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L1은 1993년에 처음 보고된 크기 120-130 kDa의 새로운 당

단백으로 사람 피질흉선세포 중 CD4 CD8 이중양성(double

positive) T-세포에서 발현되는 세포 표면 항원이다.1 JL1의 분

자량이 다르게 측정되는 이유는 다양한 형태의 당화(glycosyla-

tion)로 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JL1은 그 발현이 처음 보고

된 흉선의 CD4 CD8 이중양성 T-세포를 이외에도 일부 골수의

림프모양(lymphoid) 및 골수모양(myeloid) 전구세포에서는 발

현되지만 이를 제외한 CD34+ 및 CD34- 조혈세포, 말초혈액 및

제 혈의 모든 단핵구에서는 세포의 활성화 상태와 상관없이 발

현되지 않으며 기타 사람의 다른 조직에서도 관찰되지 않는 매

우 특이적인 항원이다.2,3 이러한 JL1의 생물학적 기능에 해서

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많지 않지만 JL1에 한 단클론항체

가 흉선세포의 동종형응집(homotypic aggregation)을 유도함

이 보고된 바 있어4 JL1이 흉선세포-흉선상피세포의 상호작용

을 통한 양성선택(positive selection)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

로 생각되고 있다.2 뿐만 아니라 유세포분석5 및 면역조직화학

염색6으로 JL1이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을 포함한 여러 백혈병의

종양세포에서 특이적으로 발현됨이 조사된 바 있어 앞으로 백혈

병의 진단 및 치료에 그 유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 되고 있다.

사람의 흉선에서 원발성으로 발생하는 종양은 그리 흔하지 않

은데, 흉선종은 기관모양분화(organotypical features)를 보이

면서 다양한 양의 비종양성 림프구의 침윤이 특징인 흉선상피세

포기원의 종양이다.7 이 흉선종을 가장 최근에 조직학적으로 분

류한 2004년 WHO 분류에 따르면, 이를 유형 A, AB, B1, B2,

B3, C로 나누고 있는데8 이는 Muller-Hermelink 등9이 1985년

에 분류한 것을 이후 수정한 분류10-수질형(medullary), 혼합형

(mixed), 피질우세형(predominantly cortical), 피질형(corti-

cal), 고분화 흉선암종(well differentiated thymic carcinoma),

악성흉선종(malignant thymoma)-에 기초하고 있다. 이 분류

는 흉선종의 상피세포와 림프구의 비율 또는 상피세포의 형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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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JL1 is a novel antigen that has been reported to be expressed exclusively in
immature CD4 CD8 double positive T-cells in the thymic cortex. Thymomas are often infiltrat-
ed with lymphocytes that are mostly immature T-cells. Methods : We evaluated 67 cases of
surgically resected thymomas and reviewed their histological, surgical, and clinical findings.
Representative sections were immunostained using anti-JL1 monoclonal antibody and the
immunostaining score was evaluated in each case. Results : JL1 was strongly positive in
immature T cells infiltrated in various subtypes of thymomas. The mean value of the immunos-
taining score was 0 for type A, 0.24 for the A areas of type AB, 2.71 for the B areas of type
AB, 3 for type B1, 1.87 for type B2, 0.67 for type B3, and 0.13 for type C. The immunostain-
ing score correlated with the histological subtypes according to the WHO classification, and
stages according to the modified Masaoka system. Conclusions : JL1 was specifically detect-
ed in immature thymocytes in thymomas. Therefore, JL1 immunostaining can be useful for
subtyping thymomas. JL1 can also serve as an adjunctive marker to diagnose thymomas in
small biopsy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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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특징에 따라 나눈 것인데 이때 침윤하는 림프구들은 부분

