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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gnostic Utility of Polymerase Chain Reaction-Based Cl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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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The clonality of lymphoid infiltrates determined by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for immunoglobulin heavy chain (IgH) or T cell receptor (TCR) genes is not only useful
in confirming the diagnosis of malignant lymphoma but also in establishing the lineage of a
clonal lymphoid proliferation. We analyzed the efficiency of PCR analyses for IgH and TCR
genes that have been routinely applied for the diagnosis of malignant lymphoma in our labo-
ratory. Methods : Paraffin sections of 200 cases were analyzed by seminested PCR.
Primers were FRIIIA-LJH/VLJH consensus primer for IgH gene and V -J consensus
primer for TCR gene. The cases showing negative results by PCR for TCR gene were
further analyzed by multiplex V family primers with heteroduplex analysis. Results : PCR
approach for IgH gene allowed detection of clonality in 100% of cases with false positive rate
of 0.3% and false negative rate of 0%. The combination of PCR for TCR consensus
primers with multiplex V family primers allowed detection of clonality in 91% of cases with
false positive rate of 0.6% and false negative rate of 10.3%. Conclusions : Combined analy-
sis of IgH and TCR gene rearragnements by the PCR technique followed by heteroduplex
analysis can be a useful diagnostic adjunct to determine the clonality of various lymphoprolif-
erative diseases with high sensitivity. But clinical, morphological and immunophenotypical
correlation should be considered to reach the final diagnosis due to a few false positive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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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프구성 종양의 클론성 분석을 위하여 중합효소연쇄반응을 이용한 면역

로불린 중쇄와 T-세포 수용체 감마쇄 유전자 재배열 검사의 진단적 유용성

악성 림프 증식성 질환과 양성 병변을 감별하는 데 있어 단클

론성을 확인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며 부분의 경우 형태학적

관찰과 부가적인 면역표현형 검사 및 분자유전학적 검사를 이용

하여 밝힐 수 있다. 이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면역조직화학

검사와 유세포 검사를 이용한 면역 로불린 경쇄의 단클론성 확

인, 중합효소연쇄반응이나 서던 블롯을 이용한 분자 유전학적

유전자 재배열 확인이 있다.

유전자 재배열 검사로서의 서던 블롯법은 잘 정립되어 있는

검사법이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많은 양의 조직이 필요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몇 가지 단점이 있다. 중합효소연쇄반응을 이

용한 유전자 재배열 검사는 좀 더 실질적인 검사로서 빠르고 쉽

고 경제적이면서 소량의 DNA (1 g)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서던 블롯을 비롯한 전통적인 제

한효소를 이용한 유전자 재배열 검사의 체 방법으로 흔히 이

용된다. 그러나 단점은 전반적으로 단일 클론을 발견하는 확률

이나 진단의 예민성이 서던 블롯보다 떨어진다는 것이다.1

면역 로불린 중쇄는 가변 부위의 VH, DH, JH 절편 유전

자의 재조합으로 생성되며 경쇄 유전자와 결합하여 항원 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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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체를 만든다. 유전자 재조합에 의한 가변 부위의 다양성은

TdT에 의한 V-D-J 결합부위의 뉴클레오티드의 추가로 더욱

다양해지며 각 클론에 특이한 CDR3 (complementary deter-

mining region)을 생성한다.2,3 다클론성 B 세포는 VH와 JH에

특이한 시발체를 가지고 유전자 증폭을 시키면 다양한 크기의

CDR3 조각들이 생기므로 전기 동상 퍼짐 현상을 보이는 반면,

단클론성 B 세포군은 한 두개의 분명한 띠를 나타내게 된다. 중

합효소연쇄반응의 민감성은 시발체에 따라 향을 받는데, B

세포에 한 중합효소연쇄반응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은

FR3와 JH consensus 시발체를 이용하여 CDR3 역을 증폭시

키는 것이다. 그 외에도 FR1 군특이 시발체를 여러 개 섞어서

사용하는 multiplex 중합효소연쇄반응과 FR2에 한 시발체를

사용한 중합효소연쇄반응을 병용하면 민감도를 증진시킬 수 있

다. T-세포 수용체 유전자의 가변 부위는 J절편의 5개 유전자

와 V절편의 14개 유전자로 구성된다. V절편 유전자는 V I

(V1-8), V II (V9), V III (V10), V IV (V11)의 네 개의

소그룹으로 나뉘어진다. 부분의 T-세포 수용체 유전자 재배

열에 한 검사는 V I 군의 V 유전자와 J 유전자 절편 중 J1

과 J2의 공통 시발체를 사용한다.4 V 유전자의 소그룹에 한

특이 시발체를 사용한 multiplex 중합효소연쇄반응은 검사의 민

감도를 높일 수 있다.

중합효소연쇄반응의 진단적 유용성(검사의 민감도 및 특이

도)은 지금까지 동일한 검체를 서던 블롯법에 의해 분석한 결과

를 비교하여 판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서던 블롯법은 단

클론성 림프구들이 전체 검체의 5% 이상을 차지할 때 전기 동

상 가시적인 띠로 나타나므로 중합효소연쇄반응에 비하여는 민

감도가 매우 떨어져 비교의 기준으로 설정하기에는 제한이 있

다. 본 연구는 림프구 침윤성 병변의 클론성을 검사하는 진단

기법으로서 중합효소연쇄반응의 유용도를 조사하기 위해, 본원

에서 환자 검체에 시행되었던 중합효소연쇄반응을 이용한 분자

유전학적 검사의 결과를 분석하고 조직 소견 및 임상양상과 비

교하 다. 또한 위양성 및 위음성이 생긴 경우를 확인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여 보았다.

