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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Controversy still remains concerning the criteria for the categorization of uter-
ine smooth muscle tumors by conventional histologic examination. Various ancillary tech-
niques have been used to improve diagnostic accuracy. Methods : Immunohistochemical
study of MIB-1 and p53 was performed on 10 usual leiomyomas (UL), 13 cellular leiomy-
omas (CL), 5 bizarre leiomyomas (BL), 2 cases of intravenous leiomyomatosis (IL), 5 smooth
muscle tumors of uncertain malignant potential (STUMP) and 8 leiomyosarcomas (LMS), to
investigate the diagnostic value of MIB-1 and p53 in uterine smooth muscle tumors. Results :
The MIB-1 labelling index was low in ULs and their variants (mean 5.67±5.53), but it was
increased in STUMPs (17.67±6.51) and markedly increased in LMSs (35.71±11.35). In
ULs and their variants, no immunostaining for p53 was noted except in one case of BL, while
2 (40%) of 5 STUMPs and 3 (38%) of 8 LMSs showed positive reactions for p53.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leiomyoma, STUMP and LMS in the MIB-1 labelling index and
p53 expression. Conclusions : These results suggest that both abnormal expressions of
p53 and a high MIB-1 labelling index are frequently associated with leiomyosarcoma. Our
data also indicate that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Kempson and Hendrickson is well correlat-
ed with the MIB-1 labelling index. 

Key Words : Uterine neoplasms, Smooth muscle tumor, Protein p53, Ki-67 antigen, Immuno-
histo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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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 평활근 종양에서 MIB-1과 p53의 발현 양상과 진단적 유용성

자궁의 평활근 종양은 세포의 유사분열수를 근거로 평활근종

과 평활근육종, 그리고 이 둘의 중간적 성격에 해당하는 경계성

종양(borderline lesion or uncertain malignant potential)으로

분류된다.1,2 평활근종은 여성생식기 종양 가운데 가장 흔한 양

성 종양으로 35세 이상 여성의 40% 정도에서 발견되며,3 형태

학적으로는 흔히 관찰되는 일반적인 평활근종 외에도 세포성 평

활근종, 비정형성 평활근종, 상피양 평활근종, 유사분열이 왕성

한 평활근종, 혈관내 평활근종증 등 세포 도, 비정형성, 유사

분열수, 성장양식 등의 특징적인 육안 및 현미경적 소견에 의해

명명된 다양한 변종이 있다.1,2 평활근육종의 진단에는 현미경

고배율 시야 10개당 유사분열수가 가장 중요한 예후 인자로 알

려져 왔고, 부분의 평활근 종양은 이 기준에 의해 단순히 양

성 혹은 악성으로 쉽게 구분되었으며 임상적 경과의 예측도 가

능하 다.4-8

때로 자궁 평활근 종양에서 유사분열지수만으로 진단하고 분

류하는데 문제가 있다. 첫째, 종양의 진행을 예측하지 못하는 경

우로서 육종으로 진단할 수 있는 유사분열수를 보여도 양성 경

과를 보이는 종양이 있는가 하면 육종의 진단에 못 미치는 유사

분열수를 보이는 일부 환자에서 육종과 유사한 예후를 나타내는

종양이 있다.9,10 일찍이 Kempson과 Bari4는 유사분열뿐만 아니

라 세포의 비정형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육종의 진단에

있어서 다각적인 검토의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둘째, 형태학

적으로는 양성과 악성의 중간 범주에 있으나 임상적 예후는 잘

알 수 없는 경계성 종양의 역이 존재한다는 것이다.4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자 분류 체계의 변화가 필요하

다. 그러나 분류자에 따라 다양한 조직학적 진단 기준을 제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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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어4,8,9 평활근 종양의 감별이 다소 혼란스러운 실정이다.

최근 Bell 등11은 비정형성, 유사분열지수, 괴사의 유무 등 세 가

지 인자를 종합한 새로운 분류 체계를 제시하여 유사분열수에만

의존하던 틀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으나 경계성 종양은 여전히

모호한 그룹으로 남아 있다.

