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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ictive Factors of Epstein-Barr Virus Association in Gastric
Adenocarcin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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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It is important to detect Epstein-Barr virus (EBV) in the setting of gastric can-
cer so that early viral targeted therapy and prevention can be undertaken.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redictive clinicopathologic factors for EBV-related gastric can-
cer. Methods : The archival tumor tissues from 335 patients with gastric cancer were exam-
ined using tissue microarray. The detection of EBV was performed using EBV mRNA in situ
hybridization (EBV-ISH), and the results were compared against clinicopathologic factors.
Results : EBV-related gastric cancers were identified in 21 of 335 investigated cases (6.27%).
The anatomical predisposition of EBV-related cancers to manifest in the upper stomach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01). EBV-related cancers were almost always (20/21) accompa-
nied by lymphoid stroma. No differences in age, sex, histologic differentiation, or T or N stage
were noted between EBV-positive and EBV-negative gastric carcinomas. Conclusions : The
association of EBV with gastric adenocarcinomas could be predicted when tumors with lym-
phoid stroma occurred in the upper stomach. 

Key Words : Epstein-Barr virus; Gastric cancer 

김 수∙남상철∙한만훈∙정지윤
박선균1∙서인수∙배한익

 193

위암에서 Epstein-Barr Virus 연관성의 예측 인자

위암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암의 원발 부위별 발생

빈도 1위를 차지하며, 악성 종양으로 인한 사망 원인 중에서도

두 번째를 기록할 정도로 흔한 종양이다.1 위암의 원인 인자로는

Helicobacter pylori로 인한 위염, nitrosamine, 짜고 탄 음식의

섭취, 과거에 위 절제술을 받은 병력 그리고 악성 빈혈 등이 알

려져 있으며, 약 2-16% 정도에서 Epstein-Barr Virus (EBV)

와의 연관성이 보고되어 있다.2,3 EBV는 Human Herpes Virus

의 일종으로,14 infectious mononucleosis와 같은 감염성 질환

및 여러 악성 종양의 원인 인자로 알려져 있는데, 이의 감염은

구강인두를 통해 이루어지며 구강인두의 상피 세포 및 B림프구

가 EBV의 복제 장소라고 생각되고 있다.4 특히 림프 기질을 가

진 종양이 EBV와 강한 연관성을 가지는데,5,6 이러한 EBV와

연관된 악성 종양의 경우, 그 원인을 밝히는 것은 EBV를 목표

로 한 치료뿐만 아니라 질환의 예방 및 조기 발견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EBV와 연관된 위암의 규명을 위하여

추가로 면역조직화학검사 또는 분자병리검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검사 비용이 비싸고 시간이 오래 걸릴 뿐 아니라

검사의 확실성에 한 객관적인 예측 지표도 없다. 따라서 EBV

연관 위암의 예측 인자를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이 밝혀진다면 발

암 기전과 진단 및 치료 방침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BV 연관 위암의 빈도를 조사하고 발

생 부위와 환자의 연령, 성별, 조직학적 분화도 및 병기와의 관

계를 규명하여 EBV 연관 위암의 예측 지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재료와 방법

상 환자 및 방법

2000년 1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약 2년 동안 경북 학교병

원에서 위암종으로 부분 위절제술 혹은 위전절제술을 받은 환자

의 표본 중 파라핀 포매 상태가 양호하여 조직학적 연구 조사가

가능한 335명을 연구의 상으로 하 으며, EBV의 검출에는

tissue microarray (TMA)를 이용한 EBV mRNA 동소교잡 반

응 검사(in situ hybridization)를 적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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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ssue microarray 파라핀 블록

제작되어 있는 블록 중 가장 표적인 파라핀 블록의 종양 부

위만을 선택하여 2 mm 크기의 punch로 채취하 다. 이 채취한

조직을 TMA 틀(mold)에 재 포매해 한 개의 틀에 28개의 core

를 심었다. 또 TMA 블록은 4 m 두께로 각각 2장씩 잘라 1

장은 헤마톡실린-에오진에 염색하 고, 나머지 조직 절편은

EBV mRNA 동소교잡 반응을 시행하 다. 

EBV mRNA 동소교잡 반응 검사

TMA 블록에서 4 m 두께로 절편을 채취한 후, 탈 파라핀

과정 및 탈수 과정을 거친 후 단백 분해효소 K로 전처리를 하

으며, 이후 과정은 EBV mRNA 동소교잡 반응 검사 Ven-

tana Benchmark XT (Ventana Medical System, Tucson,

AZ, USA)를 이용한 자동화 시스템으로 시행하 다. 

