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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한국인 유방암 환자에서 BRCA1/2 돌연변이와
호르몬 수용체, HER-2 상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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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40세 이하의 젊은 여성 유방암 환자는 나이 든 여성 보다 BRCA1과 BRCA2 배선돌연변이의 빈도가 상대적

으로 높다. 유방암 가족력이 있거나 젊은 나이에 유방암을 진단받은 백인 여성들의 BRCA1/2 돌연변이 암에 대한 

연구에서 면역조직화학적으로 BRCA1/2 돌연변이 음성인 암과 다른 특성이 발견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유방암 

가족력과 관계없이 젊은 나이에 유방암이 발생한 한국 여성을 대상으로 BRCA1/2 돌연변이 유뮤에 따라, 그리고 

BRCA1과 BRCA2 각각의 돌연변이에 따라 면역조직화학적 특성으로 상호간의 구별이 가능한지, 면역조직화학적 

검사로 BRCA1/2 돌연변이의 가능성을 알아보는 것이 가능한지를 조사하는데 있으며 BRCA와 관련된 암의 예후인

자로서의 역할도 분석하였다.

대상 및 방법: BRCA1/2 검사를 시행한 40세 이하의 한국인 젊은 여성 유방암 환자의 유방암 수술 후 병리조직을 

찾아서 조직미세배열법으로 슬라이드를 만들었다. 이 검체들의 병리조직, 등급, 림프절 전이, T 병기, 에스트로겐 

수용체,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및 HER-2 상태와 BRCA1/2의 관계를 비교하였다. 그리고 이 환자들의 BRCA 돌연변

이 상태와 면역조직학적, 병리학적 상태와 예후 인자로서의 역할도 조사하였다.

결 과: BRCA1/2 돌연변이를 조사한 101명 중 14명에서 16개의 돌연변이가 있었으며(13.9%), 유방암-난소암 가족

력이 있는 경우(4/14, 28.6%), 양측성 유방암이 있는 경우(3/9, 33.3%)에 BRCA1/2 돌연변이 빈도가 높았다. 에스

트로겐 수용체 음성인 경우 BRCA1/2 양성이 19.4% (12/62)로 에스트로겐 수용체 양성 비율 5.1% (2/37)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고(p=0.038), HER-2 음성인 경우 BRCA1/2 돌연변이 음성 비율이 16.5% (13/79)로 양성 비율 4.5% 

(1/22)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p=0.073), 프로게스테론 수용체는 차이가 없었다. 에스트로겐 수용체, 프로게

스테론 수용체 및 HER-2 모두 음성인 경우(triple negative)는 BRCA1/2 돌연변이 비율이 24.2% (8/33)로 매우 높았

다. 종양의 크기, 림프절 전이 상태, HER-2 상태는 단변량 변수와 다변량 변수 모두에서 무병 생존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인자 이었으나 BRCA1/2 돌연변이 상태는 무병생존에 유의한 인자가 아니었다.

결 론: 면역조직화학적으로 에스트로겐 수용체나 HER-2 음성을 보이는 젊은 유방암 환자에서 BRCA1/2 돌연변이 

발생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프로게스테론 수용체까지 모두 음성인 경우 BRCA1/2 돌연변이가 있을 확률이 24.2%

로 높아서 유방암 유전자 돌연변이 가능성을 예측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한국인 젊은 여성 유방암 환자에서 

BRCA1/2 돌연변이 상태가 무병생존에 유의한 인자는 아니었으나 좀 더 많은 환자와 긴 추적관찰 기간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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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유방암은 여성암 에서  세계 으로 가장 흔한 암으

로 여성의 건강에 심각한 향을 미치고 있다. 유방암의 

이환율은 인종에 따라서 다양한 특성을 보인다. 한국인 여

성 유방암은 서구에 비해 상 으로 빈도가 낮았으나 최

근에 그 비율이 격히 증가하여 2001년부터 여성암 에

서 발생빈도 1 를 차지하게 되었다.1) 우리나라 여성 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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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의 가장 큰 특징 의 하나는 암에 걸리는 연령이 매우 

낮다는 것으로 여성유방암의 평균 연령이 45∼46세로 서

구 여성 유방암 평균 연령에 비해 약 15년 고 40세 이하

의 은 여성 유방암 환자가 약 25%를 차지하여 서구 백

인 여성 유방암 5%에 비해 비율이 높다. 이러한 특징은 우

리나라 뿐 만아니라 다른 동양인에서도 찰 되고 있는데 

타이완의 경우도 폐경  유방암 환자가 체의 60% 이상

을 차지하여 40세 이하가 30% 가까운 비율을 차지한다고 

하며2) 이 결과들은 한국인 는 아시아인의 유방암 발생

에 특징 인 유  요소가 일부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유방암을 발생시키는 유 자 돌연변이 에서 표 인 

