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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Germline mutations in the breast cancer-associated genes BRCA1 and
BRCA2 confer susceptibility and a lifetime risk of breast cancer. Several morphological and
clinical features have been attributed to hereditary tumors. However, in sporadic breast can-
cer,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loss of heterozygosity (LOH) of these loci and clinical
features remains to be fully elucidated. Methods : Microdissected paraffin-embedded tissue
blocks of 48 cases of surgically resected breast carcinoma were investigated to identify the
LOH of BRCA1 and BRCA2 using microsatellite markers. Results : Of 48 cases, 22 (45.9%)
exhibited LOH at BRCA1 locus while in 29 out of 48 (60.4%) cases LOH was observed for
the BRCA2 region. There was no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en LOH at BRCA1/2 and the
patient’s age, tumor size, histologic grade or lymph node metastasis. When comparing the
frequency of LOH with the expression of several prognostic factors, such as p53, c-erb B2
protein, estrogen and progesterone receptor using immunohistochmeical stain, there was
only correlation with LOH at BRCA2 and the progesterone receptor. Conclusions : Our
results suggest that allelic deletion play a role to the development of sporadic breast canc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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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핀포매조직을이용한유방암에서의 BRCA1과 BRCA2의

유전체소실연구

유방암은 여성에게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종양의 하나로, 내

분비적, 유전학적 및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

한다. 유방암의 15-20%가 가족력이 있고 이중 1/4은 우성 유전

의 양상을 나타낸다. 그러나 60-85% 정도는 가족력이 없이 산

발적으로 발생하며, 부분의 유방암은 유전적 획득변이가 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인체에 발생하는 종양의 발생과

정에 해서는 종양유전자와 종양억제유전자의 변이를 포함하는

다단계의 유전적 과정을 거쳐 발생한다는 다단계 발암 과정이

제시되었다.2 또한 종양의 발생, 진행 및 예후는 다수의 종양 유

전자와 종양 억제 유전자의 변이가 축적되면서 이들 유전자의

활성 또는 비활성에 의한 기능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알

려져 있다. 이러한 유전자들은 동일한 종양에서 가족적 발생뿐

아니라, 산발적 발생과도 관련이 있다. 따라서 특별한 유전자좌

의 유전자 소실이나 이형접합성소실을 밝히는 것이 암의 진행에

관여하는 유전자나 혹은 종양억제유전자의 역할을 하는지를 알

아내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1990년 초반부터 유방암 발생에 관여하는 유전자에 해 많

은 연구가 행해졌고 표적으로 breast cancer gene 1

(BRCA1), BRCA2, p53, Cowden, androgen receptor gene

(AR), ataxia telangiectasia gene (AT) 등의 6개의 유전자와

유전자좌가 관련 있음이 보고되었다.3 BRCA1과 BRCA2는 핵

내 단백질로 DNA repair에 관여하는 Rad 51, 기능이 아직 밝

혀지지 않은 BRAD1, 세포주기를 조절하는 인자로 알려진 p53,

세포주기 저해기능을 하는 것으로 밝혀진 p21 등 다양한 핵내

단백질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4 이들 두 유전자의

배선돌연변이는 모든 가족성 유방암의 2/3에서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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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CA1은 염색체 17q12-q21에 위치하며,5 BRCA1의 유전자

소실 및 유전자 변이는 가족성 유방-난소암의 80% 이상에서

보고되며, 17q12-21의 이형접합성소실은 산발성 유방암의 40-

60%에서 관찰된다.6 BRCA2는 retinoblastoma (RB1) gene의

근위부인 염색체 13q12-q13에 위치하며,7 가족성 유방암과 난소

암에서 배선돌연변이가 발견되고 있으며, 산발성 유방암의 약

25%에서 유전자 소실이 발견되어, 종양 억제 유전자로서의 역

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8 BRCA1의 배선돌연변이가 있을

경우, DNA-aneuploid, 에스트로겐 수용체, 프로게스테론 수용

체 및 c-erbB-2 등이 음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으며, BRCA2

도 빈도는 전자보다 낮으나 유사한 정도의 연관을 보인다.9 이런

전체적인 특징으로 볼 때 유전적인 발생기전과 산발성 발생기전

이 차이가 있을 것으로 유추된다.

