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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In the uterine cervical carcinoma, the inactivation of p53 protein by human
papillomavirus(HPV) E6 protein has been reported to play a greater role in carcinogenesis
than the mutation of the p53 gene. Therefore, the mutation of the p53 gene is rare. p21 and
mdm2 proteins are induced by wild-type p53 protein and are involved in the cell cycle regula-
tory mechanism. Methods :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for p53, p21 and mdm2 proteins
was performed in 26 HPV-positive and 13 HPV-negative invasive cervical carcinomas
together with 5 non-neoplastic cervical tissues. Results : The frequencies of the expression
of p53, p21 and mdm2 proteins were 82.1%, 84.6% and 66.7%, respectively. The expres-
sion of p53 protein was less frequently demonstrated in HPV-positive cases than HPV-nega-
tive cases, which was statistically a negative correlation(p=0.018). The expression of p53
and p21 protein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p=0.000). Conclusions : p53, p21 and mdm2
proteins were highly expressed in both HPV-positive and HPV-negative cervical carcinomas.
Significantly higher expression of p53 protain in HPV-negative cases necessitate a further
study for investigating the role of p53 protein accumulation in carcinogenesis of HPV-nega-
tive cervical carcinoma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pression of p53 protein and
p21/mdm2 proteins may indicate that p21 and mdm2 proteins also have a role in carcino-
genesis, where p53 protein plays a fundamental 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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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유두종 바이러스 양성 및 음성 침윤성 자궁경부암종에서

p53, p21, mdm2 단백의 발현

서 론

p53 유전자는 17번 염색체 단완에 위치하며 11개의 exon으

로 구성되어 있다. 이 유전자 산물인 p53 단백은 393개의 아미

노산으로 이루어진 53 kDa 크기의 인단백으로 정상세포와 종양

세포의 증식을 조절하고 DNA 복구를 유도하며 세포자멸을 일

으켜 손상된 DNA가 복제되지 않도록 한다. p53 단백의 비활성

화는 자궁경부암종의 발암기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부분

의 경우 16형 HPV (human papillomavirus)의 E6 단백에 의

해 p53 단백이 분해되어 비활성화가 일어나지만1 일부에서는

p53 유전자의 체세포 유전자 변이에 의해 비활성화가 일어나기

도 한다.2 다른 암에서는 흔히 관찰되는 p53 유전자 변이가 자

궁경부암종에서는 아주 드물게 관찰되는 점도 이러한 배경으로

이해할 수 있다.3 또한 Crook 등4이나 Scheffner 등5에 의하면

HPV 양성인 자궁경부암종 세포주에서는 p53 유전자 변이를

거의 관찰할 수 없었던 반면에, HPV 음성인 자궁경부암종 세

포주에서는 부분의 경우 p53 유전자 변이가 관찰되어 HPV

음성 자궁경부암종의 발생 과정에 p53 변이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시사되었다. 그러나 그 후 자궁경부암종 조직을 이용

한 연구에서는 HPV 음성인 암조직에서도 p53 유전자 변이가

드물게 나타나 p53 변이 외의 다른 기전이 관여할 것으로 시사

되었다.6 이러한 발암기전으로 미루어 볼 때 HPV 양성인 자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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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암종과 HPV 음성인 자궁경부암종은 p53 단백 발현에 있

어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p53 단백은 HPV 외에도

유전자의 변이, 결손 또는 소실, 정상 p53 단백과 변이 p53 단

백의 결합, SV40 large T 항원이나 adenovirus E1B 단백과의

결합, p53 단백의 핵외로의 유출, murine double minute 2

(mdm2) 단백과의 결합 등 여러 요인에 의해서도 비활성화되

기 때문에 사람의 종양 조직에서 p53 단백 발현은 단순하게 설

명하기 어렵다. 또한 p53 단백에 의해 유도되며 p53과 함께 세

포 주기 조절을 관장하는 p21이나 mdm2의 발현이 HPV에 감

염된 세포에서 저해되는지 여부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p21 단백은 21 kDa 크기의 단백으로서 cyclin-dependent

