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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Prior studies of p16, p53, and Ki-67 expression have suggested that these mark-
ers may be preferentially expressed in cervical neoplasm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ssess the expression and clinical significance of p16, p53 proteins, and the Ki-67 labeling
index in the cervical lesions. Methods : We analyzed 54 uterine cervical specimens obtained
by surgical biopsy. The expression of p16, p53 proteins, and Ki-67 was evaluated by immuno-
histochemical methods. The immunohistochemical findings were then correlated with the his-
tologic diagnosis. Results : Positive scores for p16, p53, and Ki-67 were seen in 75% (6/8),
0% (0/8), and 13% (1/8) of low grade intraepithelial lesions (LSIL), respectively, and 100%
(23/23), 17% (4/23), and 74% (17/23) of high grade intraepithelial lesions (HSIL), respectively,
and 100% (10/10), 20% (2/10), and 70% (7/10) of invasive squamous cell carcinomas, respec-
tively. Both normal epithelium and inflammatory lesions scored negative for these three markers
in all of the 13 cases. p16 and Ki-67 expression correlated with the severity of uterine cervix
lesions. Conclusions : p16 and Ki-67 are complementary surrogate biomarkers for cervical
squamous intraepithelial neoplasia. However, immunohistochemical expression for p53 has
no correlation with the grade of cervical squamous intraepithelial neopl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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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목 병변에서 p16, p53 단백과 Ki-67의 발현

자궁목암종은 우리나라 여성에게 아주 흔한 암으로, 다단계 암

화 과정을 통하여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 암종은 조직학적

진단에서 염증에 의해 생긴 반응성 병변과 경도의 이형성과의 감

별이 어려울 때가 있다. 이런 점을 보완하고 또한 임상 경과와

예후 추정을 위한 목적으로, 세포 주기조절과 세포자멸사에 관

련된 유전자인 p53 유전자와 세포 증식의 표지지수와 관계되는

Ki-67 및 세포주기조절에 관련된 유전자인 p16에 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1-6

p16 유전자는 9p21에 위치하며, cyclin-dependent kinase

(CDK) 억제 인자로 cdk를 불활성화시켜 세포주기를 조절한다.

돌연변이나 결손 혹은 DNA의 과메칠화에 의한 p16 유전자의

이상이 보고되어 있으며, 종양 억제 유전자로서의 p16의 역할은

악성 흑색종, 소화기계 암종, 폐암 등 이미 여러 악성 종양에서

보고되었다.7-9 Human papillomavirus (HPV)의 감염과 연관

된 p16 단백의 발현은 다른 악성 종양에서의 p16 단백 이상과는

다른 기전으로 설명되고 있다. 고위험 HPV의 E7 종양 단백이

종양억제 단백인 pRb와 결합하여 pRb를 불활성화시켜 E2F와

유사한 전사인자를 유리하게 된다. 이 전사인자로 인해 세포주기

가 활성화되어 G1/S phase로 진입하게 된다.1,10 E7 단백에 의

해 pRb가 불활성화됨으로써 음성되먹임기전으로 조절되던 p16

단백의 발현이 상 적으로 올라가게 된다.2 최근 연구들에서 고

위험 HPV의 감염에 의해 생긴 자궁목암종과 전구병변에서 p16

의 과잉 발현이 관찰되었음을 보고되었다.1,2-4 특히 자궁목 이형

성의 진단에 p16 면역조직화학염색을 적용하면, 병리의사 간의

진단일치율이 의미있게 올라갔다고 보고하 다.3

p53 종양억제유전자의 변이는 인간의 악성 종양에서 가장 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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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관찰된다. p53 유전자는 17번 염색체의 단완에 위치하는 인

