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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67 Labelling Index and Bax Expression According to the
Capsular Invasion in the Follicular Neoplasms of the Thyroid

Hee Kyung Kim, Dong Wha Lee, So-Young Jin and Dong Won Kim

Department of Anatomic Pathology, Soonchunhyang University Hospital, Seoul, Korea

Background : There have been a few studies concerning the differential diagnosis between
follicular adenomas and minimally invasive follicular carcinomas, but it is difficult to exclude
the possibility of minute capsular and/or vascular invasion throughout the capsular areas as
a whole. Methods : We examined the diagnostic usefulness of Ki-67 labelling index and bax
expression for the differential diagnosis of follicular adenomas and minimally invasive follicu-
lar carcinomas. Results : The result of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with Ki-67 and bax
antibodies were analyzed in 58 cases of follicular neoplasms from 1996 to 1999. Of 58 cases,
35 were follicular adenomas and 23 were minimally invasive follicular carcinomas. The Ki-67
labelling index was significantly higher in minimally invasive follicular carcinoma of the thyroid
(Ki-67 labelling index, 1.62±0.35%) than follicular adenoma (0.46±0.21%) (p<0.05). Of the
follicular adenomas, Ki-67 labelling index of the tumor with 5 cm or more in diameter was
0.38±0.13%, while that of the tumor with less than 5 cm was 0.51±0.24%. Of the minimally
invasive follicular carcinoma, Ki-67 labelling index of the tumor with 5 cm more was 1.30±
0.07%, while that of the tumor with less than 5 cm was 1.65±0.37%. Diffuse bax expression
was seen in 27 of 35 cases of follicular adenomas and 2 of 23 cases of minimally invasive
follicular carcinoma (p<0.05). Conclusions : Our findings suggest Ki-67 labelling index and
the degree of bax expression are useful markers for the differential diagnosis between the
follicular adenoma and the minimally invasive follicular carcinoma of the thyr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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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 여포상 종양의 피막 침습과 Ki-67 세포증식지수와 Bax 단백의 발현

갑상선 종양 중 여포상 선종과 여포상 암종, 특히 미소침윤

여포상 암종은 임상적이나 방사선학적으로 감별이 어렵고 육안

적으로 피막이 잘 형성 되어 있어 침습 또는 전이가 있어야만

구분이 가능하다.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분류1

에 의하면 육안적으로 피막이 잘 형성 되어 있고 현미경적으로

만 침습이 있는 종양을‘피막형성암종'이라고 하여 침윤성 여포

상 암종과 구별하 다.

침윤성 여포상 암종을 포함한 여포상 암종과 여포상 선종과의

감별에 한 많은 연구가 있으나 확실한 감별에 필요한 조직병

리학적 검색 방법은 아직까지도 논란이 있다. 미세한 혈관 침윤

을 알아내기 위하여 혈관내피세포에 한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시도하기도 하 고2,3 유세포계측으로 DNA 분석을 시도하여 보

았으나, 두 종양간의 비배수성에 한 차이는 없었다.4-7 현재까

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알려진 피막 전부를 검색하는 것도 많은

수의 절편을 만들면 표본오차가 줄기는 하지만8 현실적으로 피막

전부를 검색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세한 침윤의 가능성

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들다. 최근에 유사분열 수와 proliferat-

ing cell nuclear antigen (PCNA)을 이용한 갑상선 병변의 세

포 증식능을 측정한 결과, 갑상선의 양성과 악성 질환의 감별에

도움이 되었고 여포상 선종과 여포상 암종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

하게 되었다.9 갑상선 여포상 선종과 여포상 암종에서의 SPARC

(secreted protein acidic and rich in cysteine)의 발현 여부를

관찰하여 여포상 선종에서는 총 25예 중 2예에서, 여포상 암종에

서는 총 15예 중 10예에서 염색되어 갑상선의 여포상 선종과 암

종에서의 SPARC 발현이 현저하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10

이에 본 연구자는 갑상선 여포상 종양에서 여포상 선종과 미

소침윤 여포상 암종을 감별하기 위하여 종양의 증식능을 계측할

수 있는 Ki-67 세포증식지수와 세포자멸사와 관련이 있는 bax

단백의 발현 양상을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이용하여 검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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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발현 정도가 여포상 선종과 미소침윤 여포상 암종의 감

별과 종양의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유용성을

조사하 다.

