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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This study wa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prognostic significance of p21, p53,
and bcl-2 proteins in invasive ductal carcinoma of the breast. Methods : Seventy-two cases
of invasive ductal carcinoma were examined by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for p21, p53
and bcl-2 proteins. The results were correlated with clinicopathological variables, including age,
tumor size, histologic grade, nuclear grade, lymph node status, estrogen receptor (ER) and
progesterone receptor (PR) expression. Results : Of 72 cases, p21, p53 and bcl-2 proteins
were positive in 25 (34.8%), 35 (50.0%) and 27 (37.5%), respectively.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the p21 protein expression and the other clinicopathological
variables. The expression of p53 protein, however, showed a significant relation to ER expres-
sion, and that of bcl-2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umor size. In survival analysis, p21, p53,
and bcl-2 proteins, nuclear grade and lymph node status were associated with survival rate.
Conclusions : These results indicate that p21, p53, and bcl-2 proteins might play a role in
tumorigenesis of breast carcinoma. In addition, the increased expression of p21, p53, and bcl-2
proteins could be used as factors suggesting poor prognosis in breast carcino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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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의 침윤성 관암종에서 p21, p53 및 bcl-2 단백의 발현

유방암은 우리나라 여성에게서 위암에 이어 그 다음으로 높은

발생 빈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자가 검진 및 유방촬

술의 발달로 발견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1 유방암종에서 종양의

크기와 림프절 전이 유무가 가장 중요한 독립적 예후 인자로 밝

혀져 있지만,2 그 동안 치료 방법의 선택과 예후 추정을 위하여

에스트로겐 수용체(estrogen receptor, ER)와 프로게스테론 수

용체(pregesteron receptor, PR)발현에 의존하 다.3 이러한 유

방암종의 예후 추정을 위하여 DNA 배수성, 증식분획, Her-2/

neu와 종양 유전자 및 종양 억제 유전자의 역할에 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종양의 발생에서 세포분열에 관여하는 세포

주기 조절인자의 이상이 연구의 상이 되고 있다.

세포주기는 cyclin/cyclin dependent kinase (cdk) 복합체와

cdk 억제인자의 연합 작용에 의해 조절된다. Cyclin/cdk 복합체

는 세포주기 조절에 관여하며, cdk 억제인자는 세포주기의 진행

을 차단하는 데 관여한다고 밝혀졌다. 세포분열 주기의 변화는

성장 조절 경로의 변화를 일으켜 종양성 전환의 특징이 된다. cdk

억제인자로 불리는 많은 종류의 단백들은 cyclin-cdk 복합체에

결합하여 kinase를 불활성화시킴으로써 세포주기 진행의 억제를

유도하는 것으로 밝혀졌고, cdk 억제인자 중에서 p15, p16, p18,

p19 단백은 cdk4, cdk6에 작용하고, p21, p27, p57 단백은 cdk1,

cdk2, cdk4, cdk6에 작용하여 세포주기의 진행을 억제한다고 밝

혀졌다.4,5

p21 단백은 6번 염색체 장완에 위치하며 21 kDa 크기로 세포

주기의 G1기에서 S기로 변화하는 과정에 작용하며, G1 단계에서

세포주기를 멈추게 하여 세포주기의 진행을 조절하는 cdk 억제

인자로서 세포의 최종분화, 세포 자멸사, 노화 등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p21 단백은 p53 의존적 또는 비의존

적 방법을 통해 활성화된다고 알려져 있어 정상 p53 단백 기능을

간접적으로 반 하기도 하나, p53 단백과는 무관하게 종양억제유

전인자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6,7

17번 염색체 단완에 있는 종양억제 유전자인 p53 유전자의 산

물인 p53 단백은, 정상세포와 종양세포의 증식을 조절하고 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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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를 유도한다. 그리고 세포 자멸사를 일으켜 손상된 DNA가

