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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Recent studies have shown that oncogenes and tumor suppressor genes are
involved in tumorigenesis and tumor progression. The inverse role of bcl-2 and p53 in
endometrial carcinomas has been debated. Moreover, their roles in angiogenesis as well as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prognostic clinico-pathological factors and angiogenesis have
not been elucidated in endometrial carcinomas. Methods : The expression rates of bcl-2,
p53 and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VEGF) in thirty-eight cases of surgically removed
endometrial carcinomas were investigated using an avidin-biotin complex method of
immunohistochemistry. CD34 immunostain for microvessel density (MVD) was also per-
formed. Results : The expression rate of bcl-2 was higher in the endometrioid type carcino-
ma (43.8%) than in the non-endometriod type carcinoma (16.7%). There was a significantly
increased bcl-2 expression in grade I compared to grades II and III (p<0.05). The p53
expression rate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non-endometriod type carcinoma than in the
endometrioid type carcinoma (p<0.05).The VEGF expression rate was higher in the non-
endometriod type carcinoma (83.3%) than in the endometrioid carcinoma (28.1%). Differ-
ences of MVD according to stages, histological types, grades and bcl-2, p53 and VEGF
expressions were not noted. Conclusions : The expression rate of bcl-2 increases in the low
grade endometrial carcinoma more than in the high grade one, so it may be suggested that
bcl-2 expression could be used for an ancillary prognosticator. However, p53 and VEGF
expressions and microvessel density may not have any prognostic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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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내막암종에서 bcl-2, p53, 혈관내피성장인자의 발현과 미세혈관 도

자궁내막암종은 서구의 여성에게 비교적 흔하며, 미국 여성의

경우 네 번째로 흔한 암종이고,1,2 국내에서도 최근 그 빈도가 증

가하는 경향이다.3,4 자궁내막암종의 예후 인자로는 병기, 자궁근

층 침윤 정도, 자궁경부 침범 유무, 조직학적 유형 및 등급, 혈

관계 침습 등이 알려져 있다. 최근 자궁내막암종에서 종양유전

자 발현의 변화를 분자생물학적 기법으로 연구함으로써 종양 세

포의 생물학적 성질 및 예후 추측에 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bcl-2 유전자는 원종양유전자로 세포자멸사를 방해함으로써

세포의 생존 기간을 연장시키는 역할을 한다.2,5 이 유전자는 여

포성 B 세포 림프종에서 처음으로 기술된 이래 폐, 전립선, 유

방 등의 암종에서도 발현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6-8 그리

고 종양 조직뿐 아니라 정상적인 외분비선의 도관세포, 피부나

장관의 상피 등에서 bcl-2가 발현하므로 이들 세포들의 성장과

분화에 기여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5 더욱이 인간의 정상 자궁

내막 상피에서 bcl-2는 증식기에 발현이 증가하나, 분비기에는

감소하는데, 이는 여성호르몬의 향으로 설명할 수 있다.9,10

Henderson 등11은 비전형적인 자궁내막증식증과 암종에서의

bcl-2 발현이 정상 자궁내막상피에 비해 하향조절된다고 하 으

나, bcl-2의 발현과 종양의 병기와의 상관성에 관해서는 일관된

견해가 없는 실정이다.

p53은 종양억제유전자로 이 유전자의 변이는 인간의 악성 종

양에서 가장 흔히 관찰된다. 자궁내막암종에서 p53의 발현 빈도

는 10-49%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2,12-15 p53 유전자는 17번 염

색체의 단완에 위치하는 인단백으로 정상에서 세포 증식을 조절

하는 기능을 가지나, 그 기능 소실은 손상된 DNA를 가진 세포

의 증식을 차단하지 못하여 여러 가지 인체 암종의 발생에 관여

하게 된다.13 p53과 bcl-2가 세포자멸사에 역상호 작용이 있는

것은 유방암 등의 악성 종양에서 확인된 바 있으나, 자궁내막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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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제한적으로 보고되고 있다.12-15

