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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Both the Natural killer/T-cell lymphoma (NKTL) and the peripheral T-cell lym-
phoma (PTCL) are relatively prevalent in the Asian population, and they are strongly associ-
ated with the Epstein-Barr virus (EBV). These two diseases have several common patholog-
ic features, but show somewhat different clinical presentations. The critical point in terms of
differentiating of these disease groups might be the impact of EBV in pathogenesis, and the
variable gene expression of EBV regulated by a major latent C promoter (Cp). Methods : We
investigated 43 cases of NKTL and 30 cases of PTCL to evaluate EBV associated character-
istics. EBV in situ hybridization was performed in all of the submitted cases. In the EBV posi-
tive cases, the methylation status of Cp which drives the expression of immunodominant viral
nuclear protein, was examined by sensitive methylation specific PCR using paraffin embedded
tissue. Results : EBV was found in 70% (30/43) of NKTL and 43% (13/30) of PTCL. Nasal
and gastrointestinal lymphomas were predominantly NKTL. All of the successfully amplified
cases of EBV positive NKTL and PTCL were of methylated Cp status. Conclusion : The
detection rate of EBV is high in NKTL, especially in the nasal area. The constantly methylated
EBV Cp reflects the major role of Cp in regulating the EBV latency pattern and in helping
EBV to avoid host immune system in both NKTL and PT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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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T 세포 림프종과 말초 T-세포 림프종에 잠복 감염된

Epstein-Barr Virus의 Major Latent Promoter C의 메틸화 분석

Epstein-Barr Virus (EBV)는 gammaherpes virus family

에 속하는 DNA virus로 구강유모백반증(oral hairy leukoplakia),

버킷림프종, 호지킨림프종, 코인두암종, 장기이식 후 면역증식성

질환 및 T 세포 림프종 등 양성 및 악성 종양을 포함한 다양한

질병의 병인과 관련이 있다.1 말초 T-세포 림프종(peripheral

T-cell lymphoma, PTCL)과 자연살해세포/T-세포 림프종

(natural killer/T-cell lymphoma, NKTL)은 EBV 관련 종양

중에서도 특히 한국을 비롯한 극동 아시아 지역에서 자주 발생

하는 특징이 있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중 비강 부위에

주로 발생하는 NKTL은 1994년 Revised American-European

classification of lymphoid neoplasm (REAL) 분류2에 따르면

혈관중심성 T-세포 림프종(angiocentric T-cell lymphoma)으

로도 불리며 우리나라 비호지킨림프종의 8.7%를 차지하고 있

고,3 종양세포가 NK-세포와 T-세포의 표지자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거의 부분 증례의 종양세포 핵에서 EBV의 게

놈이 관찰된다.4 이에 비해 REAL 분류 및 2001년 WHO 분류5

에 따라 PTCL, unspecified로 분류되는 일군의 질환은 성숙 T

세포 림프종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EBV와의 관련성이

NKTL보다는 낮아 한국에서는 약 58%의 EBV 검출률을 보이

고 있다.6 이와 같이 EBV와 연관되어 있는 림프종으로 면역학

적 특성을 일부 공유하고 있는 NKTL과 PTCL에서 EBV가

종양 형성 과정에서 담당하고 있는 역할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EBV의 잠복감염형은 EBV가 종양세포에 잠복 감염되었을 때

발현되는 단백질의 종류에 따라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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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형은 EBERs와 EBNA-1만 발현되는 형태로 버킷림프종과