kinase를 억제해서 p53 단백과 함께 G1 단계에 세포주기를 멈

추게 하여 세포주기의 진행을 조절하고, 세포의 최종분화, 세포

자멸사, 노화 등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HPV

가 만들어 내는 E7 종양단백에 의해 기능이 억제된다고도 알려

져 있다.7 이 p21 유전자는 p53 단백에 의해서 주로 활성화되

나,8 p53과는 무관한 기전에 의해서도 활성화된다고 알려져 있

다.9 따라서 p21 단백은 정상 p53 단백의 기능을 간접적으로 반

하기도 하나 p53과는 무관하게 암억제 유전인자로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mdm2 유전자도 p53 단백에 의해서 활성화되며,10 여기서 만

들어진 단백은 491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인단백으로 p53

단백이 전사인자와 암억제인자로서 작용하는 것을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으며,11 이는 p53이 mdm2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활성

을 제한하는 기전으로 볼 수 있다.12 또 mdm2는 ubiquitin pro-

teosome 경로를 통하여 p53 단백을 분해시키기도 하며,13 Rb

단백에도 결합하여 그 기능을 저하시킨다.14 이러한 이유로 최근

에는 mdm2 단백이 HPV 음성인 자궁경부암종에서 정상 p53

유전자의 기능을 억제할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자궁경부암종의 발생 과정에 있어 HPV의 역할은 널리 알려

져 있으나 HPV 음성인 자궁경부암종의 발생기전에 관해서는

p53 유전자의 비활성화가 관여하리라는 가능성은 제시되고 있지

만 이에 관한 정확한 발병 기전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다. 특히 p53 단백에 의해 활성화되며 새로운 종양억제 유전자로

서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p21 단백이나 p53 단백의 활성을

조절하는 기능을 지닌 mdm2 단백의 자궁경부암종 발생 과정에

서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39

예의 침윤성 자궁경부암종을 상으로 p53, p21, mdm2 단백의

발현을 관찰하고, HPV 감염 여부에 따라서 p53, p21, mdm2

단백 각각의 발현에 차이가 있는지와 p53, p21, mdm2 단백의

발현 사이에 어떤 상관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 다.

재료와 방법

1996년 5월부터 1999년 2월까지 인하 병원에서 조직 검사상

침윤성 자궁경부암종으로 진단된 예 중 조직의 양이 많고 DNA

보존이 잘 된 39예를 상으로 하 다. 조직학적으로는 편평세

포암종이 35예, 선편평세포암종이 3예, 유리모양세포암종이 1예

다. 이에 한 HPV DNA 검사 결과 HPV 음성인 예는 13

예로 편평세포암종이 11예, 선편평세포암종이 1예, 유리모양세

포암종이 1예 고, HPV 양성인 예는 26예로 편평세포암종이

24예, 선편평세포암종이 2예 다. 조군으로는 자궁근종으로

절제한 검체에서 얻은 5예를 사용하 다.

HPV 검색 및 형별 분석

검체는 자궁경부 도말 후에 작은 세포쇄자(cytobrush)로 자

궁경부관을 어 채취하 고, Wizard genomic DNA purifica-

tion kit (Promega, Madison, WI, U.S.A.)를 이용하여 DNA

를 추출하 다. 세포들이 잘 떨어지게 15 mL 원심분리 시험관

을 와동시키고 1200 rpm으로 3분 동안 원심분리한 후, deter-

gent lysis buffer와 Proteinase K (20 mg/mL, Promega,

Madison, WI, U.S.A.)로 처리하여 DNA를 분리하 다.

