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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급성 백혈병이란 정상인 경우와 달리 백혈구계 세포가 조

혈모 조직인 골수, 림프절 등에서 무제한으로 증식하는 상태

를 말하며 과립구가 증가한 경우를 골수성 백혈병, 림프구가

증가한 경우를 림프구성 백혈병이라 부른다. 또한 이는 급성

백혈병과 만성 백혈병으로 구분하는데, 한국의 경우 급성 백

혈병은모든백혈병의87%를차지하고있다. 

급성백혈병은1976년에소개된이후1985년에개정된FAB

(French-American-British Cooperation group) 분류법으

로흔히분류하여왔다. FAB 분류법은급성백혈병을광학현

미경상의 형태학적 소견과 세포 화학적 소견에 따라 급성 골

수구성 백혈병(Acute myelogenous leukemia)과 급성 림프

구성 백혈병(Acute lymphogenous leukemia)로 분류하고,

이를각각M0-M7과L1-L3의아형으로세분하 다. 그러나

최근WHO는혈액암세포의형태학적특성뿐만아니라세포

유전학적 특성과 임상적 특성을 반 하는 새로운 백혈병의

진단과분류법을제시하 지만아직까지는FAB 분류가가장

널리통용되고있다. 

이러한급성백혈병의정확한원인은명확하지않지만종양

을일으키는병태생리기전처럼바이러스, 방사선, 다른악성

종양으로 항암 화학요법을 받은 경우 및 유해한 화학물질에

장기간노출되었을때발병빈도가높은것으로보고되고있으

며(Blair & Pamphilon, 2003), 최근의연구에의하면혈구세

포의 분화와 증식, 세포자연사 등에 관여하는 유자전의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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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백혈병이 유발된다는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Al-

calay et al., 2001; Scandura, Boccuni, Cammenga, &

Nimer, 2002). 

한편, 사이토카인은면역세포가분비하는단백질의총칭으

로 면역세포의 활성화, 성장, 분화 등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데, 사이토카인은 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사이토카인의 수용

체에 결합함으로서 다양한 작용을 나타낸다. 사이토카인 중

에서 식균 작용이 있는 mononuclear cells에 의해서 만들어

지는 것을 monokine이라고 부르며, 림프구가 만들어 다른

림프구의 작용을 조절하는 것을 lymphokine 또는 inter-

leukin (IL)이라한다. 

이 중 최근의 연구에서 IL-4와 IL-10이 급성 백혈병 질환

의 발현과 증상 발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이 밝혀

졌으며(Rossi et al., 2002), 급성백혈병 상자가질환의재

발뿐만 아니라 치료 도중에 감염으로 사망한다는 점을 고려

하여 사이토카인의 면역 능력이 상자의 완전 관해율에

향을미치고있음이제시되었다(Kim, 2008). 

그러나 급성 백혈병 질환의 종류와 진행에 따른 사이토카

인의구체적인 향및역할에 해서보고되지않았으며, 

상자의생존율에미치는역할규명도이루어지지않고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급성 백혈병으로 진단받은 후 항암요법

과항암요법및조혈모세포이식을받은 상자를 상으로2

년의 생존율에 향을 미치는 인자를 파악하고자 하 으며,

또한 골수 T 세포와 백혈구에서 사이토카인(IL-4, IL-10,

INF-γ)을 측정하여 완전관해에 따른 발현차이를 분석함으

로 상자의 면역력을 돕기 위한 간호중재를 개발하고자 시

도되었다. 구체적인연구목적은다음과같다. 

1) 상자의일반적특성을분석한다.

2) 항암요법 군과 항암요법 및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군

의완전관해율및생존율을분석한다.

3) 항암요법 군과 항암요법 및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군

에서의사이토카인IL-4, IL-10, INF-γ을분석한다.