최근 연구자들은 종양 조직에서 DNA 분석을 하기 위한 다

양한 방법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종래의 동결절편 조직을

이용한 연구에서는 종양 조직 내에 비종양 세포인 기질 조직이

나 염증 세포들과의 분리에 문제점이 있었다. 미세절제술 방법

은 표적이 되는 병변 부위를 정상 세포 및 주변의 다른 조직과

분리 시켜 세포 군집 또는 몇 개의 세포를 얻어내 DNA를 검출

함으로써 검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이 방법은 파

라핀 포매 조직을 이용하여 조직학적 소견과 유전자 변이와의

상관 관계를 후향적 연구를 통해 서로 연관시킬 수 있는 수단으

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10

저자들은 본 연구에서 가족력이 없는 산발성 유방암 환자의

파라핀 포매 조직을 이용하여 BRCA1과 BRCA2 유전자의

microsatellite marker로 유전체의 변이와 유방암의 발병 빈도

와의 상관관계를 조사하고, p53, c-erbB-2, 종양의 등급, 에스

트로겐 및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등의 유방암의 예후와 관련있다

고 알려진 인자들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하 다.

재료와 방법

재료

연구 재료는 1999년 1월에서 2000년 12월까지 2년간 경북

학교병원에서 수술로 절제된 유방 조직에서 침윤성 관암종으로

진단된 48예의 파라핀 포매괴를 상으로 하 다. 각각의 조

군은 주변에 있는 정상 종말관 유소엽 단위의 세포를 이용하

다. 환자들의 평균 연령은 48세 으며 유방암에 한 가족력은

없었다. 종양은 조직학적으로 침윤성 관암종만 있는 예가 36예,

관상피내암종과 침윤성 암종이 공존하는 예가 12예 으며, 이

중 림프절 전이는 23예에서 동반되었다. 종양은 TNM 시기에

따라 크기를 2.0 cm 이하, 2.1-5 cm, 5 cm 이상으로 분류하

다. 종양세포의 악성도는 Bloom과 Richardson 등급 체계에 따

라 분류하 다(Table 1).

방법

HE 염색

수술로 절제된 유방암 조직을 10% 중성 포르말린 용액에 고

정한 후 파라핀에 포매하고 4-5 m 두께로 박절한 후 HE 염

색을 시행하 다.

p53, c-erbB-2 단백, 에스트로겐 수용체,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의 발현을 위한 면역조직화학적 염색

10% 중성 완충 포르말린에 고정한 후 제작한 파라핀 포매괴

를 4 m의 두께로 박절하여 연속 절편을 만들고 poly-L-

lysine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이 입혀

진 슬라이드에 부착시킨 다음 충분히 건조시켰다. 탈파라핀과

함수과정을 거친 파라핀 절편을 10 mM citrate 완충액(pH

6.0)에 담가 전처치한 후 15분간 극초단파 처리하 다. 조직내

내재성 과산화효소의 활성을 제거하기 위해 3% 과산화수소수

에 15분간 처리하고, Tris-buffered saline (TBS, 0.1 M, pH

7.6)으로 5분씩 3회 세척하 다. 배경의 비특이적인 결합을 방

지하기 위해 차단 혈청으로 20분 동안 전처치하고, 일차 항체로

p53 (DO7, DAKO, U.S.A.), ER (ER1D5, Immunotech,

U.S.A.), PR (clone 1Ab, Immunotech, U.S.A.)은 TBS로

각각 1:50으로 희석하고, c-erbB-2 (A0485, DAKO, U.S.A.)

은 1:100으로 희석한 후 실온에서 1시간 반응시킨 후 다시

TBS로 5분간 3회 세척하 다. DAKO-LSAB Kit를 이용하여

biotinylated antibody와 peroxidase가 부착된 streptavidin을

결합시킨 후 AEC (3-amino-9-ethyl carbazole)로 발색하 다.

p53 단백, c-erbB-2,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수용체의 면

역염색을 시행하여 2명의 병리의사가 같이 판독하고 결정하는

데, 연구 상인 병소의 전체 세포 중 10% 이상의 세포가 양성

*Bloom and Richardson grading system.

Characteristics No. of cases

Age (years)
≤44 29
44-54 10
55-64 8
≥65 1

Tumor size (cm)
≤2.0 26
2.1-5.0 15
≥5.0 7

Grade*
I 11
II 23
II 14

Nodal status
positive 25
negative 23

Table 1. Clincopathological characteristics of 48 cases of inva-
sive ductal carcinoma



 102 박지 ∙이명훈∙김동자 외 4인

을 보일 때 양성으로 판정하 다.

