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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Perikaryal or perikaryal surface immunostaining for synaptophysin has been
posited to distinguish the neoplastic neuronal elements of gangliogliomas from entrapped
non-neoplastic neurons in other gliomas of various types. However, recent studies revealed
that perikaryal surface immunoreactivity can be seen in the neurons of normal human spinal
cords and brains, as well as in the brain tissues around certain non-neuronal lesions. To
access the validity of this criterion in the diagnosis of ganglion cell neoplasms, we evaluated
patterns of immunostaining of synaptophysin in neuronal, glial and some non-neuroepithelial
tumors. Methods : We selected 104 cases of gangliogliomas, gangliocytomas, central neu-
rocytomas, dysembryoplastic neuroepithelial tumors, astrocytomas, oligodendrogliomas,
glioblastomas, a pleomorphic xanthoastrocytoma, meningiomas, arterio-venous malforma-
tions, craniopharyngiomas, a foreign body granuloma, temporal lobe epilepsies, and autop-
sied brains. A representative block including the gray matter was identified for each case,
and synaptophysin immunostaining was performed. Results : Perikaryal and perikaryal sur-
face immunoreactivity for synaptophysin was observed in the neurons of various types of
lesions. Percentage of perikaryal and perikaryal surface immunoreactivity of the gangli-
ogliomas, glial tumors, and non-neuroepithelial lesions were 100%/93%, 80%/58% and
57%/26%, respectively. Conclusions : Although synaptophysin positive neurons are found
in the ganglioglioma, these patterns are clearly not pathognomonic for glioneuronal tum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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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종양에서 Synaptophysin 발현의 진단적 의의 재평가

뇌실질에 발생하는 종양은 부분 신경상피 기원의 종양이다.

그 중 부분은 별세포종 등 교세포종양이고 신경세포 기원의

종양은 전체 신경상피 종양의 극히 일부분을 차지할 뿐인데, 이

들 신경세포 기원의 종양들은 교세포종양과는 달리 예후가 비교

적 양호하다.1,2 이 중 신경절교종(ganglioglioma)은 중추신경계

의 신경세포 종양 중 가장 흔한 종양으로 종양성 신경절세포

(ganglion cell)와 교세포의 혼합으로 이루어진 종양이다. 교세

포종에 반해서 신경절교종은 외과적 절제만으로도 완치가 가능

하며 수술 후 항암치료나 방사선 치료가 불필요하다.2-4 따라서

이 두 종양의 정확한 병리학적 구분은 치료의 방침이나 결과에

큰 향을 미치게 된다. 개념적으로 신경절교종의 진단은 종양

내에서 종양성 신경절세포의 존재를 확인함으로써 가능한데, 첫

째는 종양내에서 신경절세포들의 존재를 확인하고, 둘째는 이들

신경절세포들이 정상 신경세포가 아니라 종양성 신경세포임을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HE 염색 표본에서는 두 개의 핵을

가진 신경세포, 세포의 이형성과 종양성 신경세포의 비정상적인

군집 형성 등이 신경절교종을 시사하는 소견이라고 알려져 왔

다.4 그러나 실제로는 신경절교종과 회색질을 침범한 교세포종

을 구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는데,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번째는, 많은 경우의 교세포종에 있어서 큰

핵과 분명한 핵인을 갖는 큰 별세포는 신경세포와 구분이 어렵

다는 점이며, 두번째는 회백질로 침습해 들어가는 교세포종내에

잔류하는 정상 신경세포와 신경절교종의 종양성 신경세포의 감

별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다.5,6 이 두 질환을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된 방법 중의 하나가 신경세포 표지자 중의 하나인 synap-

tophysin을 이용한 면역조직화학염색법이다. Synaptophysin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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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냅스 공포의 막 당단백으로서, 정상 신경세포의 세포질은 염