EBV 관련 위암종이 이에 해당하고, 제 2형은 EBNA-1과

LMP1은 발현되나 EBNA-2 등이 발현되지 않는 형태로서

NKTL과 PTCL은 부분 제 2형이라고 알려져 있다.7 제 3형

은 6가지 단백이 모두 발현되는 형으로서 장기이식 후 면역증식

성 질환이 이에 속한다. 이렇게 EBV가 면역우세 항원인

EBNA-2를 발현하지 않고 일부 단백만을 표현하는 이유는, 세

포독성 T 림프구의 공격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8 숙주

세포에서 EBV 단백질 발현을 조절하는 것은 EBV 유전자 중

BamHI-C fragment에 위치한 major latency promoter인 C

promoter (Cp)이다. 이 Cp는 모든 EBNAs의 전사를 유도함으

로써 EBV에 감염된 세포의 성장 특성과 세포독성 T-림프구에

한 감수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이다.9 Cp의 활성도 조

절은 일부 염기서열의 메틸화에 의해 주로 이루어진다.9 NKTL

과 PTCL은 개 제 2형 잠복감염형에 속한다고 알려져 있으

나, 일부는 EBNA-2 mRNA가 검출된다는 보고가 있어10 이들

종양 중 일부는 Cp가 활성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

는 Cp 활성도가 NKTL과 PTCL의 진단별 또는 장기별 차이를

유발하는지 알아보고자 시행하 다.

재료와 방법

상 환자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서울 학교병원 및 보라매병원에 내

원하여 조직 생검을 받은 환자 중 NKTL 43예, PTCL 30예를

상으로 하 다(Table 1, 2). 환자의 임상병력과 나이, 성별 등

은 병리검사 의뢰서 및 의무기록지를 참조하 다. 43예의 NKTL

환자 중 남자는 26명, 여자는 17명이었으며(남녀비, 1.53:1), 30

예의 PTCL은 남자 18명, 여자 12명이었다(남녀비, 1.5:1). 진

단 당시 환자의 연령은 NKTL의 경우 29세부터 79세까지(평균

48.8세) 분포하 으며 PTCL의 경우는 7세부터 71세까지(평균

49.4세) 분포하 다. 침범된 장기로는 NKTL의 경우 비강과 코

인두가 가장 많았다(21예, 49%). 비강 이외의 침범 장기로는

위장관(7예)이 가장 많았으며, 그외 입인두 및 구강 7예, 침샘 2

예, 고환, 피부, 자궁목, 간, 창자간막 등이 있었다. PTCL의 경

우는 림프절 병변이 다수를 차지하 으며(12예, 40%), 위장관

5예, 구강 3예, 비강 2예 및 기타 장기 등이 있었다. NKTL과

PTCL의 진단 기준은 2001년 출간된 WHO 분류에 기초한 것

이다.5 비강 NKTL의 진단은 조직학적으로 비정형 림프구들의

침윤이 있고, 면역 염색에서 종양세포들이 CD56에 양성이거나,

CD56 음성이라도 세포질 내 CD3가 약하게 발현지만 세포 표면

CD3와 CD45RO는 음성일 경우에 이루어졌다. 비강 NKTL은

조직학적으로 혈관 침윤 및 응고괴사가 관찰되는 예들이 다수

다(Fig. 1). 비강외 NKTL도 위에 기술한 조직학적 소견과

면역 염색의 기준은 동일하 다. 그러나, 위장관 종양인 경우 종

양세포의 CD56 양성 여부를 중요시하 으며 융모 위축과 장병

증을 동반하는 enteropathy-associated T-cell lymphoma를 배

제하 다. 비강 NKTL과 비강외 NKTL 모두 T-세포 수용체

감마 재배열(T-cell receptor rearrangement)은 일어나지 않

는 증례들로 한정하 다. PTCL의 진단은 REAL 기준에 기초

하여 이루어졌으며, 면역염색에서 CD3나 CD45RO 양성이면서

NKTL, NK-T cell lymphoma; EBV ISH, EBV in-situ hybridization; Cp, C
promoter; LN, lymph node; BM, bone marrow; NR, no reaction; methyl,
methylated.

