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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Malignant Lymph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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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DNA dependent protein kinase (DNA-PK) composed of Ku70, Ku80 and DNA-
PK catalytic subunit (DNA-PKcs),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primary repair of break points
of damaged DNA and is involved in the recombination of the V, D, and J genes. Loss of DNA-
PK may lead to immunodeficiency and malignant lymphomas. This hypothesis has been sup-
ported by animal study in a Ku70 knock-out mouse model. The relationship between DNA-PK
and human malignant lymphoma has not yet been studied. Methods : We examined the loss
of DNA-PK proteins in 85 representative cases of different subtypes of malignant lymphoma.
Immunohistochemical stains for DNA-PK subunits were performed on formalin-fixed and
paraffin-embedded tissue sections. Results : Lymphomas demonstrated statistically signifi-
cant loss of Ku70, Ku80 and DNA-PKcs. T cell lymphomas showed more loss of DNA-PK
proteins in comparison with B cell lymphomas. According to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classification system, both T cell lymphomas and high-grade subtypes of B cell lym-
phomas demonstrated similar degree of loss of DNA-PK proteins. Conclusions : We con-
firmed the loss of DNA-PK proteins in malignant lymphomas through the results of our study,
and the loss of these proteins seems to be more significant in high-grade lymphomas. These
findings support the role of DNA-PK as a tumor suppressor g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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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림프종에서 DNA 부양 단백키나제 단백의 발현

Ku 단백은 70 kDa과 80 kDa의 두 가지 아단위로 구성된

DNA-end-binding 단백으로 경피증-다발성 근염 중복증후군,

전신성 홍반성 낭창, 그리고 이들과 연관된 질환의 환자혈청에

서 추출한 자가항원으로 규명되기 시작하 다.1-3 Ku 항원은 높

은 분자량(300,000 Da)의 산성 핵단백으로, 혈청을 제공한 환

자의 이름 첫 두 자를 따서 명명되었다. Ku 항원은 트립신 처

리, 가벼운 가열 또는 pH의 변화에 의하여 파괴되지만 리보핵

산 분해효소나 데옥시리보핵산 분해 효소에 의하여 항원성은 변

하지 않으며, Mimori 등1은 이 항원이 임상적으로 다발성 근염

과 경피증에서 좋은 예후를 나타내는 인자로 쓰일 수 있다고 보

고하 다.

Ku 단백은 DNA 부양 단백키나제(DNA-dependent protein

kinase)의 한 구성 성분이다. DNA 부양 단백키나제에는 두 부

위가 있는데 그 하나가 Ku 항원을 포함하는 부위이고, 나머지

하나가 p350을 함유하는 부위이다. Ku70, Ku80은 조절인자로

서 실행인자(효과인자; effector)인 DNA 부양 단백키나제 촉

매성 아단위(DNA dependent protein-kinase catalytoc sub-

unit: DNA-PKcs)와 함께 DNA 부양 단백키나제를 이루고,

이들은 DNA 부양 단백키나제의 활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DNA 부양 단백키나제는 Ku를 통하여 DNA에 부착하게 되

고, p350은 Ku가 DNA에 안정되게 부착되도록 도와주는 역할

을 한다고 추측된다. 그리고 DNA 부양 단백키나제가 DNA에

부착되면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촉매성 역이 외부로 노

출된다. 분자량이 다른 두 아단위인 Ku70, Ku80 항원은 DNA-

PKcs와 유사성을 보이지 않아 아마도 p350이 DNA 부양 단백

키나제의 촉매성 아단위로 작용하리라 추측된다.3

최근 Ku 단백의 다양한 기능이 밝혀지기 시작했지만 Ku 단

백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이중쇄 DNA 손상(double strand

DNA break)의 복구와 V(D)J 유전자의 재조합에 한 역할이

다.4-6 이중쇄 DNA 손상은 DNA가 방사능 등으로 인한 손상

시 발생하는데, 손상 부위에 DNA 부양 단백키나제가 결합하면

p53에 의한 세포자멸사를 억제하고 아울러 연결효소(ligase)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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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여러 DNA 복구인자들이 참여할 때까지는 비동종 재조합

