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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Diffuse large B-cell lymphoma (DLBCL) represents a diverse spectrum of clini-
cal presentation, morphology, and genetic and molecular alterations, and shows variable prog-
noses and responses to therapy. The International Prognosis Index (IPI) is widely used to pre-
dict prognosis but is not precise. Methods : Thirty-nine cases of DLBCL were classified into
low- and high-risk groups according to IPI and were analyzed for their p53, BCL-2, BCL-6 and
PCNA expression profile by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and overall survival rate. Results :
The mean age of the 39 patients, 23 males and 16 females, was 52.6 years. There were 23
cases (59.0%) in the low-risk group and 16 (41.0%) in the high-risk group. p53, BCL-2, BCL-6
and PCNA expression was higher in the high-risk group than in the low-risk group, but only the
differences in p53 and BCL-2 expression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5). Conclusion :
The p53 and BCL-2 protein expression in DLBCL may supplement IPI in predicting the prog-
nosis of DLBCL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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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성 세포 B 림프종에서 P53, BCL-2 단백 발현 및

세포증식지수와 국제예후지표와의 연관성 분석

미만성 세포 B 림프종은 비호즈킨 림프종 중 가장 흔한 유

형으로, 세계적으로는 전체 비 호즈킨 림프종의 30-40% 정도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다. 한국에서는 43.2%로, 서구에 비해 빈도

가 다소 높은 편이다.1 미만성 세포 B 림프종은 B 림프구 기

원의 세포로 구성된 림프종으로 정의할 수 있지만 조직형태학

적 소견이나 임상 양상, 그리고 예후에 있어서 다양한 스펙트럼

의 림프종을 포함하고 있다. 과거에 이들 종양을 조직형태학적인

방법으로 분류하려 시도하 으나, 재현성이 부족하여 Revised

European-American Classification of Lymphoid Neoplasms

(REAL) 분류에서는 이들을 포괄적으로 미만성 세포 B 림프

종으로 분류하 다.2 현재 WHO 분류에서도 이와동일한 개념으

로 정의되고 있다.

미만성 세포 B 림프종 환자들은 적절한 화학요법에 의해 예

후가 다소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약 50% 정도는 화학요법에 반

응하지 않아 예후가 불량하다. 환자의 치료에 한 반응 및 예후

를 예측하기 위한 임상적인 방법으로는 International Prognostic

Index (IPI)가 있다.3

병리학적으로는 정 한 예후 예측을 위하여 p53, BCL-2 등

세포 주기 및 세포 고사와 연관된 인자들에 한 연구가 많이 있

었으나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4,5 BCL-6는 정상적으로 여포

중심세포에서 표현되며 미만성 세포 B 림프종의 35-70%에서

BCL-6 유전자 재배열이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예후와의 연관

성에 한 보고는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6-9 일부 고형암종에서

예후 예측 인자로 알려져 있는 Ki-67과 PCNA를 이용한 세포증

식지수를 미만성 세포 림프종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에 한 결

과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 보고가 많았다.10,11

본 연구에서는 미만성 세포 B 림프종의 예후 관련 인자로

보고되고 있는 P53, BCL-2, BCL-6의 단백 발현 및 세포증식

지수와, 국제예후지표(IPI)에 근거하여 나눈 저위험군/고위험군

간의 연관성을 알아보고자 하 다. 또한 상 환자들의 생존 기

간에 근거하여 예후 예측지표로서의 이 인자들의 신뢰도를 알아

보고 국제 예후 지표를 보완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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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와 방법

상

가톨릭의 부속 성모병원에서 2000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

지 외과적 절제나 생검 후에 10% 포르말린으로 고정하고 파라

핀에 포매된 조직 중에서, 미만성 세포 B 림프종으로 진단되

고 보존 상태가 양호한 40예를 상으로 하 다. 양성 조군으로

는 본 실험에 사용된 각각의 항체에 양성 반응을 보 던 증례의

파라핀 포매 조직을 사용하 고, 음성 조군으로는 반응성 증식

진단을 받은 림프구 중 각각의 항체에 하여 음성 반응을 보인

림프절의 파라핀 포매 조직을 사용하 다.