복제되지 않도록 하여 손상된 세포의 성장을 G1기에서 정지시켜

S기로 진행하는 것을 막는다. 그러나 돌연변이로 인하여 p53이

기능을 하지 못하면 종양유전자로 작용하여 종양 발생에 관여하

게 되며, 세포 자멸사를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

bcl-2 단백은 18번 염색체에 위치한 26 kDa 크기의 bcl-2 유

전자의 산물로 정상적으로 상피세포의 기저층에 존재하며, 세포

자멸사의 억제를 통해 세포의 수명을 연장시켜 종양 발생에 관여

한다. bcl-2 단백의 과발현은 세포 자멸사를 억제함으로써 돌연

변이 및 악성 전환의 기회를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방암

종에서 bcl-2 단백발현은 분화가 좋은 종양이나 좋은 예후와 관

련 있다는 일부의 연구 보고가 있으나,9,10 bcl-2 단백의 과발현의

의미는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다.

유방암종에서 p53 단백은 돌연변이 등에 의하여 오히려 종양

의 발생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p21 단백은 p53 단

백의 의존적/비의존적 방법을 통하여 종양억제인자로 작용하는

가능성에 한 연구가 있다. bcl-2 단백도 세포자멸사를 억제함

으로써 종양의 성장에 관여하는 것으로 연구가 되고 있지만, p21

단백, p53 단백 및 bcl-2 단백을 함께 연구한 보고는 미비한 실

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방암종에서 새로운 종양억제유전

자로서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p21 단백과 p53 단백, 그리고

bcl-2 단백발현을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통해 알아보고, 이들의 상

관성을 조사하여 기존의 예후 인자들, 즉 조직학적 분화도, 핵등

급, 나이, 림프절 전이 수, 종양의 크기, ER 및 PR 발현과의 상

관성을 비교함으로써 p21 단백, p53 단백, bcl-2 단백 발현의 의

의를 찾고자 하 다. 또한 환자의 생존과 연관시켜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하 다.

재료와 방법

연구재료

1995년 1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원광 학교 병원에서 병리조

직학적으로 유방의 침윤성 관암종으로 진단 받은 환자 중 파라핀

포매조직의 보관 상태가 양호하여 면역조직학적 검색에 적합하다

고 판단된 72예를 상으로 하 다. 환자의 나이는 30세부터 81

세로 평균 47.2세 으며, 39세 이하군이 19예(26.4%), 40세에서

49세 군은 29예(40.3%), 50세에서 59세 군은 14예(19.4%), 60세

이상군은 10예(13.9%) 다. 종양의 크기는 0.5 cm에서 10 cm으

로 평균 3 cm 으며, 2 cm 이하의 T1이 27예(37.5%), 2.1 cm

에서 5 cm까지의 T2가 32예(44.4%), 5.1 cm 이상의 T3는 9예

(12.5%) 고, 흉벽이나 주변 피부 조직에 침윤을 보이는 T4가

4예(5.6%) 다. 림프절 전이가 없는 N0는 33예(45.8%), 1개에

서 3개까지 림프절 전이가 있는 N1이 17예(23.6%), 4개 이상 전

이가 있는 N2가 22예(30.6%) 다.

