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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면역조직화학적 염색을 이용한 교종의 침윤성 분석 및 예후 

 

종양의 침윤성은 뇌종양의 조직병리학적 특징이다. 미세하게 

침윤되어 있는 종양 세포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면 악성 

뇌종양의 국소적인 치료뿐 아니라 국소적이거나 원거리에서의 종양 

재발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원발성 뇌종양중에서 가장 흔한 

교종에서도 종양세포가 정상 뇌조직을 깊숙이 침윤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는데, 만약 이러한 침윤성을 억제할 수 있다면 교종의 치료 

성적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종양의 침윤성을 개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면역조직화학적 

염색방법은 종양의 조직학적 특성 뿐 아니라 부분적으로 종양의 

유전적학 변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하면서도 임상에서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강력한 검색 방법이다. 이 방법을 통해 

교종의 침윤성에 관계된 여러 인자들의 면역 반응성을 측정하고, 이 

결과를 환자의 예후 및 병리조직학적 특성(세계보건기구의 분류에 

따른 4단계 분류)과 비교 분석하였다. 

총 41명(남자 19명, 여자 22명)의 환자가 이 연구에 포함되었다. 

수술 받을 당시의 나이는 3세에서 63세까지 분포하였으며, 추적 

관찰은 4개월에서 201개월이었다. 면역반응정도에 따라서 생존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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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보여준 것은 tenascin, collagen type IV, CD44, GFAP, 

Caspase 3 였으며, 비록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가능성을 보여준 

것은 vimentin과 Ki-67이다. 종양 등급과의 연관성이 드러난 것은 

GFAP와 caspase 3였다. 

교종은 다양한 예후를 보이는 일련의 종양군이다. 흔히 사용되는 

병리학적 분류만으로는 예후를 설명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으므로 이상의 표지자들을 종양등급과 같이 예후 인자로서 

활용한다면 조직병리학적 등급의 부족한 점을 보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환자의 치료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핵심되는 말 : 침윤성, 면역조직화학적 염색, 교종, 예후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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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조직화학적 염색을 이용한 교종의 침윤성 분석 및 예후 

 

< 지도교수 김김김김    동동동동    석석석석 >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김 태 곤 

 

I. I. I. I. 서론서론서론서론    

    

1. 1. 1. 1. 교종의교종의교종의교종의    침윤성침윤성침윤성침윤성    

 

종양의 침윤성(invasiveness)은 뇌종양의 조직병리학적 특징으로 

오래 전부터 잘 알려져 왔다. 과거 10 년 동안 종양의 침윤성은 

여러 뇌종양에서 분자학적 토대로 설명되어 왔고 이를 목표로 한 

새로운 항암제 치료들이 시도되었다. 만약에 미세하게 

침윤(invasion)되어 있는 종양 세포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면 

악성 뇌종양의 국소적인 치료뿐 아니라 국소적이거나 원거리에서의 

종양 재발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교종은 원발성 뇌종양중에서 가장 흔하며, 악성 교종은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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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종양의 22-27%를 차지한다1. 각종 진단 방법, 수술 방법, 

항암치료 및 방사선 치료 등에 있어서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평균 

생존 기간은 12-18개월에 그친다2. 교모세포종 환자의 영상 검사 

및 부검을 통한 연구에서 보여지듯이, 교모세포종은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혹은 

전산화단층촬영술(computed tomography; CT)에서 종양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부위(조영 증강이 잘되는 병변)를 훨씬 벗어난 

부위에까지 종양이 전이(metastasis)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3 실제 

임상적으로도 교모세포종은 원발 병소 주위에서의 재발 뿐 아니라 

원위부에서의 재발을 흔히 볼 수 있으며, 교모세포종 뿐만 아니라 

악성 교종 및 미만성 교종에서도 종양세포가 정상 뇌조직을 깊숙이 

침윤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종의 특성은 수술적 

처치를 통한 완전한 제거를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국소적인 

방사선 치료를 무력화시킨다4. 그러므로 만약 이러한 침윤성을 

억제할 수 있다면 교종의 치료 성적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 2. 2. 2. 면역조직화학적면역조직화학적면역조직화학적면역조직화학적    염색법염색법염색법염색법(immunohistochemical stain)(immunohistochemical stain)(immunohistochemical stain)(immunohistochemical stain)을을을을    이용한이용한이용한이용한    

침윤성의침윤성의침윤성의침윤성의    객관화객관화객관화객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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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병리조직학적 특성을 이용한 침윤성 분석 노력 

교종은 병리학적으로 핵의 크기 및 형태, 세포 분열 정도, 

미세혈관 증식, 괴사 유무로 판단하여 네 단계로 구분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구분된 악성도 구분만으로는 임상적 예후를 완전히 

판단하기는 쉽지 않으며, 병리학적 특성만으로 구분된 같은 

정도의 악성 교종이라도 실제 임상적으로는 그 예후의 차이가 

많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나. 면역조직화학적 염색 방법을 이용한 침윤성 분석 노력 

