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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erential Expression of CD44 in Thyroid Papillary Carcinoma 

Jung Yeon Kim, Jinye Yoo and Hyejae Cho 

Department of Diagnostic Pathology, Inje University Sanggye Paik Hospital, Seoul, Korea 

Background : Papillary carcinoma is one of the most common malignant thyroid tumors and
an important prognostic factor is the lymph node status. CD44 is a cell adhesion molecule
and is associated with metastasi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iscover whether CD44
is valuable in the diagnosis of the papillary carcinoma, and whether Ki-67 and p53 are corre-
lated with CD44 in the papillary carcinoma. Methods : We studied CD44, Ki-67 and p53
expressions in 34 cases of formalin-fixed paraffin embedded papillary thyroid carcinomas,
and 20 cases of the follicular neoplasm using mouse anti-CD44 (H-CAM), Ki-67 and p53
monoclonal antibodies. Results : Most of the papillary carcinomas expressed diffuse and
intense membrane staining of CD44 (32/34 cases, 94.1%). Focal scattered immunoreactivity
was observed in the follicular neoplasm (8/20 cases, 40.0%). The staining patterns of CD44
were similar in both follicular adenoma and carcinoma. Both groups with or without lymph
node metastasis showed similar expression patterns for CD44.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Ki-67 and p53 staining between papillary carcinomas and follicular neoplasms. Conclusions :
The result shows that papillary carcinomas preferentially display the CD44 antigen, and it is a
useful diagnostic tool in the equivocal cases. There is no correlation among CD44, Ki-67 and
p53 expressions in the papillary carcin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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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 유두암종에서 CD44 항원의 특이적 발현 양상

유두암종은 갑상선에 생기는 흔한 종양으로 유두 모양의 세포

군집, 핵 주름, 핵내 봉입체 등의 특징적인 소견을 보이지만, 이

런 소견은 유두암종 외의 다른 갑상선 종양에서도 관찰될 수 있

는 소견이다. 최근에는 면역조직화학 염색과 분자생물학적 기법

이 종양의 정확한 진단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중 CD44

항원은 잘 알려진 세포 부착 분자로 세포와 세포, 세포와 기질

의 부착, 림프구의 귀향, 세포의 성장과 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1-4 인간의 CD44 유전자는 60 Kb의 길이에 최소 20 exon

이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RNA 접합 과정 중 exon 5

에서 exon 10 (variant exon v1-v10) 사이에 선택적인 재조합

이 이루어져 적어도 10개의 exon이 존재한다. 일반적 형태인

CD44s형은 히알루론산염(hyaluronate)의 수용체로 작용하여

혈구 세포와 상피 세포 등에 널리 분포한다. 그러나 정상 세포

에서 관찰되지 않는 변형된 CD44v형은 유방암, 장암, 위암,

악성 림프종 및 자궁경부암종에서 발현이 증가하고, 특히 exon

6번이 포함된 CD44v6의 발현과 악성 종양의 전이는 서로 연관

성이 있다.5-7 갑상선 종양 중 유두암종에서 CD44의 발현이 현

저하여 다른 종양과의 감별에 이용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는 반

면,1 소포 종양에서도 CD44의 발현이 높아 둘을 감별하는 데 도

움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도 있다.8

p53 단백의 발현은 분화가 좋은 갑상선 종양보다는 분화가

나쁜 종양에서 그 발현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9-11 그러나

일부 보고에서는 분화가 좋은 갑상선 종양에서는 p53이 발현되

지 않고 미분화 종양과 분화가 나쁜 종양에서만 발현되는 것으

로 보고되어 관찰자마다 그 발현율에 차이가 있다.12-14 p53은 세

포사를 유도하거나 세포 증식에 관여하므로 Ki-67 등의 종양

증식 지수와 관계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15

Ki-67은 G1 후기, S, G2, M기에 걸쳐 발현되는 핵 항원으로,

Ki-67 표지지수는 종양의 증식, 전이 및 예후와 관련 있다.16,17

Ki-67은 유두암종, 역형성 암종에서 정상 갑상선 조직에 비해

발현이 증가한다.18 그러나 Ki-67 발현과 종양의 분화도가 연관

이 있어 분화가 나쁜 종양일수록 Ki-67의 발현이 증가한다는 보

고도 있어 일관된 결과를 얻을 수 없다.9-11

갑상선 유두암종에서 CD44, p53 및 Ki-67 상호간의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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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확실히 알려지지 않은 바, 본 연구는 유두암종에서 CD44,

p53, Ki-67에 한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시행하여 이들의 발현

양상을 관찰하고, 이들의 발현을 소포 종양과 비교하여 상기 면

역 염색이 갑상선 유두암종의 진단에 유용한 지를 알아보고자

하 다.