연구 방법

임상 소견 및 병리조직학적 검색

상 환자의 임상 기록과 병리 검사 결과를 재검토하여 환자의

나이, 종양의 크기, 전이된 림프절의 수, 조직학적 등급, 핵등급,

ER과 PR의 발현 유무를 조사하 다. 종양의 크기는 American

Joint Committee on Cancer의 분류11에 의해 2 cm 이하(T1),

2.1-5 cm (T2), 5.1 cm 이상(T3), 흉벽이나 주변 피부 조직에

침윤을 보이는 경우(T4)로 분류하 고, 전이된 림프절의 수는 전

이가 없는 경우(N0), 1-3개의 전이가 있는 경우(N1), 4개 이상

의 림프절에 전이가 있는 경우(N2)로 분류하 다. 조직학적 등

급은 Bloom과 Richardson의 분류 방법에 근거한 Ellis-Elston12의

변형적 방법을 사용하여 핵의 다형성, 유사분열의 활동성과 세

관 형성의 정도에 따라 1등급(고분화), 2등급(중분화)과 3등급

(저분화)으로 분류하 다. 핵 등급은 Black과 Speer가 제안한

내용을 Fisher 등13이 수정한 분류법을 이용하여 다형성이 약한

것을 핵등급 1, 중간의 다형성을 핵등급 2, 다형성이 심한 것을

핵등급 3으로 구분하 다.

면역 조직화학 염색

본 연구에 이용한 일차 항체들은 p21 (monoclonal, Clone

DCS-60.2, 1:100, Neomarkers, Fremont, CA, USA), p53

(monoclonal, Clone DO-7, 1:100, Neomarkers, Fremont, CA,

USA) 및 bcl-2 (monoclonal, Clone 8C8, 1:100, Neomarkers,

Fremont, CA, USA)를 사용하 다. 4 m 두께로 박절한 조직

편을 상용화된 Probe On-Plus slide에 부착하여 58℃ 오븐에

서 1시간 동안 건조 부착시켜 xylene으로 탈파라핀하고 하강계열

alcohol을 거친 후 증류수로 함수시켰다. 먼저 항원성 회복을 위

하여 슬라이드에 부착된 조직절편을 10 mM 구연산 완충액(cit-

rate buffer pH 6.0)에 넣고 15분 동안 전자오븐에서 끓인 후 꺼

내어 실온에서 20분 동안 식혔다. 그 다음 endogenous peroxi-

dase를 3% hydrogen peroxide로 저지시키고 Immuno/DNA

buffer로 4회 세척한 다음, 적당한 농도로 희석한 일차 항체를

냉장고에서 밤새 반응시켰다. 다음날 일차 항체를 Immuno/DNA

buffer로 씻어내고 HPR/Fab Polymer conjugate (picture-plus

Bulk kit. Zymed, USA)로 실온에서 30분 동안 반응시켰다.

Immuno/DNA buffer로 씻은 다음 AEC single solution (Zym-

ed, USA)을 이용하여 발색시키고, Gill's hematoxylin으로 조

염색을 한 후 봉입제로 봉입하 다.

p21과 p53 단백은 핵에 적갈색으로 염색되면, 그리고 bcl-2

단백은 세포질이 적갈색으로 염색되면 양성으로 판정하 다. 면

역조직 화학 염색의 결과 평가는 고배율 시야(×400)에서 5시야

를 검경하여 관찰된 전체 종양 세포 수에 한 양성 종양 세포의

백분율로 표시하 다. 발현이 전혀 안된 경우를 음성, 종양세포의

1% 이상에서 발현이 되는 경우는 양성으로 판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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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처리

환자의 나이, 종양의 크기, 림프절 전이 수, 조직학적 등급, 핵

등급, ER, PR과 p21, p53 및 bcl-2 발현 유무 사이의 관련성을

Chi-square test로 검정하 다. p21, p53 및 bcl-2 발현 유무 사

이의 상호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Spearman의 상관 관계 분석

을 하 으며, 다변량 생존율 분석은 Cox regression model을 통

해 알아보았다. 통계적 유의성은 p값이 0.05 미만인 경우로 하

고, 이와 같은 통계 검증은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 다.

결 과

조직학적 소견

총 72예의 침윤성 관암종에 하여 Ellis-Elston의 변형적 방

법12으로 조직학적 등급을 나누었을 때 2등급이 43예(59.7%)로

가장 많았고, 1등급이 19예(26.4%), 3등급이 10예(13.9%) 다.

Fisher 등13이 수정한 분류법을 이용하여 핵 등급을 나누었을 때

1등급이 15예(20.8%), 2등급이 30예(41.7%), 3등급이 27예

(37.5%) 다.

