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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The trefoil factor 1 protein (pS2/TFF1) is a candidate tumor-suppressor pro-
tein, and it is a pleiotropic factor involved in the organization and homeostasis of the gastroin-
testinal tract and various inflammatory or neoplastic diseas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ssess the expression of pS2/TFF1 and its clinicopathologic relationship, including the p53
and Ki-67 labeling index, in colorectal carcinogenesis. Methods : The expression of pS2/TFF1
protein was evaluated immunohistochemically in 45 samples of normal colonic mucosa, 43
samples of adenoma and 186 samples of colorectal carcinoma. Results : pS2/TFF1 protein
was expressed weakly in 37.8% of normal colonic mucosa samples, and it had a weak to
strong expression in 48.8% of adenomas and 28% of colorectal adenocarcinomas. pS2/
TFF1 expression in carcinoma was slightly increased in the poorly differentiated group com-
pared with the well to moderately differentiated group (p=0.059). Interestingly, mucinous car-
cinoma (4/4) and signet ring cell carcinoma (2/3) showed significant increase of pS2/TFF1
expression. pS2/TFF1 expression was inversely correlated with the p53 protein expression
and the Ki-67 labelling index (p<0.05). There was no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the tumor
size, metastasis or pathologic staging. Conclusions : Overexpression of pS2/TFF1 expres-
sion in colorectal adenocarcinoma was inversely correlated with the Ki-67 labelling index and
the p53 expression in cancer. These results suggest that pS2/TFF1 protein may contribute
as tumor suppressor factor in colorectal adenocarcin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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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장점막, 샘종 및 장암 병소에서 pS2/TFF1 단백발현에 관한 연구

위장관은 위산, 장내세균과 세균의 외독소 등 여러 가지 손상

인자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런 인자들에 하여 세포를 보호하

는 방어기전을 가지고 있다. 상피세포의 치유를 위해서는 상피

의 복구와 재생과정이 필요하며, 이들 과정에는 상피성장인자,

간세포성장인자와 변형성장인자-알파 등 여러 성장인자들이 관

여한다. 최근 위장관 상피의 수복과 재생에 trefoil 단백들이 중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으며,1 여러 위장관 질

환에 한 trefoil 단백의 역할을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2

현재 trefoil 단백은 pS2/TFF1, SP/TFF2, ITF/TFF3 등

세가지가 알려져 있으며, 이들은 정상 위장관점막의 위치와 세

포에 따라 특이적으로 발현하는 양상을 보인다.3 pS2/TFF1은

에스트로겐 유도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유방암세포에서 최초로

발견되었는데,4 특히 위점막 중 오목상피세포에 주로 분포한다

고 알려져 있다. SP/TFF2는 돼지의 췌장에서 처음 분리되었으

며 위와 십이지장의 점액목세포, 유문샘과 샘창자샘에 존재한

다.3 ITF/TFF3은 가장 나중에 발견되었으며,5 소장과 장의

술잔세포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위장관의 부위에 따라 특이적으로 발현

하는 trefoil 단백들이, 염증질환6이나 종양7,8에서는 위치와 상관

없이 발현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기도 한다. 특히 pS2/TFF1 단

백의 경우 위암의 발생과정 중 정상 위점막에 비해 암종에서 발

현이 감소되어 종양억제인자의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9

그러나 위암 이외의 담관암,10 췌장암,11 유방암12과 전립샘암13 등

에서는 정상에 비해 발현이 일부에서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pS2/TFF1 단백의이상발현의 의미에 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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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의 정상점막, 장샘종과 장암에서

pS2/TFF1 단백 발현을 관찰하고, 장암에서 pS2/TFF1 단

백 발현과 임상병리학적 예후 인자, p53 발현, Ki-67 표지지수

의 상호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 다.