각 과정을 개략하면, EBER probe (Ventana Medical Sys-

tem)를 가하고, 55℃에서 25분간 부합화한 후 세척 과정을 거

쳤으며, Alkaline phosphatase-conjugated rabbit F(ab′) anti-

FITC를 첨가하여 30분간 실온에서 반응시킨 후 다시 세척하

다. 이때 항체 F(ab′) fragment의 이용으로 검체의 비 특이적

결합을 최소로 유지하 다. 그리고 Alkaline phosphatase의

inhibitor와 결합된 효소 기질, BCIP/NBT (bromochloroindolyl

phosphate/nitro blue tetrazolium chloride)를 첨가하여 실온에

서 30-60분간 반응시킨 후 세척하 다. 또한 실험의 조군으로

EBV mRNA 동소교잡 반응 검사에서 양성을 보이는 조직의

절편을 TMA 절편과 한 슬라이드에서 시행하 다. 조 염색에

는 nuclear fast red를 사용하 으며, 진한 청색으로 핵에 염색

되는 경우를 양성으로 판독하 다. 

통계학적 분석

모든 자료는 SPSS version 12.0 K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분석하 는데, 특히 EBV mRNA 동소교잡 반응 검사의 결

과와 임상병리학적 지표들 사이의 상관 관계는 2 test 및 Fish-

er's Exact test로 검정하 으며, 유의 수준은 0.05 이하로 하 다.

결 과

임상 및 병리학적 소견

총 335예 중 남녀의 비는 2:1 (남 224명, 여 111명)로 남자가

많았으며, 평균 연령은 63세(연령 31-84세) 다. 종양의 해부

학적 위치를 전절제술을 시행한 검체의 경우에는 위장의 소만곡

및 만곡의 길이를 삼등분하여 각 경계를 잇는 선으로 상부, 중

부, 하부로 나누었고, 위전절제술을 시행한 검체의 경우에는 위

각(gastric angle)을 기준으로 중부, 하부로 나누었다. 그 결과

전체 위암의 위치는 상부 69예(20.6%), 중부 107예(31.9%), 하

부 159예(47.5%)의 분포를 보 다(Table 1). 

EBV mRNA 동소교잡 반응 검사를 시행한 결과, 전체 335

예 중 21예(6.3%)가 양성을 보 는데(Fig. 1), 이들의 연령은

60세 이상이 16예(76.2%), 60세 미만이 5예(23.8%) 으며, 남

녀의 비는 4:1 (남 17, 여 4)이었다. EBV mRNA 양성 종양

의 해부학적 위치는 상부 13예(61.9%), 중부 5예(23.8%), 하

부 3예(14.3%) 으며, 종양 세포의 조직학적 분화도는 중분화가

6예(28.6%), 저분화가 15예(71.4%) 다. 

이때 종양 세포 주위의 기질이 림프 조직과 비슷하면서 결합

조직 형성을 보이지 않는 경우를 림프 기질로 보았는데,1 EBV

EBV, Epstein-Barr virus; WDAC, well differentiated adenocarcinoma;
MDAC, moderately differentiated adenocarcinoma; PDAC, poorly dif-
ferentiated adenocarcinoma.
*Fisher’s Exact test.

Factor
Gastric EBV (+) EBV (-)

carcinoma (%) carcinoma (%) carcinoma (%)

Age group
≥60 226 (67.5) 16 (76.2) 207 (65.9)
<60 109 (32.5) 5 (23.8) 107 (34.1)
p value 0.378

Sex
Male 224 (66.9) 17 (81.0) 210 (66.9)
Female 111 (33.1) 4 (19.0) 104 (33.1)
p value 0.157

Location
Upper 69 (20.6) 13 (61.9) 56 (17.8)
Middle 107 (31.9) 5 (23.8) 102 (32.5)
Lower 159 (47.5) 3 (14.3) 156 (49.7)
p value <0.001

Differentiation
WDAC 41 (12.2) 0 (0) 41 (13.1)
MDAC 124 (37.0) 6 (28.6) 118 (37.6)
PDAC 170 (50.7) 15 (71.4) 155 (49.4)
p value 0.080

T stage
pT1 121 (36.1) 4 (19.0) 117 (37.3)
pT2 155 (46.3) 10 (47.6) 145 (46.2)
pT3 or pT4 59 (17.6) 7 (33.3) 52 (16.6)
p value 0.084

N stage
pN0 185 (55.2) 7 (33.3) 178 (56.7)
pN1 132 (39.4) 13 (61.9) 119 (37.9)
pN2 18 (5.4) 1 (4.8) 17 (5.4)
p value 0.089

Lymphoid stroma
Positive 26 (7.8) 20 (95.2) 6 (1.9)
Negative 309 (92.2) 1 (4.8) 308 (98.1)
p value* <0.001

Table 1. Correlation between EBV-related gastric carcinomas
and clinicopathologic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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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NA 양성 종양의 20예(95.2%)가 림프 기질을 보 다. 또한

림프절에 전이된 종양 세포에서 EBV mRNA 동소교잡 반응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는 8예(38.1%)에서 관찰되었다(Fig. 2). 