재료와 방법

연구 재료

1996년 1월부터 1999년 6월까지 성균관의 삼성서울병원 진

단병리과에서 중합효소연쇄반응을 이용한 유전자 재배열 검사를

시행하 던 426예 중에서 조직학적 재검토가 가능한 200예를

상으로 하 다. 모든 조직은 포르말린에 고정되고 파라핀 포

매된 것이었다. 장기 분포는 위장관 57예, 피부 23예, 골수 23

예, 림프절 26예, 편도선 3예, 간 10예, 비강 및 비인후 23예, 폐

및 흉막 5예, 뇌 6예, 그리고 침샘 4예 등이었다.

각 증례는 먼저 HE 염색 및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재검토하

여 양성, 경계성(조직학적으로 양성과 악성을 구분하기 어려웠

던), 악성 병변으로 구분하 다.

면역조직화학적 염색

모든 예에서 기본적으로 B-, T-세포에 한 면역 염색을 시

행하 다. 4 m 두께로 박절한 파라핀 포매 조직을 Probe-On

Plus Slide (DAKO, Denmark)에 부착시켜 건조하여 염색에

사용하 다. 염색의 전과정은 Microprobe Immuno/DNA stai-

ner (DAKO, Denmark)를 이용하여 시행하 다. 1차 항체로는

항 human T-cell 항체(CD3, 1:80, DAKO, Denmark)와 항

human B-cell 항체(CD20, L26, 1:100, DAKO, Denmark)를

사용하 고, diaminobenzidine으로 발색시켰다.

중합효소연쇄반응에 의한 유전자 재배열 검사

B 림프구성 질환은 FRIIIA-LJH/VLJH 공동 시발체를 이

용한 seminested 중합효소연쇄반응을 시행하고 위음성으로 생

각되는 증례는 재실시하 다. T 림프구성 질환은 T-세포 수용

체 의 V, J 절편의 공동 시발체를 이용하여 seminested 중합

효소연쇄반응을 시행하고 위음성으로 생각되는 경우는 V 군

특이 시발체를 이용하여 재검사하 다.

파라핀에 포매된 조직을 박절기로 4 m 두께로 잘라 1.5 mL

에펜도르프관에 넣은 후 크실렌 1 mL을 넣고 파라핀을 제거한

다음 proteinase K (400 g/mL)로 하룻밤 동안 처리하고 phe-

nol/chloroform으로 DNA를 추출하 다. 포르말린에 고정하지

않은 신선 조직인 경우에는 탈파라핀 과정을 생략하 다. 주형

DNA는 자외선 spectrophotometer (DU650, Beckman, Ger-

many)로 DNA의 농도를 측정한 후 0.5-1 g을 사용하 다.

시발체

중합효소연쇄반응에 사용된 시발체의 염기서열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DNA의 증폭

IgH유전자: 먼저 1 L의 FR3A, LJH 시발체와 1.25 U Taq

polymerase (Promega, Medison, U.S.A.), 200 M dNTPs,

9.5 mM MgCl2, 10X buffer 5 L가 포함된 중합효소연쇄반

응액 40 L와 10 L의 주형 DNA 용액을 잘 섞어 총 50 L

의 반응액이 되게 하여 광유 한 방울을 떨어뜨린 후 1차 중합효

소연쇄반응을 시행하 다. 1차 중합효소연쇄반응은 94℃, 58℃,

72℃에서 각각 3분, 30초, 30초로 1회 돌린 후 다시 같은 온도

에서 30초, 30초, 30초씩 30회 증폭시키고 이어 같은 온도에서

30초, 30초, 5분간 1회 반응시켰다. 2차 중합효소연쇄반응은 1

차 중합효소연쇄반응 산물 2 L를 FR3A, VLJH 시발체 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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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Taq polymerase 1.25 U, 2.4 mM MgCl2, 200 M