단백으로 정상에서 세포 증식을 조절하는 기능을 가진다. 발암물

질 등에 의해 DNA가 손상되면 손상된 DNA를 복구하여 정상

으로 회복시키거나, 세포자멸사를 유도하여 종양의 발생을 억제

한다. 그러나 p53 유전자가 돌연변이에 의해 불활성화되면 DNA

복구가 일어나지 않고 세포가 G1기에서 정지되지 않으며 계속

증식하여 종양이 발생한다. p53 유전자의 돌연변이는 식도암종,

전립선암종, 장암종, 폐암종 등의 인체에서 발생하는 많은 암

종에서 보고되었다. p53 단백의 비활성화는 자궁목암종의 발암

기전에 일정 역할을 한다. 부분의 경우 16형 HPV의 E6 단백

에 의해 p53 단백이 분해되어 비활성화가 일어나지만11 일부에

서는 p53 유전자의 체세포 유전자 변이에 의해 비활성화가 일어

나기도 한다.12 자궁목 병변에서 p53 단백의 발현에 관해서는 자

궁목 병변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보고에서부터5 자

궁목암종의 82%에서 발현되었다는 보고까지6 다양하다.

Ki-67 항원은 세포주기의 G0과 초기 G1기를 제외한 모든 세

포의 핵 내에 존재하며, Ki-67 표지지수는 인체의 여러 악성 종

양에서 생물학적 행동과의 연관성이 연구되고 있다.13,14 자궁목

병변에서도 Ki-67의 발현에 한 보고가 있으나,5,15,16 상피내병

터와 증식이 활발한 염증성 및 반응성 병변과의 감별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저자들은 자궁목에 생긴 정상 및 염증성 병변과 저등급 편평

상피내병터, 고등급 편평상피내병터, 침윤성 편평세포암종을 면

역조직화학염색법으로 p16, p53 단백의 발현과 Ki-67 표지지수

를 분석하여, 자궁목 병변의 조직학적 진단에서 p16, p53, Ki-67

의 진단적 유용성과 상호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 다.

재료와 방법

재료

2002년부터 2003년 7월까지 자궁목의 병변이 의심되어 채취한

조직을 상으로 하 다. 정상 상피 또는 염증성 병변 13예, 저

등급 편평상피내병터 8예, 고등급 편평상피내병터 23예, 침윤성

편평세포암종 10예를 선택하 다. 연구 상에 이용된 조직은 두

명의 병리의사가 재검토를 하여 분류의 일치성을 높 다.

방법

면역조직화학 염색

각 증례당 파라핀 포매 조직에서 얻은 4 m 두께의 절편을

슬라이드에 부착해 자일렌으로 탈파라핀화한 후, 100%, 90%,

75% 알코올로 단계적으로 함수하 다. p16과 Ki-67은 0.1 M

citric acid 용액(pH 6.0)에 슬라이드를 넣고 10분씩 두 번 극

초단파로 처리하 다. p53은 찜기에 1시간 동안 두었다. 내인성

과산화효소의 활성을 억제하기 위해 3% 과산화수소수에 15분

간 처리한 후 pH 7.6 Tris 완충액으로 세척하 다. 일차 항체로

p16 (monoclonal, Dako Co., A/S, Denmark, 1:25), p53 (mon-

oclonal, Dako Co., A/S, Denmark, 1:50)과 Ki-67 (monoclonal,

Dako Co., A/S, Denmark, 1:80)을 30분간 도포한 다음, Tris

용액으로 3회 세척하 다. 이차 항체(Dako Co., A/S, Denmark)

를 상온에서 30분간 도포한 다음 Tris 완충용액으로 3회 세척하

다. 그 후 streptavidin-HRP (Dako Co., A/S, Denmark)를

30분간 도포한 후, Tris 완충용액으로 3회 세척하고, 3,3-diami-

nobenzidine을 10분간 도포하여 발색한 다음 hematoxylin으로

조 염색을 시행하고 봉입하 다.