미세절제술에 의한 순수 암 조직과 정상 조직의 분리

파라핀 포매괴를 10 m 두께로 잘라 슬라이드 위에 부착하

고 탈파라핀 과정을 거쳐 톨루이딘 청 염색을 한 뒤 공기 중에

서 건조하 다. 슬라이드를 2% glycerol in TBE 용액에 약간

적신 후 100배 현미경 시야에서 32 gauge 주사바늘을 이용하여

선정 부위 세포를 수거한 다음 주사바늘 끝에 묻어 있는 세포를

20 L의 용해액(0.5 g of proteinase K in 1 L of 1%

Tween 20 in TE buffer)에 옮겼다. 이런 방법으로 100-200개

의 세포들을 수거하 으며, 1 L 용해액에 약 5-10개의 세포

가 포함되게 하 다. 이 용해액 위에 mineral oil을 한 방울 떨

어뜨린 후 52℃에서 1-2일간 방치시켜 단백분해효소에 의해 단

백질이 완전히 파괴되도록 한 뒤 100℃에서 10분간 단백분해효

소를 불활성화시켰다.

Genomic DNA의 분리

미세절제술로 얻어진 세포는 계열 에탄올로 함수시켰으며 크

실렌과 에탄올을 거치는 과정을 세 번 반복한 후 단백분해효소

(50 g/mL)가 함유된 lysis buffer (10 mM Tris-HCl, pH

8.0, 100 mM NaCl, 10 mM EDTA)로 조직을 처리해 DNA

가 유리될 수 있도록 하 다. 50℃에서 밤새 반응한 후 동량의

페놀을 첨가하고 vortex하여 단백질과 지질 등을 제거하 다.

14,000 rpm에서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을 취하며 페놀/클로로폼,

클로로폼을 첨가해 위 과정을 반복하 다. 분리된 상층액에 2배

부피의 에탄올과 1/10 부피의 3 M sodium acetate (pH 5.2)

를 첨가해 DNA의 침전을 유도하 다. 원심분리로 DNA를 침

전시킨 다음 70% 에탄올로 잔류하는 염을 씻어 주며, 공기 중

에서 말려 TE buffer (pH 8.0)에 녹이며 실험에 이용할 때까

지 -20℃에 보관하 다. 추출된 DNA는 분광측광기(UV-1,601,

Shimadzu, Tokyo, Japan)로 260 nm에서의 흡광도를 측정하

여 정량하 다.

중합효소연쇄반응 증폭

중합효소연쇄반응은 GeneAmp PCR reagent kit (Perkin

Elmer, Norwalk, U.S.A.)를 사용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시행하 다. 10×PCR buffer (1 L), 25 mM MgCl2 (0.6

L), 1.25 mM dNTP mixture (1.6 L), 25 pM each

primer (0.4 L), Taq DNA polymerase (0.5 Unit)와 DNA

template (200 ng)을 넣고 증류수로 총 반응액을 10 L로 맞

춘 후 Perkin-Elmer 9600 중합효소 연쇄반응기에서 변성 반응

은 94℃에서 30초, 결합 반응은 55-62℃에서 30초, 중합 반응

은 72℃에서 30초간씩 30주기를 반복하고, 마지막 중합 반응은

5분간 연장하여 반응시키고 4℃에서 반응을 중지하 다. 중합

효소연쇄반응 산물은 1.8% 아가로즈겔에서 전기 동하고 0.5

g/mL의 ethidium bromide로 염색하여 확인하 다.