4) 상자의생존율예측인자를분석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항암요법과 항암요법 및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

은 급성 백혈병환자를 상으로 생존율에 향을 미치는 요

인과 사이토카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후향적으로 비교, 분석

한실험연구이다.

2. 연구 상 및 표집 방법

본연구는서울여의도지역에위치한K병원에서급성백혈

병으로진단받은후골수검체를받은환자들중연구의목적

을 설명 후 이에 동의한 111명을 상으로 2002년 7월부터

2003년8월까지실시하 다.

연구 상 111명 중 급성 백혈병의 진단은 FAB 분류 기준

에의하여급성골수성백혈병(acute myeloblastic leukemia)

49명, 급성단핵구성백혈병(acute monocytic leukemia) 14

명, 급성 전골수성 백혈병(acute promyelocytic leukemia)

13명, 급성 이형성 백혈병(acute dyspoietic leukemia) 3명,

급성이중표현형백혈병(acute biphenotypic leukemia) 11명,

급성림프구성백혈병(acute lymphoblastic leukemia) 21명

이었으며, 이 중 항암요법(chemotherapy)을 시행한 65명과

항암요법과조혈모세포이식(chemotherapy+bone marrow

transplantation, BMT)을시행한46명을분석하 다.

3. 실험 방법

사이토카인의 면역 표지자 검사를 위하여 골수 검체를 이

용하 으며 유세포 분석기(flow cytometry)를 사용하 다.

상자의 골수 검체는 잘 혼합한 후 시험관에 50 μL씩 분주

한 다음, 세포 표면항원에 한 단일클론항체(Fluorescein-

isothiocyanate, FITC)의 표지자 anti-CD3 (Becton Dick-

inson, San Jose, CA, USA)를 넣어 암소에서 20분간 실온

에서보관및phycoerythrin (PE) 표지자IL-4, IL-10, IFN-

γ(Oxford, UK)를넣은후30분간보관후4℃에서반응시켰

다. 염색된 세포들을 유세포 분석기(FACS Calibur, Becton

Dickinson)를이용하여, CellQuest software (Becton Dick-

inson)를 사용하여 각 항원마다 10,000개의 골수의 림프구

(bmT) 세포와백혈구(leukemic cell)를분석하 다. 또한iso-

type control을각각반응시켜음성으로설정하 고, 20% 이

상의 세포가 반응하는 경우에 양성으로 판정하 으며, 이를

QuantiQuest program로 PE molecule값으로 환산하여 비

교분석하 다. 

4. 자료 분석

SPSS Window 13.0 통계프로그램을이용하여, 연구 상

자들의성별, 연령, 질병분류등일반적특성Mantel-Hanzel

Chi-square test for trend를 이용하여 비교하 으며,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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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은Kaplan Meier 방법으로구하여전체생존율에 한단

변량분석은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을사용하여검

증하 다. 모든경우에유의수준은p=.05로하 다. 

연구 결과

1. 일반적인 특성

연구 상자는총111명중남자는66명(59.5%), 여자45명

(40.5%)을 항암요법군과 항암요법 및 조혈모세포 이식군으

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평균 연령은 36.9±4.78세 으며,

항암요법군은 40-49세가 가장 많은 20명(30.8%), 항암요법

및 조혈모세포 이식군은 20-40세까지 동일한 분포 으며,

50세이상20세이하순으로나타났다.

질병분류에서는항암요법군과항암요법및조혈모세포이

식군 모두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 으며

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를보이지않았다(Table 1). 

2. 완전관해 및 생존율

완전관해(complete remission) 여부에서항암요법군은항

암제투여 후 완전치료가 46명(70.8%)으로 완치율이 높았으

나, 항암요법후완전치료되지못하고재발한경우10명(15.4

%), 재발 후 항암요법을 적용하여 완전 치료된 경우가 6명

(9.2%)이었으며, 항암요법 및 조혈모세포 이식군에서도 비슷

한수치를보여, 항암제투여가백혈병세포를억제하는경향

을보 으나, 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는나타나지않았다. 