실제로 HE 소견상 유사분열상의 올바른 평가가 쉽지 않고

비정형성에 한 판단도 매우 주관적이어서 통상적인 HE 염색

에 의한 형태학적인 평가는 그 신빙성에 한계가 있다.12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보조적인 평가 방법이 연구되

고 있으나 진단적인 가치에 한 해석은 보고마다 다양하다.

DNA ploidy 검사는 양성과 악성 평활근 종양을 구분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으나 육종의 예후와는 상관있다.13,14 그리고 p53

단백 발현의 결과는 다양하지만 진단적 유용성을 지지하는 쪽이

우세하다.15-20 Proliferating cellular nuclear antigen (PCNA),

AgNOR, Ki-67, MIB-1 등 세포증식인자에 한 연구는 체

적으로 양성과 악성 구분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12

경계성 종양이나 평활근종의 변종에 관한 연구는 드물다.

저자들은 평활근종 및 그 변종, 평활근육종, 경계성 종양을

포함한 43예의 자궁 평활근 종양에 해 MIB-1과 p53 면역조

직화학 염색을 시행하여 이들 인자의 진단적 유용성을 알아 보

고자 하 다.

재료와 방법

재료

1995년 3월부터 2001년 2월까지 최근 6년간 남 학교 의료

원 해부병리과에서 자궁적출술로 얻은 조직 중 평활근종 10예,

그 변종 20예(세포성 평활근종 13예, 비정형성 평활근종 5예,

혈관내 평활근종증 2예), 경계성 종양 5예, 평활근육종 8예 등

43예의 자궁 평활근 종양을 상으로 하 다. 평활근종의 변종

들은 육종을 의심했던 혈관내 평활근종증 1예를 제외하고, 모두

동일 기간 임상적으로 자궁근종 의심 하에 수술한 경우로 일부

는 재검색 과정에서 추가되었고 일반적인 평활근종과 동반된 경

우도 있었다. 혈관내 평활근종증은 모두 조직학적으로는 주로

세포성 평활근종 양상이었고 부분적으로 초자양 변성이 동반되

어 있었다. 경계성 종양의 1예는 상피양 유형이었고 평활근육종

가운데 1예는 점액성 평활근육종이었다.

병리조직학적 검색

각각의 평활근 종양은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와 International Society of Gynecological Pathologists

(ISGYP)1의 진단 기준에 의해 분류하 고 Kempson과 Hen-

drickson21의 분류안을 참고로 하 다. 유사분열수의 측정은 확

실한 경우에만 포함시켰고 애매한 경우는 제외하 다. 즉 모든

평활근종은 유사분열지수가 5개 미만인 경우로 정했으며 이 가

운데 세포 도가 의미 있게 높은 경우를 세포성 평활근종으로,

세포학적 비정형성이 국소적으로 있는 경우를 비정형성 평활근

종으로 진단하 다. 유사분열지수가 5개 이상이어도 전형적인

평활근종의 양상을 보인다면 유사분열이 왕성한 평활근종으로

분류하 다. 상피양 및 점액성 유형을 제외한 평활근육종의 진

단은 세포의 도가 높으면서 유사분열지수가 10개 이상인 경우

로 하 고, 세포 비정형성이 있거나 상피양 유형일 경우에는 5개

이상의 유사분열이 관찰될 때, 점액성 유형은 유사분열수에 상

관없이 비정형성과 주위 근층으로의 침윤 소견이 있을 때, 육종

으로 진단하 다. 응고성 종양 세포 괴사 유무는 고려하지 않았

다. 경계성 종양은 유사분열수가 5-9개인 경우로 하 으나 상피

양 유형이거나, 중등도 이상의 세포 비정형성이 미만성으로 관

찰될 경우는 2-5개의 유사분열지수를 보여도 이 범주에 넣었다.

면역조직화학적 염색 및 염색결과의 판정

각 증례당 보존이 양호한 파라핀 블록 한 개를 선택하 다.