Microsatellite 분석

본 연구에서는 4가지의 microsatellite marker를 사용하 다

(Table 2). 염색체 17q21 (BRCA1) 부위에 한 표지자로

D17S250, D17S579를, 염색체 13q12-q13 (BRCA2) 부위에

한 표지자로 D13S171과 D13S289를 사용하 으며, 다음과 같

은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하 다. 중합효소연쇄산물을 5 L를

취하여 loading dye (0.5% bromophenol blue, 0.5% xylene

cyanol, 95% formamide, 20 mM EDTA) 5 L와 섞은 후

끓는 물에 4분간 두어 DNA를 변성시켰다. 끓인 다음 얼음에

즉시 넣어 duplex가 형성되는 것을 방지해 주며 5분간 얼음에

두었다. 미리 13℃로 차갑게 해 둔 전기 동 기구에 시료를 넣

고 7 M urea가 포함된 8%의 denaturing polyacrylamide gel

에서 200 V로 밤새 전기 동하며, 전기 동이 끝날 때까지 온

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었다. 전기 동이 끝난 후 겔을 유리

판에서 떼어내고 도은 염색으로 발색하 다. 즉 겔을 10%의 아

세트산에서 30분간 고정하고, 고정 후 초순수 정제수로 10분간

세 번 세척해 주었다. 1 g의 AgNO3를 1 L 초순수 정제수에

녹인 다음 37% 포름알데히드(1.5 mL)를 첨가하여 만든 염색

액에 겔을 천천히 흔들어 주며 염색하 다. 30분경과 후 초순수

정제수로 짧게 세척한 다음, 초순수 정제수 1 L에 Na2CO3 30

g과 1.5 mL의 37% 포름알데히드, 0.3 mL의 sodium thiosul-

fate (10 mg/mL) 등을 넣어 만든 발색액에 두어 발색 상황을

보며 띠가 적절히 염색되었을 때 10% 아세트산으로 발색을 중

단시켰다. 이 때 발색액은 미리 차갑게 해 두어 급격한 발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 다. 전기 동한 PCR 산물은 이형접합성

소실이 있는 것을 양성으로 표기하 는데, 이는 배경에 관계없

이 뚜렷한 띠가 관찰되었을 때 양성으로 판단하 고, 띠가 없거

나 다발성 띠가 관찰되었을 때 음성으로 하 다.

통계적 분석

Microsatellite marker에 한 LOH 빈도와 임상적 인자로서

연령, 종양의 크기, 조직학적 등급과 p53, c-erbB-2, 에스트로

겐과 프로게스테론 수용체에 한 면역화학염색 결과와의 상관

관계 및 차이점을 비교하기 위하여 통계 프로그램인 SPSS for

windows Relase 10.0.7 system (SPSS Inc. Chicago, U.S.A.)

을 이용한 chi-square test를 하 다.

Primer Localization Primer sequence (5、-3、)

D13S171 13q12.3 CCTACCATTGACACTCTCAG
TAGGGCCATCCATTCT

D13S289 13q12.1 CTGGTTGAGCGGCATT
TGCAGCCTGCATGACA

D17S250 17q11.2 GGAAGAATCAAATAGACAAT
GCTGGCCATATATATATTTAAACC

D17S579 17pter-17qter AGTCCTGTAGACAAAACCTG
CAGTTTCATACCAAGTTCCT

Table 2. Primer sequence of microsatellite ma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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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BRCA1, BRCA2의 이형접합성소실

총 48예의 침윤성 관암종 중 13예(27.1%)가 D17S250에

한 이형접합성 소실을 나타내었고, D17S579에 하여서는 12예

(27.1%)가 이형접합성소실을 나타내었다. 모두 22예(45.9%)에

서 두 표지자 중 어느 한 쪽에서 이형접합성소실을 나타내었으

며, 이 중 2예에서 두 가지 모두에 이형접합성소실을 보 다.

D13S171와 D13S289에 한 이형접합성소실은 각각 15예

(31.3%)와 21예(43.8%)의 빈도로 나타났으며, 모두 29예

(60.4%)에서 적어도 어느 한 표지자에 한 이형접합성 소실을

관찰할 수 있었고, 이 중 5예(10.4%)는 두 가지 모두에서 이형

접합성소실이 나타났다(Table 3)(Fig. 1).

BRCA1과 BRCA2의 이형접합성소실과 예후 인자 및 임상

적 특징과의 관계

전체 48예의 침윤성 관암종을 상으로 유방암의 예후 인자

로 알려진 에스트로겐 수용체,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p53 단백,

c-erbB-2 단백에 한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시행하 다. 이들

의 염색 양성 발현도는 각각 에스트로겐 수용체 54.2%, 프로게

스테론 수용체 60.4%, p53 단백 45.8%, c-erbB-2 단백 89.6%

다. 이 중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발현도와 BRCA2 유전자의

이형접합성 소실이 통계학적 유의성이 있었으며(p<0.05), 다른

변수에서는 유의성이 없었다.

고등급의 종양으로 갈수록 이형접합성소실의 빈도가 증가하

는 경향이 있고, D13S289좌와 D17S250좌의 이형접합성소실이

종양의 크기가 5 cm 이상인 경우에 가장 빈번히 관찰되었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림프절 전이가 없는 군에서 전이가 있는 군에

비해 이형접합성소실의 빈도가 더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는 않았다(Table 4).