재료와 방법

재료

1996년 1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순천향 학병원에서 갑상선

여포상 종양으로 진단하여 절제한 여포상 선종 35예, 미소침윤

여포상 암종 23예를 포함하여 총 58예의 갑상선을 상으로 하

으며 환자 중 여자가 46예이고 남자가 12예로 남녀비는 1:3.8

이었다. 수술 당시 연령은 23세에서 71세로 평균 47세 다.

방법

광학현미경 소견

환자의 병리 기록지를 토 로 종양의 위치, 크기, 피막의 유

무를 조사하 고 종양의 크기는 최장경으로 표시하 다. HE 염

색 슬라이드를 광학현미경 하에서 재검색하여 피막과 혈관 침습

유무를 관찰하 다. 여포상 종양 중 Hurthle 세포형을 분류하

다. 종양 주변 조직에서 동반한 질환을 살펴보면 총 58예 중 갑

상선종 7예, 하시모토 갑상선염 3예, 만성 림프구성 갑상선염

3예, 유두상 암종은 2예 고 나머지는 특이 소견이 없었다.

면역조직화학 염색

10% 중성 완충 포르말린에 고정시킨 조직의 파라핀 블록을

4 m 두께로 박절한 후 탈파라핀과 함수 과정을 거쳤다. 구연

산 완충액을 약 5분 정도 끓인 후 조직을 넣고 다시 5분씩 2회

반복해서 끓인 다음 구연산 완충액에 담근 채로 10분 정도 식혔

다. 증류수로 세척하고 3% 과산화수소수로 5분간 처리한 후 인

산염완충액으로 10분간 세척하 다. 정상 혈청을 10분간 도포한

후 단클론성 Ki-67 (Scytek, Utah, U.S.A.)과 bax (Immu-

notech, Marseille, France) 일차 항체를 1:50으로 희석하여 상

온에서 60분간 반응시킨 후 인산염완충액으로 5분간 세척하

다. 그 후 biotin이 부착된 이차 항체를 10분 동안 처치한 후 수

세하고, streptavidin에 10분 동안 부치시키고 인산염완충액으로

10분간 수세하 다. 발색제인 Amino-ethyl carbazole (AEC)

를 5-10분간 도포하여 발색시키고 10% Mayer hematoxylin으

로 조염색하 다. 음성 조 슬라이드는 일차 항체 신 인산

염완충액을 이용하여 같은 과정으로 염색하 으며, Ki-67과

bax에 한 양성 조 조직은 말단회장을 이용하 다.

염색 결과 판정

Ki-67은 종양 세포의 핵에 과립상으로 염색된 경우를 양성으

로 판독하 고, 1,000개의 여포세포중 양성인 세포의 수를 세어

Ki-67 세포증식지수를 백분율로 표시하 다. Bax 단백 표현은

종양 세포의 세포질에 염색된 경우를 양성으로 판독하 고 전

구역에 양성인 세포가 없는 경우를 음성, 10% 이하를 1+, 10-

50%를 2+, 그리고 50% 이상인 경우를 3+로 판독하 다.

통계처리

Ki-67 세포증식지수는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내었고 여포상

선종과 미소침윤 여포상 암종 Ki-67 세포증식지수의 차이는 일

원 일차 분석 검정법을 사용하여 분석하 으며 통계학적 검정의

유의수준은 5% 이하로 하 다. Bax 단백 발현도 같은 방법으

로 통계처리하 다. 

