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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 조직에서 동시항암화학방사선치료의 반응
예측인자로서 p53, Bcl-2, Bax, Survivin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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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changes of the expression of apoptosis-regulating genes, p53, Bcl-2, Bax, and Survivin
in cervical cancer tissues during concurrent chemoradiotherapy (CCRT).
Methods: The expressions of apoptosis-regulating genes were evaluated in 14 patients with invasive squamous cell carcinoma of the cervix,
who underwent 6 cycles of CCRT using weekly cisplatin, with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and Western blot of p53, Bcl-2, Bax,
nd
th
Survivin. Specimens of the cervical carcinomas were obtained by punch biopsy before starting CCRT and just after 2 and 4 cycle of
weekly cisplatin. We analysed the results with clinicopathological factors of the patients.
Results: Among 14 patients, 2 (14.3%) patients did not respond to CCRT. In these 2 cases, p53 and Bax were not expressed before and
during therapy, while the expressions of Bcl-2 and Survivin were increased. Complete response and partial response were obtained in 11
cases (78.6%) and 1 case (7.1%), respectively. In this reponse group, Bcl-2 expressiondecreased seriallyduring the treatment, but the
expression ofother apoptosis-regulating genes showed no significant change. There was no correlation between the clinicopathological
prognostic factors and expressions of p53, Bcl-2, Bax, and Survivin.
Conclusion: In this preliminary study, we deduced that Bcl-2 expression might predict response of CCRT even before completing treatment.
In order to establish this possibility, a large scaled study should be needed in the future.
Key Words: Apoptosis, p53, Bcl-2, Bax, Survivin, Uterine cervical cancer, Concurrent chemoradiotherapy

서

론

자궁경부암과 같은 종양조직에서, 암세포의 증식 속도
의 차이는 다양한 임상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종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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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Various stimuli can result
in activation of the extrinsic and
intrinsic apoptosis pathways. Apoptosis can take place through two
pathways - one that is dependent
on the mitochondria and the
other, independent; intrinsic and
extrinsic pathways respectively.

발달과 성장은 세포고사 (apoptosis)의 변화, 면역기능의

비를 활성화시키고, caspase 9이 활성화된 후 caspase 3

장애, 세포의 조절되지 못한 증식의 결과로서 인식되어 왔

가 활성화됨으로써 일어난다 (Fig. 1).

으며, 최근에는 세포의 증식보다 세포사망의 억제가 암의

외인성 경로는 세포막에 존재하는 death receptor에 의

발생 및 성장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이 밝혀지면서 세

해 일어난다. 이는 세포가 치명적인 자극을 받은 후, cas-

포고사 과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바이러스

pase 8에 의한 세포고사 과정을 활성화시키며, caspase 3

감염 또는 세포손상에 의해서 유발되며, 유해한 세포의 제

와 caspase 10도 활성화시킨다. p53이 이러한 외인성 경로

거를 통해 조직의 항상성 유지와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 중

에 관여하는데, 이는 내인성 경로에도 조절자로서 작용하

요한 역할을 한다. 반면 세포고사의 차단은 암, 자가면역

여 Bcl-2 구성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질환, 신경변성 질환, 후천성 면역결핍증후군과 같은 다양

최근 밝혀진 유전자인 survivin은 독립 경로 에 속하는

한 질환에서 일어나며 특히 암 성장과정에서 중요한 역할

IAP (Inhibitor of Apoptosis) family이며, Bcl-2나 p53

1

을 한다.

과는 다른 과정을 통해 caspase 3, 7에 직접 작용하여, 세

세포고사는 계획된 세포사멸 (programmed cell death)

포고사를 억제함으로써 암의 발생과 증식에 중요한 역할을

로서 미토콘드리아 의존성인 내인성 경로 (intrinsic path-

하며, 항암제의 내성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유전자들이 종

way)과 비의존성인 외인성 경로 (extrinsic pathway), 그

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난 수년간 많은 연구들이 진행

리고 이에 속하지 않는 독립 경로 (independent pathway)

되어 왔으나, 자궁경부암의 치료과정 중 내성 발생에 대한

의 세 가지 경로로 나뉜다. 내인성 경로는 Bcl-2 구성원

예측 인자로의 역할이 분명히 입증되지 않았다.