 

교종은 특징적으로 두개강을 벗어나는 전이는 드물지만, 혈관, 

기저막(basement membrane), 수초(myelin sheath)를 따라 쉽게 

전이하여 시신경계(optic nervous system), 뇌량(corpus 

callosum), 전교련(anterior commissure) 등을 따라 전이한다고 

알려져 있다 5. 이러한 교종 세포의 침윤성은 세포외 기질 

(extracellular matrix; ECM)과 형질막(plasma membrane)의 

특이한 세포 표면 부착분자(cell surface adhesion molecule)의 

상호 작용, 종양세포에서 분비되어 세포외 기질을 분해하는 

단백분해효소(proteinase), 세포외 기질, 세포 표면 수용체(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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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face receptor) 사이의 상호 작용 등의 유기적인 관계에 따라 

이루어 진다.  

면역조직화학적 염색방법은 종양의 조직학적 특성 뿐 아니라 

부분적으로 종양의 유전적학 변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하면서도 임상에서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강력한 검색 

방법이다. 예를 들면 뇌종양의 하나인 배아세포종은 다양한 

병리조직을 나타낼 수 있는 종양군으로 배세포종, 미성숙 기형종, 

성숙 기형종, 태생암종, 내배엽동종, 융모막암종, 혼성 배세포종등 

다양한 병리학적 분류가 있으며 조직학적 유형에 따른 

치료방법의 선택이 다르고 예후에도 큰 차이를 보여 순수 

배아세포종은 방사선 치료만으로 95%이상에서 완치 가능한 반면 

성숙 기형종은 수술외 방사선 치료나 항암제 치료가 필요치 

않으며 다른 종양은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제 치료를 모두 

하여도 3 년 생존률이 20-30%에 불과하다. 그래서 치료 계획을 

세우고 예후를 판단하는데 조직학적 유형을 진단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이 때 α-fetoprotein 이나 β-human 

choriogonadotropin 등의 종양 표지자(markers)를 이용한 

면역조직화학적 염색결과는 방사선학적 소견과 함께 조직학적 

유형을 판단하여 치료 계획을 결정하고 예후를 판단하는 지표로 

이용될 수 있다.  



 ７ 

 

3. 3. 3. 3. 연구연구연구연구    목적목적목적목적 

 

본 실험에서는 조직배열(tissue array)과 면역조직화학적 염색을 

이용하여 교종의 침윤성과의 관계가 확인된 여러 인자들의 면역 

반응성을 측정한다. 이 결과를 환자의 예후 및 병리조직학적 특성과 

비교 분석하여 교종의 침윤성을 객관적으로 계측하여 교종의 예후 

인자로서의 활용도를 확인하고자 한다.



 ８ 

II. II. II. II. 재료재료재료재료    및및및및    방법방법방법방법    

    

1. 1. 1. 1. 연구연구연구연구    범위범위범위범위 

 

가. 일정한 방법으로 치료 받은 교종 환자의 생존기간과 치료 

성적을 분석한다. 

나. 대량의 파라핀 조직을 이용하여 조직 배열을 만들어 집단 

선별(mass screening)의 기반을 구축한다. 즉 

병리조직학적으로 다양한 악성도의 종양을 한가지 항체로 

면역염색하여 각 악성도에 따른 침윤성을 비교할 수 있는 

미세 조직 배열(microtissue array)을 구축한다. 

미세조직배열은 대단위 임상 실험을 한번에 할 수 있게 하여 

결과의 분석을 쉽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게 한다. 

다. 면역조직화학적 염색을 통하여 교종의 침윤성과의 관계가 

확인 된 세포외 기질, 세포 표면 부착분자, 단백분해효소, 

혈관내피세포 성장인자(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VEGF) 등의 면역 반응성을 측정한다. 이외에도 세포 

자멸인자, 세포 증식능 등의 면역 반응성도 측정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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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통계를 통해 면역조직화학적 염색 결과를 교종의 병리학적 

악성도및 환자의 예후와 비교 분석하여 각 예후 인자에 

통계적 가중치를 부여함으로 각 침윤성을 계측화 한다. 

 

2. 2. 2. 2. 연구연구연구연구    방법방법방법방법 

 

가. 재료 및 임상 자료의 분석  

 

1995 년부터 2002 년까지 본 기관에서 교종 환자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은 41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환자의 조직 

절편을 임상의학윤리위원회의 허락을 받아 사용하였다. 환자의 임상 

기록지를 참고하여 진단 당시의 나이, 성별, 수술시 종양의 절제 

정도, 치료 방법, 추적 관찰 기간과 재발 혹은 사망 여부를 

검색하였다.  

