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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ective：To study the expression of apoptosis and bcl-2 in the astrocytic tumors. 
 Patients and Methods：A total of thirty-eight astrocytomas(9 cases in low grade astrocytoma, 12 cases in 
anaplastic astrocytoma and 17 cases in glioblastoma) are included in this study. Immunohistochemical stain 

for bcl-2 using monoclonal antibody, in situ end labelling technique for apoptosis were used. 

Results：The malignant group(anaplastic astrocytoma and glioblastoma) showed significantly higher apoptosis 
positive index(PI) compared to the benign group(low grade astrocytoma)(1.35 vs 0.14). However apoptosis PI and 

bcl-2 PI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ree groups. Correlation between apoptosis PI and bcl-2 PI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p＝0.58). 

Conclusion：This result suggest that apoptosis PI and bcl-2 PI are not related the degree of malignancy in 
astrocytic neoplasm, but apoptosis PI in malignant group was higher possibly due to greater DNA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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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종양의 성장을 결정짓는 데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우

선은 세포의 증식이며, 다른 면은 세포의 사멸이다. 교세포종

에서 세포의 증식은 다양한 면에서 연구되고 있는데 대표적

으로 p53 유전자의 변이5)29), bcl-2 원시종양유전자(pr-

otooncogene)의 발현8), PCNA(proliferating cell nuclear 

antigen)발현14)28) 등이 관련 있다고 알려져 있다. 세포의 

사멸과 종양의 성장과의 관계는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ap-

optosis와의 관계가 여러 저자들에 의해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Apoptosis(programmed cell death)는 태생학적 발생 

및 생리학적 과정으로 발생하며, 종양발생에서 나타나기도 

한다7)33). Apoptotic세포의 사멸은 괴사(necrosis)와는 달리, 

특징적인 세포내 현상이 나타나는데, 세포질의 수축(shrin-

kage)과 nucleosomesize(50∼300kb) 분절 내에서 특이

한 endonuclease에 의해 DNA의 분활이 야기되며5), 이것

이 apoptosis의 생화학적 특이성이다. 최근 보고에 의하면 

p53 유전자의 역할이 손상 받은 세포를 G1기에서 정지시키

며, apoptosis를 유도한다고 알려져 있다5)29). 

반면에 원시종양유전자, bcl-2의 산물인 26-kd 단백은 

apoptosis를 억제하는 것으로 세포 주기중 G0/G1기에 세포

를 정지시켜 오랫동안 생존케 한다8). 

bcl-2 종양단백이 첫 번째 알려진 것은 t(14；18) 전이

가 B-cell 백혈병과 여포성 림프종(follicular lymphoma)

에서 있었다30). 이후 점차 비혈액성 악성종양에서도 발견되

어 현재 전립선6), 직장21), 인후부11), 유방13), 폐종양2) 및 흑

색종양31) 등에서 보고되고 있다. 또한 bcl-2의 발현이 신

경모세포종, 수아세포종, 교모세포종 같은 악성 신경세포계

에서 발견되었다26). 

또한 최근 연구에 의하면 bcl-2 발현이 뇌종양 조직 중 

신경교종 및 수아세포종에서 다양하게 발현됨이 보고되고 

OOOO    

*본 논문은 1997년도 연세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해 이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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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23). 

저자는 성상교세포종의 증식과 사멸에 관계된 인자 중 증

식에 관계된 bcl-2 유전자의 산물인 종양 단백의 발현과 

사멸에 관계된 apoptosis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성상교세포

종의 악성도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대  상 

1986년 1월부터 1997년 12월까지 본원 신경외과에서 

수술적 처치를 하였던 성상교세포종 환자에서 후향적으로 

추적조사가 가능하였던 38예를 대상으로 하였고, 저등급 성

상세포종(low grade astrocytoma) 9예, 역행성 성상세포

종(anaplastic astrocytoma) 12예, 교모세포종(glioblast-

oma)은 17예가 있었다(WHO Classification). 악성과 양성

종양의 구별은 저등급 성상세포종을 양성 종양군으로, 역행

성 성상세포종 및 교모세포종을 악성종양군으로 분류하였다. 
 