환자 중 항암제투여 후 완전치료까지 걸리는 기간을 보면

평균 64±5.95일이었으며, 항암요법군은 49일 미만 36명

(55.4%)으로가장높았으며, 55-99일이20명(30.8%) 순으로

조사되었으나, 항암요법 및 조혈모세포이식군에서는 55-99

일이 18명(39.1%), 49일 미만 17명(4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차이를보 다(p<.05).

항암제투여 후 생존율 조사 결과는 항암요법군은 10개월

이하는 36명(55.4%)으로 가장 많았으며, 20개월 이상 17명

(26.2%)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항암요법 및 조혈모세포 이식

군은 10년 이하 26명(56.5%), 10-20년이 13명(28.3%) 순이

었으나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를보이지않았다(Table 2).

제시된Fig. 1, 2의x축은생존기간이며y축은누적생존율

이다. 두 군의 곡선이 거의 평행하게 층계 모양을 하고 있었

으며, 항암요법군과 항암요법 및 조혈모세포 이식군간의 생

존율을비교한결과, 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를발견할수없

었다(p=.12, p=.41).

3. 사이토카인 분석

완전관해에 도달한 항암요법군과 항암요법 및 조혈모세포

이식군에서의 사이토카인인 IL-4, IL-10, INF-γ의 수치는

Table 3과같으며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는없었다.

Variables
Chemotherapy

group 
(n=65) N (%)

Chemotherapy+
BMT group

(n=46) N (%)
p

Gender
Male 37 (56.9) 29 (63.0) .52
Female 28 (43.1) 17 (37.0)

Age
<19 10 (15.4) 4 (8.7) .55
20-29 9 (13.8) 12 (26.1)
30-39 14 (21.5) 12 (26.1)
40-49 20 (30.8) 12 (26.1)
≥50 12 (18.5) 6 (13.0)

Disease
Acute myeloblastic leukemia 26 (40.0) 23 (50.0) .62
Acute monocytic leukemia 9 (13.8) 5 (10.9)
Acute promyelocytic leukemia 11 (16.9) 2 (4.3)
Acute dyspoietic leukemia 1 (1.5) 2 (4.3)
Acute biphenotypic leukemia 3 (4.6) 8 (17.4)
Acute lymphoblastic leukemia 15 (23.1) 6 (13.0)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p<.05.

p

Response
CR 46 (70.8) 25 (54.3) .20
IR 10 (15.4) 11 (23.9)
IR-CR 6 (9.2) 8 (17.4)
PR 2 (3.1) 2 (4.3)
IR-PR 1 (1.5) 0 (0.0)

Complete remission time (day)
>49 36 (55.4) 17 (40.0) .04*
50-99 20 (30.8) 18 (39.1)
≥100 9 (13.8) 11 (23.9)

Survival time (months)
≤10 36 (55.4) 26 (56.5) .44
10-20 12 (18.5) 13 (28.3)
≥20 17 (26.2) 7 (15.2)

Table 2. Treatment outcome overall survival   

*p<.05.
CR: complete remission; IR: incomplete remission; PR: partial remission.

Chemotherapy
group 

(n=65) N (%)

Chemotherapy+
BMT group

(n=46)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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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존율 예측인자

Table 4는 항암요법군과 항암요법 및 조혈모세포이식군을

종속변수로 성, 연령, 완전 관해율, 사이토카인인 IL-4, IL-

10, IFN-γ등을독립변수로하여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을사용하여검증하 다.

종속변수에 향을 주는 변수로 단변량(univariate)분석에

서성, 연령, IL-4, IL-10, IFN-γ는통계적으로유의하게차

이를보이지않았다.