BRCA1과 BRCA2는 유방암 가족력을 가진 환자에서 발견

되고 분리되어 염기서열 배열이 모두 밝 진지가 10년이 

넘었으나 각각 수천 개의 아미노산의 정보가 담긴 큰 유

자로 돌연변이의 검사과정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 

주로 서구 여성을 상으로 연구가 되었다. 수년 부터 

우리나라 환자들을 상으로 시행된 일부 연구의 결과는 

유방암 유 자 돌연변이가 서구 여성의 돌연변이와 다른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표 인 것이 BRCA1/2 돌연변

이의 약 50%는 서구인들에게서 발견되지 않았던 치에서 

발견되었다.3∼5) 은 여성 유방암 환자는 폐경기가 지난 

여성 유방암환자에 비해 후가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으

며 우리나라 환자를 상으로 시행된 연구에서도 같은 결

과를 보이고 있다.6,7) 유방암 유 자 BRCA1/2 돌연변이는 

유방암-난소암 가족력이 있거나 양측성, 다발성 유방암  

남성 유방암에서도 빈도가 높으나 공통 인 요인은 은 

여성에서 많이 발생한다. 은 여성 유방암은 일반 으로 

후가 나쁜 여러 가지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BRCA1/2 유 자 돌연변이 여부와 나쁜 후인자와의 

계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재까지 BRCA1/2 돌

연변이 상태와 면역조직화학  표지자들 특히 호르몬 수

용체와 HER-2에 한 연구는 BRCA1/2 결과가 나온 후부

터 시작 되었으나8,9) 구미 선진국 백인 여성들을 상으로 

한 것 이외에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지 까지 나온 결과

들은 BRCA1/2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의 종양은 후가 나

쁜 조직학  특성이 있고 에스트로겐 수용체(ER) 음성, 

로게스테론 수용체(PR) 음성과 HER-2 음성의 비율이 높으

며 BRCA1 돌연변이가 있는 종양 조직에서 더 뚜렷한 경

향을 보이고 있다. 

  면역조직화학  생체표지자, 특히 호르몬 수용체 검사는 

재 우리나라의 많은 병원에서 유방암 수술 후 조직을 가

지고 일상 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HER-2 검사도 시행하는 

병원이 많으나 각각 다른 시간 에 다른 조건으로 염색을 

시행하고 독도 여러 병리학자가 다른 기 으로 하고 있

으므로 결과의 일 성을 가지기 어렵다. 그러나 새로 개발

된 조직미세배열법(tissue microarray, TMA) 방법으로 만든 

슬라이드에는 많은 환자의 조직표본을 한 슬라이드에 담

아서 같은 조건에서 염색을 하여 독하므로 결과의 일

성을 기 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

다.10,11) 이 연구의 상은 Breast Cancer Alliance Foundation 

(http://www.breastcanceralliance.org)과 Susan G. Komen Foun-

dation (http://www.komen.org)의 지원을 통해 2차에 걸쳐 한

국인 40세 이하의 은 유방암 환자를 상으로 BRCA1/2 

돌연변이 검사에 하여 매특허를 보유했던 Myriad Ge-

netics Laboratory에서 시행한 101명의 환자를 상으로 하

다. 규모 환자 연구를 해 45세 이하의 폐경기  유

방암 환자의 병리 라핀 조직 표본을 이용하여 조직미세

배열법으로 만든 슬라이드들의 호르몬 수용체, HER-2 등

을 염색한 자료에서 이 101명의 환자 자료를 따로 모아서 

BRCA1/2 돌연변이 상태와 병리 , 면역조직화학  특성, 

생존 여부 등의 계를 비교 분석하 다. 이 연구의 목

은 한국인 BRCA1/2 돌연변이 환자의 종양도 백인의 종양

처럼 ER 음성, PR 음성, HER-2 음성 비율이 높은지 여부, 

BRCA1과 BRCA2에 따라 특성이 다른지 여부와 3가지 모

두 음성일 경우 BRCA1/ 돌연변이가 얼마의 비율로 발생되

는지를 조사하고 실제로 BRCA1/2 검사를 한 자료로 쓰

일 수 있을지를 조사하며 BRCA1/2 돌연변이에서 발생한 

유방암이 환자의 치료 후 후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는

데 있다.

