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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tiation, Proliferative Index, and Caspase 3 Expression
Rate in the Immunohistochemical Stains of Medulloblastoma as
Prognostic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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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Medulloblastoma is a highly malignant neuroepithelial tumor of the childhood,
less frequently, of adults, located in the posterior cranial fossa. It shows multiple lines of dif-
ferentiation, expressing neuronal, glial, mesenchymal and ectodermal markers. The prog-
nostic significance of cell differentiation has been studied, but received little agreement. In
highly malignant tumors, very high proliferative index has been demonstrated. A major con-
tributor to cell loss in medulloblastoma is reported to be apoptosis. In medulloblstoma, a lin-
ear relation between apoptotic index and proliferative index has not been convincingly demon-
strated. Methods : We analyzed the immunohistochemical features, proliferative indices and
apoptotic indices in medulloblastoma patients with regard to their clinical courses. Clinical
features of 58 patients with medulloblastoma were reviewed. The presence of glial fibrillary
acidic protein, synaptophysin, vimentin, and epithelial membrane antigen were examined
with immunohistochemical method. The proliferative index (Ki-67) and caspase 3 expressing
rate were calculated. Results : There was no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prognosis
and the degree of cell differentiation. The positive correlation was noted between proliferative
index and apoptotic index in a tumor mass. Conclusions : Only proliferative index could be
used as a prognostic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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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모세포종에서 면역조직화학 염색에 의한 분화형, 증식능, Caspase 3

표현율과 예후와의 관계

수모세포종은 1925년 Bailey와 Cushing 등이 처음 기술하

으며,1 뇌척수액을 따라 전이하는 경향이 있는 소뇌의 악성, 침

윤성, 배아 종양이다.2 호발 연령은 3-8세이며, 임상 증상이 발

생하는 평균 연령은 7.5세이다. 그러나 20세 이후에 발생하는 빈

도 또한 20-25%에 이른다.2

전형적인 수모세포종은 세포 도가 높고, 원형이거나 난원형

혹은 당근 모양의 핵과, 소량의 세포질을 특징으로 한다.3 종양

세포는 간혹 격막에 의해 나뉜 결절성 양상을 보이기도 하지만,

체로 미만성으로 퍼져 있다.3 그리고 Homer-Wright 로제트

와 뇌실막세포종에서 보이는 가성 로제트와 닮은 혈관 주위 섬

유성 부위가 관찰될 수도 있고, 종양 혈관은 매우 미세하며 뚜

렷하지 않다.2,4

배아 전구세포에서 기원했다고 추측되는 수모세포종은 매우

다양한 분화형을 보일 수 있으며,4,5 부분 초기 단계의 분화가

나타나므로 형태소견보다 면역조직화학 염색으로 확인이 가능하

다. 면역조직화학 염색의 소견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데 종양

의 분화 양상에 따라 여러 종류의 항원이 나타날 수 있고, 일반

적으로는 신경 세포로의 분화가 가장 흔하다고 보고되었다.2,6,7

수모세포종은 고전적으로“classic type"과“desmoplastic

type"의 두 가지 큰 종류로 분류되었으나,8 현재는 병리 조직

소견과 면역조직화학 염색의 결과에 기초하여 1) classic type,

2) neuroblastic or neuronal differentiated type, 3) glial dif-

ferentiated type, 4) mixed or glial-neuronal differentiated

type으로 분류한다.5 드물게 medullomyoblastoma,9 lipidized

medulloblastoma,10 retinoblastoma-like medulloblastoma,11

pigmented or melanocytic medulloblastma5 등의 다양한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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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보고되었다.

이러한 분화형이 환자의 예후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에 해서는 꾸준히 논란이 있었다.12 연구 기관에 따라 종양의

분화가 잘 될수록 예후가 좋다는 보고도 있고9 혹은 미분화 종

양의 예후가 더 좋다는 보고도 있었으나,14 최근에는 종양의 분

화와 예후는 관계가 없다는 가설이 우세한 편이다.13 그러나 한

편에서는 GFAP (glial fibrillary acidic protein)의 항원 발현

여부와 예후가 관련되어 있다는 보고도 있었다.15

분화 이외에도 수모세포종의 예후 예측 인자에 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예후 예측 인자로 진단 당시 나이, 종양

의 범위와 위치, 외과적 절제술의 범위, 화학 요법의 사용여부

등 고전적으로 알려진 것 외에도, 최근 종양의 증식능과 세포자

멸사에 한 실험도 시도되고 있다.3,16,17 그러나 아직까지 수모

세포종에서 증식능과 사멸능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예후에

어떤 향을 주는지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1,18-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양의 분화와 예후 간의 상관 관계와,

종양의 증식능과 사멸능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예후 예측 인자

로서 이들의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재료와 방법

재료

연세 학교 의과 학 병리학교실에서 1987년부터 2000년 3월

까지 절제되고 진단된 수모세포종 총 77예 중 조직 절편의 보존

이 양호한 74예를 상으로 하 다.