논 의

급성 백혈병과 악성 림프종 상자의 골수 T 세포의 증식

과T 세포에서분비되는IL-4, IL-10, INF-γ의사이토카인

과의 상관관계는 종양을 예측하는 인자로 보고되고 있으며

(Bruserud & Ulvestad, 2003; Gergely et al., 2004; Lu-

czynski et al., 2004; Panoskaltsis, Reid, & Knight, 2003)

상자의 면역에 있어 사이토카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으로제시되고있다.

뿐만아니라20세기후반부터암환자를 상으로생물요법

(biological therapy)과 표적치료(targeted therapy)가 발전

하게 되면서, 종양 전문 간호사, 종양 임상전문가(oncology

clinical specialist), 화학요법 및 생물 전문가(chemothera-

py and biological therapy provider), 임상시험간호사(clin-

ical research coordinator) 등 종양과 관련된 전문 간호 분

야도 급속하게 발전을 하게 되었다. 이에 암환자를 상으로

하는간호연구도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으나암환자의신체

적증상에근간한간호중재(Choi, 2005; Lee, 2004; Ro, Han,

Yong, Song, & Hong, 2002)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생

Intracellular cytokines
Chemotherapy
group (n=65)
Mean±SD

Chemotherapy+
BMT

group (n=46)
Mean±SD

p

Leukemic cell cytokines
IL-4BL 384.2±497.1 470.98±602.57 .40
IL-10BL 1,269.1±708.6 1,169.93±689.17 .46
IFNBL 407.9±245.1 356.11±191.32 .23

Bone marrow lymphocytes
IL-4LYM 458.5±312.4 522.96±437.77 .36
IL-10LYM 459.0±340.0 505.72±491.44 .55
IFNLYM 118.0±107.2 137.39±107.74 .35

Table 3. Cytokine levels at the time of complete remission over-
all survival 

IL-4BL, IL-10BL, & INFBL: expression levels of IL-4, IL-10, and IFN-γ
of leukemic cells; IL-4LYM, IL-10LYM, & INFLYM: expression levels of
IL-4, IL-10, and IFN-γof bone marrow T lymphocytes. 

*CI indicates confidence interval.
IL-4BL, IL-10BL, & INFBL: expression levels of IL-4, IL-10, and IFN-γ
of leukemic cells.

B SE df p
Odds
ratio

95.0% CI* for 
Exp (B) 

lower Upper

Gender -.317 .329 1 .335 .728 .382 1.388
Age -.305 .321 1 .343 .737 .393 1.383
Complete -.246 .351 1 .484 .782 .393 1.557

remission
IL-4BL .150 .399 1 .707 1.161 .532 2.537
IL-10BL .125 .460 1 .786 1.133 .460 2.793
IFNBL -.467 .469 1 .319 .627 .250 1.572

Table 4.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overall survival

Fig. 2. Comparison of survival function by survival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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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mparison of survival function by complete remissio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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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요법과표적치료의원리가되는사이토카인을활용한간호

중재개발연구가필요하다.

급성 백혈병 상자에서의 사이토카인을 측정한 Park 등

(2006)의 연구 결과에서는, IL-4의 사이토카인 수치가 급성

단구성 백혈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INF-γ의 사이토

카인 수치는 급성 전골수성 백혈병에서 높게 나타나 각 진단

별 그룹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급성 백혈

병 상자의 예후를 진단하는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

본연구결과에서는각진단별그룹간의IL-4, IL-10, INF-

γ모두유의한차이를제시하지못하 다. 

이는 충분한 상자 수의 부족에 따라 정확한 판단이 어려

운점과급성백혈병과의IL-4, IL-10, INF-γ과의상관관계

를 규명한 선행연구 부분이 시험관에서의 실험 연구라는

제한점을 갖고 있어, 실제 임상에서의 지속적인 연구에 따른

검증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한편, 최근에 세포유전학 기법의 발달로 여러 암유전자 표

식자를 찾아내고 있으며 이에 염색체 이상을 비롯한 연령이

급성 골수병 치료에 향을 미치는 인자들로 제시(Shin et

al., 2006)되고 있는 반면, Vey 등(2004)의 연구에서는 75세

이상 및 60세 이상의 고령군을 상으로 항암요법에 한 치

료를 적용한 결과 나이에 따른 항암제 민감성이 차이가 없음

을 밝혔으며 오히려 치료에 미달하는 항암제 투여가 치료 실

패의원인임을제시하 다. 본연구결과에서또한급성백혈

병의 생존율에 미치는 인자로 연령은 유의한 의미가 없음이

제시되었다(p=.55).

