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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clarify the incidence and role of microsatellite insta-
bility (MSI) in sporadic ovarian epithelial cancers (OEC). We investigated the MSI status and
mismatch repair (MMR) protein expression in OEC. Methods : MSI was examined by fluores-
cence-based polymerase chain reaction using five NCI panel markers (BAT25, BAT26, D2S123,
D5S346 and D17S250) in 46 cases of OEC. Immunohistochemistry (IHC) for hMLH1 and
hMSH2 was performed. Results : Seven cases (15.2%) exhibited high-frequency MSI (MSI-
H), one exhibited low-frequency MSI (MSI-L), and the remaining 38 demonstrated microsatel-
lite stability (MSS). MSI-H in OEC was not associated with histologic grade, FIGO stage, tumor
size, mitoses or histologic type. Loss of expression of either hMLH1 or hMSH2 was observed
in 4 of the 7 (59.3%) MSI-H cases, whereas 4 of the 39 (10.3%) MSI-L or MSS tumors revealed
loss of expression of MMR proteins. The sensitivity and specificity of immunohistochemistry
for hMLH1 and hMSH2 were 57.1% and 89.7%. Conclusions : Our data suggest that a genet-
ic defect in the MMR system might play a role in the carcinogenesis of a minor subset of spo-
radic OEC however, immunohistochemical testing for hMLH1 and hMSH2 cannot accurately
determine microsatellite instability status in O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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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소상피암에서현미부수체불안정성분석

현미부수체 불안정성(microsatellite instability, MSI)은 DNA

불일치복구유전자(mismatch repair system, MMR)의 이상으

로 야기되며, 유전성비용종 장암(hereditary nonpolyposis co-

lorectal cancer, HNPCC)과 관련된 종양에서 흔히 발견된다.1,2

MMR의 손상은 주로 표적인 MMR 유전자인 hMLH1 또는

hMSH2에 germline mutation이 발생하거나 promoter methy-

lation으로 인한 epigenetic silencing에 의해 유전자가 불활성화

됨으로써 일어난다. MSI는 여러 종류의 암에서 연구되어 MSI

를 가진 종양의 임상병리학적 특징 및 예후와의 관련성뿐 아니

라, 암종발생(carcinogenesis) 과정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3 미국 국립 암연구소(national Cancer Institute, NCI)

에서는 1997년에 두 개의 mononucleotide와 세 개의 dinucleotide

로 이루어진 다섯 개의 현미부수체 표지자를 제시하 는데, 두

개 이상의 표지자에서 불안정성을 보이면 high-frequency MSI

(MSI-H)로 하고, 한 개의 표지자에서만 불안정성을 보이면 low-

frequency MSI (MSI-L)로, 모두 불안정성을 보이지 않으면

microsatellite stable (MSS)로 정의하 다.2 가장 많이 알려진

장암에서의 연구를 살펴보면, 장암에서 MSI는 HNPCC에

서는 90%까지 그리고 산발성 장암에서는 약 20%에서 관찰

되어 장암 발생과정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생각

된다. 또한 HNPCC의 경우 MSI를 보이는 암종이 그렇지 않은

암종에 비해 좋은 예후를 가지는데, 이러한 경향은 산발성 장

암의 경우 다양하게 보고된다.1-5 위암의 경우 15-30%에서 MSI

가 보고되는데 MSI가 보이는 선암이 좋은 예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6 자궁내막암은 HNPCC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경우 75%에

서 MSI를 나타내고, 비가족성 자궁내막암의 경우 20-25%에서

MSI를 보이는데, 개 자궁내막형암종에 해당하고 MSI 표현형

자궁내막암이 좀 더 나은 예후를 보인다고 한다.7,8 그러나, 전립

선암은 오히려 MSI를 보이는 예에서 고등급의 암종을 보이고 림

프절 전이도 더 많이 나타나서9 MSI는 종양마다 각기 다른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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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난소 상피암에서 MSI의 빈도와 역할은 매우 다양하게 보고된

다.7,10-25 산발성 난소 상피암에서 MSI 빈도는 0-53%로 보고되는

데, 난소 상피암에서 현미부수체 불안정성을 분석한 국내 연구는

없다.

