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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발성골수종 환자의 파라핀포매조직에서 MicroRNA 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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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of thyroid cancer, liver cancer, and lung cancer has been reported in Korea. However 
microRNA research of multiple myeloma has never been reported. Hence we intended to confirm 
whether microRNA can be utilized as a diagnostic marker to patients of multiple myeloma. We also 
intended to evaluate whether microRNA can be detected in paraffin-embedded tissue (FFPE).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argeting 8 samples from patients of multiple myeloma who do not have 
any other diseases, and 2 control samples. From January 2010 to July 2012, we selected miR-15a, 
miR-16, miR-21, miR-181a and miR-221 as microRNA target genes. It was decided that for a 
sample to be significant, the results should show values more than 1.5 or less than -1.5. Our 
findings of fold change were highly significant in miR-15a with a value of 37.5% (3/8). From these 
studies, we learned that miR-15a is useful with westerners. miR-221, on the other hand, shows 
conflicts with westerners, so more research will be needed in this area.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microRNA can be detected in paraffin embedded tissue (FFPE).

Keywords: Multiple myeloma, MicroRNA-15a, Paraffin embedded tissue

Corresponding author: Kye Chul Kwon
Department of Laboratory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35015, Korea
Tel: 82-42-280-7799
E-mail: kckwon@cnu.ac.kr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 © 2015 The Korean Society for Clinical Laboratory Science. All rights reserved.

Received: November 1, 2015
Revised 1st: November 16, 2015
Revised 2nd: November 21, 2015
Accepted: November 21, 2015

서  론

다발성 골수종은 주요 혈액질환으로 형질세포가 비정상적인 분

화과정과 증식으로 인해 뼈에 축적되어 뼈의 통증, 뼈 부종, 골절, 

척추 협착 등이 나타나며 진단 당시 뼈 관련 질환이 환자의 70%에

서 동반된다. 이외 신장 손상과 혈소판 감소증, 백혈구 감소증 등의 

증상이 있다. 같은 혈액암의 일종인 백혈병은 혈소판이 떨어지는 

것으로 쉽게 진단이 되지만 다발성 골수종은 뼈가 손상되는 증상이

기 때문에 많이 진전되기까지 오랫동안 병을 모르고 지나는 경우가 

많아 위험하며, 혈액종양의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이다(Bang 등, 

2006; Takimoto 등, 2008; Lee 등, 2012).

 최근 진단, 예후 예측 및 치료를 목적으로 세포내 유전자 발현과

정의 중추적 조절인자로 발달, 세포 분화, apoptosis와 세포 증식과 

같은 생리적 프로세스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microRNA 

(miR)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Vasilatou 등, 2009; 

Farazi 등, 2013). MicroRNA는 19∼24개의 뉴클레오타이드

(nucleotide)로 microRNA와 상보적 결합을 통하여 세포내 유전

자 발현과정의 중추적 조절인자로 작용한다(Munker와 Calin, 

2011). 사람은 1,600개 정도의 microRNA를 가지고 있다(Iorio 

등, 2009; Satoh, 2012).

MicroRNA는 종양고형물과 혈액학적 악성종양 모두의 발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암의 생성과정에서 microRNA는 표적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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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에 따라 종양 억제 유전자(tumor suppressor gene)와 종양유

전자(oncogene)로 작용하고 있으며, 발현 양상이 달라 이를 활용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전립선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

암, 췌장암과 같은 각종 암 그리고 급성골수성백혈병, 심근경색등

에 관한 microRNA 인자에 대한 연구가 광범위하게 보고되고 있으

며 표지자를 발굴하고 있다(Mattie 등, 2006; Porkka 등, 2007; 

Schetter 등, 2008; Kota 등, 2009).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갑상선암, 간암, 폐암 관련 연구가 보고

되었으나(Han과 Kim, 2009; Kim등, 2009; Son 등, 2009; Chang 

등, 2011; Sung 등, 2015) 다발성 골수종환자에 관한 microRNA 

연구는 보고된 경우가 없어 알아보고자 하였다.