충실성 종양은 크기의 증가시 혈관성 기질을 유도하며, 기질

의 혈관화 정도가 암에서 예후와 연관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VEGF)는 종양 혈관화의 중요한 조절 인자로서 유방, 장,

신장, 방광 등의 암에서 과발현한다고 알려져 있다.16-18 정상적

인 자궁내막 상피에서 분비기, 월경기, 증식기 초기에는 VEGF

의 생성이 증가하나 증식기 후기에는 감소한다.19 그런데 자궁내

막암종을 상으로 한 VEGF 연구는 타 암종에 비해 드물어,

이것이 자궁내막암종의 진행 또는 생물학적 동태와 어떠한 연관

성을 가지는지 불명확하다. 알려진 바로는 VEGF 단백과

mRNA가 자궁내막암종에서 증식기에 비해 발현이 증가한다고

Guidi 등20이 보고하 다. 그리고 최근 Salvesen 등21에 의하면,

VEGF 발현의 강도가 중등도 이상인 경우에 높은 미세혈관

도를 보여서, VEGF가 자궁내막암종에서 혈관생성 요인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 다. 혈관내피세포에 존재하는

CD34에 한 항체를 이용한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통해 미세혈

관을 정량 분석할 수 있어 종양에서 VEGF와 미세혈관의 관계

를 추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궁내막암종에 있어서 bcl-2, p53,

VEGF의 발현을 면역조직화학 염색으로 관찰하고 CD34를 이

용한 미세혈관 도를 조사하여, 예후를 반 하는 임상-병리학적

인 인자와의 관련성과 각 단백 발현간의 상호 연관성을 조사하

다.

재료와 방법

연구재료

1994년부터 1999년까지 6년간 고신의료원에서 자궁내막암종

으로 진단 받고, 자궁적출술을 시행받은 환자 중 병리학적 재검

토가 가능하 던 38예를 상으로 하 다. 환자의 연령 분포는

26세에서 69세로 평균 53세 다. 정상적인 증식기의 자궁내막 5

예와 자궁내막증식증 5예를 조군으로 선정하 다.

연구방법

병리조직학적 검색

38예의 HE 슬라이드 소견을 재검토하 고, 조직학적 유형을

World Health Organization 분류 기준22에 따라 나누고, 종양

의 병기와 분화 정도는 International Federation of Gynecolo-

gy and Obstetrics 기준23에 따라 분류하 다. 종양의 침윤 정

도는 자궁내막에 국한된 경우, 자궁근층 절반 이하를 침범한 경

우, 자궁근층 절반 이상을 침범한 경우 등 세 군으로 나누었으

며, 침윤 양상에 따라 팽창형, 침습형, 혼합형으로 나누었고, 림

프절의 전이 유무를 검사하 다.

면역조직화학적 염색 및 판정

각 증례에서 종양의 표적인 부위가 포함된 파라핀 블록을

선정하여, 4 m 두께로 박절하여 probe on plus 슬라이드

(Fisher Scientific, Pittsburgh, PA, U.S.A.)에 올린 다음 60

℃의 열판에 24시간 동안 두어 부착시킨 후 크실렌과 알코올로

탈파라핀 및 함수 과정을 거쳤다.

bcl-2와 p53 단백의 경우는 2.1% citric acid buffer (pH

6.0) 용액에 담가 10분간 극초단파 처리를 한 후 30분간 실온에

두는 전처치의 과정을 거쳤다. 내인성과산화효소의 차단을 위해

3% 과산화수소수로 5분간 처리하고 인산염완충액으로 수세하

다. 염색 방법은 avidin-biotin complex (ABC) 방법에 따라

실시하 으며, Labeled streptavidin biotin (LSAB) kit

(DAKO, Produktionsvej, Denmark)를 이용하여 시행하 다.