 

나. 병리조직학적 특성에 따른 악성도 판단  

 

10% 중성 포르말린에 12 시간 이상 고정 후 일련의 과정을 거쳐 

파라핀에 보관된 조직을 이용하였다. 2 명 이상의 병리학자의 

도움으로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분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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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악성도를 판정하였으며 병리학적으로 핵의 크기 및 형태, 세포 

분열 정도, 미세혈관 증식, 괴사 유무로 판단하여 위의 병리학적 

특성이 하나도 없을 때 grade I, 하나이면 grade II, 두 개이면 

grade III, 세 개 이상 이거나 두 개와 괴사가 있는 경우 grade 

IV 로 구분하였다. 혼합 신경교종(mixed glioma) 즉 

희소돌기아교세포종 (oligodendroglioma) 성분이 섞여 있는 경우는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다. 면역조직화학적 염색  

 

(1) 가,나에서 분석한 각각의 환자들의 파라핀 조직 블록을 

이용하여 slide 당 30-40 개의 조직을 5μm 두께, 직경 1mm 로 

천공하여 1mm 간격으로 부착하여 미세조직배열(microtissue 

array)를 구축하였다.  

 

(2) 각 slide 를 xylene 으로 파라핀을 제거하고, 에틸 알콜에서 

단계적으로 함수한 후 LSAB kit (Dako, Carpenteria, CA, 

U.S.A.)를 사용하여 면역조직화학적 염색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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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차 항체: 교종 침윤성과 관련하여 면역조직화학적 염색에 

사용한 항체 (표 1) 

(가) 교종의 세포외 기질(extracellualr matrix) : tenascin, 

vitronectin, collagen type IV 

(나) 교종의 세포표면 부착분자(cell surface adhesion 

molecule): CD44, integrin  

(다) 교종의 단백분해효소(proteinase): MMP-3(matrix 

metalloproteinase-3), MMP-2  

(라) 기타 항체: GFAP (glial fibrillary acidic protein), 

HGF(hepatocyte growth factor), Vimentin 

(마) VEGF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바) 세포자멸사를 확인하기 위해 Caspase 3 

(사) 세포증식능을 확인하기 위해 MCM2(minichromosome 

maintenance protein 2), Ki-67 

 

(4) 면역 염색:  

(가) 일차 항체를 상온에서 한시간 반응시킨 후 4℃ 냉장고 

내에서 12시간 배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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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DAB (3,3-diaminobenzidine tetrachloride) chromogen을 

사용하여 발색한 후 Mayer's hematoxylin 으로 대조 

염색하였다.  

(다) GFAP, vimentin 은 종양 세포의 세포막 혹은 세포질에 

과립상으로 염색되는 경우를 양성으로 판정하였다.  

(라) 염색의 정도에 따라 반응이 없는 경우를 – (편의상 1-로 

표시), 전체 종양의 5% 미만에서 양성 반응을 나타내는 

경우를 1+, 5-50%의 경우는 2+, 50% 이상의 종양에서 

양성 반응을 나타내는 경우를 3+로 정의하였다. 

(마) Ki-67 에 대한 염색은 핵이 진하게 갈색으로 염색되는 

경우를 양성으로 보고, caspase 3 의 경우는 핵과 세포질의 

어느 쪽이 든 염색되는 경우를 양성으로 판정하였다. 

증식능은 고배율 시야(×400)에서 종양 세포 1,000 개를 

세어 그 중 Ki-67 염색에 양성 반응을 보이는 세포의 수를 

백분율화하고, caspase 3 염색도 같은 방법으로 양성률을 

산출하였다. 

 

라. 통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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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자료의 통계 분석은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Kaplan-Meier 방법을 통해 

생존함수 및 평균 생존 기간을 계산하였고 Log 순위 검정(log-rank 

test)을 통해 생존율을 비교하였으며 선형대 선형결합(linear by 

linear association)을 적용하여 경향성의 유무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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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실험에서 사용한 항체들. 

HGF, hepatocyte growth facor, MCM-2, minichromosome 

maintenance protein 2, VEGF,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GFAP, glial fibrillary acidic protein; MMP, matrix 

metalloproteinase.

Antibodies Dilution Source 

Collagen Type IV 1:100 Chemicon, Temecula, CA, USA 

Integrin alpha5beta1 1:50 Chemicon, Temecula, CA, USA 

Vitronectin 1:100 Abcam Ltd, Cambridge, UK 

HGF 1:200 R&D System, Minneapolis, MN,USA 

CD44 1:100 Chemicon, Temecula, CA, USA 

MCM-2 1:100 Abcam Ltd, Cambridge, UK 

VEGF 1:100 Chemicon, Temecula, CA, USA 

GFAP 1:100 DAKO, Carpinteria, CA, USA 

Tenascin 1:100 Abcam Ltd, Cambridge, UK 

Ki67 1:100 Novocastra, Newcastle upon Tyne, UK 

Caspase 3 1:100 Santa Cruz, CA, USA 

MMP-2 1:400 Chemicon, Temecula, CA, USA 

MMP-3 1:200 Chemicon, Temecula, CA, USA 

Vimentin 1:100 DAKO, Carpinteria, CA,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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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 II. II. II. 결과결과결과결과 

     

1. 1. 1. 1. 대상대상대상대상    환자의환자의환자의환자의    특성특성특성특성    

 

남자 19명, 여자 22명으로서 총 41명의 환자가 이 연구에 

포함되었다. 수술 받을 당시의 나이는 3세에서 63세까지 

분포하였으며, 평균 나이는 30세였다 (중앙값 33세). 추적 관찰은 

4개월에서 201개월에 이르며 평균 54.4개월이었다. 생존함수에 

의한 결과로는 평균 생존기간은 94개월 이었으며 중앙값(median)은 

67개월이었다 (그림 1).  