다발성 골수종환자에서, Corthals 등(2010)은 miR-15a와 

miR-16이 13 deletion과 연관성이 있고 down expression된다고 

하였으며, Croce 등(2009)과 Roccaro 등(2009)은 down expre-

ssion을 보고하였다. Loffler 등(2007)과 Iorio 등(2009)은 miR- 

21이 over expression 된다고 하였고, Roccaro 등(2009)과 

Munker 등(2011)은 miR-181a와 miR-221이 over expression

된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다발성 골수종에서 유의성이 있다고 

보고한 miR-15a, miR-16와 miR-21, miR-181, miR-221를 선정

하여 서양인과 한국인에서의 발현을 비교하여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다발성 골수종 환자의 골수(bone marrow)에서 aspiration

한 검체를 이용한 연구가 대부분 보고되고 있으며(Pichiorri 등, 

2008; Zhouet 등, 2010) 파라핀 포매 조직(formalin fixed 

paraffin embedded tissue, FFPE)을 이용한 경우는 거의 없어

(Yaguang 등, 2007) 파라핀 포매 조직에서도 가능한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한국인의 다발성 골수종 환자에서 서양

인과 같은 발현을 보이는지 확인 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다발성 골

수종 환자에서 microRNA를 진단에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 보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연구재료 

연구 대상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충남대학교병원 

진단검사의학과에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위해 골수검사를 의뢰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충남대학교병원 임상시험심사

위원회(CNUH IRB 2012-03-014-001) 심사를 거쳐서 시행하였

다. 다발성 골수종은 The International Myeloma Working 

Group (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NCCN)의 진

단기준을 이용하여 진단된 8예로 하였으며, 대조군은 다발성 골수

종 질환이 없고 염색체 이상이 없는 2예를 대상으로 하였다. 성별 

평균연령은 남자 4명 62세, 여자 4명 64세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의 채택 기준은 다발성 골수종 환자 중 종양 질환이 없

고, 염색체 핵형분석을 확인하여 다발성 골수종과 관련이 가장 많

은 14q32, 13q, 17p 결손(deletion) 그리고 염색체 1의 이상(1p 소

실과 1q 추가), 1q 세염색체(trisomy)의 염색체 이상인 환자를 제

외한 8예를 선정하였다. 

본 실험 전에 예비실험을 2회 실시하였으며, 첫 번째 실험에서 

파라핀 포매 조직에서 microRNA가 추출되는지 4 검체를 시행하

였으며, 두 번째 예비실험에서는 다발성 골수종 17예, 대조군 3예

로 총 20예를 진행 한 후 본 실험을 진행하였다.

2. 실험 방법

다발성 골수종 환자의 파라핀 포매 조직에서 추출된 RNA 용해

물을 실온에 꺼내놓은 capture probes가 입혀진 microplate에 넣

고, capture extender와 target probes를 넣고 hybridization 시

켰다. Pre-amplifier를 hybridize하고 bDNA를 hybridize하였다

(Amplifier단계). 화학발광 기질액을 넣고 luminometer (Panomics 

L-100, Affymetrix inc, San Jose, California, United States)로 판

독하였다. Normalization은 human SNORD43 (QuantiGene 2.0 

miRNA assay, Affymetrix inc, Santa Clara, California, United 

States)으로 하였다. 

1) mRNA Purification in FFPE

골수 천자한 파라핀 포매 조직을 5 m 두께로 15 장씩을 잘라 

1.5 mL microtube에 넣었다. 각 검체에 homogenization solution 

600 L와 proteinase K 6 L (QuatiGene sample processing 

Kit, Affymetrix) 비율로 검체 수 만큼 준비하여 혼합한 후 606 L

씩 검체가 들어있는 microtube에 분주 하였다. 미리 온도를 맞추

어 확인 된 65oC heating block에 넣고 6시간 동안 incubate 시행

하며, 1시간마다 꺼내어 maximum speed로 1분간 vortex mix를 

반복하였다. Incubate 끝난 후 5분간 maximum speed 13,000 

rpm으로 5분간 원침하여 상층액을 다른 microtube로 옮기면서 

파라핀과 침사물이 없고 맑은 상층액이 될 때까지 반복하였다. 추

출된 상층액을 다음 단계에 이용하였다. 