정상흉선의 피질 T-세포와 유사한 미성숙 T-세포이며 분자유

전학적 검사상 이들의 단클론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1

이러한 흉선종의 조직학적 분류는 환자의 예후나12 주변조직 침

습과 상관관계가 있다는13 주장이 있기도 하지만 이 분류는 적

용하기 어려워 관찰자 사이에 차이가 많으며14 임상적 의의도

외과적 병기에 비해 분명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되어 왔다.15

이에 저자들은 JL1이 사람의 다른 세포들에서는 발현되지 않

고 피질 미성숙 T-세포인 CD4 CD8 이중양성 T-세포에서만

매우 특이적으로 발현되는 항원이라는 데 기초하여 흉선종에서

의 JL1 발현을 조사하 다. 본 연구는 외과적으로 적출된 흉선

종 67예의 조직학적 소견과 임상적 소견을 재검색하고 여러 유

형의 흉선종에서 JL1의 발현을 면역조직화학염색을 통해 조사

하여 JL1의 발현과 흉선종의 조직학적 유형, 병기 그리고 동반

되는 임상증상과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 다. 그리고 이를 통해

흉선종의 조직학적 분류에 JL1의 발현이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를 확인하고 나아가 미성숙 T-세포 특이단백인 JL1의 침생검

조직 등 작은 조직에서의 진단적 유용성을 확인하고자 하 다.

재료와 방법

서울아산병원에서 외과적으로 적출된 흉선종 67예의 파라핀에

포매된 조직블록을 수집하 다. 그리고 이와 함께, 고환종 5예,

림프종 12예, 폐에 발생한 림프상피세포종모양암종(lymphoep-

ithelioma-like carcinoma) 3예의 파라핀 블록을 수집하 으며,

이때 모든 환자의 유리슬라이드를 두 명의 병리의사가 재판독

하고, 병리결과지와 의무기록을 검토하여 주변장기의 침범여부

및 중증근무력증의 동반여부를 조사하 다.

한편 JL1에 한 면역조직화학염색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시행하 다. 먼저 파라핀 블록을 4 μm 두께로 박절하여 슬라이

드에 올린 뒤 자일렌으로 파라핀을 제거한 후 100%, 95%, 75%

알코올을 차례로 거치면서 함수시켰다. 그리고 0.03% 과산화수

소를 5분간 실온에서 처리하여 내인성 과산화효소를 제거한 뒤

pH 6.0, 0.01 mol/L의 시트르산(citrate)-완충액을 넣은 압력

솥에서 60분간 가열하여 항원을 수복하 다. 그 후 증류수로 세

척하고 비특이성 반응을 제거하기 위해 단백차단용액(protein

blocking solution, DAKO, USA) 100 μL를 5분간 처리한 후

항-JL1 단클론항체(mouse anti-JL1 monoclonal antibody; 1

μg/L, 서울의 박성회교수 제공)를 실온에서 30분간 처리하

다. 그리고 슬라이드를 트리스(Tris)-완충액으로 세척한 뒤 과

산화효소가 표지된 중합체를 30분간 반응시킨 뒤 다시 트리스-

완충액으로 세척하고 3,3-디아미노벤지딘(diaminobenzidine)으

로 발색시켰다. 이후 헤마톡실린(hematoxylin)으로 조 염색

한 후 봉입하 다. 이때 모든 염색에서 일차항체에 한 음성

조군으로 mouse IgG (Jackson Immunoresearch Laborato-

ries, USA)를 사용하 으며 JL1염색에 한 양성 조군으로

는 정상 흉선조직을, 음성 조군으로는 만성 편도염으로 절제

된 편도조직을 이용하 다.

JL1 항원에 한 면역조직화학염색의 판독은 항-JL1 항체가

세포막에 진하게 염색된 세포를 양성으로 판독하 으며 각 증례

의 흉선종 유형에 맞는 전형적인 부분을 200배 시야로 5군데 검

경, JL1 양성인 세포가 종양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JL1 면

역염색 점수를 기록하 다. 이때 항-JL1 항체에 양성인 세포가

전체의 10% 미만인 경우를 0, 10%에서 50% 미만인 경우를 1,

50%에서 90% 미만인 경우를 2 그리고 90% 이상인 경우를 3

으로 기록하 다. 이후 면역염색 점수(0, 1, 2, 3)와 이에 해당

하는 증례 수를 곱하여 더한 뒤 각 유형에 해당하는 총 증례 수

로 나누어 면역염색 점수의 평균을 산출하 다.