그림 1. 대상 환자군의 생존 함수. Censored된 경우는 19례, 사망한 

경우는 22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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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조직병리학적조직병리학적조직병리학적조직병리학적    특성과특성과특성과특성과    예후예후예후예후        

 

세계보건기구 분류에 따라 악성도를 판정하였으며 grade I은 7례, 

grade II는 17례, grade III는 9례, grade IV는 8례였다 (표 2). 

Grade I은 모두 생존하였으며, grade II는 82개월의 평균 생존기간, 

grade III는  41개월의 평균 생존기간, grade IV는 19개월의 평균 

생존기간을 보였다 (그림 2). 각 grade 간의 생존곡선을 비교한 

결과 각 grade에 따라서 생존곡선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000).  

 

Grade Dead Alive Total 

I 0 7 7 

II 8 9 17 

III 6 3 9 

IV 8 0 8 

Total 22 19 41 (100%) 

표 2. 세계보건기구 분류와 예후. grade I은 7례, grade II는 17례, 

grade III는 9례, grade IV는 8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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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조직병리학적 grade에 따른 대상 환자군의 생존 함수. 각 

grade에 따른 평균 생존 기간은 grade II : 82개월, grade III : 

41개월, grade IV : 19개월이었다.  

 

3. 3. 3. 3. 교종의교종의교종의교종의    세포외세포외세포외세포외    기질과기질과기질과기질과    예후예후예후예후    및및및및    세계보건기구세계보건기구세계보건기구세계보건기구    분류분류분류분류    

 

가. Tenascin과 예후 및 세계보건기구 분류 

 Tenascin에 대한 면역 반응성이 증가할수록 생존율은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다 (그림 3, P=0.0017). 그러나 면역 

반응성과 종양의 등급사이의 경향성은 증명되지 않았다 

( P=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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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Tenascin에 대한 교종의 면역 반응성에 따른 대상 

환자군의 생존 함수. 각 반응성에 따른 평균 생존 기간은 1- : 

90개월, 1+ : 74개월, 2+ : 36개월, 3+ : 7개월이었다. 

 

  나. Vitronectin과 예후 및 세계보건기구 분류 

Vitronectin에 대한 면역 반응성이 증가는 생존율과의 연관성이 

없었다 (P=0.7519). 그리고 면역 반응성과 종양의 등급사이의 

경향성도 증명되지 않았다 (P=0.124) 

 

다. Collagen type IV와 예후 및 세계보건기구 분류 

Collagen type IV에 대한 면역 반응성의 증가는 생존율과 연관성이 

있었다. 그러나 1+, 3+로 발현된 경우보다 2+로 발현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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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율이 더 좋았다 (그림 4, P=0.0021). 그러나 면역 반응성과 

종양의 등급사이의 경향성은 증명되지 않았다 (P=0.223) 

그림 4. Collagen type IV에 대한 교종의 면역 반응성에 따른 대상 

환자군의 생존 함수. 각 반응성에 따른 평균 생존 기간은 1+ : 

57개월, 2+ : 111개월, 3+ : 18개월이었다. 

 

4. 4. 4. 4. 교종의교종의교종의교종의    세포표면세포표면세포표면세포표면    부착분자와부착분자와부착분자와부착분자와    예후예후예후예후    및및및및    세계보건기구세계보건기구세계보건기구세계보건기구    분류분류분류분류    

 

가. CD44와 예후 및 세계보건기구 분류 

CD 44에 대한 면역 반응성의 증가는 생존율과 연관성이 있었다 

(P=0.0001). 그러나 2+로 발현된 경우가 3+로 발현된 경우보다 

생존율이 더 좋았다. 그러나 2+, 3+의 생존율은 1+, 1- 의 

생존율보다 좋았다 (그림 5, P=0.0003). 그러나 면역 반응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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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양의 등급사이의 경향성은 증명되지 않았다 (P=0.122) 

 

그림 5. CD 44에 대한 교종의 면역 반응성에 따른 대상 환자군의 

생존 함수. 각 반응성에 따른 평균 생존 기간은 1- : 12개월, 1+ : 

36개월, 2+ : 149개월, 3+ : 79개월이었다. 