재료와 방법

재료

1994년 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한림의 한강성심병원에서

장절제술을 받은 장암 환자의 병리학적 검체 가운데 보관

상태가 양호한 186예를 선정하 다. 그리고 이형성증을 동반한

샘종의 점막상피에서 pS2/TFF1 단백 발현을 보기 위하여, 폴

립절제술을 시행한 장샘종 43예를 선정하 으며, 장암으로

장절제술을 시행한 조직 중 점막에 이상병변이 없는 비종양성

점막 45예를 상으로 면역조직화학적 염색을 시행하 다.

방법

연구 상 환자들의 임상기록과 병리보고서 등을 재검토하여

연령, 임상적 병기 및 수술 후 병의 진행 과정을 조사하 다.

10% 중성 포르말린에 고정 후 헤마톡실린-에오신 염색을 하여

조직학적 진단과 전이된 림프절 수를 세었다. 종양의 종류는 고

분화 및 중분화샘암종과 유두모양샘암종을 분화된 종양으로 분

류하고, 저분화샘암종, 미분화암종, 점액암종, 반지세포암종 등

을 미분화된 종양으로 묶어 통계 처리하 다. 종양의 위치에 따

라 맹장, 상행결장, 우결장곡, 횡결장을 우측으로, 좌결장곡, 하

행결장, 구불결장, 직장에 발견된 경우를 좌측으로 분류하 다.

병리학적 종양의 병기분류는 미국암위원회 암병기 지침서에 따

라, T 병기는 종양이 점막하층까지 침윤한 경우 T1, 근층까지

침윤한 경우 T2, 장막하층 혹은 결장주변 지방층까지 침윤한 경

우 T3, 주변장기나 구조에 직접 침윤하거나 내장쪽 복막을 뚫은

경우를 T4로 분류하 다. 그리고 림프절 전이가 1-3개인 경우

를 N1, 4개 이상인 경우를 N2로 분류하 다. 그리고 샘종은 고

등급과 저등급 이형성군으로 분류하 다.

면역조직화학적 염색

파라핀 포매조직을 4 m 두께로 박절하여 59℃ 보온기에 60

분간 처리한 후 크실렌으로 파라핀을 제거하 다. 100%, 95%,

75% 알코올로 순차적으로 각각 3분간 처리하고 증류수로 함수

시켰다. 10 mM citrate 완충용액(pH 6.0)으로 5분간씩 3회 끓

인 다음 이차 증류수로 수세하 다. 내인성 페록시다아제의 활

동을 억제하기 위해 3%의 과산화수소를 투여한 후, 다시 인산

완충용액에 10분간 수세하 다. 10% 양혈청으로 처리하여 비특

이적 결합을 억제한 후 일차 항체들을 처리하 다. 단클론항체인

항 pS2/TFF1 항체(BC04, Zymed Co., San Francisco, USA,

1:100)는 4℃에서 하룻밤 동안, 그리고 p53 항체(DO7, Novo-

castra Lab., Newcastle, UK, 1:100)와 Ki-67 항체(MIB-1,

Zymed Co., San Francisco, USA, 1:100)는 실온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인산완충용액으로 수세한 후 이차 항체(Zymed

Co., USA)와 30분간 반응시켰다. 그 다음 인산완충용액으로 수

세하고 다시 streptavidin과 과산화효소가 결합된 용액(Zymed

Co., USA)에 15분간 반응시켰다. 이후 diaminobenzidine으로

발색시킨 다음 조염색 후 봉입하 다. 음성 조군으로는 일

차 항체 신 정상 양혈청을 처리하 다.

면역조직화학적 염색 결과의 판정

pS2/TFF1 단백의 염색 결과 판정은 염색 강도와 염색된 세

포수의 면적에 따라서 양성세포가 거의 없는 경우 0 (음성), 종

양의 20% 이하 부위에서 약양성이거나 중증도의 염색강도를 보

이는 경우를 +(약양성), 종양세포 50% 이상에서 염색강도가 미

약하거나 중증도의 양성을 보이거나 20%에서 50%의 종양세포

에서 강양성인 경우를 ++(중증도 양성), 50%의 종양세포에서

강양성으로 발현하는 경우를 +++(강양성)로 분류한 후 통계

처리를 하 다. p53 염색은 10% 이상인 군을 양성, 그 미만인

경우를 음성으로 판정하 다. Ki-67 표지지수는 500개의 세포

를 세어 양성세포의 백분율을 산출한 후 양성세포가 20% 미만

을 저등급, 20%에서 50%까지를 중등급, 그리고 50% 이상을

고등급으로 분류하여 통계에 이용하 다.

