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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The most important feature distinguishing intraductal papilloma (IDP) from
papillary carcinoma is the presence of uniform myoepithelial cells (MECs) within the lesion.
Methods : Immunohistochemistry (IHC) for calponin, smooth muscle myosin heavy chain
(SMMHC), cytokeratin 34 E12, and p53 were performed on 37 IDP, 4 intraductal papillary
carcinomas (IDPCA), 5 microinvasive papillary carcinomas, and 5 invasive papillary carcino-
mas (IPCA), respectively. Results : The mean age of the patients was 43 (43.3±11.6)
years. Cytokeratin 34 E12 was expressed in epithelial cells (84%) as well as in MECs
(23%) of IDP. The expression of SMMHC was significantly reduced in the intraductal and
invasive papillary carcinoma (p=0.001). The expression of calponin was also significantly
reduced (p<0.001) as IDP 95%, IDPCA 76%, microinvasive papillary carcinoma 39%, and
IPCA 8%, respectively. p53 over-expression was noted in 3 (one IDP and two IPCA) of 51
cases. Conclusions : Because MECs were significantly reduced with malignant progres-
sion, calponin and SMMHC were very useful markers for differentiating between benign and
malignancy in the papillary neoplasm. Calponin was more sensitive than SMMHC and was
an excellent ancillary test for assessing MECs and for detecting microinvasion.

Key Words : Thymus gland, Neoplasms, Immunohistochemistry, World Health Organization,
Histological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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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의 유두모양 종양에서 Calponin, Smooth Muscle Myosin,

Cytokeratin 34 E12 및 p53에 한 면역조직화학 연구

서 론

유방의 유두모양 종양은 관내 유두종, 관내유두암종과 침습성

유두암종을 포함하는 병변인데, 이 중 유두암종은 전체 유방암

종의 0.5-2%에 해당하는 비교적 드문 종양이다.1,2 그리고 유두

모양 종양은 조직학적으로 섬유혈관 핵심을 가지는 수지상 병변

으로서 양성과 악성의 감별이 중요하다.

현재 관내 유두종을 유두암종과 감별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는

병변 내에 균일한 정도의 근상피세포층이 존재하는가 하는 것이

다.3 근상피세포층의 소실은 악성 종양을 시사하는 소견이지만

근상피세포층이 소수 남아 있다고 해서 유두암종을 완전히 배제

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유두암종에서도 소수의 근상피세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4 따라서 관내 유두종과 유두암종을 감별함

에 있어 어느 정도의 근상피세포가 존재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다. 그러나 근상피세포를 정량하기란 쉽지 않을

뿐더러 이에 한 연구도 미비한 상태이다. 게다가 조직학적으

로 근상피세포의 존재 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간혹 있

어 면역조직화학 염색과 같은 보조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진단하

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근상피세포에 한 많은 항체들, 즉

S-100 단백, smooth muscle actin,5 specific cytokeratin,6

muscle-specific actin 등이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이런 항체들

중 가장 유용하다고 알려진 smooth muscle actin도 근섬유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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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와 교차반응을 할 뿐만 아니라 침습성 암종의 결합조직형성

(desmoplstic)의 근섬유모세포와도 교차반응을 보여 다소 특이

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최근 보고되고 있다.7,8 이에 저자들은 위

에서 언급한 면역 염색 외에 새로 개발된 calponin과 smooth

muscle myosin heavy chain (SMMHC)과 같은 항체가 유방

의 유두모양 종양에서 양성 및 악성의 감별진단에 도움이 되는

지를 알아보고자 하 다. Calponin은 34kDa의 폴리펩티드로

actin과 tropomyosin과 반응하며, SMMHC는 hexameric

myosin 폴리펩티드로 근상피세포의 평활근 기관에 좀더 특이적

인 반응을 하는 항체이다.