 

나. Integrin과 예후 및 세계보건기구 분류 

Integrin에 대한 면역 반응성의 증가는 생존율과 연관성이 없었다 

(P=0.7788). 그리고 면역 반응성과 종양의 등급사이의 경향성도 

증명되지 않았다 (P=0.398) 

 

5. 5. 5. 5. 교종의교종의교종의교종의    단백분해효소와단백분해효소와단백분해효소와단백분해효소와    예후예후예후예후    및및및및    세계보건기구세계보건기구세계보건기구세계보건기구    분류분류분류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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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MMP-2와 예후 및 세계보건기구 분류 

MMP-2에 대한 면역 반응성의 증가는 생존율과 연관성이 없었다 

(P=0.2687). 그리고 면역 반응성과 종양의 등급사이의 경향성도 

증명되지 않았다 (P=0.739). 

 

나. MMP-3과 예후 및 세계보건기구 분류 

MMP-3에 대한 면역 반응성의 증가는 생존율과 연관성이 없었다 

(P=0.7021). 그리고 면역 반응성과 종양의 등급사이의 경향성도 

증명되지 않았다 (P=0.250). 

 

6. GFAP6. GFAP6. GFAP6. GFAP와와와와    예후예후예후예후    및및및및    세계보건기구세계보건기구세계보건기구세계보건기구    분류분류분류분류    

 

GFAP에 대한 면역 반응성이 증가할수록 생존율은 좋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그림 6, P=0.0004). 그리고 면역 반응성과 

종양의 등급사이에 강한 경향성을 보였다 (표 3, P=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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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GFAP에 대한 교종의 면역 반응성에 따른 대상 환자군의 

생존 함수. 각 반응성에 따른 평균 생존 기간은 1- : 11개월, 1+ : 

58개월, 2+ : 77개월, 3+ : 90개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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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de 

 I      II      III      IV 

 

Total 

1- 0 0 0 3 3 

1+ 0 2 2 2 6 

2+ 4 8 2 3 17 

Immunoreactivity 

(면역 반응성) 

3+ 3 7 5 0 15 

Total 7 17 9 8 41 

표 3. GFAP에 대한 교종의 면역 반응성과 세계보건기구 분류. 

갈색으로 염색이 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으며, 면역 반응성과 

종양의 등급사이에 강한 경향성을 보였다 (P=0.003). 

 

7. VEGF7. VEGF7. VEGF7. VEGF와와와와    예후예후예후예후    및및및및    세계보건기구세계보건기구세계보건기구세계보건기구    분류분류분류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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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GF에 대한 면역 반응성의 증가는 생존율과 연관성이 없었다 

(P=0.8378). 그리고 면역 반응성과 종양의 등급사이의 경향성도 

증명되지 않았다 (P=0.701). 

 

8. HGF8. HGF8. HGF8. HGF와와와와    예후예후예후예후    및및및및    세계보건기구세계보건기구세계보건기구세계보건기구    분류분류분류분류    

HGF에 대한 면역 반응성의 증가는 생존율과 연관성이 없었다 

(P=0.9097). 그리고 면역 반응성과 종양의 등급사이의 경향성도 

증명되지 않았다 (P=0.550). 

 

9. Vimentin9. Vimentin9. Vimentin9. Vimentin과과과과    예후예후예후예후    및및및및    세계보건기구세계보건기구세계보건기구세계보건기구    분류분류분류분류    

Vimentin에 대한 면역 반응성의 증가는 생존율과 연관성이 없었다 

(그림 7, P=0.3553). 그러나 반응성 없음(1-)과 반응성 

있음(1+,2+,3+) 사이에서는 연관성에 대한 약간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P=0.0777). 면역 반응성과 종양의 등급사이의 

경향성은 증명되지 않았다 (P=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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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Vimentin에 대한 교종의 면역 반응성에 따른 대상 

환자군의 생존 함수. 각 반응성에 따른 평균 생존 기간은 1- : 

37개월, 1+ : 105개월, 2+ : 71개월, 3+ : 69개월이었다. 

 

10. Caspase 310. Caspase 310. Caspase 310. Caspase 3와와와와    예후예후예후예후    및및및및    세계보건기구세계보건기구세계보건기구세계보건기구    분류분류분류분류    

 

Casepase 3에 대한 면역 반응성이 증가할수록 생존율은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다 (그림 8, P=0.0001). 그리고 면역 반응성과 종양의 

등급사이에도 강한 경향성을 보였다 (표 4, P=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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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Caspase 3에 대한 교종의 면역 반응성에 따른 대상 

환자군의 생존 함수. 각 반응성에 따른 평균 생존 기간은 1- : 

153개월, 1+ : 52개월, 2+ : 64개월, 3+ : 19개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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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de 

 I      II      III      IV 

 

Total 

1- 4 9 2 0 15 

1+ 2 6 4 2 14 

2+ 1 2 2 2 7 

Immunoreactivity 

(면역 반응성) 

3+ 0 0 1 4 5 

Total 7 17 9 8 41 

표 4. Caspase3에 대한 교종의 면역 반응성과 세계보건기구 분류. 

