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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Amplifications of the HER-2/neu oncogene and the Topoisomerase II- gene
are important determiners of the response to chemotherapy in the breast cancer. For detect-
ing HER-2/neu amplification, fluorescent in situ hybridization and immunohistochemistry are
currently regarded as standard methods. Chromogenic in situ hybridization (CISH) is investi-
gated as a new modification of in situ hybridiz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efficacy of CISH and immunohistochemistry (IHC) in detecting HER-2/neu oncogene ampli-
fication and to investigate the prognostic significance of the HER-2/neu oncogene and the
Topoisomerase II- gene in breast cancer. Methods : Using CISH and IHC the amplifica-
tions and protein expressions of the HER-2/neu oncogene were studied on paraffin sections
of 43 infiltrating duct carcinomas. The expression of the Topoisomerase II- gene was stud-
ied immunohistochemically. Results : Of the 43 infiltrating duct carcinomas, amplifications of
the HER-2/neu oncogene by CISH were observed in 8 cases (18.6%), and the HER-2/neu
protein was deemed overexpressed by IHC in 9 cases (20.9%). The amplifications of the HER-
2/neu oncogene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tumor size, histological grade,
and the Topoisomerase II- index. The Topoisomerase II- index showed a statistically sig-
nificant correlation with tumor size, lymph node status, stage, histologic grade, and estrogen
receptor status. Conclusions : CISH is a useful alternative for determining HER-2/neu ampli-
fication, especially for confirming the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results. HER-2/neu ampli-
fication and the Topoisomerase II- gene index may be prognostic factors of breast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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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II-

이태진∙오형균∙권귀 ∙김미경
박언섭∙유재형

 26

유방암에서 색소원제자리부합화에 의한 HER-2/neu 종양유전자 증폭과

Topoisomerase II- 의 면역조직화학적 발현

유방암은 여성에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악성종양 중 하나이지

만,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유방암을 유발하는 분자생물학적

기전은 아직 확실히 규명되어 있지 않다. 유방암에서 가장 흔히

발견되는 유전자의 이상은 p53 유전자의 변이와 HER-2/neu

(c-erbB-2) 종양유전자의 증폭으로 알려져 있다.1 HER-2/neu

는 염색체 17q21에 존재하는 종양유전자로 유방암, 폐암, 난소

암 및 위암 등에서 발현이 관찰되며 구조적으로 표피성장인자

수용체와 유사하다. HER-2/neu 단백질의 발현은 HER-2/neu

유전자의 증폭을 반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2 유방암에서

HER-2/neu 유전자의 증폭은 나쁜 예후인자로 알려져 있다.3,4

HER-2/neu 종양단백질의 발현을 관찰하기 위한 방법으로 면

역조직화학 염색이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면역조직화학 염

색에 의한 HER-2/neu 종양단백질의 발현을 이 종양유전자의

증폭의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2 그러나 이에

한 객관적인 판독의 어려움과 함께 면역조직화학적 방법에 의한

HER-2/neu 종양단백의 발현과 예후인자들과의 연관성에 해

서는 논란이 많은 상태이다.4 HER-2/neu 종양유전자의 증폭을

보다 정확하게 관찰하는 방법으로 형광제자리부합화(fluores-

cence in situ hybridization)가 사용되고 있다. 형광제자리부합

화는 종양세포의 핵에서 유전자 복제 수를 정량화할 수 있는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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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통상적인 병리검사에는 사용하지 않는

형광현미경을 사용한다는 점과 형광 신호는 빠르게 소실되기 때

문에 부합화의 결과를 즉시 저장하여야 한다는 점이 임상적인

적용에서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색소원제자리

부합화(chromogenic in situ hybridization: CISH)에 의한 방

법이 개발되어 형광제자리부합화 및 면역조직화학 염색에 의한

발현과의 비교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5

한편, 세포의 증식성을 알아보기 위한 새로운 표지자로 topoi-

somerase II- 에 한 연구가 각광을 받고 있다.6 Topoiso-

merase II- (이하 topo II- )는 S기에 있는 정상과 형질 전

환된 모든 세포에서 검출되며 비 증식성 세포에서는 검출되지

않는다.7 topo II- 를 이용한 세포증식능이 현재까지 이행상피

암종과8 유방암종,6 선양낭성암종7 등에서 소수 보고되어 있으며

topo II- 와 HER-2/neu 유전자 증폭이 유방암 환자에 있어서,

화학요법의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알려져 있다.9

그리고 HER-2/neu 유전자 증폭이 관찰되는 암종의 화학요법

에 한 감수성에 topo II- 가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다.1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침윤성 관암종을 상으로 HER-2/neu