고 찰

종양의 발생은 세포내 유전자에서 증폭, 전이, 이형접합성소

실 및 점 돌연변이들에 의한 종양 유전자의 활성화와 종양억제

유전자의 불활성화 등 유전자 손상이 축적되어 생긴다. 종양억

제 유전자는 Knudson의 two hit 가설11에 의하여 망막모세포종

에서 염색체 13q14에 위치하는 Rb 유전자의 존재가 가장 먼저

확인되었으며, 정상 성장을 조절하는 단백질을 암호화하고 종양

Fig. 1. Loss of heterogygosity (arrow head) and microsatellite
instability at loci of D17S250, D17S579, D13S171 and D13S289 of
invasive ductal carcinoma are shown. N: normal tissue, I: tumor.

D13S171

48N I 43N I 12N I 13N I

D13S289

D17S250

12N I 12N I14N I 15N I

D17S579

Locus LOH No. of cases (%)

BRCA1, 17q21 22/48 (45.9)
D17S250 13/48 (27.1)
D17S579 12/48 (27.1)

BRCA2, 13q12-13 29/48 (60.4)
D13S171 15/48 (31.3)
D13S289 21/48 (43.8)

Table 3. Frequency of loss of heterozygosity (LOH) and mi-
crosatellite instability at each loci

Characteristics 13S171
13S289

No. of cases (%)

17S579 17S250

Grade
I (n=11) 6 (54.5) 4 (36.4) 2 (18.2) 2 (18.2)
II (n=23) 5 (21.7) 12 (52.2) 4 (17.4) 6 (26.1)
III (n=14) 4 (28.6) 5 (35.7) 7 (50.0) 5 (35.7)

LN meta*
present (n=23) 7 (30.4) 10 (43.5) 8 (34.8) 6 (26.1)
absent (n=25) 8 (32.0) 11 (44.0) 5 (20.0) 7 (28.0)

Size (cm)
≤2.0 (n=26) 6 (23.1) 13 (50.0) 6 (23.1) 8 (30.8)
2.1-5.0 (n=15) 8 (53.3) 7 (46.7) 6 (40.0) 5 (33.3)
≥5.0 (n=7) 1 (14.3) 4 (57.1) 1 (14.3) 3 (42.9)

ER
Positive 6 (23.1) 13 (50.0) 6 (23.1) 8 (30.8)
Negative 9 (40.9) 8 (36.4) 7 (31.8) 5 (22.7)

PR
Positive 6 (20.7) 16 (55.2) 7 (24.1) 9 (31.0)
Negative 9 (47.4) 5 (26.3) 6 (31.6) 4 (21.1)

P53
Positive 6 (27.3) 10 (45.5) 6 (27.3) 6 (22.7)
Negative 9 (34.6) 11 (42.3) 7 (26.9) 8 (30.8)

c-erbB-2
Positive 13 (30.2) 19 (44.2) 13 (30.2) 13 (30.2)
Negative 2 (40.0) 2 (40.0) 0 (0) 0 (0)

Table 4. The correlation between the frequency of LOH and
microsatellite instability at BRCA1/2 and histopathological
characteristics

LOH: loss of heterozygosity, LN meta: lymph node metastasis, ER: estro-
gen receptor, PR: progesterone receptor. 
There wa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between all parameters and genetic
alteration except between PR and LOH at BRCA2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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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을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종양억제유전자들은 한

쌍의 립인자들이 모두 손상을 받아야 발암작용을 하므로 열성

암유전자라고도 부른다. 종양억제유전자는 돌연변이성 립인자

가 동형접합성일 경우 즉, 이형접합성의 소실을 거쳐 암 발생에

관여하며, 인체 암 발생에서 그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유전자의 이형접합성소실 검색으로 새로운 종양억제유전

자의 발견이나 검색이 가능하게 되었다.