갈색으로 염색이 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으며, 면역 반응성과 

종양의 등급사이에 강한 경향성을 보였다 (P=0.000). 

 

11. 11. 11. 11. 세포증식능과세포증식능과세포증식능과세포증식능과    예후예후예후예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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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MCM2와 예후 및 세계보건기구 분류 

MCM 2에 대한 면역 반응성의 증가는 생존율과 연관성이 없었다 

(P=0.4272). 그리고 면역 반응성과 종양의 등급사이의 경향성도 

증명되지 않았다 (P=0.567). 

 

나. Ki-67과 예후 및 세계보건기구 분류 

Ki-67에 대한 면역 반응성의 증가는 생존율과 연관성이 없었다 

(그림 9, P=0.1307). 그러나 (1-), (1+)와 (2+) 사이에서는 

연관성에 대한 약간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P=0.0566). 면역 

반응성과 종양의 등급사이의 경향성은 증명되지 않았다 (P=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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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Ki-67에 대한 교종의 면역 반응성에 따른 대상 환자군의 

생존 함수. 각 반응성에 따른 평균 생존 기간은 1- : 94개월, 1+ : 

67개월, 2+ : 28개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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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IV. IV. IV. 고찰고찰고찰고찰    

 

1. 1. 1. 1. 연구의연구의연구의연구의    의의의의의의의의    

 

교종의 악성도가 증가할수록 예후가 안 좋은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며, 우리의 결과에서도 교종의 악성도가 증가하는 것과 

생존율이 떨어지는 것 사이에 강한 연관성을 보였다. 그러나, 같은 

병리학적 단계의 교종이라도 다른 예후를 보일 수 있는 바, 교종의 

침윤성과의 관계가 확인 된 여러 인자들을 다양한 면역조직화학적 

염색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예후와 비교하여, 그 인자들이 

예후인자로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치료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 2. 2. 2. 교종의교종의교종의교종의    세포외세포외세포외세포외    기질기질기질기질    

 

Laminin, fibronectin, collagen type IV, vitronectin, tenascin, 

hyaluronic acid 등과 같은 세포외 기질은 교종세포의 

이동(migration)과 침윤에 있어서 중요한 기질(substate)임이 

실험적으로 밝혀져 있다 6-11. 이들 중 laminin, fibronectin, 

collagen type I,II, IV,V 등은 혈관의 basement membrane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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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위치한다 12-14. 반면에 vitronectin 과 tenascin은 교종세포 

자체와 연관이 있으며15, 특히 tenascin은 종양의 grade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16, 17. 우리의 결과에서는 

tenascin에 대한 면역 반응성의 증가와 종양의 grade 사이의 

상관관계는 증명되지 않았지만 면역 반응성의 증가가 전체적으로 

생존율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결과는 나왔다. 이는 tenascin이 

기존의 세계보건기구 분류과는 다르게 새로운 예후 인자로서 쓰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소견으로서, 각각의 평균 생존 기간(mean 

survival time)을 통해 환자의 생존 기간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Vitronectin은 정상 두뇌 발달과정에서 세포의 이동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교종에서는 종양 자체내의 extracellular 

matrix에서 주로 발현된다고 알려져 있다 18, 19. 우리의 결과에서는 

Vitronectin은 생존율 및 종양의 등급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collagen type IV의 면역 반응성의 증가는 종양 등급과는 

무관했지만 생존율의 증가와는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보다는 1+, 2+에서 생존율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이하게도 1+보다는 2+에서 더 생존율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명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3. 3. 3. 교종의교종의교종의교종의    세포세포세포세포    표면표면표면표면    부착부착부착부착    분자분자분자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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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표면 부착분자는, 세포내 구조물과 연결되어서 세포막에서 

세포 밖으로 나와 있으면서 세포외 기질 단백질과 상호 작용하여 

종양 세포의 이동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들 

단백질에는 integrin, CD44 and RHAMM, elastin binding protein 

(EBP)등의 HA protein, NI등이 있다. 

 CD 44는 hyaluronan(HA)과 같은 세포외 기질에 대한 세포표면 

수용체로서 20, 교종과 교종 세포주에서 과표현 되어 있으며 세포 

이동(cell migration) 및 전이 등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21, 22. 그러나 우리의 결과에서는 CD44 에 대한 면역 

반응성이 증가할수록 생존율이 좋아지는 양상을 보였으며 이는 

기존의 이론에는 반대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에 반하여 3+보다 

2+에서 생존율이 더 좋게 나타난 것도 역시 설명하기는 어려운 데, 

CD 44 역시 적정량이 있는 경우에 가장 생존율에 유리한 것으로 

생각한다. CD 44 의 면역 반응성과 종양의 등급사이의 경향성은 

증명되지 않았는데 이는 CD 44 가 교종의 grade 와는 관계가 

없다는 이전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23. 