통계방법

통계처리는 윈도우 용 SPSS 9.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각 군

을 Pearson Chi-square test, linear-by-linear association,

Mann-Whitney test 또는 Kruskal Wallis test를 시행하 다.

통계적 유의성은 p값이 0.05 이하인 경우로 하 다.

결 과

정상, 샘종과 장암에서 pS2/TFF1 단백 발현 양상(Table 1)

pS2/TFF1 단백은 점막상피세포의 세포질에 염색이 되었으며,

주변 간질세포에는 염색이 되지 않았다. 비종양성 장점막세포

에서 pS2/TFF1 단백은 증례의 37.8%에서만 양성이었으며, 

부분 술잔세포의 일부에서만 약하게 발현되었다(Fig. 1A). 장

샘종의 경우 48.8%에서 양성 반응을 보 으며, 주로 장샘종의

상피세포의 중간에 존재하는 술잔세포에서 발현하는 양상이었다

(Fig. 1B) pS2/TFF1은 장암 186예 중 52예(28%)에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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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보 으며(Fig. 1C), 이 중 34예(18.5%)가 약양성, 13예

(7.0%)가 중증도 양성, 그리고 5예(2.7%)가 강양성을 보 다.

장암에서 pS2/TFF1 단백 발현과 임상병리학적인자의 관

계(Table 2)

장암에서 pS2/TFF1 단백 발현과 환자의 나이, 성별, 종양

의 크기와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pS2/TFF1은 좌측에 발생한

암종 155예 중 38예(24.5%)가 양성인 반면, 우측에 발생한 암

종의 경우 모두 31예 중 14예(45.2%)가 양성으로 우측에 발생

한 암종이 좌측에 발생한 암종보다 pS2/TFF1 발현이 높았다

(p<0.05). 분화가 좋은 종양에 비하여 분화가 좋지 않은 종양에

서 pS2/TFF1 발현이 높은 경향을 보 다(p=0.059). 특히 점

액암종은 4예 모두 양성이었으며, 이 중 2예는 중증도 이상의

발현을 보 다. 반지세포암종은 3예 중 2예에서 양성이었으며

모두 중증도 이상의 발현을 보 다. 종양의 침윤 정도, 림프절

전이 여부나 임상병기 등과 pS2/TFF1 단백 발현과는 상관관

계가 없었다.

pS2/TFF1 expression

Normal Adenoma (LG/HG) Carcinoma

Number of case N=45 N=43 (25/18) N=186
pS2/TFF1 grade 

Negative 28 (62.2%) 22 (51.2%, 16/6) 134 (72.0%)
Weak positive 17 (37.8%) 14 (32.6%, 8/6) 34 (18.3%)
Moderate positive 0 (0.0%) 5 (11.6%, 1/4) 13 (7.0%)
Strong positive 0 (0.0%) 2 (4.7%, 0/2) 5 (2.7%)

LG, low grade dysplasia; HG, high grade dysplasia.