모든 통계적 분석은 SPSS 프로그램(SPSS 15.0 for win-

dows, Chicago, IL, USA)을 사용하여 카이 제곱 검정을 실시

하 으며 이때 두 변수 모두가 3개 이상의 순위척도인 경우(예

를 들어 병기 I, II, III, IV와 JL1 면역염색 점수 0, 1, 2, 3)는

linear-by-linear 방법을 사용하 다.

결 과

흉선종의 조직학적 유형 및 임상양상

총 67예의 흉선종의 조직학적 유형은 각각 A가 5예, AB가

21예, B1이 11예, B2가 8예, B3가 12예, C가 8예 그리고 화생

성(metaplastic) 흉선종이 2예 다(Table 1). 특히 유형 AB 흉

선종에 속한 21예 중 7예는 기존에 유형 A(2예)와 B1(5예)으

로 진단되었던 것으로 조직학적 소견을 재검경하던 중 유형 B

부분이나 유형 A 부분이 발견되어 이를 다시 분류하 다. 유형

B2와 B3 흉선종이 섞여 있는 경우가 7예 있었고 이는 유형 B3

흉선종으로 분류하 다. 그리고 유형 C 흉선암종에 해당하는

증례는 편평상피세포암이 6예, 신경내분비암종(neuroendocrine

carcinoma)이 1예, 미분화 세포암종(large cell undifferenti-

Stage

I II III IV
Subtype n M:F MG

A 5 0:5 0 (0%) 3 2 0 0
AB 21 11:10 2 (9.5%) 19 2 0 0
B1 11 6:5 2 (18.2%) 7 2 1 1
B2 8 4:4 2 (25%) 0 6 2 0
B3 12 5:7 5 (41.7%) 1 4 5 2
C 8 3:5 0 (0%) 1 2 2 3
Metaplastic 2 2:0 0 (0%) 1 1 0 0

Total 67 31:36 11 (16.4%) 32 19 10 6

M:F, male:female; MG, myasthenia gravis.

Table 1. Histological subtypes and clinical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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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ed carcinoma)이 1예 다. 임상적으로 중증근무력증이 동반

된 증례는 모두 11예 는데 유형 B3에 해당하는 흉선종에서 가

장 많았고(5예) 이는 유형 B3에 해당하는 증례의 41.7%를 차

지하 다(Table 1). 이외 빈혈이 동반된 증례가 2예, 갑상선기

능저하증이 동반된 증례가 1예 있었다(결과 미 제시). 마지막으

로 의무기록의 수술소견과 조직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개정된

Masaoka의 분류7에 따라 흉선종의 병기를 조사하 는데, 유형

A, AB, B1에 속하는 흉선종은 부분 병기 I, II 고 유형 B2

는 병기 II, 유형 B3, C에 속하는 흉선종은 병기 III, IV가 많았

다(Table 1).

흉선종에서 JL1 항원의 발현

항-JL1 항체를 이용한 면역조직화학염색으로 각 유형에 해당

하는 흉선종을 관찰하여 JL1의 염색 정도를 점수화하 다(Table

2). 그 결과 유형 A 흉선종에서는 림프구의 침윤이 거의 없었

고 JL1의 발현을 관찰할 수 없었다(Fig. 1A). 그리고 유형 AB

흉선종에서 유형 B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JL1을 발현하는 세

포가 차지하는 비율이 90% 이상인 경우가 15예(71%), 절반 이

Fig. 1. Representative photomicrographs of JL1 immunohistochemical stain in type A, type AB, and type B1 thymomas. (A) A few lym-
phocytes are infiltrated in type A thymoma and they are completely negative for anti-JL1. (B) In type AB thymoma, areas corresponding
to type B are densely packed with JL1 positive cells showing contrast to intervening type A areas. (C) There are JL1 positive cells scat-
tered in type A areas of type AB thymoma. Less than 50% of infiltrated lymphocytes are positive for JL1. (D) Almost all cells in type B1
thymoma shows JL1 positivity whereas medullary areas are devoid of JL1 positive cells (upper right corner).