Integrin 은 세포와 세포 사이 혹은 세포와 세포외 기질을 

연계시켜주는 세포표면 부착분자로서 24, 막단백질(transmembrane 

protein) 중 하나로 세포외 도메인(extracellular domain), 혐수성의 



 ３３ 

막분절(membrane spanning segment), 짧은 세포질 

도메인(cytoplasmic domain)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Integrin 은 

17 개의 a-subunit 과 8 개의 b-subunit 에 의한 조합에 의해 

20 가지 이상의 heterodimers 가 존재하며 특정 배위자(ligand)에 

대해서만 반응을 하는데, integrin 은 여러 세포외 기질 단백질 중 

특이한 단백질 순을 인식하며 이중에서도 특히 fibronectin 의 

arginine(RGD) 단백질 순을 가진 것과의 상호 작용은 잘 알려져 

있다. 세포막에서 세포 바깥의 배위자들과 결합한 integrin 

cluster 는 세포골격(cytoskeletal) 요소와 신호(signaling) 요소의 

분자 결합을 촉진하는데 integrin 의 신호 전달은 아직 완전히 

해독되지 않았지만 focal adhesion kinase (FAK), protein kinase C 

(PKC), Src, and mitogenactivated protein (MAP) kinase 등의 

효소의 인산화(phosphorylation)에 관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의 실험에 쓰인 a5b1 integrin 은 fibronectin 에 대한 

receptor 로서의 기능을 가지게 되며, a5b3 integrin 은 vitronectin, 

fibronecti, fibrinogen 등에 대한 receptor 로서의 기능을 가지게 

된다. 

이들 integrin은 정상 발달 뿐아니라 종양의 침윤과 전이와 같은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 24-28. 2001년 

Nathalie Belot 등은 면역조직화학적 염색 방법을 이용하여 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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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in subunit과 a-actinin은 교종 환자의 예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b4 integrin subunit과 b8 integrin subunit은 

오히려 환자의 좋은 예후를 예측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29. 그러나 

우리의 결과에서는 integrin에 대한 면역 반응성과 생존율 및 종양 

등급사이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었다.  

 

4. 4. 4. 4. 교종의교종의교종의교종의    단백분해효단백분해효단백분해효단백분해효소소소소    

 

실제로 교종이 회백질 통로로 따라 쉽게 침윤이 일어나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수초는 말초 신경의 과성장이나 교종 

세포의 이동, 전이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또한 알려져 있다. 

이런 부정적인 영향은 수초 단백질인 N1 antigen 때문인데, 최근 

MT1-MMP(membrane type 1 matrix metalloproteinase)가 수초의 

이런 저항력 변화에 큰 영향을 주어 오히려 수초가 교종 세포의 

이동, 침윤, 전이를 가속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MP-2(matrix metalloprotease 2)와 같은 MMPs 등의 발현 및 

활동성의 증가는 악성 교종의 침윤성과 연관성이 있다는 보고가 

있다 30, 31. 그 기전은 종양, 내피세포 혹은 기질세포(stromal cell) 

등에서 생산된 MMP가 세포외 기질을 파괴시켜서 종양 세포의 

침윤 및 전이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2, 33. MMP-3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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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기전으로 종양의 침윤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4. 그러나 우리의 결과에서는 MMPs에 대한 면역 반응성과 

생존율 및 종양 등급사이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었다. 

 

5. 5. 5. 5. 기타기타기타기타    항체항체항체항체    

 

GFAP는 50-kDa의 세포질내 실모양(filamentous) 단백질로서 

별아교세포(astrocyte)의 세포골격의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GFAP는 성상세포로의 분화를 의미하며, 별아교세포에 특이적이로 

발현한다. 즉, GFAP는 정상 및 병적인 상황모두에서 

별아교세포에서 기원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지이며35, 36, 이 

GFAP가 교종의 악성도가 증가함에 따라 그 양이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35, 37, 38. 우리의 결과도 이와 일치하여 GFAP에 

대한 면역 반응성이 증가할수록 생존율이 좋아지는 결과를 

보였으며 면역 반응성과 종양의 등급사이에서도 강한 경향성을 

보였다.  

VEGF 는 혈관 생성의 중요한 매개자(mediator)로서 교종의 성장 

및 혈관형성(angiogenesis)에 연관되어 있다 39, 40. 악성도가 낮은 

교종보다 높은 교종에서 VEGF 의 발현율이 높다는 것도 

보고되었으며 41, 42, VEGF 의 발현은 혈관증식, 괴사, 미세혈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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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도 등과도 연관이 있음도 보고되었다 39. 2003 년 Sven Wagner 

등은 악성 교종에서 악성도에 따라 혈관 증식이 많다는 점에 착안, 

면역염색방법으로 뇌의 혈관 내피 세포에서 VEGF-R2 가 

TIMPs(tissue inhibitors of matrix metalloproteinases) 분비를 

억제하여 운동성이 억제되어 침윤성이 억제됨을 보고하였다 43. 