(Bcl-2 family)이 중요한 조절자이며, 이는 death anta-

본 연구는 자궁경부암 환자 중 동시항암화학방사선치료

gonists (BCL2, BCLXL, BCLW, BFL1, MCL1)와 death

를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각 세포고사 과정이 어떻게 작

agonists (BAX, BAK, BOK, BCLXS, BAD, BID, BIK,

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외인성 경로를 대표하는 p53,

BMF, HRK, NOXA, BBC3)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러한 전

내인성 경로의 Bcl-2 구성원 중 Bcl-2와 Bax, 그리고 독

세포고사 구성원 (pro-apoptotic family)과 항 세포고사

립 경로의 대표격인 IAP 구성원 중 Survivin의 발현차이가

구성원 (anti-apoptotic family)의 비율이 세포고사 과정

항암제 치료 중, 내성의 발생과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보고

의 민감도를 결정하는데, 내인성 과정은 cytochrome C 분

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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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for P53, Survivin, Bcl-2, and
Bax protein in cervical carcinoma tissues. Bcl-2, Bax, and Survivin expressions were diffusely
localized in the cytoplasm of the
cells, and for P53 and Survivin
expressions were in the nucleus
of the neoplastic cells (×200).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2004년 6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아주대학교 병원에 내
원하여 침윤성 자궁경부 편평상피세포암으로 진단받고 동
시항암화학방사선요법을 시행받은 환자 1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치료 전에 한 차례만 각 유전자의 발현을 조사하는
것보다 치료과정 중에 각 유전자의 발현이 어떻게 변화하
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이 연구의 핵심이므로, 6차례의 항
암화학치료 과정에서 치료시작 전 (phase 1), 2차 항암화
학치료 직후 (phase 2), 4차 항암화학치료 직후 (phase 3),
모두 3차례 잔류암에 대한 질확대경조준하 생검을 시행하
Fig. 3. Western blotting of Survivin, Bcl-2, P53, and Bax
protein in cervical carcinoma tissues. Lanes 1-3 : examples of
nonresponder, Lanes 4-6 : examples of responder.

였다. 치료 종결 후에는 완전관해인 경우 잔류암이 없으므
로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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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DAKO, USA, 1:50), anti-Bcl-2 (Santa Cruz, USA, 1:
50), anti-Bax (Santa Cruz, USA, 1:50), anti-Survivin

1) 면역조직화학적 염색
파라핀에 포매된 조직을 3~4 μm 두께 절편으로 자르
고, 슬라이드에 고정하여 충분히 건조시켰으며, xylene 용
액에 세 차례 탈파라핀화 한 후, ethanol로 단계적 함수화
를 시켰다. 내인성 peroxidase의 활성을 억제하기 위해 3%

(R&D, USA, 1:500)와 incubation 하였다. 이를 TBST로
세척한 뒤 이차항체인 α-rabbit HRP (1:2000D in 1%
skin-TBST)와 실온에서 1시간 동안 incubation한 후 판
독하였다.

H2O2 용액에 10분간 처리하였으며, phosphated buffer

3) 임상병리학적 인자

solution (PBS)에 5분간 세척하였다. 조직절편을 일차항체
처리 30분 전에 10 mM citrate buffer 용액에 넣어 microwave oven에서 가열하였다. 이후 30~60분간 배양기에
서 일차항체와 함께 반응시켰다. 일차 항체는 monoclonal
mouse anti-p53 DO-1 (Santa Cruz, USA, 1:50)와

환자의 의무기록을 검토하여 자궁경부암의 병변의 크기,
종양항원 역가, 조직 유형, FIGO 병기, 림프절 전이 여부,
자궁방조직 침윤 여부, 치료 후 경과 등과 같은 임상병리학
적 소견과 예후인자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monoclonal mouse anti-Bcl-2 (Santa Cruz, USA, 1:

4) 통계처리

50) 및 monoclonal rabbit anti-Bax P-19 (Santa Cruz,
USA, 1:50), anti-Survivin (R&D, USA, 1:500)을 사용
하였다. DAB (Diamino benzidine)로 발색을 시키면서 현
미경으로 관찰하여 시간을 조절하였다. 조직절편은 hematoxylin으로 대조염색을 하였다. 염색을 마친 슬라이드는
탈수과정을 거쳐 봉입 후 판독하였다. 두 명의 조직병리학

통계처리는 Window용 SPSS (version 11.5) 프로그
2

램을 사용하였다. 범주 변수의 통계처리는 χ -test 및
Fisher s exact test를 사용하였으며, 연속 변수의 통계처
리는 Student t-test를 사용하였다. P-value가 0.05 이하
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자가 독립적으로 슬라이드를 현미경 관찰하여 합의된 소견

결

을 결과로 하였고, 5% 이상의 암세포가 면역염색 반응을
보이는 경우 양성으로 판정하였다.

과

1. 대상환자의 나이, 병기분포
대상환자의 연령은 32세에서 77세로 평균연령은 52.5세

2) Western blotting
자궁경부암 조직에서 얻은 세포들은 Tris-cl (pH 7.4)
50 mM, NP-40 (triton-X100) 1%, Na-deoxycholate

였다. 병기는 1기 3명 (21.4%), 2기 8명 (57.2%), 3기 3명
(21.4%)의 분포를 보였다.

0.25%, NaCl 150 mM, EDTA 1 mM, NaF 1 mM을 포함한
lysis buffer에 넣고, freshly added protease inhibitors

2. 연구 대상의 치료 결과

인 PMSF 1 mM, Aprotinin, leupeptin, pepstalin 1 μg/

연구 대상인 14명 모두 동시항암화학방사선요법을 시행

ml를 사용하였다. 14,000 g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고,

받았다. 항암화학요법으로는 매주 Cisplatin (40 mg/m2)

Laemmli buffer에서 5분간 가열한 뒤, 각 lane에 50 μg의

을 총 6차례 시행받았으며, 동시에 4,800~5,000 cGy의

단백질 추출물을 넣고, 13% SDS-PAGE를 100 V로 2시간

방사선치료를 병행하였다. 세계보건기구 (WHO) 기준을 사

동안 시행하였다. 이후 단백질을 microcellulose mem-

용하여, 완전관해 (complete response)와 부분관해 (par-

brane에 200 mA로 2시간 동안 transfer하였다. Mem-

tial response)의 경우를 반응군 (responder)으로 하였고,

brane은 2시간 동안 5% nonfat powdered milk, 200 mM

진행병변 (progressive disease)과 변화가 없는 경우를 무

NaCl, 0.5% Triton X-100, TBST를 포함한 blocking

반응군 (nonresponder)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olution에서 처리한 뒤, 4 에서 12시간 동안 anti-p53

치료 결과 완전관해를 보인 경우는 11예 (78.6%), 부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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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sponse rates of concurrent chemoradiation (CCRT)
Complete response

No.

%

11

78.6

Partial response

1

7.1

Stable disease

0

0.0

Progressive disease

2

14.3

14

100.0

Total

Table 2. Protein expressions according to the response of CCRT
phase 1 (%)
R
p53

9 (75.0)

phase 2 (%)
nR

0 (0.0)

R

phase 3 (%)
nR

R

8 (66.7)

0 (0.0)

11 (91.7)

nR
0 (0.0)

Survivin

10 (83.3)

2 (100.0)

8 (66.7)

2 (100.0)

10 (83.3)

2 (100.0)

Bcl-2

10 (83.3)

2 (100.0)

11 (91.7)

2 (100.0)

7 (58.3)

2 (100.0)

0 (0.0)

9 (75.0)

0 (0.0)

Bax

7 (58.3)

0 (0.0)

6 (50.0)

p<0.05
R: response. nR: no response
phase 1: pre-chemotherapy, phase 2: after 2nd chemotherapy, phase 3: after 4th chemotherapy.

해를 보인 경우는 1예 (7.1%), 암이 진행된 경우는 2예

양상을 보였다. 반면에 치료 무반응군에서는 phase 1, 2,

(14.3%)였다 (Table 1).

3에서 모두 Bcl-2 발현을 보여 100.0%의 발현률을 보였다
(Table 2).