15분간 차단 항체를 처리한 후 일차 항체인 bcl-2 (NeoMark-

ers, Union City, CA, U.S.A.), p53 (Santa Cruz, Delaware,

CA, U.S.A.), VEGF (Santa Cruz, Delaware, CA, U.S.A.),

CD34 (ZYMED, San Francisco, CA, U.S.A.)를 각각 1:20,

1:50, 1:50, 1:50으로 희석하여 실온에서 60분간 반응시켰으며

인산염완충액으로 수세하 다. 이차 항체인 biotinylated anti-

rabbit와 anti-mouse immunoglobulin을 처리하여 실온에서 15

분간 둔 후 인산염완충액으로 수세하고, peroxidase-conjugated

streptavidin을 실온에 15분간 반응시킨 후에 인산염완충액으로

수세하여 AEC (3-amino-9-ethly-carbazole)로 5-10분간 실온

에서 발색시켰다. 조염색은 Mayer's hematoxylin으로 하

으며, crystal mount로 봉입하 다.

bcl-2 및 VEGF 단백은 종양 세포의 5% 이상에서 세포질에

발현을 보이면 양성으로 판정하 고, p53 단백은 종양 세포의

5% 이상에서 핵에 발현을 보이면 양성으로 판독하 다. CD34

의 발현 정도는 5-10 군데의 뚜렷한 발현 부위를 선정하여 400

배의 시야에서 관찰되는 미세혈관의 평균을 구하여 미세혈관

도(microvessel density: MVD)로 하 다.

통계학적 분석

bcl-2, p53, VEGF, CD34 발현 등과 종양의 등급, 병기, 자

궁근층의 침윤 깊이 등의 관계를 chi-square와 Pearson 상관계

수 검정법으로 분석하 고, 유의수준은 p<0.05으로 하 다.

결 과

광학현미경 소견

전체 38예 중 자궁내막유사암종이 32예(84.2%)로 가장 많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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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점액성 선암종 1예(2.6%), 자궁내막유사암종과 점액성 암

종의 혼합형 3예(7.9%), 유리세포암종 1예(2.6%), 미분화암종

1예(2.6%) 다. 조직학적 분화도는 FIGO 등급 1이 23예

(60.5%), 등급 2가 11예(28.9%), 등급 3이 4예(10.5%) 으며,

병기는 I기가 27예(71.1%), II기가 2예(5.3%), III기가 8예

(21.1%), IV기가 1예(2.6%) 다. 침범 정도는 자궁내막에 국

한된 경우가 7예(18.4%), 자궁근층의 절반 이하가 침범된 경우

가 18예(47.4%), 자궁근층의 절반 이상을 침범한 경우가 13예

(34.2%) 다(Table 1).

bcl-2 단백의 발현

조군인 증식기의 자궁내막 조직과 자궁내막증식증에서는

모두 bcl-2 양성의 소견을 보 다. 자궁내막암종 38예 중 15예

(39.5%)에서 bcl-2 단백이 발현되었는데, 이 중 14예는 자궁내

막유사암종이었다. 종양조직 내에서 bcl-2 단백의 발현 범위는

부분(11예)이 국소적으로 발현되었고, 4예에서 미만성으로 발

현되었는데, 그 중 3예가 등급 1의 자궁내막암종이었다(Fig. 1).

등급별로 bcl-2 단백의 발현을 보면, 등급 1인 23예 중 12예

(52.1%)에서, 등급 2인 11예 중 3예(35.3%)에서 발현되었으나,

등급 3인 4예 모두 발현을 보이지 않아 조직학적 등급이 낮을수

록 bcl-2 단백의 발현율이 의미 있게 높았다(p<0.05). bcl-2 단

백의 발현율은 임상적인 병기와 조직학적 유형과는 상관성이 없

었으며, 자궁근층의 침범 정도에 따른 차이도 없었다(Table 2).

p53 단백의 발현

자궁내막암종 38예 중 22예(57.9%)에서 p53 단백이 발현되

었으며, 조군에서는 발현되지 않았다. 자궁내막유사암종군은

32예 중 16예(50.0%)에서 발현을 보 으나 비자궁내막유사암

종군에서는 6예 모두가 발현을 보여(Fig. 2), p53 단백의 발현

은 비자궁내막유사암종군이 자궁내막유사암종군에 비해 높은 발

현을 보 다(p<0.05). 자궁내막암종의 등급이 높을수록 p53 단

백의 발현이 높은 경향을 보 으나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다

(Table 2). p53 단백 발현은 병기와 자궁근층의 침범 정도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Fig. 1. Immunohistochemical stain for bcl-2. Cytoplasmic expres-
sion is found in adenomatous hyperplasia (A) and in endometrial
carcinoma (B).