dNTP, 10X 중합효소연쇄반응 완충액 5 L씩 넣은 48 L의

중합효소연쇄반응액과 섞어 1차 중합효소연쇄반응과 같은 온도

조건에서 20회 증폭하 다. 2차 중합효소연쇄반응 산물은 6%

polyacrylamide gel에서 전기 동하 다.5

T-세포 수용체 유전자의 증폭

① V, J 공동 시발체를 이용한 중합효소연쇄반응

V 와 J 시발체 각 30 pmol, 10X buffer 2 L, dNTP

200 M, Taq polymerase 0.5 U, 1.5 mM MgCl2, 증류수 5

L와 주형 DNA 10 L를 합하여 총 20 L의 용량으로 맞추

었다. 1차 중합효소연쇄반응은 95℃에서 3분 변성시킨 후 94℃

30초, 58℃ 45초, 73℃ 45초의 조건으로 25회 반응시켰다. 그

다음 73℃에서 3분 연장하고 4℃에 잠시 정지하 다. 2차 중합

효소연쇄반응은 1차 중합효소연쇄반응 산물을 주형으로 하여 1

차 중합효소연쇄반응과 같은 조건으로 30회 증폭시켰다. 2차 중

합효소연쇄반응 산물은 8% polyacrylamide gel에서 전기 동

하 다.6

② V 군특이 시발체를 이용한 중합효소연쇄반응

V 군특이 시발체와 J 공동 시발체 각 1 L, 0.4 U Taq

polymerase (Promega, Medison, U.S.A.), 0.2 mM dNTPs,

50 mM Tris, 500 g bovine serum albumin, 0.5% Ficoll, 2

mM MgCl2가 포함된 중합효소연쇄반응액 10 L와 10 L의

주형 DNA 용액을 섞어 95℃에서 5분간 변성시킨 후 94℃ 1

분, 55℃ 1분 30초, 72℃ 1분 30초의 조건으로 7회 반응시킨

다음 다시 같은 조건으로 33회 증폭시켰다. 중합효소연쇄반응

산물은 5-10 L 따서 2% agarose gel에 전기 동하 고, 띠

를 보인 경우나 퍼짐 현상이 진하게 나온 경우 이종이중 분석

(heteroduplex)으로 단일클론성을 확인하 다. 이종이중 분석을

위해 얼음에 보관된 반응 산물 10 L를 DNA gel loading

buffer와 혼합하여 12% polyacrylamide gel에서 전기 동하

다. 전기 동 시 사용한 완충액은 1x TBE (Tris-Boric acid-

EDTA) 완충액이며, Bio-Rad power supply와 Hoeper사의

vertical stab gel unit (model SE 400)를 사용하여 8 mA에

서 약 20시간 정도 분리하 다. 분리 후 ethidium-bromide 염

색액에서 20분간 염색하고 증류수에서 20분간 세척한 후에 자외

선 조명기 하에서 확인하 다. 전기 동은 4℃에서 시행하 으

며, 크기 표지자로는 100 bp DNA ladder를 사용하 다.7

증폭된 DNA의 판독

이종이중 분석을 시행하지 않는 중합효소연쇄반응 산물의 전

기 동 결과는 3가지 군으로 나누어 결과를 판독하 다. 양성

(단클론성, monoclonality)은 반응성의 림프구의 DNA 증폭에

의해 발생하는 퍼짐 양상의 배경에 상관없이 하나 혹은 두개의

뚜렷한 띠가 관찰될 때로 하 으며, 이때 관찰되는 단클론성의

띠는 인접해 있는 띠보다 강도가 적어도 두 배 이상 강할 때를

양성으로 정하 다. 다클론성(polyclonality)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동일한 강도의 다발성 띠가 관찰되거나 퍼짐 현상을 보일

때로 하 으며, -actin과 -globin에는 증폭된 DNA 산물을

관찰할 수 있었으나 T-세포 수용체 혹은 IgH의 시발체로 증폭

시 띠가 관찰되지 않을 때를 음성으로 정하 다.

IgH 유전자는 100-120 bp에서, T-세포 수용체 V -J 공

동 시발체에 의한 중합효소연쇄반응에서는 160-190 bp에서 증

폭된 유전자 산물이 관찰되었다.

결 과

연구 상의 질환별 분포

본 연구에서 사용한 200예 중 양성 병변은 118예 으며 B-또

는 T-세포성 림프종, 호지킨병, 림프모세포성 악성 림프종 등을

포함한 악성 종양은 77예 고, 경계성 병변은 5예 다. 악성 중

호지킨병은 2예 고 말초 T-세포 림프종은 25예, 그리고 B-세

포 림프종은 35예 다. 경계성 병변 5예는 양성과 악성을 구분

하기 어려웠던 2예의 위장관 생검, 뇌생검 1예, 뇌척수액 1예,

골수 1예를 포함하 다. 

유전자 재배열 검사의 전반적인 민감도 및 특이도

IgH의 결과를 종합하면 FRIIIALJH/VLJH 시발체를 사용

하 을 때 IgH 유전자 재배열 검사의 예민도, 특이도는 각각

100%, 97%이며 위양성도는 0.3%, 위음성도는 0%, 양성 예측

도는 87.2%, 음성 예측도는 100% 다. TV -TJ 시발체를

사용하 을 때 T-세포 수용체 유전자 재배열 검사의 예민도

IgH
V region consensus primer:

FR3A: 5、、-ACACG GC (C/T) (G/C)T GTATT ACTGT-3、、

J region consensus primer:
LJH (Outer nest): 5、、-TGAGG AGACG GTGAC C-3、、

VLJH (Inner nest): 5、、-GTGAC CAGGG T (A/G/C/T) CCT TGGCC
CCAG-3、、

TCR
V region consensus primer:

TV : 5、、-AGGGTTGTGTTGGAATCAGG-3、、

J region consensus primer:
TJ : 5、、-CGTCGACAACAAGTGTTGTTCCAC-3、、

V family specific primer:
V 1-8/A: 5、、-CTTCTACATCCACTGGTACCT-3、、

V 1-8/B: 5、、-TACATCCACTGGTACCTACACCAG-3、、

J 1/J 2CONS: 5、、-CAACAAGTGTTGTTCCAC-3、、

V 9: 5、、-GAAGGATTCTGGCATTCCGTCAG-3、、

V 10: 5、、-AAGCAACAAAGTGGAGGCAAGAAAG-3、、

V 11: 5、、-AGTAAAAATGCTCACACTTCCACTTC-3、、

Table 1. Primers used for polymerase chain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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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특이도는 각각 79.3%, 99.4% 고 위양성도는 0.59%, 위음성

도는 20.7%, 양성 예측도는 95.8%, 음성 예측도는 96.6% 으

며, multiplex V 군 시발체를 이용하 을 때 예민도는 89.7%로

증가하 다.