Tissue Array 블록 제작

상 증례의 헤마톡실린-에오신 염색 슬라이드를 재검하여 각

증례의 조직학적 소견을 변할 수 있는 부위를 표시하고, 각 증

례의 파라핀 포매 조직에서 그에 해당하는 부위를 조직 채취기구

를 이용하여 파내었다. 조직 배열 블록 제작을 위해서 조직이 없

는 파라핀 블록에 지름 3 mm의 구멍을 6열×7줄, 총 42개의

구멍을 뚫어 각 증례의 파라핀 포매 조직에서 채취한 조직 조각

을 심을 수 있게 하 다. 가장자리의 구멍들은 조군 블록에서

채취한 조직을 삽입하 고 실험군은 가운데 부분의 4열×5줄에

각 블록당 20예의 실험군 조직 조각을 삽입하여 조직 배열 블록

을 제작하 다(Fig. 1).

면역조직화학염색

Tissue array 블록을 5 m 두께로 박절하여 통상의 탈파라

핀화 및 함수과정을 거친 뒤, 조직 절편을 적절하게 전처리한 후

수세하고, 3% 과산화수소수로 처리하여 0.05 M TBS 완충용액

으로 세척하여 내인성 과산화효소의 작용을 차단하 다. 항체는

단 클론 항체인 p53 (Zymed Inc. San Francisco, CA, USA),

BCL-2 (Zymed), BCL-6 (Zymed), PCNA (Zymed)를 이

용하 으며, 1:50으로 희석하여 사용하 다. 각 일차 항체는 40

℃에서 60분간 작용시켰고, biotin과 결합한 이차 항체(labeled

streptavidin biotin kit, DAKO, Glostrup, Denmark)를 이용한

면역조직화학염색을 시행, DAB (3,3'-diaminobenzidine tetrahy-

drochloride solution) (Research Genetics, Sunnyvale, CA,

U.S.A.)로 발색시킨 후에, 헤마톡실린으로 조 염색한 후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하 다.

International Prognostic Index (IPI)

각 IPI는 환자의 나이, 혈청 LDH 값, perfomance status, 임

상 병기, 그리고 림프절외 장기 침범 여부에 근거하여 산출하

다.3 본 연구에서는 IPI에 따른 low/low-intermediate risk group

를 저위험군으로, high-intermediate/high risk group을 고위험

군으로 나누어 분석하 다. 연구 상의 임상정보는 보관되어 있

는 의무기록 및 주치의의 자문을 통해 수집하 다.

판정 및 통계적 분석

p53, BCL-2, BCL-6는 종양세포의 5% 이상에서 발현을 보

을 때 양성으로 판독하 으며, 5% 미만의 경우 음성으로 판독

하 다. PCNA는 1000개의 세포를 관찰하여 백분율로 환산한

후, ROC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곡선을 그려 민

감도와 특이도가 가장 높은 구별값인 37%를 기준으로 37% 이

하를 음성, 37% 초과를 양성으로 판독하 다. 저위험군과 고위

험군 간의 면역염색발현 양상의 비교는 SPSS ver 9.0의 Chi-

square test를 사용하 다. 생존 기간과의 연관성 분석을 위해

서는 Kaplan-Meyer 생존 곡선 분석을 사용하 다.

Fig. 1. A tissue-array paraffin block (bottom) is prepared and slides
are made from the tissue array (top).

Fig. 2.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shows positive results for;
BCL-2 (A), BCL-6 (B), p53 (C) and PCNA (D).

A B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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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증례 분석

상 증례 40예 중 1예가 tissue array block 제작과정에서 조

직이 소실되어 39예만을 상으로 하 다. 총 39예의 연령 분포

는 6세에서 93세(중간 연령은 56세, 평균 연령은 52.6세) 고, 이

중 남자는 23명, 여자는 16명이었다. 국제 예후 지표를 기준으로

저위험군은 23명(59.0%), 고위험군은 16명(41.0%)이었다. 고위

험군의 평균 연령과 60세 이상의 비율은 각각 61.5세와 56.3%로

저위험군의 46.4세와 34.8%보다 높았다. 혈청 LDH 증가는 고위

험군에서 68.8%, 저위험군에서 47.8% 다. 골수 침윤은 8예로

모두 고위험군에 속하 다. 임상 병기 III/IV 증례의 비율은 고

위험군에서는 75%, 저위험군에서는 21.7% 다(Table 1). 총

39예의 추적관찰기간은 1개월에서 77개월이었고, 평균 생존 기간

은 20.7 개월이었다. 이 중 사망한 예는 8예로 모두 고위험군이

었으며, 생존 기간은 1개월에서 65개월로 평균 15개월이었다. 환

자 중 이식 수술을 받았거나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예는

없었고 모두 CHOP 화학요법을 2회 이상 받았다.

