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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The natural killer cell antigen CD56 (NCAM) is a member of the immunoglob-
ulin superfamily and is expressed on neurons, astrocytes, and Schwann cells. Recently, it
has been reported that CD56 expression is detected on plasma cells of multiple myeloma by
flow cytometry. Method : In this study, to test the diagnostic usefulness of the anti-CD56
antibody for plasma cell neoplasm on paraffin-embedded materials, we performed immuno-
histochemical staining of samples from 19 patients with plasma cell neoplasms. These cases
included 14 cases of multiple myeloma, 3 cases of solitary plasmacytoma of the bone, and
two cases of extramedullary plasmacytoma. Results : The neoplastic plasma cells from 68
% of the patients with plasma cell neoplasms expressed CD56 highly. CD56 was expressed
in all three cases of solitary plasmacytoma of the bone and one of two extramedullary plas-
macytoma, and nine out of 14 multiple myeloma cases. In contrast, reactive plasma cells
from the 18 patients with miscellaneous lesions were completely negative for CD56. Conclu-
sions : CD56 is aberrantly expressed on the neoplastic plasma cells, and it may be used as
a useful marker for the diagnosis of plasma cell neoplasms in paraffin-embedded t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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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핀에 포매한 형질세포종양 조직에서의 CD56의

발현 증가와 진단적 유용성

형질세포와 관련된 종양은 뼈의 고립형질세포종과 골수외형

질세포종 및 다발성골수종, 형질세포백혈병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뼈의 고립형질세포종이나 골수외형질세포종은 전체 형질

세포종양의 5-10%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발성 골수종과는 달리

혈청이나 소변 내에서 단일클론 면역 로불린이 검출되지 않는

다.1 다발성골수종은 주로 골수를 침범하고 혈청과 소변에서는

단일클론 면역 로불린이 검출되는 악성 종양으로 빈혈, 골파괴

병변, 신장기능부전과 고칼슘혈증을 동반할 수 있다. 최근에 와

서 종양성 형질세포와 정상 형질세포를 여러 가지 세포 표지자

를 이용해서 구분하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2 이들 연구 결

과를 종합해 보면 정상 형질세포와 종양성 형질세포에서 다 같

이 높게 나오는 표적인 표면 항원은 CD38이고, 종양성 형질

세포에서만 나오는 항원으로는 CD56, CD117 등이 알려져 있으

며, LFA-1, VLA-1, CD44 등의 접합물질이 좀 더 공격적인

행태를 보이는 악성 형질세포에서 더 많이 발현한다고 알려져

있다. 반면 CD19는 종양성 형질세포에서는 거의 발현되지 않지

만 정상 형질세포에서는 높게 발현되는 성질이 있다. 그외에 종

양성 형질세포에서의 CD11b, CD13, CD14, CD15, CD33같은

골수성 항원의 발현은 나쁜 예후를 암시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들 세포 표지자들은 임상적인 정보가 불확실하고 형태학적

인 진단이 어려울 때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환자의 예후

를 판단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앞에서 종양 세포에서 특

이하게 발현되는 항원으로 알려진 CD56과 CD117 중에서도

CD56이 보다 더 잘 알려져 있으며, 반면 CD117은 발현 정도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CD56 (NCAM, neural cell adhe-

sion molecule)은 자연세포독성 림프구와 신경내분비계 세포의

표지자로 알려져 있으며, 세포 간의 동종친화성 반응

(homophilic interaction)을 조절하는 세포 표면의 타액당단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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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이다. CD56은 발생 과정에서 여러 다양한 조직으로부터 일시

적으로 발현될 수 있지만, 주로 신경세포와 교세포, 신경모세포

종, 윌름즈종양, 폐의 소세포암종에서 잘 발현된다. 림프구의 경

우에는 자연세포독성 림프구, MHC 비의존성 세포독성 T 세포

(MHC-non restricted cytotoxic T cell)에서 주로 발현되고

때때로 급성 골수성백혈병의 모세포에 발현되기도 한다.  