(non-homologous recombination)의 기능을 하게 된다. 반면

V(D)J 재조합 과정은 정상적인 생체내 나타나는 이중쇄 DNA

손상의 일종인데, 이는 B세포의 항체나 T세포의 수용체의 형성

에 필수적인 과정이다.7 즉 항체와 수용체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variable (V), diversity (D), 그리고 joining (J)의 유전자 재

조합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이중쇄 DNA 손상이 필연적임에도

불구하고 p53의 작용에 의해 세포자멸사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V(D)J 재조정 과정 중 세포자멸사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DNA 부양 단백키나제의 작용이 필수적이다8. 이처럼 DNA 부

양 단백키나제는 DNA 복구 기능과 V(D)J 재조합으로 인한

항체와 T세포 수용체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DNA 부양

단백키나제가 소실되거나 손상 받을 경우 심한 면역장애가 발생

한다.9,10 표적으로 DNA-PKcs가 소실된 중증 복합면역결핍

(severe combined immune deficiency: SCID) 백서나 Ku70

혹은 Ku80의 양측 립인자가 모두 소실된 knock-out 백서는,

면역 기능이 심하게 소실되고 말단 회장부에 Peyer's patch가

감소한 것이 확인되었다.6

Knock-out 백서를 이용한 실험에서 Ku70-/-백서는 Ku70+/-

백서나 Ku70+/+백서와 달리 미성숙 T-세포 기원의 악성 림프

종 발생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고, 이는 B세포의 발생이 초기

조상세포 단계(progenitor stage)에서 차단되지만 T세포 수용

체 유전자의 재조합과 T세포의 발생은 차단되지 않아 미성숙

T-세포 기원의 악성 림프종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

다.11 한편 Ku80 립인자가 소실된 백서는 다른 두 인자와는

달리 성장억제 이외에는 면역억제나 악성 림프종 발생이 관찰되

지 않았다. 이는 DNA 손상 복구에 있어서 Ku80에 비해 Ku70

과 DNA-PKcs의 기능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DNA-PKcs가 소실된 경우는 B세포와 T세포의 발달을 모두

억제함으로써 전체적인 면역 기능의 저하를 가져오는 반면, 악

성 림프종의 발현 빈도는 Ku70 립유전자가 소실된 경우에 비

해 상 적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DNA 부양 단

백키나제의 세 가지 요소인 Ku70, Ku80, DNA-PKcs는 면역

기전과 DNA손상 복구 기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며,

Ku70 소실 시 DNA-PKcs와 비의존적으로 미성숙 T세포 기원

의 악성 림프종 발생이 증가하고, DNA-PKcs 소실 시에도 정

상에 비해 악성 림프종의 발생 빈도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

동물 실험을 통해 실험적으로 입증되었다. 이처럼 동물 실험에

서는 Ku 단백과 악성 림프종과의 연관성이 입증되고 있지만,

아직 인체에 발생하는 악성 림프종에서 DNA 부양 단백키나제

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이에 저자들은 85예의 악성 림프종을 상으로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통하여 DNA 부양 단백키나제(Ku70, Ku80, DNA-

PKcs)단백의 발현을 분석하여 인체의 악성 림프종 발생에 이들

인자가 관여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 다.

재료와 방법

재료

연세 학교 의과 학 부속 세브란스 병원에서 1993년부터

1999년까지 진단된 비호치킨림프종 85예를 상으로 하 다.

HE 염색과 각종 면역표지자에 의한 면역조직화학 염색 결과를

종합하여 new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classifi-

cation of neoplastic disease of the hematopoietic and lym-

phoid tissue에 따라서 아형들을 분류하 으다.12 B세포 기원의

악성 림프종은 42예로, 이 중 여포형림프종 12예, 외투세포림프

종 4예, 버킷림프종 5예, 림프절외변연부B세포 림프종 저등급 2

예와 고등급 1예, 미만성 B형 세포림프종 18예 고, T세포 기

원의 악성 림프종은 43예로 말초T세포림프종 비특이형 12예, 림

프모구림프종 5예, T/NK세포림프종 10예, 역형성 세포림프

종 14예, 그리고 혈관면역모구림프종 2예 다. 반응성 증식을 보

인 9예의 편도선과 2예의 림프절 조직을 조군으로 이용하 다.