Case Age (years) Sex site EBV ISH Cp

1 42 M nasal cavity negative
2 44 M skin. liver, LN negative
3 41 M oropharynx positive methyl
4 60 M testis positive methyl
5 53 F nasopharynx positive methyl
6 30 M colon positive methyl
7 50 F nasal cavity positive methyl
8 38 F nasal cavity positive methyl
9 59 M nasal cavity, colon negative

10 74 F oropharynx negative
11 73 M nasal cavity positive methyl
12 38 F colon positive methyl
13 40 M pancreas, liver, BM negative
14 44 M tonsil positive methyl
15 46 M nasal cavity positive methyl
16 41 F nasal cavity negative
17 76 M nasal cavity positive methyl
18 34 F nasal cavity positive methyl
19 50 M nasal cavity positive methyl
20 38 F nasal cavity positive methyl
21 41 M duodenum positive methyl
22 47 F nasal cavity positive methyl
23 39 M nasal cavity positive methyl
24 73 F parotid gland, LN negative
25 43 F parotid gland positive NR
26 49 M liver, brain, kidney negative
27 59 M small bowel positive methyl
28 43 F colon, LN, BM negative
29 29 F uterine cervix positive NR
30 33 F nasal cavity positive methyl
31 38 M cervical lymph node positive methyl
32 36 F nasal cavity positive methyl
33 36 F nasal cavity positive NR
34 58 M nasal cavity positive methyl
35 54 M hard palate positive methyl
36 77 M tongue, rectum, LN negative
37 76 M oral cavity, LN negative
38 75 M nasal cavity positive NR
39 73 F esophagus negative
40 35 M uvula positive methyl
41 49 M nasal cavity, rectum, lung negative
42 60 M nasal cavity positive methyl
43 79 M colon positive methyl

Table 1. Clinical profiles and EBV molecular data of 43 cases
of NK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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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56 음성인 예들에 한정하 다(Fig. 2).

EBV 제자리부합화

파라핀 블록에서 4 m 두께로 박절한 조직을 silane 도포된

슬라이드에 얹고 탈파라핀과 재함수 과정을 거친 뒤 proteinase

K로 37℃ 항온조에서 30분간 처리한 후 다시 세척하여 에탄올로

탈수하 다. 다음 fluorescein-conjugated EBV oligonucleotide

(cocktails of EBER 1 and 2, Dakopatts, Glostrup, Denmark)

를 조직에 올려 커버 슬라이드를 덮은 채 4℃에서 14시간 보합

결합시킨 뒤 TBS 완충액으로 세척하 다. 검출은 DAKO ISH

detection kit (K046, Dakopatts)를 사용하 는데, 먼저 1:100

으로 희석한 rabbit F(ab)2 anti-FITC/AP 150 L로 30분 반

응시키고 TBS 완충액으로 수세하 다. 그리고, 기질 완충액에

담그고 희석한 효소기질(BCIO/NBT)로 30분 처리하여 증류

수로 세척한 후 봉입하여 관찰하 다. 

메틸화 특이 PCR

20 m 두께의 파라핀 절편 2개를 튜브에 넣어 탈파라핀한

후 genomic DNA isolation kit (Boerhinger Mannheim, Indi-

anapolis, USA)를 이용하여 DNA를 추출하 다. 다음 bisulfite

modification을 거쳐 중합효소연쇄반응(PCR)을 시행하 다. 구

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2-5 g의 DNA를 0.3 mol/L NaOH

용액에 37℃에서 15분간 변성시켰다. 매 실험마다 즉석에서 제

작한 Bisulfite solution (3.5 M sodium bisulfite 550 L/1 mM

hydroquinone, pH 5.0)을 첨가하여 무기질 유지(mineral oil)

를 떨어뜨린 뒤 암소에서 55℃, 16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다음

Wizard Clean-Up System (Promega, Madison, USA)을 사

용하여 염기 제거 및 정제 과정을 거쳤다. 우선 DNA clean-up

Resin을 1 mL 첨가하여 혼합한 뒤 주사기를 이용하여 mini-

column에 통과시켜 DNA는 column에 부착시킨 후 80% isopro-

pranolol 2 mL로 남은 resin과 염기를 제거하는 과정을 2-3회

PTCL, peripheral T-cell lymphoma; EBV ISH, EBV in-situ hybridization;
Cp, C promoter; methyl, methylated; LN, lymph node; NR, no reaction.