CD56은 종양성 형질세포를 감별하는 데 쓸 수 있는 항원이고

항 CD56 항체가 비교적 얻기 쉬운 항체임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언급한 종양성 형질세포에서의 CD56 발현에 한 연구 결과는

모두 골수에서 얻은 세포로 면역형광염색한 후 유세포분석을 이

용해서 분석한 것이며, 면역조직화학 검사에 의한 조직의 종양

세포 내 CD56 발현에 관한 연구는 아직 발표된 바 없다. 이에

이런 유세포분석 결과가 파라핀 포매된 조직에서도 재현되는지

확인하고 일반적으로 병리과에서 종양성 형질세포를 감별하는

데 쓰이는 카파/람다 사슬에 한 염색 외에 CD56에 한 면역

조직화학 염색이 진단적 의의를 갖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재료와 방법

연구재료

1990년 1월부터 1999년 4월까지 서울 학교병원 병리과에서

생검으로 얻은 조직 중 다발성골수종 또는 형질세포종으로 진단

받은 19예와 조군으로 사용된 29예(음성 조군 24예 양성

조군 4예)를 포르말린으로 고정한 후 파라핀 포매된 블록을

상으로 하 다.

이 중 음성 조군으로 쓰인 증례 25예는 형질세포형 캐슬만

씨병 3예, 형질세포가 다수 포함된 염증 질환 14예, 백혈병 2예,

각종 림프종 6예이며, 이 중에는 림프모구성 림프종이 2예, B

cell small lymphocytic lymphoma 1예, diffuse large B cell

lymphoma 1예, peripheral T cell lymphoma 1예, 균상식육종

1예로 구성되었다. 양성 조군으로는 2예의 NK/T 세포림프

종, 1예의 후각 신경모세포종, 1예의 소세포암종의 조직이 사용

되었다.  

연구방법

임상 소견 및 병리조직학적 검색

환자의 임상 기록지로부터 나이, 성별, 발생 부위, 골수검사

결과, 혈청 및 소변에서의 단백질 전기 동과 일반 혈액 및 화

학 검사를 비롯한 임상병리 검사 등을 조사하 다. 또한 1990년

1월부터 1999년 4월까지 서울 학교병원에서 형질세포종 또는

다발성골수종으로 진단받고 보관 중인 20예에 하여, HE염색

슬라이드와 CD3, L26, kappa, lambda에 한 항체로 면역염

색한 슬라이드를 당시 병리보고서를 참조하여 검색하 다. 

CD56에 한 면역조직화학 염색

4 m 두께로 자른 파라핀 포매조직을 자일렌으로 파라핀을

제거하 고 함수 과정을 마쳤다. 항원수복 과정으로는 0.01 M

citric acid 버퍼(pH 6.0)에서 5분씩 3번 극초단파(micro-

wave)로 처리하 다. 증류수로 세척한 후, 3% 과산화수소수를

15분간 실온에서 처리하여 내인성 페록시다아제를 제거하 다.

비특이성 반응을 제거하기 위하여 차단항체액 100 L를 조직

에 떨어뜨리고 실온에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슬라이드를 가볍게

털고 항 CD56단클론 항체(clone: 123C3, Zymed, San Fran-

cisco, U.S.A.)를 1:100으로 희석하여 100 L를 가한 후 상온

에서 한 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PBS 완충액으로 세척한 후,

DAKO사의 LSAB kit 내 biotinylated link 항체 100 L로

30분간 실온에서 반응시키고 다시 PBS 완충액으로 세척하 으

며 peroxidase-labelled streptavidin용액 100 L를 가한 후 실

온에서 10-15분간 반응시켰다. 다시 PBS 완충액으로 세척한

후 DAB (diaminobenzidine)로 발색시켰다. 이 때 발색 시간은

5분이었으며 세척이 끝난 후 다시 Mayer's hematoxylin으로 2

분간 반응시킨 후 다시 증류수로 세척하 다. 세척된 슬라이드

를 카나다 발삼으로 봉입하 다.

면역조직화학 염색의 판독

CD56에 한 면역조직화학 염색 반응의 판정은 조직 표본을

광학현미경으로 검경하여 종양세포의 10% 이상에서 분명하게

세포막에 염색될 때 양성으로 판정하 다. 염색의 강도에 따라

강양성은 +++로 중간 정도는 ++, 양성이지만 다소 약한 것은

+로 표기하 다.