A B

Case (%)

Histologic subtype Endometrioid adenocarcinoma 32 (84.2)
Adenosquamous carcinoma 1 (2.6)
Adenoacanthoma 3 (7.9) 

Mucinous carcinoma 1 (2.6)
Mixed endometrioid and mucinous carcinoma 3 (7.9)
Glassy cell carcinoma 1 (2.6)
Undifferentiated carcinoma 1 (2.6)

Histologic grade 1 23 (60.5)
2 11 (28.9)
3 4 (10.5)

Clinical stage I 27 (71.1)
II 2 (5.3)
III 8 (21.1)
IV 1 (2.6)

Depth of invasion Confined to endometrium 7 (18.4)
Less than 1/2 of myometrium 18 (47.4)
More than 1/2 of myometrium 13 (34.2)

Table 1. Histologic subtype, grade, clinical stage, and depth of invasion of endometrial carcino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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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GF 단백의 발현

VEGF는 증식기 자궁내막조직과 자궁내막증식증 각각 1예에

서 국소적으로 양성 소견을 보 다. VEGF 단백은 자궁내막암

종 38예 중 14예(36.8%)에서 발현되었다(Fig. 3). 비자궁내막

유사암종군은 6예 중 5예(83.3%), 자궁내막유사암종군은 32예

중 9예(28.1%)에서 양성으로 비자궁내막유사암종군에서 상

적으로 높은 발현을 보 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

다. VEGF 발현은 조직학적 등급, 병기 및 자궁근층의 침범 정

도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Table 2).

미세혈관 도의 측정

증식기와 자궁내막증식증에서 평균 미세혈관 도는 13.33±

9.7이었고 암종의 평균 미세혈관 도는 19.47±7.39로서 암종에

서 평균 미세혈관 도가 증가하 으나 통계학적인 유의성은 없

Fig. 2. Immunohistochemical stain for p53 shows nuclear staining
in endometrial carcinoma.

Fig. 3. Immunohistochemical stain for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shows cytoplasmic expression in endometrial car-
cinoma. 

Clinicopathologic
parameters

No.of
cases positive (%) p-value positive (%) p-value positive (%) p-value p-value

Histologic subtype Endometrioid 32 14 (43.8)
NS

16 (50.0)
<0.05

9 (28.1)
NS

19.66±7.23
NS

Non-endometrioid 6 1 (16.7) 6 (100.0) 5 (83.3) 18.50±8.87
Histologic grade 1 23 12 (52.1)

<0.05
11 (47.8)

NS
8 (34.8)

NS
19.61±6.98

NS2 11 3 (35.3) 8 (72.7) 4 (36.4) 18.27±8.75
3 4 0 (0.0) 3 (75.0) 2 (50.0) 22.00±6.83

Clinical stage I 27 10 (37.0)

NS

14 (51.9)

NS

7 (25.9)

NS

19.74±7.88

NSII 2 1 (50.0) 2 (100.0) 2 (100.0) 16.00±7.07
III 8 4 (50.0) 5 (62.5) 4 (50.0) 20.25±6.34
IV 1 0 (0.0) 1 (100.0) 1 (100.0) 13.00±0.00

Depth of invasion Confined to 7 2 (42.9)

NS

3 (42.9)

NS

0 ( 0.0)