본 연구는 산발성 난소암종의 파라핀 포매 조직을 이용하여

미국 국립 암연구소에서 추천하는 표준 현미부수체 다섯 개 유

전자 자리를 조사하여 현미부수체 불안정성의 빈도를 조사하고

hMLH1과 hMSH2 단백발현과의 관계를 분석하 다.

재료와 방법

연구 재료

2000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부산 학교병원에서 수술로

절제한 난소 상피암 중 DNA 보존 상태가 양호한 46예를 상으

로 하 다. 증례의 연령분포는 17세부터 72세(평균 48.1세) 다.

헤마톡실린 에오신 염색 표본들을 WHO 분류에 따라 분류한 결

과 장액성 13예, 점액성 13예, 자궁내막성 5예, 투명세포 13예 그

리고 미분화암종이 2예 다. Silverberg 종양 등급 체계에26 의하

여 난소 상피암의 조직학적 등급(histologic grade)을 I, II, III으

로 구분하 는데, 저등급(G1) 14예, 중등급(G2) 27예, 고등급

(G3) 5예 고, FIGO 병기는 I기 27예, II기 6예, III기가 9예 그

리고 IV기가 4예 다. 각 증례의 표적인 파라핀 포매괴(종양

세포가 75% 이상을 차지)를 선택하여 제작한 슬라이드로 면역

조직화학염색을 시행하 고, 현미부수체 불안정성 분석을 위한

DNA 추출에 이용하 다. 정상 DNA 추출은 수술 시 함께 얻

어진 비종양 조직(자궁, 난관, 또는 반 편 난소)을 사용하 다.

DNA 추출과 MSI 분석은 이수앱지스에 의뢰하 다.

DNA 추출 및 현미부수체 불안정성 분석

종양 조직과 정상 조직을 각각 1.5 mL microcentrifuge tube에

넣은 후 QIAamp DNA mini kit (QIAGEN, Hilden, Germany)

를 사용하여 DNA를 추출하 다. 단백질 제거를 위해 180 L

의 ATL buffer와 20 L의 proteinase K를 넣고 56℃에서 완

전히 녹을 때까지 반응시킨 후 AL buffer 200 L를 넣고 70℃

에서 10분간 반응시켰다. 200 L 100% 에탄올을 첨가하여 섞

은 후 QIAamp spin column (QIAGEN, Hilden, Germany)에

넣어 1분간 원심분리(8,000 rpm)하 다. Column에 500 L의

AW1 buffer를 넣고 1분간 원심분리(8,000 rpm) 후, 다시 AW2

buffer 500 L를 넣어 3분간 원심분리(13,000 rpm)하 다. Col-

umn을 깨끗한 1.5 mL microcentrifuge tube로 옮기고, AE bu-

ffer 200 L를 넣어 1분간 반응 후 1분간 원심분리(8,000 rpm)

하여 DNA를 분리하 다. 분리된 DNA는 ND-1000 Spectropho-

tometer (NanoDrop, Wilmington, USA)을이용하여 정량하 다.

MSI 분석은 미국 국립 암연구소에서 권장하는 다섯 개의 현

미부수체 표지자(microsatellite marker; BAT26, D5S346, BAT

25, D17S250, D2S123)를 형광표지 시발체를 이용한 중합효소 연

쇄반응을 통하여 측정하 다. 초기변성 과정은 95℃에서 15분간

시행하고, 94℃에서 1분, 58℃에서 1분, 72℃에서 1분으로 총

30주기 시행한 후, 최종 증폭 과정을 72℃에서 5분간 시행하 다.

반응이 끝난 시료에 GeneScan 500 ROX size standard (Appli-

ed Biosystems, Foster, CA, USA)와 Hi-Di Formamide (Ap-

plied Biosystems, Foster, CA, USA) 10 L을 섞은 후 95℃

에서 5분간 반응시키고 얼음에 넣어 차갑게 하 다. 위 시료를

3100 Genetic Analyzer (Applied Biosystems, Foster, CA,

USA)에서 fragment analysis를 시행하 다.