Table 1. Immunohistochemical expression of pS2/TFF1 protein
in the colonic epithelial cell of the normal, adenoma and carci-
noma

pS2/TFF1 protein expression

Strong 
positive

Moderate
positive

Negative
Weak 

positive

Age (years) 60.9±11.0 60.4±12.1 55.2±12.2 58.0±11.6
Sex (M:F) 85:49 16:18 8:5 3:2
Size (cm) 5.5±1.8 6.1±2.1 5.7±1.9 5.8±1.8
Site*

Left side 117 (75.5%) 25 (16.8%) 10 (6.5%) 2 (1.3%)
Right side 17 (54.8%) 8 (25.8%) 3 (9.7%) 3 (9.7%)

Differentiation�

Differentiated 125 (72.9) 32 (18.8%) 11 (6.5%) 3 (1.8%)
Undifferentiated 10 (62.5%) 2 (12.5%) 2 (12.5%) 2 (12.5%)

T stage
T1 1 (25.0%) 0 ( 2 (50.0%) 1 (25.0%)
T2 25 (83.3%) 5 (16.7%) 0 ( 0 (
T3 94 (71.2%) 24 (18.2%) 10 (7.6%) 4 (3.0%)
T4 14 (70.0%) 5 (25.0%) 1 (5.0%) 0 (

Lymph node metastasis
Negative 66 (68.0%) 22 (22.7%) 7 (7.2%) 2 (2.1%)
Positive 68 (76.4%) 12 (13.5%) 6 (6.7%) 3 (3.4%)

Pathologic stage
I 16 (66.7%) 5 (20.8%) 2 (8.3%) 1 (4.2%)
II 49 (69.0%) 16 (22.5%) 5 (7.0%) 1 (1.4%)
III 58 (74.4%) 12 (15.4%) 6 (7.7%) 2 (2.6%)
IV 11 (84.6%) 1 (7.7%) 0 ( 1 (7.7%)

*p<0.05, �p=0.059.

Table 2. The relationship of clinicopathologic factors and pS2/
TFF1 protein expression of the colonic carcinoma

Fig. 1. Comparison of pS2/TFF1 protein immunoreactivity. (A) Normal colonic mucosal epithelium shows focally and weakly positive reac-
tion. (B) Tubular adenoma shows weakly to moderately positive immunoreactivity. (C) Mucinous carcinoma of colon shows diffuse and
strong cytoplasmic immunoreactivity.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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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암에서 pS2/TFF1과 p53 단백 발현 및 세포증식능과

의 관계(Table 3, Fig. 2)

p53 단백 발현은 장암 186예 중 90예(48.4%)에서 양성이

었으며, 이들 중 pS2/TFF1 단백 발현이 음성인 경우가 74예

(82.2%), 양성인 경우가 16예(17.8%), p53 단백 발현이 음성

인 95예 중 pS2/TFF1 단백 발현이 음성인 경우가 60예(62.5%),

양성인 경우가 36예(37.5%)로, 장암에서 pS2/TFF1 단백 발

현이 증가할수록 p53 단백 발현은 유의하게 감소하 다(p<0.05).
Ki-67 표지지수도 Fig. 2와 같이 pS2/TFF1 단백 발현이 음성

인 경우 Ki-67 표지지수가 높은 경향이었고, 반 로 pS2/TFF1

단백의 발현이 강하면 Ki-67 표지지수가 낮은 경향을 보 다

(p<0.05).

고 찰

Trefoil 단백들 중 소장과 장 상피세포에서는 ITF/TFF3가

주로 발현하고, 위장에는 pS2/TFF1이, 그리고 십이지장의 샘

창자샘과 위의 점액목세포에는 SP/TFF2가 주로 존재하며, 각

각 점막상피세포를 보호하는 데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다.3 pS2/

TFF1 단백은 정상적으로는 위장에 주로 분포하지만, 위장 이

외의 다양한 장기에서 발생한 염증성 질환6과 종양성 병변7,8에

서도 이상발현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의 비종양성점막과 샘종 그리고 샘암종 조

직을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장점막에 발현하지 않는 pS2/TFF1

pS2/TFF1 protein expression

Strong 
positive

Moderate
positive

Negative
Weak 

positive

p53 protein expression
Negative 60 (62.5%) 25 (26.0%) 7 (7.3%) 4 (4.2%)
Positive 74 (82.2%) 12 (10.0%) 6 (6.7%) 1 (1.1%)

