높은 HSP110의 돌연변이 현상이 규명되어 

(37), 암과 HSP 관련성에 대한 연구에 있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Dorard 등의 연구 결과는 이전에 알려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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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던 참신한 발견으로서의 가치와 함께 어느 정도의 한계점도 

내포하고 있는데, 정상 HSP110 (HSP110wt)에 대한 돌연변이형 

(HSP110ΔE9)의 mRNA 발현 비를 예후적 지표로 사용하였는 바, 

연구에서 평가된 두 가지 서로 다른 후향적 MSI 대장암 코호트 

집단 간에 생존율의 차이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절단값의 기준이 

서로 달라지는 결과를 보였다. 그러므로 mRNA 발현 정도를 

지표로 삼는 이와 같은 방식은 적용되는 집단에 따라 혹은 검사 

기법에 따라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향후 

추가적인 임상연구들에 따라 절단값의 기준이 수시로 변화될 

가능성도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검사 결과의 

일관성과 재현성을 높이고 FFPE 진단병리조직에서도 쉽게 검사가 

가능하기 위하여 DNA 및 면역조직화학 기반의 검사 기법을 적용해 

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HSP110ΔE9 발현 정도와 연관성이 

있는 HSP110 T17 반복서열 결손 길이 및 HSP110wt 발현 정도를 

예후적 지표로서 시험해 보았다. 

Dorard 등의 연구 결과와 HSP의 작용 기전에 기반하여 

기대되는 결과는 HSP110 T17 결손 길이가 길수록 HSP110ΔE9의 

발현이 증가되고 HSP110wt의 기능은 억제되며 따라서 환자의 

예후가 좋아지고 항암화학치료 감수성이 증가되는 경향을 보여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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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서는 1 bp에서 8 bp까지의 모든 

절단값을 적용하여 HSP110 T17 결손 길이가 긴 군 (HSP110-

dL)과 짧은 군 (HSP110-dS)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생존율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HSP110-dL 군이 

HSP110-dS 군에 비하여 생존율이 양호하게 나타나는 경향성 

역시 일관되게 관찰되지가 않았다 (그림 3). 

다음으로 MSI 대장암에서 CIMP 여부에 따른 예후적 차이를 

규명하였던, 본 저자가 포함된 연구진의 이전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27) CIMP 여부와 결합된 HSP110 T17 결손 길이를 지표로서 

적용해 보았으며, 여러 절단값 기준에서 4가지 환자군 간의 생존율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림 4). 그러나 본 

생존분석 결과는 전반적으로 CIMP 상태에 의존적으로 결과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CIMP+와 CIMP- 간의 생존율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던 기존 연구결과에서의 환자군과 본 연구의 

환자군이 상당 부분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HSP110 T17 결손 길이 

자체의 예후적 효과라기 보다는 CIMP의 예후적 효과가 부각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면역조직화학염색을 통한 HSP110wt 발현 조사는 

MSI 대장암의 예후적 지표로서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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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서 언급되었다시피 HSP110wt 발현 정도는 

HSP110 돌연변이 (HSP110ΔE9) 발현 정도 및 HSP110 T17 

결손 길이에 대하여 추정되는 역의 관계를 이용하여 예후적 

지표로서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림 5). 실제로 

HSP110 T17 결손 길이에 따른 분포 관계 조사 및 생존 분석 결과, 

음성 및 약양성은 긴 결손 길이에서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생존율이 양호하며, 강양성은 짧은 결손 길이의 빈도가 높고 가장 

불량한 생존율을 나타내는 경향을 보여주어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결과에 부합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림 6, 그림 7). 본 연구에서는 

비록 제한된 숫자의 검체에 대하여 HSP110wt 면역염색이 

시행되어 다변량 생존 분석 상에서 유의성을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으나, 단변량 분석 상에서 유의하였던 또 다른 예후인자들인 

TNM 병기 및 종양 분화도에 비하여 harzard ratio 값이 높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여주어 (표 2), 보다 대규모의 MSI 대장암 

검체에 대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독립적 

예후인자로서의 확립 가능성도 높을 것이라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HSP110wt 발현 분석은 Dorard 등의 연구에서 

최초로 제시되었던 HSP110 돌연변이형의 mRNA 발현 비율을 

이용한 지표보다 명확하고 일관된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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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된다. 특히 면역조직화학염색 기법을 이용하므로 진단용 FFPE 

병리 조직에서 쉽고 간편하게 적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HSP110 돌연변이가 MSI 대장암에서 분자적 예후 

지표로서 활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향후 보다 

심화된 연구들이 이루어진다면 예후 및 치료반응 예측 인자로서의 

가치는 물론 더 나아가 표적치료제 개발 측면에서도 중요한 응용 

대상 인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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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roduction: Microsatellite instability (MSI) is a unique 

molecular phenotype and associated with favorable prognosis 

and chemotherapy resistance in colorectal cancer (CRC). A 

recent study reported that mRNA expression of mutant HSP110 

could be a prognostic marker in MSI-positive (MSI+) CRC. To 

confirm the prognostic significance of HSP110 mutation and 

overcome the limitations of mRNA test, we applied DNA and 

protein-based approaches concerning HSP110 mutation in 

MSI+ CRC. 

Methods: A total of 251 MSI+ CRC samples were analyzed for 

their deletion status of HSP110 T17 mononucleotide repeat 

using GeneScan analysis. Among them, 109 cases were 

immunostained with wild-type HSP110 (HSP110wt)-specific 

antibody, and their expression status was assessed by 4-tier 

grading system. 

Results: HSP110 T17 deletion size ranged from 0-bp to 8-bp. 

All case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large size of HSP110 

T17 deletion (HSP110-dL) group or small size of HSP110 T17 

deletion (HSP110-dS) group-with specific cut-off valu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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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etion size. Each eight cut-off value (1-bp to 8-bp) was 

used in survival analysis, and no significant survival difference 

between HSP110-dL and HSP110-dS was observed 

regardless of cut-off values. However, in association with CpG 

island methylator phenotype (CIMP) status, HSP110-

dL/CIMP- and HSP110-dL/CIMP+ showed best and worst 

survival, respectively (p<0.001). Decreased expression of 

HSP110wt (0/1+)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HSP110-

dL (≥4 bp, p<0.001) and better survival compared to retained 

expression of HSP110wt (2+/3+) (p=0.038). 

Conclusions: Prognostic significance of HSP110 T17 repeat 

deletion was not identified in MSI+ CRC. However, decreased 

expression of HSP110wt is related to favorable prognosis. 

Immunohistochemical evaluation for HSP110wt can be a simple 

and useful tool for identification of HSP110 mutation and 

prognostic stratification in MSI+ CRC. 

-------------------------------------------------- 

Keywords:  colorectal cancer, microsatellite instability, 

prognosis, heat shock pro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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