재료와 방법

연구 상

1993년 1월부터 2000년 8월까지 인제 학교 상계백병원 진단

병리과에서 조직 검사를 통해 진단되고 보관 상태가 양호한 유

두암종 34예와 소포 종양 20예를 상으로 하 다. 소포 종양은

혈관이나 피막 침범이 있어 소포암종으로 진단한 16예와 소포선

종 4예를 상으로 하 다. 환자의 평균 연령은 유두암종에서

43.7±15.3세, 소포 종양에서 33.2±10.7세로 유두암종 환자의

연령이 의미 있게 높았다(p<0.05). 남녀의 비는 유두암종와 소

포 종양에서 각각 7:27, 1:19로 두 군 모두 여자가 현저하게 높

았다(Table 1).

방법

각 증례의 나이, 성별, 임상적 증상 등을 조사하고 종양의 크

기, 림프절 전이 유무 및 전이된 림프절의 수, 갑상선 주위 조직

의 침윤 여부, 림프관 및 혈관의 침범 유무 등을 조사하 다.

10% 중성 포르말린 고정 후 파라핀에 포매된 조직 중 주위

정상 조직을 포함한 종양 조직편을 선택하여 4 m 두께로 박

절하여 coating slide에 부착하고 크실렌에 탈파라핀한 후, 70%

알코올까지 점차로 낮은 농도의 알코올에 함수하고 증류수로 세

척한 후 희석된 과산화수소수에 10분간 처리하여 내인성 과산화

효소의 활성을 억제하 다. Ki-67 및 p53 염색은 citrate 완충

액에 침수시킨 채로 15분간 고압멸균기로 항원 재회복 과정을

거친 후 일차 항체를 반응시켰다. 그 후 실온에서 차단 항체와

30분간 반응시켜 비특이적 항원을 차단하고, 일차 항체인 CD44

(mouse anti-CD44, H-CAM, Zymed, San Francisco,

U.S.A.), Ki-67 (1:100, Dako, Carpinteria, U.S.A.) 및 p53

(1:100, Dako, Carpinteria, U.S.A.)을 이용하여 실온에서 1시

간 내지 2시간 반응시켰다. 일차 항체 반응 후 결합이 안 된 항

체를 0.01 M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 pH 7.4로 3

회 세척하고 biotin이 결합된 이차 항체로 20분간 반응시킨 후

수세하고, 3,3-diaminobenzidine tetrahydrochloride로 발색한

후 증류수로 세척, Harris 헤마톡실린으로 조염색한 후 봉입

하 다.

결과 판독

CD44는 종양 세포의 10% 이상에서 세포막을 따라 갈색으로

염색된 경우를 양성으로 간주하 다. 발현 정도에 따라 강하게

세포막을 따라 염색되는 경우, 중등도로 세포막을 따라 염색되

는 경우, 약하게 염색되는 경우로 나누고, 종양 세포의 세포질에

과립상으로 염색된 경우는 따로 판독하 다.

Ki-67과 p53은 종양 세포의 핵에서 갈색으로 발현되었을 때

를 양성으로 간주하고, 염색이 잘된 부위를 선택하여 고배율 시

야에서 총 1,000개의 종양 세포 중 핵이 양성인 세포의 수를 백

분율로 환산하 다. 염색된 모든 예에서 백분율을 기록하고 p53

은 5% 이상의 종양 세포에서 발현될 경우를 양성으로 간주하

다.