방법

임상 정보

환자의 임상 기록지를 참고하여 진단 당시의 나이, 성별, 추

적 관찰 기간과 재발 혹은 사망 여부를 검색하 다. 추적 관찰

이 가능한 환자는 모두 58예로 43예는 종양의 부분 절제를 시행

받았고, 15예는 완전 절제를 시행받았다. 58예 모두 수술 후 방

사선 치료와 화학 요법이 병행되었다. 추적 관찰 기간 중 재발

하 거나 질병에 의해 사망한 경우를 나쁜 예후군에 포함하

고, 그렇지 않은 경우를 좋은 예후군으로 분류하 다.

병리조직 검색

10% 중성 포르말린에 12시간 이상 고정 후 일련의 과정을

거쳐 파라핀에 포매하여 보관된 조직을 이용하 다. 각 예에서

HE 염색된 유리 슬라이드를 모두 검색하 고 종양이 충분히

포함된 조직을 선택하 다. 검색 과정 중에서 크고 창백하거나

공포성 세포질을 가진 세포가 많고, 소수의 비정형의 작은 세포

와 함께 핵이 한쪽으로 치우치고 세포질이 붉은 rhabdoid fea-

ture를 보이는 세포로 구성된 종양으로, 섬유화에 의한 소엽은

있으나 결절이 뚜렷하지 않아 atypical teratoid/rhabdoid

tumor (AT/RT)로 진단된 종양은 제외하 다.

면역조직화학 검색

선택한 블록을 5 m의 연속 절편으로 박절하 다. xylene으로

파라핀을 제거하고, 에틸 알콜에서 단계적으로 함수한 후 Dako

사의 LSAB kit (Dako, Carpenteria, CA, U.S.A.)를 사용하

여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시행하 다. 

일차 항체로는 신경세포 분화를 보기 위해 synaptophysin

(1:50 Shandon, Pittsburgh, PA, U.S.A.)을, 교세포 분화를

보기 위해 glial fibrillary acid protein (GFAP, 1:200 DAKO,

Capenteria, CA, U.S.A.)을, 상피 세포 분화를 보기 위해 epi-

thelial membrane antigen (EMA, 1:100 DAKO)을, 중배엽

분화를 보기위해 vimentin (DAKO, 1:50)을 사용하 다. 세포

증식능을 확인하기 위해 Ki-67 (Novocastra, Newcastle upon

Tyne, UK, 1:200)과 종양 세포자멸사를 확인하기 위해 caspase

3 (1:100, Santa Cruz Biotech, Santa Cruz, CA, U.S.A.)를

사용하 다. Ki-67과 caspase 3를 사용하는 경우는 함수 과정

후 citrate buffer가 포함된 압력솥 내에서 microw-ave로 20분

간 가열하여 항원 회복을 시도하는 과정을 추가하 다. 일차 항

체를 상온에서 한시간 반응시킨 후 4℃ 냉장고 내에서 12시간

배양하 다. DAB (3,3-diaminobenzidine tetrachloride) chro-

mogen을 사용하여 발색한 후 Mayer's hematoxylin으로 조

염색하 다.

Synaptophysin, GFAP, EMA, vimentin은 종양 세포의 세

포막 혹은 세포질에 과립상으로 염색되는 경우를 양성으로 판정

하 다. 염색의 정도에 따라 전체 종양의 5% 미만에서 양성 반

응을 나타내는 경우를 +, 5-50%의 경우는 ++, 50% 이상의 종

양에서 양성 반응을 나타내는 경우를 +++로 정의하 다.

Ki-67에 한 염색은 핵이 진하게 갈색으로 염색되는 경우를

양성으로 보았고, caspase 3의 경우는 핵과 세포질의 어느 쪽이

든 염색되는 경우를 양성으로 판정하 다. 증식능은 고배율 시

야(×400)에서 종양 세포 1,000개를 세어 그 중 Ki-67 염색에

양성 반응을 보이는 세포의 수를 백분율화하 고, caspase 3 염

색도 같은 방법으로 양성률을 산출하 다. 증식능과 caspase 3

양성률은 염색이 되지 않는 classic type의 종양 부위와, 면역조

직화학 염색에 따른 분화를 보이는 구역내에서의 수치를 각각

측정하 다.