Cytokeratin 34 E12 (high molecular weight cytokeratin,

HMWCK)가 관내증식에서는 100% 발현되지만 비정형 상피

증식과 관내암종에서는 면역 발현이 80%와 0%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한다.9 이와 더불어 최근에 비정형 상피 증식을 동

반한 유방의 관내 유두종이 가지는 임상적 의의에 관한 연구도

행해지고 있다.10,11 하지만 아직까지는 유두모양 종양에서의 상

피 증식이 암화과정에서 가지는 의의는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

다. 따라서 cytokeratin 34 E12의 발현 빈도와 양상을 알아봄

으로써 유두모양 종양의 암화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으로 생각하 다.

p53 종양억제 유전자의 돌연변이는 인간의 악성 종양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흔한 유전자 이상이며 또한 유방암에도 자주 동반

된다. 유방암에서 야생형 p53에 한 양성률은 10%,12 25.2%,13

37%로14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지만, 유방암에서의 p53 발현 유

무는 환자의 불량한 예후를 시사하는 여러 인자들과 접한 관

련을 보이므로 치료방침을 결정하는 데 유용하다.15 1994년에

O'Malley 등12은 17예의 낭내 유두모양 암종에서 p53이 발현되

지 않았다고 보고하 지만, 유두모양 종양의 암화과정에서도

p53이 관여하리라 보고 p53의 발현 빈도도 함께 조사하 다.

미세침습성 유두암종은 그 증례가 적고 임상적 의의를 가지는

일관된 진단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지만, 이 암종이 관내유두

암종에서 침습성 유두암종으로 진행하여 가는 중간 단계로 생각

되어 유두모양 종양의 암화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

로 생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따로 분류하 다. 

재료와 방법

1991년에서 1998년까지 서울 학교병원 병리과에 의뢰된 유

방의 종괴 조직 중 유두모양 종양으로 진단되고 그 중 면역 염

색이 가능한 예들만을 그 상으로 하 다.

HE 슬라이드로 조직학적 검색을 하여 관내 유두종, 관내유

두암종, 미세침습성 유두암종 및 침습성 유두암종으로 분류하

다. Tavassoli의 진단 기준에 따라 침윤소가 한 군데일 경우 직

경 2 mm 이하, 세 군데 이하일 경우 직경 1 mm 이하인 경우

에 미세침습성 유두암종으로 진단하 다.3 2 mm를 기준으로

한 것은 생체에서 종양세포가 혈관 없이 수동적 확산(passive

diffusion)에 의해 자랄 수 있는 한계가 2 mm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일차 항체로는 생쥐의 단세포군 항체인 p53

(DAKO, Carpinteria, U.S.A.), anti-human calponin

(DAKO, Carpinteria, U.S.A.), anti-human smooth muscle

myosin heavy chain (SMMS-1, DAKO, Carpinteria,

U.S.A.), anti-human cytokeratin, high molecular weight

(cytokeratin 34 E12, DAKO, Carpinteria, U.S.A.)를 사용하

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면역 염색을 시행하 다. 먼저 10%

중성 완충 포르말린에 고정한 후 제작된 파라핀 포매 조직을 4

m 두께로 박절하여 크실렌과 알코올로 탈파라핀과 함수시킨

후 절편을 15분간 3% 과산화수소수에 담가 내인성 과산화 효

소의 작용을 차단시켰다. Phosphate-buffered saline (PBS)으

로 10분간 수세한 후 차단혈청에 1시간 작용시켜 비특이성 단백

의 염색을 차단하 다. 절편을 PBS로 세척한 후 일차 항체

SMMHC (1:800), cytokeratin 34 E12 (1:100), calponin

(1:200), p53 (1:100)을 이용하여 실온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