평활근육종의 경우 괴사가 없고 유사분열이 가장 활발한 부분을

포함하는 절편을 정하여 4 m 두께의 절편을 만들어 탈파라핀

과 함수과정을 거쳐 전자레인지에서 10분간 처리하여 항원 노출

을 극 화시켰다. 과산화수소수를 15분간 작용시켜 내인성 과산

화 효소를 억제시킨 후 Tris 완충액으로 수세한 다음 labeled

streptavidin biotin (LSAB) kit (DAKO, Glostrop, Den-

mark)를 이용하여 Avidin-Biotin-Complex (ABC) 방법으로

면역조직화학염색을 시행하 다. MIB-1 단클론 항체 (Zymed,

San Francisco, U.S.A.)는 1:50으로 희석하 고 p53단백의 일

차 항체(DAKO, Glostrop, Denmark)는 1:100으로 희석하여

사용하 다. 그 후에 biotin이 부착된 이차 항체에 15분간 작용

시키고 수세한 후 AEC (3-amino-9-ethly-carbazole)를 도포

하여 발색시킨 다음 10% Meyer 헤마톡실린으로 조염색 후

봉입하 다.

염색 결과는 종양 세포의 핵에 과립상의 진한 갈색으로 염색

된 것을 양성으로 판독하 다. MIB-1의 경우 가장 염색이 강하

게 된 곳에서 종양세포 1,000개를 세어 그 중 양성 세포의 백분

율을 구하여 MIB-1 표지지수로 나타내었다. p53의 양성 반응

은 5% 이상 종양 세포의 핵이 염색되면 양성으로 판정하 고

염색의 강도에 따른 구분은 하지 않았다.

통계학적 분석

SPSS 9.0 (SPSS Inc., Chicago, U.S.A.)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및 SAS 프로그

램의 Mantel-Haenszel Chi-test와 Fisher's exact test를 이용

하 고 유의수준은 0.05 미만으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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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MIB-1 발현

정상 자궁근층 및 평활근종의 MIB-1 양성 반응은 매우 낮아

몇 개의 세포에서만 산발적으로 관찰되었으며, 표지지수는 각각

0.70±1.50, 1.30±0.94 다. 평활근종의 변종에 있어서 MIB-1

표지지수의 평균 점수는 5.67±5.53이었고, 세포성 평활근종은

7.23±4.27, 비정형성 평활근종은 6.20±6.14, 혈관내 평활근종증

은 16.00±8.49로 다른 평활근종에 비해 혈관내 평활근종증에서

의미 있게 높은 표지지수를 보 다. 경계성 종양은 17.67±6.51,

평활근육종은 35.71±11.35로서(Fig. 1) 평활근종, 경계성 종양,

평활근육종 간에 MIB-1 표지지수는 의의 있는 차이를 보 다

(Table 1).

Fig. 1. Immunohistochemical stain for MIB-1.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of MIB-1 labelling index among leiomyomas (A, 1.30±
0.94), smooth muscle tumors of uncertain malignant potential (B, 14.67±3.51), and leiomyosarcomas (C, 35.71±11.35).

A B C

Fig. 2. Immunohistochemical stain for p53. A few scattered positive nuclei are obseved in bizarre leiomyomas (A), and diffuse positive
staining is identified in smooth muscle tumors of uncertain malignant potential (B) and leiomyosarcomas (C), whereas leiomyomas show
negative reaction for p53.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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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3 단백 발현

p53단백은 평활근종에서 발현된 예는 없었고, 비정형성 평활

근종을 제외한 변종에서는 발현되지 않았으나 비정형성 평활근

종 5예 중 1예(20%)에서 발현되어(Fig. 2A) 다른 평활근종과

의미 있는 차이를 보 다. 경계성 종양과 평활근육종은 각각 2

예(40%), 3예(38%)에서 p53 양성 반응을 보여(Fig. 2B, C),

p53 단백은 평활근종과 경계성 종양 및 평활근육종간에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었다. 점액성 평활근육종에서 p53 단백은 양성이

었다(Table 1) (Fig. 3).

