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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국소 진행성 유방암 환자에서 p21waf1/cip1과 p27의 발현과 예후와의 

관계

   

   유방암은 생물학적 특성이 매우 다양하여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도 

다양하다.  p21waf1/cip1과 p27은 세포 주기 조절에 관여하는 단백질로서 몇

몇 고형암에서 예후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p21waf1/cip1과 

p27은 이들 단백질의 존재 부위, 즉 핵에 존재하는지 세포질에 존재 하는

지에 따라 그 예후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들이 핵에 존재하는 경우는 예후

가 좋지만 세포질에 존재하는 경우는 예후가 불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이유는 p21waf1/cip1 또는 p27이 핵에 있는 경우는 CDKI (cyclin 

dependent kinase inhibitor)로 작용하여 세포 성장을 억제하지만 세포질

에 존재하는 경우는 항아포토시스 역할을 하여 세포 성장을 증가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에 저자들은 수술 전 항암요법을 시행 받은 50명의 국소 진

행성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면역조직화학염색을 통하여 p21waf1/cip1

과 p27발현 부위에 따른 항암제에 대한 반응성 및 예후와의 상관성을 조

사하였다. 진단 당시의 임상적 병기와 수술 전 항암요법 시행 후 수술 조

직에서의 병리학적 병기를 비교한 결과 p21waf1/cip1발현이 음성인 환자의 

75%, 발현이 핵인 환자의 54%, 발현이 세포질인 환자의 42%에서 항암

치료 후 병기가 감소되어 세포질에서의 발현이 항암치료에 대하여 저항성

이 있는 경향을 보였다(p=0.20). 2년 무병 생존율과 5년 생존율은 

p21waf1/cip1이 세포질에서 발현되는 환자에서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다 

(p=0.39)(p=0.19).  p27 발현 부위에 따른 항암치료 후 병기의 감소는 

큰 차이가 없었다(p=0.98). 하지만 p27의 발현이 세포질인 경우 발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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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과 음성인 경우보다 재발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p=0.19).  p27의 발

현이 음성, 핵, 세포질인 환자의  2년 무명 생존율은 각각 65%, 75%, 

28%로 p27 발현이 세포질인 환자의 2년 무병 생존율이 가장 나쁜 경향

을 보였으며(p=0.13), 5년 생존율도 p27의 발현이 음성, 핵, 세포질인 환

자에서 각각 68%, 50%, 24%로 p27 발현이 세포질인 환자에서 5년 생존

율이 불량한 경향을 보였다(p=0.83). 위의 결과를 보면  수술 전 항암치

료를 시행 받은 국소 진행성 유방암 환자에서 p21waf1/cip1 세포질 발현은 

항암치료에 대한 저항성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어 항암제에 대한 반응성의 

예측인자로서의 가능성을 시사하며,  p27의 세포질 발현 시 생존율이 감

소되는 경향을 보여 p27은 예후인자로서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핵심 되는 말 :국소 진행성 유방암, p21waf1/cip1, p27, 예후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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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 진행성 유방암 환자에서 p21waf1/cip1과 p27의 발현과 예후와의 

관계

지도교수 노 재 경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이 혜 란

I. 서론

   여성에서 가장 흔한 암 중의 하나인 유방암은 그 생물학적 성상의 범위

가 매우 넓고 다양하다. 유방암의 다양한 특성으로 인하여 여러 인자가 예

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병기를 제외한  

확실한 예후인자는 밝혀지지 않았다. 유방암에서 항암치료의 역할은 중요

한데 그 이유는 전이성 유방암환자에서 뿐만 아니라 유방암의 제거 후 보

조 항암요법으로 재발률을 낮추고 나아가서 생존율을 증가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방암에서  표준적인 치료로 불량한 예후가 예측되는 

환자에게 항암치료를 시행하는 기준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예측인자 또는 

예후인자의 확립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까지 유방암의 예후인자로는 침윤된 액와 림프절의 수와 조직학적 