3. p53, Bcl-2, Bax, Survivin 단백의 발현

Bax는 주로 세포질에서 발현되었으며, 치료 반응군 중

전체 14명의 자궁경부암 환자 중 치료에 반응을 보인 12
명의 환자들과 치료에 반응을 보이지 않은 2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료 전, 후 세포고사에 관계하는 유전자들의 발
현 양상을 면역조직화학염색과 Western blot을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p53은 주로 핵 부위에서 발현되었다. 치료에 반응군에
서 치료 전 (phase 1) 9예 (75.0%), 2번째 항암화학요법이
끝난 후 (phase 2) 8예 (66.7%), 4번째 항암화학요법이 끝
난 후 (phase 3) 11예 (91.7%)에서 발현이 관찰되었으나 치
료가 진행됨에 따른 발현 양상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치
료 무반응군 (2예)에서는 치료 전, 후 모두 p53이 발현되지

phase 1은 7예 (58.3%)에서, phase 2는 6예 (50.0%), phase 3는 9예 (75.0%)에서 발현되었는데, 치료가 진행됨에
따른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치료 무반응
군에서는 phase 1, 2, 3에서 모두 Bax가 발현되지 않았다.
Survivin은 핵과 세포질에서 모두 발현되었으며, 치료
반응군에서는 phase 1, 2, 3 각각에서 10예 (83.3%), 8예
(66.7%), 10예 (83.3%)에서 발현되어, 치료가 진행됨에 따
른 Survivin 발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치료 무반응군
에서는 Survivin이 치료 전, 후 모두에서 발현되었다.
4. p53, Bcl-2, Bax, Survivin 단백 발현과 예후 인자
와의 상관관계

않았다.
Bcl-2은 주로 세포질에서 발현되는데, 치료 반응군 중

자궁경부암 환자들의 임상병리학적 예후인자인 병변의

10예 (83.3%)가 phase 1에서 발현되었으며, phase 2,

크기, 림프절 전이 여부, 자궁방조직 침윤 여부, FIGO 병

phase 3에서는 각각 11예 (91.7%), 7예 (58.3%)에서 발현

기와 p53, Bcl-2, Bax, Survivin 발현과의 상관관계를 비

을 나타내어, 치료가 진행됨에 따라 점차 발현이 감소되는

교 분석해 보았을 때, 모든 변수들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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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rrelations between protein expressions and risk factors
p53

Risk factor

Survivin

Bcl-2

Bax

Total

+

－

+

－

+

－

+

－

≥4 cm

5

3

6

2

6

2

3

5

8

< 4 cm

4

2

6

0

6

0

4

2

6

+

6

2

7

1

6

2

4

4

8

－

3

3

5

1

6

0

3

3

6

+

2

3

4

1

3

1

3

2

5

－

7

2

8

1

9

1

4

5

9

Ⅰ-Ⅱ

7

4

9

2

10

1

5

6

11

Ⅲ-Ⅳ

2

1

3

0

2

1

2

1

3

9

5

12

2

12

2

7

7

14

Lesion size

LN mets.

LVSI

Stage

Total

P=NS
LN mets.: lymph node metastasis, LVSI: lymphovascular space invasion

4

없었다 (Table 3).

게 높은 결과를 보였다는 보고가 있다. 본 연구에서도 동
시항암화학방사선치료가 진행됨에 따른 Bcl-2 발현을 비

고

교하였을 때, 치료 반응군에서는 점차 Bcl-2 발현이 감소

찰

한 반면, 치료 무반응군에서는 치료 진행과 무관하게 강하
자궁경부암의 동시항암화학방사선요법의 치료효과를 예
측하는데 있어 세포고사 과정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발현되어 치료 중에 항암화학치료의 내성을 미리 예측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지 연구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경로 즉, 외인성 경로와 내인

Bcl-2와 반대 작용을 하는 유전자 중 하나인 Bax는 세

성 경로, 그리고 독립 경로를 모두 조사하여야 할 것이며,

포고사를 촉진시키고 Bcl-2의 항 세포고사 작용을 방해한

이들 경로의 대표격인 p53과 Bcl-2, Bax, Survivin 유전

다. 많은 암종에서 Bax 발현은 더 좋은 예후와 관련이 있

자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Bcl-2는 18번

다는 연구들이 보고되었다.