킨 후 PBS로 3차례 수세하 다. Biotin과 결합된 이차 항체를

떨어뜨려 실온에서 10분간 반응시킨 후 다시 PBS로 수세하고

실온에서 1시간 동안 horseradish peroxidase linked strepta-

vidin (DAKO, LSAB kit)과 반응시켰다. Diaminobenzidine

(Sigma, St. Louis, MO, U.S.A.)으로 5-10분간 발색시킨 다음

흐르는 물에 수세하고 Meyer hematoxylin으로 조염색 한 후

봉입하 다. 면역 염색의 판독은 calponin 및 SMMHC이 종양

내 세포 중 HE 염색에서 근섬유세포로 인정되는 세포에 염색

된 것만을 양성으로 판정하 다. 염색 강도는 그 정도에 따라

강양성, 양성, 약양성으로 판단하 고 염색되는 양상에 따라 연

속성으로 염색이 될 때와 불연속성으로 염색이 될 때로 나누었

으며, 종양 내의 근상피세포 중 염색이 된 세포의 핵을 고배율

시야(×400)에서 세어 종양 세포 수에 한 백분율로 나타내었

다. 또한 cytokeratin 34 E12는 염색되는 세포의 종류에 따라

근상피세포 및 상피세포 모두에 염색이 되는 경우, 상피세포와

근상피세포 각각에 염색되는 경우, 염색되는 세포가 없는 경우

로 나누어 검색하 다. 그리고 면역 염색의 정량과 염색 강도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 다.

p53은 10% 이상의 종양 세포의 핵에 염색된 증례만을 양성

으로 판정하여 양성과 음성으로 분류하 다. 그리고 또한 종양

세포의 핵에 양성인 수를 세어 종양세포에 한 백분율로 나타

내어 발현 빈도도 알아보았다.

통계학적 분석은 SPSS 9.0 (SPSS Inc. Chicago, Illinois,

U.S.A.)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 다. 조직학적 진단에서의

p53 양성군과 음성군과의 관계는 Mantel-Haenszel 2 test로

하 고, 각각의 조직학적 유형들과 p53, cytokeratin 34 E12,

calponin 및 SMMHC의 발현 빈도와의 관계는 ANOVA

(analysis of variance)로 하 다. p값이 0.05 미만인 것을 의의

있는 것으로 판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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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유방의 유두모양 종양 51예들은 관내 유두종이 37예(72.5%),

관내유두암종이 4예(7.8%), 미세침습성 유두암종이 5예(9.8%),

침습성 유두암종이 5예(9.8%)로 구성되며 모두 4군으로 분류되

었다. 환자들의 평균 연령은 43.3세(32세-54세) 으며 성별은

모두 여성이었다. 관내 유두종 37예 중 7예에서 부분적인 상피

세포 증식이 관찰되었지만 면역 염색에서 관내 유두종과 분리할

만한 통계적인 의의가 없어 재분류하지 않았다.

Cytokeratin 34 E12의 발현 빈도, 분포 및 강도를 살펴보면,

정상 유방의 관 상피세포에는 연속적으로 중등도로 염색이 되지

만(Fig. 1A) 관내 유두종에서는 다발적으로 염색이 되었으며

(Fig. 1B) 염색되는 세포도 62.7%의 증례에서는 종양의 상피

세포에 21.6%는 상피 세포와 근상피세포에, 2%에서는 근상피

Fig. 1. By cytokeratin 34 E12 immunostaining, normal ductal epithelial cells are well demonstrated (A), while both myoepithelial and
epithelial cells within the papilloma are multifocally stained (B). Smooth muscle myosin heavy chain is expressed in normal myoepithelial
cells (C). Calponin is the more strongly expressed in normal myoepithelial cells (D).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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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에 양성이었다. 13.7%의 증례에서는 염색되는 세포가 없었

다. 면역 강도는 상피세포에서는 세포질에 강양성으로 염색되었

고 근상피세포에서는 세포질에 약양성을 보 다. 그리고 조직학

적 유형에 따른 cytokeratin 34 E12의 발현 빈도가 관내 유두

종은 34%, 관내유두암종은 13%, 미세침습성 유두암종은 9%,

침습성 암종은 6%로 감소하는 양상이었다(Table 1).

SMMHC의 발현 빈도, 양상 및 강도를 살펴보았을 때, 정상

유방의 관 근상피세포에 연속적으로 중등도의 강도로 염색이 되

었다(Fig 1C). 또한 Calponin의 발현 빈도, 양상 및 강도를 보

면, 정상 유방의 근상피세포에 강양성으로 연속적으로 염색이

되었다(Fig. 1D). 유두모양 종양에서의 SMMHC의 발현 빈도

는 관내 유두종(54%), 관내유두암종(21%), 미세침습성 유두

암종(18%), 침습성 유두암종(1%)으로, 종양이 악성으로 진행

할수록 감소하 다(Table 1). 한편 calponin의 면역 발현 또한

관내 유두종(95%), 관내유두암종(76%), 미세침습성 유두암종

(39%), 침습성 유두암종(8%)으로 진행할수록 유의하게 감소

하 다(Table 1). 그리고 관내 유두종에서는 근상피세포에

한 SMMHC의 민감도가 calponin에 비해 낮았다(Fig. 2A, B).