2) Target hybridization

미리 만들어 놓은 working solution (1 well 당 nuclerase-free 

water 25.1 L, lysis mixture 33.3 L, blocking reagent 1.0 L, 

CE 0.3 L, LE 0.3 L 비율로 혼합) 60 L를 거품이 나지 않도록 30 

분전 실온에 꺼내 둔 capture plate에 분주하고, 추출해 놓은 상층

액을 target gene probe 1 개당 40 L씩 capture plate 2 개 well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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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romosomal karyotype and plasma cell of 8 patients 
with multiple myeloma

Specimen
Chromosome 

karyotype
Disorder

Plasma 
cell (%)

1 46,XX[20] Multiple myeloma 26
2 46,XX[20] Multiple myeloma 36
3 46,XY[20] Multiple myeloma 49
4 46,XX[20] Multiple myeloma 23
5 45,X,-Y[3] Multiple myeloma 33
6 46,XY[11] Multiple myeloma 30
7 46,XY[20] Multiple myeloma 12
8 46,XX[20] Multiple myeloma 11

옮겼다(1 검체별 2 회 반복 검사 위해 2 개 well 분주). 그리고 blank

는 working solution 40 L, human SNORD43 40 L를 별도 

well에 넣었다(검체와 같은 방법으로 2 개 well 분주). 전부 sealing 

film으로 덮은 후 롤러로 밀착 시켰다. 교반기에 놓고 240 rpm에서 

20 초간 혼합 한 후 46oC±1oC heating block 에 넣고, 16시간 동

안 반응을 시켰다. 반응 후 다음 단계를 진행하였다.

3) Amplification

인큐베이터에서 반응 한 capture plate를 가져와 sealing film

을 제거 후 미리 만들어 놓은 washing buffer (1 plate 기준으로 

washing buffer는 증류수 400 mL, wash buffer component 1.5 

mL, component 2.5 mL를 혼합한다)를 well당 200 L씩 분주한 

후 buffer가 완전히 나오도록 버린 후 깨끗한 핸드타올 위에 뒤집어 

강하게 털어내 제거하였다. 다시 washing buffer 300 L씩 넣은 

후 강하게 털어내 제거한 다음 마지막으로 washing buffer 300 L

씩 넣은 후 강하게 털어내 제거하였다. 그 다음 240 rpm 교반기 위

에 핸드타올 놓고 뒤집어 1분간 용액 완전히 말렸다. 만들어 놓은 

2.0 pre-amplifier solution (1 plate 기준으로 pre-Amplifier 시

약을 spin down 시킨 후 11  L를 정확히 취한 다음 amplfier/label 

probe diluent 11 mL를 혼합하여 실온에 놓았다.) 100 L씩 각 

well에 분주하고, sealing film 밀착 후 46oC에서 1시간 반응시켰

다. 꺼내서 washing을 전 단계와 같은 형태로 3회 시행한 후 준비

된 2.0 amplifier solution을 100 L씩 각 well에 분주하고, 

sealing film 밀착 후 46oC에서 1시간 반응시켰다. Washing 3 단계

를 전과 동일하게 시행 후 만들어 놓은 Label Probe (1 plate 기준으

로 label probe 시약을 spindown 후 각 label probe 11 L에 

amplfier/label probe diluent 11 mL 비율로 혼합) 100 L씩 각 

well에 분주하고 46oC heating block에서 sealing film 밀착 후 1 

시간 반응시켰다.