Case Age (years) Sex site EBV ISH Cp

1 20 M disseminated positive NR
2 39 M colon positive methyl
3 55 M LN positive NR
4 60 M tonsil negative
5 68 F oral cavity positive methyl
6 42 F eyelid positive methyl
7 20 M skin negative
8 49 F skin negative
9 42 F colon positive methyl

10 71 M nasal cavity, soft tissue negative
11 36 M colon positive methyl
12 46 F skin negative
13 68 M nasal cavity positive methyl
14 68 M LN negative
15 50 M LN negative
16 41 F LN negative
17 33 M LN negative
18 33 F skin negative
19 51 F LN positive NR
20 65 F nasal cavity negative
21 42 F colon positive methyl  
22 7 M soft tissue negative
23 62 M stomach negative
24 60 F LN positive NR
25 36 M LN negative
26 63 M LN negative
27 73 M LN negative
28 69 M LN positive NR
29 54 M LN positive NR
30 58 F hard palate negative

Table 2. Clinical profiles and EBV molecular data of 30 cases
of PTCL

Fig. 1. NK-T cell lymphoma shows pleomorphic infiltrates with
angioinvasion and zonal necrosis.

Fig. 2. Peripheral T-cell lymphoma shows infiltration of atypical
small lymphoid cells with vascular prolifer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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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하 다. 이렇게 처리된 DNA를 튜브에 담아 13,000 G에서

2분간 원침하여 resin을 건조시킨 뒤 65-70℃의 증류수 50 L

로 녹 다. 다음 7.5M ammonium acetate 35 L와 100% 에

탄올 170 L, salmon sperm DNA 1 L 등을 첨가하여 -70

℃에서 15분간 침전시킨 DNA를 다시 70% 에탄올로 수세하여

건조시킨 후 증류수에 녹여 사용하 다. 이렇게 준비된 DNA를

이용하여 PCR을 시행하 다. PCR 시동체(primer)는 bisulfite

modification 후 메틸화 DNA와 비메틸화 DNA에 각각 선택적

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제작하 으며,11 Cp의 EBNA2 반응 부

위(response element)를 증폭하도록 고안하 다. 시동체의 염

기서열은 다음과 같다.

메틸화 Cp:

mb3: GTCC*GAAACC*GAAC*GACTC*G

(coordinate in B95-8: 10, 703-107, 23)

mb4: GTAAGGC*GTAATTAATTTC*GTTC*

(coordinate in B95-8: 11, 216-11, 194)

비메틸화 Cp

ub3: CATCCAAAAACCAAACAACTCA

(coordinate in B95-8: 10, 702-10, 723)

ub4: AGTAAGGTGTAATTAATTTTGTTT

(coordinate in B95-8: 11, 217-11, 194)

Thermocycler (Perkin Elmer, Boston, USA)를 사용하여

94℃에서 10분간 초기 변성시킨 후, 94℃ 30초 ‐ 55℃ (methy-

lated primer 경우는 58℃) 30초 ‐ 72℃ 30초 주기로 35회

시행하 으며, 72℃에서 10분간 최종 연장한 후 결과물을

ethidium bromide 함유된 2% 우무겔에서 전기 동하여 확인

하 다. 메틸화 Cp에 한 양성 조표본은 EBV 양성 버킷림

프종 세포주인 Raji를 사용하 으며, 비메틸화 Cp에 한 양성

조표본은 EBV immortalized B lymphoblastoid cell line인

B95-8을 사용하 다.