통계 검색

모든 자료의 통계 분석은 SAS (Statistical Analysis System)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test, 상관분석, Cox's proportional haz-

ard regression model을 적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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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임상 소견

수모세포종으로 진단받은 58예는 남자가 37예(63.8%)이고

여자가 21예(36.2%) 다. 연령 분포는 1세부터 36세까지 으

며, 평균 연령은 9.5세 다. 16세 이하 소아 연령의 환자는 총

50명(86%)이고, 16세 이상의 성인 환자는 8명(14%) 다. 수

술 후 종양이 재발하거나 사망하는 등 나쁜 예후군은 총 13예

(22.4%)이었다. 전체 환자의 평균 추적 관찰 기간은 31.2개월이

었고, 나쁜 예후군의 평균 추적 관찰 기간은 28.6개월이었다.

조직과 면역조직화학 염색 소견

전형적인 수모세포종은 세포 도가 높고, 원형이거나 난원형

의 핵을 지니며, 세포질은 매우 적었다. 간혹 격막에 의해 나뉜

결절성 양상을 보이기도 하 으나, 체로 미만성으로 퍼져 있

었다. Homer-Wright 로제트와 뇌실막세포종에서 보이는 가성

로제트가 관찰되기도 하 고, 종양 혈관은 미세하며 뚜렷하지

않았다(Fig. 1). 부분적인 괴사와 출혈이 동반되기도 하 으며,

세포 분열은 흔히 관찰되었다.

조직 소견만으로 분화 양상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는 EMA

양성인 4예로 종양 세포가 크고 세포질이 풍부하여 상피세포와

유사한 형태를 나타내었다(Fig. 2D). Synaptophysin에 양성으

로 신경세포성 분화를 보이는 수모세포종 중 5예에서 뚜렷한 결

절성 양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결절 내부를 구성하는 세포는

핵 주위 공간이 특징적으로 희돌기세포와 유사하 으나, synap-

tophysin을 발현하기 때문에 신경세포로의 분화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9예를 제외하면 면역조직화학 염색으로

확인한 종양의 분류에 따른 종양 세포 형태의 차이는 없었다

(Fig. 2).

분화의 결정은 면역조직화학 염색의 결과에 따랐으며 vimen-

tin을 제외하고는 같은 역 내에서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표

면 항원을 발현하는 역은 없었다. Vimentin은 GFAP와 동일

한 역에서 발현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이 예들은 교세포성 분

화를 나타나는 경우로 처리하 다.

전체 74예 중 종양이 synaptophysin에만 양성을 나타내어 신

경세포성 분화를 보이는 경우는 8예(10.8%), vimentin 양성으

로 중배엽성 분화를 보이는 경우는 11예(14.9%), GFAP 양성

으로 교세포성 분화를 보이는 경우는 5예(6.8%) 으며, EMA

에만 양성을 보이는 예는 없었다. 두가지 이상의 항원이 동시에

발현하는 mixed differentiation을 나타내는 경우는 36예(48.6%)

이고, 어떠한 항원도 발현하지 않는 미분화성 종양의 경우는 14

예(8.9%) 다(Table 1).

예후에 향을 미치는 인자

성별과 연령은 예후와 연관성이 없었다. 16세 이상의 환자군

에서 8명 환자 모두 좋은 예후를 보 으나 통계학적 의미는 없

었다.

면역조직화학 염색에서 신경세포성 분화, 중배엽성 분화, 교

세포성 분화, 상피세포성 분화 역시 예후와 연관성이 없었다. 각

Fig. 1. Classic medulloblastoma shows high cellularity and delicate vasculature (A) and round to pear-shaped cells with round to oval hy-
perchromatic nuclei and poorly identified cytoplasmic border (B).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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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화된 역을 염색 정도에 따라 -, +, ++, +++ 네 등급으로

나누고 분화의 정도에 따른 예후와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신

경세포성 분화, 중배엽성 분화, 교세포성 분화, 상피세포성 분화

등급 역시 예후와 연관성이 없었다(Table 2).