질환별 분석(Table 2, 3)

양성 반응성 증식증 118예 중에서 113예는 유전자 재배열 검

사 음성 반응을 보 고, 나머지 5예는 IgH에 해 위양성 반응

을, 그 중 1예는 T-세포 수용체 에 해서도 위양성 반응을 보

다. 결핵성 림프구 증식증이 2예 는데 이중 1예가 T-세포

수용체 에 해 위양성 반응을 보 다.

악성 병변 중 호지킨병은 림프절 조직 1예와 간 조직 1예가

포함되었는데, 각각 결절성 경화형과 림프구 감소형이었고 IgH

와 T-세포 수용체에 해 모두 음성이었다. 말초 T-세포 림프

종 25예 중 23예(92%)는 T-세포 수용체 에 해 양성이었고

2예(8%)는 위음성이었다. B-세포 림프종 중 소형 림프구성 림

프종(small lymphocytic lymphoma/leukemia), MALToma,

여포성 림프종(follicular lymphoma) 등과 같은 저등급 림프종

은 29예 는데, 그 중 28예에서 IgH 양성 반응을, MALToma

로 생각되는 1예에서 위음성 반응을 보 다. 고등급 B-세포 림

프종은 6예 는데 모두 IgH에 해 양성 반응을 보 다.

경계성 병변 5예 중 4예는 IgH에 양성을 보 다. 이 중 1예

의 위 생검은 Wotherspoon 등급 28의 림프구 침윤을 보 으며

이전에 MALToma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던 과거력이 있었

Fig. 1. T-cell receptor gene rearrangement using V 9 family
specific primer shows the positive result in the case 1, case 2,
case 3, case 6 (M: size marker. (+): positive control. 1: T-cell
lymphoma (M99-619). 3: T-cell lymphoma (S96-23781). 6:
Tuberculosis (M97-629). (-): negative control.). Cases 2 and 3
showed negative result in conventional seminested polymerase
chain reaction with consensus primers.

M (+) 1 2 3 4 5 6 (-)

Fig. 2. Heteroduplex analysis of T-cell receptor polymerase
chain reaction products of case 1 and 3 reveals a persistent
band in 180 bp (A). Note disappearance of the band in the
case 6 (B). M: size marker. (+): positive control. 1: M99-619. 2:
S96-23781. 6: M97-629.

M (+) 1 2 3 M (+) 6

Fig. 3. Tonsil of peripheral T-cell lymphoma (case 3). Note dif-
fuse infiltration of small neoplastic lymphoid cells with multiple
epithelioid granulomas.

Fig. 4. High magnification of case 3. Neoplastic lymphoid cells
show mild atypia and mildly vary in size and shape. Many clus-
ters of epithelioid histiocytes are distributed throughout the
lesion.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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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른 1예의 위 생검은 Wotherspoon 등급 38의 림프구 침윤

을 보 으며 임상적으로 크론병이 있는 사람이었다. 1예의 뇌

생검은 조직학적으로는 혈관 주변에 이형성을 보이지 않는 작은

림프구 침윤을 보이는 조직이었지만 임상적으로는 악성 종양으

로 생각되고 여러 번의 재검사에도 매번 IgH 유전자 재배열 양

성 반응을 보 다. 1예의 뇌척수액은 조직학적으로는 세포가 많

지 않은 검체여서 림프종 진단에 유효하지 못하 는데, IgH 유

전자 재배열이 있었고 임상적으로는 좌측 해면동 주변에 종괴가

있으면서 심한 연수막 침범을 보이는 증례로 생각되었으며 곧

척수 침범으로 인해 사망하 다. 이들 경계성 병변 4예는 조직

학적으로는 경계성 병변으로 분류하 으나 유전자 재배열 검사

의 결과를 종합하여 악성 림프종으로 결론지었다.

경계성 병변 중 나머지 1예는 림프종의 병기 결정을 위한 1예

의 골수 생검으로 면역염색상 소수의 CD20 양성 세포들이 관찰

되어 림프종 침윤을 의심하 으나, IgH와 T-세포 수용체 에

해 모두 음성이어서 림프종의 침범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 다.

장기별 민감도와 특이도(Table 2)

장기별로 살펴보면 26예의 림프절 조직 중 14예는 양성 반응

성 병변이었고, 이 중 T-세포 수용체와 IgH에 해 위양성 반

응을 보인 예가 각각 1예 있었다. 악성 병변 8예가 T-세포 수용

체 양성 말초 T-세포 림프종, 1예가 T-세포 수용체 양성 림프

모세포성 림프종, 2예가 IgH 양성인 B- 세포종이었고, 유전자

재배열을 보이지 않는 호지킨병 1예를 합하여 12예 다. 이들의

IgH 유전자 재배열 검사의 민감도와 특이도는 각각 100%,

86.7% 고 위양성도와 위음성도는 각각 13.3%와 0% 으며 양

성 예측도와 음성 예측도는 84.6%와 100% 다.

