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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간암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흔한 원발성 암종으로 간세포

암종과 담관암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간세포암종의 원인 

인자로는 B형 간염 바이러스, C형 간염 바이러스, 간경변, 

아플라톡신 등이 있으며(1), 담관암종에서는 간디스토마, 간

내결석, Thorotrast와 같은 화학물질, Caroli's disease와 같이 

선천적으로 확장된 담관 등이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

와 함께 간세포암종은 p53 유전자, Rb 유전자, APC 유전자 

및 β-catenin 등이 발암 과정에 관여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중에서도 β-catenin의 핵내 축적은 β-catenin의 변

이(mutation)를 의미하며, 간세포암종의 예후와도 관련있다

는 보고가 있다(2). β-catenin은 경막단백(trasmembrane pro-

tein)인 cadherin과 세포내막에서 결합하여 α-catenin 및 세

포골격(cytoskeleton)과 연결되어 세포-세포간 접합에 관여

한다(3). 그리하여 β-catenin의 변이가 있으면, 세포간 결합

이 억제되고 조직의 해체(tissue disorganization)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β-catenin은 Wnt 경로의 효과분자(effector mole-

cule)로 세포질에서 핵내로 이동하여 Lef/Tcf (lymphoid enhancer 

factor/T cell factor) 전사 인자로 작용하여 c-myc, cyclin D1 

등의 표적 유전자를 발현시켜 세포 증식에 관여하고 배아 

발생 및 종양 발생에 관여한다(2). 그리고 β-catenin은 그 활

성 신호가 없는 상황에서는 APC 단백 및 GSK (glycogen 

synthase kinase)-3β의 작용에 의해서 쉽게 파괴되나, APC 

유전자 변이, β-catenin 자체 유전자 변이, Wnt 경로의 이상 

등이 초래되면 β-catenin이 세포질내에서 과발현되어 종양 

발생에 관여하게 된다(3,4). 이에 저자들은 우리나라에 흔한 

간세포암종과 담관암종을 대상으로 한 β-catenin의 발현 양

상에 대한 연구가 국내적으로 많지 않아, 면역조직화학방법으

로 각각의 암종을 정상 조직과 비교하여 보면서 발암 과정에

서 β-catenin의 역할을 이해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 다.

재료 및 방법

    1) 재료

  1999년부터 2000년까지의 침생검을 통해서 얻은 간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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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종 33예, 담관암종 20예의 파라핀 포매조직를 대상으로 

하 다. 간세포암종 및 담관암종은 임상소견, 조직소견 및 

AE1 (Zymed, San Francisco, CA), CK19 (NeoMarkers, Pre-

mont, CA) 등의 면역염색을 통하여 감별 진단 및 확진된 

원발성 암종을 대상으로 하 다. 암종에 대한 대조군으로

는 외과적으로 절제된 7예의 정상 간조직을 대상으로 하 다.

    2) 면역조직화학적 염색

  조직편을 상용화된 ProbeOn-plus slide (Fisher Scientific, 

Pittsburg, PA)에 부착하여 고정한 후 xylene으로 파라핀을 

제거하여 증류수에 함수시켰다. Citrate buffer (pH 6.0)에 조

직이 부착된 슬라이드를 넣고 15분간 microwave로 처리한 

후 Immuno/DNA 완충액(Research Genetics, Huntsville, AL)

으로 세척하 다. 3% 과산화수소수로 30분간 처리한 후 

protein blocker (Research Genetics)로 30분간 처리했다. 그리

고 β-catenin (1：50, Zymed) 1차 항체로 처리하 다. 그 후 

2차 항체를 가하고 AEC (Zymed)로 발생시켰다. Mayer's 

hematoxylin으로 대조 염색을 하고 Universal Mount (Research 

Genetics)로 봉입한 후 관찰하 다.