침범 장기는 림프절이 21예로 가장 많았고, 편도선 4예, 피부

3예, 장 2예, 비장 2예 순이었다. 그 외 입술, 음낭, 다리, 뇌,

위, 난소, 폐가 각 1예씩이었다. 림프절 중에는 경부 림프절이 12

예로 가장 많았고, 하악 림프절 3예, 서혜부 림프절 3예, 복부 2

예, 액와부가 1예 다.

면역조직화학염색

p53 단백 발현 양상

총 39예 중 14예(35.9%)에서 양성이었다. 고위험군에서는

62.5%(10/16), 저위험군에서는 17.4%(4/23)으로 고위험군에서

p53 단백 발현이 유의하게 증가하 다(p<0.05)(Fig. 2, Table 2).

BCL-2 단백 발현 양상

총 39예 중 14예(35.9%)에서 양성이었다. 고위험군에서는 56.3

%(9/16), 저위험군에서는 21.7%(5/23)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05)(Fig. 2, Table 2).

BCL-6 단백 발현 양상

총 39예 중 48.7%(19/39)에서 양성을 보 으나,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이 각각 56.3%(9/16), 43.5%(10/23)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p>0.05)(Fig. 2, Table 2).

PCNA 세포증식지수

총 39예의 PCNA 세포증식지수는 최저 18%에서 최고 78%로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평균 44% 다.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에서의

평균은 각각 46.6%와 42.3%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0.05). 그러나 ROC 곡선 분석으로 얻어진 민감도와 특이도가 가

장 높은 구별값 37%를 기준으로 하 을 때, 고위험군에서는 37%

초과가 87.5%(14/16), 저위험군에서는 37% 이하가 47.8%(11/

13)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Fig. 2, Table 2).

생존 기간과의 연관성 분석

사망한 8예 모두 고위험군이었으며, p53, BCL-2, BCL-6,

PCNA 단백 발현율은 각각 75%, 50%, 62.5%, 87.5% 다. 8

예 중 본 실험 결과 p53, BCL-2, PCNA 단백 발현에서 2개 이

상 양성을 보인 경우는 6예로 75% 고, 2예(25%)는 오직 하나

에서만 양성을 보 다(Table 3). 총 39예에 한 생존 기간 연

관성 분석에서 p53과 BCL-2 단백 발현에 해서는 의미 있는

High-risk Group
(16 patients)

Low-risk Group
(23 patients)

Age (years) 21-81 6-93
Median 60 42
Mean 61.5 46.4

>60 years 9/16 (56.3%) 8/23 (34.8%)
LDH increase 11/16 (68.8%) 11/23 (47.8%)
Bone marrow involvement 8/16 (50%) 0/23 (0%)
Stage III/IV 12/16 (75%) 5/23 (21.7%)

Table 1. Patient characteristics of high and low risk groups accor-
ding to the International Prognostic Index

HRG: high risk group comprising high-intermediate/high risk group, LRG:
low risk group comprising low/low-intermediate risk group.

p53 BCL-2 BCL-6 PCNA

Total (39) 14/39 14/39 19/39 25/39
(35.9%) (35.9%) (48.7%) (64.1%)

HRG (16) 10/16 9/16 9/16 14/16
(62.5%) (56.3%) (56.3%) (87.5%)

LRG (23) 4/23 5/23 10/23 11/23
(17.4%) (21.7%) (43.5%) (47.8%)

p value 0.004 0.027 0.917 0.021

Table 2. Expression rate of p53, BCL2, BCL6, and PCNA in high
and low risk group of diffuse large B cell lymphomas

*Cases with PCNA indices higher than 37% were interpreted as being
positive.

Case
Age

(years)
Sex p53 BCL-2 BCL-6

PCNA
index (%)*

1 44 M + + + (+) 43 
2 78 M - + - (-) 24 
3 81 M + - + (+) 39 
4 70 F + - - (+) 55 
5 60 M - - + (+) 54
6 79 F + + - (+) 45 
7 21 M + + + (+) 50 
8 74 F + - + (+) 63 
Positives/total cases 6/8 (75%) 4/8 (50%) 5/8 (62.5%) 7/8 (87.5%)

Table 3. Immunohistochemical profile of the fatal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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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보 으나(p=0.0264, p=0.0357), BCL-6와 PCNA 단백

발현에 해서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8398,

p=0.1130).