SMMHC의 염색 강도는 관내 유두종에서는 중등도로 정상 유

방과 같았고 암종에서는 약양성을 보 다. 또한 침습성 유두암

종이 관내 유두종보다 유의하게(p=0.002) 근상피세포층이 불

연속적으로 염색되거나 염색되지 않았다. 따라서 관내 유두종과

침습성 유두암종은 SMMHC의 발현 빈도와 발현 양상에서 유

의하게 차이가 났다. 하지만 관내유두암종의 경우 SMMHC는

근상피세포층이 잘 발현되지 않아 미세침습을 관찰하는 데 도움

이 되지 않았다(Fig. 2C). 하지만 calponin은 관내유두종내 모

든 근상피세포에서 강양성으로 발현하 고 관내유두암종인 경우

는 관내 종괴의 근상피세포가 소실되어 발현되지 않는 반면, 관

자체의 근상피세포는 내강의 종괴로 인해 압박되어 다소 불연속

적으로 염색되지만 근상피세포층이 비교적 잘 유지되어 있었다

(Fig. 2D). 반면 미세침습성 암종인 경우는 관 자체의 근상피세

포도 소실되었으며, 침습성 유두암종의 경우에는 calponin에 발

현하는 근상피세포는 암종 내에 거의 없었다. 따라서 calponin

은 면역 염색의 연속성이나 발현 빈도에서 각 조직학적 유형마

다 유의하게 차이가 났다(Table 2).

마지막으로 p53의 발현을 보면, 증례의 72.5%에서 종양 세포

의 핵에 양성이었다. 하지만 p53이 발현된 증례의 부분인

94%가 종양 세포의 5% 미만에서 약양성을 보인 반면 증례의

6%만이 종양 세포의 10% 이상에서 양성률을 보 는데(Table

3), 각각은 2예의 침습성 유두암종(90% and 11%)과 1예의 관

내유두종(40%)이었다(Fig. 3). 한편 침습성 유두암종인 경우는

다른 조직학적 진단들에 비해 면역 발현 빈도가 유의하게 증가

하 다(ANOVA, p<0.05). 그리고 소수의 관내 유두종에서도

상피세포뿐만 아니라 근상피세포도 p53이 국소적으로 약양성을

보 다(Fig. 3B).

고 찰

본 연구에서는 유방의 유두모양 종양의 경우 양성과 악성의

감별이 어려운 경우 근상피세포에 발현하는 SMMHC과

calponin이 진단하는 데 보조적인 도움을 주었고, 특히 calponin

은 유두암종 중에서도 미세침습성 유두암종과 관내유두암종 간

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미세침습을 인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면역 항체임을 알 수 있었다. 게다가 유방암종의 크기가 2 cm

이하의 경우 조기 미세침습이 림프절 전이의 중요한 표지자가

되므로,16 미세침습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유두모양

종양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관내암종에서도 미세침습을 인지

IDP: intraductal papilloma, IDPCA: intraductal papillary carcinoma, Mic
PCA: microinvasive papillary carcinoma, Inv PCA: invasive papillary
carcinoma, SMMHC: smooth muscle myosin heavy chain.

Mean±SD (%) IDP IDPCA Mic PCA Inv PCA p value

Cytokeratin 
34.6±31.1 13.2±24.5 9±7.4 6±8.9 p<0.0534 E12

SMMHC 54.4±32.8 21.3±39.2 18±29.5 1±2.2 p<0.005
Calponin 95±10.8 76.2±20.5 39±46.6 8±15.2 p<0.001
p53 1.9±6.6 0.23±0.45 0.45±0.5 20.6±39 p<0.05

Table 1. Immunohistochemical results of calponin, smooth
muscle myosin heavy chain, p53, and cytokeratin 34 E12
according to the histologic diagnosis of papillary neoplasms of
breast

IDP: intraductal papilloma, IDPCA: intraductal papillary carcinoma, Mic
PCA: microinvasive papillary carcinoma, Inv PCA: invasive papillary
carcinoma, SMMHC: smooth muscle myosin heavy chain.