Ribonuclease로 RNA를 제거하 고 에탄올 침전 반응으로

DNA를 농축하 다. HPV 16, 18, 31, 33, 35, 52b, 58 형의

E6 및 E7 open reading frame (ORF)에서 고안된 공통시발

체(consensus primer, Table 1)들을 사용하여 중합효소연쇄반

응을 시행하 다. 100 mM KCl, 20 mM Tris-HCl pH 8.0,

2.0 mM MgCl2, dNTP 각각 2.5 mM, Taq polymerase

(TaKaRa biomedicals, Japan) 2.5 Units, 공통시발체

(TaKaRa biomedicals, Japan) 각각 25 pmol 등으로 100 L

의 혼합물을 만들었다. 이 혼합물을 GeneAmp PCR System

9600 (Perkin-Elmer Co., Foster City, CA, U.S.A.)에서 30회

Consensus primer
(F) 5'-TGTCAAAAACCGTTGTGTCC-3'
(R) 5'-GAGCTGTCGCTTAATTGCTC-3'

Type specific primers
HPV16: (F) 5'-AAGGGCGTAACCGAAATCGGT-3' (bases 26 to 46)
(140bp) (R) 5'-GTTTGCAGCTCTGTGCATA-3' (bases 147 to 165)

HPV18: (F) 5'-AAGGGCGTAACCGAAATCGGT-3' (bases 33 to 53)
(140bp) (R) 5'-GTGTTCAGTTCCGTGCACA-3' (bases 154 to 172)

HPV31: (F) 5'-TGTCAAAGACCGTTGTGTCC-3' (bases 423 to 442)
(232bp) (R) 5'-GAGCTGTCGGGTAATTGCTC-3' (bases 635 to 654)

HPV33: (F) 5'-AAGGGCGTAACCGAAATCGGT-3' (bases 30 to 50)
(141bp) (R) 5'-GTCTCCAATGCTTGGCACA-3' (bases 152 to 170)

HPV35: (F) 5'-TGTCAAAAACCGCTGTGTCC-3' (bases 425 to 444)
(232bp) (R) 5'-GAGCTGTCACACAATTGCTC-3' (bases 637 to 656)

HPV52b: (F) 5'-TGTCAAACGCCATTATGTCC-3' (bases 417 to 436)
(231bp) (R) 5'-GAGCTGTCACCTAATTGCTC-3' (bases 628 to 647)

HPV58: (F) 5'-TGTCAAAGACCATTGTGTCC-3' (bases 425 to 444)
(244bp) (R) 5'-GAGCTGTCACATAATTGCTC-3' (bases 649 to 668)

Table 1. Sequences of consensus and type specific pri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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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시켰다. 매회 30초간 94℃에서 denaturation 단계, 2분간

55℃에서 annealing 단계, 2분간 72℃에서 chain elongation 단

계를 거쳤다. 위양성과 위음성을 피하기 위해 주형 DNA가 없

는 reagent control과 알고 있는 HPV DNA가 있는 검체를 같

이 사용하 다. 중합효소연쇄반응 산물은 1.5% NuSieve 3:1

agarose (FMC bioproducts, Rockland, ME, U.S.A.) 겔에서

전기 동하 다.

HPV 양성으로 나타난 중합효소연쇄반응 산물 8 L와 Ava

II, Afa I, Bgl II, Acc I, Ava I 8-10 units을 섞어 각각 25 L

의 반응혼합물을 만들어 37℃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분해

산물을 2.0% NuSieve 3:1 agarose 겔에서 전기 동한 후,

restriction fragment length polymorphism (RFLP) 형태를

분석하 다(Table 2).

역시 HPV E6와 E7 ORF에서 고안된 형별 특이시발체

(type specific primer, Table 1)를 사용한 중합효소연쇄반응으

로 HPV의 아형을 확인하 다. 100 mM KCl, 20 mM Tris-

HCl pH 8.0, 2.0 mM MgCl2, dNTP 각각 2.5 mM, Taq

polymerase (TaKaRa biomedicals, Japan) 2.5 Units, 형별

특이시발체 각각 25 pmol 등으로 50 L의 혼합물을 만들었다.

이 혼합물을 GeneAmp PCR System 9600 (Perkin-Elmer

co., Foster City, CA, U.S.A.)에서 30번 반응시켰다. 매회 30

초간 94℃에서 denaturation 단계, 2분간 55℃에서 annealing

단계, 2분간 72℃에서 chain elongation 단계를 거쳤다. 위양성

과 위음성을 피하기 위해 주형 DNA가 없는 reagent control과

알고 있는 HPV DNA가 있는 검체를 같이 사용하 다. 중합효

소연쇄반응 산물은 1.5% NuSieve 3:1 agarose (FMC bio-

products, Rockland, ME, U.S.A.) 겔에서 전기 동하 다.