염색결과 판정

광학현미경 ×200 시야에서 양성인 세포 수를 세어 백분율로

표시하 다. 

p16 단백의 발현은 종양세포의 핵과 세포질에 적갈색으로 염

색된 수가 0-5%까지를 음성, 6-80%인 경우를 부분 양성(focal

positive), 80% 이상인 경우를 미만성 양성(diffuse positive)으

로 판독하 다. p53 단백의 발현은 종양세포의 핵에 분명하게

적갈색으로 염색된 수가 20% 이상인 경우를 양성으로 하 고,

Ki-67 표지지수는 자궁 경부 상피의 상부 2/3에서 핵 내에 명

확하게 적갈색으로 염색된 세포 수를 세어 20% 이상인 경우를

양성으로 하 다.

통계 분석

SPSS (ver. 10.0)를 이용하여 교차분석 방법 중 linear by lin-

ear association 방법을 사용하 다. 유의수준 p는 0.05 미만으로

하 다.

결 과

p16 단백의 발현

정상 상피 또는 염증성 병변에서 p16 단백의 발현 양상은 13

예 중 13예 모두에서 기저층을 포함한 전층에서 음성이었다(Fig.

1A, Table 1). 저등급 편평상피내병터에서는 8예 중 2예(25%)

에서 음성, 6예(75%)에서 부분 양성이었다(Fig. 1B). 미만성

양성인 경우는 없었다. 고등급 편평상피내병터에서는 23예 중 4

예(17%)에서 부분 양성이었고, 19예(83%)에서 미만성 양성이

었다(Fig. 1C, 2B). 음성인 경우는 없었다. 침윤성 편평세포암

종은 10예 모두(100%)에서 미만성 양성이었다(Fig. 1D). p16

단백의 발현과 자궁목 병변의 정도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

는 상관관계가 있었다(p<0.05, Table 1). 정상 상피 또는 염증

성 병변에서 p53과 Ki-67은 기저층에 부분적으로 염색이 되는

반면, p16은 기저층을 포함한 모든 세포에서 음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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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3 단백의 발현

p53 단백의 발현은 정상 상피 또는 염증성 병변 13예와 저등

급 편평상피내병터 8예 모두에서 음성이었다. 고등급 편평상피

내병터에서는 23예 중 4예(17%)가 양성이었고, 침윤성 편평세

포암종은 10예 중 2예(20%)가 양성이었다. p53단백은 고등급

편평상피내병터와 침윤성 편평세포암종에서 발현이 조금 증가하

으나 자궁목 병변의 정도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Ki-67 표지 지수

Ki-67은 정상 상피 또는 염증성 병변에서 기저층에 주로 염색

되었고, 13예 모두 음성이었다. 저등급 편평상피내병터 8예 중 1

예(13%)가 양성이었다. 고등급 편평상피내병터에서는 23예 중

17예(74%)가 양성이었다(Fig. 2C). 침윤성 편평세포암종은 10

예 중 7예(70%)가 양성 소견을 보 다. Ki-67의 발현과 자궁목

병변의 정도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있었다

Fig. 1. Comparison of p16 immunoreactivity. (A) Normal exocervical squamous epithelium shows no immunoreactivity. (B) Low grade squa-
mous intraepithelial lesion shows focal immunoreactivity. (C) High grade squamous intraepithelial lesion shows diffuse immunoreactivity.
(D) Invasive squamous cell carcinoma shows diffuse immunoreactivity. 

A B

C D



자궁목 병변에서 p16 단백의 발현  241

(p<0.05, Table 1). 

p16 단백 발현과 p53, 또는 Ki-67 발현과의 상호 연관성

p16 단백과 p53 또는 Ki-67의 발현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의

미 있는 상관관계가 있었다(p<0.05, Table 2). 