결 과

여포상 종양의 병리학적 소견

육안 소견상 총 58예 중 고립성이 43예 고 다발성이 15예

으며, 피막은 1예를 제외하고는 잘 형성되어 있었다. 종양의 크

기는 장경 0.3 cm에서 6 cm로 평균 3 cm 고 5 cm 이상이 8

예 다. 조직학적 소견상 총 58예 중 여포상 선종은 35예 으며,

미소침윤 여포상 암종은 23예 고, 이 중 Hurthle 세포형은 각

각 1예씩이었다. 종양의 크기가 5 cm 이상인 경우 여포상 선종

은 6예로 전체 35예 중 17.1% 고 미소침윤 여포상 암종은 2예

로 8.7% 다.

Ki-67 세포증식지수

여포상 선종에서의 Ki-67 세포증식지수는 0.1%에서 1.7%의

분포를 보 으며 평균 0.46±0.21% 다. 미소침윤 여포상 암종

은 0.7%에서 4.1%의 분포를 보 으며 평균 1.62±0.35%로 여

포상 선종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Table 1)(Fig. 1).

종양의 크기에 따른 Ki-67 세포증식지수

Ki-67 세포증식지수와 종양의 크기를 비교하면 총 58예 중

종양의 크기가 5 cm 이상인 경우 Ki-67 세포증식지수 백분율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with follicular adenoma (p<0.05).

Ki-67 labelling index (%)
Histologic Type No. of Cases

Mean±SD Range

Follicular adenoma 35 0.46±0.21 0.1-1.7
Follicular carcinoma,

23 1.62±0.35* 0.7-4.1minimally invasive

Table 1. Ki-67 labelling index in follicular neoplasms of the thy-
roi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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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평균 0.46±0.18%이고, 5 cm 미만인 경우는 0.97±0.41%

로 두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여포상 선종에서는 종

양의 크기가 5 cm 이상인 경우 Ki-67 세포증식지수 백분율은

평균 0.38±0.13%이고, 5 cm 미만인 경우는 0.51±0.24%로

두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미소침윤 여포상 암종에서

세포증식지수와 종양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종양의 크기가 5

cm 이상인 경우 Ki-67 세포증식수 백분율은 평균 1.30±0.07%

이고, 5 cm 미만인 경우는 1.65±0.37%로 두 군 사이에 유의

한 차이는 없었다(Table 2).

Bax 단백 발현

Bax 단백 발현 정도는 여포상 선종에서는 3+는 12예, 2+는

15예, 1+는 7예 고 음성은 1예 다(Fig. 2). 미소침윤 여포상

암종에서는 3+는 1예, 2+는 1예, 1+는 8예 으며 음성은 13예

다(Fig. 3). 2+ 이상의 bax 단백 발현의 경우는 여포상 선

Fig. 1. Immunohistochemical stain of minimally invasive follicular
carcinoma for Ki-67 antigen shows positive finding in the nuclei of
the tumor cells.

Fig. 2. Immunohistochemical stain of follicular adenoma for bax
protein shows diffuse positive finding in the cytoplasms of the
tumor cells.

Fig. 3. Immunohistochemical stain of minimally invasive follicular
carcinoma for bax protein shows focal positive finding in the
cytoplasms of the tumor cells.

*No significant difference of Ki-67 labelling index according to the
tumor diameter.

Ki-67 labelling index (%)Tumor
Diameter (cm)

No. of
Cases Mean (%)±SD Range

Follicular neoplasms (n=58)
<5 50 0.97±0.41 0.1-2.3 
≥5 8 0.46±0.18* 0.1-4.1

Follicular adenoma (n=35)
<5 29 0.51±0.24 0.1-1.7
≥5 6 0.38±0.13* 0.1-0.8

Follicular carcinoma,
minimally invasive (n=23)

<5 21 1.65±0.37 0.7-4.1
≥5 2 1.30±0.07* 1.2-1.4

Table 2. Comparison between tumor diameter and Ki-67 labell-
ing index in follicular neoplasms of the thyr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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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인 경우는 총 35예 중 27예이고 미소침윤 여포상 암종인 경우

는 총 23예 중 2예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0.05) (Table 3).

