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연구목적: 대장암에서의 Crohn-like lymphoid reaction (이하 CLR)은 좋은 예후 및 

현미부수체 불안정성 상태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CLR 을 평가하는 

최적의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점이 도출되지 못한 상태이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LR의 평가 기준들에 대하여 비교 검증을 시행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212례의 현미부수체 불안정성 대장암에 대하여 2 명의 병리의사가 독립적인 

평가를 시행하였으며, CLR 평가에 사용된 3 가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적인 

반정량적 평가방법 (Graham-Appelman 평가 기준), (2) 최근 제시된 가장 큰 lymphoid 

aggregate (LA)의 지름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법 (Ueno 평가 기준), (3) 최근 제시된 LA 

밀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법 (Väyrynen-Mäkinen 평가 기준). 

연구결과: 3가지 평가 기준 중에서, Väyrynen-Mäkinen 평가 기준이 가장 좋은 평가자간 

일치도를 나타내었다 (kappa 값, 0.71;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0.76). 병리학적으로, 

Graham-Appelman 평가 기준 상 2등급 CLR, Ueno 평가 기준 상 활동성 CLR (가장 큰 LA 

지름 ≥ 1 mm) 및 Väyrynen-Mäkinen 평가 기준 상 고밀도 CLR (≥ 0.38 LAs/mm) 그룹이 

대장암 병기 상 조기 상태 (I/II기)와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 Kaplan-Meier 생존분석에서, 

Ueno 평가 기준 및 Väyrynen-Mäkinen 평가 기준에 의한 CLR 상태 모두 대장암 환자에서의 

유의한 무병 생존율 차이와 연관성이 있었다 (각각 p=0.005, p=0.001). 다변량 

생존분석에서는 Ueno 평가 기준 및 Väyrynen-Mäkinen 평가 기준에 의한 CLR 상태 모두 

대장암 환자에서의 독립적 예후인자가 될 수 있음이 검증되었다 (활동성 CLR의 HR, 0.47 

및 95% CI, 0.24-0.9; 고밀도 CLR의 HR, 0.5 및 95% CI, 0.28-0.89). 

결론: 본 연구를 통하여 최근에 제시된 2가지 CLR 평가 기준이 재현성이 좋고 대장암의 

예후인자로서 사용될 수 있음이 검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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