면역조직화학 염색

4 m 두께의 절편을 얻어 탈파라핀한 후 여러 농도로 희석한

알코올로 씻어냈다. 0.01 M citrate buffer (pH 6.0)에 넣고 가

압증기멸균기에서 120℃로 10분간 가열하여 항원성을 증가시켰

다. 내인성 과산화효소가 작용하지 않도록 3% 과산화수소수를

이용하여 30분간 처리하 다. 면역조직화학염색은 Vectastain

ABC elite kit (Vector laboratories, Burlingame, CA, USA)

를 사용하 다. 먼저 5% 정상염소혈청으로 비특이적인 항원-항

체반응을 억제한 후, 1차항체인 hMLH1 (G168-15; BD bio-

sciences, San Jose, CA, USA)과 hMSH2 (25D12; NeoMark-

ers, Fremont, CA, USA)를 1:100으로 희석하여 사용하 다. 발

색은 Diaminobenzidine (DAB)로 하 으며 조염색은 Mayer

헤마톡실린을 이용하 다. 세포의 핵에 갈색으로 염색될 때 양

성으로 판정하 는데, 종양세포에서 양성세포가 발견되지 않을

때 hMLH1과 hMSH2의 발현이 소실된 것으로 정의하 다. 슬

라이드에 함께 포함된 종양 세포 주변의 림프구 또는 간질세포

를 내부 양성 조군으로 하 다.

통계학적 분석

통계학적 처리는 SPSS version 10.0 (SPSS Inc., Chicago,

USA)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Pearson 2 검정을 하 고 유

의수준은 p<0.05로정하 다. 면역조직화학염색소견의민감도, 특

이도, 양성 예측도 및 음성 예측도를 구하 다. 민감도는 MSI-H

예 중 면역조직화학염색결과 음성인 예의 비율로, 특이도는 MSS

또는 MSI-L인 예들 중 면역조직화학염색결과 양성인 예의 비

율로 하 으며, 양성 예측도는 면역조직화학염색이 음성인 예들

중 MSI-H인 경우의 비율로, 음성 예측도는 면역조직화학 염색

이 양성인 예들 중 MSS 또는 MSI-L인 예들의 비율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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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전체 난소 상피암 46예 중 MSI-H를 보인 예는 7예(15.2%),

MSI-L를 보인 예는 1예(2.2%) 그리고 나머지 38예(82.6%)에서

MSS를 보 다(Fig. 1, 2). MSI 및 MSS의 평균 연령은 47.8세

와 47.7세로 거의 차이가 없었고, 40세 미만의 젊은 연령의 분포

가 MSI에서 1예(14.3%), MSS에서 9예(23.1%)로 MSS에서 많

았지만,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p=0.502). 난소 상피

암의 조직학적 등급에 따라 살펴보면, 저등급에서 MSI가 2예

(14.3%), 중등급에서 5예(18.5%), 고등급에서는 MSI를 보인

예가 없었다(p=0.676). 조기 병기(early stage, FIGO stage I

and II)인 경우 33예 중 3예(9.1%)에서 MSI를 보 고, 진행 병

기(advanced stage, FIGO stage III and IV)인 경우 13예 중

4예(30.8%)에서 MSI를 보 다(p=0.068). 난소 상피암의 크기

가 10 cm 미만인 경우 3예(13.6%), 10 cm 이상인 경우 4예(16.7

%)에서 MSI를 보 다(p=0.551). 조직학적 유형이 장액성인 경

우 3예(23.1%), 비장액성인 경우 4예(12.1%)에서 MSI를 보여

장액성인 경우 MSI의 빈도가 높았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385) (Table 1).

hMLH1과 hMSH2 면역조직화학염색 결과 hMLH1 또는

hMSH2 면역염색성이 음성인 경우는 모두 8예(17.4%) 고, 나

머지 38예는 hMLH1과 hMSH2 둘 다 양성을 보 다(Fig. 3, 4).

hMLH1가 음성인 경우는 7예 고, hMSH2가 음성인 경우는 4

예 다. hMLH1/hMSH2 음성인 8예 중 4예가 MSI-H를 보

고, 나머지 4예는 MSI-L/MSS 다. hMLH1이 음성인 7예 중

3예가 MSI-H 고 hMSH2가 음성인 4예 중에서는 3예가 MSI-

H를 보 다. 따라서, MSI-H 검출에 한 hMLH1/hMSH2 면

역조직화학 염색의 민감도는 57.1%, 특이도는 89.7%, 양성예측

도는 50%, 음성예측도는 92.1% 다. hMLH1과 hMSH2 각각

에 해서는 민감도가 42.9%로 동일하 고, 특이도는 89.7%와

97.4% 다(Table 2).