통계학적 분석

값은 평균±표준편차로 표시하 다. 환자의 나이, 림프절 전

이 유무, 종양의 크기, Ki-67 증식 지수, p53 발현 유무 사이의

상관성을 Chi-square test 및 student t-test를 이용하여 비교

하 으며 p<0.05인 때를 유의하다고 하 다.

결 과

종양의 크기는 유두암종이 2.39±1.38 cm, 소포 종양이 3.28

±0.96 cm로 소포 종양이 의미 있게 컸다(p<0.05, Table 1).

유두암종에서 림프관 침범, 혈관 침범, 주변 조직으로의 침범이

각 10예에서 관찰된 반면, 소포 종양에서는 각각 1예, 9예, 0예

로 혈관 침범이 있는 예는 모두 소포암종으로 진단된 예 다.

CD44는 34예의 유두암종 중 32예(94.1%)에서, 20예의 소포

종양 중 8예(40.0%)에서 염색되어 유두암종에서 의미 있게 발

현이 높았다(p<0.005). 발현 정도를 비교해 보면 부분의 유두

암종은 종양의 50% 이상에서 세포막을 따라 강하게 염색된 반

면, 소포 종양은 종양 세포의 약 10-15%에서 중등도로 염색되

었고(5/8예), 3예에서는 약 10%의 종양 세포에서 약하게 염색

되어 두 종양 군의 염색 정도 및 범위가 현저하게 달랐다(Fig.

1). 유두암종 16예와 소포 종양 1예에서 주변 림프절로의 전이*: p<0.05, �: p<0.005.

Papillary carcinoma
(n=34) 

Follicular neoplasm
(n=20)

Mean age (years)* 43.7±15.3 33.2±10.7
Sex (Male: Female) 7:27 1:19
Tumor size (cm)* 2.39±1.38 3.28±0.96
Expression of CD44� 32 (94.1%) 8 (40.0%)
Ki-67 (%) 0.78±1.54 1.33±2.76
p53 (%) 1±1.8 0.7±1.4

Table 1. Clinical and path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patients with papillary carcinoma and follicular neopla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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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었는데, 이때 원발성 종양과 전이된 종양의 CD44 염색 차

이는 없었다. 또한 소포암종과 선종을 나누어 비교해 보았을 때

에도 두 군 간의 뚜렷한 차이는 없었다. 유두암종과 소포 종양

각각에서 연령과 종양의 크기에 따른 CD44 염색의 차이는 없었

으며, 림프관 침범, 혈관 침범, 주변 조직 침범과 CD44 발현은

상관성이 없었다.

Ki-67은 유두암종 34예 중 10예(29.4%)에서, 소포 종양 20

예 중 6예(30.0%)에서 핵에 양성으로 염색되었고, Ki-67 증식

지수는 유두암종에서 평균 0.78±1.54%, 소포 종양에서 1.33±

2.76%로 모두 낮았다. p53 단백은 34예의 유두암종 중 3예

(8.8%), 소포 종양 20예 중 1예(5%)에서 5% 이상의 종양 세

포에 염색되었고, 평균 발현율은 유두암종에서 1±1.8%, 소포

종양에서 0.7±1.4%이었다. Ki-67 증식지수나 p53 단백의 발

현은 소포선종와 암종을 나누어 비교했을 때에도 뚜렷한 차이가

없었다. Ki-67과 p53 발현 모두 환자의 나이, 종양의 크기, 림

프절 전이 유무 및 수, 종양의 크기, 림프관 및 혈관 침윤, 주위

조직으로의 침범 등과 상관관계가 없었다. CD44 발현 정도와

Ki-67 증식지수 및 p53 단백 발현과도 서로 상관관계가 없었다.

고 찰

CD44는 세포와 기질의 유착, 림프구의 활성, 종양의 성장 및

전이에 관여하는 인자로, 본 연구에서 유두암종은 소포 종양에

비해 CD44 발현이 현저하 다. 이는 기존의 보고와 일치하는

소견이나,19 본 연구는 좀 더 많은 예의 갑상선 종양을 상으로

CD44의 발현 유무를 관찰한 바, 유두암종에서 유의하게 발현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Southern blot 방법으로 유두암

종에서 CD44의 발현 증가를 확인하기도 하지만,20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단백의 발현을 비교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 또한 세침흡인도말 검사에서도 CD44 당단백에 한

면역조직화학 염색으로 유두암종을 다른 종양과 감별할 수 있었

다.1 Gu 등8은 소포암종에서 CD44의 발현이 유두암종과 유사하

게 높다고 하 으나, 본 연구에서는 소포 종양에서 CD44의 발

현이 미약하 고, 소포암종와 선종 사이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보고와 차이가 있었다.