C D

A B

JL1 staining score

0 1 2 3 Mean
Subtype n

A 5 5 0 0 0 0.00 
AB 21 A 16 5 0 0 0.24 

B 0 0 6 15 2.71 
B1* 11 0 0 0 11 3.00 
B2* 8 1 0 6 1 1.87 
B3* 12 5 6 1 0 0.67 
C 8 7 1 0 0 0.13 
Metaplastic 2 2 0 0 0 0.00 

Total 67

*, p<0.0001.

Table 2. Subtype of thymomas and JL1 immunostaining sc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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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경우가 6예(29%)이었다(Fig. 1B). 반면, 유형 AB 흉선

종에서 유형 A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형 A만 단독으로 있는 경

우와 마찬가지로 JL1이 발현되지 않는 경우가 부분(16예, 76

%)이었지만, 일부(5예, 24%)에서는 림프구의 침윤이 동반되면

서 이들 중 일부가 JL1에 양성인 경우도 관찰되었다(Fig. 1C).

한편 유형 B1 흉선종은 11 증례 모두에서 JL1을 발현하는 세포

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90% 이상이었으며(Fig. 1D), 유형 B2

흉선종은 부분의 증례(6예, 75%)에서 JL1을 발현하는 세포

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 이상이었다(Fig. 2A). 또한 유형 B3

흉선종은 JL1을 발현하는 세포가 거의 없는 경우가 5예(41.7%),

절반 이하인 경우가 6예(50%) 으며(Fig. 2B), 유형 C인 흉선

암종의 경우는 1예를 제외하고는 모든 증례에서 JL1의 발현이

관찰되지 않았다(Fig. 2C). 마지막으로 화생성 흉선종은 2예 모

두에서 JL1이 발현되는 세포를 관찰할 수 없었다(Fig. 2D).

이를 종합하여 각 조직학적 유형의 JL1 면역염색 점수의 평

균을 계산하여 보았을 때, 유형 A, C 그리고 화생성 흉선종은

0 또는 0에 가까운 점수를 나타내었고 유형 B는 B1에서 B2,

B3로 갈수록 점수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 는데 이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2 test, linear-by-linear associa-

tion, p<0.0001, Table 2).

Fig. 2. Representative photomicrographs of JL1 immunohistochemical stain in type B2, type B3, type C, and metaplastic thymomas. More
than half of the cells in type B2 thymoma (A) and less than half of the cells in type B3 thymoma (B) are positive for JL1. (C) Although numer-
ous lymphocytes are frequently observed in type C thymic carcinoma, they are negative for JL1. (D) No JL1 positive cells are observed
in metaplastic thymoma.

C D

A B

JL1 staining score

0 1 2 3 Mean
Stage* n

I 32 5 1 6 20 2.28 
II 19 6 3 5 5 1.47 
III 10 5 2 2 1 0.90 
IV 6 4 1 0 1 0.67 

Total 67

*, p<0.0001.

Table 3. JL1 immunostaining scores and thymoma st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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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선종의 병기, 중증근무력증의 유무와 JL1 항원의 발현

67예의 흉선종을 조직학적 유형에 상관없이 개정된 Masaoka

의 분류7에 따라 재분류한 뒤 JL1의 면역염색 점수를 비교하

다. 이때 유형 AB 흉선종의 경우는 유형 B에 해당하는 부분의

JL1 면역염색 점수를, 유형 B3와 B2가 섞인 경우는 B3의 JL1

면역염색 점수를 이용하여 비교하 는데, JL1의 면역염색 점수

는 병기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 으며 이는 통계적으

로도 유의하 다( 2 test, linear-by-linear association, p<0.0001,
Table 3). 

Fig. 3. Anti-JL1 immunostaining is completely negative in all cases of Hodgkin’s lymphomas (A), marginal zone B cell lymphomas (B),
diffuse large B cell lymphomas (C), seminomas (E), and lymphoepithelioma-like carcinomas (F). T-cell lymphoblastic lymphoma shows
diffuse positivity for JL1 (D).