Ki-67 labelling index
Low (-20%) 18 (43.9%) 12 (29.3%) 8 (19.5%) 3 (7.3%)
Intermediate 49 (71.0%) 14 (20.3%) 5 (7.2%) 1 (1.4%)
High (50%-) 67 (88.2%) 8 (10.5%) 0 ( 1 (1.3%)

Table 3. The relationship of p53 protein expression, Ki-67 label-
ling index and pS2/TFF1 expression of the colonic carcinoma

Fig. 2. The representative pS2/TFF1 and Ki-67 immunostaining patterns in colon cancers. (A, C) A case that is negative for pS2/TFF1 (A)
shows high Ki-67 positivity (C). (B, D) A case that is strongly positive for pS2/TFF1 (B) shows low Ki-67 positivity (D).

C D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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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의 이상발현 여부를 면역화학적 염색법을 이용하여 확인하

고 그 의의를 알아보고자 하 다. 지금까지 발표된 pS2/TFF1

발현에 관한 연구들 중, Lefebvre 등14에 의하면 pS2/TFF1 유

전자 결핍 생쥐와 마찬가지로 정상 생쥐의 장조직에도 pS2/

TFF1 mRNA가 전혀 발현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인체조직

을 이용한 일부 연구에서는15 pS2/TFF1 mRNA가 정상 장조

직에서 미약하게 발현된다는 보고도 있다. Hackel16과 Shousha17

등도 장암 근처의 정상점막 혹은 일부 증식폴립 등의 장점

막세포에서 pS2/TFF1 단백의 이상 발현을 보고하 다. 그리고

염증성 및 궤양성 장질환이나 만성변비로 절제된 장점막에

서 pS2/TFF1 단백의 발현이 증가된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

에서도 정상 장점막조직 중 37.8% (Table 1)에서 pS2/TFF1

단백이 부분 미약하게 발현하 다. 이와 같은 인체 정상 장

조직에서 pS2/TFF1 단백의 이상발현은 염증이나 종양 주변의

환경 변화 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pS2/TFF1 단백은 장의 정상 점막조직 중 일

부 예에서 미약하게 발현한 반면, 장 샘종의 경우 정상점막보

다 염색 강도와 발현율이 증가하 다. 장샘암종에서도 72%가

발현을 보이지 않았으나, 양성인 증례들 중 34.6% (18/52)에서

증증도 이상의 염색 강도를 보 다. 장암 이외의 유방암,12 전

립샘암,13 방광암종18에서 pS2/TFF1의 발현에 관한 연구 등도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정상 상피세포에서는 pS2/TFF1 발현이

없거나 미약한 반면, 일부 암종에서 과발현된다고 보고하 다.