연구결과

임상상

총 19예의 형질세포 종양 환자의 연령 분포는 29세에서 78

세 으며, 평균 연령은 59세, 남녀 성비는 약 2:1이었다(Table

1). 생검 부위는 척추(6예)가 가장 많았다. 여러 다른 임상검사

결과 및 환자 외래 추적 결과를 참고할 때 뼈의 고립형질세포종

이 3예, 다발성골수종이 14예, 골수외형질세포종이 2예 다. 다

발성골수종 환자의 경우 임상적 병기는 모두 stage IIIa 다. 

병리조직학적 소견

종양 세포는 분화가 매우 좋은 것부터 매우 나쁜 것까지 다양

하 다. 이 중 분화가 좋은 것은 구석에 린 수레바퀴 모양의

핵과 핵주위 세포질이 투명한 부분 및 호염기성 세포질을 가지

고 있으며, 분화가 나쁠수록 핵소체가 크고 뚜렷하며 다핵세포

나 거 세포를 동반하고 있었다(Fig. 1). 이를 다발성 골수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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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이는 조직학적 분류3를 응용하여 보면, Marschalko type이

16예로 전체의 80%를 차지하 고 small cell type이 1예,

cleaved type이 1예, blastic type이 1예이며 asynchronous

type이나 polymorphous type은 관찰되지 않았다. 

면역조직화학 염색 양상과 발현 빈도

CD56은 주로 종양 세포의 세포막을 따라 염색되었으며 일부

는 세포질 내에 염색되었다(Fig. 2). 양성 조군인 각각 1예의

폐의 소세포암종 및 NK/T 세포암종(data not shown)과 후각

신경모세포종에서 세포막을 따라 강하게 염색되었고, 음성 조

군인 19예의 각종 형질세포를 다수 포함한 염증 질환 및 기타

림프종에서는 모두 염색되지 않았다(Fig. 3). 전체 19예의 형질

세포암종 중 CD56에 양성으로 염색되는 예는 13예(68%) 으

며, 이 중 뼈의 고립형질세포종 3예 모두에서 양성이었고 골수

No. Sex/Age Site BM (%) M-comp (%) HT Dx CD56 Kap/Lambd

1 F/59 Vertebra 3.5% no M peak M SPB   + N.D
2 F/37 Vertebra N.D N.D M SPB + N.D
3 M/37 Vertebra N.D no M peak M SPB ++ N.D
4 M/65 Mediastinum N.D N.D M EP - Iambda
5 M/67 Nasal cavity TINEN no M peak M EP +/- kappa
6 M/29 Vertebra TINEN 28% C MM + N.D
7 F/59 Femur N.D N.D M MM - Iambda
8 M/47 Flank N.D 21% B MM + N.D
9 F/58 Femur N.D 29% S MM ++ kappa

10 M/61 Rib 10.2% 13% M MM + Iambda
11 M/73 Vertebra TINEN 40% M MM + kappa
12 M/71 Femur TINEN 92% (urine) M MM + kappa
13 F/78 Vertebra N.D N.D M MM - N.D
14 M/54 Femur 80% 4.50% M MM - Iambda
15 M/71 Brain 3.2% 27% M MM - kappa
16 F/51 Forearm N.D N.D M MM +++ N.D
17 M/62 Humerus 70% 55% M MM - N.D
18 M/59 Back N.D 41% M MM + N.D
19 F/78 Vertebra 7% 16% M MM ++ N.D

N.D: not determined, M-comp (%): percentage of M component in protein electrophoresis, HT: Histologic type, M: Marschalko type, C: cleaved type,
A: asynchronous type, B: blastic type, SPB: solitary plasmacytoma of bone, EP: extramedullary plasmacytoma, MM: multiple myeloma, TINEN: there
is no evidence of neoplasm, Dx: diagnosis, Kap: kappa chain, Lambd: lambda chain.