특성이며,  이와 함께 유방암의 크기와 암의 분화 정도도 중요한 예후인자

로서 받아 들여 지고 있다. 그 밖에 나이와 에스트로겐 수용체 (ER)와 프

로게스테론 수용체 (PR)의 존재여부 및 HER-2/neu의 발현도 중요한 예

후인자로 알려져 있다1.  유방암에서  HER-2/neu는  몇몇 항암제에 대한 

반응의 예측인자로서의 가능성도 보고 되고 있다.2-6   

   p21waf1/cip1 과 p27은 cyclin dependent kinase inhibitor (CDKI)로서 세포 

주기에서 cyclin dependent kinase(CDK)/cyclin complex의 활성화를 억제하여 

세포 주기를 조절하는 단백질로 여러 고형암 및 혈액암의 예후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11 그렇지만 이 두 인자는 존재하는 장소에 따라 그 역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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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이 단백질이 핵에 존재하는 경우는 핵 내에 있

는 cyclin/cdk complex와 결합하여 CDKI로 작용하여 세포 성장 억제를 일으키지

만 세포질에 존재하는 경우는 항아포토시스역할을 하여 세포 성장을 오히려 증가

하게 한다고 알려져 있다.12  또한 Winters 등13의 연구에 의하면 p21waf1/cip1이 세

포질에서 발현되는 유방암은  p53의 높은 표현과 관련 되어 나쁜 예후를 보인다 

하였다. 

    이에 저자는 수술 전 infusional FAC 항암 요법을 시행 받은 국소 진행성 유

방암 환자에서 p21waf1/cip1과 p27의 발현 부위에 따른 항암제에 대한 반응율과 발

현 부위에 따른 재발률과 생존율의 상관관계를  조사함으로 p21waf1/cip1 과 p27가 

예측인자 및 예후인자로서의 효능성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1. 환자

   환자는 총 50명으로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

세 암센터에서 국소 진행성 침윤성 유방암으로 진단받고 수술 전 항암치료

를 시행 받은 환자들이다. 대상 환자의 나이 분포는 33세부터 69세 이었

다 (중앙값 46세).   대상 환자의 임상적 병기(AJCC, 6th edition)는  

IIb 6명, IIIa 35명, IIIb 9명이었다. 대상 환자 모두는 수술 전 항암요법

으로 infusional FAC (24시간정주 5-FU, adriamycin, 

cyclophosphamide)를 3주 간격으로 투여 받은 환자들 이었다(Table 1).  

항암요법 횟수의 중앙값은 3.8회(범위 2-13회)이었고, 중앙 추적기간은 

48개월(범위 16-102개월)로 50명 환자 모두에서 추적관찰이 완료되었

다.  50명의 환자 중  수술 조직은 49명에서 확보되었고, 진단 당시(항암

요법 시행 전)의 조직은 7명에서 확보되었으며, 그리고 다른 7명에서는 재

발 후의 조직이 확보되어 면역조직화학염색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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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linicopathological characteristics of patients

 CTx: Preoperative chemotherapy

2. 면역조직화학염색

   모든 파라핀 조직을 4um의 두께로 슬라이드를 만들었다. p21 waf1/cip1

 Characteristics  　No of patients(%)
Total patients     　50     
T-factor before CTx  
    T1                               10 (20)
    T2    31 (62)         
    T3      5  (10)
    T4a

N-factor before CTx

　 4  (8）  

    N0    4   (18)
    N1    25  (60)
    N2    21  (22)
Clinical Stage before CTx
    Ⅱb    6   (12)
    Ⅲa    35  (70)
    Ⅲb    9   (18) 
 ER Status
    (-)    29  (58) 
    (+)    18  (36)
    unknown    3   (6)
 PR Status
    (-)    37  (74)
    (+)    9   (18) 
    unknown    4   (8) 
c-erb B2
    (-)    8   (16)
    (+)    21  (42) 
    unknown    21  (42) 
 p53
    (-)    22  (44) 
    (+)    26  (52)
    unknown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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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조직화학염색은 마우스 단일클론 항체 187(Santacruz 

Biotechnology, Inc., Santa curuz, CA, USA)를  사용하였다. 

Biotylated goat anti-mouse IgG(DAKO, Glustrup, Denmark)를 이차 

항체로 사용하였다. 유방암 조직은 polylysine-coated glass 슬라이드에 

mount되고 56-60°C에서 10분간 탈 파라핀 시켰다. 조직은 연속적으로 

100%와 50% 에탄올에 담구어 다시 수분화 시켰다. 슬라이드를 물에 씻

어내고 0.3%과산화수소에서 30분간 보관 후 PBS/0.1% Tween-20로 한

번 세척하였다. 그리고 EDTA buffer 100ml에 슬라이드를 담근 후 항원

을 되살리기 위해 슬라이드를 전자 렌지에서 가열(800W, 2x4분)하였다. 