NS

19.43±5.19

NS
endometrium

Less than 1/2 of 18 5 (38.9) 12 (66.7) 8 (44.4) 21.28±8.01
myometrium

More than 1/2 of 13 8 (38.5) 7 (53.8) 6 (46.2) 17.00±7.23
myometrium

Table 2. bcl-2, p53 and VEGF expressions and mean MVD according to clinicopathologic parameters of endometrial carcinoma

a VEGF: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bMVD: microvessel density.

bcl-2 p53 a VEGF bMVD±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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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병기가 낮은 군과 높은 군, 자궁내막유사 암종군과 비자궁

내막유사 암종군, 조직학적 등급이 높은 군과 낮은 군의 평균

미세혈관 도를 비교하 으나, 어느 경우에도 통계학적으로 의

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Fig. 4)(Table 2).

bcl-2, p53, VEGF 발현과 평균 미세혈관 도와의 상호연관성

bcl-2 음성군에서 평균 미세혈관 도는 20.00±5.92이고, 양

성군의 미세혈관 도는 18.67±9.39 으며, VEGF 음성군에서

평균 미세혈관 도는 19.67±7.68, 양성군의 미세혈관 도는

19.14±7.13이었다. 그리고 p53 음성군의 평균 미세혈관 도는

18.69±5.93, 양성군의 평균 미세혈관 도는 20.05±8.38로서

bcl-2, VEGF 및 p53 발현에 따른 미세혈관 도의 통계학적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0.282, 、=0.320, 、、=-0.075)

(Table 3).

p53 양성인 경우 bcl-2 발현율은 40.9%, 음성인 경우 37.5%

로서 p53 및 bcl-2 단백 발현간에 유의한 연관성이 없었고,

VEGF 양성인 경우 bcl-2 발현율은 35.7%, 음성인 경우

41.7%로서 VEGF 및 bcl-2 단백 발현에도 유의한 연관성이

없었다. 또한 VEGF 양성인 경우 p53 단백 발현율은 78.6%,

음성인 경우 45.8%로서 VEGF 및 p53 단백 발현간에도 유의

한 연관성이 없었다(Table 4).

고 찰

bcl-2 유전자는 세포자멸사를 억제하여 종양 세포의 생존을

연장시키는 기능이 있는데, 염색체의 전좌(t14:18)에 의해서

bcl-2 단백의 과발현이 나타난다.24 정상 자궁내막 상피에서

bcl-2 발현에 주기적인 변화가 있으므로, 이 유전자는 호르몬,

특히 여성호르몬의 향을 받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9 따라서

여성호르몬의 지속적 자극에 의한 자궁내막의 종양성 병변에서

bcl-2의 발현에 한 몇몇 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10-12,15 자궁내

막암종에서 bcl-2는 45-73% 정도 발현된다고 한다.5,10,11 본 연

구에서 bcl-2는 자궁내막암종에서 39.5%의 발현율을 보 고,

조군으로 이용된 증식기 및 자궁내막증식증에서는 100%의

발현율을 보 다.

Chan 등25은 bcl-2가 단순 자궁내막증식증에서는 전 예에서

발현이 있지만, 비정형증식증에서는 발현이 감소하며, 선암종의

경우 가장 발현율이 낮다고 하 다. Henderson 등11도 단순 내

막증식증에 비해 비정형증식증과 자궁내막암종에서 bcl-2의 발

현율이 낮다고 보고하 다. 따라서 bcl-2가 자궁내막 증식병변

으로 진행하는 초기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Chan 등25은 자궁내

막암종에서 bcl-2가 발현되는 경우가 등급 1이 90%, 등급 2는

75%, 등급 3은 14%로서 분화가 좋을 때 발현율이 높다고 보고

하 다. Henderson 등11은 bcl-2의 염색 강도에 따라 평균 염색

지수를 구하 는데, 등급 3에 비해 등급 1의 경우 평균 염색 지

수가 의미 있게 높다고 보고하 다. 그리고 p53과 같은 다른 종

류의 유전자 이상이 함께 작용할 때에는 세포의 생존에 있어서

bcl-2에 의존하는 정도가 감소되므로 bcl-2 음성인 클론이 더욱

공격적인 표현 양상을 나타내고, bcl-2 양성인 클론은 분화가 좋

은 종양으로 진행한다고 추측하 다. 본 연구에서도 Chan 등25

과 Henderson 등11의 연구와 유사하게 등급이 낮을수록 bcl-2

aMVD: microvessel density, bVEGF: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aMVD±SD -value