상  방법

  유방암-난소암 가족력과 계없이 40세 이하의 유방암 

환자 에서 BRCA1/2 검사를 동의하는 환자를 상으로 

하 다. 총 101명 에서 96명은 순천향 학교 병원에서 

수술을 시행하 고 3명은 외부병원에서 방사선치료를 

해 의뢰된 환자이며 2명은 타병원에서 치료 후 BRCA1/2 

검사를 해 내원한 환자 다. 환자의 나이는 18세∼40세 

( 앙값 35세)이었고 병리조직은 침윤성 유 암이 86개로 

부분을 차지하 다. 수술은 유방보존수술이 60례로 가장 

많았고 방사선치료는 유방 보존수술을 시행한 60례와 변

형 근치  유방 제술을 시행한 환자 에서 액와 림  

이가 4개 이상인 경우를 포함하여 모두 78명에서 시행되

었다. 종양의 크기에 따른 T 병기는 T1이 52명, T2가 43명

으로 부분을 차지하 으며 크기는 0.5 cm∼6.5 cm 사이

이며 앙값은 2.0 cm이었고 41명에서 림  이가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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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Korean Patients with Early-onset 

Breast Cancer (n=101)

Characteristics No. of patients
BRCA mutation

Yes (n=14) No (n=87)

Age

  ≤35 54  8 46

  36∼40 47  6 41

Histology

  DCIS  5  0  5

  Invasive ductal 86 13 73

  Invasive lobular  1  0  1

  Mucinous  2  0  2

  Medullary  4  1  3

  Tubular  2  0  2

  Juvenile secretory  1  0  1

Operation 

  BCS* 60  9 51

  MRM
†

33  5 28

  Skin M
‡

 8  0  8

Radiotherapy

  Yes 73 11 62

  No 28  3 25

T stage

  T0  3  0  3

  T1 52  6 46

  T2 43  8 35

  T3  3  0  3

Histologic grade

  I  32  6 26

  II 66  7 59

  III  3  1  2

Nodal status

  LN− 61  7 54

  LN+ 40  7 33

Family history

  No 87 10 77

  Yes 14  4 10

Bilateral breast cancer

  Yes  9  3  6

  No 92 11 81

*breast conservative surgery, †modified radical mastectomy, 

Skim, ‡skin sparing mastectomy

이었다(Table 1).

  유방암 유 자의 인종  특성에 한 연구로 IRB를 통과

한 후 환자들은 유 자 검사의 필요성과 유용성에 한 설

명을 듣고 검사 동의서를 작성하 으며 검사 결과는 본인

에게만 통보되고 병원의 차트, 기록지등 공식기록에는 남

기지 않았으며 검사 결과지는 연구자가 따로 보 하 다. 

96명의 환자의 유방암 조직 라핀 블록은 은 여성 유방

암 환자에서 조직미세배열법을 이용한 생체표지자의 연구 

일환으로 제작을 계획한 TMA를 해 의뢰하 으며 나머

지 5명은 의뢰한 병원에서 보내온 검사 결과지를 토 로 

합쳐서 분석하 다. 2007년 8월까지의 추 찰 기간 에

서 처음 재발한 부 가 국소재발 5명, 림  이 3명, 원

격 이 9명이었고 13명은 재발 후 사망하 으며 4명은 추

찰 기간까지 생존해 있었다.

  BRCA1/2 검사는 환자의 말 액에서 10 ml를 채취하

여 검사 기 으로 보냈으며 첫 번째 연구 상 60명은 

학의 연구소에서 DNA를 추출하 고 나머지 41명은 BRCA1/2 

direct sequencing을 시행한 검사기 에서 직  시행하 다. 

BRCA1/2 DNA의 full sequencing은 Myriad Genetics Laboratory 

(salt Lake City, UT, USA)에서 시행하 으며 자세한 방법은 

이 의 연구에서 기술하 다.3,12)

  TMA 만드는 방법은 순천향 학병원 병리과에 보 되어 

있는 포르말린 고정 유방암 조직 에서 상 군을 찾아서 

H-E 염색 슬라이드와 비교하여 병리학자가 종양조직을 찾

아 TMA를 할 곳을 2군데 표시하 다. 이 표시된 부 를 

직경 1 cm의 원통형으로 뽑아내어서 tissue microarrayer를 

이용하여 새로운 라핀 블록에 옮겼다. 실온에 보 된 

TMA block은 10 um 두께로 체 코어의 70% 이상  

라핀 블록이 면에 노출 될 때까지 천천히 triming한 후 

얼음 에 올린 후 실온에서 5분간 방치하 다. 그리고 

TMA block을 microtome으로 3∼5 um 두께로 커 한 후 커

된 연속 리본 슬라이드는 차가운 물 (실온)에서 조심스

럽게 펼쳐서 1차 주름을 펴주고 1개씩 분리 후 약 40도의 

수조에서 2차 주름을 펴  후 주름이 펴진 슬라이스를 슬

라이드에 일정 방향으로 부착시켜 건조 시켰으며 이 과정

은 (주)이수앱지스에서 시행하 다.