다시 슬라이드를 PBS/0.1% Tween-20에서 씻어낸 후 일차 항체의 적당

한 희석액 200μl를 넣고 실온에서 30-60분간 놓아두었다가 슬라이드에 

있는 일차 항체를 다시 PBS/0.1% Tween-20로 2번 씻어낸 후 이차 항

체와 30-60분간 반응시켰다. StreptABC Duet kit(DAKO, Glustrup, 

Denmark)가 p21waf1/cip1의 detection을 위해 사용되고 Tris buffered 

saline/biotylated strepavidin/HRP와 30분간 반응하게 하였다. 슬라이드

를 PBS/0.1%Tween-20로 1번 세척 후  3,3 diaminobenzidine으로 발

광시키고 mounting을 위해 hematoxylin으로 대조염색을 하였다. 

   p27kip1 면역조직화학염색은 마우스 단일클론 항체 1B4(Novocastra 

Laboratories Ltd., Newcastle upon Tyne, UK), p53은 

anti-Human-p53 마우스 단일클론 항체 (DO7, Novocastra, Newcastle 

upon Tyne, UK)를 사용하였고 나머지 염색법은 p21waf1/cip1과 같다.   

3. 면역조직화학염색의 평가

   면역조직화학염색은 광학 현미경 400x로 확대하여 2명의 병리 의사에 

의해 판독되었다.   p21waf1/cip1 또는 p27 표현이 10% 이상이면서 핵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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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한 된 경우는  핵에 염색된 것으로 규정하고, p21waf1/cip1 과 p27 표현이 

10% 이상이면서 핵과 세포질에 있거나 또는 세포질에만 있는 경우는 세

포질에 염색된 것으로 규정하였다. p21waf1/cip1 또는 p27 표현이 10% 이

하일 경우는 음성으로 해석하였다. p53도 10% 이상인 경우를 양성으로 

규정하였다.

4. 통계학적 분석

   환자의 임상적 인자 (나이, 종양 크기의 감소, 림프절 전이 정도의 감

소, 병기의 감소,  ER & PR 상태와 c-erbB2) 와 p21waf1/cip1과 p27 발

현사이의 상관성은  Chi-Square test,  Fisher's exact test, Spearman 

rank correlation으로 시행하였다. 생존분석은 log-rank test로 수행하였

으며  통계학적 유의성은 p 값 < 0.05 로 하였다. 

III. 결과

1. p21waf1/cip1의 발현 부위에 따른 수술 전 항암치료에 대한 반응율  

   수술 조직에서 시행한 면역조직화학염색 검사 상 p21waf1/cip1의 음성은 

전체의  27%(12예)이고 발현 부위가 핵인 경우는 25%(11예)이며 발현

이 세포질인 경우는 48%(21예)이었다 (Fig.1 A, B).  진단 당시의 임상

적 병기와 수술 전 항암요법 시행 후 수술 조직에서의 병리학적 병기를 비

교한 결과 발현이 음성인 환자의 75%, 발현이 핵인 환자의 54%, 발현이 

세포질인 환자의 42%에서 항암치료 후 병기가 감소되어 p21waf1/cip1 발현

이 세포질인 경우 항암제에 대하여 저항성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었다

(p=0.20). 또한 항암요법 후 종양의 크기는 p21waf1/cip1의 발현이 음성인 

경우의 83%, 핵인 경우의 54%, 세포질인 경우의 61%에서 각각 감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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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찰 되었다.(p=0.30). 림프절 전이 정도에서도 p21waf1/cip1의 표현 부

위가 음성인 경우의 50%, 핵인 경우의 36%, 세포질인 경우의 28%에서 

항암요법 후 림프절 전이 정도의 감소를 보였다 (p=0.47)(Table 2).  

2. p27의 발현 부위에 따른 수술 전 항암치료에 대한 반응율  

   수술 조직에서 시행한 면역조직화학염색 검사 상 p27의 표현이 음성은 

전체의 58%( 28예)이고 발현 부위가 핵인 경우는 27%(13예)이며 발현

이 세포질인 경우는 15%(7예)이었다 (Fig.1 C, D).  진단 당시의 임상적 

병기와 수술 전 항암요법 시행 후 수술 조직에서의 병리학적 병기를  비교

한 결과 발현이 음성인 환자의 57%, 발현이 핵인 환자의 53%, 발현이 세

포질인 환자의 57%에서 항암치료 후 병기가 감소됨이 관찰되었다 

(p=0.98). 또한 항암요법 후 종양의 크기는 p27의 발현이 음성인 경우 

71%, 핵인 경우 61%, 세포질인 경우 71%에서 각각 감소되었다

(p=0.81). 림프절 전이 정도의 감소도 p27 음성인 경우 46%, 핵인 경우 

15%, 세포질인 경우 42%에서 관찰되었다(p=0.15)(Table 2).  