그러나 우리의 결과는 VEGF 의 면역 반응성 정도와 생존율 및 

종양 등급사이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었다. 

SF/HGF(Scatter factor/Hepatocyte growth factor)는 혈관증식 

뿐 아니라, 종양 및 혈관내피세포의 전이 및 증식을 유도한다44. 

교종에서도 발현이 되어 악성도의 증가 및 혈관의 양에 연관이 

되는데45, 46, 시험관내(in vitro)에서 교종과 내피세포의 이동 및 

증식을 증가시킨다47, 48. 우리의 결과는 HGF의 면역 반응성 정도와 

생존율 및 종양 등급사이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었다. 

Vimentin은 중간엽세포로의 분화(mesenchymal 

differentiation)를 보여주는 세포골격으로서 vimentin에 대한 면역 

반응성이 증가할수록 예후가 안 좋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우리의 결과에서 vimentin의 면역 반응성 정도와 생존율 및 종양 

등급사이의 연관성을 찾을 수는 없었지만, 반응성 없음(1-)과 

반응성 있음(1+) 사이에서 생존율과의 연관성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좀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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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 6. 6. 세포자멸사세포자멸사세포자멸사세포자멸사 (Caspase 3) (Caspase 3) (Caspase 3) (Caspase 3)    

  

세포자멸(apoptosis)은 정상 및 병적인 상황(종양 등을 포함)에서 

모두 일어난다. 다양한 종양에서 세포자멸의 정도는 종양의 

악성도와는 연관되어 있으나, 예후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49, 50. 우리의 결과는 casepase 3에 대한 면역 반응성이 

증가할수록 생존율이 떨어지며 또한 면역 반응성과 종양의 

등급사이에서도 강한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7. 7. 7. 7. 증식능증식능증식능증식능(Pr(Pr(Pr(Proliferation activity)oliferation activity)oliferation activity)oliferation activity)    

 

종양세포의 증식능은 성장분획(growth fraction)과 한 주기를 

끝마치기까지의 시간에 의해 결정된다. 종양의 증식능과 임상적 

예후 사이에는 강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Ki-67과 MCM-2에 

대한 면역 반응성은 생존율 및 종양 등급과의 사이에서 연관성을 

찾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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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V. V. V. 결론결론결론결론    

 

교종은 다양한 예후를 보이는 일련의 종양군이다. 병리학적 

구분에 의해 임의적으로 네 단계로 나누어서 분류를 하고 있으며, 

교종의 악성도가 증가할수록 생존율이 떨어진다. 그러나 같은 

단계의 종양내에서도 다양한 예후를 갖는 바, 이러한 분류만으로는 

예후를 설명하기에 부족하다. 예후 인자로서의 유용성을 위해 

교종의 침윤 및 전이에 영향을 주는 여러 표지자에 대한 

면역조직화학검사를 시행하였다. 면역반응정도에 따라서 생존율에 

차이를 보여준 것은 tenascin, collagen type IV, CD44, GFAP, 

Caspase 3 였으며, 비록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가능성을 보여준 

것은 Vimentin과 Ki-67이다. 종양 등급과의 연관성이 드러난 것은 

GFAP와 Caspase 3였다.이상의 표지자들을 종양등급과 같이 예후 

인자로서 활용한다면 조직병리학적 등급의 부족한 점을 보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환자의 치료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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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vasiveness of tumors is the histopathological features of the brain 

tumors. Theoretically controlling the invaded tumor cells can helps us treat 

the local tumors and keep the tumors from recurring in the local or distant 

areas. Gliomas, the most common primary brain tumor, sometimes present the 

deep invasion to the normal brain tissues. If you can prevent the invasiveness, 

you can expect the improvement of the treatment outcome. 

You can detachedly analyze the invasiveness of the tumors using the 

immunohistochemical stains. The immunohistochemical stain is the easiest 

and the strongest clinical study with which you can reveal the histological 

characteristics and the genetical variations. Using the immunohistochemical 

stain, we surveyed the immunological responsiveness of the some ma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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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has known to be related to the invasiveness of the gliomas. And we 

compared the result to the prognosis and histopathological characteristics (4 

grades by world health organization). 

41 patients (19 men and 22 women) were included in this study. The age of 

the patients ranged from 3 to 63 years and the follow-up periods ranged from 

4 to 201 months. The survival rates by immunoreactivity of the gliomas to the 

markers showed a difference in the markers: tenascin, collagen type IV, CD44, 

GFAP and caspase 3. The possible difference was noted in the markers; 

vimentin and Ki-67.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immunoreactivity to the 

markers and the glioma grade were noted in the markers: GFAP and caspase 3.     

The glioma is a group of tumors that have a variety of prognosis. The 

prognosis cannot be always explained very well by the common 

histopathological classification. If we use the markers as the prognostic 

factors, we can compensate the paucity of the histopathological classification 

commonly used and we can expect the improvement of the treatment outcome. 

 

Key words : invasiveness, immunohistochemical stain, glioma, prognostic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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