4) Detection

반응이 끝난 capture plate를 꺼내 washing 3 단계를 거친 후 

2.0 기질 용액 100 L를 넣고, sealing film으로 덮은 후 실온에서 

5분 동안 방치 후 luminometer에서 15분 이내 판독하여 relative 

light unit (RLU)를 측정하였다. 

3. 통계 분석

통계분석은 상관성결과는 pearson correlation으로 하였으며, 

유의성검정은 비모수검정을 이용하였다(SPSS PASW Statistics 

18.0, SPSS inc, Chicago, Illinois, United States). Fold change값 

결과는 human SNORD43을 이용하여 normalization 한 결과 값

을 대조군 대비 환자 결과 값으로 하였다(환자 결과 값/control 값). 

Fold change 값은 1.5 이상을 over expression, −1.5 이하를 

down expression으로 판정하였다(McCarthy 등, 2009; Tan 등, 

2009). 

결  과

1. 대상환자의 임상적 특징

다발성 골수종 대상자는 임상검사항목인 혈색소 수치, 혈소판 

수, 혈청 칼슘 농도, 혈청 알부민 농도, 혈청 크레아티닌, C-반응단

백(C-reactive protein, CRP), 젖산탈수소효소(lactic dehydro-

genase, LDH), 2-microglobulin, 면역글로블린정량, 골수흡인

과 생검, 혈청단백 전기영동과 면역고정전기영동, 뼈용해 병변 관

찰을 시행하였고, 염색체 분석은 고식적 행형분석(conventional 

karyotyping)과 형광제자리부합법(Fluorescence In Situ Hy-

bridization, FISH)을 실시하여 다발성 골수종 환자로 진단 받고, 

다른 종양 질환이 없는 8예와 종양 질환이 없는 대조군 2 예를 선정

하여 총 10예를 실시하였다.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은 환자 중 골

수 검사 상 형질세포가 3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는 4예, 이하인 

경우 4예였다(Table 1).

MicroRNA의 probe는 QuantiGene miRNA Probe Sets-50rxn 

(＜43 bp)(Affymetrix inc, Santa Clara, California, United States)

를 이용하였으며, 염기서열은 miR-15a는 UAGCAGCACAUAAU-

GGUUUGUG, miR-16은 UAGCAGCACGUAAAUAUUGGCG, 

miR-181a는 AACAUUCAACGCUGUCGGUGAGU, miR-21은 

UAGCUUAUCAGACUGAUGUUGA 그리고 miR-221은 AGCUA-

CAUUGUCUGCUGGGUUUC이었다(Table 2).

2. MicroRNA 분석 결과

대조군을 기준으로 평균 fold change 값은 miR-15a가 −0.8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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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icroRNAs differentially expressed between MM (n=8) 
and controls (n=2) 

MicroRNA
Average 

Fold change
Pearson 

correlation
Chromosomal 

location

miR-15a −0.8 0.917 13q14.2
miR-16 −0.7 0.826 13q14.2
miR-21 0.2 0.959 17q23.1
miR-181a 0.3 0.486 1q32.1
miR-221 −0.4 0.707 xp11.3

Table 2. Discriminate between closely related family members

MicroRNA Sequence

miR-15a UAGCAGCACAUAAUGGUUUGUG
miR-16 UAGCAGCACGUAAAUAUUGGCG 
miR-181a AACAUUCAACGCUGUCGGUGAGU
miR-21 UAGCUUAUCAGACUGAUGUUGA
miR-221 AGCUACAUUGUCUGCUGGGUUUC

Table 4. Fold change of individual microRNAs in multiple myeloma 
patients

Cases miR-15a miR-16 miR-21 miR-221

1 −3.1 1.2 0.2 3.9*
2 0.5 1.6* 0.1 0.9
3 0.5 0.6 0.0 0.5
4 −0.4 −0.8 0.3 0.7
5 −0.1 1.3 1.2 1.0
6 −1.6 −6.5* −0.1 −5.8*
7 −1.6 −1.7* −0.1 −2.1*
8 −0.4 −1.0 −0.1 −1.9*

*Significance of Fold change: 1.5 ＜ Patient result, Patient result 
＜ −1.5.