Table 2. The effect of preoperative chemotherapy according to subcellular 

distribution of p21waf1/cip1 and p27.

(-):negative staining, N: positive nuclear staining, C: positive cytoplasmic  

     staining 

p21waf1/cip1 p27

(-)

(%)

N

(%)

C

(%)
p value

(-)

(%)

N

(%)

C

(%)
p value

n 12(27) 11(25) 21(48) 28(58) 13(27) 7(15)

Staging 
reduction 9 (75) 6 (54) 9 (42) 0.20 16(57) 7 (53) 4(57) 0.97

T reduction 10(83) 6 (54) 13(61) 0.30 20(71) 8 (61) 5(71) 0.81

N reduction 6 (50) 4 (36) 6 (28) 0.47 13(46) 2 (15) 3(42)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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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Fig. 1.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A) Nuclear expression of 

p21waf1/cip1 (x200) (B) Cytoplasmic expression of p21waf1/cip1 (x200) (C) 

Nuclear expression of p27 (x200) (D) Cytoplasmic expression of p27 

(x200) (E) Positive expression of p53 (x200) (F) Negative expression 

of p53 (x200)



- 10 -

3. p21waf1/cip1의 발현 부위에 따른 재발률, 무병 생존율, 생존율

   p21waf1/cip1발현 부위에 따른 각각의 재발률은 p21waf1/cip1이 음성인 환

자의 81% (11예 중 9예), 발현이 핵에 국한된 경우 90% (10예 중 9

예), 발현이 세포질에 있는 경우 61%(18예 중 11예)이었다 (p=0.55).  

p21waf1/cip1이 음성인 환자에서의 중앙 무병 생존기간은 26개월이었고 

p21waf1/cip1이 핵에서 양성인 환자의 중앙 무병 생존기간은 22개월이었으

며 p21waf1/cip1이 세포질에서 양성인 환자의 무병생존기간은 56개월 이었

다 (p=0.44). 2년 무병 생존율은 음성에서 54%, 핵 양성에서 40%, 세포

질 양성에서 72%로(p= 0.39) p21이 세포질에서 발현되는 경우 2년 무

병 생존율이 향상되는 경향이 있었다(Fig. 2A).  또한 중앙 생존기간은 

p21waf1/cip1 음성인 경우의 환자에서는 도달하지 않았고, 발현이 핵에 국한 

되어있는 경우는 67개월, 세포질에서 발현되는 경우는 78개월 이었고 

(p=0.60), 5년 생존율은 음성에서 55%, 핵 양성에서 50%, 세포질 양성

에서 62%로(p=0.19), p21waf1/cip1 이 세포질에서 양성인 환자의 생존율이 

향상되는 경향을 보였다 (Fig. 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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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relationship between p21 expression and survival. (A) 

Relapse-free survival according to subcellular distribution of 

p21waf1/cip1.(B) Overall survival according to subcellular distribution 

of p21waf1/cip1. Patients with p21 negativity and cytoplasmic 

expression tend to survive longer (p=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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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27의 발현 부위에 따른 재발률,  무병 생존율,  생존율 