방법

병리조직염색

파라핀포매 조직절편을 4 m 두께로 절편하여 HE염색을 시

행하여 종양 세포가 많은 부위이면서 진단에 맞는 표적인 병

변 부위가 포함된 파라핀포매 조직 절편을 선택하 다.

면역조직화학 염색

Ku70, Ku80, DNA-PKcs의 면역조직화학 염색은 NeoMark-

ers사의 (Fremond, CA, U.S.A.) 단클론항체인 Ku (p70) Ab-

4 (Clone N3H10), Ku (p80) Ab-2 (Clone 111), DNA-PKcs

Ab-1 (Clone 18-2)을 사용하 다.

양성 조군인 수술 절제된 편도선 조직 10예와 림프절 2예

에 한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시행하여 각 항체의 적정 희석 농

도를 결정한 후, 각 아형별 악성 림프종에 한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 다.

파라핀 블록을 4 m 두께로 절편하여 poly-L-lysine으로 처

리된 유리슬라이드 위에 조직을 부착하여 60℃에서 2시간 건조

시겼다. 탈파라핀과 재수화를 시키고 3% 과산화수소수에 10분

간 전처치하여 내인성 과산화효소를 억제하 다. 수세 후 0.1 M

citrate buffer (pH 6.0)에서 압력솥을 이용하여 전자오븐(750

w)에서 25분간 가열하 다. 20분간 실온에서 식힌 후 인산염

완충액에 5분간 담근 후 1:1000의 비율로 희석시킨 Ku70, Ku

80, 그리고 1:200으로 희석시킨 DNA-PKcs 항체로 실온에서

하룻밤 동안 반응시켰다. 인산염 완충액으로 세척하고 Dako사

(Glostrop, Denmark)의 Universial LSAB Peroxidase II Kit

와 3, 3'-diaminobenzidine tetrahydrochloride 발색제를 이용하

여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시행하 으며, 면역염색 후 hematoxylin



악성 림프종과 DNA부양 단백키나제  479

으로 핵을 염색한 다음 봉입하 다.

면역조직화학 염색 판독

Ku70, Ku80, DNA-PKcs 모두 양성 조군과 종양에서는

세포의 핵에 염색된 경우에만 양성으로 판정하 다. 최소한 5군

데에서 400배율로 염색 반응을 확인한 후 종양 세포 중 염색된

세포의 수를 비율로 구한 값을 백분율로 표시하여 평균치를 구

하 다. 전체 종양 세포의 1-25%가 양성인 경우를 1점, 26-

50%인 경우를 2점, 51-75%인 경우를 3점, 그리고 그 이상인

경우는 4점으로 반정량적으로 판독을 하 다. 발현이 전혀 안된

경우는 0점으로 판독하 다.

통계분석

Ku70, Ku80, DNA-PKcs단백의 발현을 T세포 기원, B세포

기원 악성 림프종으로 분류하여 비교하 고, 그 후에는 WHO

분류에 따라 각 아형별로 나누어 비교하 다. B세포 기원 악성

림프종은 전배중심 세포 기원의 악성 림프종, 후배중심 세포 기

원의 악성 림프종, 그리고 저등급과 고등급의 악성 림프종으로

분류하여 비교하 다. T세포 기원 악성 림프종은 림프모구림프

종과 그 외의 아형들로 비교한 후 말초 T세포림프종 비특이형,

혈관면역모구림프종, T/NK세포림프종, 역형성 세포림프종으

로 나누어서 아형별로 단백 발현의 차이를 비교하 다. 여기서

결정된 순위형 변수를 통하여 비모수적인 통계 방법인 Kruskal-

Wallis test를 통하여 비교 상간의 단백질 발현 정도의 차이

를 살펴보았다. 우선 전체를 양성 조군을 포함하여 B세포 기

원, T세포 기원 악성 림프종 3집단으로 나누어 세 군 내에서의

차이를 보았고, 그 결과를 토 로 세 군 각각에 하여 Bonfer-

oni 방법으로 다중검정을 실시하 다. 다음으로 B세포 기원, T

세포 기원 악성 림프종내의 각 아형별에 하여 위에서 시행한

같은 방법으로 세 단백 발현의 차이를 비교하 다.