  TMA를 만든후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시행하 다. 에

스트로겐, 로게스테론 수용체의 염색은 제작된 Tissue 

Microarray 라핀 블록을 4μm의 두께로 연속 박 하여 

H-E 염색과 면역조직화학염색을 시행하 다. 탈 라핀과 

함수과정을 거친 후 citrate buffer용액에서 10분간 자 인

지로 가열하여 숨겨진 항원을 노출하 다. LSAB universal 

kitⓇ (Dako, CA, USA)를 이용하여 avidin-biotin peroxidase 

complex (ABC)법으로 면역조직화학염색을 시행하 다. 일

차항체로는 에스트로겐 수용체(Dako, Denmark)와 로게

스테론 수용체(Dako, Denmark)를 각각 1：30배로 희석하여 

37oC에서 1시간 동안 배양하 다. 발색제로는 aminoethyl 

carbazole (AEC)을 사용하 다. Mayer's hematoxylin으로 

조염색 후 Crystal mountⓇ (Biomeda, CA, USA)로 입하

다. 독은 고배율시야 4군데 이상을 찰하여 종양세포의 

핵에 갈색으로 염색되는 세포의 비율에 따라 10% 이하



대한방사선종양학회지 2008;26(1):65∼73

- 68 -

Fig. 1. Tissue microarray H-E staining whole mount view, 
(×12.5).

Fig. 2.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of estrogen receptor.  
Diffuse strong positive staining is seen in the nuclei of 
most tumor cells (×200).

일 때 0 , 11∼25%일 때 1 , 26∼50%일 때 2 , 51∼75%

일 때 3 , 76% 이상일 때 4 으로 나 었다. 한 염색강

도에 따라 음성일 때 0 , 약할 때 1 , 등도 2 , 강할 

때 3 으로 나 었다. 양성 세포의 비율 수와 핵 염색강

도 수의 합이 0 이면 음성, 1∼3 이면 약 양성, 4∼5

이면 등도양성, 6∼7 이면 강양성으로 정하 으며 통

계처리를 해 실제로 호르몬 보조 요법에 용 되는 로 

음성과 약양성은 음성으로, 증도 양성과 강 양성은 양성

으로 분류하 다. HER-2의 염색도 제작된 Tissue Microarray 

라핀 블록을 4μm의 두께로 연속 박 하여 탈 라핀과 

함수과정을 거친 후 citrate buffer용액에서 10분간 자 인

지로 가열하여 숨겨진 항원을 노출하 다. LSAB universal 

kitⓇ (Dako, CA, USA)를 이용하여 avidin-biotin peroxidase 

complex (ABC)법으로 면역조직화학염색을 시행하 다. 일

차항체로는 c-erb B2 (Dako, Denmark)를 1：250배로 희석

하여 실온에서 1시간 배양하 다. 이차염색 후 발색제로는 

amino-ethyl carbazole (AEC)을 사용하 다. Mayer's hema-

toxylin으로 조염색 후 Crystal mountⓇ (Biomeda, CA, 

USA)로 입하 다. 결과 독은 종양세포막을 따라 염색

되는 정도에 따라 음성은 0 , 일부 세포에서 약한 염색을 

보일 때 1 , 일부 세포이지만 강한 염색일 경우 는 

부분 세포가 등도 염색일 경우 2 , 부분의 세포가 강

한 염색일 때 3 으로 계산하여 2  이상을 양성으로 독

하 다. Fig. 1은 TMA를 시행하여 만든 슬라이드의 H-E 

염색사진을 12.5배 확 한 사진이며 Fig. 2는 TMA 슬라이

드의 ER염색에서 강한 양성 사진 를 보여주고 있다

  모든 환자의 임상 , 병리  특성, 면역조직화학  검사 

결과 자료  치료 후 환자의 추  검사 결과 등은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sion 10에 입력

하고 분석하 다. 두 군 간의 비교는 카이제곱 검정이 사

용되었고 생존 분석은 Kaplan-Meier 방법을 사용하 으며 

각 군 간의 생존 비교는 log-rank test를 사용하 다. 다변량 

분석을 해서는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사용하

고 p 값이 0.05 이하인 경우 통계 으로 의미가 있는 것

으로 처리하 으며 p 값이 0.05∼0.1 사이에 있는 경우 경

계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 다.

결    과

  BRCA1과 BRCA2 돌연변이는 모두 14명에서 16개가 

찰 되었고 그  두 명은 BRCA1과 BRCA2가 동시에 돌연

변이가 있는 희귀한 사례이었다.13) 그리고 아직까지는 의

미를 알기 곤란한 변이(variants of unknown significance)도 

12례가 되었다. BRCA1/2 돌연변이는 35세 이하 뿐만 아니

라 36-40세 사이의 환자에서도 10% 이상(12.7%) 높은 비율

로 양성이었다. 조직병리학  소견 상 부분의 돌연변이

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invasive ductal carcinoma에서 

나왔으며 medullary carcinoma에서 25%의 돌연변이 비율을 

보 다(Table 1). 조직학  등 , 병기, 림  이는 

BRCA1/2 돌연변이와 련성이 없었으며 유방암-난소암 

가족력이 있을 경우는 28.5% (4/14), 양측성 유방암 일 경

우는 33.3% (3/9)에서 돌연변이가 찰 되었다.