색되지 않고 신경세포의 돌기들로 구성된 신경망에만 미만성으

로 미세 과립상으로 염색이 된다. Miller 등은 synaptophysin을

이용한 면역조직화학염색상 정상 뇌조직의 신경세포나 교세포종

양내에 잔류하는 정상 신경절세포들과 다르게 신경절교종을 구

성하는 종양성 신경절세포들의 세포표면(perikaryal surface)에

굵은 과립 상으로 강하게 나타나는 synaptophysin 발현 양상을

관찰하여 이러한 발현 양상으로 교세포종양 내의 정상 신경절세

포와 신경절교종의 종양성 신경절세포를 감별할 수 있다고 주장

하 다. 그리고 이러한 발현 양상의 차이에 근거하여 교세포종

양 등을 synaptophysin으로 염색하여 재검색한 후 이전에 교세

포종으로 진단되었던 많은 예들을 다시 신경절교종으로 분류하

다.6,7 이러한 주장은 한동안 별 이의없이 받아들여져 많은 신

경세포 표지자들 중 synaptophysin이 신경세포 기원의 종양 진

단에 가장 많이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 Zhang 등은

synaptophysin의 세포표면에 한 발현 양상이 정상 척수의 신

경세포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하 다.8 그 밖의 다른 저자

들도 정상인의 뇌의 여러 부위와, 혈관기형, 두개인두종 등 육안

으로 뚜렷한 종괴를 형성하여 주변의 뇌조직을 압박하고 있는

병변의 주위 정상 조직 내의 신경세포들에서도 이러한 발현 양

상이 관찰됨을 발표하여,9 Miller 등이 제시하 던 synapto-

physin의 발현 양상에 의한 신경절교종의 진단에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실제 외과병리 분야의 진단

과정에서 신경절교종과의 감별이 매우 중요한 교세포종양들에

서, 이러한 발현 양상의 표현 여부를 정리한 연구 결과는 발표

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자는 synaptophysin의 발현 양상

이 실제로 교세포종내의 정상 신경세포와 신경절교종 내의 종양

성 신경세포를 감별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하 다. 이를 위

해 신경절교종을 포함하는 신경세포종양, 수종의 회색질을 침범

한 교세포종양 및 기타 회색질을 침범하지 않으나 피질 주위에

종괴를 형성하여 피질을 압박하는 비신경상피세포성 병변인 동

정맥기형, 수막종 및 비종양성 질환으로 간질에 의한 측두엽 절

제 예와 뇌종양 이외의 질환으로 사망한 부검 예 등에서 신경세

포들의 synaptophysin 발현 양상을 관찰하 다.

재료와 방법

연구 상

아산재단 서울중앙병원에서 뇌수술을 받았던 환자들 중에서

진단병리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중추신경계 종양 중 신경세포

종양, 교세포종양과 기타 주위 뇌조직을 압박하며 종괴를 형성

하는 비신경상피세포성 병변과 간질로 측두엽 절제술을 받은 예

와 뇌종양 이외의 질환으로 부검한 예 등을 상으로 하 다.

이들 중 외과적으로 육안적 전절제술 또는 아전절제술을 받은

예들만을 상으로 하 으며, 생검만 했거나 절제를 했더라도

조직이 충분치 않았던 경우 또는 피질층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은 제외를 한 총 104예를 상으로 하 다(Table 1).

신경세포종양으로는 신경절교종 15예, 신경절세포종 2예, 중심

신경세포종 5예, 배아형성장애신경상피세포종양(dysembry-

oplastic neuroepithelial tumors, DENT) 3예가 포함되었으며,

교세포종으로는 별세포종 7예, 교모세포종 16예, 희돌기교종 21

예, 다형성 황색별세포종(pleomorphic xanthoastrocytoma,

PXA) 1예를 상으로 하 고, 그 외에 육안으로 볼 때 뚜렷한

종괴를 형성하며 주위 뇌조직을 압박하는 비신경상피세포성 병

변들로 수막종 12예, 두개인두종 3예, 동정맥기형(arterio-

venous malformation, AVM) 7예, 이물성 육아종 1예 및 간

질로 인한 측두엽 절제 7예와 뇌종양 이외의 질환으로 사망한

부검 4예의 정상 뇌조직 등을 상으로 하 다. 이전의 HE 슬

라이드를 재판독하여 1993년 개정된 WHO 뇌종양 분류10에 의

하여 분류하 으며 진단이 불확실한 예들은 제외하 다.

연구 방법

각각의 예에서 종양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으며 그 주변의 뇌

피질도 같이 포함하고 있는 조직편을 선택하 고, 각각의 예에

하여 항synaptophysin 항체(1:50, DAKO, Copenhagen,

Denmark)로 면역염색을 시행하 다. 교세포종양 등은 Glial

Fibrillary Acidic Protein (1:200, BioGenex, San Ramon, CA,

U.S.A.) 염색을 동시에 시행하 다. 부검 예들은 뇌 각엽 및

기저핵, 중뇌, 뇌간, 소뇌 등에서 절편을 채취하 다.