면역조직화학 염색

면역조직화학 염색은 Labelled streptavidin biotin kit

(LSAB kit, DAKO, Denmark)를 사용하 고, 염색할 때마다

양성 조군을 같이 염색하 다.

10% 중성 포르말린에 고정한 후 파라핀에 포매된 조직을 4

m 두께로 박절하여 1:10 poly-L-lysine이 처리된 슬라이드에

부착시킨 후 탈파라핀 과정과 함수 과정을 거쳤다. 전자렌지에

서 5분 동안 가열하고 pH 6.0 citrate 완충액을 보충하는 과정

HPV typeRestriction 
enzyme 16 18 31 33 35 52b 58

Total length 238 268 232 244 232 231 244
(bp)

Ava II 157/81 172/96 NC 136/108 NC NC NC
Afa I NC NC 117/115 NC NC NC NC
Ava I NC NC NC NC 186/46 NC NC
Bgl II NC NC NC NC NC 176/55 NC
Acc I NC NC NC NC NC NC 126/118

NC: not cut.

Table 2. Restriction enzyme fragment sizes of polymerase
chain reaction products amplified with consensus primers from
E6 and E7 open reading frame

A B C D

E F G H

Fig. 1. Photographs show determination and confirmation of human papillomavirus (HPV) type by restriction fragment length polymor-
phism pattern (A-G); in all panels, lane 1 contains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product amplified by consensus primers; in panel
HPV 16, lane 2 contains 157 and 81bp Ava II digested fragments; in panel 18, lane 2 contains 172 and 96bp Ava II fragments; in panel
31, lane 3 contains 117 and 115bp Afa I fragments; in panel 33, lane 2 contains 136 and 108bp Ava II fragments; in panel 35, lane 4 con-
tains 186 and 46bp Ava I fragments; in panel 52b, lane 5 contains 176 and 55bp Bgl II fragments; and in panel 58, lane 6 contains 118
and 126bp Acc I fragments.  PCR products using type specific primers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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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3번 반복한 뒤 증류수로 세척하 다. 내인성 과산화효소의

활성을 억제하기 위해 3% 과산화수소수에 15분간 처리한 후

pH 7.6 Tris 완충액으로 세척하 다. 조직 위에 차단항체액

200 L를 떨어뜨린 후 상온에서 약 45분에서 1시간 동안 반응

시켰다. p53 단백에 반응하는 단클론성 NCL-p53-DO-7 항체

(Novocastra, U.K.)는 1:100으로, p21 단백에 반응하는 단클론

성 6B6 항체(Pharmingen, U.S.A.)는 1:300으로, mdm2 단백

에 반응하는 단클론성 SMP14 항체(DAKO, Denmark)는

1:200으로 희석하여 각각 200 L씩을 슬라이드에 떨어뜨린 후

상온에서 각각 1시간 30분, 12시간, 2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세

척 후에 biotinylated antibody (DAKO, Denmark) 200 L

를 상온에서 20분간 반응시켰고, streptavidin peroxidase로 상

온에서 15분 동안 반응시켰다. Diaminobenzidine을 2-3방울 떨

어뜨리고 각각 10분, 5분 30초, 10분 동안 발색시킨 후, hema-

toxylin으로 조 염색을 시행하고 봉입하 다.

염색 결과의 판정은 핵이 갈색으로 염색된 종양 세포가 전체

종양 세포의 5% 미만인 경우는 음성으로, 5-50%인 경우는 부

분적 발현(+)으로, 50%를 초과하는 경우는 미만성 발현(++)

으로 각각 판정하 다.

통계 처리

통계 처리는 SPSS (Version 9.0)를 이용하 다. HPV 존재

유무에 따른 p53, p21, mdm2 단백 발현의 차이와 p53, p21,

mdm2 단백 발현 사이의 상호관련성을 chi-square test로 분석

하 다. 이 통계 처리의 유의 수준 p는 0.05 미만으로 하 다.