종양의 크기에 따른 Bax 단백 발현

Bax 단백 발현과 종양의 크기를 비교하면 총 58예 중 종양의

크기가 5 cm 이상인 경우 3+는 4예, 2+는 2예, 1+는 0예, 음

성은 2예 다. 5 cm 미만인 경우는 3+는 11예, 2+는 13예, 1+

는 16예 고 음성은 11예 다. 2+ 이상의 bax 단백 발현의 경

우는 5 cm 이상인 경우는 총 8예 중 6예이고 5 cm 미만인 경

우는 총 50예 중 23예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4).

고 찰

갑상선 여포상 암종 중 미소침윤 여포상 암종은 육안적으로

여포상 선종과 유사하기 때문에 암종의 진단은 일차적으로 분명

한 피막의 침습이 있거나 혈관의 침습이 있을 때 가능하다.11 본

연구에서는 총 58예 중 23예가 미소침윤 여포상 암종이었는데

23예 모두에서 피막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1예에서 피막과

혈관침습이 동시에 있었고 1예에서 주변 갑상선 조직으로 침윤

하 다.

Ki-67 단클론성 항체를 이용한 면역조직화학 염색으로 종양

세포의 성장능을 측정하는 방법은 증식세포의 핵 내에 있는

DNA 결합성 단백질인 항원성 에피토프가 항체인 Ki-67과 반

응함으로써 핵내에 과립상으로 염색되는 것이다. 초기에는 동결

절편에서만 면역조직화학 염색이 가능했으나 최근에는 고정된

파라핀 포매 조직에서도 항원 상기법을 이용해서 우수한 염색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연부조직육종,12 유방암종,13 신세포암종14

및 방광암종15 등 여러 인체암종에서 Ki-67 세포증식지수의 차

이에 따른 임상 경과에 관한 연구가 다수 있다. 주 등16은 갑상

선 유두상 암종의 DNA 유세포 분석에서 세포 증식 표지자인

Ki-67 면역조직화학 염색 결과를 비교 분석하 다. 유두상 암종

45예의 평균 Ki-67 표지지수는 0.36%로 매우 낮았고, Ki-67

염색과 유세포 분석을 모두 시행할 수 있었던 39예 중 비배수성

인 3예의 평균 Ki-67 표지지수는 0.73%, 이배수성인 37예에서

는 0.33%로 비배수성에서 더 높았고, 조군으로 시행된 10예

의 선종성 갑상선 증식의 평균 Ki-67 표지지수는 0.11% 다.

Katoh 등17은 갑상선 질환에서도 증식성 질환과 종양성 질환에

Ki-67 세포증식지수를 측정하여 정상 갑상선 조직에서는 평균

0.19±0.04%이고 증식성 질환에서는 1.68±0.66%, 종양성 질

환중 선종에서는 1.38±0.20%이고 암종에서는 4.64±0.91%로

정상 갑상선 조직보다는 증식성 질환에, 증식성 질환보다는 종

양성 질환에서 세포증식지수가 높았다고 하 다. 이 중 갑상선

암종 중에서는 미분화성 암종에서 평균 32.67±5.75%로 가장

높았고 유두상 암종은 1.83±0.17%이고 여포상 암종은 3.18±

0.17%로 유두상 암종보다는 여포상 암종이 더 높았다고 하 다.