    3) 조직학적 등급 및 면역조직화학적 염색 판독

  분화도의 조직학적 등급은 이미 임상에 보고된 것을 참고

로 하여 저등급과 고등급으로 분류하 으며, β-catenin의 

염색은 세포질막 또는 세포질에 미만성으로 염색된 것 그

리고 세포질막 및 세포질에 미만성으로 모두 염색된 것을 

모두 세포질형으로 분류하고 세포질막 또는 세포질 염색 

유무에 무관하게 핵에 염색된 것을 핵형으로 분류하 다.

    4) 통계학적 분석

  정상과 암종세포 사이에 β-catenin의 세포질 발현과 핵내 

발현 사이의 비교를 위해서 chi-square 법을, 그리고 고등급 

분화 암종 내에서 세포질 발현과 핵내 발현 사이의 비교를 

위해서는 two proportions 법을 사용하여 각각 p값이 0.05 미

만인 경우를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다고 판단하 다.

결      과

  7예의 정상 간조직에서는 β-catenin에 모두 양성이었으며 

Fig. 1.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for β-catenin in the normal 

hepatocytes and bile ducts. Cytoplasmic membrane is 

positive, and no nuclear staining is noted (×200).

Fig. 3.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for β-catenin in the low 

grade cholangiocarcinoma. Nuclear staining is noted (×

100).

Fig. 2.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for β-catenin in the high 

grade hepatocellular carcinoma. Nuclear staining is noted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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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 양상은 간세포 및 담관세포 모두에서 세포막을 따라

서 염색되었고, 일부 간세포 및 담관세포는 세포질에 미만

성으로 염색되었으나 핵내 염색은 간세포 및 담관세포 모

두에서 발현되지 않았다(Fig. 1). 간세포 및 담관세포외에 

림프구 및 섬유세포 등에는 염색되지 않았다. 간세포암종 

33예 중 32예(97%)가 β-catenin에 양성이었으며(Fig. 2), 세

포질 또는 세포막에 염색된 세포질형이 22예(67%)이었고, 

핵 및 세포질에 염색된 핵형은 10예(30%) 으며, 핵형 10예 

중 3예(30%)는 핵내에만 염색되었다. 세포질형 22예 중 4예

(18%), 핵형 10예 중 5예(50%)가 고등급 간세포암종이었다. 

간세포암종의 세포질형 염색에서 세포질에 염색되는 경향

이 정상 간세포보다 많았다. 담관암종 20예 중 18예(90%)가 

β-catenin에 양성이었으며(Fig. 3), 2예(10%)는 핵형, 16예

(80%)는 세포질형이었다. 핵형 2예 중 1예(50%)가 고등급 

담관암종이었으며, 세포질형 16예 중 5예(31%)가 고등급 

담관암종이었다. 담관암종의 세포질형 염색에서 정상 담관

에서 보다 세포질에 좀 더 염색되는 경향이 있었다. 통계학

적으로 β-catenin이 정상 간세포보다 암종 간세포에서 의미 

있게 핵내 발현이 높았으나(Table 1), 정상 담관세포와 담관 

암종세포 사이의 핵내 발현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

다. 암종의 분화도 측면에서는 고등급 간세포암종에서 통

계학적으로 의미 있게 핵내 발현이 높았고 전체 암종을 대

상으로 했을 때도 고등급 암종에서 핵내 발현이 의미 있게 

높았다(Table 2). 그러나 담관암종에서는 고등급 암종의 세

포질 발현과 핵내 발현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또한 간세포암종과 담관암종 사이의 핵내 발현 빈도에는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고      찰

  β-catenin은 세포 접합에 관여하면서 Wnt 경로의 세포질

내 물질로 작용한다. β-catenin의 대부분은 α-catenin 그리

고 경막단백인 cadherin의 세포질 내 부위와 결합하여 세포

간 결합에 주로 작용하며 주로 세포질의 내막쪽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적은 양의 β-catenin이 핵내 및 세포질에 있으