   p27의 발현 부위에 따른 각각의 재발률은 p27이 음성 환자의 65% 

(23예 중 15예), 발현이 핵에 국한된 경우 75% (12예 중 9예), 발현이 

세포질에 있는 경우 85%(7예 중 6예)에서 재발 되어 p27 발현이 세포질

인 경우 재발이 잘 되는 경향이 있었다(p=0.19). 중앙 무병 생존기간은 

p27의 발현이 음성인 환자에서  65개월, 발현이 핵에 국한 된 경우에서 

28개월, 발현이 세포질에 있는 경우에서  21개월 (p= 0.13)이었고, 2년 

무병 생존율은 음성에서 65%, 핵 양성에서 75%, 세포질 양성에서 

28%(p= 0.13)로 p27이 세포질에서 발현되는 경우 2년 무병 생존율이 

감소되는 경향이 있었다(Fig. 3A). 중앙 생존기간을 보면 p27이  음성이

거나 발현이 핵에 국한 되어 있는 경우의 환자는 아직 중앙 생존기간에 도

달하지 않았고 p27이 세포질에서 양성인 경우의 환자에서는 37개월을 보

여 p27이 세포질에서 양성인 환자에서 중앙 생존 기간이 감소되는 경향이 

있었다(p= 0.33). 또한 5년 생존율에서도 음성에서 68%, 핵 양성에서 

50%, 세포질 양성에서 24%로(p=0.83) p27이 세포질에서 양성인 환자의 

생존율이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Fig. 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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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relationship between p27 expression and survival. (A) 

Relapse-free survival according to subcelluar distribution of p27. 

(B) Overall survival according to subcelluar distribution of p27. 

Patients with cytoplasmic p27 expression seem to have worst 

survival (p=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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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21waf1/cip1 p27 이 모두 세포질에서 발현되는 경우와 둘 중 하나만 세

포질에서 발현되는 경우, 둘 다 세포질에서 발현되지 않는 경우의 무병 생

존기간의 비교

   p21waf1/cip1 p27 이 모두 세포질에서 발현되는 환자의 중앙 무병 생존

기간은 20개월이었고, p21waf1/cip1 또는 p27 둘 중 하나만 세포질에서 발

현되는 경우의 중앙 무병 생존기간은 56개월이었으며, 둘 다 세포질에서 

발현되지 않는 경우의 중앙 무병 생존기간은 26개월로 p21waf1/cip1 와 p27  

모두 세포질에서 발현되는 경우 생존 기간이 가장 짧은 경향을 보였다

(p=0.79).

6. 진단 당시(항암요법시행 전)와 수술 전 항암요법 시행 후, 그리고 재발 

후의 조직에서의 p21waf1/cip1과 p27의 발현율의 비교

   진단 당시의 조직(7예)에서 p21waf1/cip1의 핵에서의 발현율은  29% (2

예) 세포질에서의 발현율은 71% (5예)이었고, 수술조직(44예)에서는 핵

에서의 발현율이 25%, 세포질에서 47% 이었고, 재발후의 조직(6예)에서

는 핵에서의 발현율이  33%, 세포질에서 50% 이었다. p21waf1/cip1세포질

의 발현율이 진단 당시 71%, 항암 치료 후 수술조직에서 47%, 재발후의 

조직에서 50%로 p21waf1/cip1세포질 발현율이 항암치료 시행 후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진단 당시의 조직(8예)에서 핵에서의 p27의 발현율은 

50% (4예), 세포질에서의 발현율은 없었고, 나머지 4예는 모두 음성이었

다. 수술조직(48예)에서는 핵에서의 p27 발현율이 27%, 세포질에서 14%

이었고, 재발후의 조직(7예)에서는 핵에서의 p27 발현율이  14%, 세포질

에서 14%이었다. p27의 핵에서의 발현율이 진단 당시 50%, 항암치료 후 

27%, 재발 시 14%로 항암제 투여 후와 재발 시에  감소되는 경향을 보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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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p21waf1/cip1, p27의 발현부위와 ER, PR, c-erbB2, p53와의 상관관계

   p21waf1/cip 및 p27의 발현부위와 ER, PR, c-erbB2의 양성유무와는 상

관관계가 없었으나 ER의 발현과  p53의 양성과의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는 경향을 보였다(p=0.053). 

8. 생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병리학적 인자 및 p21waf1/cip1과 p27의 단일

변량 분석결과

   연령, 호르몬 수용체 상태, c-erbB2, 병기, p21waf1/cip1, p27 등의 변수

가 무병생존과 관련된 독립적 예후인자로서 의의가 있는지 단일변량 분석

을 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독립적 예후 인자는 병기뿐 이었다 (Table 

3).

