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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Basal-type cytokeratins may help to distinguish benign from malignant intra-
ductal proliferative lesions. The basal-type cytokeratins expression is markedly decreased or
absent in atypical ductal hyperplasia (ADH), ductal carcinoma in situ (DCIS) and invasive duc-
tal carcinomas (IDC). However, the expression patterns vary according to the antibodies that
are used for staining. Methods : HMW-CK (clone 34 E12) was applied to 175 lesions, and
CK5/6 (clone D5/16B4) was applied to 145 lesions. The specimens were IDC (n=165), DCIS
(n=35), ADH (n=37), florid ductal hyperplasia (FDH) (n=38) and columnar cell lesion (CCL)
(n=45). The expression patterns of HMW-CK and CK5/6 were categorized as negative, focal
positive and positive. Results : Loss of the HMW-CK expression was noted in 76% (66/87) of
the IDC, 78% (21/27) of the DCIS, 78% (21/28) of the ADH, and 55% (10/18) of the FDH. Loss
of the CK5/6 expression was found in 96% (75/78) of the IDC, in all the DCIS (n=8) and ADH
(n=9), and in none of the FDH (n=20). Loss of the CK5/6 expression is more reliable than that
of the HMW-CK expression for differentiating FDH, ADH and malignant intraductal prolifer-
atve lesions. Eleven (73%) of 15 CCLs revealed the loss of the HMW-CK expression, but all
the CCLs (n=30) were negative for CK5/6 (p=0.0161). Conclusion : CK5/6 antibody is more
reliable than HMW-CK antibody for differentiating FDH from ADH or DCIS, and for discrimi-
nating C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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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 관상피증식성 병변과 관암종 감별에 있어서의 고분자양 CK와 CK5/6 

면역염색의 유용성

유방의 관상피증식성 질환은 양성에 속하는 경도, 중등도, 중

증 관상피증식증과 암전구성 질환인 비정형 관상피증식증, 관상

피내암종 그리고 임상적 의의가 아직 불분명한 원주세포 병변까

지 그 종류가 다양하며, 각 병변은 세포학적 특성과 형태적인

특징에 의하여 구별된다.1 그러나 때로 세포학적 특성 및 형태적

인 특징만으로는 유방의 관상피증식성 병변의 구별이 쉽지 않으

며, 특히 중증 관상피증식성 질환, 비정형 관상피증식증, 관상피

내암종 등의 감별 진단은 경험이 많은 병리의사들 사이에서도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고 있다.2

유방의 양성 관상피증식성 질환과 비정형 관상피증식증, 관상

피내암종 그리고 침습성 관암종 등은 하나의 스펙트럼상에 있는

질환인데, 이중 양성 관상피증식성 질환이 유방암의 전구성 병

변이라는 보고가 있지만3 이에 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으며,

임상적으로는 증식성 질환의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임상적 경

과를 취하므로 상기 질환의 감별 진단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

다. 특히 이러한 관상피증식성 질환의 감별에 있어서 면역조직

화학 검사법이 많은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는데,4 이에는 주로

증식된 상피 세포와 연관이 있는 표지자들이 이용되고 있다.5,6

그 중에서 cytokeratin 1, 5, 10, 14를 포함하고 있는 HMW-CK

(high molecular weight, clone 34 E12)는 양성 증식성 질환과

관상피내암종을 감별하는데 도움이 되는 표지자로 잘 알려져 있

다.4 특히 Boecker 등7은 양성 관상피증식성 병변에서 CK5/6이

양성인 기저세포들이 관찰되는 반면, 관상피내암종에서 관찰되

는 CK5/6 세포는 음성이므로 이 결과 CK5/6이 양성 관상피증

식증과 관상피내암종을 감별하는데 도움이 되는 표지자라고 주

장하 다. 또한 Lacroix-Triki 등8도 CK5/6 항체가 양성 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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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증식성 질환과 비정형 관상피증식증 및 관상피내암종의 감별

에 도움이 되며, HMW-CK보다 특이성이 있는 표지자라고 보

고하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HMW-CK 및 CK5/6 면역염색이 유방

관상피증식성 질환의 감별 진단에 유용한지 알아보고자 한다. 

재료와 방법

본 연구는 2006년 1월부터 2007년 6월까지 18개월간 진단 목

적으로 HMW-CK 혹은 CK5/6 면역염색을 시행한 유방의 관

상피증식성 질환 320예를 상으로 실시하 는데, 이에는 침습

성 관암종 115예, 관상피내암종 35예, 비정형 관상피증식증 37예

그리고 중증 관상피증식증 38예와 원주세포병변 45예 등이 포함

되었다. 