이중 변수 상호 연관성 비교

국제 예후 지표와 연관성을 보 던 p53, BCL-2, PCNA 단백

발현에 하여 상호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p53과 PCNA 단백

발현만 상호 연관성을 보 고 p53과 BCL-2, 그리고 BCL-2와

PCNA 단백 발현 간에는 상호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고 찰

미만성 세포 B 림프종은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흔한 림프종

이며, 이질적인 성상의 림프종을 포함하고 있어서 각 증례에 따

라 다양한 예후를 보인다.4,10,12-14 임상적인 예후예측지수로 국제

예후지수(IPI)를 이용하고 있지만 각각의 증례에 따른 예후의

차이를 나타내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15

p53 단백은 표적인 종양억제유전자로 고형암종에서뿐만 아

니라 악성림프종에서도 종양의 발생 및 예후와의 연관성이 보고

되고 있다.16 본 실험에서는 p53 단백 발현을 국제 예후 지수

(IPI)를 근거로 평가하 을 때 고위험군에서 62.5%로 저위험군

의 17.4%보다 유의하게 높은 발현을 보 다. 생존 기간과의 연

관성 분석에서도 p53 양성군이 의미 있게 짧은 생존 기간을 나

타내는 것으로 보아, p53 단백 발현 여부가 미만성 세포 B 림

프종에서 보다 정 한 예후 예측을 하는데 도움이 됨을 보여 주

었다. Pagnano 등16은 미만성 세포 B 림프종에서 다변수 분

석 결과, p53 단백 발현은 나쁜 예후를 시사하는 독립적인 면역

조직학적 예후 인자라고 주장하 다. 한편 Kramer 등7은 미만성

세포 B 림프종에서는 오직 13%에서만 p53 단백이 발현하

다고 보고하면서 단독적인 예후 인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 하

다. 그러나 Kramer 등8도 BCL-2 단백이 축적되는 상황에서는

p53 단백기능이 결여되면 종양의 생존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

게 되며 결국 불량한 예후를 보일 수 있다고 하 다. 

p53과 함께 세포 생존에 관여하는 인자인 BCL-2 단백은 림프

종에서는 특히 여포림프종의 종양 발생에 관여한다고 알려져있다.

미만성 세포 B 림프종을 상으로 한 본 실험에서는 35.9%로

비교적 높은 발현율을 보 으며, 특히 고위험군에서는 56.3%(9/

16)으로 저위험군 21.7%(5/23)보다 유의하게 높은 발현을 보

여 국제예후지수와 상호연관되는 지표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생존기간 연관성 분석에서도 의미 있는 연관성 분석을 보여 국

제예후지표와 더불어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지표임을

알 수 있었다. Gascoyne 등17도 본 결과와 유사하게 각각 45%

와 47%에서 BCL-2 단백이 발현한다고 보고하 으며 강력한 예

후 예측 인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 다. 반면 Kramer 등8은

BCL-2 단백 발현이 높을수록 불량한 쪽으로 예후에 향을 주

기는 하지만, BCL-2 유전자 재배열을 보이는 미만성 세포 B

림프종의 52%에서만 단백 발현을 보이고 BCL-2 유전자 재배열

을 보이지 않는 림프종 중에도 37%에서는 단백 발현을 보인다

고 보고하면서, 이는 형태학적으로나 임상적으로 다양한 림프종

을 포괄하는 미만성 세포 B 림프종의 분자적 수준에서의 본질

을 반 할 뿐 예후 예측인자로 보기 어려운 것이라는 주장을 하

다. 또한 Bairey 등4은 단기 생존자들중 75%에서 BCL-2 단

백이 발현되며 장기 생존자들에서의 42%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발현된다고 보고하면서, 다른 세포고사 또는 세포생존 관련 인자

들과 더불어 예후에 충분히 관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18-20

연구자들에 따라 주장하는 예후 연관성 강도에는 다소간의 차이

가 있기는 하지만 BCL-2 단백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인자들과

상보적으로 종양세포의 생존에 기여한다는 점에서는 큰 이견을

보이지 않는다.