피부 조직은 모두 23예 는데 이 중 16예의 양성 반응성 질환

중 1예가 IgH 위양성을 보 다. 악성 7예 중 2예의 NK/T 세

포성 림프종은 유전자 재배열 검사상 음성이었다. 나머지 5예는

T-세포 수용체가 양성인 말초 T-세포성 림프종 2예와, T-세포

수용체 위음성인 말초 T-세포 림프종, ALCL 각 1예와, 말초

T-세포 림프종인데 IgH 위양성과 T-세포 수용체 위음성을 보

인 1예를 포함하 다. 이들의 검사의 민감도 및 특이도는 각각

66.7%, 94.7% 고 위양성도는 5.3%, 위음성도는 33.3%, 양성

예측도는 66.7%이며 음성 예측도는 94.7% 다.

위장관 생검 조직 57예 중 40예가 양성 림프구 침윤 병변을

보 는데 그 중 2예의 Helicobacter pylori (H. pylori) 위염에

Organ No. of Cases
Malignant lesion Benign lesion Borderline lesion

TCR FN IgH FN TCR FP IgH FP TCR IgH

LN 26 9/121 0 2/121 0 1/14 1/14 1/14 1/14 0 0
Tonsil 3 2/2 0 0/2 0 0/1 0 0/1 0 0 0
Skin 23 2/72 3/72 1/72 0 0/16 0 1/16 1/16 0 0
GI 57 1/153 0 13/153 0 0/40 0 2/40 2/40 0 2/2
BM 23 1/104 2/10 7/104 0 0/12 0 0/12 0 0/1 0/1
Brain 6 2/5 0 3/5 0 0 0 0 0 0/1 1/1
CSF 1 0 0 0 0 0 0 0 0 0 1/1
Liver 10 2/44 0 2/44 0 0/6 0 0/6 0 0 0
Lung 5 1/2 0 1/2 0 0/3 0 0/3 0 0 0
H&N 23 5/95 2/9 1/95 0 0/14 0 1/14 1/14 0 0
Salivary 4 0/2 0 1/2 1/2 0/2 0 0/2 0 0 0
Others 19 2/96 0 6/96 0 0/10 0 0/10 0 0 0
Total 200 27/77 7/77 37/77 1/77 1/118 1/118 5/118 5/118 0/5 4/5

Table 2. Summary of the polymerase chain reaction results according to organ/sites

LN: lymph node, GI: gastrointestinal tract, BM: bone marrow, CSF: cerebrospinal fluid, H&N: head and neck, FN: false negative, TCR: T-cell receptor,
FP: false positive, 1: A case of Hodgkin’s disease with no gene rearrangement was included, 2: Two cases of NK/T cell lymphoma showing no gene
rearrangment was included, 3: A case of NK/T cell lymphoma showing no gene rearrangement was included. 4: A case of lymphoblastic lymphoma
showed both TCR nor IgH gene rearrangement. A case of Hodgkin’s disease was included, 5. A case of acute myelocytic leukemia showing no gene
rearrangement was included, 6: Two cases of NK/T cell lymphoma which were negative for TCR gene rearrangement and a case of lymphoblastic
lymphoma showing rearrangement for both TCR and IgH were included.

HD: Hodgkin’s disease, PTCL: peripheral T-cell lymphoma, LBL: lym-
phoblastic lymphoma, NK/T: NK/T cell lymphoma, ALCL: anaplastic
large cell lymphoma, AML: acute myelocytic leukemia, TCR: T-cell
receptor.

Disease No. of
Cases

TCR &
IgH (-)

TCR (+) IgH (+) TCR &
IgH (+)

HD 2 2
Low grade B cell lymphoma 29 1 28
High grade B cell lymphoma 6 6
PTCL 25 2 23
LBL 6 3 1 2
NK/T 7 6 1
ALCL 1 1
AML 1 1
Total 77 16 25 34 2

Table 3. Summary of polymerase chain reaction results accor-
ding to histology/immunopheno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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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IgH 유전자 재배열 위양성을 나타냈다. 악성 15예 중 13예

는 IgH 양성인 MALToma 으며 1예의 말초 T-세포 림프종

은 T-세포 수용체 유전자 재배열을 보 고, NK/T 세포성 악

성 림프종 1예에서 T-세포 수용체 유전자 재배열이 음성이었다.

유전자 재배열 검사의 민감도와 특이도는 각각 100%와 95.1%

이며, 위양성도와 위음성도는 4.9%와 0%이고 양성 예측도는

87.5%, 음성 예측도는 100% 다.

골수 생검 23예는 부분 림프종의 병기 결정을 위하여 생검

된 조직이었다. 조직학적, 면역학적 소견상 림프종 침범이 강력

히 의심되지 않았던 12예는 유전자 재배열 검사 음성이었다. 조

직학적으로 림프종이 의심되었던 10예는 IgH 양성인 6예의 저

등급 B-세포성 림프종과 1예의 고등급 B-세포성 림프종 및 T-

세포 수용체 양성인 림프모세포성 림프종을 포함하 으며, 그

외에 1예의 T-세포 림프종은 T-세포 수용체 위음성, 1예의 림

프모세포성 림프종 1예는 T-세포 수용체 유전자 재배열 위음성

을 보 다. IgH 유전자 재배열 검사의 민감도와 특이도는 각각

88.9%와 100% 고 위양성도와 위음성도는 각각 0%와 11.1%

으며 양성 예측도는 100%, 음성 예측도는 92.9% 다.