예후 인자로서의 증식능과 caspase 3 표현율

증식능과 caspase 3 표현율은 좋은 예후군과 나쁜 예후군으

Fig. 2.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results: neuronal differentiation revealed by synaptophysin (A), glial differentiation revealed by glial
fibrillary acid protein (B), mesenchymal differentiation revealed by vimentin (C), and epithelial differentiation revealed by epithelial mem-
brane antigen (D).

A B

C D

Differentiation Number (%)

Neuronal 8 (10.8)
Mesenchymal 11 (14.9)
Glial 5 (6.8)
Epithelial 0 (0.0)
Mixed 36 (48.6)
Undifferentiated 14 (18.9)
Total 74 (100)

Table 1. Differentiation of the medulloblast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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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누어 보았을 때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없었다. 각 분화 역

내에서 증식능과 caspase 3 표현율 또한 예후와 상관 관계가

없었다.

그러나 생존율과 각 분화 역 내 증식능과 caspase 3 표현

율을 살펴보았을 때, 미분화 역 내의 증식능만 생존율과 연관

성이 있었다(P<0.05). 미분화 역내의 증식능이 증가하면, 나

쁜 예후군의 위험도 역시 증가하 다. 종양 전체 증식능도 생존

율과 유의한 상관 관계가 있었다(P<0.05). caspase 3 표현율은

생존율에 향을 주지 못하 다(Table 3).

증식능과 caspase 3 표현율의 관계

신경 세포성 분화 역과 중배엽성 분화 역에서의 증식능이

증가하면 전체 종양의 증식능도 증가하 다. 교세포 분화 역

과 상피세포 분화 역에서 증식능은 향이 없었다. 신경세포

성 분화 역과 중배엽성 분화 역, 교세포 분화 역의 사멸

능이 증가하면 전체 종양의 caspase 3 표현율도 증가하 다. 

한 종양 내의 전체적인 증식능과 caspase 3 표현율은 통계학

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 관계를 가졌다(Fig. 4).

Fig. 3.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shows randomly distributed positively stained nuclei with Ki-67 (A), and randomly distributed apop-
totic/karyorrhectic cells with positive staining for caspase 3 (B).

A B

Good-prognosis Bad-prognosis p-value

Sex NS
male 30 (81.1) 7 (18.9)
female 15 (71.4) 6 (28.6)

Age NS
0-16 37 (74.0) 13 (26.0)
> 16 8 (100.0) 0 (0.0)

Synaptophysin NS
- 29 (82.9) 6 (17.1)
+ 7 (77.8) 2 (22.2)
++ 7 (63.6) 4 (36.4)
+++ 2 (66.7) 1 (33.3)

Vimentin NS
- 27 (75.0) 9 (25.0)
+ 4 (100.0) 0 (0.0)
++ 7 (70.0) 3 (30.0)
+++ 7 (87.5) 1 (12.5)

GFAP NS
- 29 (80.6) 7 (19.4)
+ 9 (75.0) 3 (25.0)
++ 5 (71.4) 2 (28.6)
+++ 1 (50.0) 1 (50.0)

EMA NS
- 41 (77.4) 12 (22.6)
+ 2 (100.0) 0 (0.0)
++ 1 (50.0) 1 (50.0)
+++ 0 (0.0) 0 (0.0)

Table 2. Factors influencing the prognosis

GFAP: glial fibrillary acid protein, EMA: epithelial membrane antigen.

Variable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p-value

Proliferative index in the
0.0277 0.0136 <0.05undifferentiated area

Proliferative index 0.0265 0.0132 <0.05
Caspase 3 expression rate 0.0226 0.0151 NS

Table 3. Proliferative index and caspase 3 expression rate as
the prognostic factors (Cox’s proportional Hazard regression
model)