결 과

HPV의 형별 분석

공통시발체로 HPV DNA가 확인된 26예의 자궁경부암종에

해서 HPV 형별 분석을 시행하 다. 검출된 바이러스를 아형

에 따라 나눠 보면, 16형이 13예(50.0%), 58형이 5예(12.8%),

18형이 4예(10.3%), 33형과 52b형이 각각 2예(5.1%), 그리고

35형이 1예(2.6%) 고, 31형은 한 예도 없었다. 이 중에서 2예

는 각각 16형과 18형, 그리고 52b형과 58형이 함께 검출되었다.

26예 중 한 예는 검체의 양이 적어서 형별 분석을 할 수 없었다

(Fig. 1, Table 3).

p53, p21, mdm2 단백 발현(Table 3)

면역조직화학 염색 결과 조군으로 사용한 5예의 비종양성

자궁경부 상피세포의 약 5%, 6%, 4%에서 p53, p21, mdm2

단백이 각각 발현되었다. p53은 주로 기저부의 세포에 국한되어

발현되었고(Fig. 2A), p21과 mdm2는 기저부 위의 세포에서도

일부 발현되었다(Fig. 3A, 4A).

p53, p21, mdm2 단백은 모두 같은 종양 내에서도 부위에 따

라 발현 강도나 발현되는 세포의 백분율에 차이가 있었으며,

mdm2는 p53이나 p21에 비해 약하게 발현되었다. p53은 전체

39예의 자궁경부암종 중 7예(17.9%)에서 발현되지 않았고(Fig.

2B), 11예(28.2%)에서 부분적으로(Fig. 2C), 21예(53.8%)에

서 미만성으로 각각 발현되었다(Fig. 2D). p21은 39예 중 6예

(15.4%)에서 발현되지 않았고(Fig. 3B), 16예(41.0%)에서 부

분적으로(Fig. 3C), 17예(43.6%)에서 미만성으로 각각 발현되

Protein expression

p53 p21 mdm2

1 - ++ - +
2 - + + -
3 - ++ + +
4 - ++ ++ +
5 - ++ + +
6 - ++ ++ +
7 - ++ ++ +
8 - ++ ++ -
9 - ++ ++ +

10 - ++ ++ +
11 - ++ ++ +
12 - + + -
13 - ++ - -
14 + (16) - + ++
15 + (16) - + +
16 + (16) - + -
17 + (16) + + -
18 + (16) - - -
19 (16) ++ ++ +
20 + (16) + + +
21 + (16) + ++ +
22 + (16) + + +
23 + (16) + ++ -
24 + (16) + + +
25 + (16) ++ + -
26 + (16+18) + + +
27 + (18) ++ ++ +
28 + (18) ++ ++ +
29 + (18) ++ ++ ++
30 + (33) + + +
31 + (33) ++ ++ +
32 + (35) - - -
33 + (52b) ++ + +
34 + (52b+58) ++ ++ -
35 + (58) ++ + +
36 + (58) - - -
37 + (58) ++ ++ +
38 + (58) - - -
39 + + ++ +

-; <5%, +; 5-50%, ++; >50%.
HPV: human papillomavirus.

Table 3. Profiles of HPV DNA, p53, p21, and mdm2 protein
expressions 

No. HPV 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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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Fig. 3D). mdm2는 39예 중 13예(33.3%)에서 발현되지

않았고(Fig. 4B), 24예(61.5%)에서 부분적으로(Fig. 4C), 2예

(5.1%)에서 미만성으로 각각 발현되었다(Fig. 4D).

종양세포에 인접해 있는 자궁경부 상피세포에도 p53, p21,

mdm2가 기저부 세포에서 부분적으로 발현되었으며, p21과

mdm2는 비종양성 조군과 마찬가지로 기저부 위의 세포에서

도 일부 발현되었다.