종양유전자의 증폭을 색소원제자리부합화 방법으로 검색하고 면

역조직화학적인 방법과 비교하며, topo II- 에 한 면역조직화

학 염색을 실시하여 기존에 알려져 있는 각종 예후인자들과 이

들의 발현을 비교하여, HER-2/neu 종양유전자의 증폭의 검색

에 있어서 색소원제자리부합화와 면역조직화학 염색 방법 간의

일치율과 이들의 예후인자로서 가치를 알아보고자 하 다.

재료와 방법

재료

1997년 4월부터 2000년 4월까지 중앙 학교부속 필동병원에

서 유방암으로 수술받고 병리학적으로 침윤성 관암종으로 진단

받은 예들 중에서 조직보관 상태가 양호한 43예를 상으로 포

르말린에 고정된 파라핀 포매 조직을 이용하 다. 선택된 환자

의 임상기록과 병리진단지 등을 재검색하여 환자의 나이, 종양

의 크기 및 림프절 전이 여부, 병기, 에스트로겐 수용체와 프로

게스테론 수용체 상태 등을 확인하 다.

방법

병리학적 분류

종양의 조직학적 악성도는 Bloom과 Richardson의 방법을 변

형한 Nottingham/Tenovus Breast Cancer Study에서 사용한

조직학적 등급 기준을 이용하 다.11 종양의 크기는 American

Joint Committee on Cancer (AJCC)의 T 분류에 따라 2 cm

이하 (T1), 2.1-5 cm (T2), 5.1 cm 이상 (T3)으로 분류하

고, 림프절 전이는 그 수에 관계없이 전이 여부로 분류하 으며,

병기는 AJCC의 분류를 따랐다.

면역조직화학 염색

선택된 환자의 파라핀 포매조직을 4-5 m 두께로 박절하고

자일렌으로 탈 파라핀 과정을 거친 후(5분간 3회) 무수 알코올,

90%, 75% 및 50% 에탄올에 각각 2분씩 처리하여 함수시켰다.

내인성 과산화 효소의 활성을 억제하기 위해 0.3% hydrogen

peroxide-methanol에 10분간 처리하고 증류수로 세척한 다음

50 mM Tris 완충용액(TBS, pH 7.5)으로 수세하 다. 그 다

음 비특이성 반응을 제거하기 위해 30분간 염소혈청으로 처리하

고, 여분의 용액을 제거한 후 일차항체인 HER-2/neu (Neo-

marker, Fremont, U.S.A., 1:50), DNA topoisomerase II-

(Zymed, San Francisco, U.S.A., 1:50)를 실온에서 2시간 동

안 작용시켰다. 일차항체 반응 후 TBS로 5분간 3회 수세한 다

음 biotin이 부착된 이차항체(Zymed, San Francisco, U.S.A.,

1:300)에 20분간 작용시킨 후, 통상적인 avidin-biotin complex

법으로 염색하 다. 발색제는 3,3-diaminobenzidine을 사용하고

Mayer’s hematoxylin으로 조염색하여 광학현미경으로 관찰

하 다.

HER-2/neu 유전자 증폭을 위한 색소원제자리부합화

파라핀 포매조직을 4 m 두께로 박절하고 자일렌으로 탈 파

라핀 과정을 거친 후(5분간 3회) 무수 알코올, 90%, 75% 및

50% 에탄올에 각각 2분씩 처리하여 함수시켰다. Spot-Light

FFPE reagent Kit (Zymed, San Francisco, U.S.A.)를 사용

하여 92℃에서 10분간 microwave oven에서 전 처치 과정을

실시하 다. 슬라이드를 20분 동안 식히고 PBS 완충액으로 수

세한 후 상온에서 10-15분간 FFPE digestion enzyme을 슬라

이드당 100 L씩 가하고, PBS 완충용액으로 다시 수세하 다.