C D

A B

E F



한편, 임상적으로 중증근무력증이 있는 환자와 없는 환자의

JL1 면역염색 점수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isher’s exact

test, p=0.925, Table 4).

흉선종 이외의 질환에서의 JL1 항원의 발현

종격동에서 발생하거나 종격동을 침범하며 조직학적으로 흉선

종과의 감별이 필요한 다른 질환에서의 JL1의 발현을 관찰하기

위해 고환종, 림프종-호지킨 림프종 3예, 변연부 B-세포 림프종

(marginal zone B cell lymphoma) 3예, 미만성 B-세포 림프

종(diffuse large B cell lymphoma) 3예, NK-T 세포 림프종

1예, T 림프모구성 림프종(T cell lymphoblastic lymphoma)

2예- 그리고 폐에 발생한 림프상피세포종모양암종에서 항-JL1

항체를 이용한 면역염색을 시행하 다. 그 결과 T 림프모구성

림프종을 제외한 모든 질환에서 JL1의 발현이 관찰되지 않았다

(Fig. 3).

흉선종 주변부와 전이성 흉선종에서 JL1 항원의 발현

가끔 정상 흉선조직이 흉선종 주변의 지방세포 사이에서 관찰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흉선종이 지방조직 사이로 침윤한

것인지 감별할 필요가 있다(Fig. 4A). 따라서 항-JL1 항체의

면역염색을 통해 흉선종 주변의 정상 흉선조직과 흉선종이 주변

지방조직으로 침윤한 부분에서의 JL1의 발현 형태를 비교하여

보았다. 정상 흉선조직에서 JL1은 흉선피질세포에만 강하게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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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1 staining score

0 1 2 3 Mean
MG* n

Negative 56 17 6 10 23 1.70 
Positive 11 3 1 3 4 1.73 

Total 67

MG, myasthenia gravis.
*, p=0.925.

Table 4. JL1 immunostaining scores and MG

Fig. 4. (A) Normal residual thymic tissue (N) is identified in peritumoral adipose tissue along with invasion of thymoma (T) beyond tumor
capsule (C). (B) JL1 immunostaining shows demarcation of cortical and medullary thymocytes in normal thymic tissue, whereas JL1
positive cells are evenly distributed in thymoma. (C) A needle biopsy specimen from a liver mass with history of type B3 thymoma. The
lesion shows infiltration of lymphocytes. (D) Infiltrated lymphocytes are diffusely positive for JL1, suggesting metastatic thym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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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되고 흉선수질세포에는 염색되지 않아 뚜렷한 조를 이룬 반

면 흉선종이 주변지방조직으로 침윤한 부분에서는 흉선종의 유

형에 따라 비율은 달랐지만 JL1 양성인 세포가 모두 고르게 퍼

져 분포하 다(Fig. 4B).

한편 유형 B3 흉선종을 가진 환자를 수술 후 추적 관찰 중 2

예에서 간의 종괴를 발견, 전이가 의심되어 간 침생검을 실시하

다. 그 결과 간 조직 사이에 많은 림프구 침윤을 동반한 종괴

가 발견되었는데(Fig. 4C), 이 림프구들은 JL1 면역염색에 강

한 양성을 보 다(Fig. 4D). 또한 추가적인 cytokeratin 면역염

색으로 림프구 사이의 상피세포들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JL1에

양성인 림프구들은 CD99, CD1a, TdT 면역염색에 미만성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양성이었다(결과 미 제시). 이와 같은 결과들

을 종합하여 2예 모두 흉선종의 간 전이로 진단하 다.