HPV의 존재 유무와 각 유전단백 발현 정도와의 관계

(Table 4)

p53 단백은 HPV 음성인 자궁경부암종 13예 모두에서 발현

되었고, 이 중 2예(15.4%)에서 부분적으로, 11예(84.6%)에서

미만성으로 각각 발현되었으며, HPV 양성인 자궁경부암종 26

예 중 7예(26.9%)에서 발현되지 않았고, 9예(34.6%)에서 부분

적으로, 10예(38.5%)에서 미만성으로 각각 발현되었다. p53 단

백은 HPV 양성인 자궁경부암종의 경우보다 음성인 경우에 더

많이 발현되어, HPV 감염 여부와 p53 단백 발현과의 사이에는

No. (%) of cases with HPV DNA status

- +

p53 - 0 (0.0) 7 (26.9)
+ 2 (15.4) 9 (34.6) p<0.05

++ 11 (84.6) 10 (38.5)
p21 - 2 (15.4) 4 (15.4)

+ 4 (30.8) 12 (46.2) NS
++ 7 (53.8) 10 (38.5)

mdm2 - 4 (30.8) 9 (34.6)
+ 9 (69.2) 15 (57.7) NS

++ 0 (0.0) 2 (7.7)

-; <5%, +; 5-50%, ++; >50%.
HPV: human papillomavirus.

Table 4. Comparison of p53, p21, and mdm2 protein expres-
sion in HPV positive and negative cases

A B

C D

Fig. 2. Photographs show expression of p53 protein by immuno-
histochemistry. In non-neoplastic tissue, the p53 protein is
expressed in basal layer (A). In cervical carcinomas, the p53
protein is expressed (B) sparsely, (C) with regional pattern, and
(D) with diffuse pattern.

A B

C D

Fig. 3. Photographs show expression of p21 protein by immuno-
histochemistry. In non-neoplastic tissue, the p21 protein is
expressed in basal  and suprabasal layer (A). In cervical carcino-
mas, the p21 protein is expressed (B) sparsely, (C) with regional
pattern, and (D) with diffuse pattern.

A B

C D

Fig. 4. Photographs show expression of mdm2 protein by
immunohistochemistry. In non-neoplastic tissue, the mdm2 pro-
tein is expressed in basal and suprabasal layer (A). In cervical
carcinomas, the mdm2 protein is expressed (B) sparsely, (C)
with regional pattern, and (D) with diffuse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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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으로 유의한 역상관 관계가 있었다(p<0.05). p21 단백은

HPV 음성인 자궁경부암종 13예 중 2예(15.4%)에서 발현되지

않았고, 4예(30.8%)에서 부분적으로, 7예(53.8%)에서 미만성

으로 각각 발현되었으며, HPV 양성인 자궁경부암종 26예 중 4

예(15.4%)에서 발현되지 않았고, 12예(46.2%)에서 부분적으로,

10예(38.5%)에서 미만성으로 각각 발현되었다. mdm2 단백은

HPV 음성인 자궁경부암종 13예 중 4예(30.8%)에서 발현되지

않았고, 9예(69.2%)에서 부분적으로 발현되었으며, HPV 양성

인 자궁경부암종 26예 중 9예(34.6%)에서 발현되지 않았고, 15

예(57.7%)에서 부분적으로, 2예(7.7%)에서 미만성으로 각각

발현되었다. HPV 감염 여부와 p21 또는 mdm2 단백 발현과

의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 관계가 없었다.

p53, p21, mdm2 단백 발현 사이의 상관 관계(Table 5)

p53 단백이 발현되지 않은 7예 중 p21 단백은 4예(57.1%)에

서 발현되지 않았고, 3예(42.9%)에서 부분적으로 발현되었으며,

mdm2 단백은 5예(71.4%)에서 발현되지 않았고, 1예(14.3%)