각각의 파라핀 조직으로부터 4 m 두께의 절편을 만들어 크

실렌과 알코올로 탈파라핀과 함수를 시킨 후 20분간 0.3% 과산

화수소수에 담가 내인성 과산화효소의 작용을 차단시켰다. 다시

Tris 완충액에 5분간 세척한 후 차단 혈청에 10분간 작용시켜

Diseases
Number of

cases

Neuronal tumors Ganglioglioma 15
Gangliocytoma 2
central neurocytoma 5
dysembryoplastic neuroepithelial tumor 3

Glial tumors Astrocytoma 7
Glioblastoma 16
Oligodendroglioma 21
Pleomorphic xanthoastrocytoma 1

Others Meningioma 12
Arterio-venous malformation 7
Craniopharyngioma 3
Foreign body granuloma 1

Epilepsy 7
Autopsy 4
Total 104

Table 1. Brain lesions includ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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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특이성 단백의 염색을 차단하 다. 절편을 Tris 완충액으로

세척한 후 1:50으로 희석한 synaptophysin (DAKO, Copen-

hagen, Denmark)에 한 일차 항체를 실온에서 1시간 동안 반

응시키고, 다시 Tris 완충액으로 세척한 후 10분간 과산화효소

가 표지된 strepavidin (DAKO, LSAB kit, Carpinteria, CA,

U.S.A.)과 반응시켰다. 이를 완충액으로 10분간 세척하고

diaminobenzidine으로 5-10분간 발색시켜 흐르는 물에 수세하

고 Harris hematoxylin으로 조 염색한 후 비수용성 봉입체로

봉입하 다.

면역염색의 판독은 세포질이나 세포표면에 강하게 염색되는

양상을 중점적으로 판독하 다.

결 과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상 회색질의 신경망에 미만성으

로 점상 혹은 미세한 과립모양으로 염색이 되었다(Fig. 1A).

신경절교종 등의 종양성 신경세포 외에도 교세포종양 주위에 있

는 정상 신경세포의 세포질과 세포표면에서 synaptophysin이

염색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체로 세포질에 한 발현

양상은 같은 조직 내에서도 세포표면보다 염색 강도가 비교적

약했으며 전반적으로 미만성의 균일한 염색상을 보 다. 반면

세포표면에 한 발현 양상은 좀 더 염색 강도가 진하고, 다소

굵은 점상 혹은 과립상이면서 불연속적인 모양이 주로 관찰되었

다. 각 질환별로 세포질에 synaptophysin이 염색이 되었던 예는

신경세포종양 중에서는 신경절교종의 경우 15예 중 15예

(100%)(Fig. 1B), 신경절세포종의 경우 2예 중 2예(100%),

중심신경세포종의 경우 5예 중 5예(100%), 배아형성장애신경

상피세포종양의 경우 3예 중 3예(100%)등 모든 신경세포종양

에서 종양성 신경세포에 한 세포질 염색이 관찰되었다. 교세

포종에서는 신경세포들이 비록 신경절교종의 종양성 신경세포와

유사하게 염색되었으나, 신경절교종의 신경절세포들과는 다르게

군집을 이루지 않고 주로 병변 주위로 고르게 분포하는 소견들

이 관찰되었다. 이런 신경세포들은 주로 병변 주위의 회백질 경

계 부위에서 자주 관찰되었다. 각 종양별로는 별세포종에서는 7

예 중 5예(71%)(Fig. 2A), 다형성 황색별세포종은 1예 중 1예

(100%), 희돌기교종은 21예 중 15예(71%), 교모세포종은 16

예 중 15예(94%)에서 세포질에 염색이 되었다. 기타 뇌조직을

압박하는 종괴를 형성하는 비신경상피세포성 병변 중 수막종은

12예 중 7예(58%)(Fig. 2B), 동정맥기형은 7예 중 3예(43%),

두개인두종은 3예 중 2예(67%), 이물성 육아종 1예(100%)에

서 세포질에 한 synaptophysin 염색이 관찰되었다. 간질 환

자의 측두엽 7예 중 2예(29%)(Fig. 3A), 부검은 4예 중 1예

(25%)(Fig. 3B)에서 세포질에 한 synaptophysin 염색이 관

찰되었는데, 간질의 2예는 해마에 있는 신경세포와 백질에 있는

이소성 신경세포 고, 부검의 1예는 뇌교에 있는 신경세포 다

(Table 2, 3). Synaptophysin의 세포표면에 한 염색은 신경

세포종 중에서는 신경절교종이 15예 중에서 14예(93%)(Fig.