Table 3. Univariate analysis for relapse-free survival in patients 

with locally advanced breast cancer who had undergone 

neoadjuvant chemotherapy and surgery

 HR: Hormonal receptor status

  

  Factor                                    p value

  age < 50 vs > 50     0.23
  HR(+) vs (-) 0.09
  c-erb B2 (+) vs (-) 0.73
  stage IIb vs III 0.03

  p21waf1/cip1            　  0.4
  p27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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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유방암은 매우 진행이 빨라 치명적인 암종에서부터 10년-15년 이후에 전이 

병변으로 나타나는 비교적 느린 성장을 하는 암종까지 그 생물학적 성상의 범위가 

매우 넓다. 유방암에서도 재발률과 생존율은  병기에 의하여 좌우 되지만 유방암

의 다양한 특성으로 환자의 예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가 많다. 현재까지 유

방암에서 예후인자로서 가장 잘 받아 들여 지는 것은 암으로 침윤된 액와 림프절

의 수와 조직학적 특성이며,  이와 함께 유방암의 크기와 암의 분화 정도도 중요

한 예후인자로서 받아 들여 지고 있다. 그 밖에 나이와 에스트로겐 수용체 (ER)와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PR)의 존재 여부도 중요한 예후인자로 알려져 있다.1 성장

인자와 그 수용체에 관한 관심이 생기면서 HER-2/neu에 관한 연구가 집중되었

고, 그 결과로 HER-2/neu 가 유방암에서 유용한 예후인자로 받아 들여 지고 있

다.2-6 

    p21waf1/cip1은 세포 조절 주기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핵 단백질이다. 이 단백

질은 cyclin dependent kinases(CDK)의 공통적인 억제인자로서, G1/S phase 

checkpoint에서 세포주기를  직접적으로 정지시킨다.  p21waf1/cip1은 방사선 같은 

물질로 인한  유전자 손상 으로 부터 일어나는 p53 유발성 세포주기 정지를 매개

한다. 이런 정지는 유전자가 손상된 부위를 복구하거나 apoptosis 로 가는 과정에

서 중요하다.  또한 p21waf1/cip1은 p53 과 무관하게 유발 되어질 수 있다. BRCA1 

에 의해 매개되는 성장 정지도 p21waf1/cip1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transretinoic 

acid 나 성장인자 같은 것들에 의해 유발되는 분화도  p21waf1/cip1이 시작할 수 있

다. 게다가 p21waf1/cip1은 G2 phase 정지에도 관여되어 있다. 그래서 p21waf1/cip1은 

세포주기의 여러 과정에서 조절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며 암세포의 성장을 억

제 하고 있다.7,8   일본의 Shoji등8은  완전 절제한 병기 I기에서 IIIa 비소세포 폐

암에서 p21waf1/cip1이  중요한 예후인자라고 보고하여 폐암 이외의 여러 고형암에

서도 p21waf1/cip1이 예후인자로서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유방암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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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agala등9이 222명의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면역조직화학염색을 통한 

p21waf1/cip1의 표현과 예후와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p21waf1/cip1의 발현과 5년 생

존율에는 연관이 없지만  p21waf1/cip1/p53 표현형이 보조 항암요법으로 치료한 환

자에서 생존율과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혔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p21waf1/cip1- p53+표현형이 가장 나쁜 예후를 가지고 p21waf1/cip1+ p53-가 가장 

좋은 예후를 보여 p21waf1/cip1/p53 표현형이 보조 항암요법에 대한 반응과 관련이 

되어 있음을 제시하였다. Gӧhling 등의10 연구에 의하면 307명의 유방암 환자에서  

p21waf1/cip1은 32%가 양성이었으며, p21waf1/cip1 표현은 증가된 PCNA 표현과 관련

이 있었다. 림프절 전이가 없는 환자 군에서는 p21waf1/cip1이 종양의 크기와 증가된 

PCNA 표현과 관련이 있었고, 림프절 전이가 있는 환자군에서는 어떤 다른 예후인

자와도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아, 예후인자로서 p21waf1/cip1의 증명에 실패하였지만, 

p21waf1/cip이 PCNA 가 매개된 DNA 증폭 억제에 기능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

하였다.  Michels등11의 연구에 의하면 104명의 유방암 환자에서  Flow 

Cytometry와 면역조직화학염색으로 Ki-67, p53, cyclin A, p21waf1/cip1을  측정

한 결과 p21waf1/cip1이 유방암 환자의 예후인자로서 cyclin A,  S-phase와 함께 

무병 생존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p21waf1/cip1

단백질이 어디에 존재 하느냐에 따라 그 역할이 상반되는 것으로 밝혀 지고 있다.  