에서 부분적으로, 1예(14.3%)에서는 미만성으로 각각 발현되었

다. p53 단백이 부분적으로 발현된 11예 중 p21 단백은 8예

(72.7%)에서 부분적으로 발현되었고, 3예(27.3%)에서 미만성

으로 발현되었으며, mdm2 단백은 4예(36.4%)에서 발현되지

않았고, 7예(63.6%)에서는 부분적으로 발현되었다. 또 p53 단

백이 미만성으로 발현된 21예 중 p21 단백은 2예(9.5%)에서

발현되지 않았고, 5예(23.8%)에서 부분적으로, 14예(66.7%)에

서는 미만성으로 각각 발현되었으며, mdm2 단백은 4예

(19.0%)에서 발현되지 않았고, 16예(76.2%)에서 부분적으로,

1예(4.8%)에서는 미만성으로 각각 발현되었다. p53 단백과 p21

단백 발현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 관계가 있었고

(p<0.001), p53 단백과 mdm2 단백 발현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경계역의 상관 관계를 보 으며(0.05≤p<1),

p21 단백과 mdm2 단백 발현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

관계는 없었다.

고 찰

비종양성 조군과 종양 주변 자궁경부 상피세포에서 p53,

p21, mdm2 단백의 발현에 하여 Troncone 등15은 이 단백들

이 주로 기저부 세포에 부분적으로 발현되며, p21과 mdm2는

기저 부위의 세포에서도 일부 발현된다고 하 다. 하지만 Lie

등16은 정상 조군에서는 p53, p21, mdm2 단백이 모두 발현

되지 않았으며, 종양 주변의 자궁경부 상피세포에서 p53과 p21

단백이 주로 기저부에서, mdm2 단백은 전층 또는 아래쪽 반에

서 발현되었다는 보고를 하 다. 본 연구에서는 Troncone 등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 는데, 정상 자궁경부 상피세포와 비종양성

자궁경부 상피세포에서 p53, p21, mdm2 단백이 유사하게 발현

되는 것은 p53 단백의 기능이 하위 단백(downstream protein)

인 p21이나 mdm2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p53 단백

이 비종양성 자궁경부의 기저부에서 발현되는 이유는 부분의

경우에 동반되는 상피하 염증에 기인한 결과로 생각할 수 있다.

p53, p21, mdm2 단백의 발현율에 하여 Lie 등16은 자궁경

부 상피내 암종에서 이들 단백이 각각 30.0%, 81.0%, 4%에서

발현되었다고 하 고, Skomedal 등17은 p53, p21, mdm2 단백

이 각각 55%, 96%, 35% 발현되었다고 하여 본 연구와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이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이들 단백들이 각각

82.1%, 84.6%, 66.7%에서 발현되어 비교적 높은 발현율을 보

다. 하지만 mdm2 단백은 거의 부분의 예에서 약하게 국소

적으로 발현되어 p53이나 p21 단백의 발현 정도와는 차이가 있

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단클론성 NCL-p53-DO-7 항체는 변

이형 p53 단백과 정상 p53 단백을 모두 인지하기 때문에 염색

된 단백이 변이형인지 정상인지는 알 수 없으나, 본 예들에

한 p53 exon 5-8 부위 유전자 검색 결과 p53 단백이 발현된

32예들 중 4예에서만 p53 유전자의 변이가 관찰되어 부분이

정상 p53 단백일 것으로 생각한다. 이 단백의 활성화 여부는 본

연구 결과만으로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p21 혹은 mdm2 단백

발현과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이는 점으로 미루어 부분의 예

에서 정상 기능을 지녔으리라 생각된다. 자궁경부암종에서 세

가지 단백의 발현율이 높은 것은 자궁경부암종 자체가 p53 유

전자를 자극할 수 있는 어떤 유전적인 손상으로 인해서 발생하

고, 또 p21과 mdm2 유전자가 p53 단백에 의해서 활성화된다

는 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p53, p21, mdm2 단

백의 발현 양상과 발현율이 연구마다 다른 것은 고정 상태, 항

원회복 과정, 항체 종류 및 양성 및 음성의 판정 기준 등의 차이

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자궁경부 상피내암종에서 p53 단백 발현과 HPV 양성 사이