고 찰

이번 실험에서 p16 단백이 정상조직 및 염증성 병변에서는 전

혀 발현이 되지 않았다. 저등급 편평상피내병터에서는 증례의

75%에서 부분적으로 양성이었고 고등급 편평상피내병터에서는

17%가 부분적으로 양성, 83%가 미만성 양성이었다. 그리고 침

윤성 암에서는 100%에서 미만성 양성이었다. 이런 결과는 p16

단백이 주로 고등급 편평상피내병터와 침윤성 암에 미만성으로

발현되어, 자궁목 병변의 진단에 p16 면역조직화학염색이 큰 도

움이 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Sano 등1이 자궁목 병변에서 HPV 감염 여부와 p16의 상관

관계에 한 면역조직화학염색에 한 처음의 보고에 이어 여러

연구에서 그 역할에 해 보고하고 있다.17-19 Klaes 등2은 p16 단

백이 저등급 편평상피내병터의 82% (39/47)에서 부분 내지 미

Fig. 2. Expression of p16 (B) and Ki-67 (C) in high grade squamous
intraepithelial lesion (A).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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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으로 양성이었고, 고등급 편평상피내병터에서 100% (92/92),

침윤성 암에서는 97% (58/60)에서 미만성 양성으로 보고하여

이번 연구와 체로 일치하 다. 하지만 Klaes 등이 보고한 논문

에서는 염증성 및 반응성 병변에서의 약 30%에서 p16 단백이

부분적으로 양성이라고 보고하 고, 면역조직화학염색에 사용한

항체의 종류에 따라 비특이적 반응의 정도도 다양하다고 하 다.

반면, 이번 실험에 사용된 p16 항체는 증례의 수가 적다는 단점

이 있기는 하나, 정상 및 염증성 병변에서는 염색이 전혀 되지 않

아 p16 염색의 특이도를 보장해 준다고 생각된다.

저등급 편평상피내병터의 경우 p16이 총 8예 중 2예에서 음성

이었고, 6예에서 부분 양성이었으며, 미만성 양성인 예는 하나도

없었다. 이 점도 부분이 p16에 미만성 양성인 고등급 편평상피

내병터와의 감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p16의 발현은 저위험 HPV 감염보다 고위험 HPV 감염에서

발현이 훨씬 증가한다. Sano 등1은 고위험 HPV인 HPV-16에

서 p16이 100% (60/60) 발현되었고, 저위험 HPV인 HPV-6/11

에서는 부분 낱개세포에 양성이거나 부분적으로 양성이라고 하

다. Klaes 등2도 고위험도 HPV가 동반된 고등급 편평상피내

병터에서 100% (92/92) 양성으로 보고하 다. 저위험도 HPV

감염인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양성인 경우는 있으나 미만성으로

양성인 경우는 없었다.

Klaes 등2은 염증성 병변과 예비세포과증식에서 p16이 부분

또는 미만성으로 양성인 경우가 일부 있다고 보고하 고, 그 중

12%가 고위험도 HPV와 연관성이 있다고 하 다. 이번 실험에

사용된 항체로 저등급 편평상피내병터와 여러 염증성/반응성 병

변에 한 규모 연구가 있어야 하겠지만 지금까지 보고된 것으

로 미루어, 저등급 편평상피내병터 또는 여러 염증성/반응성 병

변에서 p16이 미만성 양성일 경우 그 병변은 고위험도 HPV 감

염에 의한 것이며 추적 관찰 시 고등급 편평상피내병터로 이행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최근에는 액상세포검사방

법을 이용한 자궁목 세포검사에도 p16 면역조직화학검사를 적용

하려는 시도가 있으며, 이것이 가능하다면 자궁목 병변의 선별검

사에서 정상 및 염증성 병변과 편평상피내병터의 감별에 큰 도

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p53 유전자는 종양억제유전자로서 이 유전자의 산물인 p53 단