  ER 양성 비율은 38.6%, PR 양성비율도 46.5%로 낮았으

며 HER-2 양성비율은 21.8%이었다(Table 2). ER 상태와 

BRCA1/2 돌연변이 계는 ER 음성인 경우 BRCA1/2 돌연

변이 양성 비율이 19.4% (12/62)로 ER 양성 5.1% (2/37)에 

비해 유의하게 돌연변이 비율이 높았으며 (p=0.038), PR은 

음성과 양성에 따른 BRCA 돌연변이 차이가 없었고 

HER-2 음성일 때 BRCA 돌연변이가 16.5% (13/79)로 양성

일 때 4.5% (1/22)에 비해 높았으나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BRCA1과 BRCA2를 따로 구분하여 각각 ER, PR, 

HER-2상태와 비교한 결과 BRCA1에서는 8명  7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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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lation between BRCA1/2 Status and Immunohisto-
chemical Biomarkers

Biomarkers No BRCA1/2    BRCA1    BRCA2 
mutation (n=8) mutation (n=6)

ER
  Positive 39 0 2
  Negative 62 8 4
PR
  Positive 47 1 3
  Negative 54 7 3
HER-2
  Positive 22 0 1 
  Negative 79 8 5

Fig. 3. Disease free survival rate by HER-2 status (p=0.010).

Fig. 4. Relation between disease free survival rate and 
BRCA1/2 mutation status (p=0.277).

ER 음성 이었고 PR도 8명  7명에서 PR 음성인 반면 

BRCA2에서는 6명  5명이 ER 음성이었으나 PR은 6명  

3명에서 PR 음성이 나와서 PR 양성 비율이 50%로 체 

PR 양성 비율 46.5%와 비슷하 다. HER-2도 BRCA1의 경

우 8명 모두 HER-2 음성이었고 BRCA2의 경우는 6명  5

명만 HER-2 음성이었다. ER, PR, HER-2 모두 음성인 triple 

negative tumor의 경우 33명  8례에서 BRCA1/2 돌연변이 

양성이 나와서 24.2%의 높은 양성율을 보 다.

  무병 생존율에 한 분석에서 T 병기와 액와 림  

이상태는 통계 으로 매우 유의하게 (p＜0.01) 후인자 이

었으며 HER-2 음성인 경우 10년 무병생존율이 87.1%로 

HER-2 양성 10년 무병 생존율 62.9% 비해 유의하게 높았

다(Fig. 3, p=0.010). BRCA1/2 돌연변이 음성인 경우 10년 

무병 생존율이 80.9%로 BRCA1/2 돌연변이 양성 88.9%에 

비해 낮았으나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Fig. 4, 

p=0.277). 무병 생존율에 한 분석에서 T 병기, 림  

이 여부, HER-2 는 단변량  다변량 분석에서 모두 유의

한 후인자 이었으며 ER  PR도 BRCA1/2 돌연변이와 

함께 인자로서의 역할은 없었다.

고    찰

  유방암 유 자 BRCA1과 BRCA2는 주로 구미 선진국 백

인 환자를 상으로 연구 되었으며 백인의 민족 사이에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유태인의 다수 종족인 Askenazi 종

족은 일반인에서도 2%정도에서 유방암 유 자 BRCA1과 

BRCA2 에서 특정부 의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으며 

은 여성 유방암환자에서는 30% 정도에서 돌연변이가 발견

되고 있다.14) 그리고 유태인들은 BRCA1/2의 많은 부  

에서 특정 치에 있는 돌연변이가 체 돌연변이의 부

분을 차지하는 founder mutation이 존재하며 아이슬란드인

도 BRCA2의 특정 치에 생기는 돌연변이가 부분을 차

지하고 있다.15) 그 이외의 민족은 은 여성에서 5∼10% 

정도에서 돌연변이 양성 비율을 보이고 유방암-난소암 가

족력이 있는 경우 가족력의 정도에 따라 20∼40% 정도의 

돌연변이가 발견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유방암-난소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의 연구에서도 가족력이 있는 경우의 

비율이 서구인과 비슷하고 가족력과 계없이 은 여성 

유방암 환자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 유방암 돌연변이 비

율은 10∼20% 사이로 유태인과 다른 백인의 BRCA1/2 돌

연변이 비율의 간 정도를 차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

나 특정 인 것은 돌연변이의 50% 정도가 다른 민족에서

는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치의 돌연변이들이다.3∼5)