그러나 급성 백혈병에 해서 관해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법들이시도되었고완전관해율에따른생존율이증가됨을

제시(Shin et al., 2006)하 는데, 이는완전관해에도달하는

시간이 생존율에 향을 미치는 예측인자(p=.04)로 제시된

본연구결과와일치한다. 그러나젊은연령에서의급성골수

성 백혈병 진단 및 양호한 사이토카인의 분포가 생존기간에

긍정적인 향을미치는결과와는일치하지않았다.

또한 중증 재생 불량성 빈혈과 급성 백혈병은 골수기능의

부전으로분류되는질환으로조혈모세포이식이완치를기

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중증

재생 불량성 빈혈 상자를 연구한 최근까지 연구 결과 조혈

모세포 이식 후 35%에서 90%의 다양한 생존율이 보고되고

있는데, 여러연구(Horowitz, 2000; Kim, 2007; Margolis &

Casper, 2000)에서나타난생존율의차이는질환의형태, 합

병증유무, 조혈모세포이식전처치요법과이식편 숙주질

환 예방법, 상자 및 골수 공여자의 다양성 등이 원인일 것

으로 제시되고 있어, 급성 백혈병 상자의 경우도 마찬가지

로조혈모세포이식이생존율에 향을미치기위하여서는여

러가지면이고려되어져야할것으로판단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급성 백혈병으로 진단받은 후 항암요법군과 항

암요법 및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환자군을 상으로 2년의

생존율에 향을 미치는 인자를 파악하고자 하 으며, 또한

골수T 세포와백혈구에서사이토카인(IL-4, IL-10, INF-γ)

을측정하여완전관해에따른발현차이를분석함으로 상자

의 면역력을 돕기 위한 간호중재를 개발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는다음과같다.

1) 항암요법군의성별로는남성37명(56.9%), 40세에서49

세이하가20명(30.8%)으로가장많았으며, 항암요법과조혈

모세포이식군의성별로는남성29명(63.0%), 연령별분포는

50세이하가각각12명(26.1%)이었다. 

2) 환자 중 항암제투여 후 완전치료까지 걸리는 기간을 보

면평균64±5.95일이었으며, 항암요법군은49일미만36명

(55.4%)이, 항암요법및조혈모세포이식군에서는49일미만

17명(40.0%)이 가장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5).

3) 생존한 항암요법군과항암요법 및 조혈모세포 이식군에

서의사이토카인인IL-4, IL-10, INF-γ의수치는통계적으

로유의한차이가없었다.

4) 항암요법군과항암요법및조혈모세포이식군에서의생

존율에 향을미치는요인으로성, 연령, IL-4, IL-10, IFN-

γ는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를보이지않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항암 증식을 억제하는 작용과

면역을 조절하는 사이토카인이 급성 백혈병환자의 생존율에

향을미칠수있는역할은규명할수없었지만, 완전관해에

도달하는 시간이 생존율에 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따라서 상자의 면역증강을 위한 요인으로 시간을 고려

한간호중재가필요하며사이토카인을활용한간호연구가지

속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으로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 로 추후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하고자한다.

1) 급성 백혈병 환자의 처치 전 상태를 매개로 하는 간호연

구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면역력 증강을 돕기 위한 간호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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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요구되어진다.

2) 면역력 증강과 사이토카인의 상관관계에 향을 미칠

수있는과학적근거중심의지속적인간호연구가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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