고 찰

수모세포종은 악성의 신경외배엽성 종양이며 소아에서 가장

흔한 두개강 내 종양으로 소아 뇌종양의 20-25%를 차지한다.1,4,5

성인에서의 발생률도 결코 적지 않아 성인 뇌 종양의 약 1%를

차지한다.5

고전적으로 수모세포종의 치료는 일차적으로 수술에 의한 종

양 적출이다.13 외과적 기술의 향상, 조기 진단, 새로운 치료 방

법의 개발 등으로 생존율은 눈에 띄게 향상되어 1960년 와

1970년 를 비교했을 때 수술에 의한 사망률은 32%에서 10%

이하로 감소하 고 5년 생존율은 2-11%에서 50-70%로 증가하

다.1,13 방사선 치료와 항암 화학요법의 사용이 생존율을 증가

시킨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13,14 보다 정확히 예후를 예측

하고 이에 따른 치료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고 위험 환자군을

병리조직학적인 특성이나 종양 세포의 증식능과 세포 자멸사 능

력에 의하여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신빙

성을 갖고 손쉽게 적용할 만한 지표에 해서는 아직 충분한 연

구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3

진단 당시의 연령이 수모세포종의 예후에 미치는 향은 확실

하지 않으며 연구자에 따라 매우 다양한 결과가 보고되고 있

다.1,21 5세 이하의 소아에서 생존율이 더 낮다고도 하며, 반 의

결과를 보고한 연구도 있다. 반면에 연령과 예후는 연관이 없다

는 보고도 있다.1 최근 논문에서는 성인과 소아에서 수모세포종

의 표현형이 차이를 보일 수 있으나 질병의 진행 과정에는 큰

향이 없다고 발표하 다.21 본 실험에서는 수모세포종을 16세

를 전후로 소아와 성인군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80% 이상은

소아에서 발생하 고 예후에 큰 관련성은 없었으며, 연령에 따

른 생존율의 차이도 관찰할 수 없었다.

배아전구세포에서 기원했다고 추측되는 수모세포종은 매우

다양한 분화 양상을 보일 수 있고, 이는 면역조직화학 염색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부분이다.4,5 본 실험에서 신경세포 분

화에 해서는 synaptophysin 염색, 교세포 분화에 해서는

GFAP 염색, 그리고 상피세포 분화에 해서는 EMA 염색을

시행하 다. 중배엽성 분화는 vimentin에 한 면역조직화학 염

색을 시행하여 관찰하고자 하 다. 다수의 신경상피세포성 종

양에서 vimentin이 양성 반응을 나타낼 수도 있다고 하지만, 수

모세포종의 종양 세포에서 vimentin의 발현이 중배엽 기원의

세포에 해 매우 특이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GFAP나 synap-

tophysin 등과 동시에 발현할 수 있으며, 중배엽 구성 성분의

미분화 전환을 나타내는 지표라는 연구 결과가 있으므로, 분명

한 종양 세포 중에서 GFAP, synaptophysin, neuron specific

enolase 등이 음성이고 vimentin만 양성인 경우에 한하여 중배

엽성 분화로 정의할 수 있었다.22,23

종양의 분화 상태와 예후와의 관계에 한 많은 연구가 이루

어졌으나, 연구 결과에 차이가 있어 논쟁이 되고 있다1,12,13. 특히

교세포 분화를 나타내는 GFAP의 발현 유무와 예후와 관계가

있다는 가설이 꾸준히 제시되어 왔다. Szymas 등은 84예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 GFAP의 발현은 생존율과 관계가 없다는

발표를 하 다.15 Caputy 등은 54예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 종

양 세포가 분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 예후가 보다 좋다고 보

고하기도 하 으며,13 Packer 등은 38예를 상으로 한 연구에

서 예후가 더 나쁘다는 결과를 보고하 다.14 최근에 발표된 논

문에서는 체적으로 종양의 분화는 예후와 관계가 없을 것이라

는 가설이 우세하며1,7 이는 분화의 유무, 종류와 정도는 예후와

관계가 없다는 본 실험의 결과와 일치한다.

전형적인 수모세포종과 형태학적으로 뚜렷이 구분되는 결합

조직성 수모세포종(desmoplastic medulloblastoma)의 예후가

차이가 있다고 보고되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생존율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8,24

종양의 부피는 증식하는 세포수와 괴사 또는 세포자멸사를 보

이는 세포수에 의해 결정된다. 종양의 증식능을 측정하는 방법

에는 HE 염색된 조직 표본에서 세포 분열을 세는 방법, tritiat-

ed thymidine, 혹은 bromodeoxyuridine incorporation, flow

cytometry에 의한 S-fraction 측정, Ki-67, proliferating cell

nuclear antigen (PCNA)을 이용한 면역조직화학 염색 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주로 사용한다.25

PCNA과 Ki-67은 악성도가 높은 종양일수록 발현율이 증가하

며, 종양의 증식성 표지자로 널리 사용된다.18 이론적으로 Ki-67

은 PCNA보다 선명하게 양성인 핵을 표시하고, 정상을 비롯한

종양 세포의 분열기에 표현되고 휴지기에는 표현되지 않는 핵

단백의 일종이다. 부분 종양의 증식능과 예후와는 접한 상

관관계가 있다고 알려졌으며, Ki-67은 예후 인자로 많이 사용되

는 지표이다.25 증식능은 세포 분열을 하는 세포를 측정하여 객

관화한 수치이다.