결 과

악성 림프종 연구 상군의 증례수, 성비, 절제 장기와 연

령 분포

연구 상 환자의 평균 연령은 45.4±18.1세 고 버킷림프종,

T-림프모구림프종, T/NK세포림프종은 다른 유형보다 젊은 나

이에 발생하는 경향을 보 다. 남녀 비율은 남자가 48명

(56.5%), 여자가 37명(43.5%)이었다. 절제된 조직은 44.4%가

림프절이었고 나머지는 림프절 이외의 장기 으며, 그 부위로는

편도선, 위장관, 비인두, 피부, 유방, 난소, 자궁경부, 정소, 혀,

후복강, 비장, 이하선, 종격동, 연구개, 간, 연부조직 등이었다

(Table 1).

반응성 편도선과 림프절에서의 DNA 부양 단백키나제 단백

의 발현

양성 조군으로 선정된 반응성 편도선과 림프절 모두에서

Ku70, Ku80, DNA-PKcs이 모두 여포 중심이나 부피질 림프

구의 핵에 미만성의 양성 반응을 보 고, 편도선의 경우 구강점

막의 편평상피의 핵에서도 강하게 양성 반응을 보 다. 저배율

로 관찰 시 부피질의 림프구보다 여포의 림프구가 더 강한 양성

반응을 보 다(Fig. 1).

T-세포와 B-세포 기원 악성 림프종의 DNA 부양 단백키나

제 단백의 발현

악성 림프종을 T세포 기원, B세포 기원으로 나누어 비교하

을 때 Ku70, Ku80, DNA-PKcs단백의 발현이 반응성 병변인

편도선과 림프절에 비해 두 집단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된 양상을 보 다. Bonferoni 방법으로 정한 p값(0.017)으

Sex Excised organ
Cell origin WHO classification

male female nodal extranodal 

Age
(year)

Positive C (n=11) 5 6 2 9 25.0±11.0
B-cell origin (n=42) Follicular L (n=12) 9 3 8 4 52.6±14.6

Mantle cell L (n=4) 2 2 1 3 61.5±4.4
Burkit’L (n=5) 2 3 3 2 35.8±27.9
Extranodal marginal zone B-cell L(n=3) 1 2 0 3 54.0±6.2
Diffuse large B-cell L (n=18) 8 10 6 12 55.8±11.0
Total 22 20 18 24 52.6±15.4

T-cell origin (n=43) Lymphoblastic L (n=5) 2 3 2 3 35.2±29.3
Peripheral T-cell L, NOS (n=12) 8 4 9 3 43.5±14.1
Angioimmunoblastic L (n=2) 1 1 2 0 57.0±11.3
T/NK cell L (n=10) 8 2 0 10 37.8±9.6
Anaplastic large cell L (n=14) 7 7 9 5 48.0±20.6
Total 26 17 22 21 43.3±17.9

Table 1. Sex ratio, excision organ and age distribution of the patients

L: lymphoma, NOS: not otherwise-specified,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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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비교하여 볼 때, T세포 기원의 악성 림프종은 양성 조군과

비교하여 Ku70, Ku80, DNA-PKcs의 p값이 모두 0.0001 이하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 으며, B세포 기원의 악성 림프종은 p값

이 Ku70은 0.0016, Ku80은 0.0012, DNA-PKcs는 0.0023으로

T세포 기원의 악성 림프종보다는 높은 수치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 양성 조군을 제외하고 T세포 기원의 악성 림프

종과 B세포 기원 악성 림프종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T세포 기

원의 악성 림프종에서 세 가지 단백의 발현이 B세포 기원의 악

성 림프종에 비해 상 적으로 현저히 낮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Table 2).