Digoxigenin-labeled HER-2/neu probe (Zymed, San Fran-

cisco, U.S.A.)를 첨가하고 14×14 mm cover slip으로 덮은 후

슬라이드를 94℃에서 3분간 hybridization 시키고 37℃에서 하

룻밤 동안 방치하 다. 이 슬라이드를 75℃에서 0.5×SSC로 5

분간 수세하고 다시 실온에서 PBS 완충액으로 3회 수세하 다.

anti-digoxigenin fluorescein, anti-fluorescein peroxidase,

diaminobenzidine으로 처리하고, hematoxylin으로 조 염색하

여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 다.5

결과 판정

CISH에 의한 HER-2/neu 유전자의 증폭은 1,000배의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하여 종양세포의 50% 이상에서 핵 한 개당 6-

10개의 signal이 관찰되거나 작은 유전자 복사 덩어리가 관찰되

면 low-level의 증폭, 10개 이상이 signal이 관찰되거나 큰 유전

자 복사 덩어리가 관찰되면 high-level의 증폭으로 판정하고

high-level의 증폭을 보이는 것만을 양성으로 판정하 다.5 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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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화학 염색에 의한 HER-2/neu 유전자의 발현은 종양세포

에서 전혀 염색이 되지 않으면 score 0, 세포질에 염색이 되면

score 1, 종양세포의 50% 이상에서 세포막에 미약하게 염색이

되면 score 2, 뚜렷하게 세포막에 염색이 되면 score 3로 판정하

고, score 3만을 HER-2/neu 단백질의 과발현으로 간주하

다.5,12 Topo II- 는 종양세포 중에서 핵에 강하게 염색이 되는

세포의 수를 세어 백분율로 표시하 다.

통계학적 분석

Window용 SPSS (version 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HER-2/neu 유전자의 증폭에 있어서 면역조직화학 염색에 의

한 방법과 CISH에 의한 방법 간의 상관성은 Kendall’s corre-

lation coefficient를 구하여 검증하 고, HER-2/neu 유전자의

증폭 유무와 각종 예후인자와의 상관성은 Pearson Chi-square

test를 실시하 다. 각종 예후인자와 topo II- 염색지수와의

연관성은 ANOVA test로 검정하 고, p값이 0.05 이하일 때를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하 다.

결 과

임상 및 조직학적 소견

환자의 연령은 30세부터 73세로 평균 47.9세 다. 39세 이하

군이 6예(14.0%), 40세에서 49세 군이 20예(46.5%), 50세에서

59세 군이 13예(30.2%), 60세에서 69세 군이 3예(7.0%), 70세

이상이 1예(2.3%)로 40 가 가장 많았다.

종양의 크기는 2 cm 이하 군이 13예(30.2%), 2.1 cm에서 5

cm 군은 23예(53.5%), 5 cm 이상 군이 7예(16.3%) 다. 림

프절 전이 여부는 전이가 있는 군이 20예(46.5%) 고, 전이가

없는 군이 23예 (53.5%) 으며, AJCC에 의한 환자의 병기는

병기 I이 9예(20.9%), 병기 IIA가 16예(37.2%), 병기 IIB가 14

예(32.6%), 병기 IIIA가 4예(9.3%) 다.

조직학적 등급의 기준인 소관 형성 정도, 핵의 다형성, 유사

분열 수에 따라 조직학적인 등급을 나누었을 때 1등급이 11예

(25.6%), 2등급이 20예(46.5%), 3등급이 12예(27.9%) 고, 핵

등급11은 1등급이 11예(25.6%), 2등급이 22예(51.2%), 3등급이

10예(23.2%) 다.

면역조직화학 염색에서 종양세포의 핵에 10% 이상 염색이

된 경우에 양성으로 판정한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양성인 군은

32예(74.4%) 으며 음성인 군은 11예(25.6%) 고, 프로게스테

론 수용체가 양성인 군은 30예(69.8%) 으며, 음성인 군은 13

예(30.2%) 다.