  유방암 유 자 BRCA1이나 BRCA2의 돌연변이가 잘 

찰 되는 환자는 유방암 는 난소암의 가족력이 있거나 

은 나이에 발생한 환자 이외에 양측성 유방암이 있거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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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에 유방암이 있어도 두 군데 이상의 quadrant에 발생하거

나 남성 유방암에서 돌연변이 양성 비율이 높다고 알려져 

있으며 병리 조직상 medullary carcinoma의 비율이 높다고 

한다. 한국인 은 여성 유방암 환자 101명에 한 분석에

서도 은 여성 유방암 자체의 양성 비율이 14% 정도로 

높고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28.5%, 양측성 유방암이 있는 

경우도 33.3%로 서구인의 비율과 비슷하다. 조직병리학  

소견상 숫자가 었으나 medullary carcinoma에서 25%의 

높은 비율로 BRCA1/2 양성으로 나왔으며 지 까지 나온 

결과들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BRCA 돌연변이와 련된 종양의 조직 병리  특성은 

백인들을 상으로 여러 그룹에서 연구되었는데 가장 

규모로 연구가 진행된 것은 Breast cancer Linkage Consortium 

(BLCL)에서 시행되었으며 BRCA1이나 BRCA2 돌연변이 종

양은 산발성 종양과 여러 가지의 다른 특징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조직 병리상 invasive ductal adenocarcinoma가 가

장 흔하며 medullary carcinoma에서 특히 BRCA1 련 종양

이 많다고 하며 본 연구의 패턴과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16) 그리고 BRCA1 련 종양은 범 한 괴사를 보여 

주는 경우가 많으며 분화도가 나쁜 (grade 3) 종양의 비율

이 높다고 한다. 본 논문의 결과에서는 유방암 병리조직의 

코어가 1 mm 미만이므로 범 한 괴사 (extensive areas of 

necrosis)를 비교하기가 곤란 하 다. BRCA2 련 종양도 

invasive ductal carcinoma가 가장 흔하지만 tubular-lobular 

group의 병리 소견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는 보고도 있으나 

다른 논문들은 산발성 유방암과 비교하여 련성이 없다

고 보고하고 있다.16)

  호르몬 수용체와 BRCA1 련 종양의 계에서 ER 음성

은 BRCA1 종양의 큰 특징이다. Johannsson 등17)이 BRCA1

과 ER 음성과의 계를 처음 발표 한 후 많은 논문들에서 

BRCA1 종양이 60% 정도에서 90% 정도까지 ER 음성임을 

보고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상 환자의 숫자는 으

나 87.5% (7/8)에서 ER 음성으로 외국의 자료와 비슷하다. 

BRCA1 련 암은 체로 은 여성에서 많이 발생하므로 

은 여성 유방암에서 ER 음성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생

각할 수도 있으나 같은 나이의 산발성 유방암과 비교해도 

ER 음성이 높다고 한다.18) ER과 BRCA1의 련성과 마찬

가지로 PR 음성도 BRCA1 종양과 련성 많으며 그 정도

는 ER 보다 덜한 경우가 많은데 본 연구에서도 PR 음성이 

BRCA1 종양과 높은 련성을 보여 주었다. BRCA2 종양

과 호르몬 수용체와의 계는 BRCA1 련 종양 만큼 뚜

렷하지 않았으며 과거에는 BRCA1 종양과 산발성 종양의 

간 특징을 가진 것으로 생각하기도 했으나 재는 산발

성 유방 종양과 호르몬 수용체의 계와 비슷하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도 BRCA2 련 종양은 ER 음성의 비율은 높

았으나 PR 음성의 비율은 50%로 산발성 종양과 비슷하

다.

  HER-2 단백질 과발 은 산발성 유방암 20∼30%에서 

찰되고 있는데 HER-2 과발  종양은 호르몬 치료에 반응

이 으나 anthracyclin 포함된 항암제에 한 반응이 좋으

며 trastuzumab 치료에 반응을 잘한다. BRCA1 련 종양 

에서 HER-2 과발 은 매우 드물다고 알려져 있는데18,19) 

일부의 자료는 10% 이상에서 HER-2 과발 이 찰된다고 

하 으나 HER-2 과발 을 면역조직화학  염색으로만 검

사하여 2+, 3+를 양성으로 정하 으나 오늘날은 3+는 

부분 FISH (Fluorescence In Situ Hybridization) 에서도 유

자 증폭이 찰되나 2+의 경우 20% 정도에서만 FISH에서

도 양성 반응을 보이므로 실제로 유 자 증폭까지 일어난 

BRCA1 련 종양은 HER-2 양성인 경우가 극히 드물며 본 

연구에서도 8명의 BRCA1 련 종양에서 한명도 HER-2 

양성이 찰되지 않았다. BRCA2 련 유방암과 HER-2의 

계는 BRCA1 종양만큼 특징 이지는 않으며 일부의 연

구자들은 산발성 유방암과 비슷한 비율로 찰 된다고 하

며20) 일부에서는 BRCA 련 유방암처럼 HER-2 과 발 이 

거의 찰되지 않는다고 한다.17∼19) 본 연구에서도 BRCA2 

련 암에서는 6명  한명은 HER-2 과발 을 보 다. 