미만성 세포 B 림프종은 다양한 림프종을 포괄하는 개념이

지만 추정되는 기원 세포에 따라 크게 여포 중심 B 세포 기원 림

프종과 여포중심 후 말초 활성화 B 림프구 기원 림프종으로 나

눌 수 있다. BCL-6 단백은 정상적으로 여포 중심에서 B 림프구

의 분화 성숙 과정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미만성 세포 B

림프종에서 BCL-6 단백 양성이면 여포 중심 B 림프구 기원 림

프종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좋은 예후와 연관된다고 보고되기도

하 다.21 그러나 Kramer 등8은 BCL-6 유전자 재배열을 보이는

미만성 세포 B 림프종과 유전자 재배열을 보이지 않는 미만성

세포 B 림프종 간의 예후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는다고 보고하 다. 본 실험 결과에서는 총 39예 중에서 19예

(48.1%)에서 BCL-6 단백 발현을 보 으나, 고위험군(56.3%,

9/16)과 저위험군(43.5%, 10/23)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생존 기간 연관성 분석에서도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Offit 등22의 보고와 Kramer 등8의 주장이 상반되는 것

은 아마도 림프종의 분류기준이 바뀌면서 미만성 세포 B 림프

종의 범주에 포함된 증례의 차이에 기인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세포증식 지수는 종양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다. 뇌종양이나

일부 고형 암에서는 독립적인 예후 예측 인자로서의 의미가 있다

고 보고되어 있다.23 그러나 림프종에서는 예후와의 연관성에

한 상반되는 의견들이 주장되고 있다. Sakai 등10은 비호즈킨 림

프종에서의 PCNA 발현과 비호즈킨 림프종에서의 국제 예후 지

표(IPI)와 치료에 한 초기 반응에 한 연관성이 보이지 않는

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Korkolopoulou 등11은 비호즈킨 림

프종에서 조직학적 등급보다도 훨씬 좋은 독립적인 예후 예측 인

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 다. 본 실험 결과에서도 전체 39예

중 15예(64.1%)에서 PCNA 세포증식지수가 ROC 곡선으로 산

출된 분별값인 37%보다 높게 나타났다. 국제예후지표(IPI)에 근

거한 고위험군에서는 87.5%(14/16)로 저위험군의 47.8%(11/

23)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상호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생존 기간 연관성 분석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아 예후 인자로서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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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증례와 충분한 추적 관찰 기간을 근거로 세포증식지수의 예

후 인자로서의 의미에 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중 변수 상호연관성 분석에서 p53과 PCNA 단백 발현은 양

성 상호연관성을 보 으나(p=0.008), p53과 BCL-2 단백 발현

(p=0.178) 또는 BCL-2와 PCNA 단백 발현(p=0.249) 사이에

는 강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p53 변이는 세포고사를 억제하

여 세포 생존을 유도하므로 세포증식을 반 하는 PCNA와의 상

호연관성은 예측 가능한 결과라 하겠다. BCL-2는 p53과는 독립

적으로 세포고사기전의 하류에 작용하기 때문에, 상호연관성을

보이지 않으면서도 각각은 독립적인 예후 관련 인자로서의 의미

를 가지고 또한 종양세포의 생존에 상보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 할 수 있다.24 Wilson 등25도 p53과 BCL-2 단백 발현 간에

상호연관성은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하여 저자들과 같은 의견을

주장하 다. 

저자들은 본 실험 결과를 통해서 현재 임상적으로 쓰이고 있는

국제예후지표(IPI)과 p53, BCL-2, BCL-6 및 PCNA 단백 등

의 면역학적 표현형과의 연관 정도를 알아보고자 하 다. p53 및

BCL-2 단백 발현은 국제예후지표와 상호 연관성을 보일 뿐만

아니라 생존기간 연관성 분석에서도 의미 있는 차이를 보여 예후

지표로 활용될 만한 가치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PCNA 세포증

식지수는 국제예후지표와 상호연관성을 보 으나, 생존 기간 연

관성 분석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아 예후 인자로서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BCL-6단백 발현은 국제예후지표

및 생존기간 연관성 분석 모두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

아 예후 예측 인자로서의 의미가 미약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로 확인된 p53 및 BCL-2 단백 발현은 조직학적

으로 또는 임상적으로 다양한 림프종을 포괄하는 미만성 세포

B림프종의 예후를 보다 정 하게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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