며 이는 주로 Wnt 경로의 향을 주로 받는다. 자극이 되지 

않은 정상 세포의 β-catenin은 APC 단백, GSK-3β 및 ubiquitin 

ligase-proteosome system에 의해서 쉽게 파괴된다. 그러나 

APC 유전자 변이, β-catenin유전자 자체 변이, Wnt 신호가 

이런 파괴 과정을 방해하여 세포질 내 β-catenin의 축적을 

초래하게 된다. 그리고 이어서 Lef/Tcf 전사 인자가 작용하

는 핵내로 이동하게 되어, β-catenin과 Lef/Tcf와 결합하여 

작용을 나타낸다(2∼4). 그리고 c-myc, cyclin D1 유전자 등

이 Wnt/β-catenin에 의해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현되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5∼8). 최근 간세포암종에서 

β-catenin 유전자 exon 3 부위의 변이가 17∼34%까지 다양

하게 보고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면역조직화학적으로 핵

내 β-catenin 발현은 β-catenin 유전자 변이와 접한 관련

이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2,9∼11). β-catenin 유전자의 exon 

3 부위는 β-catenin의 파괴와 연관된 인산화와 ubiquitination

이 관련되어 있는 부위이다(9).

  본 연구의 비종양성 간 조직에서 β-catenin에 대한 면역

조직화학적 염색 결과 간세포 및 담관세포의 세포막 또는 

세포질에 β-catenin이 염색되었으며, 이는 다른 보고와 일

치하는 결과 으며(1,8), 정상 간에서 β-catenin의 핵내 발현

이 본 연구에서 없었다. 이 또한 간세포암종 주위의 간경변 

부위나 이형성 부위에서는 β-catenin의 핵내 발현이 면역조

직화학적으로 없었다는 보고(2,9)와 일치하는 소견이었다. 또

한 간이 아닌 식도의 편평세포암종을 대상으로 한 연구(4)에

서도 암종을 제외한 정상 조직에서 β-catenin의 세포막 발현

은 있었으나 핵내 발현이 없다는 보고와도 일치하는 소견

이었다. 이런 점으로 보아 면역조직화학적으로 β-catenin

의 핵내 발현은 정상 조직에서는 일반적으로 발현되지 않

고 세포막 또는 세포질에만 발현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간세포암종에서 β-catenin의 핵내 발현은 17∼34%까지 다

양하게 보고(2,9)되고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30%가 핵 

또는 핵 및 세포질(세포막)에서 발현하고 있었다. 간세포암

종에서 β-catenin의 핵내 발현이 면역조직화학적으로 있는 

Table 1. Positive rates of β-catenin expression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Nucleus (%)* Cytoplasm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Normal  0/7 (0)  7/7 (100)

Hepatocellular carcinoma 10/33 (30) 22/33 (67)

Cholangiocarcinoma  2/20 (10) 16/20 (8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normal hepatocyte and 

hepatocellular carcinoma (p≤0.05).

Table 2. Rates of high grade carcinoma according to positive ex-
pression of β-catenin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Nucleus (%) Cytoplasm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Hepatocellular carcinoma* 5/10 (50) 4/22 (18)

Cholangiocarcinoma 1/2 (50) 5/16 (31)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β-catenin expression is common in the nucleus of the high grade 

hepatocellular carcinoma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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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β-catenin 유전자 변이는 45∼70%까지 보고되고 있

으며, 핵내 발현 없이 세포막 또는 세포질에만 염색된 경우

에서 β-catenin의 유전자 변이는 0∼8%까지 보고되고 있다

(2,9,10). 본 연구의 간세포암종에서 β-catenin의 핵내 발현

이 30% 으나, 연구 조직이 매우 작은 침생검이라서 염기

서열분석을 시행하지 못해 β-catenin의 정확한 유전자 변이 

빈도를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β-catenin의 핵

내 발현은 분화가 나쁜 고등급 간세포암종에서 많이 발현

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β-catenin의 핵내 발현이 발암과

정 및 예후에 향을 줄 수 있는 인자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런데 간세포암종에서 β-catenin

이 핵내에서 발현된 경우에 좀 더 Ki-67 증식지수가 높아 

예후가 나쁠 것으로 보고(2)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세포

질 또는 세포막에서 β-catenin이 발현되는 경우에서 좀 더 

종양이 크고, 분화도 나쁘고, 예후가 나쁜 것으로 보고(9,11)