CD44가 어떻게 갑상선 종양의 생성에 향을 미치는지, 유두

암종 형성의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해서는 뚜렷

이 밝혀진 바가 없다. 이소체 발현의 장애가 갑상선 소포 세포

의 성장 장애를 초래하여 종양을 유도한다는 주장도 있고,20

CD44 mRNA 공정(processing) 장애가 유두암종의 발생에 관

여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12 CD44는 장 및 유방 종양에서

종양의 진행 및 림프절 전이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

나,5-7 본 연구에서는 림프절의 전이 유무에 관계없이 발현에 차

이가 없어 갑상선 질환에서는 종양의 전이보다는 분화와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CD44는 조직학적 소견이 모호한

갑상선 종양에서 유두암종을 진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면

역 염색으로 간주된다.

p53 단백은 갑상선 종양의 분화 정도에 따라 그 발현 정도가

달라, 분화가 좋은 종양의 10-18%,9,10 분화가 나쁜 종양의 40-

80%에서 발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11 그러나 p53 단백은

분화가 좋은 종양에서는 발현되지 않고, 분화가 나쁜 종양과 미

Fig. 1. Immunoreactivity pattern of papillary carcinoma (A) and follicular neoplasm (B) for CD44. Papillary carcinoma shows strong and
diffuse membranous staining, but follicular neoplasm shows focal and weak immunostaining.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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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화 종양에서만 발현된다는 연구도 있다.12-14 본 연구에 포함된

유두암종과 소포 종양은 모두 p53이 거의 발현되지 않았는데,

이는 두 종양이 모두 분화가 좋은 종양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유두암종 환자를 이전의 방사선 노출 유무에 따라 비교해 보았

을 때, p53이 양 군에서 큰 차이가 없고 발현이 아주 낮아 유두

암종과 p53은 상관성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21 그러나 분화가 나

쁜 종양의 침습성 성장 부위에서 p53에 양성인 세포가 관찰되

어, p53이 종양의 진행 상태와 관계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10 그

러나 본 연구에서는 종양에 염색되는 p53의 빈도가 극히 낮아

갑상선 종양에서 p53의 발현은 종양의 생성보다는 종양의 진행,

역형성 및 악성도와 관계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18,22

Ki-67 발현은 p53 축적과 긴 하게 연관되고15 전이가 있는

종양에서 발현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23 하시모토 갑상

선염, 유두암종, 역형성 암종, 림프구성 갑상선염에서 Ki-67의

발현이 의미 있게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으나,18 본 연구에서는

유두암종 및 소포 종양 모두 Ki-67 발현 빈도가 높지 않고, 전

이가 있는 유두암종과 전이가 없는 종양 사이에서도 뚜렷한 차

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부분의 증례가 분화가

좋은 종양인 관계로 p53과 Ki-67의 발현 빈도가 낮은 것으로

추측된다. Ki-67 및 p53 각각의 발현 빈도가 너무 낮아 둘 사

이의 연관성을 비교할 수 없었다. 또한 림프절 전이, 림프관 및

혈관 침범, 주변 조직으로의 침범 등도 Ki-67 증식지수나 p53

단백 발현과 상관관계가 없었다.

갑상선의 유두암종은 소포 종양에 비해 CD44를 두드러지게

많이 발현하여, CD44는 진단이 어려운 갑상선 조직의 정확한

진단에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유용한 면역조직화학 염색 방법으

로 간주된다. 그러나 CD44의 발현 정도와 Ki-67 증식 지수 및

p53 단백의 발현은 상관관계가 없었고 여러 병리학적 인자들과

상관성이 없어, CD44를 종양의 형성과 관련된 전반기에 주로

관여하는 인자로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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