BRCA1 돌연변이 종양에서 특히 HER-2 과발 이 찰되

지 않는 이유는 둘 다 13번 염색체에 치하고 있는데 

BRCA1 locus의 heterozygote 소실이 일어나는 동안 근처에 

있는 HER-2 allele 의 하나도 물리 으로 결손이 같이 일

어나기 때문으로 해석하기도 한다.21)

  호르몬 수용체, HER-2와 BRCA1/2 련 종양의 계 이

외에 몇 가지 다른 마커들도 연구가 진행되었다. BRCA1과 

p53은 둘 다 종양 억제 유 자로서 DNA 이  나선 손상 

복구와 아폽토시스 등에 같은 기 으로 여하고 있으며 

BRCA1 련 종양에서는 p53 면역조직화학  염색에서 양

성 반응을 보이는 비율이 높다고 하지만 BRCA2 에서는 

호르몬 수용체, HER-2와 마찬가지로 상반된 결과들이 나

오고 있다.18) 본 연구에서는 p53에 한 TMA 염색은 시행

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까지 나온 한국인 유방암 유 자 

돌연변이 상태에 한 논문들 에서 조직병리학  특성

에 한 논문은 한 등22)이 최근에 보고한 논문에서 

BRCA1/2 모두를 포함한 12례에서 호르몬 수용체 음성의 

비율이 높다고 보고했을 뿐 BRCA1과 BRCA2를 나 어서 

임상  특성과 면역조직학 특성을 비교한 논문은 없어서 

이 논문이 최 의 보고이며 한국인 BRCA1/2 돌연변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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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의 유방암 종양도 지 까지 백인을 심으로 나온 결

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최근의 cDNA microarray 연구에 의하면 부분의 

BRCA1 련 종양은 basal type의 유 자 발  특성을 가지

고 있고 BRCA2 련 종양은 그 경향이 덜 하다고 한다.23) 

재까지의 앞에서 언 한 연구들의 결과로 BRCA1/2 돌

연변이 보유자에서 발생한 유방암은 산발성 유방암에 비

해 다른 특징을 보이며 특히 BRCA1은 더 뚜렷한 경향을 

보이는데 이러한 사실로부터 유추해 낼 수 있는 요한 임

상  용은 이 결과를 유방암 유 자 검사에 응용하는 것

이다. 재까지 유방암-난소암 가족력이나 은 나이에 발

생한 유방암이 유 자 돌연변이가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

로 생각되고 있는데 이러한 임상  자료에 조직 병리  특

성을 결합하면 유방암환자에서 BRCA1/2 돌연변이가 있을 

가능성이 많은 환자들을 구분하는데 하게 이용될 수 

있다. 즉 유방암의 가족력이 없어도 invasive ductal carcinoma

이면서(medullary carcinoma도 가능) ER 음성, PR 음성, 

HER-2 음성인 환자는 BRCA1 유 자 돌연변이의 가능성 

매우 높고 BRCA2의 가능성도 많다. 한 연구 보고는 35세

이하의 유방암 환자로 ER 음성이고 invasive ductal 

carcinoma, 등 이 3인 환자는 BRCA1 돌연변이 가능성이 

27%라고 하며19) 본 연구에서도 40세 이하에서 triple 

negative (ER-, PR-, HER-2-)의 경우 24% 즉 4명  한명이 

BRCA1이나 BRCA2 유 자 돌연변이를 보유하고 있어서 

검사가 필요한 군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BRCA1/2 돌연변이와 후와의 계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Adem 등24)은 BRCA1/2 돌연변이 보유자와 산발성 

유방암 환자의 치료  방  치료를 해 제한 유방의 

암 단계 조직과 암조직의 조직병리학  비교 연구를 통

해 BRCA1/2 돌연변이 보유자는 산발성 암환자에 비해 암

의 단계로 생각되는 proliferative fibrocystic change (PFC)

가 한쪽 유방암 제술을 받은 유방조직에서 게 나오고

(7% vs 25%) 방  양측 유방 제술을 받은 경우에는 

조군이 PFC가 36% (7/19) 나온 것에 비해 11명  한명도 

PFC가 찰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침윤성 유방암 뿐 

만 아니라 상피내암도 BRCA1/2 돌연변이 보유자의 암은 

조직학  등 이 높고 괴사가 많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들

은 BRCA1/2 돌연변이에서 발생한 암은 산발성 암보다 암

이 진행 되는 과정이 가속화 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한 

이 연구 논문과 재까지의 다른 연구 결과에서 확인된 바

와 같이 BRCA 련암 특히 BRCA1은 후가 나쁘다고 알

려진 ER, PR이 음성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론 으로는 

BRCA 돌연변이가 발생한 암은 후가 나쁠 가능성이 많

다. 그러나 재까지 나온 결과는 산발성 암과 비교해서 

후의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많으며 일부 결과는 

BRCA1/2 돌연변이군이 후가 나쁘다고 보고하고 있다. 