Sensitivity Specificity
Positive Negative 

Marker
(%) (%)

predictive predictive
value (%) value (%)

hMLH1 42.9 89.7 42.9 89.7
hMSH2 42.9 97.4 75.0 90.5
hMLH1+hMSH2 57.1 89.7 50.0 92.1

Sensitivity, negative IHC results/total number of MSI-H tumors; Speci-
ficity, positive IHC results/total number of MSI-L/MSS tumors; Positive
predictive value, number of MSI-H tumors/negative IHC results; Nega-
tive predictive value, number of MSI-L and MSS/positive ICH results.

Table 2. Sensivity, specificity, positive predictive value and neg-
ative predictive value of immunohistochemiscal staining for deter-
mining MSI statusN

MSI-H (%) MSS/MSI-L (%)
p value(n=7) (n=39)

Histologic grade
I 14 2 (14.3) 12 (85.7)
II 27 5 (18.5) 22 (81.5) 0.676
III 5 0 (0) 5 (100)

FIGO stage
I, II (early) 33 3 (9.1) 30 (90.1)

0.068III, IV (advanced) 13 4 (30.8) 9 (69.2)
Tumor size

<10 22 3 (13.6) 19 (86.4)
0.551

≥10 24 4 (16.7) 20 (83.3)
Mitoses (10HPF)

0-9 21 3 (14.3) 18 (85.7)
10-19 17 3 (17.6) 14 (82.4) 0.991
≥20 8 1 (12.5) 7 (87.5)

Histologic type
Serous 13 3 (23.1) 10 (76.9)
Mucinous 13 2 (15.4) 11 (84.6)
Endometrioid 5 1 (20.0) 4 (80.0) 0.741
Clear cell 13 1 (7.7) 12 (92.3)
Undifferentiated 2 0 (0) 2 (100)

MSI-H, high-frequency microsatellite instability; MSI-L, low-frequency mi-
crosatellite instability; MSS, microsatellite stable.

Table 1. Association of clinicopathological variables with MSI

Fig. 1. MSI analysis electropherograms of MSI-high mucinous ade-
nocarcin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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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SI analysis electropherograms of MS-stable clear cell car-
cin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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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난소 상피의 종양은 조직학적 유형뿐 아니라 생물학적 행태

(biologic behavior)도 양성, 경계성 그리고 악성으로 나뉘어져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종양 발생 과정을 설명하는 분자생물학

적 기전 또한 여러 가지 경로로 제시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난

소 상피에서 기원하는 종양의 발생 과정이 크게 두 가지로 제시

되고 있다.27 Type I 종양은 경계성 종양에서 단계적으로 발생

하는 저등급의 종양들로 저등급의 장액성 암종과 함께 점액성,

자궁내막성, 투명세포 암종 그리고 악성 브레너 종양(malignant

Brenner tumor)까지 포함한다. 이들 종양 발생에 관여하는 분

자생물학적 변화는 KRAS 및 BRAF 돌연변이, -catenin 및

PTEN 돌연변이 그리고 현미부수체 불안정성이다. 한편, type

II 종양은 고등급 장액성 암종, 미분화암종 및 malignant mixed

mesodermal tumor를 포함하는데, 이들 종양의 경우 양성 그리

고 경계성 종양과는 무관하게 새로(de novo) 발생한다는 기전

으로 설명되면서 p53 돌연변이가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MSI는 많은 상피암에서 드물지 않게 발견되는 변화로 DNA

MMR 유전자에 결함을 보인다. MMR 기전의 주요한 여섯 개의

MMR 유전자로서, hMLH1, hMSH2, PMS1, PMS2, hMSH3,

hMSH6를 들 수 있는데 이 중 hMLH1과 hMSH2가 가장 중요

하며 가장 흔한 변화를 보인다.3 DNA MMR 기전의 결함은 최

근 종양발생 기전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기전으로 자리잡고 있는

데, 유전자의 불일치를 복구하는 데 결함을 보이는 세포는 세포

신호전달체계에 이상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세포자멸사 또는 성

장정지가 일어나지 못하게 된다.28 또한 MSI-H 표현형 종양과

MSI-L/MSS 표현형 종양은 서로 다른 종양발생 기전을 보일

뿐 아니라 장암, 위암, 자궁내막암 등에서 임상 양상의 차이가

보고되고 있다.3-9

난소 상피암에서 MSI의 빈도는 3-50% 정도로 다양하게 보고

된다.7,10-25 자궁내막암과는 달리 가족성으로 발생한 경우와 산발

성 난소 상피암에서 MSI의 빈도는 의미있게 차이를 보이지 않

Fig. 3.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for hMLH1 and hMSH2 in serous carcinoma showing MSI-H. Tumor shows loss of expression of hMLH1
(A) and hMSH2 (B) (×400).