면역조직화학 염색과 색소원제자리부합화 방법에 의한

HER-2/neu 유전자 증폭의 비교

면역조직화학 염색에 의한 HER-2/neu 단백질의 발현은

score 0이 13예(30.2%), score 1이 12예(27.9%), score 2가 9

예(20.9%), score 3이 9예(20.9%)로 양성으로 판독된 예는 9

예인 20.9% 다(Fig. 1). 색소원제자리부합화에 의한 HER-

2/neu 유전자의 발현의 증폭은 8예(18.6%)에서 high-level의

증폭을 보여 양성으로 판독되었다(Fig. 2). 면역조직화학염색에

서 양성으로 판독된 1예는 색소원제자리부합화에 의해서는 음성

으로 판독되었으나, 면역조직화학 염색에 의한 HER-2/neu 단

백질의 발현과 색소원제자리부합화에 의한 HER-2/neu 유전자

의 증폭은 서로 매우 높은 상관성을 나타냈다(correlation coef-

ficient=0.929, p=0.001, Table 1).

HER-2/neu 유전자 증폭과 topo II- 염색지수의 연관성

면역조직화학 염색에 의한 HER-2/neu 단백질의 발현이 음성

인 34예의 topo II- 염색지수의 평균은 15.34±15.14 으며, 양

성인 9예는 25.03±16.86으로 HER-2/neu 유전자의 발현이 양

성인 군에서 topo II- 염색지수의 평균이 높았지만 통계학적인

유의성은 없었다(p>0.05). 색소원제자리부합화에 의한 HER-2/

neu 유전자의 증폭이 음성인 35예의 topo II- 염색지수의 평균

은 15.07±14.99 으며, 양성인 8예는 27.41±16.33으로 HER-

2/neu 유전자 증폭이 양성인 군에서 topo II- 염색지수의 평

균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45, Table 2, Fig. 3).

*Correlation coefficient=0.929 (p=0.01).

IHC
CISH

(-) (+)* Total

0 13 0 13 (30.2%)
1 12 0 12 (27.9%)
2 9 0 9 (20.9%)
3* 1 8 9 (20.9%)
Total 35 (81.4%) 8 (18.6%) 43 (100%)

Table 1. Comparison between chromogenic in situ hybridiza-
tion (CISH) and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IHC) in detec-
tion of HER-2/neu

*Correlation coefficient=0.929 (p=0.01).

HER-2/neu (n) Topo II- index (mean±S.D)

IHC
(-) 34 15.34±15.14
(+) 9 25.03±16.86
p-value 0.102

CISH
(-) 35 15.07±14.99
(+) 8 27.41±16.33
p-value 0.045

Table 2. Comparison to HER-2/neu amplification and Topo II-
index in 43 breast canc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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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2/neu 유전자 증폭과 topo II- 염색지수의 예후인자

들과의 연관성

종양의 크기

HER-2/neu 유전자의 증폭은 CISH에 의해서 종양의 크기가

2 cm 이하인 군에서는 양성인 예가 없었고, 2.1-5 cm인 군 23

예 중 4예(17.4%), 5.1 cm 이상인 군 7예 중 4예(57.1%)가 양

성으로 판독되어, 종양의 크기가 큰 군에서 양성인 예가 통계학

적으로 유의하게 많았다(p=0.007). 면역조직화학 염색에 의해

서는 종양의 크기가 2 cm 이하인 군 13예 중 1예(7.7%)가 양

성으로 판독되었고, 2.1-5 cm인 군과 5.1 cm 이상인 군의 결과

는 색소원제자리부합화에 의한 것과 동일하 다(p=0.029).

Topo II- 염색지수의 평균은 종양의 크기가 2 cm 이하인

군에서는 11.24±12.20이었고, 2.1-5 cm인 군은 17.09±16.03,

5.1 cm 이상인 군은 29.66±15.90으로 종양의 크기가 큰 군에

서 topo II- 염색지수의 평균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Fig. 1.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for HER-2/neu in infiltrating duct carcinoma of the breast. Panel (A) shows no positive cells (score 0),
panel (B) cytoplasmic staining (score 1), panel (C) weak membrane staining (score 2), and panel (D) strong membrane staining (score 3).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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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41, Table 3).