Table 1. Clinical profiles and results of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using anti-CD56 antibody in 19 cases of plasma cell neoplasms 

A B

C

Fig. 1. Plasma cell neoplasm
contains various histologic
types of neopalstic plasma
cells. Marschalko type (A),
blastic type (B) and small cell
type (C).

A B

Fig. 2.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for CD56 antigen shows
strong positivity on neoplastic plasma cells of multiple myeloma.
HE (A) and Immunostaining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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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질세포종 2예 중의 1예에서 약하게 염색되었다. 다발성 골

수종으로 확인된 증례 14예 중에서는 9예(64%)에서 양성이었

다. CD3와 CD20 (L26)에 한 염색 결과는 모두 음성이었으

며 kappa사슬에 양성인 예가 6예, lambda 사슬에 양성인 예가

5예, 시행되지 않았거나 결과가 판독불능인 경우가 8예 다.

고 찰

이상의 실험에서 CD56 항원이 전체 형질세포종양의 약 68

%에서 양성인 반면 형질세포의 반응성 증식이 의심되었던 염증

성 병변이나 캐슬만씨병에서는 전혀 염색되지 않아 CD56이 형

질세포종양과 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 다. 형질세포종양

중 뼈의 고립형질세포종과 다발성골수종 및 골수외형질세포종에

서의 CD56 발현 여부 및 정도에는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 

Van Camp 등4이 처음으로 다발성골수종의 종양 세포에서

CD56 항원이 발현된다고 보고한 이래 이에 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다.5,6 이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보면 전체 다발성골수종

환자의 70% 정도에서 CD56이 종양 세포에서 양성이고 정상

형질세포에서는 발현되지 않았다. Rawston 등7의 결과에 의하

면 전체 다발성골수종 환자의 65%가 CD19-/CD56+이며 30%

는 CD19-/CD56-이고 나머지 5%는 CD19+/CD56+이다. 이

결과는 이번 실험에서 얻은 68% 양성률과 매우 유사하 다. 그

렇지만 아직까지 다발성골수종 외에 뼈의 고립형질세포종이나

골수외형질세포종에 한 연구 보고는 없었다. 또한 다발성골수

종에 한 연구는 모두 면역형광염색 및 유세포분석을 통해 이

루어진 것으로서 면역조직화학 염색으로 확인한 연구로는 이 보

고가 처음이다.

일반적으로 다발성골수종의 진단은 골수검사와 혈청과 소변

에서의 단백질 전기 동 검사 및 방사선 소견을 종합하여 이루

어진다. 다발성골수종으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혈청 단백질 중

M-성분이 30 g/L 이상이거나 조직검사에서 형질세포종이 있

거나 골수검사에서 10% 이상의 형질세포 침윤이 있어야 한다.