간 조직 10예 중에서 양성 림프구 침윤성 병변이었던 6예는

유전자 재배열 음성이었다. 종양 4예는 각각 T-세포 수용체와

IgH 유전자 재배열이 양성이었던 T-세포성 및 B-세포성 림프

종 각 1예와, T-세포 수용체와 IgH 유전자 재배열에 해 모두

양성이었던 림프모세포성 악성 림프종 1예, 유전자 재배열 음성

인 1예의 호지킨병을 포함하 다.

두경부 조직은 모두 23예 고 14예의 양성 림프구 침윤 병변

중 1예에서 IgH의 위양성 반응을 보 다. 악성 종양 9예 중 5예

의 말초 T-세포 림프종에서 T-세포 수용체 양성이었고, 1예의

MALToma에서 IgH 양성 반응을 보 으며 2예의 림프모세포

성 악성 림프종, 그리고 1예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조직 침윤

에서 유전자 재배열 음성을 보 다. 민감도와 특이도는 각각

100%와 93.8% 고 위양성도는 0%, 위음성도는 6.3% 으며

양성 예측도는 85.7%, 음성 예측도는 100% 다.

위양성, 위음성을 보 던 예들의 분석

시발체

T-세포 수용체 유전자의 TV-TJ 공동 시발체를 사용한 중합

효소연쇄반응에서 위음성을 보 던 악성 T-세포 병변 6예 중 3

예는 multiplex V 군특이 시발체를 사용한 중합효소연쇄반응

에서 양성을 보 으며 2예는 여전히 음성을 보 으며 1예는 조

직이 없어 추가 중합효소연쇄반응을 하지 못하 다. 

위장의 점막 변연부 B-세포 림프종

조직학적으로 Wotherspoon 등의 조직등급 48 이상으로 변연

부 B-세포 림프종으로 생각되는 21예에서 모두 IgH 유전자의

띠가 발견되었고 위음성의 예는 없었다. 하지만 오히려 1예의 조

직학적으로 양성인 위장관 생검에서 IgH 유전자 재배열이 관찰

되었고 2예의 경계성 질환에서 IgH 유전자 재배열 양성이었다.

고정액

B5로 고정하 던 1예의 림프절 조직을 제외하고는 모두 10%

의 포르말린에 고정한 조직이거나 몇몇 신선 조직이 포함되어

있었다. B5로 고정하 던 1예는 T-세포 수용체 유전자 재배

열 검사를 하 을 때는 음성이었는데, 동일한 환자의 포르말린

으로 고정한 조직을 이용하 을 때는 양성이었다.

고 찰

분자유전학적 수준에서 단클론성을 확인하는 것은 양성 및 악

성 림프증식성 질환을 감별하고 림프종 및 백혈병의 형태학적

진단을 확인하며, 클론성 림프구성 증식의 계열을 확인하고 소

량의 잔존하는 림프구성 악성 질환을 감시하는 데 있어서 중요

하고도 임상적으로 유용한 검사가 되었다. 전통적으로 서던 블

롯법이 림프구성 악성 질환의 분자 생물학적 클론성을 확인하는

데 쓰여 왔으나 시간 비용이 많이 들고 손이 많이 가는 방법일

뿐 아니라 인체에 유해한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한 방사선 탐

색자를 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사용에 한계가 있었다. 중합

효소연쇄반응은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들고 과정이 간단하기 때문

에 서던 블롯법을 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목을 받았다.1 그

러나 민감도가 낮아서 위음성이 나오는 경우는 그 결과가 심각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IgH 공통 시발체, T-세포 수용체 공통 시발

체, T-세포 수용체 의 V 군특이 시발체를 사용한 중합효소

연쇄반응을 이용하여 200예의 조직에 해 클론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검사를 시행하 다. IgH 유전자 검사는 병변의 클론성

을 100%에서 검출하 다. T-세포 수용체 유전자 검사는 91%

의 클론성 검출률을 보 다.

IgH 유전자 재배열은 CDR3 역을 증폭시키는 여러 종류의

시발체를 이용하 을 때 민감도가 56-97%로 매우 다양한데,9-12

이러한 차이는 중합효소연쇄반응의 결과가 림프종의 조직 유형,

시발체에 따라 민감도가 달라질 뿐 아니라 포르말린 고정에 의

한 DNA 변성, 조직 고정 시간, protein K의 처치 시간 등에

따라 향을 받기 때문이다.13 본 연구에서는 IgH 유전자 재배

열의 위음성은 없어 민감도는 매우 높으나 위양성이 4예가 있어

특이도가 비교적 낮았다.

유전자 재배열 검사의 위양성에는 검사 단계에서의 오염, 부

적절한 시발체의 선택뿐 아니라, 침윤한 B-세포의 수가 적을 때

띠로 나타날 수 있는 클론의 수도 적으므로 중합효소연쇄반응의

예민도가 높을수록 이들이 희소클론(oligoclonal) 및 단일클론처

럼 한 두 개의 띠로 나오는 경우 등을 이유로 들 수 있다.14 본

연구의 위양성 4예는 모두 위점막 생검으로 Helicobacter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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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련된 예 다. H. pylori-관련 만성 위염,15,16 위선암과 관련