Table 5. Results of expressed as fold change of the microRNA in multiple myeloma 

MicroRNA 1.5＜Patients Patients＜−1.5 Expression Reseach p-value

miR-15a 0 3 (37.5) Down Down 0.257
miR-16 1 (12.5) 2 (25.0) - Down 0.480
miR-21 0 0 - Over 0.988
miR-221 1 (12.5) 3 (37.5) Down Over 0.705

*p＜0.05: significance.

나타났으며, miR-16는 −0.7, miR-21은 0.2 그리고 miR-221은 

−0.4로 나타났다. 유의하지는 않지만 miR-15a와 miR-16는 비교

적 높은 down expression 나타났다(Table 3, 4). 

각 검체별 fold change 값이 1.5 이상 또는 −1.5 이하로 유의성

을 보인 경우 miR-15a는 3예(37.5%)로 모두 down expression 이

었으며, 전체 miR-15a 중 decrease를 보인 경우가 8예(100%)로 

나타났다. miR-16은 유의성을 보인 경우 3예(37.5%)였으며, 그 중 

2예가 down expression을 보였고, 전체 miR-16 중에서 

decrease를 보인 경우가 5예(62.5%)였다. 그리고 miR-221은 유

의성을 보인 경우가 4예(50.0%)이며, 이중에서 3예(75.0%)가 

down expression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decrease는 6예

(75.0%)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miR-15a와 miR-221은 유의성 

있는 경우가 3예(37.5%), 전체적으로 유의성은 없었지만 100%와 

75.0%가 decrease를 보였다. miR-16과 miR-21은 유의성을 보이

지 않았다(Table 4, 5).  

각 검체별 2 회 반복검사를 실시한 상관관계는 miR-15a 0.917, 

miR-16은 0.826, miR-21은 0.959, miR-181a는 0.486으로 나타

났으며, miR-221은 0.707로 miR-181a를 제외하고 높은 일치를 

보였다. 하지만 miR-181a는 상관계수가 낮게 나와 결과에서 제외

하였다(Table 3). 통계학적 유의성검정(p-value)에서 miR-15a는 

0.257, miR-16은 0.480, miR-21은 0.988 그리고 miR-181a는 

0.705로 모두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지만 miR-15a가 microRNA 

중에서는 유의한 값에 가까운 결과를 보였다(Table 5).

고  찰

다발성 골수종은 혈액 암으로서 최근 발생률과 사망률이 급격하

게 증가하고 있다. 20년 전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암으로 인한 전

체 사망이 2.5배 정도가 증가하고, 백혈병의 경우 2배, 악성림프종

이 5배 증가한 것에 비할 때 다발성 골수종은 무려 최소 30배 이상 

증가하여 주목 할 만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Lee 등, 2012).

이와 같은 급속한 증가는 의료보험이 확대되면서 특히 고령층에 

대한 의료혜택의 기회가 많아짐으로 인해 발견 증례가 증가하였고, 

급속한 산업화와 서구식 식생활 등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이 크고 

연령대별 발생율이 60대 이후를 보이고 있어 고령화와 함께 최근 

발생률과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와 인종이 비슷하면

서 먼저 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의 예를 고려하면 앞으로 지금의 2 

배 가량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 대조군을 기준으로 fold change 1.5 이상 또는 

−1.5 이하로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에서 miR-15a는 3예(37.5%)

로 모두 down expression 되었으며, 전체 miR-15a 중 de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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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인 경우가 8예(100%)로 나타났다. miR-16은 3예(37.5%)였