A B

Fig. 4.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for hMLH1 and hMSH2 in mucinous carcinoma showing MSS. Tumor shows positive nuclear staining for
hMLH1 (A) and hMSH2 (B) (×400).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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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0 여러 가지 조직학적 유형 중 자궁내막형에서 비교적 높은

빈도를 나타내지만,15,21,22,24 장액성 암종의 경우에는 드물게 나타

난다고 보고되었다.19 Fugita 등21의 연구에 의하면 전체 난소 상

피암에서 17%의 MSI를 보이나 자궁내막형의 경우 50%에서

MSI를 보 다. 그러나 조직학적 유형과 MSI간의 상관관계가 없

다는 보고도 있다.20 이렇게 다양한 MSI 빈도는 연구에 포함된

다양한 연구 상의 규모, 연구에 포함된 종양의 조직학적 유형

의 이질성, 사용된 현미부수체 표지자의 다양성, 서로 다른 MSI

평가 기준의 사용 및 MSI 검출을 위한 실험 방법의 불일치 등

에서 기인하 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미국 국립암 연구소에

서 다섯 개의 표준화된 현미부수체 표지자를 권고하 는데,2 난

소 상피암에서 다섯 개의 NCI 표지자를 이용한 연구에서는

체로 11-20%의 빈도로 MSI-H가 보고된다.11-13,15-17 Sood 등의

표준화된 NCI 표지자를 이용한 최초의 연구에서는 109예의 난

소암 중 12예(11%)가 MSI-H를 보 다.17 본 연구에서는 다섯 개

NCI 표지자를 이용하여 평가한 결과 난소 상피암의 15.2%에서

MSI-H가 발견되어 기존의 연구 결과와 다르지 않았고, 조직학

적 유형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난소 상피암에서 MSI 표

현형의 임상 양상에 한 연구는 많지 않지만 그 결과 또한 일치

하지 않는다. 일부 연구자들은 MSI를 보이는 난소 상피암의 경

우 조기 병기를 보인다고 했고,7,22 최근 Dellas 등은 MSI-H 표

현형 난소 상피암이 MSI-L/MSS 표현형에 비해 종양의 분화도

가 나쁘고 진행된 병기를 보인다고 하여 상반된 결론을 보여준

다. 한편 일부 연구에서는 MSI 유무와 종양의 조직학적 등급, 임

상적 병기 및 예후와 관련성이 없다고 하 다.11 본 연구의 경우

진행 병기의 난소 상피암과 조기 병기의 난소 상피암에서 각각

30.7%와 13.6%의 MSI-H를 보여 진행 병기의 난소 상피암이 좀

더 흔히 MSI-H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이 없었고, 다른 임상병리학적 인자들과 MSI-H의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본 연구를 포함하여 이제까지의 연구들

은 모두 큰 규모의 연구가 아니었고 다양한 연구방법에 근거하

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연구 규모의 확 와 표준화된 연구

방법을 만들어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MSI 표현형 난소 상

피암의 빈도와 임상 양상에 한 결론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MMR 결함은 특히 장암의 경우 유전적 소인의 가능성을 평

가하는데 유용할 뿐 아니라 MSI-H 표현형 장암의 경우 항암

치료에 저항성을 보일 수 있어4 최근 분자병리 연구 분야와 함께

임상 역에서 MMR 결함의 평가 방법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MMR 단백질에 한 면역조직화학염색이 MMR 결함을 평가