bcl-2 (+) 18.67±9.39
-0.282

(-) 20.00±5.92
bVEGF (+) 19.14±7.13

0.320
(-) 19.67±7.68

p53 (+) 20.05±8.38
-0.075

(-) 18.69±5.93

Table 3. Microvessel density according to expressions of bcl-
2, p53 and VEGF

aVEGF: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No. of
cases

bcl-2 p53

+ (%) p-value + (%) p-value

p53 positive 22 9 (40.9)
NSnegative 16 6 (37.5)

aVEGF positive 14 5 (35.7)
NS

11 (78.6)
NS

negative 24 10 (41.7) 11 (45.8)

Table 4. Relationship between bcl-2, p53 and VEGF expres-
sions in endometrial carcinoma

Fig. 4. Immunohistochemical stain for CD34 shows that
microvessels are highlighted by staining endothelial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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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의 발현이 의미 있게 높았다(p<0.05). 이와 같은 맥락에서

bcl-2 유전자가 자궁내막암종에서 잠재적인 좋은 예후인자로 제

시되고 있으며, 최근 Athanassiadou 등26은 자궁내막암종에서

bcl-2의 발현이 있는 경우 높은 5년 생존율을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유사한 연구들이 자궁내막암종 외에서도 이루어졌는데,

Pezzella 등6은 폐의 비소세포성암종에서 bcl-2의 발현이 더 좋

은 예후를 시사한다고 하 고, Bhargava 등8은 유방암에서 분

화가 좋은 암종일수록 bcl-2의 발현이 높은 빈도를 보인다고 하

다. 임상적인 병기에 따른 bcl-2의 발현에 해서 Taskin 등2

은 상관성이 있다고 하 으나 Chhieng 등10은 상관성이 없다고

하 으며, 본 연구에서도 병기에 따른 bcl-2 발현율의 의미 있

는 차이는 없었다.

p53 유전자는 종양억제유전자로서 DNA에 결합하여 DNA 합

성, 세포증식, 세포자멸사 등에 관여한다.13 이 유전자의 산물인

p53 단백은 야생형과 돌연변이형이 있으며, DNA 친화력이 감소

된 돌연변이형은 정상적인 기능을 소실하여 세포 증식을 유발한

다. 야생형에 비해 돌연변이형은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되어 상

적으로 긴 반감기를 가지고 있어 핵내에 축적되므로 종양세포 내

에서 면역조직화학적인 방법으로 쉽게 관찰된다. Yamauchi 등12

과 Zheng 등15은 자궁내막암종에서 p53의 발현율을 각각 28%

와 20% 등으로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자궁내막암종의

p53 단백 발현율은 57.9% 고, 증식기나 자궁내막증식증에서는

발현이 없었다. 자궁내막유사암종군은 16예(50%)에서 p53 단

백의 발현을 보 고 비자궁내막유사 암종군은 6예 전부(100%)