MIB-1과 p53의 관계

p53 양성 반응을 보 던 평활근육종의 경우 MIB-1 표지지

수가 p53 음성인 경우에 비해 증가하는 경향을 보 으나 통계

학적 의의는 없었다. 그 외 경계성 종양 및 비정형성 평활근종

에서 p53 양성 유무와 MIB-1 표지지수의 상관 관계는 없었다

(Table 2).

Fig. 3. Histopathologic finding of myxoid leiomyosarcoma (A) and its immunohistochemical stain for p53 (B) and MIB-1 (C). Myxoid
leiomyosarcoma reveals p53-positive nuclei, but relatively low MIB-1 labelling index (10.90) comparing to leiomyosarcoma (36.71±
11.35).

A B C

STUMP: smooth muscle tumor of uncertain malignant potential, LMS:
leiomyosarcoma, p value is based on independent t-test.

MIB-1 labelling index MIB-1 labelling index

STUMP p-value LMS p-value

p53 + 14.50±4.95 NS 29.00±15.87 NS
- 15.00±0.00 40.75±3.30

Table 2. Relationship between p53 and MIB-1 labelling index
in uterine smooth muscle tumor of uncertain malignant poten-
tial and leiomyosarcoma

Histological diagnosis No. of cases
MIB-1 labelling index p53

Range Mean±SD p-valuea Positive (%) p-valueb

Myometrium 6 0-2 0.70±1.50 0 (0)
Leiomyomas

Usual 10 0-3 1.30±0.94 0 (0)
Cellular 13 2-13 7.23±4.27 <0.001 0 (0) <0.01
Bizarre 5 2-17 6.20±6.14 1 (20)
Intravenous 2 10-22 16.00±8.49 0 (0)

STUMPs 5 11-20 17.67±6.51 2 (40)
Leiomyosarcomas 8 11-45 35.71±11.35 3 (38)

Table 1. MIB-1 and p53 immunoreactivity in uterine smooth muscle tumors

STUMP: smooth muscle tumor of uncertain malignant potential. p-valuea: Oneway ANOVA test. p-valueb: Fisher’s exac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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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자궁에서 발생하는 평활근 종양은 매우 흔하며 부분은 양성

인 평활근종의 형태이고 평활근육종의 빈도는 극히 낮으나 재발

과 전이가 높은 고악성 종양으로 알려져 있다.2 전형적인 평활근

종 혹은 평활근육종인 경우 육안적 및 조직학적으로 진단이 어

렵지 않으나, 때로 이 종양을 정확히 분류하고 임상적 경과를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다. 왜냐하면 육종을 닮은 평활근종의 변

종이 있고, 임상적으로는 악성이지만 현미경적으로 양성 소견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양성이나 악성 범주로 분류하기 어

려운 그룹이 존재하기 때문이다.12 과거 수 십년간 임상적 경과

와 잘 부합하는 형태학적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가 있

었고 그 결과 여러 가지 새로운 분류 체계들이 소개되었다.4-8

Taylor와 Norris8를 비롯한 부분의 초창기 분류안은 종양세포

의 유사분열 한 가지 기준에만 의존하 다. 그에 비해 Kempson

과 Bari4는 유사분열 못지않게 세포학적 비정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 으며, 최근에는 Bell 등11이 유사분열지수, 비정형성에

응고성 종양 세포 괴사의 유무를 추가하여 자궁의 평활근 종양

을 다섯 개의 그룹으로 세분하고 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용어

체계를 주장하고 있고, 양성과 악성 사이의 경계를 정확하게 그

을 수 없는 역이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논란의 상이 되고

있다.2,21 이에 병리의사 간에 진단의 일치를 보기 어렵고 임상

의사로 하여금 치료 방침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일반적인

HE 조직검사에서의 형태학적인 평가는 불완전하다는 데 공감

하여 많은 연구자들이 평활근 종양의 진단에 있어서 보조적인

수단에 의한 검토를 시행하고 있다.13-20,22 그 중에서 세포주기

조절에 관여하는 인자,23 세포증식표지인자,12 인체의 많은 종양

에서 발현되고 있는 p53 단백에 관한 연구15-20가 활발하다.