HMW-CK (clone 34 E12, DAKO, Carpinteria, US, 1:

200)와 CK5/6 (clone D5/16 B4, DAKO, Carpinteria, US,

1:200)에 한 면역조직화학 검사는 통상적인 방법을 따랐으며,

두 명의 병리의사가 독립적으로 각 증례의 H&E 슬라이드를 재

검사하여 관상피증식성 병변을 확인한 다음, 해당 병변 부위를

슬라이드에 표시하 다. 그런 후 면역염색 슬라이드에서 이에

상응하는 부위를 표시하고, 각 병변의 HMW-CK 혹은 CK5/6

면역염색 슬라이드에서 5% 미만의 세포가 발현을 보일 때는

음성, 5-50%의 발현을 보이면 부분 양성, 50% 이상의 세포가

발현을 보이면 양성으로 판독하 다. 이때 연구 상 증례에서

병변 주변의 정상 유방 조직이 HMW-CK 및 CK5/6 면역염색

에서 발현되는 것을 양성 조군으로 하 다. 

결 과

HMW-CK 면역염색

침습성 관암종 87예 중에서 HMW-CK 음성은 36예(41%),

부분 양성은 30예(34%) 그리고 양성은 21예에서 관찰되었으며,

관상피내암종 35예 중에서 HMW-CK 음성은 9예(33%), 부분

양성은 12예(44%), 양성은 6예에서 관찰되었다. 그리고 비정형

관상피증식증 37예 중에서 HMW-CK 음성은 16예(57%), 부분

양성은 5예(18%), 양성은 7예에서 나타났다(Fig. 1A). 또한

중증 관상피증식증 18예 중에서 HMW-CK 음성은 5예(28%),

부분 양성은 5예(8예), 양성은 8예에서 관찰되었으며, 원주세포

병변 15예 중에서 HMW-CK 음성은 7예(47%), 부분 양성은

4예(27%) 그리고 HMW-CK 양성은 4예에서 나타났다(Fig.

2A)(Table 1).

CK 5/6 면역염색

침습성 관암종 78예 중에서 CK5/6 음성은 65예(83%), 부분

양성은 10예(13%) 그리고 양성은 3예에서 관찰되었으며, 관상

피내암종 8예 중 7예(88%)에서 CK5/6 음성이, 나머지 1예(12

%)에서 부분 양성이 관찰되었으나 CK5/6 양성인 증례는 없었

다. 또한 비정형 관상피증식증 9예 중 8예(89%)에서는 CK5/6

음성이 관찰되었고, 나머지 1예(11%)에서는 부분 양성을 보

으나 CK5/6 양성인 증례는 없었다(Fig. 1B). 그리고 중증 관

상피증식증 20예에서 CK5/6은 모두 양성이었으며, 원주세포 병

변 30예에서는 모두 음성이었다(Fig. 2B)(Table 2). 

A B

Fig. 1. HMW-CK and CK5/6 expressions in atypical ductal hyperplasia. Immunohistochemical stains for HMW-CK (A) shows focal posi-
tive reaction (A), but corresponding lesions are negative for CK5/6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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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피증식성 질환에 따른 HMW-CK 및 CK5/6의 발현

양상 비교

HMW-CK 및 CK5/6가 음성이거나 부분 양성을 보이는 경

우를 묶어서 발현 소실을 보이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상피증식성

질환의 유형에 따른 HMW-CK 및 CK5/6의 발현 소실 정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침습성 관암종에서 HMW-CK의 발현 소

실은 87예 중 66예(76%)에서, CK5/6의 발현 소실은 78예 중

75예(96%)에서 관찰되었다. 또한 관상피내암종 27예 중 21예

(78%)에서 HMW-CK의 발현 소실이 관찰된 반면, CK5/6의

발현 소실은 8예 모두(100%)에서 관찰되었다. 한편 비정형 관

상피증식증에서 HMW-CK의 발현 소실은 28예 중 21예(75%)

에서, CK5/6의 발현 소실은 9예 모두(100%)에서 관찰되었으

며, 중증 관상피증식증에서 HMW-CK의 발현 소실은 18예 중

10예(56%)에서 관찰되었으나, CK5/6의 발현 소실은 20예 모

두에서 전혀 관찰되지 않았다(Table 1, 2). 

또한 양성인 중증 관상피증식증과 악성인 침습성 관암종 그리

고 관상피내암종의 진단에 있어서 HMW-CK에 한 면역조직

화학 검사의 민감도는 90%, 특이도는 56%, 양성 예측치는 93%,

음성 예측치는 45%이었으며, CK5/6에 한 면역조직화학 검사

의 민감도는 100%, 특이도는 87%, 양성 예측치는 97% 그리고

음성 예측치는 100%이었다. 