병리 검사 결과를 참고한 결과 ER은 총 72예 가운데 42예

(58.4%)가, PR은 총 72예 가운데 52예(72.2%)가 양성이었다.

면역 조직화학 염색 결과와 예후 인자와의 관계

p21 단백 발현과 예후 인자와의 상관관계

p21 단백은 72예 가운데 47예(65.2%)에서 음성이었고 25예

(34.8%)에서 양성이었다(Fig. 1). p21 단백의 발현 유무와 환

자의 나이, 종양의 크기, 림프절 전이 수, 조직학적 등급, 핵 등

급, ER 및 PR의 발현과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상관 관계가 없

었다(Table 1).

p53 단백 발현과 예후인자와의 상관관계

p53 단백은 72예 가운데 36예(50.0%)에서 음성이었고 36예

(50.0%)에서 양성이었다(Fig. 2). p53 단백 발현은 ER 발현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p=0.029). p53 단백 발현과 환자의

나이, 종양의 크기, 림프절 전이수, 조직학적 등급, 핵 등급, PR
Fig. 1. Immunohistochemical stain of p21 shows nuclear staining
in invasive ductal carcinoma, grade II.

Fig. 2. Immunohistochemical stain of p53 shows nuclear staining
in invasive ductal carcinoma, grade III.

Fig. 3. Immunohistochemical stain of bcl-2 shows cytoplasmic stain-
ing in invasive ductal carcinoma, grade II .



발현과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Table 2).

bcl-2 단백발현과 예후인자와의 상관관계

bcl-2 단백은 72예 가운데 45예(62.5%)에서 음성이었고 27예

(37.5%)에서 양성이었다(Fig. 3).

bcl-2 단백 발현은 종양의 크기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 다

(p=0.008). 그러나 환자의 나이, 림프절 전이수, 조직학적 등급,

핵등급, ER 및 PR 발현과는 통계학적으로 상관관계가 없었다

(Table 3).

p21 단백, p53 단백 및 bcl-2 단백 발현사이의 상관관계

p21 단백, p53 단백 및 bcl-2 단백 발현 사이에는 통계학적으

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Table 4).

생존 기간과 예후인자들과의 상관관계

60명의 환자들에 해서는 최소 3년 이상 조사하 으며 이들의

생존율은 87.1% 다. 추적 기간은 13-89개월(평균; 48.8개월)이

었다. 환자의 나이, 종양의 크기, 림프절 전이수, 조직학적 등급,

핵등급, ER 및 PR 단백, p21 단백, p53 단백 및 bcl-2 단백과

생존율에 한 다변량 분석방법(Cox 희귀모형)결과, 림프절 전

이 수, 핵등급, p21 단백, p53 단백 및 bcl-2 단백이 통계학적으

로 유의하 다(전이된 림프절 수; p=0.003, 핵등급; p=0.029,

p21 단백; p<0.001, p53 단백; p=0.001, bcl-2 단백; p=0.043).

림프절 전이가 없는 예보다 전이가 있는 예에서 그리고 전이된

림프절 수가 많을수록 사망률이 2.9배 높았다. 핵 등급은 높을수

록 사망률이 4.7배 높으며, p21 단백, p53 단백 및 bcl-2 단백은

발현되지 않는 예보다 발현한 경우에서 사망률이 각각 2.3, 1.8,

1.5배 높았다(Table 5).

고 찰

p21 단백은 cdk 억제인자로 완전히 분화된 세포에서 더 이상

의 성장을 하지 못하도록 유지하는 역할과 세포자멸사, 노화 등

에도 관여한다고 보고되어 있다. 또한 p21 단백은 p53 단백에 의

해 유도되어 cyclin/cdk 복합체를 비활성화시켜 세포주기 진행을

정지시키므로, p53 단백의 기능을 간접적으로 반 하기도 한다.