결 과

EBV 제자리부합화 결과

진단별로 구분하여 NKTL은 43예 중 30예(70%)에서 EBER

제자리부합화 결과 양성이었다(Fig. 3). PTCL은 30예 중 13예

(43%)에서 양성으로 나타나 NKTL의 EBV 양성도가 PTCL

보다 현저히 높았다(p<0.05, Table 3). EBV 양성군에서는

EBV 양성 NKTL 남자의 평균 연령이 51.9세로, EBV 양성

NKTL 여자의 평균 연령인 42.4세보다 많았다(p<0.05).

발생부위별로 비강 림프종과 비강외 림프종으로 구분하 을

때 비강 림프종에서 EBV 연관성이 뚜렷이 높게 나타났으며

(p<0.05, Table 4), 비강 림프종은 부분이 NKTL이었다. 구

강을 포함한 소화관 림프종과 비소화관 림프종으로 구분한 군

간에는 환자의 연령, 성별, EBV 양성도 등에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비강외 림프종 중에서 소화관 림프종

과 비소화관 림프종을 분리하 을 때 소화관 림프종은 22예 중

14예(64%)가 NKTL이었고 비소화관 림프종은 51예 중 29예

(57%)가 NKTL이었다. 이 중 비강을 제외하면 29예 중 8예

(26%)만이 NKTL이므로 소화관은 비강 다음으로 NKTL이

호발하는 장기임을 알 수 있었고(p<0.05), EBV 양성률도 비소

No, numbers; NKTL, natural killer/T-cell lymphoma; PTCL, peripheral T-
cell lymphoma; NS, not significant.

Group No Mean age (years) Sex (M:F) EBV positivity

NKTL 43 50.5 26:17 30/43 (70%)
PTCL 30 49.4 18:12 13/30 (43%)

NS NS p<0.05

Table 3. Analysis of EBV positivity between cases of NKTL and
PTCL

No, number; NKTL, natural killer/T-cell lymphoma; NS, not significant;
total, NKTL+PTCL; GI, gastrointestinal tract including oral cavity.

Mean age 
(years)

Group No Sex (M:F) EBV positivity

A1: nasal NKTL 21 51.8 11:10 17/21 (81%)
A2: non-nasal NKTL 22 49.2 15:7 13/22 (59%)

NS NS p=0.123
B1: nasal, total 23 50.7 12:11 18/23 (78%)
B2: non-nasal, total 50 49.8 32:18 25/50 (50%)

NS NS p<0.05
C1: GI NKTL 14 54.6 10:4 9/14 (64%)
C2: non-GI NKTL 29 48.6 16:13 21/29 (72%)

NS NS NS
D1: GI, total 22 53.2 14:8 14/22 (64%)
D2: non-GI, total 51 48.7 30:21 29/51 (57%)

NS NS NS

Table 4. Relationship between tumor site, clinical data and EBV
positivity

Fig. 3. Positive signals of EBER ISH are found in numerous tumor
cell nucl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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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 림프종보다 높은 경향을 보 다(p=0.09). 또한 PTCL에

서는 소화관을 침범한 증례 8예 중 5예(63%)에서 EBV가 양

성으로 나온 데 비해, 소화관 외 장기에서 발생한 증례에서는

22예 중 7예에서만(32%) EBV가 연관되어 있었다(p<0.05).

Cp의 메틸화 양상

Cp의 메틸화에 관한 검색은 EBER 제자리부합화에서 양성

으로 판정된 30예의 NKTL과 13예의 PTCL을 포함하여 총 43

예에서 메틸화 특이 PCR 기법으로 시행하 다. 성공적인 PCR

산물은 26예의 NKTL (87%)과 7예의 PTCL (54%) 등 33예

(77%)에서 얻을 수 있었고, 진단과 침범 장기 등에 관계 없이

모두 균일하게 메틸화된 Cp만 보 으며, 비메틸화 산물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Fig. 4). 반복적 실험에도 불구하고 메틸화 특

이 PCR에서 산물이 나오지 않아 결과 판정을 할 수 없었던 10

예(23%)는 4예의 NKTL과 6예의 PTCL로, PTCL에서 메틸

화 특이 PCR의 성공률이 더 낮았으며 이 중 4예가 림프절이 원

발 병소인 PTCL이었다.