1B), 신경절세포종의 경우 2예 중 1예(50%)에서 관찰되었으며,

중심신경세포종과 배아형성장애신경상피종양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교세포종 중에서는 별세포종은 7예 중 2예(29%)(Fig.

2A), 희돌기교종은 21예 중 11예(52%)에서, 교모세포종은 16

Fig. 1.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for synaptophysin shows immunoreactivity in the neuropil of the normal gray matter of temporal
lobe (A) and perikaryal and perikaryal surface immunoreactivity in ganglion cells of the ganglioglioma (B).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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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중 13예(81%)에서 종양내의 정상 신경세포에서 세포표면에

한 synaptophysin 염색이 관찰되었다. 기타 비신경상피세포

성 병변들 중에서는 수막종 12예 중 4예(33%)(Fig. 2B), 동정

맥기형은 7예 중 2예(29%)에서 병변 주위 정상 신경세포에서

세포표면에 한 염색이 관찰되었다(Table 2, 3). 간질은 7예

중 2예(29%)에서 세포표면에 한 염색이 관찰되었고, 세포질

에 한 synaptophysin 염색이 나타났던 같은 신경세포에서 관

찰할 수 있었다(Fig. 3A). 부검은 모든 예에서 관찰되었고, 각

각 연수, 기저핵, 뇌교, 해마 등에서 세포표면에 한 synapto-

physin 염색을 관찰할 수 있었다(Fig. 3B).

Miller 등이 신경절교종의 종양성 신경절세포에서만 특징적으

로 관찰된다고 기술을 하고 이것이 회색질을 침범한 교세포종양

Fig. 2.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for synaptophysin shows perikaryal and perikaryal surface immunoreactivity in entrapped non-neo-
plastic neurons of the astrocytoma (A) and meningioma (B).

A B

Fig. 3.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for synaptophysin shows perikaryal and perikaryal surface imunoreactivity in neurons of the epilep-
tic patient (A) and normal brain (B).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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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중요한 감별점이 된다고 했던 synaptophysin에 한 세포

표면의 염색은 신경절교종(93%) 외에도 별세포종(29%), 희돌

기교종(52%), 교모세포종(81%), 수막종(33%), 동정맥기형

(29%), 간질(29%), 그리고 부검 예의 정상 뇌조직(100%)에

서도 관찰할 수 있었고, 세포질에 한 염색 역시 모든 질환에

서 관찰할 수 있었다. 각 종양들을 신경절교종과 교세포종양 그

리고 기타 종괴를 형성하는 비신경상피세포성 병변으로 구분해

서 빈도를 비교해 보았을 때, 세포질에 한 synaptophysin의

염색 빈도는 각각 15예 중 15예(100%), 45예 중 36예(87%)와

23예 중 13예(57%) 고, 세포표면에 한 염색 빈도는 각각 14

예(93%), 26예(58%), 6예(26%) 등 이었다(Table 3).

고 찰

신경절교종은 드문 중추신경계 종양으로서 신경절세포와 교

세포의 혼합으로 이루어진 종양이다. 이 종양의 종양성 신경절

세포는 정상 신경세포보다 상 적으로 좀 더 큰 성숙된 모양을

하고 있으며 교세포 성분은 일반적으로 별모양 세포가 많다.7,11

신경절교종은 보다 흔한 교세포종양에 비해 상 적으로 양호한

예후를 갖고 있으며 외과적 절제술 후에도 추가적 치료 방침 등

에 한 결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교세포종과의 감별이 중요하

다. 그러나 생검 검체인 경우에는 신경절교종도 신경절세포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 있고, 별모양 세포의 일부는 풍부

한 세포질이나 저명한 핵소체 등을 갖고 있어서 신경절세포와

유사한 형태를 취할 수도 있으며, 종양성 신경세포의 일부는 이

형성이 심한 별모양 세포로 오인될 수도 있어 감별이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다.7 또한 분화가 잘된 종양성 신경절세포는 회색질

을 침범한 교세포종양 내에 남아 있는 정상 신경세포와 구분이

힘들며, 특히 편도(amygdala)등 신피질이 아닌 곳에서 감별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4,11 일반적으로 신경절교종에서는 두