그러나 p53 단백과는 무관하게 종양억제유전자로 기능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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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3 (%)

Negative Negative
p value

No. of cases (%) 36 (50.0) 36 (50.0)
Age (years) 0.972
≤39 (n=19) 10 (52.6) 9 (47.4)
40-49 (n=29) 13 (44.8) 16 (55.2)
50-59 (n=14) 8 (57.1) 6 (42.9)
≥60 (n=10) 5 (50.0) 5 (50.0)

Tumor size (cm) 0.844
T1 (n=27) 14 (51.9) 13 (48.1)
T2 (n=32) 16 (50.0) 16 (50.0)
T3 (n=9) 3 (33.3) 6 (66.7)
T4 (n=4) 3 (75.0) 1 (25.0)

Lymph node 0.125
N0 (n=33) 16 (48.5) 17 (51.5)
N1 (n=17) 10 (58.8) 7 (41.2)
N2 (n=22) 10 (45.5) 12 (54.5)

Histologic grade 0.077
I (n=19) 13 (68.4) 6 (31.6)
II (n=43) 21 (48.8) 22 (51.2)
III (n=10) 2 (20.0) 8 (80.0)

Nuclear grade 0.127
I (n=15) 11 (73.3) 4 (26.7)
II (n=30) 11 (36.7) 19 (63.3)
III (n=27) 14 (51.9) 13 (48.1)

ER 0.029
Negative (n=30) 14 (46.7) 16 (53.3)
Positive (n=42) 22 (52.4) 20 (47.6)

PR 0.889
Negative (n=20) 10 (50.0) 10 (50.0)
Positive (n=52) 26 (50.0) 26 (50.0)

Table 2. Correlation between expression of p53 and clinicopatho-
logic variables in breast cancer

p21 (%)

Negative Negative
p value

No. of cases (%) 47 (65.2) 25 (34.8)
Age (years) 0.753
≤39 (n=19) 13 (68.4) 6 (31.6)
40-49 (n=29) 18 (62.1) 11 (37.9)
50-59 (n=14) 10 (71.4) 4 (28.6)
≥60 (n=10) 6 (60.0) 4 (40.0)

Tumor size (cm) 0.739
T1 (n=27) 16 (59.3) 11 (40.7)
T2 (n=32) 20 (62.5) 12 (37.5)
T3 (n=9) 7 (77.8) 2 (22.2)
T4 (n=4) 4 (100.0) 0

Lymph node 0.764
N0 (n=33) 19 (57.6) 14 (42.4)
N1 (n=17) 13 (76.5) 4 (23.5)
N2 (n=22) 15 (68.2) 7 (31.8)

Histologic grade 0.891
I (n=19) 14 (73.7) 5 (26.3)
II (n=43) 26 (60.5) 17 (39.5)
III (n=10) 7 (70.0) 3 (30.0)

Nuclear grade 0.630
I (n=15) 11 (73.3) 4 (26.7)
II (n=30) 18 (60.0) 12 (40.0)
III (n=27) 18 (66.7) 9 (33.3)

ER 0.402
Negative (n=30) 20 (66.7) 10 (33.3)
Positive (n=42) 27 (64.3) 15 (35.7)

PR 0.570
Negative (n=20) 13 (65.0) 7 (35.0)
Positive (n=52) 34 (65.4) 18 (34.6)

Table 1. Correlation between expression of p21 and clinicopatho-
logic variables in breast cancer



도 제기되고 있다.6 유방암종에서 p21 단백 발현율은 보고자마다

26-68%로 차이가 있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72예 중 25예(34.7%)