고 찰

EBV가 NKTL의 병인과 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특히 비강 주위에 생기는 NKTL인 경우 멕시코인

에게서는 90% 이상에서 EBV가 검출되었고,12 한국에서는 중국

과 유사한 분포로 역시 90% 이상 검출되었다.6 본 연구에서도

비강 NKTL은 81%의 EBV 양성률을 보인 반면, 비강외

NKTL의 EBV 양성률은 59%로서 그간의 보고와 어느 정도

일치하 다. 또한 구강을 포함한 소화관에서는 NKTL의 발생

률이 PTCL보다 높고 소화관은 비강 다음으로 NKTL이 호발

하는 장기로서, EBV의 장기 또는 침범 경로에 따른 선호도가 다

르다는 것을 짐작하게 하 다. 지금까지 PTCL에서 EBV의 명

백한 침범 경로는 밝혀져 있지 않다. 그러나, 비강과 소화관은 모

두 점막층을 통한 EBV의 침입이 가능한 장기라는 공통점이 있

고, 구강 또는 비점막 상피세포가 EBV의 저장고 역할을 할 가

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특히 EBV 양성 NKTL 환자는 남자가

여자보다 10년 정도 평균 연령이 높았다. 이는 Huh 등6의 결과

와도 일치하 는데, 면역력이나 내분비 계통 또는 환경의 차이에

의한 것인지 규명하기 위해 다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Cp 활성도의 검사는 bisulfite genomic sequencing8 또는 메

틸화 특이 제한효소를 이용한 Southern13이 주로 이용되어 왔으

나,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예민도가 떨어지고 보존이 잘 된 많은

양의 DNA가 필요하다는 제한 때문에 파라핀 포매 조직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그에 비해 메틸화 특이 PCR 방

법을 이용하면 시료의 양이 적거나 파라핀 포매 조직같이 DNA

가 분절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어서 메틸화 여부를 보

기 위해서는 최적의 연구 방법이라 할 수 있다. DNA 메틸화를

보기 위한 이 방법은 Herman 등14이 발표하여 소개되었다. 그

원리는 sodium bisulfite를 처리하면 시토신이 우라실로 치환되

지만 메틸화된 시토신은 치환되지 않는다는 이치에 착안하여,

메틸화된 DNA와 비메틸화된 DNA에 각각 상보적인 시동체를

제작하여 PCR을 시행하는 방법이다. Tao 등11은 이 기법으로

여러 가지 유형의 림프증식성 질환의 신선 동결 조직에서 EBV

Cp 중 EBNA-2 반응 부위 부근의 EBV Cp의 메틸화 상태를

조사하 으며, 시료의 제한점으로 인해 단지 2예의 NKTL에서

Cp가 메틸화되어 있음을 확인하 다. 따라서 본 연구가 현재까

지 가장 광범위하게 NKTL과 PTCL에서의 EBV Cp의 메틸

화 상태를 조사한 연구로 상기 질환들의 특성을 표할 수 있다

고 생각되며, 파라핀 조직에서 결과물을 얻었다는데 더욱 큰 의

의가 있다. NKTL과 PTCL에서는 부분 EBNA-1과 LMP1

만 발현되고 EBNA-2는 발현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

나, 일부 종양세포에서 EBNA2 mRNA가 전사되는 것이 확인

되어10 Cp의 메틸화 양상이 증례마다 다양하게 나타날 것을 기

하 으나, 결국 본 연구에 포함되었던 거의 모든 NKTL과

PTCL에서는 균일한 Cp 메틸화를 확인하 다. 이는 NKTL과

PTCL은 Cp 메틸화를 통해 항원성이 강한 EBNA-2 등을 전

사하지 않음으로써 숙주세포로부터 면역회피를 이끌어내어 잠복

감염을 유지할 것이라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8,13 지금까

지 Cp 메틸화에 한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EBV-immortalized lymphoblastoid cell line인 B95-8에서는