염색체의 장완에 위치하는 종양유전자로, 세포고사를 억제

Bax 발현이 의미있는 결과를 보이지 않으며, Bax와 다른

함으로써 세포의 수명을 연장시켜 암화 과정에 관여하는

임상 인자 또는 다른 종양 유전자 발현과 관련성이 없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자궁경부암에서도 전체 생존률에

Bcl-2와 Bax 발현 비율에 의해 세포고사가 조절된다고 하

2,3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적인 예후 인자로 작용한다.

5

6-8

그러나 자궁경부암에서는

9

였다.

그러나 Bcl-2의 과발현이 있는 경우에 예후가 더 좋다는

일반적으로 Bcl-2의 과발현은 세포의 증식이나 발달을

연구도 보고됨에 따라 Bcl-2 이외에 세포고사를 조절하는

촉진시키는 작용 없이 세포고사를 억제하며, Bax의 과발

여러 경로가 존재할 것으로 주장되고 있다. Bcl-2는 항암

현은 세포고사를 촉진시키고 Bcl-2의 항 세포고사 작용을

화학요법에 의한 세포고사의 유도를 저해함으로써 치료를

방해한다. 본 연구에서 보면 치료 무반응군에서는 Bax가

방해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Bcl-2의 발현이 선행화학요법

발현되지 않아 Bax의 발현이 세포고사의 촉진과 관련있다

에 대한 치료 무반응군에서 치료 반응군에 비하여 의미 있

고는 할 수 있으나, 치료 반응군에서 치료가 진행됨에 따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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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x 발현에 일정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은 것을 보면, 항암

regulate) 시키며 Bcl-2를 하향조절 (downregulate) 함으

화학치료에 있어 Bax 단독으로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로써 Bax에 의한 세포사망을 유도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힘들다고 사료된다. Bax와 Bcl-2 발현과의 치료 결과에

연구들에서 Bcl-2, Bax, Bcl-2/Bax발현 비율 그리고 p53

대한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환자를 대

발현 사이의 연관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세포고

상으로 한 추가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사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의 상호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향후

p53 유전자의 돌연변이는 사람의 암에서 볼 수 있는 가
장 흔한 유전자 이상 중의 하나이다. 야생형 (wild type)

19

더 합리적인 암치료에 중요한 기본 지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p53은 DNA 손상여부를 확인하여 DNA 손상이 있는 세포

세포고사를 억제하여 종양의 성장을 촉진하는 물질 중

를 G1기에서 세포주기를 정지시켜 DNA 보수를 유도하고,

하나인 IAP (Inhibitor of Apoptosis) 유전자 중에서 가장

10

20

보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세포고사를 일으키지만, 돌연

최근 Survivin이 발견되었다. Survivin은 두 개의 mon-

변이형 (mutant type) p53은 이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없어

omer가 공유결합으로 연결된 구조로, 세포주기의 G2/M주

세포의 DNA가 손상되더라도 세포고사를 유도하지 못한다.

기에서 세포고사의 유발을 억제하며, 여러 종류의 암에서

자궁경부암의 경우 인유두종 바이러스 (특히 HPV 16,

21

불량한 예후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제시되고 있다.

18) 감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Survivin이 작용하는 경로는 caspase 3, 7 등에 직접적으

야생형 p53은 인유두종 바이러스의 E6 단백질과 복합체를

로 작용하여 세포고사를 억제하고, 암세포의 성장을 도우

11

형성하여 그 기능이 빠르게 소실되어, p53 유전자의 돌연

며, 항암치료에 반응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변이와 함께 자궁경부암 발생과정과 암의 진행에 관여하는

있는데 이 과정은 지금까지 설명한 세포고사의 내인성과

것으로 알려져 있다. p53 발현의 증가는 p53 유전자의 돌

정, 외인성과정과는 별개의 경로로 인식되고 있다. 저자들

연변이 단백의 안정성에 기인하므로, p53 단백의 발현은

은 이미 자궁경부암에서는 정상조직보다 상피내종양과 자

p53 돌연변이에 따른 결과라고 해석된다. 그러나 자궁경부

궁경부암 조직에서 Survivin의 발현이 유의하게 증가하며,

암에서 면역조직화학적 방법에 의한 p53의 과발현은 p53

Survivin의 발현이 증가할수록 생존률이 떨어짐을 보고한

의 항체가 DNA 손상을 수리하는데 필요한 정상적인 야생

바 있다.