Calponin
continuity IDP IDPCA Mic PCA Inv PCA total

Absent 0 (0%) 0 (0%) 1 (2.0%) 3 (5.9%) 4 (7.8%)
Discontinuous 0 (0%) 2 (3.9%) 3 (5.9%) 1 (2.0%) 6 (11.8%)
Continuous 37 (72.5%) 2 (3.9%) 1 (2.0%) 1 (2.0%) 41 (80.4%)
Total 37 (72.5%) 4 (7.8%) 5 (9.9%) 5 (9.8%) 51 (100%)

Table 2. The immunohistochemical pattern of calponin accord-
ing to the histologic diagnosis of papillary neoplasms

p=0.013 ( Mantel-Haenszel 2 test), Positive*: more than 10% of tumor
cells with nuclear staining. IDP: intraductal papilloma, IDPCA: intraduc-
tal papillary carcinoma, Mic PCA: microinvasive papillary carcinoma,
Inv PCA: invasive papillary carcinoma, SMMHC: smooth muscle
myosin heavy chain.

IDP IDPCA Mic PCA Inv PCA total

Negative 36 (70.6%) 4 (7.8%) 5 (9.8%) 3 (5.9%) 48 (94.1%)
Positive* 1 (2.0%) 0 (0%) 0 (0%) 2 (3.9%) 3 (5.9%)
Total 37 (72.6%) 4 (7.8%) 5 (9.8%) 5 (9.8%) 51 (100%)

Table 3. Immunohistochemical result of p53 according to the
histologic diagnosis of papillary neopla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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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 calponin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방사선학적 검사의 발전으로 점차적으로 유방 조기

질환의 진단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에 상응하여 세침흡인의

유용성이 증가하고 있다. 세침흡인에 의해 채취된 조직을 이용

한 면역 염색으로 현재 조직검사와 유사한 정도의 진단율을 보

이고 있다. 하지만 유방의 유두모양 종양은 세포학적 검사로 진

단하기에 한계가 있어 추가적인 면역 염색을 필요로 한다.

Dabbs와17 Mosunjac 등18은 유방의 유두모양 종양의 경우 세침

흡인한 조직에 실시한 면역 염색에서, smooth muscle actin은

기질의 근섬유모세포나 혈관 내피세포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상

피세포의 핵에도 비특이적 염색 반응을 보여주는 반면, calponin

은 그러한 교차반응이나 비특이적 염색이 적고19 유두암종에서

Fig. 2. Focal lack of myoepithelial cell layer appears as discontinuous staining on smooth muscle myosin heavy chain in papilloma (A).
Continuous myoepithelial cell layers are evident on calponin in papilloma (B). No myoepithelial cell at the periphery of involved duct is
stained on smooth muscle myosin heavy chain in intraductal papillary carcinoma (C), while by calponin immunostaining, the myoepithe-
lial cells at the periphery of involved duct are discontinuously stained but malignant epithelial cells within the tumor are completely nega-
tive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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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발현이 없었다고 하 다. 따라서 유방의 유두모양 종양의 양

성과 악성을 감별학 어려운 경우 생검 조직뿐만 아니라 세침흡

인한 검체에서도 calponin같은 보조적인 면역 염색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유방의 정상 조직에서 cytokeratin 34 E12를 염색하여 보았

을 때 전적으로 관 상피세포에만 염색이 되었다. 관내 상피증식

에서도 상피세포는 염색이 아주 잘 되지만 비정형 상피증식이나

상피암종이 되면 유의하게 면역 발현이 감소한다고 한다.9 하지

만 관내유두종을 구성하는 두 세포, 즉 근상피세포와 상피세포

의 염색 양상을 살펴보면 상피세포에서는 면역 빈도가 정상 관

상피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면서 오히려 염색이 되지 않았던 근

상피세포가 상당수 염색이 되었다. 1994년에 Noguchi 등20이 현

미경적으로 박절한 관내 유두종의 클론형(clonality)을 분석하

여, 관내 유두종은 단일 클론이며 종양 세포의 기원도 common

precursor cell에서 기원하여 각각 상피세포 혹은 근상피세포로

분화한다고 하 다. 따라서 관내 유두종을 구성하는 세포들의

기원이 동일하다면 상피세포나 근상피세포 모두에서 cytoker-

atin 34 E12가 발현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았다. 게다가 본

연구결과 p53의 경우 종양의 상피세포뿐만 아니라 소수의 근상

피세포에서도 양성반응을 보 다.