그 외에 빈혈, 골파괴 병변, 신부전 등의 소견이 있으면 진단이

더욱 확실해진다. 고립형질세포종으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병변

이 하나여야 하고 골수의 형질세포는 10% 미만이어야 하며, 위

에서 제시한 다른 다발성골수종의 기준에 맞지 않아야 한다. 실

제로 병리과로 조직검사가 의뢰되었을 경우에는 검사가 진행 중

이거나 초기 병변이어서 임상병리학적 검사 결과가 불충분한 경

우가 많으며 조직의 크기가 매우 작아 판별하기가 어려운 경우

도 많다. 이런 경우 특히 반응성 형질구증가증과 감별해야 되며,

이 경우 병변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이 성숙 형질세포이고 핵의

이형성 및 세포분열이 없다는 점으로 종양성 병변과 구별할 수

있으나 분화가 아주 좋은 다발성골수종이나 형질세포종양과 구

별하기 힘든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 카파/람다 사슬에 한 염

색을 시행하지만 실제로는 염색상이 뚜렷하지 않아 판독이 애매

한 경우가 있다. 반응성 형질구증가증의 세포 표면 표지자를 조

사해 보면 CD19+, CD38+, CD138+, CD40+, CD45+,

CD11a+, CD49-, CD56-로서 CD56이 음성이라고 보고되어 있

고,8 본 연구에서도 반응성 병변에서는 CD56이 발현되지 않으

므로 CD56 항원의 발현 유무가 감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

된다. CD56염색의 경우에는 염색상이 보다 분명하고 조직이 매

우 작아도 유용하다는 점과 소세포암종이나 NK/T 세포암종의

진단을 위해 병리과에 흔히 갖춰진 항체라는 장점이 있다. 반응

성 형질구증가증 외에 다른 형태적 감별 진단으로 전이성 미분

화암종, 특히 비인두암종이나 분화가 매우 나쁜 편평상피세포암

종이 특히 중요하며 이 경우 일반적으로 cytokeratin, 카파/람

다 사슬에 한 염색이 도움이 된다. 그 외에 B cell small

lymphocytic lymphoma with plasmacytic differentiation도

중요한 감별이며 이 림프종의 경우 형질세포 외에 종양 림프구

가 존재한다는 점이 감별에 도움이 되나 조직의 크기가 작으면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이 때에도 CD56에 한 염색이 도움

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 외에 병리과로 검사가 의뢰되는 경

우는 매우 드물지만 다발성골수종과 감별해야 하는 중요한 진단

으로 MGUS (monoclonal gammapathy of undetermined

significance)가 있으며 이의 진단 기준은 혈청 단백 중 M-성분

이 30 g/L미만이고 기타 다발성골수종이나 고립형질세포종에

해당하는 소견이 없어야 한다. 이 질환의 의의는 아직 분명치

않으며 백혈병이나 림프종같은 병변에 동반하여 나타날 수도 있

다. Ocqueteau 등에 따르면 다발성골수종은 종양 세포들의

부분이 CD56+ 집단에 속하는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으나

A B

C D

Fig. 3. Microphotograph of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for
CD56 in Castleman's disease, plasma cell type (A), B cell small
lymphocytic lymphoma (B), rheumatoid arthritis (C) and olfactory
neuroblastoma (D). No immunoreactivity is found in plasma cells
of reactive lesion and  B cell small lymphocytic lymphoma. In
contrast, olfactory neuroblastoma cells used as a positive control
reveals strong immunoreactivity for CD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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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US의 경우 CD38+, CD19+, CD56-, CD28- CD117-와

CD38+, CD19-, CD56+, CD28+, CD117+의 두 가지 형질세

포가 섞여있다고 보고하 다.9 이런 결과를 종합해 보면 골수에

서 종양 세포의 부분이 CD56양성이면 MGUS보다는 다발성

골수종의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

CD56이 발현될 수 있는 혈액림프내망계 질환으로는 NK-T 세

포림프종, 급성골수성백혈병과 T cell lymphoma 등이 있

으며, 이외에 diffuse large B cell lymphoma에서 양성이었다

는 보고가 하나 있다.10

CD56의 발현과 다발성골수종 환자의 예후와의 관련성에

해서는 여러 보고가 있으나 어떤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한 상태

이다. Poley 등은 다발성골수종 환자의 혈청에서의 CD56의 양

과 예후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11 또 Omede 등에 따

르면 CD56은 CD38, sIg 등과 함께 초기 형질세포의 표현형이

며 종양 세포의 침습성과 보다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 다.12 조

직에서 보면 CD56이 낮을수록 골수 침범이 많고 혈액 중의 종

양 세포 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13 또한

다른 연구에서도 CD56 음성인 경우 leukemic phase로 진행할

경우가 더 많은 반면 침습적인 골파괴 병변을 만들 가능성은 더

적다고 보고하고 있다.14 예외적으로 primary nonsecretory

plasma cell leukemia와 일부 비정상적인 형태에 심한 공격적

인 양상을 보이는 plasma cell leukemia 증례에서는 CD56이

양성이라는 증례 보고가 일부 있다.15,16

본 연구에서는 각종 형질세포 종양의 파라핀 포매 조직에서

CD56의 표현을 면역조직화학 검사로 확인하 으며, 반응성 증

식을 보이는 예에서는 형질세포에서 CD56이 표현되지 않아 형

질세포 종양의 진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CD56과 예

후와의 관계는 연구 상 예가 많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고 추

후 좀 더 많은 증례를 모아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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