정상적으로 위의 점막상피세포에 주로 존재하는 pS2/TFF1 단

백이 여러 종양에서 이상발현으로 발생하는 이유에 하여 다음

과 같은 기전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에스트로겐 호르몬과

관련된 발현기전이다. pS2/TFF1은 에스트로겐을 분비하는 유

방암세포주에서 처음 분리된 시스테인이 풍부한 분비성 단백으

로,4 유방암에서는 에스트로겐 유도기전에 의해 pS/TFF1 발현

이 조절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9,20 그러나 에스트로겐 수용체

가 발현하는 자궁경부의 샘암종인 경우에도21 에스트로겐 수용

체 발현과 무관하게 pS2/TFF1 단백이 발현하기 때문에 이 단

백의 발현기전으로 에스트로겐 조절경로 이외에 다른 기전이 있

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에 새로운 에스트로겐 수용체의

아형들이 장암에서도 발견되어22 이들과 pS2/TFF1의 관련성

에 해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위장관에 존재하는

trefoil 유전자들의 DNA 메틸화 양상과 관련된 것이다. Ribieras

등23은 위장관의 위치에 따라 trefoil 단백 등이 특이적으로 발현

하는 것은 trefoil 유전자의 메틸화 양상과 관련이 있다고 하

다. 이 연구에서는 위장관의 경우 탈메틸화 유도로 trefoil 단백

들이 발현하 으나, 이들 단백들이 발현하지 않는 심장, 신장,

비장, 폐 그리고 간에서는 탈메틸화 유도에 변화가 없었다고 보

고하 다. 그리고 위장관의 trefoil 유전자들은 메틸화의 정도가

약하고 trefoil 유전자 군을 둘러싸고 있는 염색질이 열린 구조

를 가지기 때문에, 어떤 외부인자들에 의해 특정 trefoil 유전자

가 쉽게 탈메틸화되어 이상발현할 것으로 설명하 다. 아마도

정상 위장점막상피세포에 주로 분포하는 pS2/TFF1 단백이 일

부 장샘종과 장암에서 발현하는 것은 위와 같은 탈메틸화

기전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pS2/TFF1 단백은 정상위점막에 비해 위암에서는 발현이 현

저히 감소되어 종양억제유전자로서의 기능을 할 것으로 추정하

고 있다.14 하지만 종양의 악성도나 예후 인자로서 관련성이 있

는지에 해서는 아직 이견이 많다.11,16,18,20,24 본 연구에서 장

암에서 pS2/TFF1 단백 발현의 의의를 알아보고자 장암의 임

상병리학적 인자들과 p53 단백 발현, 그리고 세포증식지수와 비

교하 다. pS2/TFF1 단백 발현은 종양의 조직학적 분화도와

통계학적 의의는 없었으나, 저분화암종에서 pS2/TFF1 단백의

발현이 높은 경향을 보 으며(p=0.059), 증례수는 적었지만 특

히 점액암종과 반지세포암종에서 높은 발현율을 보 다. 그리고

장암에서 pS2/TFF1 단백 발현에 관한 연구들과6,16 마찬가지

로 우측 장암종이 좌측 장암종에 비해 pS2/TFF1 단백 발현

이 높았다. 좌우측 장은 각각 뒤창자와 중간창자에서 분화되

어 발생학적으로도 다르고, 최근 분자생물학적인 면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25 특히 점액성 암종의 경우 우측에

서 더 많이 발생하고, 점액관련 M1 항원 역시 우측 장암에서

더 많이 발현한다고 알려져 있다.25 본 연구에서는 점액성 암종

의 증례수가 적어, 좌우측 장암에서 점액성 암종 간의 pS2/

TFF1 단백발현 차이를 알 수는 없었다. 그러나 trefoil 단백들

은 점액의 생성과 분비에 관여하며, pS2/TFF1 단백의 경우 점

액 분화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21 추후 장암의 위치에

따른 점액성분의 발현 및 분포와 pS2/TFF1 단백발현 기전에

관련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 밖에 종양의 크기, 침윤 정도, 전이 유무 그리고 임상병기

등은 pS2/TFF1 단백 발현과 관련성이 없었다. 그러나 흥미롭

게도 pS2/TFF1 단백 발현이 Ki-67 표지지수와 p53 단백의 발

현과 역상관관계를 보 다. pS2/TFF1 단백은 정상에서는 세포

의 성장보다는 결손된 상피세포의 재생을 위해 세포분열을 억제

하여 세포를 분화시키고, 세포의 이동을 위해 세포의 운동성을 높

인다고 알려져 있다.3 암종 세포주를 이용한 실험에서도 trefoil

단백들은 세포들의 성장을 억제시킨다고 한다.26,27 이는 본 연구

결과와 부합되는 보고들이다. 

본 연구에서 pS2/TFF1 단백은 비종양성 장점막에는 아주

미약하게 발현되면서 일부 장암에서는 발현이 증가하 다. 그

리고 pS2/TFF1 발현이 증가된 암종의 경우 Ki-67 표지지수

및 p53 단백 발현과 반비례관계를 보 는데, 이것이 암 발생과

정 중 종양억제인자 또는 좋은 예후인자로 볼 수 있을지에 해

서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장

암에서의 pS2/TFF1의 이상발현에 한 기전을 확인하기 위해

pS2/TFF1 유전자의 메틸화와 관련된 연구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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