Cp가 비메틸화되어 거의 모든 EBV 관련 단백들이 발현되는

제3형 잠복감염형을 유지한다. 그러나 장기이식 후 림프증식성

질환과 같이 숙주 면역이 저하되어 있으나, 아직 림프종으로의

비가역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단계의 질환에서는 부분 Cp

가 비메틸화되어 있거나 일부는 메틸화된 Cp와 비메틸화된 Cp

가 한 환자에게서 동시에 존재하는 양상을 보 다. 호지킨림프

종과 버킷림프종에서는 EBV Cp의 메틸화가 확인된 보고들이

있다.8 그 외 코인두암종 등을 포함한 부분의 EBV 관련 종양

에서도 Cp가 메틸화되어 있어11 EBV Cp의 메틸화가 종양 생

성의 핵심적 단계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정상 림프구

Fig. 4. Methylation specific PCR analysis for EBV Cp.
Lane L, 100 bp marker; M, positive control of methylated Cp. (Raji)
U, positive control of unmethylated Cp, (B95-8); 1m, PCR product
of case 4 of NKTL by methylation specific primer; 1u, PCR prod-
uct of case 4 of NKTL by unmethylation specific primer; 2, case
12 of NKTL; 3 m, case 5 of PTCL.

L M U 1m 1u 2m 2u 3m 3u



에서도 약 48%에서 Cp의 메틸화가 밝혀져,15 Cp의 메틸화가

직접적으로 종양 형성에 기여한다기보다는 EBV의 융해성 감염

을 잠복 감염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정상 면역을 가진 환자에서는 초감염은 Cp가 비메틸화

된 EBV에 의해 발생하더라도 곧 잠복감염형을 유지하기 위해

Cp 메틸화가 일어나고, 이 과정이 세포 전환 능력에는 향을

주지 않아 일정 기간 후에 림프종이 발병할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메틸화는 세포성 유전자, 특히 종양 억제 유전자

에 주로 발생하여 종양내 형성과 관련이 있으며,16 EBV와 같은

외부 DNA에 메틸화가 일어나는 일은 매우 특이하다. 

PCR 결과물을 얻을 수 없었던 10예(NKTL 4예, PTCL 6

예)는 Cp의 결손(deletion)이 의심되어 야생형 Cp 염기 서열

중 흔히 결손이 일어나는 부위(Cp EBNA-2 반응부위) 전후로

올리고핵산염 시동체를 제작하여17 PCR을 시행하 으나, 결손

산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Cp 결손은 이들 종양에서 거

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메틸화 특이 PCR

에서 결과를 얻을 수 없었던 증례들은 종양 세포의 수가 적거나,

EBER 제자리부합화에서 EBER 양성 세포의 수가 극히 적은

것들이 부분이어서 bisulfite modification 도중 EBV를 포함

한 세포의 DNA가 소실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EBV 양성

세포의 도가 상 적으로 높은 NKTL보다 PTCL에서 메틸화

특이 PCR의 성공률이 낮았던 점이 위의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PCR 산물의 크기(512 bp, 516 bp)가 상 적으로

커서 비교적 보존이 잘 된 DNA가 필요한데 파라핀 블록에서

추출한 DNA는 질적으로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연구를 통해 NKTL과 PTCL은 EBV와 접한 관계가 있으며,

그 중 비강 NKTL과 소화관 PTCL에서 특히 EBV 감염과 깊

이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하 다. EBV의 종양 단백 발현을 조

절하는 Cp는 이들 종양에서 거의 부분 메틸화되어 있음이 밝

혀졌고, Cp의 메틸화가 EBV의 잠복감염을 유지하는 주된 기전

임을 시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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