아형별 악성 림프종에서의 DNA 부양 단백키나제 단백의

발현

각 아형별로 DNA 부양 단백키나제 단백의 발현을 비교하여

볼 때(Table 2), T세포 기원의 아형들은(Fig. 2-5) 모두 반응

성 림프구 증식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Ku70, Ku80,

DNA-PKcs 단백 발현의 소실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B세포 기

원의 아형 중 림프절외변연부B세포림프종, 미만성 B형 세포림

프종(Fig. 6)은 반응성 림프구 증식에 비하여 Ku70, Ku80,

DNA-PKcs 단백의 발현이 모두 감소되었지만 여포형림프종,

Fig. 1.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finding of a representative
case of reactive hyperplasia of the tonsil. They reveals positive
nuclear reaction. A: Ku70 (grade 4: >75%), B: Ku80 (grade 4:
>75%), C: DNA-protein catalytic subunit (grade 4: >75%).

A

C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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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세포림프종(Fig. 7), 버킷림프종에서는 양성 조군에 비하

여 부분적으로는 Ku70, Ku80, DNA-PKcs 단백의 발현이 감

소된 듯 하 으나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역형성 형세포

림프종에서 종양 세포뿐 아니라 정상 림프구들도 세 가지 단백

발현의 감소를 보 다(Fig. 3).

Pre-/post-germinal center 기원의 악성 림프종의 DNA 부

양 단백키나제 단백 발현의 차이

B-세포 기원의 악성 림프종을 pre-germinal center와 post-

germinal center 세포 기원의 악성 림프종으로 분류하여 DNA

부양 단백키나제 단백 발현의 차이를 분석한 바, pre-germinal

Ku70 Ku80 DNA-PKcs
Expression degree

4 3 2 1 0 4 3 2 1 0 4 3 2 1 0

Positive control 11 0 0 0 0 11 0 0 0 0 11 0 0 0 0
B-cell lymphoma (n=42) 20 13 7 2 0 19 12 7 2 2 21 11 8 2 0

Low grade L (n=18) 12 3 2 1 0 14 0 1 1 2 15 0 2 1 0
Follicular L (n=12) 8 3 0 1 0 11 0 0 0 1 11 0 1 0 0
Mantle cell L (n=4) 4 0 0 0 0 3 0 0 0 1 4 0 0 0 0
Extranodal marginal zone 0 0 2 0 0 0 0 1 1 0 0 0 1 1 0
B-cell L (Low grade, n=2)

High grade L (n=24) 8 10 5 1 0 5 12 6 1 0 6 11 6 1 0
Extranodal marginal zone 0 0 1 0 0 0 0 1 0 0 0 0 1 0 0
B-cell L (High grade, n=1)
Burkit’L (n=5) 2 2 1 0 0 2 1 2 0 0 3 1 1 0 0
Diffuse large B-cell L (n=18) 6 8 3 1 0 3 11 3 1 0 3 10 4 1 0

T-cell lymphoma (n=43) 5 16 15 6 1 6 14 13 6 4 4 21 9 6 3
Lymphoblastic L (n=5) 1 2 0 2 0 1 1 0 2 1 1 0 2 1 1
Peripheral T-cell L, NOS (n=12) 2 7 1 2 0 2 5 3 1 1 1 7 2 1 1
Angioimmunoblastic L (n=2) 0 1 1 0 0 0 1 1 0 0 0 1 1 0 0
T/NK cell L (n=10) 1 3 5 0 1 1 3 4 1 1 0 6 3 0 1
Anaplastic large cell L (n=14) 1 3 8 2 0 2 4 5 2 1 2 7 1 4 0

Table 2. The expression of Ku70, Ku80 and DNA-PKcs in the subtypes of lymphomas

L: lymphoma, NOS: not otherwise-specified, PKcs: protein kinase catalytic subunit.

Fig. 2. HE staining and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findings of
T-cell lymphoblastic lymphoma. A: HE, B: Ku70 (grade 1: <25%),
C: Ku80 (grade 1: <25%), D: DNA-protein catalytic subunit (grade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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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HE staining and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findings of
a representative case of anaplastic large cell lymphoma. A: HE,
B: Ku70 (grade 2: 25-50%), C: Ku80 (grade 2: 25-50%), D: DNA-
protein catalytic subunit (grade 3: 5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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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기원의 외투세포림프종과 post-germinal center 기원의