에 상관 관계를 분석한 Garzetti 등18은 이들 사이에 역상관 관

계가 있다고 하 고, Arany 등19도 피부의 첨형콘딜로마와 편

평 상피세포암에서 HPV mRNA와 p53 단백 발현 사이에 역

상관 관계가 있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 HPV 음성인 자궁경

부암종 13예 모두에서 p53 단백이 발현되었던 반면, HPV 양성

No. (%) of cases with p53 protein expression

- + ++

p21 - 4 (57.1) 0 (0.0) 2 (9.5)
+ 3 (42.9) 8 (72.7) 5 (23.8) p<0.001

++ 0 (0.0) 3 (27.3) 14 (66.7)
mdm2 - 5 (71.4) 4 (36.4) 4 (19.0)

+ 1 (14.3) 7 (63.6) 16 (76.2) 0.05≤p<1
++ 1 (14.3) 0 (0.0) 1 (4.8)

-; <5%, +; 5-50%, ++; >50%.

Table 5. Correlation between p53 protein and p21 or mdm2
protein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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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자궁경부암종은 26예 중 19예에서만 p53 단백이 발현되어

HPV 감염 여부와 p53 단백 발현 사이에 역상관 관계가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p<0.05). 그러나 Troncone 등15은 침윤성

자궁경부암종에서 HPV 존재 유무는 p53 단백의 발현과는 관

련이 없다고 하 는데, 이들은 면역조직화학 염색 결과의 판정

에 있어서 본 연구와는 달리 optical density로 정량적 측정을

하 고, 적용한 통계 기법도 달라서 두 결과를 비교하기는 어렵

다. Lie 등16도 자궁경부 상피내 암종에서 HPV 존재 유무나 아

형이 p53 단백의 발현에 아무 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보고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은 자궁경부 상피내암종으로 연구하

고, 면역조직화학 염색 결과의 판정에 있어서 본 연구와는 달리

염색이 되지 않은 경우, 5% 미만으로 염색된 경우, 5-50% 염

색된 경우, 50% 이상 염색된 경우 등 4단계로 나누어 측정하

으며, 이런 이유로 본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 으리라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HPV 양성인 자궁경부암종에서 p53 단백 발현율

이 낮은 이유는 HPV가 만들어 내는 E6 단백이 p53 단백과 결

합하여 p53 단백이 소실된 결과로 생각한다. 반면 HPV 음성인

자궁경부암종에서 p53 단백의 발현율이 높은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발암 과정의 원인이 된 유전적 손상에 한 반응으

로 정상 p53 단백의 양이 증가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p21이

나 mdm2 단백 발현과 HPV 감염 여부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이러한 단백들이 HPV 감염에 의해 소실되

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Lie 등이나 Tron-

cone 등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 다.

Troncone 등15은 p21과 mdm2 단백의 발현이 p53 단백의

발현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하 고, Lie 등16,

Skomedal 등17, Dellas 등20도 p53과 mdm2 단백 발현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 관계가 있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는

p53 단백과 p21 단백 발현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 관

계가 있고(p<0.001), p53 단백과 mdm2 단백 발현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경계역의 상관 관계가 있어(0.05≤p<1), HPV가 감

염된 경우에도 p53 단백의 전사 인자로서의 역할은 소실되지

않고 하위 단백인 p21이나 mdm2의 발현을 유도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p21과 mdm2 단백 발현 사이

에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어 p21과 mdm2 단백이 p53 단백을

중심으로 세포주기 조절에 관여하나 p21과 mdm2 단백간의 직

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 다.

p53, p21, mdm2 단백은 HPV 양성과 음성인 자궁경부암종

모두에서 높은 발현을 보 으며, 이 중 p53 단백은 HPV 양성

인 자궁경부암종에서 음성인 경우에 비해 발현이 감소되어

HPV 감염이 p53 단백 소실에 의한 암화에 관여한다는 이론을

뒷받침하 다. HPV 음성인 종양의 경우 정상 기능을 지녔을

것으로 생각되는 p53 단백이 과발현되어, HPV 음성인 자궁경

부암의 발암 과정에서 p53 단백의 역할이 중요하리라 생각한다.

또한 p53 단백에 의해 활성화되는 p21, mdm2 단백은 p53 단

백 발현과 유의한 상관 관계가 있어 향후 자궁경부암종의 발암

과정에서 p53 단백을 주축으로 한 관련 단백에 한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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