2. 방  법 
 

1) Apoptosis, bcl-2 면역조직화학염색 

수술시 적출된 조직을 이용하여, 연속절편의 일부는 Apo-

pTagTM In situ apoptosis detection kit(Oncor, Gai-

thersburg, MD, USA)로 TUNEL(terminal deoxynucl-

eotidyl transferase dUTP Nick End Labeling) assay를 

하여 apoptosis 여부를 검색하였다. 연속 절편이 도말된 sl-

ide를 trypsin(1g/L,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으로 37℃에서 30분간 반응시키고, terminal deo-

xynucelotidyl transferase(TdT)를 처리한 후 37℃에서 

1시간 반응시키고 반응 정지 및 수세 완충 용액을 첨가하여 

37℃에서 30분간 방치하고 반응을 정지시켰다. 그후 pe-

roxidase conjugated anti-Digoxigenin Antibody를 처리

하고 실온에 30분간 방치하고 3, 3'-diaminobenzidine(Zy-

med Laboratoried Inc., South San Francisco, CA, USA)

으로 발색시킨 후 methylgreen으로 대조염색후 검경하였다. 

bcl-2는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약간 수정하여 microwave 

oven에서 98℃로 10분간 끓이고 식힌 후 증류수로 수세하

고, Bcl-2 antibody를 처리하고 4℃에 하룻밤동안 반응시

킨 후, biotinylated anti-mouse IgG, biotinylated anti-

rabbit IgG(DAKO Corp., Carpinteria, CA, USA)와 1시간, 

peroxidase conjugated streptavidin(DAKO Corp., Car-

pinteria, CA, USA)에 1시간 동안 차례로 반응시키고 PBS

로 세척한 후 3-amino-9-ethylcarbazole로 발색시키고 

hematoxylin으로 대조 염색하여 광학 현미경하에서 검색하

였다. 
 

2) 양성지수(positive index：PI) 

400배의 고배율 광학현미경 시야에서 염색이 비교적 잘

된 부위를 5군데 이상 선택하여 최소한 1,000개이상의 종

양세포의 핵 또는 세포질의 숫자를 세어 전체 종양세포수중 

갈색으로 염색된 세포핵 또는 세포질수의 비율을 구하였고 

그 백분율을 양성 지수(positive index)로 정의하였다. 
 

Table 1. Apoptosis PI(positive index) according to the WHO 
astrocytoma classification 

Tumor group 
No. of 

positive case Min-max Mean±SD 

Astrocytoma 3/ 9(33%) 0-1.8 0.41±0.72 
Anaplastic astrocytoma 6/12(50%) 0-9.1 1.41±2.60 
Glioblastoma 11/17(64.7%) 0-6.1 1.31±1.82 

SD：standard deviation, Min：minimum, Max：maximum 

Fig. 1.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photomicrographs of low grade astrocytoma showing higher(A) apoptosis PI(1.8) as 
compared to(B) bcl-2 PI(0). 

AAAA BBBB 



 
 
 
 
 

장연규 · 황  금 · 홍순원 

J Korean Neurosurg Soc/Volume 29/April, 2000 487 

3) 통계분석 

세 군간의 apoptosis, bcl-2 염색 차이의 검증을 위하여 

Oneway Anova test를 사용하였고, apoptosis, bcl-2의 상

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과 Linear regression을, 양

성군과 악성군 종양 사이의 관계는 Student T test를 사용

하였다. 

 

결     과 
 

1. 성상세포종의 WHO분류에 따른 apoptosis 양성지수(PI) 

Apoptosis 면역조직화학염색에서 저등급 성상세포종군의 

경우 33.3%의 양성반응을 보였고, 평균 양성 지수는 0.41 

(0∼1.8)이었으며, 역행성 성상세포종군은 50%의 양성반

응을 보였고, 평균 양성 지수는 1.41(0∼9.1)이고, 교모세

포종군은 64.7%의 양성반응을 보였고, 평균 양성 지수는 

1.31(0∼6.1)이었다. 세 군간에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차

이가 없었다(p＝0.449)(Table 1, Fig. 1, 2, 3). 
 

2. 성상세포종의 WHO분류에 따른 bcl-2 양성지수(PI) 

bcl-2 면역조직화학염색에서 저등급 성상세포종군의 경

우 33.3%의 양성반응을 보였고, 평균 양성 지수는 2.81(0

∼12.6)이었으며, 역행성 성상세포종군은 91.7%의 양성반

응을 보였고, 평균 양성 지수는 4.58(0∼11.2)이고, 교모세포

종군은 58.8%의 양성반응을 보였고, 평균 양성 지수는 4.71 

(0∼44.8)이었다. 세 군간에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

Table 2. Bcl-2 PI(positive index) according to the WHO as-
trocytoma classification 

Tumor group 
No. of 

positive case Min-max Mean±SD 

Astrocytoma 3/ 9(33%) 0-12.6 2.81± 4.73 
Anaplastic astrocytoma 11/12(91.7%) 0-11.2 4.58± 3.87 
Glioblastoma 10/17(58.8%) 0-44.8 4.71±10.94 

SD：standard deviation, Min：minimum, Max：maximum 
p＝0.834 

Fig. 2.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photomicrographs of anaplastic astrocytoma showing higher(A)apoptosis PI(1.0) as 
compared to(B) bcl-2 PI(0.6). 