액와 림프절 전이 유무

HER-2/neu 유전자의 증폭은 색소원제자리부합화에 의해서

액와 림프절 전이가 없는 군 23예 중 2예(8.7%)에서 양성이었

고, 전이가 있는 군 20예 중 6예(30.0%)에서 양성으로 판독되

어, 액와 림프절 전이가 있는 군에서 양성인 예가 많았지만 통

계학적인 유의성은 없었다(p=0.073). 면역조직화학염색에 의해

서도 액와 림프절 전이가 없는 군의 11.5%에서 양성이었고, 전

이가 있는 군의 30.0%에서 양성이었지만 통계학적인 유의성은

없었다(p=0.173).

Topo II- 염색지수의 평균은 액와 림프절 전이가 없는 군

에서는 9.96±10.52 고, 전이가 있는 군에서는 25.88±16.79로,

액와 림프절 전이가 있는 군에서 topo II- 염색지수의 평균이

Fig. 3.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for topoisomerase II- in infiltrating duct carcinoma of the breast. Panel (A) shows a few positive
cells and panel (B) shows more positive cells.

A B

Fig. 2. Chromogenic in situ Hybridization for HER-2/neu in infiltrating duct carcinoma of the breast. Panel (A) shows no amplification and
panel (B) shows a high-level amplification.

A B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01, Table 3).

병기

HER-2/neu 유전자의 증폭은 색소원제자리부합화에 의해서

병기 I에서는 양성인 예가 없었고, 병기 IIa군 16예 중 1예

(6.3%), 병기 IIb군 14예 중 5예(28.6%), 병기 IIIa군 4예 중 2

예(50.0%)가 양성으로 판독되어 병기가 높은 군에서 양성인 예

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많았다(p=0.030). 면역조직화학 염

색에 의해서는 병기 I군 9예 중 1예(11.1%)에서 양성으로 판독

되었고, 병기 IIa, IIb, III의 결과는 색소원제자리부합화에 의한

것과 동일하 다(p=0.090).

Topo II- 염색지수의 평균은 병기 I군에서 4.94±3.03이었고,

병기 IIa군에서 15.04±13.62, 병기 IIb에서 25.04±17.73, 병기

IIIa에서 27.75±16.64로 병기가 높을수록 topo II- 염색지수

의 평균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08, Table 3).

조직학적 등급과 핵 등급

조직학적 등급과 핵등급에 따른 HER-2/neu 유전자의 증폭의

차이는 없었고, topo II- 염색지수의 평균은 조직학적 등급 1인

군에서 10.97±10.81, 등급 2인 군에서 14.64±17.26, 등급 3인

군에서 27.77±12.72로 조직학적 등급이 높은 군에서 topo II-

염색지수의 평균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19).

핵 등급에 따라서도 등급이 높을수록 topo II- 염색지수의 평

균이 높았지만 통계학적인 유의성은 없었다(p=0.054, Table 4).

에스트로겐 수용체와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상태

에스트로겐 수용체와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상태에 따른

HER-2/neu 유전자의 증폭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

었고, topo II- 염색지수의 평균은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음성

인 군에서 30.53±16.79, 양성인 군에서 12.84±12.85로 에스토

로겐 수용체가 음성인 군에서 topo II- 염색지수의 평균이 통

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01). 프로게스테론 수용체가

음성인 군에서 topo II- 염색지수의 평균이 높았지만 통계학

적인 유의성은 없었다(p=0.166, Table 4).

고 찰

유방암은 환자의 특성 및 유방암 자체의 생물학적 다양성으로

인하여 같은 병기의 환자에게서도 다양한 임상 결과 및 예후를

나타낸다. 최근 면역분자생물학적 연구 방법을 이용하여 이런

임상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예후인자들에 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며, 각각의 예후인자들이 독립된 예후인자로서 사용될

수 있는지에 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HER-2/neu (c-erbB-2) 종양유전자는 정상세포에서 단일

복제 형태로 있고, p185로 알려진 185 kD의 세포막 당단백이

암호화되어 있다. 이 p185의 세포내 성분은 tyrosine kinase의

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포내 성분의 40%와 세포외 성분

의 85%에서 표피성장인자 수용체와 구조적 상동성을 가진다.13

이러한 HER-2/neu 유전자의 증폭과 단백질의 과발현은 유방

암에서 현재 중요한 예후인자로 간주되고 있으며, 최근 연구들

에서 HER-2/neu 종양유전자의 증폭은 호르몬이나 화학요법의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유용한 인자로 알려져 있다.14 임상적으