된 위염,17 피부 조직에서의 림프증식성 병변 등 피부, 위, 침샘,

안와 등 림프절외 조직에서의 양성 질환에 있어서 B-세포의 단

클론성이 보고되었다. H. Pylori 위염의 경우 아직 MALToma

의 조직 소견에는 부합되지 않는데도 IgH의 단일 띠를 보이는

경우는 드물지 않다. 일부 연구자들이 정상적 위점막, 양성 위궤

양, 만성 H. pylori성 위염, 위점막 림프조직, 위 MALToma

등을 상으로 IgH 중합효소연쇄반응 재배열을 조사한 결과,

정상 위점막에서 4/13 (31%), 양성 위궤양에서 3/3 (100%),

위점막 림프 조직에서 11/16 (69%)의 IgH 위양성 반응률을

보여 위의 악성 림프종에 한 민감도, 특이도가 73.3%와

45.7%로 나왔다. 이러한 결과를 토 로 위장의 중합효소연쇄반

응 검사는 그것만으로는 진단에 쓸 수 없고 서던 블롯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18 그러나 서던 블롯을 위점막

생검의 일상적인 진단에 사용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는 조직학

적 기준을 중심으로 임상적, 면역표현형, 중합효소연쇄반응 결

과를 참고하는 것이 과잉 진단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16

본 연구에서 IgH의 위음성 예는 없었으나 T-세포 수용체의

위음성이 있었다. 조직의 고정 상태는 위음성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의 하나이다. 본 연구 예 중 혈관 면역모구성 T-세포 림프

종으로 진단되었던 예가 있었는데 B5 고정액으로 고정한 블록

을 사용한 T-세포 수용체 검사에서 음성이었다가 이후 포르말

린 고정한 블록으로 바꾸어 재검사를 실시하 을 때 T-세포 수

용체 유전자 재배열을 확인할 수 있었다. Mercury-based pre-

cipitating fixative (B5 등)를 사용한 경우 mercuric chloride

의 추가적인 화학 작용으로 인하여 포르말린 고정 조직보다

DNA가 더 작은 파편으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genomic DNA의

성공적 추출이 불가능하여 위음성률이 높다. 같은 조직으로 중

합효소연쇄반응을 하 을 때 중성 포르말린, Holland’s fixa-

tive, B5, zinc formalin, Bouin’s fixative에서 IgH 유전자 재

배열의 양성률은 각각 95, 94, 67, 80, 0% 다고 한다.19 본 예

도 아마도 이런 이유로 B5 고정액으로 고정한 조직에서는 위음

성이 나왔을 것으로 생각된다.

중합효소연쇄반응의 민감도에는 시발체의 선택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IgH의 경우 Hayashi 등은 FR3, FR1의 시발체를 이

용하여 증폭시켰을 때 각각 71%, 54.6%의 민감도를 보 으나,

이들 시발체를 섞은 혼합법을 사용하 을 때는 77%의 좀 더 높

은 민감도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20 또한 Achille 등은 FR3,

FR3A, FR2, FR2+FR3A의 IgH 유전자의 framework region

을 감지하는 시발체를 이용하여 중합효소연쇄반응을 시행하 을

때 단클론성을 감지할 확률이 각각 51%, 72%, 67%, 85%로

혼합법을 사용하 을 때 가장 높았다고 하 다.5

본 연구에서는 T-세포 수용체의 경우 여러 시발체를 사용하

여 민감도를 높일 수 있었는데, 6예가 공통 시발체를 사용하

을 때 음성이었다가 군특이 시발체를 사용하여 재검한 5예 중 3

예가 양성으로 나왔다. T-세포 수용체에 해서는 T-세포 수용

체 유전자 재배열을 보는 방법도(33예 중 100%의 민감도와 특

이도) 보고되었다.21 그리고 공통 시발체 TV -TJ 를 이용하

여 중합효소연쇄반응(18예 중 100%의 민감도와 특이도)6을 하

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문헌에 소개되고 있으나, 이를 혼합

유전자 재배열 검사법과 비교한 연구자들은 T-세포 수용체 ,

T-세포 수용체 중합효소연쇄반응의 각각의 민감도는 44%,

78% 으나 이를 모두 사용하면 82%로 민감도가 증가함을 보

여주었고,22 V-J 군특이 시발체(V2, V3, V4, V5, V8, V9,

V10, V11, J1, J2, JP1, JP2, and JP)를 혼합하여 시행하 을

때 민감도가 높아짐을 보고하 다.23 그 외에도 중합효소연쇄반

응의 민감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V 1-8, V 9, V 10, V 11,

J 1/J 2의 여러 가지 공동 시발체를 섞어서 중합효소연쇄반응

을 하고 single strand conformational polymorphism (SSCP)

을 사용하면 95%의 높은 민감도를 보 다는 보고도 있고,7 단

순히 polyacryl amide gel (PAGE) 만으로 분석하는 것보다

PAGE-SSCP, 은염색과 PhastGel-SSCP를 동시에 실시하면

민감도 및 특이도가 좋아진다고도 한다.24

본 연구에서는 없었으나 IgH의 위음성은 여러 유전자적인 요

인에 의해 일어날 수 있다. IgH 유전자의 유전적 불안정성이 증

가하여 돌연변이가 생기거나, 18번 염색체의 bcl-2 유전자와

IgH 유전자의 전위로 인해 J 역의 부분적 또는 불완전한 유

전자 재배열이 일어나서 위음성이 일어날 수 있다.16 여포성 림

프종 등이 그 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또 단클론성 림프구 사

이에 있는 다클론성 림프구가 중합효소연쇄반응의 증폭을 방해

하거나 일부 림프구의 본래의 성격으로 target IgH 유전자의

소실이나 점 돌연변이 때문에 공통 시발체와 재배열된 유전자

사이에 동일성이 부족하여 시발체가 붙지 못하여 위음성이 되기

도 한다. 또한 진행성 돌연변이 때문에 클론간의 유전자의 불일

치가 늘어나서 생기는 위음성이 알려져 있고,25 림프종의 매우

초기 단계에서는 클론성 세포가 너무 적어서 위음성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한다.26 전기 동 방법도 과거에 agarose gel과 ethidium

bromide를 사용하 을 때는 클론성 띠를 감지하는 민감도가 떨

어져서 위음성이 생기기도 하 지만 최근 PAGE나 PAGE-

SSCP를 사용하면서 개선되었다.