Fig. 3.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photomicrographs of glioblastoma showing higher(B) bcl-2PI(44.8) as compared to(A) 
apoptosis PI(0.2). 

AAAA B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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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었다(p＝0.834)(Table 2, Fig. 1, 2, 3). 
 

3. 양성 성상세포종군과 악성 성상세포종군간의 apopto-

sis 양성지수(PI) 차이 및 bcl-2 양성지수(PI) 차이 

Apoptosis염색은 양성 성상세포종군의 평균 양성지수는 

0.41이고, 악성 성상세포종군의 평균 양성지수는 1.35였으

며 두 군간의 통계학적 유의성이 있었다(p<0.05)(Table 3). 

bcl-2염색은 양성 성상세포종군의 평균 양성지수는 2.81이

고, 악성 성상세포종군의 평균 양성지수는 4.66이었으며 두 

군간의 통계학적 유의성이 없었다(p＝0.42)(Table 4). 
 

4. Apoptosis와 bcl-2와의 상관관계 

연구대상 전체 군에서 apoptosis와 bcl-2와의 상관관계

를 관찰한 결과 apoptosis와 bcl-2 사이에는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없었다(p＝0.58)(Fig. 4). 

 

고     찰 
 

1974년에 Lockshin 등20)이 특이한 호르몬 및 신경의 신

호들에 의해 metamorphosis에 삽입된 세포의 자연사를 

apoptosis라고 명명하였다. apoptosis는 능동적이고 계획된 

세포사로 정상세포에서 생체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

어나며 후천성 면역결핍증 바이러스에 의한 뇌염 및 치료받

지 않은 악성종양에서도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9)17)24). 또한 모든 뇌종양에서 일어날 수 있으

며, 그 외 방사선, 항암치료제, 호르몬, 세포독성 T 임파구, 

mild hyperthermia(43℃ for 30min), APO-1/Fas 항원

에 대한 항체나 protein kinase C inhibitor에 의해서도 유

도된다고 보고되고 있다17). 또한 촉진요소로 growth factor 

deprivation, glucocorticoid, retinoid, cytotoxic chemic-

als, toxins, physical damage, cytokines 등도 알려져 있다1). 

감지방법으로는 광학현미경검사, 전자현미경검사, 전기영동

법 및 in-situ end labeling 방법이 있으며 그중 전자현미경

검사가 현재까지는 가장 신뢰적인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전자현미경검사를 위해서는 신선한 조직절편이 필

요하며 정량분석은 어렵다16).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인 

in-situ end labeling technique은 1995년 Gavrieli 등3)에 

의해 TUNEL(terminal deoxynucleotidyl transferase-

mediated dUTP-biotin nick end labeling) method로 처

음 소개되었는데, 방법이 쉬우며 파라핀 조직에서의 검출이 

가능하여 후향적 검사가 가능하고 정량분석이 가능하다는 장

점이 있는 반면 괴사세포에 의한 위양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과 조직의 고정과정 중 생길 수 있는 DNA 손상이 

정확한 결과분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15)32). 

1995년 Nakagawa 등22)이 62명의 뇌종양 환자의 종양조직

에서 종양세포의 증식속도가 빠를수록 apoptosis index도 높

은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1995년 Schiffer 등27)은 

신경상피종양에서 apoptotic index와 세포증식능 사이에 통

계학적 유의성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전체군에서 53%(20/38)의 양

성율을 보였고 apoptosis의 양성지수는 0에서 9.1의 범위

를 보였다. 종양세포의 증식지표에 대한 연구는 동반되지 

않았으나 종양의 악성도가 증가할수록 apoptosis의 양성지

수가 의미 있게 증가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조직학적 악성

도가 심해질수록 양성반응의 백분율이 증가함을 볼 수 있어 

Schiffer 등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양성종양과 악성

종양군으로 나눴을 때의 apoptosis 양성지수는 통계학적으

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고, 악성종양군에서 현저히 높음을 

알 수 있었다. 