여포형림프종, 버킷림프종, 미만성 B형 세포림프종, 림프절외

변연부B세포림프종 두 집단 사이의 Ku70, Ku80, DNA-PKcs

단백의 발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저등급, 고등급 B세포 악성 림프종에서 DNA 부양 단백키

나제 단백 발현의 차이

B세포 기원의 악성 림프종을 저등급의 악성 림프종인 여포형

Fig. 4. HE staining and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findings of
a representative case of peripheral T-cell lymphoma, NOS. A: HE,
B: Ku70 (grade 2: 25-50%), C: Ku80 (grade 2: 25-50%), D: DNA-
protein catalytic subunit (grade 2: 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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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HE staining and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findings of
a representative case of T/NK cell lymphoma. A: HE, B: Ku70
(grade 2: 25-50%), C: Ku80 (grade 2: 25-50%), D: DNA-protein
catalytic subunit (grade 3: 5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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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HE staining and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findings a
representative case of diffuse large B-cell lymphoma. A: HE, B:
Ku70 (grade 2: 25-50%), C: Ku80 (grade 2: 25-50%), D: DNA-
protein catalytic subunit (grade 2: 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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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HE staining and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findings of
a representative case of mantle cell lymphoma. A: HE, B: Ku70
(grade 4: >90%), C: Ku80 (grade 4: >90%), D: DNA-protein cat-
alytic subunit (grade 4: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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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프종, 외투세포림프종, 림프절외변연부B세포림프종과 고등급

의 악성 림프종인 버킷림프종, 고등급림프절외변연부B세포림프

종, 미만성B형 세포림프종으로 구분하여 Ku70, Ku80, DNA-

PKcs단백 발현을 비교한 바, 고등급의 악성 림프종은 저등급에

비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발현의 차이를 보 다.

T세포 림프모구림프종과 그 외의 아형들에서 DNA 부양 단

백키나제 단백 발현의 차이

림프모구림프종과 그 외의 악성 림프종(말초T세포, 혈관면역

모구, T/NK세포과 역형성 형세포 림프종)으로 나누어 비교

하 을 때, Ku70, Ku80, DNA-PKcs단백 발현의 차이는 통계

적 의미가 없었다.

T세포 기원의 악성 림프종 아형 간의 Ku70, Ku80, DNA-

PKcs단백 발현의 차이

T세포 기원 악성 림프종 아형 간의 Ku70, Ku80, DNA-

PKcs단백의 발현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군

은 없었다.

고 찰

본 연구는 DNA 부양 단백키나제 단백의 기능과 knock-out

백서를 이용한 최근 동물 실험의 결과를 토 로 인체에 발생하

는 악성 림프종도 아형 특이적인 DNA 부양 단백키나제 발현의

소실이 있을 수 있다는 가정 하에, 파라핀 포매된 85예의 다양

한 아형의 악성 림프종을 상으로 Ku70, Ku80, DNA-PKcs

단백에 한 항체를 이용해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실시하여 이들

의 발현 양상을 비교, 분석하 다. DNA 부양 단백키나제는 다

양한 기능을 지닌 유전자로 DNA 복구 기능과 V(D)J 재조합

으로 인한 항체와 T세포 수용체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DNA 부양 단백키나제가 소실되거나 손상 받을 경우 심한 면역

장애가 발생한다. Knock-out 백서를 이용한 실험에서 Ku70-/-

백서는 Ku70+/-백서나 Ku70+/+백서와 달리 미성숙 T-세포 기

원의 악성 림프종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고, DNA-PKcs가 소실

된 SCID 백서의 경우는 B세포와 T세포의 발달이 모두 억제되

어 전반적인 면역 기능 저하가 나타나고 악성 림프종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DNA 부양 단백키나제는 동