p21waf1/cip1이 핵에 국한되어 존재하는 경우는 세포 성장억제와 관련이 있지만, 이

것이 세포질에 있는 경우는 항아포토시스 기능을 가지고 있어 세포 성장을 증가시

킨다고 밝혀졌다.12    Winters 등13에 의하면 p21waf1/cip1이 세포질에 존재하는 경

우 p53의 높은 발현과 관련이 되었고 세포질에 존재하는 p21waf1/cip1과 cyclin B

는 나쁜 예후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최근 Weiss등14에 의하면 p21waf1/cip1에 대

한 antisense deoxynucleotide를 전이성 유방암이 이식된 쥐에 주입했을 경우 유

방암의 성장과 혈관 신생이 감소되어는데 이는  p21waf1/cip1의 항아포토시스 기능

을 억제 한 결과로 추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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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항암제에 대한 반응성을 예측할 수 있는 인자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

다. 하지만 HER-2/neu는  몇몇 항암제에 대한 반응의 예측인자로의 가능성이 보

고 되고 있다.2-6  HER-2/neu의 적은 발현은 cyclophosphamide 치료에 좋은 반

응을 보일 수 있다 하였으며, CALGB 연구에 의하면 HER-2/neu의 높은 발현을 

가진 암이 cyclophosphamide, adriamycin, 5-fluorouracil 등의 치료로부터 혜

택을 볼 수 있다고 하였다.2  NSABP 연구에서는 보조요법으로서 adriamycin 치

료를 받거나 받지 않은 환자를 대상으로 HER-2/neu와 항암제에 대한 반응성을 

연구하였는데 HER-2/neu가 음성인 환자 군에서는 adriamycin 투여 여부에 관계

없이 동일한 결과를 보였고, HER-2/neu가 양성인 환자 군에서는 adriamycin을 

받지 않은 환자의 예후가 더 불량하였다.3 본 연구의 대상도 수술 전 항암치료를 

iFAC 요법 (정주 5-FU, adriamycin,  cyclophosphamide)으로 여러 차례 시행 

받은 후 수술을 시행 받은 환자이다. 이들 환자에서  p21waf1/cip1의 발현 부위에 따

른 수술 전 항암치료에 대한 반응율을 진단당시의 임상적 병기와 항암요법 시행 

후 수술조직에서의 병리학적 병기에서 비교하였다. 항암치료 후 p21waf1/cip1발현이 

세포질인 환자에서 발현이 핵인 환자나 음성인 환자에 비해 병기의 감소가 저조한 

경향이 있는 것은(p=0.20), p21waf1/cip1의 세포질 발현이 항암제에 대한 저항성과 

관계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무병 생존기간및 생존기간, 그리고 2년 무

병 생존율 과 5년 생존율에서 p21waf1/cip1 세포질 양성 환자가 우세한 경향을 보였

다 (p=0.44). 이 사실은 역설적이지만 이 연구에서 항암제 사용 후 p21waf1/cip1의 

발현부위의 변화와 관련하여 생각해 보면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즉, p21waf1/cip1의 세포질에서의 발현율이 진단 당시와 항암 치료 후 각각 71%에

서 47%로 감소하였는데, 이것은  항암치료에 의해 항암제에 저항이 있는 세포들, 

즉, p21waf1/cip1 세포질 발현세포가 항암제 투여로 죽게 되어 수술 후 보조 항암요

법이 더 효과적이 되어 오히려 p21waf1/cip1이 세포질에서 발현 되는 환자의 생존기

간이 길어질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다. 또는 항암제 투여가 p21waf1/cip1을 세포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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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핵으로 이동시키거나 p21waf1/cip1을 세포질에서 제거하는 어떠한 신호 전달 체

계에 관여하여 항암제 투여 후 p21waf1/cip1의 발현부위가 변할 가능성도 추측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진단당시의 조직의 수가 적어 이에 대한 검증을 위

해 많은 수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p27은 p21waf1/cip1과 마찬가지로 세포 주기에서  cylin E/ cdk2 complex 에 

결합하여 그 활성화를 억제하여 세포의 성장을 조절하는 것으로 최근 여러 연구 

결과에 의하면  p27의 표현이 낮으면 예후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폐

암 환자에서의 연구를 보면 절제된 선암 환자에서 높은  cyclin E와 p27 의 표현

은 나쁜 예후를 보인다고 하였고15,  Hirabayashi등16도 조기 폐암에서 p27의 비

정상적 발현이  나쁜 예후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유방암에서의 연구를 살펴보면  

Anderson등17의 연구에서 p27의 낮은 표현이 유방암 환자에서  림프절 전이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 반면, Kouvaraski등18은 높은 p27 표현이 림프절 전이와  