으며, 그 중 2예(66.7%)가 down expression을 보였고, 전체 

miR-16 중 5예(62.5%)에서 decrease를 보였다. miR-15a와 

miR-16은(Croce 등, 2009; Roccaro 등, 2009)에서 다발성 골수

종은 down expression 한다고 하였다. 관련이 있다고(Farazi 등, 

2011; Munker 등, 2011)도 보고를 하였으며, 이러한 보고와 

miR-15a는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고, miR-16은 일치하지 않았다. 

miR-15a, miR-16은 염색체 13q14.3에 위치하며, 이들이 결실되

면 세포사 억제(anti-apoptotic) 단백질인 세포성 암유전자 BCL2

를 조절하는데 BCL2의 발현이 억제되어 여러 암의 원인이 되고 있

으며, 특히 B세포성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chronic lympocytic 

leukaemia) 발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Munker 

등, 2011). 다발성 골수종 환자에서도 miR-15a의 감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miR-221은(Roccaro 등, 2009; Munker 

등, 2011)에서 다발성 골수종은 over expression 된다고 하였는

데, 유의성을 보인 경우가 4예(50.0%)로 나타났고, 3예(75.0%)가 

down expression, 1예(12.5%)에서 over expression을 보였으

며, 전체 중 6예(75.0%)가 decrease를 보여 상반된 결과를 얻었다. 

miR-21은 Loffler 등(2007)과 Iorio 등(2009)은 다발성 골수종에서 

miR-21이 over expression 된다고 하였으며, 임파종, 대장암, 유방

암, 간암, 췌장암, 폐암, 위암 등 각종 암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하

고 있다. 하지만 본 결과에서는 유의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결과적

으로 miR-15a와 miR-221은 유의성 있는 결과를 보였으며, down 

expression을 나타냈다. 특히 miR-15a는 서양인에 대한 기존의 

연구와 높은 일치율을 보였으며, miR-221은 상반된 결과를 얻었

다. miR-16, miR-21은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Table 3-5). 통계

학적 유의성검정(p-value)에서 miR-15a가 0.257, miR-16은 

0.480, miR-21은 0.988 그리고 miR-181a는 0.705로 모두 유의

성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빈도수가 적어 유의성을 확인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Table 5).

결과적으로, 다발성 골수종에서 fold change값을 기준으로 

miR-15a는 일치된 결과를 보였지만, miR-221은 상반된 결과를 

보였으며, miR-16, miR-21은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그 중에서 

miR-15a의 경우 다발성 골수종 환자 진단에 유용한 결과를 얻었다.

요  약

우리나라의 경우 갑상선암, 간암, 폐암 관련 연구가 보고되었으

나 다발성 골수종환자에 관한 microRNA 연구는 보고된 경우가 없

어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다발성 골수종 환자의 골수(bone 

marrow)에서 채취한 검체를 이용한 연구가 대부분 보고되고 있으

며, 파라핀 포매 조직을 이용한 경우는 거의 없어 파라핀 포매 조직

에서도 가능한지 알아보았다. 연구 대상은 2010년 1월부터 2012

년 7월까지 충남대학교병원 진단검사의학과에 다발성 골수종 진

단을 위해 골수검사를 의뢰한 8 검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microRNA는 보고된 내용 중 관련성이 높다고 한 miR-15a와 

miR-16, miR-21, miR-181a, miR-221를 시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각 검체별 fold change 값이 1.5 이상 또는 −1.5 이하로 유의성

을 보인 경우는 miR-15a에서 3예(37.5%)로 나타났다. Microarray 

검사법으로 보고한 기존 연구와 비교한 결과, miR-15a의 경우 일

치하는 결과로 한국인의 다발성 골수종 환자에서 진단에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miR-221은 상반된 결과를 얻었다. 이와 같이 

miR-15a의 경우, 서양인과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으며, miR-221

은 서양인과 상반된 결과로 좀 더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파

라핀 포매 조직에서도 microRNA를 검출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

다. 하지만 검체수가 적어 좀 더 정확한 확인 검사와 많은 검체를 이

용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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