일한 serine/threonine kinase family인 ataxia-telangiectasia

(AT) 유전자처럼 상위의 p53을 유도하는 기능이 있음이 밝혀

졌다. 즉 p53의 아미노산 말단부의 Ser15와 Ser37 두 위치에

DNA 부양 단백키나제에 의해 인산화되는 부분이 있어 DNA

손상 정보를 DNA 부양 단백키나제로부터 감지하게 된다.13 또

한 SCID 백서에서 p53의 변이가 추가로 있는 경우 악성 림프종

의 발생이 더 빠른 기간 내에 이루어진다는 보고가 있고,14 이는

이중쇄 DNA 손상이 생기면 세포를 자멸사시키는 기능을 하는

p53의 역할이 변이에 의해 소실되어 세포들이 통제되지 않고 증

식하게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SCID 백서와 세포주 실험에서

G1과 G2 억제 현상이 정상적으로 일어난다는 결과를 볼때,

DNA 손상 시 DNA 부양 단백키나제가 세포자멸사를 일으키

며 세포주기를 억제하도록 p53을 유도하는 데 필수적이지 않다

는 보고도 있다.6 그러나 일부 저자들은 DNA-PKcs가 T세포

기원의 종양을 억제하는 데 관여한다는 것과 DNA-PKcs의 유

전자가 PrKdc로 SCID 유전자와 동일하다는 것을 보고하 다.9

이처럼 동물 실험에서는 DNA 부양 단백키나제와 악성 림프

종과의 연관성이 입증되고 있지만 아직 인체에 발생하는 악성

림프종에서 DNA 부양 단백키나제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없어, 인체에 발생하는 다양한 종류의 악성 림프

종을 상으로 DNA 부양 단백키나제의 구성 성분인 Ku70,

Ku80, DNA-PKcs의 발현 양상을 분석한 바 악성 림프종은 반

응성 증식의 림프 조직에 비해 Ku70, Ku80, DNA-PKcs의 발

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 다. 악성 림프종을 기원 세

포별로 분류하여 보았을 때 B세포, T세포 기원에 상관 없이 반

응성 증식을 보인 림프 조직에 비해 Ku70, Ku80, DNA-PKcs

세 가지 단백의 발현이 모두 감소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T

세포 기원의 악성 림프종은 B세포 기원의 악성 림프종보다 더

큰 발현의 감소를 보 다. Ku70 knock-out 백서에서 미성숙

T-세포 기원의 악성 림프종이 발생한다는 동물 실험 결과를 토

로 T세포 기원의 악성 림프종 중 T-림프모구세포종에서 특

이적인 Ku70 단백의 소실이 관찰되리라 예상하 으나 5예의

T-림프모구림프종 중 3예만이 중증도 이상의 Ku70 단백의 소

실을 보 다. Ku80과 DNA-PKcs의 소실도 비슷한 양상을 보

고 성숙 T세포 기원의 악성 림프종과 비교했을 때도 특이한

양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로 인체에 발생

하는 악성 림프종은 반응성 증식을 보이는 림프절에 비해 DNA

부양 단백키나제 단백의 전반적인 표현 감소를 보여 이는 악성

림프종 발생에 DNA 부양 단백키나제가 관여한다는 것을 시사

하는 소견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DNA 부양 단백키나제의

구성 요소인 Ku70, Ku80, DNA-PKcs 단백 중 어느 하나도

유형특이한 소실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비특이적인 현상이라

는 것을 뒷받침한다. 실제로 본 분석에 포함된 43예의 T-세포

기원의 악성 림프종은 예후가 좋지 않은 유형으로, 이를 B-세포

기원의 악성 림프종 중 고등급의 악성 림프종을 따로 구분하여

비교하 을 때는 Ku70, Ku80, DNA-PKcs 단백 발현의 소실

에 차이점이 없었다. 반면 B-세포 기원의 악성 림프종을 조직학

적으로 저등급과 고등급으로 분류하여 비교하 을 때는 고등급

의 악성 림프종이 저등급의 악성 림프종에 비해 Ku70, Ku80,

DNA-PKcs 단백 발현에 더 많은 소실을 나타내어 이 세 종류

의 단백은 고등급의 악성 림프종에서 소실이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VDJ 재배열이 활발한 후배중심 기원의 악성 림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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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상 적으로 VDJ 재배열이 활발하지 않은 전배중심 기원의

종양은 DNA 부양 단백키나제의 표현 양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가정 하에 B세포 기원의 종양을 두 군으로 나누어 비교