그러나 고형의 여포상 선종은 평균 3.03±0.84%로 여포상 암종

과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하 다.17 본 연구에서는 여포상 암종

중에서 미소침윤 여포상 암종과 여포상 선종 사이의 Ki-67 세

포증식지수를 비교하 으며, 각각 1.62±0.35%와 0.46±0.21%

로 두 종양 모두 염색이 평균 2%를 넘지 않는 낮은 지수를 보

으나 두 종양을 비교했을 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갑상선 여포상 암종에는 여러 예후인자들이 소개되었고,18-20

Lang 등21은 갑상선의 비전형 갑상선 선종과 미소침윤 여포상

암종에서의 종양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평균 장경이 3.79 cm와

4.07 cm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또한 종양의 크

기와 혈관침습의 수와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한 반면, Soren 등22

은 미소침윤 여포상 암종에서 종양의 크기와 생물학적 행동 양

식을 비교했을 때 장경이 5 cm 미만인 경우에는 암으로 사망한

예가 없었고 5 cm 이상인 경우에는 25%가 암으로 사망하 다

고 하 다. 본 연구에서는 종양의 크기에 따라 갑상선 여포상

선종과 미소침윤 여포상 암종에서의 Ki-67 세포증식지수를 비

교하 을 때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지금까지 여

포상 암종에서의 Ki-67 세포증식지수를 측정한 연구는 있으나

종양의 크기에 따른 세포증식지수를 측정한 보고는 없었고 갑상

선 유두상 암종에서 종양의 크기에 따라 Ki-67 세포증식지수를

비교했을 때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고 하 다.17

Bax 단백은 bcl-2와 달리 세포자멸사를 유도하는 단백으로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with follicular adenoma (p<0.05). -:
Negative in tumor cells, 1+: Positive in less than 10% of tumor cells, 2+:
Positive in 10-50% of tumor cells, 3+: Positive in more than 50% of
tumor cells.

Degree of Bax expression
Histologic type

- 1+ 2+ 3+
Total

Follicular adenoma 1 7 15 12 35
Follicular carcinoma, 13 8 1 1 23
minimally invasive*
Total 14 15 16 13 58

Table 3. Bax expression in follicular neoplasms of the thyroid

*No significant difference of Bax expression according to the tumor
diameter. -: Negative in tumor cells, 1+: Positive in less than 10% of
tumor cells, 2+: Positive in 10-50% of tumor cells, 3+: Positive in more
than 50% of tumor cells.

Degree of Bax expression
Tumor size (cm)

- 1+ 2+ 3+

No. of 
Cases

<5 50 11 16 13 10
≥5* 8 2 0 2 4

Table 4. Comparison between tumor size and Bax expression
in follicular neoplasms of the thyr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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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세포가 DNA에 손상을 입게 되면 활성화된 p53의 DNA와

의 결합을 통해서 DNA 복구를 하려고 시도하는데, 이것이 실

패하면 세포자멸사가 유도되고 이 과정에서 bax가 발현된다.

Florence 등23은 갑상선의 여포 세포에서 발생하는 암종에서의

bax 단백의 표현을 관찰하여 정상의 갑상선 조직에서는 bax 단

백이 전혀 발현되지 않고 여포상 선종의 부분에서는 발현되었

다고 하 다. 또한 이것이 모든 유두상 암종과 일부 여포상 암

종에서 발현되었으며 미분화 갑상선 암종에서 약하게 발현되어,

부분의 갑상선 종양에서는 bax 단백의 발현이 있으므로 bax

단백의 발현 정도가 갑상선 암종의 병인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

고 생각하 다. 본 연구에서는 여포상 선종과 미소침윤 여포상

암종에서의 bax 단백 표현을 비교했을 때 여포상 선종은 2+ 이

상이 총 35예 중 27예 고 미소침윤 여포상 암종에서는 총 23예

중 2예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bax 단백 발현이 여포 세포에서 발생하는 암종의 병인과 관련

이 있다는 이전의 연구와 유사하며, 더 나아가 발현 자체뿐만

아니라 발현정도가 여포상 선종과 암종을 구분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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