결과적으로 양성 관상피증식성 질환, 비정형 관상피증식증, 악

성 관상피증식성 질환 간 HMW-CK 발현 소실의 차이는 통계

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나(p=0.1748), CK5/6의 발현 소실은

비정형 관상피증식증과 악성 관상피증식성 질환에서 유의하게

많이 나타남(p<0.0001)(Table 3)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원주세포 병변에서 HMW-CK 음성은 15예 중 7예(47

%)에서, 부분 양성은 4예(27%)에서 관찰되어 총11예(73%)에

서 HMW-CK 발현 소실이 관찰된 반면, CK5/6의 발현 소실은

A B

Fig. 2. HMW-CK and CK5/6 expressions in columnar cell lesions. Columnar cell lesions reveal positive reaction for HMW-CK (A), but loss
of CK5/6 expression (B). 

Loss of
expression (%)

NegativeNo.
Focal 

positive
Positive

(%)

IDC 87 66 (76) 36 30 21 (24)
DCIS 27 21 (78) 9 12 6 (22)
ADH 28 21 (75) 16 5 7 (25)
FDH 18 10 (56) 5 5 8 (44)
CCL 15 11 (73) 7 4 4 (27) 

HMW-CK, high molecular weight-cytokeratin; IDC, invasive ductal car-
cinoma; DCIS, ductal carcinoma in situ; ADH, atypical ductal hyper-
plasia; FDH, florid ductal hyperplasia; CCL, columnar cell lesion.

Table 1. Loss of HMW-CK expressions in the ductal prolifera-
tive lesions of breast 

Loss of 
expression (%)

NegativeNo.
Focal 

positive
Positive

(%)

IDC 78 75 (96) 65 10 3 (4)
DCIS 8 8 (100) 7 1 0 (0)
ADH 9 9 (100) 8 1 0 (0)
FDH 20 0 (0) 0 0 20 (100)
CCL 30 30 (100) 30 0 0 (0)

IDC, invasive ductal carcinoma; DCIS, ductal carcinoma in situ; ADH,
atypical ductal hyperplasia; FDH, florid ductal hyperplasia; CCL, colum-
nar cell lesion.

Table 2. CK5/6 expressions in the ductal proliferative lesions of
br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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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예 모두에서 관찰되었다. 따라서 원주세포 병변에서 CK5/6

발현 소실과 HMW-CK 발현 소실은 유의한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p=0.061)(Table 4). 

고 찰

정상 유방 조직의 상피는 세 종류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cytokeratin에 한 면역학적 특성에 의해 구분될 수 있다.

즉 유방 선조직의 내강층(luminal layer)은 단순 상피(simple

epithelium)형 cytokeratin에 해당하는 CK7, CK8, CK18, CK19

를 발현하는 선상피 세포와 기저형(basal type) cytokeratin인

CK5, CK4, CK17을 발현하는 기저형 상피 세포의 두 가지 세

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저층(basal layer)은 기저형 cytoker-

atin과 smooth muscle actin을 발현하는 근상피 세포로 이루어

져 있다.9,10

양성 관상피증식성 병변에서는 단순 상피형 및 기저형 cytok-

eratin을 발현하는 두 종류의 상피가 모두 증식하는 특징을 보

이는 반면, 부분의 비정형 관상피증식증이나 관상피내암종에

서는 기저형 cytokeratin을 발현하는 한 종류의 상피 증식이 나

타난다. 그러나 비정형 관상피증식증이나 관상피내암종에서도

기저형 cytokeratin이 경우에 따라 관찰되므로 이를 정확히 구

별하는 것은 어렵다.10-12 한편 Boecker 등13은 면역염색 및 west-

ern blotting법을 이용하여 유방의 관상피증식성 병변을 살펴본

결과, 상피 줄기세포(epithelial stem cell), 근상피 세포, 선상피

세포 등 세 종류의 세포가 관찰된다고 보고하 는데, 이중 상피

줄기세포는 CK5/6가 양성인 세포로써 근상피 세포로 분화될 수

있으며, 처음에는 CK5와 smooth muscle actin을 발현하지만,

분화된 후에는 smooth muscle actin 만을 발현한다고 하 다.