로 HER-2/neu 종양유전자가 중요한 이유는 HER-2/neu 유전

자 단백질의 세포외 부분에 한 단일 항체인 trastuzumab

(Herceptin�)이 새로운 항암제로 사용이 증가할 것이 예측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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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HER-2/neu Topo II- index

(mean±S.D)IHC (+) CISH (+)

Histologic grade
1 11 3 (27.3%) 2 (18.2%) 10.97±10.81
2 20 2 (10.0%) 2 (10.0%) 14.64±17.26
3 12 4 (33.3%) 4 (33.3%) 27.77±12.72
p-value 0.243 0.259 0.019

Nuclear grade
1 11 3 (27.3%) 2 (18.2%) 9.13±8.10
2 22 4 (18.2%) 4 (18.2%) 17.75±18.40
3 10 2 (20.0%) 2 (20.0%) 25.57±12.09
p-value 0.830 0.992 0.054

ER
(-) 11 3 (27.3%) 3 (27.3%) 30.53±16.79
(+) 32 6 (18.8%) 5 (15.6%) 12.84±12.85
p-value 0.549 0.392 0.001

PR
(-) 13 4 (30.8%) 3 (23.1%) 22.47±17.44
(+) 30 5 (16.7%) 5 (16.7%) 15.15±14.82
p-value 0.296 0.620 0.166

Table 4. Correlation between HER-2/neu amplification, topo II-
index, and clinicopathologic variables in 43 breast cancers

(n)
HER-2/neu Topo II- index

(mean±S.D)IHC (+) CISH (+)

Tumor size
0-2 cm 13 1 (7.7%) 0 (0%) 11.24±12.20
2.1-5 cm 23 4 (17.4%) 4 (17.4%) 17.09±16.03
>5 cm 7 4 (57.1%) 4 (57.1%) 29.66±15.90
p-value 0.029 0.007 0.041

Lymph node metastasis
(-) 23 3 (11.5%) 2 (8.7%) 9.96±10.52
(+) 20 6 (30.0%) 6 (30.0%) 25.88±16.79
p-value 0.173 0.073 0.001

Stage
I 9 1 (11.1%) 0 (0%) 4.94±3.03
IIa 16 1 (6.3%) 1 (6.3%) 15.04±13.62
IIb 14 5 (28.6%) 5 (28.6%) 25.04±17.73
IIIa 4 2 (50.0%) 2 (50.0%) 27.75±16.64
p-value 0.090 0.030 0.008

Table 3. Correlation between HER-2/neu amplification, topo II-
index, and clinicopathologic variables in 43 breast cancers



이 Herceptin�은 HER-2/neu 종양유전자의 증폭이나 과발현

시에만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15 현재 유방암에서 HER-2/neu

종양유전자의 분석은 호르몬 수용체와 종양의 증식능과 함께 중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HER-2/neu 유전자의 증폭이나 과발현

은 14.6%에서부터 42%까지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으며,4,16 예후

인자로서의 가치에 한 보고 또한 다양하다.17 이것은 HER-

2/neu 종양유전자의 증폭이나 과발현을 검출하고 분석하는 방

법상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전에 HER-2/neu 종양유전자의 증

폭이나 과발현의 검출은 Southern이나 Western blotting을 사

용하 으나 이 방법은 통상적인 진단 방법으로는 적절하지 않았

고, 통상적으로 면역조직화학 염색과 형광제자리부합화가 사용

되었다.12 HER-2/neu의 부분의 연구에서는 세포막에서

HER-2/neu 단백의 과발현을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통해 관찰

하고 있다. HER-2/neu 종양유전자의 증폭이 없으면 면역조직

화학 염색에서 발현이 관찰되지 않거나 낮은 수준의 발현을 보

이지만, 면역조직화학 염색은 많은 기술적인 문제와 서로 다른

항체 및 조직의 전 처리 과정에 따른 민감성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18 표준적인 검사 kit (일명 HercepTest)가 FDA (The

United State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공인을 받

아 사용되고 있으나 그것 또한 서로 다른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

다.19 그러나 새로운 방법인 색소원제자리부합화는 DNA probe

를 이용하여 간단한 면역조직화학 염색처럼 peroxidase 반응으

로 HER-2/neu 종양유전자의 증폭을 검출할 수 있다.5 본 연구

에서는 HER-2/neu 종양유전자의 상태를 색소원제자리부합화

와 면역조직화학 염색의 두 가지로 검색하고 비교하여 보았다.