EBV mRNA 동소교잡 반응 검사 결과와 임상병리학적 소견

과의 상관 관계

EBV mRNA 동소교잡 반응 검사에서 양성인 환자군과 음성

인 환자군의 연령, 성별, 해부학적 위치를 비교한 결과, 연령 및

성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해부학적인 위치는 양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Table 1). 즉 EBV mRNA

동소교잡 반응 검사 양성 증례는 위장의 상부에서 더 호발하

으며, 림프 기질과도 접한 관계를 보 다(p<0.001). 특히 림

프 기질을 가지면서 상부 위장에서 발생한 13예는 100% EBV

양성의 결과를 보 다. 그러나 EBV mRNA 양성 여부와 종양

의 조직학적 분화도, 병기 간의 상관성은 입증되지 않았다. 

고 찰

Human Herpes Virus의 일종14인 EBV는 비인두강 상피종,15

악성 림프종,16,17 위암종,18 유방암,7 간세포암8 등 여러 종류의

악성 종양과 연관되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위암의

5.6%9 및 13%10에서 EBV 연관성이 보고된 바 있으며, 본 연

구에서도 6.3%의 양성률을 보 다. 위암종이 우리나라에서 발

생하는 원발성 악성 종양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전체 EBV 양성 종양 중에서 위암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적지 않으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위암

종의 연관 인자 중 EBV의 감염 여부를 밝히는 것은 향후 위암

의 치료뿐만 아니라 EBV와 연관된 다른 질환의 예방에 있어서

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BV 검출 방법으로는 본 연구에서 이용한 EBV mRNA

동소교잡 반응 검사 이외에도 EBV encoded nuclear antigen

(EBNA) 및 EBV latent membrane protein 1 (LMP1) 등을

이용한 면역조직화학염색 및 EBV PCR 등이 개발되어 있다. 본

A B

Fig. 1. Tumor cells of poorly differentiated gastric adenocarcinoma with lymphoid stroma (A) are positive on EBV mRNA in situ hybridiza-
tion (B).

A B

Fig. 2. Tumor cells of metastatic adenocarcinoma in lymph node (A) are positive on EBV mRNA in situ hybridization (B). 



연구에서도 EBNA 및 LMP1을 이용한 면역조직화학염색을 시

행하 으나, 염색상의 문제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지는 못했다.

한편, EBV의 감염 경로가 구강인두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

을 고려해볼 때,4 이 감염이 위의 상부에서부터 이루어질 것이라

고 예측할 수 있는데, 실제 본 연구에서도 EBV 양성 위암의

61.9%가 위 상부에서 발생하 다. 그러나 이는 상부 위암 증례

중 일부(18.8%)에만 해당되므로 비록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결

과라 해도 해부학적인 위치만으로 EBV의 연관성을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된다. 또 상부 위암의 EBV 양성률(18.8%)이 중

부(4.7%) 및 하부(1.9%)에 비하여 높다는 점을 이용, 통계적

접근을 시도해보았으나, EBV 양성인 환자군의 개체수가 너무

적어서 유의한 결과를 산출하기는 어려웠다.

또한 EBV와 연관된 위암의 경우, 림프 기질을 가지는 경우

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5,6 본 연구에서도 21예 중 20

예(95.2%)에서 림프 기질이 관찰되었다. 특히 상부 위암 증례

중 림프 기질을 가진 13예 모두 EBV 동소교잡 반응 검사에서

양성을 보여 이 두 가지 지표를 고려한 것이 EBV 연관성 예측

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종양 세포의 분화도에 있어서도 EBV 연관 종양 부분이 저

분화 및 미분화성인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11 본 연구에서도

15예(71.4)%가 저분화성 암종이었다. 그러나 이는 EBV 음성

증례의 49.4%보다 높은 비율이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는 아니었다. 성별 또한 EBV 양성 여부와 유의하게 연관되지

는 않았지만, EBV 양성 환자군에서 남성이 81%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을 볼 때 향후 더 많은 증례를 모아서 조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짠 음식을 많이 먹거나 목재 분

진 등을 자주 흡입하는 경우 위의 점막에 기계적 손상을 일으켜

EBV 감염이 일어날 위험이 많다는 보고13를 참고할 때, 여성에

비해 활동량이 많은 남성이 환경적으로 EBV에 감염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본 연구의 EBV 양성 증례 중 8예(38.1%)에서 림프절

에 전이된 종양 세포도 EBV 양성을 보여 EBV 양성 종양 세

포의 전이로 인한 이차적인 악성 림프종의 발생 가능성을 생각

해볼 수 있는데, 실제로 위암과 악성 림프종이 공존한 사례가

보고되어 있다.12 따라서 EBV 연관 위암의 규명은 위암의 근치

적 절제술뿐만 아니라, 이차적인 악성 종양의 예방에 있어서도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EBV 연관 위암종은 위 상부에서 호발하며, 상부

에 발생한 종양 중 림프 기질을 가지는 경우는 100% EBV 양

성 소견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인자가 중복

될 경우 EBV 연관 위암종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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