또한 선상피 세포는 CK8, CK18, CK19를 발현하고 CK5의 발

현은 하지 않으며, 부분의 양성 증식성 질환은 CK5가 양성인

반면, 비정형 관상피증식증이나 관상피내암종에서는 CK5가 음

성이고, CK8, CK18, CK19는 모두 양성이라고 보고하 다. 따

라서 CK 1, 5, 10, 14를 포함하고 있는 HMW-CK는 양성 증

식성 질환과 관상피내암종을 감별하는데 도움이 되는 표지자로

볼 수 있다.4 특히 Gal-Gombos 등14은 비정형 관상피증식증 병

변에서 HMW-CK 면역염색을 염색 강도와 염색 정도에 따라

음성, 약한 발현, 중등도 발현, 높은 발현, 아주 높은 발현 등으

로 구분하고, 항상 결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들이 관상피증식

성 병변의 성상이나 비정형성 유무를 구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 다.

한편 일반적으로 유방의 관상피내암종은 HMW-CK 발현을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는데,3 Moinfar 등12은 파라핀

포매 조직을 상으로 HMW-CK, CK8, CK19에 한 면역염

색을 실시하여 염색 강도와 염색 정도를 곱한 점수에 따라 음성,

약한 발현, 중간 발현, 강한 발현으로 구분하 다. 그리고 양성

관상피증식성 병변은 HMW-CK에 해 강한 양성 반응을 보이

는 반면, 관상피내암종의 90%와 비정형 관상피증식증의 80%는

HMW-CK에 음성이거나 국소적으로 약한 발현을 보 으며, 관

상피내암종 중 나머지 10%는 HMW-CK에 음성이거나 국소적

반응을 보이고, 비정형 관상피증식증 중 나머지 20%는 중등도

혹은 높은 양성 반응을 보 다고 보고하 다. 이러한 연구 결과

는 양성 관상피증식성 병변과 관상피내암종의 HMW-CK 발현

양상은 서로 다르지만 관상피내암종과 비정형 관상피증식증이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므로, 형태학적 특징만으로 진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관상피증식성 병변의 진단에 있어서 HMW-CK

를 이용한 면역염색이 유용한 보조 수단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

게 해준다.

그러나 CK8의 경우는 모든 중증 양성 관상피증식성 병변과

관상피내암종 중 96%, 비정형 관상피증식증 중 87%에서 강한

발현을 보 고, CK19는 중증 관상피증식성 병변의 97%, 관상

피내암종의 80% 그리고 비정형 관상피증식증의 53.5%에서 강

한 양성을 보 으므로 CK8 및 CK19의 발현은 유방 관상피증

식성 병변의 유형을 구분하는 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보고하 다.

그리고 양성 관상피증식성 병변 내에서는 CK5/6이 양성인

기저 세포들이 관찰되는 반면, 관상피내암종에서 관찰되는 세포

는 CK5/6이 음성이므로 양성 및 악성 관상피증식성 질환의 감

별에는 CK5/6이 유용하다고 보고하 다.7 이와 같이 CK5/6 면

역염색은 유방의 양성 관상피증식성 병변과 종양성 유방 질환의

감별에 보조적인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양성 관상피증식성 병변

과 유방암은 접한 연관성이 있는 질환이 아니며, 양성 관상피

No.
Positive

(%)

Negative &
focal 

positive (%)

p
value

HMW-CK 15 11 (74) 4 (26) 0.0161
CK5/6 30 30 (100) 0 (0)

HMW-CK, high molecular weight-cytokeratin.

Table 4. Comparison of HMW-CK and CK5/6 expressions in
columnar cell lesions of breast 

Malignant
IDC &
DCIS

Benign
FDH

ADH
p

value

HMW-CK Negative & focal positive 87 21 10 0.1748
Positive 27 7 8

CK5/6 Negative & focal positive 83 9 0 <0.0001
Positive 3 0 20

HMW-CK, high molecular weight-cytokeratin; IDC, invasive ductal car-
cinoma; DCIS, ductal carcinoma in situ; ADH, atypical ductal hyper-
plasia; FDH, florid ductal hyperplasia.

Table 3. Comparison of HMW-CK and CK5/6 expressions in
benign and malignant ductal proliferative lesions of br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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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식성 병변이 유방암의 직접적인 전구성 병변이 아님을 시사한

다.7 한편 Ding 등15이 관상피증식성 질환 88예를 상으로 p63,

smooth muscle actin 및 CK5/6 발현을 조사한 연구에서 CK5/

6 발현이 조직학적 진단에 따른 차이를 보 는데, 양성 관상피

증식성 질환의 38예가 모두 양성인 반면, 비정형 관상피증식증

5예 중 소수의 세포가 발현을 보 고, 관상피내암종 19예와 침

습성 관암종 19예에서는 전혀 발현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

과에 의해 연구자들은 CK5/6 면역염색이 관상피증식성 질환의

성상을 구분하는데, 특히 악성인지 아닌지를 감별하는 데 유용

하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Douglas-Jones 등16은 유방의 유두상 병변을 상으로

CK5/6, calponin, p63의 면역염색을 실시한 결과, H&E 소견

에서는 44%에서 진단의 일치를 보 지만, 상기 면역염색을 이

용하 을 때는 진단 일치율이 91%로 증가하 으므로 이를 통해

상기 면역염색은 양성과 악성의 진단에 확실한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진단이 어려운 증례를 감별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

고 주장하 다.