22

본 연구에서, Survivin은 치료 반응군에서는 치료가 진

형 p53을 높은 농도로 인지하는데 따른 위양성 발현으로,
12-15

따라서 면역

행됨에 따른 발현에 차이가 없었으나, 치료 무반응군의 경

조직화학적 염색상 p53의 과발현이 있는 경우, p53 유전자

우 2명 모두에서 발현되었다. 이는 위암, 췌장암에서의 연

의 돌연변이에 의해 항암화학요법제에 대한 반응성이 나쁘

구결과처럼 survivin이 항암화학치료에 대한 내성을 예측

p53 유전자의 돌연변이와 연관성이 없다.

16,17

다는 보고가 있는 반면,

항암화학요법 치료의 반응군에

하는 지표로 이용될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서 p53의 과발현 및 세포고사가 많이 관찰된다는 연구도
18

결론적으로,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동시항암화학방사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항암화학요법의 치료 반응군에서는

선 요법이 진행됨에 따라 치료 반응군에서는 Bcl-2 발현

치료가 진행됨에 따른 p53 발현에는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이 감소되며, 치료 무반응군에서는 Bcl-2와 Survivin이

없었으며, 치료 무반응군의 경우에는 치료 전 후에 모두 발

지속적으로 과발현되는 일차 결과를 얻어, 이 유전자들의

현되지 않았는데 이 경우 대상이 2예밖에 되지 않으므로

발현에 관한 추가 연구가 자궁경부암 환자에 있어 항암화

통계적인 의미를 두기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p53은

학방사선요법의 치료 효과를 예측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Bcl-2/Bax 비율을 변화시켜 Bax 유전자를 상향조절 (up-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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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민 조현이 강재성 자궁경부암에서 복
합선행화학요법의 예측인자로서
유전자 발현 및
의 유용성에 대한
연구 대한산부회지

= 국문초록 =
목적: 자궁경부암 환자에서 동시항암화학방사선요법 시, 치료 반응에 따른 세포고사 조절 유전자들인 p53, Bcl-2, Bax, Survivin
의 발현 양상의 변화를 분석하여 치료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를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아주대병원 산부인과에서 침윤성 자궁경부암으로 진단 후, weekly cisplatin (40 mg/m2)을 이용한 동시항암화학방사
선요법을 받은 환자 14명을 대상으로 하여 치료 시작 전과 2번째, 4번째 항암화학요법 후, 총 3회의 자궁경부 조직생검을
시행하였다. 각 자궁경부 생검 조직에서 면역화학염색과 Western blotting을 시행하고 이들 자궁경부암 조직에서 세포고사
조절 유전자들의 발현 양상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각 환자의 임상병리학적 예후인자들과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 동시항암화학방사선요법에 반응이 없는 치료 무반응군은 2예 (14.3%)였으며, 이 군에서 p53과 Bax 발현은 치료 전과
치료 중 모두에서 관찰되지 않았으나 Bcl-2와 Survivin은 모두 강한 발현을 보였다. 한편, 완전관해 또는 부분관해를 보인
치료 반응군은 각각 11예 (78.6%), 1예 (7.1%)였으며, 이 군에서 세포고사 조절 유전자 중 Bcl-2 발현은 치료가 진행됨에 따라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다른 단백의 발현은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임상병리학적 예후인자들과 면역조직화학적
염색 결과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p53, Bcl-2, Bax, Survivin 발현의 변화와 예후인자들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결론: 본 예비 연구 결과에 따르면, Bcl-2 발현이 동시항암화학방사선요법의 치료 반응을 치료 종결 전에 미리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가능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환자
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중심단어: 세포고사, P53, Bcl-2, Bax, Survivin, 자궁경부암, 동시항암화학방사선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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