관련이 있어 p27의 세포 주기 억제 역할을 거치지 않는 다른 기전이 관련되어 있

음을 시사해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다. p27도 정상적으로는 핵에 존재하지만 몇몇 

암에서는 세포질에서 발견이 된다. p21waf1/cip1과 마찬가지로 p27이 핵 내에 존재

하여야만 역시 핵 내에서만 존재하는 cyclin E/cdk2 complex 와 결합하여 세포 

성장을 억제하는데 이 단백질이 세포질에 있게 되면 이 단백질의 기능이 상실되어 

세포 성장 억제를 할 수 없게 된다.  본 연구에서 p27의 세포질 발현은  

p21waf1/cip1의 세포질 발현이 항암제에 대한 저항성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 것과

는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p27은 발현 부위에 따라 항암제에 대한 반응성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재발률에 있어서 p27이 음성인 환자나 핵에 양성인 환자

에 비해 세포질 발현이 있는 환자에서 재발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세포질

에서 p27이 발현되는 경우는 p27이 음성인 경우나 핵에 양성인 경우에 비해 중앙 

무병 생존기간 및 생존기간, 그리고 2년 무병 생존율 및 5년 생존율이 단축되는 

양상을 보여 p27의 세포질 발현이 나쁜 예후와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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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국소 진행성 유방암 환자로서 수술 전 보조요법을 시행 받은 환자에서 

p21waf1/cip1의 세포질에서의 발현은 항암치료에 대하여 저항성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어 항암제에 대한 반응성의 예측 인자로서의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p27은 세포

질 발현 시 높은 재발률을 갖는 경향이 있고 무병 생존기간 및 생존기간이 감소되

는 경향이 있어 p27 은  예후 인자로서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향후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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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ognostic significance of p21waf1/cip1 and p27 in locally advanced 

breast cancer patients 

Hye Ran Lee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Jae-Kyung Roh ) 

Breast cancers have heterogeneous characteristics that affect their 

prognosis. The presence of the cyclin dependent kinase inhibitors 

(CDKI) p21waf1/cip1 and p27 is related to the prognosis of some solid 

tumors and hematologic malignancies. Recent studies indicate that 

there is a strong correlation between the inhibition of cell growth and 

the presence of p21waf1/cip1 and p27 within the nucleus. It has been 

shown that p21waf1/cip1 and p27 can reside in the cytoplasm, where 

they play a role in protecting cells against apoptosis. Therefore, the 

cytoplasmic location of p21waf1/cip1 and p27 can indicate a poor 

prognosis. To investigate the value of p21waf1/cip1 and p27 as 

predictive and prognostic markers in breast cancer, we performed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with tissues from 50 patients who were 

diagnosed with locally advanced breast cancer and had undergone 

preoperative chemotherapy and surgery. We evaluate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response to preoperative chemotherapy, the progn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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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expression of p21waf1/cip1  and p27 in these patients. We 

observed down-staging in 75% of the p21waf1/cip1 negative patients, 

54% of the nuclear p21waf1/cip1 patients, and 42% of the cytoplasmic 

p21waf1/cip1 patients after neoadjuvant chemotherapy. This study 

shows that patients with the cytoplasmic p21waf1/cip1 may be less 

responsive to chemotherapy than other groups (p=0.20). 2-year 

disease free survival (DFS) and  5-year survival rates seemed to be 

increased in the cytoplasmic  p21waf1/cip1 group (p=0.39)(p=0.19). 

Down-staging after neoadjuvant chemotherapy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in three groups according to p27 expression (p=0.98). 

2-year DFS rates for the negative p27, the nuclear p27, and the 

cytoplasmic p27 were 65%, 75%, and 28%, respectively (p=0.13). 

5-year survival rates for the negative p27, the nuclear p27, and the 

cytoplasmic p27 were 68%, 50%, and 24%, respectively (p=0.83).  In 

conclusion, though i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re was an 

indication that patients with  the cytoplasmic p21waf1/cip1 are less 

responsive to chemotherapy than those with the nuclear p21waf1/cip1 

and the negative p21waf1/cip1.  Our study also shows that the 

cytoplasmic p27 patients tend to have the worst prognosis.  It may 

require further study to confirm these findings with a larger number 

of patients.

Key words: locally advanced breast cancer, p21waf1/cip1, p27, 

prognostic facto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