야생형 p53은 DNA 손상 시 G1기에서 세포순환주기를 정지

시키고 복구를 유도하며, 복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포자멸사를

유발한다.21 돌연변이형 p53은 DNA 손상을 복구할 수 없어 세

포의 이상증식과 다른 종양유전자의 활성화를 유발하여 발암과

정에 관여한다. 반감기가 짧은 야생형 p53은 축적이 되지 않는

반면, 반감기가 긴 돌연변이형 p53은 핵 내에 과량 축적되어 면

역 염색으로 관찰할 수 있다.22 본 연구에서 p53은 미세침습성

혹은 침습성 유두암종의 모든 증례들에서 염색되었으며, 특히

침습성 유두암종 5예 중 2예(90% and 11%)에서 10% 이상의

강양성을 보 다. 한편 단 1예의 관내 유두종에서 40%의 양성

소견을 보인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관내 유두종 및 관내유두암

종에서는 국소적으로 약양성이거나 음성이었다. 

한편 Done 등23은 조직의 미세박절과 single strand confor-

mation polymorphism (SSCP)을 이용하여 침습성 암종과 관

내암종 및 비종양성 상피변화가 공존하는 증례들에서 p53 유전

자의 돌연변이를 조사하 다. 그 결과 관내암종와 침습성 암종

은 동일한 위치에서 p53 유전자 변이가 나타났으나, 정상과 아

포크린 화생 및 관내 상피증식에서는 나타나지 않아 p53 돌연

변이가 관내암종 단계에서 일어난다고 주장하 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p53 면역 염색에 음성인 증례들에서 SSCP로 확인

하지 못하 기 때문에 명확히 알 수는 없다. 하지만 본 연구의

침습성 유두암종에서 유의하게 p53 발현이 증가하 기 때문에

암화과정 중 주로 종양의 침윤에 p53이 관여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그 이전 단계 즉 관내암종에서의 관여 여부는 확실

하지 않다. 실지로 SSCP에서 p53 돌연변이를 발견한 증례들의

36%는 면역 염색 음성으로 나타나,24 p53 면역 염색이 실지

p53 유전자 변이 전부를 반 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림프절 전이가 없는 유방암종에서 p53 과발현은 환자의 불량한

예후를 시사하는 소견이므로25 p53 음성인 환자의 경우 필요하

다면 SSCP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다만 한 예의 관내 유

두종에서 p53 과발현을 보 다는 점이 Done 등23의 연구와 일

치하지 않는다. 하지만 관내 유두종이 있는 환자가 이전에 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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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carcinoma cells are strongly positive for p53 in invasive papillary carcinoma (A). Both the epithelial and myoepithelial cells of a
intraductal papilloma are positive for p53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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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을 앓은 적이 없는 일반군과 다른 양성 유방질환이 있었던

환자군보다 유방암종의 발생 위험이 5.4배 높다는 보고를 볼 때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26 그 외에 유두종증에서

기원한 관내유두상 암종과 침습성 유두암종에서 각각 3.5%와

25%의 p53 과발현이 보고되고 있다.27

관내 유두종과 유두상 암종에서 60%와 63%의 높은 빈도로

16번 염색체 단완에 loss of heterozygosity가 연관되며, 초기에

종양억제유전자 변이가 일어나는데 그 유전자가 16번 염색체에

위치한다는 최근의 보고가 있다.28 한편으로 fluorescence in

situ hybridization을 이용한 연구에서 16번과 1번 염색체의 염

색체 접합 및 수적 구조적 변이가 유두암종의 77%에서 나타난

다는 보고도 잇따르고 있어, p53 이외의 다른 염색체 수준에서

의 유전자 이상이 또한 유방의 유두모양 종양에 동반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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