수모세포종은 세포 도가 높으며 빠르게 증식하는 종양으로

알려져 있다.25 Karsetos 등은 수모세포종에서 PCNA/cyc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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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rrelation between proliferative index and caspase 3
expression rate (correlation coefficients: 0.4328 (p<0.0005)),
CER: caspase 3 expressing rate, PI: proliferative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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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현이 가지는 분화 정도와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종양의 분

화도가 좋을수록 PCNA/cyclin의 발현은 감소하게 된다는 것을

보고하 다.6 그리고 Schiffer 등은 신경 세포성 분화와 교세포

성 분화가 뚜렷하며 HE 염색상 종양 세포 사이의 간격이 넓어

진 부위는 증식 지수가 매우 낮다는 것을 보고하 다.18

세포자멸사 정도의 측정을 위해서는 HE 염색 조직 표본에서

세포자멸사를 세는 방법, DNA 절단 현상을 이용하여 agarose

gel electrophresis, TUNEL (TdT-mediated dUTP-biotin

Nick End Labelling) assay, 그리고 propidium iodide 염색을

통한 DNA 양을 비교하는 방법, phosphatidylserine이 세포막

표면에 노출된 세포자멸사를 anexin V로 표시하여 flow cytom-

etry로 구별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caspase에 한 면

역조직화학 염색도 시행하고 있다.26,27

세포자멸사에 관여하는 여러 종류의 사멸 유전자 중, 세포 자

멸사를 조절하는 단백은 bcl-2군과 caspase 두 가지 종류가 있

다.26 bcl-2군은 세포자멸사에 한 효과기로 작용을 하고, cas-

pase는 분해 과정에 활성화되어 관여한다.26 Caspase는 10종이

있으며 이들의 연속적인 또는 병렬적인 활성이 세포자멸사를 야

기하고, 그 중 caspase 3는 전 과정에 걸쳐 가장 일반적으로 관

여하는 효소로 알려져 있다.27

수모세포종의 세포수 감소에는 주로 세포자멸사가 관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세포자멸사는 세포 분열이 왕성한 부

위에서 주로 관찰된다.1 세포자멸사가 종양내에서 세포 소실을

야기한다고 하지만 이 자체가 예후 인자는 아니라고 추측된다.19

진단 당시 종양의 세포자멸사 정도가 예후를 결정하는지 알아

보기 위하여 세포자멸사의 양과 질병 경과를 비교한 연구가 있

었다.16,20,28 이 연구에서 세포자멸사 지수는 수술 후 항암화학 치

료를 병행하여 치료 받은 수모세포종의 치료 효과를 알아볼 수

있는 척도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하 다.16 그러나 종양마다 예후

의 해석은 매우 달랐다. 그 예로 세포자멸사의 높은 비율은 폐

의 편평상피세포암종에서 좋은 예후와 연관이 있으나, 선암종과

거 세포암종에서는 나쁜 예후와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16

수모세포종에서는 진단 당시 세포자멸사 지수가 높으면 좋은 예

후와 연관이 있다고 추측된다.16 또다른 보고에서는 한 종양 내

에서 분화형이 다른 부분뿐 아니라 종양간의 세포자멸사의 형태

나 세포 수는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없었다고 하 다.17

수모세포종에서 증식능과 사멸능 사이의 관계는 뚜렷이 증명

되어있지 않다.18 한 연구에 따르면 위 점막에서 caspase 3의 사

멸능과 Ki-67의 증식능 사이에는 역 상관 관계를 보인다는 결과

가 보고되기도 하 다.29

이번 연구에서 수모세포종양내의 증식능과 사멸능은 통계학

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 관계를 보여주어, 종양 증식이 증가할

수록 세포자멸사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분화에 따른 증식능

과 사멸능의 변화도 관찰할 수 있었다. 분화형을 보이는 부위

중 신경 세포성 분화 역과 중배엽성 분화 역에서의 증식능

이 증가하면 종양의 전체 증식능도 증가하 다. 사멸능의 경우

향을 주는 분화는 신경 세포성 분화와 중배엽성 분화, 교세포

성 분화 역이며, 이 부위에서의 사멸능의 증가는 종양의 전체

사멸능의 증가를 동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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