백은 야생형과 돌연변이형이 있으며, DNA 친화력이 감소된 돌

연변이형은 정상적인 기능을 소실하여 세포증식을 유발한다. 야

생형에 비해 돌연변이형은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되고 상 적으

로 긴 반감기를 가지고 있어 핵 내에 축적되므로 종양세포 내에

서 면역조직화학적인 방법으로 쉽게 관찰된다. 자궁목 편평세포

암종에서 p53 단백 발현율이 연구마다 다른 것으로 보고되었는

데,18,20-27 이는 고정상태, 항원회복 과정, 항체 종류 및 양성 및 음

성의 판정 기준 등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연구

에서는 고등급 편평상피내병터의 p53 발현이 17% (4/23), 침윤

성 편평세포암종에서는 20% (2/10)로 비교적 발현율이 낮았으

며, p16 단백의 발현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있으나 양성률

이 낮아 실제 진단에서 효용성은 떨어진다고 생각된다. 최근 국내

에 보고된 논문 중 Park 등6은 침윤성 자궁목 암종의 82% (32/

39)에서 부분적 내지 미만성으로 발현되었다고 하 고, Kim 등5

은 고등급 편평상피내병터와 침윤성 암종의 아형에 따라 4% 내

지 16%로 다양하게 발현된다고 하 다. 이번 연구에서는 후자의

경우처럼 고등급 편평상피내병터와 침윤성 암종에서 p53의 발현

율이 낮았다.

Ki-67은 고등급 편평상피내병터와 침윤성 암종에서 70% 이상

의 증례에서 발현이 증가하 고, p16의 발현과도 통계적으로 의

미 있는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염증성 병변에서도 13예 모두

ki-67 발현이 낮아 자궁목 병변의 감별 진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정상에서도 기저층 및 방기저층에서 일부 발현

이 되고, 증식이 심한 염증성 및 반응성 병변에서는 Ki-67의 발

현이 높은 경우도 있어 진단적 유용성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로 p16 단백은 고등급 편평상피내병터와 침윤성

암에서 특이적으로 높게 발현되어, 자궁목의 미성숙편평화생, 위

축성자궁목상피, 재생되는 상피에 비정형성 변화가 동반되는 경

우 등 고등급 편평상피내병터와의 감별이 필요한 경우에 p16 면

역조직화학검사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저

No (%) of cases with p16 protein expression

No of 
cases

negative
focal 

positive
diffuse
positive

p 
value

p53
negative 48 15 (31) 11 (23) 22 (46) p<0.05
positive 6 0 (0) 0 (0) 6 (100)

Ki-67
negative 30 15 (50) 7 (23) 8 (27) p<0.05
positive 24 0 (0) 3 (13) 21 (87)

Table 2. Correlation between p16 protein and p53 protein or Ki-67
labeling index

Normal epithelium
or inflammation

n=13

LSIL
n=8

p 
value

HSIL
n=23

Invasive 
SCC
n=10

p16 p<0.05
diffuse positive 0 (0) 0 (0) 19 (83) 10 (100)
focal positive 0 (0) 6 (75) 4 (17) 0 (0)
negative 13 (100) 2 (25) 0 (0) 0 (0)

p53 p=0.06
positive 0 (0) 0 (0) 4 (17) 2 (20)
negative 13 (100) 8 (100) 19 (83) 8 (80)

Ki-67 p<0.05
positive 0 (0) 1 (13) 17 (74) 7 (70) 
negative 13 (100) 7 (87) 6 (26) 3 (30)

Table 1.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results of p16, p53 and
Ki-67 in cervical lesions

p16: negative, <5%; focal positive, 5-80%; diffuse positive, >80%.
p53: positive, >20%. Ki-67: positive, >20%.
LSIL, low grade squamous intraepithelial lesion; HSIL, high grade squa-
mous intraepithelial lesion; SCC, squamous cell carcinoma; Values are
number of cases (percen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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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편평상피내병터에서 p16의 발현이 미만성으로 발현되는 경

우, 고위험도 HPV 감염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환자에 한 더

철저한 추적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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