에서 발현을 보여서 두 집단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

(p<0.05). 본 연구에서는 유두상 장액성 암종이 없었지만,

Zheng 등15 이 자궁내막유사 암종군과 유두상 장액성 암종에서

p53 단백 발현율이 각각 28.6%와 71.4%로 의미 있게 차이가

있다고 한 보고와 유사한 결과를 보임으로써, 비자궁내막유사

암종군의 경우 p53 단백 발현이 높다고 할 수 있다. Athanassi-

adou 등26은 자궁내막암종에서 p53의 발현과 높은 임상 병기,

비자궁내막유사 암종군, 낮은 생존율 등이 유의하게 강한 상관

성을 가진다고 보고하 다. Haldar 등14은 유방암에서 bcl-2와

p53 유전자의 immunoblot analysis 연구결과 bcl-2와 p53 유

전자의 발현에 역의 상관성이 있으며, p53이 bcl-2의 발현을 하

향조절한다고 보고하 고, 이와 유사한 연구 결과가 장암에서

도 나타났다.27 Taskin 등2은 높은 등급의 자궁내막암종에서

p53의 발현율이 높고 bcl-2의 발현율은 낮은 것으로 보고하

다. 그러나 Chhieng 등10은 자궁내막암종에서 두 유전자 사이에

서 역의 상관성을 관찰하지 못하 다. 본 연구에서 조직학적 등

급이 높을수록 p53의 발현이 높은 경향은 있었으나 bcl-2 발현

과 p53 발현 사이에 역의 상관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

았다.

VEGF는 종양의 혈관생성에 관여하는 중요한 조절 인자로서

두 가지 기전에 의해 혈관기질을 유도하는 것으로 생각된다.17

하나는 직접적으로 내피세포에 유사분열 인자로 작용하는 것이

고, 다른 하나는 미세혈관 투과성의 강력한 조절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미세혈관 투과성의 증가는 혈장 단백의 세포외 유출을

유도하여, 세포외 기질을 변경시켜 혈관생성을 촉진시킨다고 한

다. VEGF의 발현은 유방암, 결장암 등에서 혈관신생 및 악성

도와 관련이 있다.16-18 침윤성 자궁경부암종의 경우 vascular

permeability factor (VPF) mRNA와 미세혈관 도의 연관성

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8 자궁내막암종을 상으로 한

Guidi 등20의 연구에 의하면 자궁내막암종의 10예 모두에서

VEGF의 발현이 있었고, 정상 자궁내막 상피에 비하여 발현의

정도가 강하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 VEGF는 38예 중 14예

(36.8%)에서 발현되었으며, 병기 및 등급에 따른 발현의 차이

는 없었다. 그러나, 비자궁내막유사 암종에서 83.3%로 자궁내막

유사 암종의 28.1%에 비해 높은 발현의 경향을 보 다. 그렇지

만 본 연구에서 VEGF의 발현과 미세혈관 도의 의의 있는 상

관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Folkman 등29의 실험적 근거에서 종양의 성장과 전이가 신생

혈관과 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이것은 신생혈관이

분절된 기저막을 가지고 있고 신생혈관의 내피세포가 단백질 분

해효소를 분비하므로 종양 세포가 혈관을 쉽게 침범하기 때문으

로 설명된다. 종양의 종류에 따라 신생혈관의 정도는 다르며, 자

궁경부암종에서 미세혈관 도는 62.1±11.1 (×400)로 보고되

었고,28 Salvesen 등30은 자궁내막암종에서 평균 미세혈관 도가

67 microvessels/mm2 (×250)라고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

증식기 및 자궁내막증식증에서 평균 미세혈관 도는 13.33±9.7

(×400) 으며, 자궁내막암종에서 평균 미세혈관 도는 19.47

±7.39 (×400)로서 암종에서 미세혈관 도가 증가하 지만 통

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또한 병기, 조직학적 유형 및 등급에

따른 미세혈관 도의 차이는 없어서, Salvesen 등30이 평균 미

세혈관 도가 높은 경우가 높은 병기와 조직학적 등급과 유의한

상관성이 있다고 보고한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자궁내막암종에서 bcl-2는 조직학적 등급이 낮을수록 발현이

증가되어 예후 추정에 참고 자료로 이용될 수 있지만 추적 관찰

을 함으로써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궁내막암종에서

bcl-2, p53 및 VEGF 단백은 혈관의 신생과 관련된 종양의 성

장에 해 상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조직학적 등급에

따라 bcl-2 단백 발현이 조절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임상-병리학

적 예후 인자와의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들 유전자의

자궁내막암에서의 역할에 해서는 앞으로 심도 있는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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