MIB-1은 Ki-67과 동등하나 파라핀 블록에 적용할 수 있는

세포증식인자로서 PCNA보다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다.12 본 연

구에서 평활근육종의 MIB-1 표지지수는 평활근종에 비해 월등

히 높아 다른 보고12,18,23-25와 유사하 다. 모든 평활근종 및 경계

성 종양의 표지지수는 Zhai 등23의 결과보다 높은 경향을, 평활

근육종의 경우는 비슷한 지수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평활근종,

경계성 종양, 평활근육종 간에 뚜렷한 차이가 인정되었다. 평활

근종의 변종, 특히 세포성 평활근종의 MIB-1 표지지수는 평활

근종보다 다소 높은 경향을 보 지만 의의 있는 차이는 아닌 반

면, 세포성 평활근종 양상을 보 던 혈관내 평활근종증의 경우

비교적 높은 표지지수를 보 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세포증

식인자와 종양의 혈관내 성장의 관련성에 해 단언하기는 어려

우나 평활근종과 혈관내 평활근종증에서 MIB-1 표지지수의 의

의 있는 차이는 후자가 재발 및 혈관내 전이를 잘 한다는 면에

서 다른 양성 병변과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종래의 주장2을 뒷받

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혈관내 평활근종증은 두 증례에 불과

해 그 재현성에 해서는 더 많은 증례를 상으로 한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평활근육종의 MIB-1 표지지수는 점액양 유형을 제외하고 모

두 35-45 정도로 매우 높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HE 염색에서

세포의 유사분열지수와도 잘 부합하 다. HE 염색 소견상 유사

분열상의 판단이 때로는 쉽지 않음을 고려할 때26 MIB-1 염색

에 의한 세포증식능의 측정은 상당히 객관성 있는 평가인자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조직학적 분류 체계

상 경계성 종양의 범주가 불분명하므로 MIB-1 표지지수는 특

히 경계성 종양과 육종의 구분에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

다. 즉 경계성 종양의 경우 MIB-1 표지지수가 모두 20 이내여

서 육종과의 감별이 애매할 경우 MIB-1 표지지수가 40에 가까

우면 육종으로 진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 포함

된 1예의 점액성 평활근육종의 경우 일반적인 평활근육종에 비

해 유사분열지수뿐만 아니라 MIB-1 표지지수도 매우 낮아 다

른 보고18와 유사하 고 MIB-1 표지지수는 점액성 평활근육종

의 진단에는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자궁에서 p53 단백에 관한 연구는 주로 자궁내막암종과 악성

혼합뮬러종양에 집중되어 왔고27-29 평활근 종양에 있어서는 미

미하 다. 본 연구에서 p53 단백은 다른 보고들15-18,20과 마찬가

지로 세 그룹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일부 다른 점도 있었

다. 부분의 연구15-18에서 변종을 포함한 모든 평활근종에서

p53이 전혀 발현되지 않은 반면, 본 연구에서는 비정형성 평활

근종 1예가 양성 반응을 보 는데 이것은 주로 이형성을 보이는

세포에서 발현되었다. p53 양성인 비정형성 평활근종 증례는 조

직학적 소견상 국소적이지만 다발성의 비정형성이 관찰되었고,

MIB-1 표지지수는 17 정도로 p53이 발현되지 않은 증례보다

높았으며 육종보다는 경계성 종양에 가까운 수치 다. 평활근종

에서 p53의 발현은 Jeffers 등20의 연구에서도 1예 보고한 바 있

다. 면역조직화학적으로 발현된 p53 단백은 p53 유전자의 변성

을 반 하고 있지만 전자레인지 처리에 의한 검출치의 감소로

wild type의 p53이 검색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어 본 연구에서

그러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다.