bcl-2 원시종양유전자는 염색체(chromosome) 18의 long 

arm에 위치하여 26-KD의 단백을 합성하며 이것이 mit-

ochondria의 내측막, perinuclear막 및 endoplasmic reti-

culum에 위치하여21)23), apoptotic cell death의 potential 

Table 4. Bcl-2 PI in benign and malignant groups 

Tumor group No. of positive Min-max Mean±SD 

Benign    3/ 9(33.3%) 0-12.6 2.81±4.73 
Malignant 21/29(72.4) 0-44.8 4.66±8.62 

SD：standard deviation, Min：minimum, Max：maximum 
p＝0.42 

Table 3. Apoptosis PI in benign and malignant groups 

Tumor group No. of positive Min-max Mean±SD 

Benign    3/ 9(33.3%) 0-1.8 0.41±0.72 
Malignant 17/29(58.6) 0-9.1 1.35±2.13 

SD：standard deviation, Min：minimum, Max：maximum 
p<0.05 

Fig. 4. Linear regression graph of correlation between bcl-2
PI and apoptosis PI(p＝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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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er로서 apoptosis 최종단계에 작용하고 종양세포를 

세포주기의 G0/G1 phase에 정지시키거나 APO-1/Fas 항

체를 통한 apoptosis를 막아 생존을 연장시키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8). 또한 bcl-2 family로 bcl-x, box,mcl-1과 

A1 등도 apoptosis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9). 일

부 저자에 의하면 bcl-2 단백은 태생기 동안에 신경기원을 

포함한 체세포에 널리 발현된다고 하며, 성숙한 조직 내에

서는 활발히 분화하는 세포에서 강력하게 발현되는데 이것

은 조직의 morphogenesis와 clonal selection에 작용한다

고 한다21). 

면역조직화학염색상 bcl-2 유전자의 발현정도가 신경교

종의 경우 조직학적 악성도가 높은 종양에서 낮은 종양에 

비해 더 높다는 보고가 있는 반면, 종양의 조직학적 악성도

는 관계가 없으며 반응성 성상세포(reactive astrocyte)에

서도 발현된다는 보고도 있다12)19). 또한 정상세포에서는 발

현이 없으며 악성화될 때 작용한다는 보고도 있다12). Kri-

shna 등26)에 의하면 성상교 세포에서 bcl-2가 악성종양 

발생에 유일한 방편은 아니며, 중추 신경계 손상에 대한 반

응으로 bcl-2가 발현되기도 한다. bcl-2의 과잉 발현은 성

장인자 결핍에 의한 apoptosis 및 화학적 요법 치료나 방사

선에 의한 apoptosis를 억제시키고, 저등급 성상세포종 및 

반응성 성상세포에서는 기능적으로 세포사(cell death)에 

저항적이라 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bcl-2 유전자의 발

현정도가 종양의 조직학적 악성도와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

는 차이가 없었지만 악성군으로 갈수록 bcl-2 발현이 증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최근에는 bcl-2 family중 bax, bad, bak, bcl-X-s는 

apoptosis를 촉진하는 쪽으로, bcl-2, bcl-X-L은 억제하는 

쪽으로 작용하며 그 중 특히 bax：bcl-2 비율이 더 중요한 것

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일부 종양에서는 bcl-2유전자의 발현

이 많을수록 약물치료에 반응이 낮고 재발기간이 짧으며 생존

기간이 짧아 임상적 경과가 나쁜 것으로 알려져 있어 뇌종양의 

예후 판정에 의의가 있음을 알 수 있다는 보고도 있으므로 추

후 bcl-2 family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겠다4)10)25). 

김 등18)의 보고에 의하면, p53변이와 apoptosis사이에는 

의미 있는 양적 상관관계(positive correlation)가 있으나 

bcl-2 유전자와 apoptosis사이에는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한다. 본 연구에서도 bcl-2 유전자와 apoptosis사

이에는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결     론 
 

원시종양유전자이며 apoptosis의 최종단계에서 blocker로 

작용하는 bcl-2는 면역조직화학염색상 성상세포종의 WHO

분류에 의한 3군간에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으며, 양성군

(평균양성지수＝2.81)에 비해 악성군(평균양성지수＝4.65)

에서 현저히 높았으나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다(p＝0.42). 

Apoptosis의 면역조직화학적 염색상 WHO분류에 의한 

grade II, III, IV의 3군간에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으며, 

양성군(평균양성지수＝0.41)에 비해 악성군(평균양성지수

＝1.35)에서 현저히 높았으며 통계학적 유의성이 있었다

(p<0.05). 또한 bcl-2 유전자의 발현정도와 apoptosis 사

이에는 의미 있는 상관관계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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