본 연구에서 1예의 T세포성 악성 림프종이 T-세포 수용체

유전자 재배열은 음성이나 IgH 유전자 재배열에 띠를 보 다.

중합효소연쇄반응에서의 유전형이 실제 림프종의 표현형과 일치

하지 않는 경우가 드물게 보고되는데, 이러한 세포계열의 불일

치는 부분 부적절한 유전자 재배열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20

직장 생검 조직 중 이전에 MALToma로 진단받았던 환자의

추적 검사 중 시행한 직장 생검 조직 검사 소견은 림프구 침윤

의 정도가 림프종으로 진단하기에는 부족하 으나 IgH 유전자

재배열이 양성이어서 residual disease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

다. Aiello 등27은 Watherspoon-Isaacson의 MALToma의 조직

학적 점수 체계8를 이용하여 위 생검의 림프구 침윤 병변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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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 을 때 신선 조직 및 파라핀 포매 조직에서 조직학적 등급

과 중합효소연쇄반응 결과간에 98.5%의 상관관계를 보여, 이

방법은 보존적 치료를 한 위의 악성 림프종 퇴화의 감시에 보조

적인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주장하 다. Savio 등은

MALToma에서 H. Pylori 치료 후 조직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

는 악성 림프종이 사라진 뒤에도 중합효소연쇄반응은 무척 민감

한 방법이기 때문에 단클론성을 보인다고 주장하며, 분자생물학

적 소멸이 일부는 17-24개월 이후에 일어났고 악성 림프종이 없

어도 H. pylori 감염이 지속되는 일부에서는 29개월까지도 중합

효소연쇄반응이 양성이었다고 하 다.28

뇌척수액 검사에서 조직학적으로는 세포가 많지 않고 세포의

비정형성이 뚜렷하지 않아서 진단이 어려웠던 1예가 IgH 유전

자 재배열에서 양성을 보 는데, 임상적으로는 좌측 해면동 주

변에 종괴가 있으면서 심한 연수막 침범을 보 고 곧 척수 침범

으로 인해 사망하 다. 이 경우는 뇌척수액의 중합효소연쇄반응

검사로 림프종을 진단할 수 있었던 예가 되겠다. B 세포성 원발

성 뇌의 악성 림프종은 다른 부위에서 생긴 악성 림프종와 마찬

가지로 90% 정도의 중합효소연쇄반응 검사에서 IgH 유전자 재

배열을 보인다.29 Galoin 등30은 FR II/JH와 FR III/JH 시발체

를 이용한 다중 seminested 중합효소연쇄반응에서 뇌척수액을

이용하여 클론성을 조사하 을 때 원발성 중추신경계 악성 림프

종 10예 중 뇌척수액 세포 검사에서 분명한 악성 림프구가 있었

던 3예에서만, 그러나 전신성 비호지킨성 림프종 및 백혈병에

의한 이차성 중추신경계 침범이 있으면서 뇌척수액 세포 검사에

서는 분명한 악성 림프구가 없었던 7예 중 무려 4예에서 단클론

성을 검출하 다. 그러므로 조직학적, 면역세포화학적으로 불확

실한 경우이거나 소세포성 악성 림프종의 말기에서 악성 림프종

및 백혈병에 의한 조기 연수막 침범을 감지하는 데 있어서 중합

효소연쇄반응은 매우 유용하고도 민감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

다. 본 증례도 조직학적으로는 세포가 많지 않고 소세포성 림프

구이며 종양세포의 비정형성이 미미하여 악성 림프세포를 인지

하지 못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합효소연쇄반응 결과는 임상

적 소견과 잘 부합된다고 생각되었다.

결론적으로 저자들은 IgH 유전자와 T-세포 수용체 유전자

의 V와 J 부위에 한 공동 시발체, 그리고 V 군특이 시발체

를 사용한 중합효소연쇄반응에 의한 유전자 재배열 검사는 높은

민감도를 보이므로 악성 림프 증식성 질환의 단클론성을 규명하

는 데 진단병리 분야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보조적인 수

단이나, 위양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합효소연쇄반응 유전자

재배열 검사의 결과는 항상 임상적, 조직학적 소견과 연관지어

생각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장기별로 피

부, 골수 생검 조직에서는 위음성이, H. pylori와 관련되는 위장

관이나 B-세포 침윤이 적은 피부 조직 등에서는 위양성이 자주

관찰되므로 중합효소연쇄반응 결과 판독 시 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며, 검사 단계에서의 오염을 없애고 여러 시발체를 섞어 혼

합검사를 한다든지 고정 상태에 주의하여 B5 고정 조직으로는

중합효소연쇄반응검사를 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노력으로 위음

성, 위양성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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