한편 Lacroix-Triki 등8은 관상피증식성 질환을 상으로

CK5/6과 HMW-CK의 발현을 비교한 결과, 양성 관상피증식

성 질환은 CK5/6과 HMW-CK에 해 현저한 발현을 보인 반

면, 비정형 관상피증식증은 5예 중 4예에서 CK5/6에 해 5%

미만의 발현율을 보 고, 3예에서는 HMW-CK에 해 5% 미

만의 발현율을 나타내었으며, 나머지 1예 및 2예에서는 CK5/6

및 HMW-CK에 해 30%의 발현율을 보 다고 보고하 다. 또

관상피내암종 병변은 CK5/6에 해 모두 음성인 반면, HMW-

CK에 해서는 54예 중 15예만이 음성을 보임으로써 양성 및 악

성 관상피증식성 질환의 감별에 해서는 CK5/6 항체가 HMW-

CK보다 더 특이성이 있는 표지자라고 보고하 다. 

본 연구 결과 HMW-CK의 발현 소실이 악성 관상피증식성

질환에서 76%, 비정형 관상피증식증에서 75% 나타난 반면, 양

성인 중증 관상피증식증에서는 56%로 관찰됨으로써 양성에 비

해 악성이거나 비정형 관상피증식증에서 HMW-CK의 발현 소

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HMW-CK 발현 소실

의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CK5/6의 발현 소실

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또한 HMW-CK의

면역조직화학염색법에 한 민감도는 90%, 특이도는 56%, 양

성 예측치는 93%, 음성 예측치는 44%인 반면, CK5/6의 민감

도는 100%, 특이도는 87%, 양성 예측치는 97% 그리고 음성

예측치는 100%를 보임으로써 CK5/6이 HMW-CK보다 양성

및 악성 관상피증식성 병변의 감별에 있어 유용한 표지자로 생

각된다.

유방의 원주세포 병변은 병리의사들이 진단에 어려움을 느끼

는 질환으로 이 질환의 생물학적 및 임상적 의의에 해서는 아

직도 논란의 여지가 많다.17 Simpson 등17은 18명의 환자에게서

얻어진 원주세포 병변 81예를 상으로 ER, PgR, Her2/neu,

CK5/6, CK14, E-cadherin, p53에 한 면역염색 검사와 com-

parative genomic hybridization법으로 유전자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보고하 다. 이때 원주세포 병변은 ER 및 PgR에서 양

성을, CK5/6과 CK14는 음성을 보 고, 소수의 유전자 이상과

recurrent 16q loss를 나타냄으로써 악성도가 낮은 관상피내암

종 및 침습성 관암종과 유사한 소견을 보 다. 이는 원주세포

병변과 악성도가 낮은 관상피내암종 및 침습성 관암종의 유전자

이상이 겹치는 점은 상기 질환들의 분자생물학적 기전이 공통적

이라는 것을 시사하므로 원주세포 병변이 악성도가 낮은 일련의

관상피내암종 및 침습성 관암종의 발달 단계 중 중간에 위치한

병변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하 다. 또한 분자유전

학적 특징은 원주세포 병변의 증식 정도 및 비정형성 유무와 유

의한 연관성을 보이므로 원주세포 병변들은 형태학적 또는 분자

생물학적으로 동일한 스펙트럼상에 있음을 나타낸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 원주세포 병변 15예 중11예(73%)에서만이

HMW-CK의 발현 소실이 관찰된 반면, CK5/6는 원주세포 병

변 30예 모두에서 발현 소실을 나타냈으므로 원주세포 병변을

확인하는 데에는 CK5/6 면역염색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진단 일치도가 낮은 유방의 관상피증식성 질환 중

양성인 중증 관상피증식증과 비정형성 관상피증식증, 관상피내

암종 그리고 침습성 관암종의 감별 진단에는 CK5/6의 면역염

색이 HMW-CK보다 유용함을 알 수 있었고, 아직 임상적, 병

리학적 의의가 불분명한 원주세포 병변에서도 CK5/6 음성이

HMW-CK 음성보다 유의하게 많이 관찰된 것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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