유방암의 발생에 BRCA1과 BRCA2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관여하며, 종양억제유전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8 BRCA1 유전자에 한 연구는 주로 가족성 유방암을 상

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부분 연관 분석에 의해서 시행되었

다.12-14 한편 Cropp 등15은 다른 가족성 종양에서 나타나는 유전

자(Rb, p53, APC)들과 마찬가지로 BRCA1 유전자의 변이가

산발성 유방암에서도 관찰된다고 보고하 다. BRCA2 유전자

는 1994년 Wooster 등7에 의해 유전자의 위치가 13번 염색체

장완의 한 부분(13q12-q13)이라는 것이 BRCA1 유전자와 연

관되지 않은 가족성 유방암 환자의 연관 분석을 통해 최초로 알

려졌는데, 전체 유전성 유방암 가계의 약 30%가 BRCA2 유전

자와 연관되어 있다.16 BRCA2 유전자와 비유전성 유방암의 암

발생과의 연관 관계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Katsama 등17

은 산발성 유방암의 약 33%가 BRCA1과 BRCA2의 이형접합

성 소실을 나타낸다고 하 고, Van-den-Berg 등18은 BRCA

유전자와 연관된 암종의 예후가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불량하

다고 하 다. Lakkani 등19과 Agnarsson 등20의 연구에 따르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BRCA1 연관 유방암이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다수의 유사분열상, 연속적인 종양 경계, 세포의

이형성, 경도 혹은 심한 림프구 침윤의 특징을 보이며, BRCA2

연관 유방암은 조군에 비해 유사분열 수가 적고, 소관 형성이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며, 조직학적 고등급이 많았다. 또한

BRCA1/BRCA2 연관 종양에서 조군에 비해 에스트로겐 수

용체와 프로게스트론 수용체 또는 c-erbB-2 단백의 발현을 관

찰할 수 없다고 하는 보고도 있다.21,22 산발성 유방암에서

BRCA 유전자의 이형접합성소실과 임상 및 병리조직학적 특징

간의 관계에 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Hanby 등23은 산발

성 유방암에서 BRCA1/BRCA2의 이형접합성소실이 각각

50/54%에서 관찰됨을 보고하 고, 배선변이 보인자에서 발생

한 종양과 거의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고 하 다. 또한 프로게스

테론 수용체가 발현하지 않음과 BRCA1의 이형접합성소실이

관련이 있다고 하 다. 많은 연구들이 BRCA1 또는 BRCA2의

배선변이가 환자의 나이와 유방암과 난소암의 가족력과 연관된

다는 보고를 하고 있고,24-27 36세 이전에 발생한 유방암의 6-

16% 가량이 BRCA1의 유전자 변이와 관련 있었다.28,29 종양의

크기와 유전자 변이는 부분 상관관계가 없으나, 보인자군의

종양이 더 크다는 연구도 있다.22 본 연구에서도 통계적 유의성

은 없으나 BRCA1/BRCA2 연관 종양의 크기가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큰 경향이 있다. 에스트로겐 수용체와 프로게스테론

수용체는 BRCA1 연관 종양에 있어 발현하지 않는다고 하나23

BRCA2 연관 유방암에서는 발현도의 유의성은 없다. p53 변이

는 BRCA1 돌연변이와 연관하여 높게 발현되며, 고등급의 종양

에서 흔히 나타나는 c-erbB-2의 과발현은, BRCA1 연관 종양

또한 조직학적 고등급을 보임에도 정도는 유의하게 낮다. 반면,

BRCA2 변이와의 연관성은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이 없다.22 저

자들의 연구에서도 환자의 임상적 인자로서 발생 연령, 종양의

크기, 조직학적 등급, 림프절 전이 유무와 BRCA1, BRCA2의

이형접합성소실 빈도와의 연관성을 연구하 으나 통계학적 유의

성이 없었다. 기존의 여러 문헌에서 임상 인자 및 생존율과의

연관성을 연구하 으나 의미가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

저자들은 가족력이 없는 유방암 환자 48명의 침윤성 관암종

종양 조직의 파라핀 포매괴로부터 미세 절제술을 이용하여

BRCA1과 BRCA2 유전자의 이형접합성 소실을 각각 45.9%와

60.4%에서 관찰하 다. 이는 신선 조직 또는 동결 절편을 이용

한 실험17,23,30의 빈도와 유사하 다. 또한 파라핀 포매 조직을 이

용함으로써 오랜 기간 보관이 가능하며, 실험이 용이한 장점이

있고, 종양부와 비종양부를 선택적으로 채취할 수 있는 미세절

제술로 실험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유방암의 기존의 예후

인자로 알려진 에스트로겐/프로게스테론 수용체, p53 및 c-

erbB-2와의 연관성에서는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발현도와

BRCA2 유전자의 이형접합성소실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상

의 결과로 BRCA 유전자의 이형접합성소실이 산발성 유방암의

발생에 관여하며, 앞으로 생존율과의 연관성에 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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