후가 나쁠 것으로 측되는 BRCA1이 30명 이상 포함된 

연구들 11개 에서 8개의 연구는 후 차이가 없다고 보

고하고 있으며25∼27) 200명 이상의 가장 많은 환자를 상

으로 한 연구에서도 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고,28) 가

장 최근에 나온 결과들도 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

다.29∼30) 후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인자로는 DNA

를 복구하는 기능이 있는 BRCA가 돌연변이를 일으킨 암

은 DNA를 손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항암제인 Mitomycin C

나 Cisplatin에 민감하며 spindle에 작용하는 Taxanes 과 

Vinca Alkaloid 항성을 가질 수 있다.31) BRCA1/2 돌연변

이가 있는 난소암은 항암화학요법시 BRCA1/2 련 종양

이 반응이 좋은데 난소암 치료에 Cisplatin 이 포함되기 때

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로 BRCA1/2 련 종양

은 후가 나쁠 수 있으나 많은 연구 결과는 후 인자가 

아니며 본 연구에서도 BRCA1/2 돌연변이 환자의 후가 

오히려 좋으나 통계 인 의의가 없었으며 좀 더 많은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 으로 한국인 은 유방암 환자 에서 BRCA1/2 

련 종양은 서구인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Triple 

negative 즉 ER 음성, PR 음성, 그리고 HER-2 음성일 경우 

BRCA1/2 돌연변이 가능성이 4명  한명 정도로 비율이 

높으므로 그 환자들을 상으로 BRCA1/2 유 자 돌연변

이 검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BRCA1/2 련 유방암의 후

가 산발성 유방암과 차이가 없음도 확인되었다. 그러나 한

국인에서 BRCA1/2 연구는 아직 일부 병원에서만 시행하

고 있으며 상 환자 수가 으므로 보다 많은 환자를 

상으로 추  기간을 충분히 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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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BRCA1/2 Mutations, Hormone Status and HER-2 Status in 
Korean Women with Early-onset Breast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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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Women with breast cancer diagnosed at an age of 40 years or younger have a greater prevalence of 
germline BRCA1 and BRCA2 mutations than the prevalence of women with breast cancer diagnosed at older 
ages. Several immunohistochemical characteristics have been identified in breast cancers from studies of 
Caucasian women with BRCA1/2 mutations having familial or early-onset breast cancer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whether early-onset breast cancer in BRCA1 or BRCA2 mutation carriers, who were not selected 
from a family history, could be distinguished by the use of immunohistochemical methods and could be 
distinguished from breast cancer in women of a similar age without a germline BRCA1 or BRCA2 mutation. We 
also analyzed the prognostic difference between BRCA1/2 related and BRCA1/2 non-related patients by the use 
of univariate and multivariate analysis.
Materials and Methods: Breast cancer tissue specimens from Korean women with early-onset breast cancers 
were studied using a tumor tissue microarray.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of estrogen receptor (ER), 
progesterone receptor (PR) and HER-2, as well as the histology and grade of these specimens, were compared. 
The prognostic impact of immunohistochemical and histological factors as well as the BRCA1/2 mutation status 
was investigated separately.
Results: There were 14 cases and 16 deleterious BRCA1/2 mutations among 101 patients tested. A family 
history (4/14) and bilateral breast cancers (3/9) were high risk factors for BRCA1/2 mutations. BRCA1/2- 
associated cancers demonstrated more expression of ER-negative (19.4% versus 5.1%, p=0.038) and HER-2 
negative than BRCA1/2 negative tumors, especially for tumors with BRCA1 tumors The BRCA1/2 mutation rate 
for patients with triple negative tumors (negative expression of ER, PR and HER-2) was 24.2%. Tumor size, 
nodal status, and HER-2 expression status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disease free survival, as determined 
by univariate and multivariate analysis, but the BRCA1/2 status was not a prognostic factor.
Conclusion: Breast cancer that occurs in women with a germline BRCA1 or BRCA2 mutations have recognizable 
immunohistochemical features, which may be useful in identifying individuals that are more likely to carry 
germline mutations. Although the BRCA1/2 mutation status was not a prognostic factor in Korean women with 
early-onset breast cancer, more cases with a longer follow-up period are needed for further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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