개 이상의 핵을 가진 신경세포나 종양성 신경세포의 비정상적인

군집 외에도, Scherer가 언급한 교세포종 등에서 잘 관찰되는

종양이 회색질로 침습할 때 나타나는 종양 세포들의 신경세포

주위로의 군집13이 관찰되지 않으며, 섬유화나 결합조직의 형성

등이 자주 관찰됨을 보고하고 있다.5,14

그러나 신경절교종의 종양성 신경세포와 교세포종의 정상 신

경절세포간의 구분이 HE 염색 표본만으로는 애매한 경우가 많

다. Miller 등은 synaptophysin을 이용한 세포표면에 한 면역

염색 양상이 신경절교종의 종양성 신경절세포에서만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Purkinje 세포를 제외한 정상 뇌조직이나 교세포종

등의 종양내의 정상 신경절세포에는 나타나지 않음을 보고하

다. 또한 이를 감별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 으며

이 견해가 별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많은 신경세포 표지자 중

synaptophysin이 신경세포종양 진단에 가장 애용되어 왔다.6,7

Synaptophysin은 38 kDa의 시냅스 공포의 막 당단백으로

소의 뇌에서 추출되었다.15,16 곧 이어 synaptophysin에 한 항

체가 개발되었으며17, 이것은 뇌와 척수의 신경세포, 망막, 신경

근접합, 부신수질 세포, 췌장의 소도 세포 등의 신경내분비 세포

에서 발현됨이 알려졌다. 이 후 synaptophysin은 중추신경계의

신경절교세포 등 신경세포 종양 혹은 신경내분비세포성 종양인

췌장의 소도 세포종, 유암종, 부신경절종, 크롬친화세포종, 수질

성 갑상선암종, 신경내분비암종 등에 비교적 특이적인 표지자로

쓰이게 되었다.18

그러나 Zhang 등은 정상 척수, 특히 전각 신경세포 등에서

synaptophysin의 신경세포의 세포표면에 한 염색을 관찰하

다.8 이러한 현상은 이전의 연구에서도 정상 Purkinje 세포와 쥐

의 신선조체(neostriatum)의 큰 신경세포에서 관찰된 바가 있었

다.18,19 최근에는 Quinn이 부검 예 등에서 정상 소뇌의 핵, 연수,

뇌교, 경연수접합부(cervicomedullary junction), 흑색질(sub-

stantia nigra), 창백핵(globus pallidus), 해마(hippocampus)

등에서도 유사한 synaptophysin 염색이 나타나며, 또한 혈관기

형, 두개인두종, 간질 환자의 해마 혹은 백질의 일부와 희돌기교

종의 회색질과 백질의 연접부에서도 동일한 synaptophysin 염

색이 나타남을 보고하여 synaptophysin의 세포표면 염색에 근거

한 신경절교종의 진단에 주의를 요할 것을 주장하 다.9

본 연구에서는 synaptophysin 염색을 시행했던 모든 종양에

Perikaryal
No of cases (%)

Perikaryal
surface

Neuronal tumors
Ganglioglioma 15/15 (100%) 14/15 (93%)
Gangliocytoma 2/2 (100%) 1/2 (50%)
Central neurocytoma 5/5 (100%) 0/5 (0%)
Dysembryoplastic 3/3 (100%) 0/3 (0%)

neuroepithelial tumor
Glial tumors

Astrocytoma 5/7 (71%) 2/7 (29%)
Glioblastoma 15/16 (94%) 13/16 (81%)
Oligodendroglioma 15/21 (71%) 11/21 (52%)
Pleomorphic xanthoastrocytoma 1/1 (100%) 0/1 (0%)

Others
Meningioma 7/12 (58%) 4/12 (33%)
Arterio-venous malformation 3/7 (43%) 2/7 (29%)
Craniopharyngioma 2/3 (67%) 0/3 (0%)
Foreign body granuloma 1/1 (100%) 0/1 (0%)

Epilepsy 2/7 (29%) 2/7 (29%)
Autopsy 1/4 (25%) 4/4 (100%)

Table 2. Immunoreactivity for synaptophysin in different lesions
of the central nervous system

Perikaryal
No of cases (%)

Perikaryal 
surface 

Ganglioglioma 15/15 (100%) 14/15 (93%)
Glial neoplasms 36/45 (80%) 26/45 (58%)
Non-neuroepithelial diseases 13/23 (57%) 6/23 (26%)

Table 3. Immunoreactivity for synaptophysin in gangliogliomas,
glial neoplasms, and non-neuroepithelial le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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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신경세포의 세포질에 한 염색이 관찰되었고, 세포표면에