한 바, 통계적으로 의의 있는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최근

DNA 부양 단백키나제의 이중쇄 DNA 손상의 복구와 V(D)J

유전자의 재조합 외의 여러가지 다양한 기능이 밝혀지기 시작했

다. Maarten 등6은 DNA 복제를 조절 기능, Mariana 등은 세

포주기 조절 기능을 발표하 으며, 세포주기에서는 DNA 부양

단백키나제의 활성이 G1단계와 초기S단계, 그리고 G2단계에서

정점에 달하는데, 이은 이 시기가 DNA가 방사능에 민감하게

손상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있다.10 또한 Ku 항원과

p350, 또는 두 항원 모두 성숙한 말초혈액의 호중구에서는 발현

되지 않지만 HL-60 세포나 말초혈액림프구에서는 발현되고,

이것들이 세포자멸사 시 소실된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Ku 항

원은 자연사의 조절인자, 특히 억제인자로 작용할 것으로 추측

한 저자들도 있으나 림프구 중 T 세포와 B 세포, 혹은 두 가지

세포 모두에서 자연사와 연관되어 있는지는 아직 밝혀져 있지

않다.8 이와 같은 기능 외에도 Ku 항원은 p53과 SV-40 large

T 항원, RNA-polymerase II, RP-A, topoisomerase, hsp90과

c-Jun, c-Fos, oct-1, sp-1, c-Myc, TFIID 등 많은 전사인자

들을 인산화시킨다고 보고되었다.15 이처럼 Ku 단백은 직, 간접

적으로 경로를 통하여 이중쇄 DNA 손상 복구, T세포 수용체

와 항체의 V(D)J 재조합은 물론, 항체의 이종이인자형 전환,

DNA 복제와 전사의 조절, heat-shock induced response의 조

절, 종말체의 말단구조의 조절, 세포주기 중 G2와 M단계에서의

기능 등을 수행함이 밝혀졌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본 실험의 결

과로 미루어 인체에 발생하는 악성 림프종에서 DNA 부양 단백

키나제는 아형 특이한 소실을 보이지 않는 p53과 유사한 일반적

인 종양억제유전자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되나, 위와 같은 다양

한 기능을 보여 본 실험의 결과로만으로 악성 림프종에서의 단

백 표현의 상실이 정확히 어떠한 기능과 연관되어 있는지 추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연구에서 예상과 달랐던 점은 종양 세포에서는 DNA

부양 단백키나제 단백의 발현이 감소되고 반응성 림프구들은 그

발현의 감소가 없거나 미미할 것으로 예상을 하 고 실제 반응

성 증식을 보인 림프절과 편도선 조직에서는 이 예상을 학인할

수 있었지만, 역형성 형세포림프종의 종양 세포 주변의 이형

성이 없는 반응성 림프구에서 Ku70, Ku80, DNA-PKcs 단백

발현이 뚜렸한 감소를 보인 점과 악성 림프종 중 가장 증식이

빠른 고등급의 악성 림프종인 버킷림프종에서 Ku70, Ku80,

DNA-PKcs 단백 발현의 뚜렷한 감소가 관찰되지 않은 점이다.

이러한 현상의 이유를 확실하게 밝히기 힘들었으나 면역조직화

학 염색의 기술적인 문제점 외에도 단백 발현의 소실과 유전자

의 소실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도 그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

각된다. 실제 Ku70의 경우는 mRNA와 단백질의 양이 정량적

인 일치를 보이지 않는다는 보고도 있어, 이에 한 검증을 위

해서는 향후 이들 단백이 발현되지 않은 반응성 림프구들, 종양

세포, 그리고 발현이 잘 되는 반응성 림프구들을 나누어 세포

유전학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 결과로 악성 림프종에서 Ku70, Ku80,

DNA-PKcs 단백 발현의 소실을 확인할 수 있어 악성 림프종

발생에 관여하리라 판단되었으나, 동물 실험 결과를 기초로 예

상한 T-세포림프모구림프종을 포함한 아형에 특이한 소실 양상

을 발견할 수는 없었다. 일반적으로 고등급의 악성 림프종은 저

등급의 악성 림프종에 비해 더 많은 소실을 보여, 이는 DNA

부양 단백키나제의 종양억제유전자로의 역할을 뒷받침하는 소견

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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