연구 결과 색소원제자리부합화에 의한 HER-2/neu 종양유전자

의 증폭이 총 43예 중 8예인 18.6%에서 관찰되었고, 면역조직

화학 염색에 의한 HER-2/neu 종양유전자의 발현은 9예인

20.9%에서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Tanner 등9이 색소원제

자리부합화에 의한 HER-2/neu 종양유전자의 증폭을 처음 소

개하면서 발표한 연구 결과와 매우 유사하다. 이들은 157예의

유방암을 상으로 HER-2/neu 종양유전자의 증폭을 형광제자

리부합화와 색소원제자리부합화 및 면역조직화학 염색으로 검색

하고, 형광제자리부합화에서 23.6%, 색소원제자리부합화에서

17.2%, 면역조직화학 염색에서 19.7%의 양성률을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는 색소원제자리부합화와 면역조직화학 염색에 의한

HER-2/neu 종양유전자의 증폭이 단 1예에서 불일치를 보 는

데, 그 예에서는 면역조직화학 염색에서 score 3로 양성을 보

지만 색소원제자리부합화에서는 증폭이 관찰되지 않아 음성으로

판정되었다. 이 결과 또한 Tanner 등9의 결과와 유사한데 이들

의 연구에서는 CISH에 의하여 증폭이 관찰되지 않았던 1예가

면역조직화학 염색에서는 score 2로 판정되었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 HER-2/neu 종양유전자의 증폭이나 과발현을

예후인자들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색소원제자리부합화에 의한

HER-2/neu 종양유전자의 증폭과는 종양의 크기와 병기와 연

관성이 있음이 관찰되었지만 면역조직화학 염색에 의해서는 종

양의 크기와만 연관성이 있음이 관찰되었다. 이 결과는 색소원

제자리부합화에 의한 방법이 좀더 예후인자로서의 가치가 있다

고도 평가할 수 있겠다. 불일치를 보 던 1예의 종양의 크기가

2 cm 이하이며 병기 I에 해당하는 종양이었기 때문에 통계학적

으로 차이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며 좀더 많은 예들을 상으로

연구를 시행한다면 이러한 차이는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표준적인 면역조직화학 염색 kit인 HercepTest는 개발 당

시 score 2와 3를 양성으로 간주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HercepTest와 항체가 다른 회사의 제품(Neo-

marker co.)을 사용하면서 세포막을 따라서 강하게 염색이 된

score 3만을 양성으로 간주하여 색소원제자리부합화에 의한 방

법과 매우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다. 만일 HercepTest와 같이

score 2와 3를 양성으로 간주하 다면 양성률은 41.8%가 되어

색소원제자리부합화의 결과와 매우 상이하 을 것이다. 본 연구

에서 색소원제자리부합화에 의한 HER-2/neu 종양유전자의 증

폭과 종양의 크기와 병기와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관

찰되었고, 림프절 전이와는 통계학적인 유의성이 없이 경향만을

보이기는 하 다. 이러한 결과는 이전 저자들의 결과와 유사하

며,20 HER-2/neu 종양유전자의 증폭은 종양의 악성도를 나타

내는 예후인자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Topoisomerase는 DNA 합성, 전사, 염색체 분리와 재결합과

같은 DNA 사의 중요 단계에서 DNA 형태를 변화시키는 효

소로 알려져 있으며,21 여기에는 크게 기능이 다른 topoiso-

merase I과 II의 두 종류가 있다. Topoisomerase I은 DNA의

한 가닥을 자르는 반면 topoisomerase II는 동시에 두 가닥을

자르며 그 기능의 수행을 위해 ATP를 필요로 한다. 포유류에

는 topoisomerase II (이하 topo II)의 두 isoform인 170 kDa의

-isoform과 180 kDa의 -isoform이 존재하는데, 이들은 각각

염색체 17q12-21와 3q24에 위치한다.22 이들은 서로 높은 상동

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서로 독립적으로 조절되며 다른 성상과

기능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중 -isoform은 Anthra-

cycline (doxorubicin, m-AMSA, mitoxantrone, etoposide)계

항암제의 표적으로 작용하여 항암 치료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Topo II 억제제에 한 민감도는 표적세포에서 topo