한 염색도 신경절교종(93%) 외에 별세포종(29%), 희돌기교

종(52%), 교모세포종(81%), 수막종(33%), 동정맥기형(29%),

간질(29%), 특정 부위의 정상 뇌조직(100%) 등의 신경세포에

서도 상당한 예들이 비슷한 양상을 보여 이전의 Miller 등의 연

구6,7와는 상이한 결과를 보 다. 즉 신경절교종 이외의 상당수

의 교세포종 또는 종괴에 의해 압박된 정상 뇌조직에서 나타난

세포표면의 synaptophysin 염색은 신경절교종과 다른 종양들,

특히 교세포종들과의 감별에 synaptophysin의 발현 양상이 절

적인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synaptophysin의 염색

발현은 고정시간이 길어질수록 감소20 하므로 과거의 조직을

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이를 감안해야 되겠지만, 본 연구에서

는 실제 많은 수에서 염색 발현이 되고 있으므로 고정시간에 의

한 향은 적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신경세포의 세포표면 synaptophysin 염색에 해서

종양성 병변 외에도 Caccamo 등이 뇌종양에 한 방사선 치료

후 발생된 뇌피질 두께의 증가와 신경세포 거 증에서도 보고하

다.21 그 후 하부운동신경원성 질환(lower motor neuron dis-

ease) 등의 비종양성 질환 등에서도 보고가 되고 있어서22 아마

도 축삭의 흐름 장애 등에 의한 synaptophysin 발현의 변화와

연관이 있지 않나 추측하기도 한다. 또한 축삭세포체(axoso-

matic) 접합의 도가 외부 요인에 의해 매우 빠르게 변할 수

있고 정상 신경 지배가 소실된 후에 이 도가 좀 더 조 해지

며, 시냅스 말단의 크기가 다양하게 변화됨이 보고되고 있다. 이

를 통해 볼 때 정상 신경절세포도 환경 변화에 의해서 synapto-

physin의 발현 양상이 달라질 수 있으리라 추측된다.22-24

Synaptophysin이 종양성 신경절 세포에서는 주로 세포체 주위

의 시냅스에 축적이 되는데 이것은 아마도 축삭의 생성에 장애

가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되고 있다. 그리고 전자 현미경 검사상

신경절교종의 신경절세포의 세포체가 작은 시냅스 공포를 갖는

많은 수의 축삭 말단과 접하고 있음이 밝혀졌고, 아마도 이런

부위가 synaptophysin에 염색이 되는 것으로 추측하기도 한

다.6,7 본 연구에서는 많은 교세포종양내의 신경세포에서 세포표

면과 세포질 염색이 나타나고 있고 종괴에 의해 압박된 비종양

성 뇌조직에서도 관찰되므로, 외부적인 압박 등의 요인도 이러

한 변화의 원인이 되리라고 여겨진다. 교세포종양이 회색질을

침범하게 되면 종양세포들에 의해 회색질의 세포 도가 높아지

고, 이에 따라 신경망이 집되어 축삭의 흐름 장애를 유발하여

이러한 염색 양상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교세포종양

중 비교적 세포 도가 높은 교모세포종에서 신경 세포의 세포

질 또는 세포표면의 synaptophysin 발현 빈도가 높은 현상은,

침윤된 종양 세포들에 의해 신경망이 신경 세포 주위로 집되

어 일어나는 현상임을 암시한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비교

적 여러 다양한 종양들에서 이러한 발현 양상이 나타나는 것은

synaptophysin의 발현 양상이 신경절교종의 절 적인 진단 기

준이 될 수 없으며 종양성 신경절세포와 비종양성 신경절세포를

감별할 수 있는 다른 새로운 표지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 준

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synaptophysin 외에 이러한 기능을 하

는 표지자가 알려진 것이 없다. 부분의 면역조직화학염색시

사용되는 항체는 일반적으로 세포의 분화 방향만을 알 수 있고,

종양성 또는 비종양성 세포들을 구분할 수는 없다. 또한 부검

예 등의 정상 뇌조직의 여러 부위에서도 세포표면의 synapto-

physin 발현 양상이 나타나므로 이것만을 절 적인 진단 기준

으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신경절세포의 종양성 유무는 분

자병리 기법에 의한 유전자 변형이나 이에 한 유전 단백 물질

등을 이용한 종양 표지자가 밝혀지기까지는 신경절세포의 분포,

이형성 등 전통적인 방법에 의한 분류가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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