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조직학적으로 고등급 간세포암

종이 예후가 나쁠 수 있지만 그 향은 미비한 것으로 보고

(12)하고 있어서 β-catenin의 핵내 발현 및 유전자 변이가 

발암 과정에는 관여할 것으로 생각되나 예후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었다. 본 

연구의 담관암종에서 β-catenin의 면역조직화학적 발현이 

세포질형 90%, 핵형이 10% 는데, 이는 담관암종에서 핵내 

발현을 언급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지만(13) 핵내 발현은 암

종에서만 발현되고 그 빈도는 15% 정도로 보고(14,15)하는 

것과는 본 연구 결과의 발현 양상이 유사하 다. 유전자변

이 정도는 담도계 암종에서 β-catenin 유전자 변이가 7.5%

이었다는 보고(16)가 있으나, 이와 반대로 간내 담관암종에 

대한 β-catenin 연구에서 유전자 변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는 보고도 있었다(14). 담관암종의 예후와 관련되어서는 담

관암종의 예후와 조직학적 등급 사이에 관련이 있다는 보

고(17)가 있어 β-catenin의 핵내 발현과 예후는 관련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간세포암종에서 처럼 좀더 많은 연구

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정상 

담관에서는 핵내 발현이 없다가 암종에서 발현되고, 또한 

고등급 암종인 경우 β-catenin이 세포질 발현보다 핵내 발

현이 높은 경향을 보 으나 통계학적으로는 의미 있는 차

이가 없었는데, 이는 담관암종에서 핵내에 발현된 예가 적

었기 때문으로 생각했다. 또한 본 연구에서 통계학적 의미

는 없었지만 담관암종의 β-catenin 핵내 발현 빈도가 간세

포암종의 핵내 발현 빈도보다는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고, 

또한 다른 연구 보고의 담관암종 및 간세포암종에서도 핵

내 발현을 각각 15%와 17∼34%로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핵내 발현은 담관암종에서 보다 간세포

암종에서 많이 발현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되었다. 그리

고 간세포암종 및 담관암종의 세포질형 염색 형태에서 세

포막과 세포질이 같이 염색되고 한쪽으로 분류하기 힘들어 

구분하지 않았지만 간세포암종 및 담관암종에서 정상 세포

에서 보다 세포막 염색의 빈도가 감소했는데, 이는 암종에

서 세포막의 염색 정도가 떨어지고 이는 암종의 분화도 및 

조직학적 형태에 관련 있다는 보고(13∼15)와 일치하는 소

견으로 생각되었다. 이런 세포막 염색의 변화는 세포가 암

종으로 진행하면서 β-catenin의 정상적인 세포간 접합 기능

의 소실과 관련있으며 또한 암종의 침윤성과도 관련있을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13∼15).

  결론적으로 β-catenin은 정상 간세포 및 담관세포에서 모

두 발현될 수 있으나 이는 대부분 세포막에서 발현되는데 

비해서, 핵내 발현은 암종 특히 간세포암종에서 더 많이 이

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β-catenin의 핵내 발현의 

임상적 의미 등은 좀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되었다.

결      론

  β-catenin는 정상 간세포 및 담관세포에서 세포막 또는 

세포질에서 발현되었으나 핵내 발현은 없었다. 유전자 변

이를 동반할 수 있는 β-catenin의 핵내 발현은 간세포암종 

및 담관암종에서만 발현되었으며, 발현 빈도는 각각 30%, 

10%이었다. 또한 간세포암종에서 β-catenin의 세포질형 

18%, 핵형 50%에서 조직학적으로 분화가 나쁜 고등급 암

종이 으며, 담관암종에서는 β-catenin의 세포질형 31%, 핵

형 50%에서 고등급 암종이었다. 그리고 암종에서 세포막 

염색의 빈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점으로 보아 

β-catenin의 핵내 발현 및 세포막 염색의 약화는 발암과정 

및 예후에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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