비정형성 평활근종에 해 WHO는 비정형성이 국소적이며

유사분열지수가 5개 미만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지만, Kempson

과 Hendrickson21은 유사분열지수가 2-5개인 경우 경계성 종양

으로 분류하 다. 분류 체계가 그 동안 수 차례의 수정과 보완

을 거치면서 지향하고 있는 변화의 주류는 여러 가지 형태학적

인자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이며 1994년 Bell 등11의 분

류 방식이 이를 가장 잘 반 하고 있다. 비정형성 평활근종의

경우 그들이 제시한 새로운 분류 체계에 의하면 Kempson과

Hendrickson21의 분류안을 수용하면서 비정형성의 정도와 분포

를 고려하여 이 그룹을 경계성 종양의“atypical leiomyoma

but experience limited"의 범주에 넣고 있다. 그들의 보고에

포함된 환자 전부가 임상적으로 양성 경과를 보 으나 5예에 불

과했고 본 연구의 증례수도 적어, 비정형성이 동반된 평활근종

의 생물학적 특성은 더 많은 경험을 통해 확인되어야 할 과제이

다. 이와 같이 비정형성 평활근종의 위치가 불분명하므로 진단



은 매우 신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형성이 국소적이며 괴

사가 없고 유사분열지수가 2개 미만일 경우에는 양성으로 분류

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평활근 종

양의 진단에는 유사분열수가 중요하지만 독립적인 예후 인자는

아니며 한 가지 형태학적 기준만으로 임상 경과를 예측할 수 없

음을 시사하 다.

경계성 종양에 있어 p53 발현에 관한 연구는 드물고 그 결과

도 일관성이 없다.16,20 본 연구의 경계성 종양 5예 중 2예

(40%)에서 p53이 발현되어 Niemann 등16의 17%보다는 훨씬

높았고 Jeffers 등20의 60%보다는 낮은 반응률을 보 다. 본 연

구는 유사분열지수와 세포 비정형성 유무를 중심으로 한

Kempson과 Hendrickson 분류안21을 기초로 하 기 때문에

Bell 등11의 기준을 적용한다면 경계성 종양에서 악성으로 재분

류될 수 있는 증례가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본 연

구에서 p53 양성 반응을 보 던 증례 중 1예는 유사분열지수는

4개이고 핵의 비정형성은 중등도 이상이며 부분적으로 괴사소견

이 있어, 새로운 분류방법에 의하면 평활근육종에 넣을 수 있다.

그러나 두 증례 모두 MIB-1 표지지수는 평활근육종보다 훨씬

낮아 p53 발현이 보고마다 다른 현재로서는, 유사분열지수 혹은

조직학적 예후인자와 잘 부합하는 MIB-1 표지지수가 경계성

종양과 육종과의 감별이 어려운 경우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

다. 평활근육종의 p53 발현은 13%에서 70%까지 다양한데15-

18,20,30 상당수의 보고에서 50%보다 낮은 양성 반응을 보 으며
15-17,30 본 연구의 결과는 38% 다. 이와 같이 발현율이 다양한

이유 중의 하나는 서로 다른 분류 체계를 적용했기 때문일 것으

로 추정된다. Sporogoe-Jakobsen 등18의 보고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 포함된 점액성 평활근육종에서도 p53이 발현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이 종양의 진단기준이 일반적인 평활근육종의 기

준을 따르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p53이 매우 유용한 진단적 인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상의 소견으로 MIB-1과 p53은 자궁 평활근 종양의 진단과

분류에 유용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평활근종, 경계성 종양, 평활

근육종에서 MIB-1 표지지수의 뚜렷한 차이는 Kempson과

Hendrickson21 분류 체계와 잘 부합하며 유사분열지수는 여전

히 중요한 조직학적 인자임을 시사하 다. 자궁 평활근 종양에

서 p53의 돌연변이 및 과발현은 많은 연구에서 악성 경과와

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본 연

구 결과는 p53 발현과 Bell 등11의 분류 체계와의 관련성을 시

사하고 있다. p53 발현이 관찰된 평활근종과 경계성 종양의 임

상적 경과는 환자의 지속적인 관찰에 의해 검증되어야 할 과제

이며, 본 연구의 증례 수가 많지 않으므로 더 많은 증례를 통한

연구 및 환자의 임상 추적 관찰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앞으로 경계성 종양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임상적 경과

와 일치하는 일원화된 분류 방식의 채택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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