하는데 유용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데, 장암의 경우 hMLH1

과 hMSH2 면역조직화학염색이 높은 민감도와 특이도를 보여서

상 적으로 값이 비싸고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MSI에 한 분자

병리학적 검사를 신하여 MSI-H를 찾아내는데 유용한 선별 검

사로서 보고되고 있다.4,29 난소 상피암에서는 Liu 등13이 hMLH1

과 hMSH2 면역조직화학염색을 시행한 결과 60%의 민감도와

96.6%의 특이도를 보 고, Cai 등11의 보고에서는 67.7%와 94.4

%의 민감도와 특이도를 보여서 장암에 비해 낮았으며, 이들

면역조직화학염색만으로는 MSI status를 모두 인지할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도 57.1%의 민감도, 89.7%의 특이도, 50%의 양성예

측도 및 92.1%의 음성예측도를 보여 난소 상피암에서 hMLH1

과 hMSH2 면역조직화학염색을 MMR 결함을 예측하는 선별

검사로 사용하는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최근 Rosen

등30이 hMLH1과 hMSH2 면역조직화학염색이 87%의 민감도

와 100%의 특이도를 보여 난소암에서 MSI를 알아내는 데 매

우 정확한 검사임을 주장하 다. 이들의 연구는 322예의 난소암

에서 먼저 hMLH1과 hMSH2 면역조직화학염색을 시행한 후 면

역염색이 음성인 7예에서 MSI를 평가한 결과 모두 MSI-H를 보

다는 점에 근거하 는데, 이 연구에서는 난소암에서의 MSI의

빈도가 2%로 기존의 연구들과 차이를 보 다. Cai 등11의 연구

에서 MSI-H인 난소 투명세포암종 6예 중 4예만이 hMLH1 또

는 hMSH2 면역염색성이 음성이었던 점과 본 연구에서도 MSI-

H인 난소 상피암 7예 중 4예만이 음성이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MSI 평가에 한 hMLH1과 hMSH2 면역조직화학염색의 정확

도는 연구 상의 확 와 hMLH1 또는 hMSH2 외의 다른 MMR

단백질의 면역조직화학염색의 시행 등을 통하여 좀더 연구되어

야 하겠다.

아직까지 난소암에서 MSI 빈도와 역할에 한 연구 결과는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 무엇보다도 MSI 검출을 위한 현미부수

체 표지자를 적절하게 제시하고 표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

근의 NCI 표지자를 이용한 연구들로 인해 많은 정보가 주어지

지만, 아직 난소암에서 적절한 현미부수체 표지자는 다양하게 주

장되고 있다. Sood 등도 다섯 개의 NCI 표지자외에 NME1을 추

가하면 난소 상피암에서 MSI status를 좀더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 고,17 난소 투명세포암종의 경우 NCI 표

지자인 mononucleotide 또는 dinucleotide repeat 현미부수체 표

지자 외에 trinucleotide 현미부수체 표지자에서 더 흔히 불안정

성을 보이며, 이러한 경우 MSH3의 이상과 관련있다는 보고가 있

다.10 Tetranucleotide repeats의 변화(EMAST, elevated mi-

crosatellite alterations at selected tetranucleotides)도 장액성

암종의 13%에서 보고되었는데, 모두 진행성 병기를 보여 예후

와의 관련성을 시사하고 있다.25 이러한 변화는 장암의 경우

EMAST가 1.3% 정도에서 보고되는 것과 비교된다.

본 연구는 국내 난소 상피암 증례를 상으로 NCI 현미부수체

표지자를 이용하여 MSI를 평가해 본 결과 46예 중 7예(15.2%)에

서 MSI-H, 1예(2.2%)에서 MSI-L 그리고 나머지 38예(82.6%)

에서 MSS를 보 다. MSI-H를 보이는 난소 상피암과 MSI-L/

MSS를 보이는 난소 상피암 예들간에 종양의 병기, 조직학적 등

급, 종양의 크기 및 세포분열지수 등을 포함한 임상병리학적 인

자들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적인 MMR 단백인 hMLH1

및 hMSH2 면역조직화학염색을 시행한 결과 MSI-H 난소 상피

암 7예 중 4예(57.1%)에서 음성 면역염색성을 보 고, MSI-L/

MSS 난소 상피암 39예 중 35예(89.7%)에서 양성 면역염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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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서 hMLH1 및 hMSH2 단백 발현과 MSI-H 유무가 상

당한 일치도를 보이지만, 난소 상피암의 MSI-H 유무를 알기 위

한 선별검사로는 좀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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