에서 발현율을 보 다. p21 단백 발현과 다른 예후인자와의 상관

관계에 한 다양한 보고들이 있는데, Diab 등14은 림프절 전이

없는 예에서 p21 단백은 종양의 크기, 나이, ER 및 PR 발현 여

부 및 핵등급과 상호 관련성이 없다고 하 고, Caffo 등15은 종양

크기가 클수록 림프절 전이가 있고, 조직학적 등급이 높을수록

그리고 유사분열이 높을수록 p21 단백은 의의 있게 높게 발현한

다고 하 다. 또한 Wakasugi 등16은 림프절 전이가 없는 경우,

조직학적 등급이 낮을수록 ER 발현이 있는 경우에서 p21 단백

발현이 의의가 있다고 하 으며, Rey 등17은 p21 단백 발현과 조

직학적 등급이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하 다. O'Hanlon 등18은

림프절에 전이가 있는 예에서 p21 단백 발현은 다른 예후인자와

상호 연관성이 없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 p21 단백 발현과 예

후인자와의 관계를 보면, 종양의 크기가 크거나 조직학적 등급과

핵등급이 높은 경우에, 또는 림프절 전이가 있는 예에서 p21 단백

발현율이 높은 경향을 보 다. 그러나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다.

p53 유전자는 세포주기 내의 G1/S 기에 작용하여 손상된

DNA의 회복을 유도함으로써 정상적으로 세포 성장과 증식을

조절하나 p53 유전자단백의 상실이나 돌연변이 등에 의한 손상

이 있을 때 종양유전자로 작용한다. 최근에는 p53 유전자 변이

및 결손은 인체의 거의 모든 암종에서 나타나는 가장 흔한 유전

자 변이의 한 형태로 인정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p53 단백의 발

현은 전제 72예의 유방암종 중 36예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 50.0%

의 발현율을 보 다. 본 연구에서 p53 단백 발현과 예후인자와

의 관계를 보면 ER 발현과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은 있었으나, 다

른 예후 인자와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이는 p53 단백 발현이 ER

발현과의 상관성이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이 없다고 보고한 Bank-

falvi 등19과 이 등20의 보고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또 p53 단

백 발현에 한 다른 보고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전 등21은 p53

단백발현은 림프절 전이, 조직학적 분화도, 생존율과는 유의한

상관성이 없다고 하 으며, Charpin 등22도 조직학적 악성도와는

유의한 상관성이 있으나 림프절 전이와는 유의한 상관성이 없으

며 독립된 예후인자는 아니라고 추정하 다. 그러나 Thor 등23

은 조직학적 등급과 림프절 전이 여부가 p53 단백 발현율이나 환

자의 생존 기간과 상관관계가 있었다고 보고하여, 연구자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bcl-2 단백은 세포 수명을 연장시키고 세포의 자멸사를 억제

함으로써 종양 발생에 관여한다. bcl-2 단백 발현과 예후인자와

의 상관관계에 한 보고를 보면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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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l-2 (%)

Negative Negative
p value

No. of cases (%) 45 (62.5) 27 (37.5)
Age (years) 0.434
≤39 (n=19) 14 (73.7) 5 (26.3)
40-49 (n=29) 17 (58.6) 12 (41.4)
50-59 (n=14) 7 (50.0) 7 (50.0)
≥60 (n=10) 7 (70.0) 3 (30.0)

Tumor size (cm) 0.008
T1 (n=27) 22 (81.5) 5 (18.5)
T2 (n=32) 17 (53.1) 15 (46.9)
T3 (n=9) 4 (44.4) 5 (55.6)
T4 (n=4) 2 (50.0) 2 (50.0)

Lymph node 0.403
N0 (n=33) 23 (69.7) 10 (30.3)
N1 (n=17) 12 (70.6) 5 (29.4)
N2 (n=22) 10 (45.5) 12 (54.5)

Histologic grade 0.291
I (n=19) 17 (89.5) 2 (10.5)
II (n=43) 22 (51.2) 21 (48.8)
III (n=10) 6 (60.0) 4 (40.0)

Nuclear grade 0.237
I (n=15) 14 (93.3) 1 (6.7)
II (n=30) 14 (46.7) 16 (53.3)
III (n=27) 17 (63.0) 10 (37.0)

ER 0.976
Negative (n=30) 19 (63.3) 11 (36.7)
Positive (n=42) 26 (61.9) 16 (38.1)