고 찰

JL1은 사람의 흉선세포를 면역하여 만든 흉선세포 발달단계

의 여러 단클론항체들 중 하나가 인식하는, 그전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세포표면 단백으로 정상 인체 조직에서는 CD4

CD8 이중양성 T-세포에서만 거의 유일하게 발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1 특히 과거 여러 연구에서 미분화 흉선세포에 해당

하는 종양인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또는 T 림프모구성 림프

종에서 항-JL1 항체를 이용한 유세포분석 및 면역조직화학 염

색을 통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를 통해 JL1 단백이 일부의

림프모양 및 골수모양 전구세포를 제외한 정상 골수세포나 말초

혈액세포 및 다른 정상세포에서는 전혀 발현되지 않고 백혈병세

포에서만 특이하게 발현된다는 것이 보고되었다.3,5,6 따라서 JL1

의 생물학적 기능에 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급성 림

프모구성 백혈병 또는 T 림프모구성 림프종 등의 진단과 치료

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 를 모으고 있다.2,16

흉선종은 그 조직학적 유형에 따라 다양한 양의 림프구가 침

윤되어 있는 것이 특징인데, 이 림프구들은 비종양성이며,11 일

부 성숙 T 혹은 B-세포도 있지만 부분이 미성숙 T-세포인 것

으로 알려져 있다.17 사람 흉선 T-세포는 흉선의 피질에서 수질

로 이동하면서 가장 미성숙한 단계인 CD4 CD8 이중음성(dou-

ble negative)세포에서 CD4 CD8 이중양성세포 그리고 마지막

으로 CD4 혹은 CD8 단일양성(single positive)세포로 분화하며

교육을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T-세포의 다양성을 조절하는 양

성선택 혹은 음성선택(negative selection)이 일어나는데 이때

림프구-상피세포 상호작용, 즉 T-세포수용체(TCR)와 흉선상

피세포의 주조직적합복합체(MHC)의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18,19 때문에 흉선종에서 중증근무력증, 갑

상선기능저하증, 진정 적혈구계 무형성증(pure red cell aplasia)

등의 자가면역성 질환이 종종 동반되는 이유를 흉선종의 비정상

적 흉선상피세포로 인한 미세환경의 변화로 양성선택 혹은 음성

선택의 림프구-상피세포의 상호작용에 이상이 발생하여 아세틸

콜린수용체나 다른 자기항원을 공격하는 T-세포가 선택되기 때

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20 또한 정상적으로 흉선은 나이가 들

면서 퇴축되고 이에 따라 전체 흉선세포 중에서 CD4 CD8 이중

양성 T-세포가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드는데 비해 흉선종의 경

우는 흉선종이 발생한 나이와 상관없이 CD4 CD8 이중양성 T-

세포의 비율이 변화하지 않는데, 그 이유도 종양 흉선상피세포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21

흉선종에 미성숙 T-세포의 침윤이 동반되는 점을 이용한 연

구는 이미 많이 선행되어 왔으며 주로 MIC-2 항체(항-CD99

항체)22,23 또는 항-CD1a 항체를24 이용한 면역조직화학염색이나

항-CD4, 항-CD8 항체,21 혹은 말단 디옥시뉴클레오티드 전이효

소(terminal deoxy-nucleotidyl transferase, TdT)25를 이용한

유세포분석 등을 통해 조사되었다. 또한, 흉선종에 동반되는 미

성숙 T-세포는 원발성 흉선종에서뿐만 아니라 전이한 흉선종에

서도 관찰된다고 보고되었다.17,26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CD99,

CD1a 등과 같이 미성숙 T-세포 외 여러 종류의 말초혈액 림프

구나 Langerhans 세포 등 다른 세포에서도 발현이 되어 그 해

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나 CD4, CD8과 같이 이중면역화학

염색(double immunostaining)을 시행해야 하는 항원들과는 달

리 본 연구에서 사용한 JL1은 다른 정상조직에서는 발현되지

않으며 한 번의 염색으로 미성숙 T-세포를 발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TdT 또한 비교적 미성숙 T-세포에서 특이적으로

발현되기는 하지만 주로 동결절편에서 염색이 잘되고 파라핀 조

직에서는 핵에 희미하게 염색되는 경우가 많아 세포막에 강하게

염색되는 JL1에 비해 해석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유형의 흉선종에서 JL1의 발현을 조사하