II- 의 표현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topo II- 단백질의 농도

가 낮을수록 topo II 억제제에 한 표적효소가 적어서 항암제에

한 민감도가 낮다고 한다.23 이러한 topo II- 는 정상세포와

조직에서 세포증식의 표지자로 알려져 있으며,24 유방암종,25,26

장암종,27 요로상피암종8 등에서의 연구결과가 보고되어 있다.

Nakopoulou 등26은 유방암종에서 topo II- 의 발현이 핵 등급,

호르몬 수용체 상태, Ki-67 염색지수, p53 발현, HER-2/neu

단백질의 과발현과 연관성이 있지만, 종양의 병기나 림프절 전이

등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보고하 다. 반면 Depowski 등25은 topo

II- 의 증가와 생존율, 병기, 림프절 전이, HER-2/neu의 증폭

과 연관성이 있으며, 종양의 크기, 등급, 호르몬 수용체 상태와

는 연관성이 없다고 하 다. Topo II- 의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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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한 이전 저자들의 판정 방법에 있어서 Nakopoulou 등26은

전체 종양세포 중에서 10% 이상 염색이 되면 양성으로 판정하

고, Depowski 등25은 1% 이상을 양성으로 판정하 다. 본 연

구에서는 양성와 음성으로 판정하지 않고 전체 종양세포 중에서

염색이 되는 세포의 수를 세어 백분율로 표시하고 각각의 변수

별로 평균치를 구하여 비교하 는데, 종양의 크기, 림프절 전이,

병기, 조직학적 등급, 에스트로겐 수용체 상태와 연관성이 있었

다. 유방암에서 topo II- 의 발현에 따른 증식능을 연구자마다

다소 다른 방법으로 각종 예후인자와 비교분석하고 그 결과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topo II- 의 발현이 유방암에 있어서 종

양세포의 증식능과 악성도를 나타내는 지표라는 사실에는 일치

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25,26

또한, topo II- 의 염색체에서의 위치가 17q12-21로 17q21에

위치하는 HER-2/neu 종양유전자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HER-2/neu 종양유전자의 증폭과 topo II- 의 증폭이나 결손

이 흔하게 동반되며, 이는 유방암에서 topo II 억제제인 dox-

orubicin의 민감성에 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28,29 Jarvinen

등29은 HER-2/neu 종양유전자의 증폭이 있는 원발성 유방암의

44%에서 topo II- 유전자의 증폭이 있고, 42%에서는 topo

II- 유전자의 결손이 있으며, 이들이 각각 topo II 억제제에

한 감수성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킨다고 하면서 HER-2/neu

종양유전자의 증폭이 있는 유방암에서 topo II 억제제에 한

감수성의 차이를 topo II- 유전자의 상태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 다. 본 연구 결과와 이전 저자들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유방암에서 topo II- 의 역할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증식 표지자로서의 역할이고, 두 번째는 항암제의 감수

성을 예측할 수 있는 인자로서의 역할이다. 면역조직화학적으로

염색을 하여 구해진 topo II- 의 염색지수는 전반적으로 유방암

의 예후를 알아볼 수 있는 인자이며, 일부 HER-2/neu 종양유

전자의 증폭이 있는 암종(20% 내외)에서 topo II- 유전자의

증폭이 동반되면 topo II 억제제에 한 효과를 기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topo II- 에 한 면역조직

화학 염색을 실시하여 염색지수만을 구하 기 때문에 topo II-

유전자의 소실이나 증폭을 알기는 어렵다. 향후 topo II- 유전

자의 증폭을 색소원제자리부합화에 의한 방법으로 검색하고 면

역조직화학 염색과 비교하여 이들의 관계를 표준화할 수 있다면

그 기준은, HER-2/neu 종양유전자에 있어서 면역조직화학 염

색 결과와 색소원제자리부합화나 형광제자리부합화에 의한 유전

자 증폭과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임상적으로 유용한 지표로 사용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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