PR 0.235
Negative (n=20) 13 (65.0) 7 (35.0)
Positive (n=52) 32 (61.5) 20 (38.5)

Table 3. Correlation between expression of bcl-2 and clinico-
pathologic variables in breast cancer

bcl-2

Negative
(n=45)

Positive
(n=27)

p53

Negative
(n=36)

Positive
(n=36)

p21
Negative (n=47) 32 15 22 25
Positive (n=25) 13 12 14 11
p value 0.286 0.490

bcl-2
Negative (n=45) 24 21
Positive (n=27) 12 15
p value 0.866

Table 4. Correlation between expression of p21, p53, and bcl-2
in breast cancer

Variables p value Risk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Age 0.175 0.706 0.427-1.168
Tumor size 0.156 1.728 0.811-3.681
Lymph node 0.003 2.866 1.438-5.710
Histologic grade 0.255 0.409 0.088-1.910
Nuclear grade 0.029 4.702 1.174-18.833
Estrogen receptor 0.692 0.802 0.269-2.389
Progesteron receptor 0.130 0.339 0.084-1.375
p21 0.000 2.308 1.516-3.516
p53 0.001 1.812 1.294-2.319
bcl-2 0.043 1.533 1.013-2.319

Table 5. Cox multivariate analysis of p21, p53, bcl-2 and other
clinicopathlologic variables for survival rate in breast cancer



다. bcl-2 단백 발현이 림프절 전이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있

으며,24 림프절 전이가 있는 예에서 bcl-2 단백 발현은 나쁜 예후

와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있다.25 그러나 bcl-2 단백 발현이 림프

절 전이 유무나 다른 예후인자들과 관련이 없다는 보고도 있다.26

본 연구에서 bcl-2 단백은 72예 중 27예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

37.5%의 발현율을 보 다. 본 연구에서 종양의 크기가 클수록

bcl-2 단백의 과발현을 볼 수 있으며 이것은 통계학적으로 유의

한 상관관계를 보여, bcl-2 단백이 종양의 크기와 연관성이 없다

는 이 등27과 조 등28의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림프절

전이, 조직학적 등급, 핵 등급, ER 및 PR 발현과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p21 단백은 종양억제유전자로서, 그리고 bcl-2 단백은 종양 유

전자로서 p53 단백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호관계가 정립되지 않

았다. 따라서 p21 단백, p53 단백 및 bcl-2 단백 발현의 상관관

계를 알아보면 이들의 종양 발생에 독립적으로 또는 상호작용을

통해 관여하는지에 하여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 으며, 더

나아가 예후 추정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 다. 그러나 본 연

구에서는 p21 단백, p53 단백 및 bcl-2 단백의 발현에서 상호간

의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다. 이는 p53, p21, bcl-2 단백에 한

면역조직화학염색을 시행한 결과 p53과 p21 단백의 발현은 통계

학적으로 유의한 비례관계를 보이고, p53과 bcl-2 단백의 발현은

역비례관계로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여 p53 단백의 기능을 간접

적으로 시사한다는 Bankfalvi 등19의 보고와는 차이가 있었다. 그

러나 Rey 등17과 Jiang 등29이 연구한 p21 단백과 p53 단백과의

관계는 무관하다는 보고와, 이 등27의 bcl-2 단백과 p53 단백과

의 관계는 무관하다는 보고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 다.

이상의 연구에서 유방암종에서 p53 단백과 연관하여 종양 발

생에 관여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던 p21 단백과 bcl-2 단백이, 종

양 발생에서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 또

한 Cox 다변량 분석 결과 핵 등급, 림프절 전이 수, p21 단백,

p53 단백, bcl-2 단백이 의의가 있었다. 핵 등급이 높을수록, 림

프절 전이가 있는 예에서 p21 단백, p53 단백, bcl-2 단백 발현

이 증가할수록 사망률이 높아 예후 인자로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

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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