는데, 예상한 바와 같이 JL1은 흉선종에 침윤한 미성숙 T-세

포에서 강하게 발현되었으며, 그 발현 정도는 흉선종의 유형과

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흉선종의 병기와 JL1

의 발현 정도를 비교하 을 때 JL1을 발현하는 세포가 많을수록

병기가 낮았는데 이는 흉선종의 유형이 B에서 C로 갈수록 병기

가 증가하는 증례가 많은 반면 JL1을 발현하는 세포는 감소하

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한편 흉선종의 유형에 따른 예후의 조사

에 따르면27 유형 A, AB, B1은 비교적 좋은 예후를 보인 반면

유형 B2, B3는 좋지 않은 예후를 보여 유형 B1과 B2의 구별이

임상적으로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때, 유형 B1과 B2의 구별

은 종양상피세포의 이형성, 즉 세포가 크고 핵소체가 더 뚜렷한

점으로 감별할 수 있는데, 침윤한 림프구의 수가 B1에서 B2보다

많이 관찰된다는 것 또한 중요한 감별점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 침윤한 림프구의 수가 얼마나 많아야 B1이고 또 얼마나 적

어야 B2인가에 한 객관적 기준은 아직 없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B1은 모든 증례가 JL1 양성인 세포가 차지하는 비율이

90% 이상이었으며 B2의 경우는 JL1 양성인 세포가 차지하는

비율이 50%에서 90% 미만인 경우가 부분(75%)이었다. 

추가적으로 T 림프모구성 림프종을 제외한 종격동에서 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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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으로 발생하거나 종격동을 침범할 수 있는 다른 여러 종류의

종양에서 JL1이 발현되지 않음을 확인하 다. 그러므로 일반적

인 조직학적 소견에 더하여 항-JL1 항체를 이용한 면역염색을

시행하면 흉선종의 유형을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특히 종격동 종양의 침생검 조직과 같이 작은 조직에서 흉선종

혹은 T 림프모구성 림프종의 진단이나 흉선종의 유형의 결정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전이한 흉

선종의 경우에 동반되는 림프구 역시 미성숙 T-세포로 알려져

있는데17,26 실제 전이성 흉선종의 진단에 있어 JL1의 염색이 많

은 도움이 되었다. 물론 JL1은 유형 A 흉선종이나 유형 C 흉선

암종과 같이 JL1을 발현하는 세포가 없는 경우 그리고 T 림프

모구성 림프종과 같이 모두 JL1을 발현할 경우의 감별에는 한

계점이 있다. 그러므로 JL1을 단독으로 감별 진단에 이용하기보

다는 기존에 잘 알려진 여러 면역 표지자와 함께 이용할 경우

그 효과를 극 화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JL1은 흉선종이 종양의 피막을 뚫고 주변 지방

조직으로 침윤한 것과 흉선종 주변에서 발견되는 정상 흉선 조

직과의 감별에도 도움이 되었다. 즉 흉선종이 종양피막을 뚫고

지방조직으로 침윤한 경우는 흉선종의 병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감별이 필요한데, 이때 정상 흉선조직에서는 JL1이 양성인 부분

과 음성인 부분이 분명한 조를 이루지만 흉선종에서는 JL1

양성세포가 미만성으로 분포하여 정상 흉선조직과 흉선종에서

JL1이 염색되는 양상이 달랐기 때문에 일반적인 헤마톡실신-에

오진의 염색보다 감별이 쉬웠다.

결론적으로 JL1은 기존의 표지자인 CD99, CD1a, TdT와 함

께 흉선종의 진단 및 조직학적 유형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표지자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기존의 표지자인

CD99는 T-세포뿐만 아니라 B-세포 등 거의 모든 혈구세포에

서 발현되고 CD1a는 Langerhans 세포 등에서도 발현되는 등

흉선종과 무관한 경우에도 염색이 되지만, JL1은 다른 성숙 세

포에서는 발현되지 않고 미성숙 흉선세포에서만 특이적으로 발

현되므로 기존 표지자의 비특이적 염색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JL1의 특성을 이용하

면 종격동이나 전이성 종양의 작은 침생검조직에서 흉선종을 감

별 진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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