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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This experiment was designed to study the cell kinetics of hepatocellular carci-
noma (HCC) in both hepatitis B virus X (HBx) transgenic mice and humans. Methods : The
immunohistochemical stain of proliferating cell nuclear antigen (PCNA) and TdT-mediated
dUTP-biotin nick end labeling (TUNEL) assay of apoptosis were used on formalin fixed-paraf-
fin embedded tissues. Results : PCNA labeling indices (PCNA-LI) in the liver of HBx trans-
genic mice were markedly increased in HCC (11.3%) compare to the dysplastic areas (1.3%)
and in the liver of non-transgenic littermates (0.1%).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of
PCNA-LI in the dysplastic areas between HCC developed mice and non-HCC developed
mice. Apoptosis labeling indices (Apoptosis-LI) in both the dysplastic areas and HCC of HBx
transgenic mice were similar to those of non-transgenic littermates. PCNA-LI was markedly
increased in human HCC (28.9%) compare to the background of HCC (2.9%) and the control
liver (2.9%). Apoptosis-LI was decreased in human HCC (0.3%) compare to the background
of HCC (0.4%) and the control liver (1.0%). Conclusion : There is a marked increase of cell
proliferating activity in human HCC and in HCC of HBx transgenic mice, and there is a
decrease of apoptosis in human HCC, but not in HCC of HBx transgenic mice.

Key Words : Transgenic, Hepatocellular, Carcinoma, Proliferating cell nuclear antigen, Apop-
t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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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patitis B Virus X 형질전환 생쥐와 인체 간세포암종에서 Proliferating

Cell Nuclear Antigen 발현과 자멸사

B형 간염 바이러스는 hepadna virus의 일종으로 인체에 급

성 또는 만성 간염을 일으키고, hepatitis B virus X (HBx)

단백은 in vitro에서 간세포암종을 일으키며, 이는 c-myc이나

c-jun 등의 전암 유전자 활성화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알려져

있다.1-4 한편 HBx 유전자와 간세포암종과의 관계에 한 in

vivo 연구는 Kim 등5에 의해 HBx 형질전환 생쥐에서 간세포

암종이 발생하 다고 보고되었으나, 다른 연구자들은 HBx 형

질전환 동물에서는 양성 종양만 발생될 뿐 간세포암종은 발생하

지 않았다고 하 다.6-8 그러나 HBx 형질전환 생쥐에서 간세포

암종이 발생한다는 Yu 등9의 보고로 HBx 유전자와 간세포암

종 사이의 관계가 명확해짐에 따라, 간세포암종의 연구에 HBx

형질전환 동물이 많이 이용될 전망이다. 따라서 HBx 형질전환

동물에서 발생된 간세포암종과 인체에서 발생된 간세포암종의

생물학적 성상을 비교하는 것은 추후 간세포암종의 연구에 도움

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악성 종양의 성장은 세포의 증식능과 세포의 사망, 특히 자멸

사의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악성 종양에서는 세포

의 증식능이 증가한 반면 자멸사 세포는 감소한다고 하 으나,

종양의 종류에 따라서는 서로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10 이에 간세포암종의 생물학적 성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proliferating cell nuclear antigen (PCNA) 표지 지수와 자멸

사 세포 지수를 측정하여, HBx 형질전환 생쥐와 인체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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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HBV 감염이 연관된 간세포암종의 생물학적 성상을 비교 관

찰하고자 한다.

재료와 방법

HBx 형질전환 생쥐의 개발

본 연구에 이용된 HBx 형질전환 동물은 Yu 등9의 방법에

의해 확립된 HBx 형질전환 생쥐 다. 이를 간략히 설명하면,

암컷 C56BL/6×DBA 생쥐에서 채취한 수정란에 HBx 유전자

가 포함된 DNA를 미세주입한 후, DNA가 주입된 수정란을 위

임신된 동종의 암컷 생쥐에 이식하여 사육하 고, 그 결과 출생

된 생쥐에서 Southern blot 방법을 이용하여 형질전환 여부를

확인하 다. 이상의 방법에 의해 1마리의 founder 생쥐가 개발

되었으며, HBx 유전자는 안정적으로 후손에 전달된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HBx 형질전환 생쥐의 간세포에서 HBx 단백 발현

을 확인하 다.

HBx 형질전환 생쥐와 인체 간세포암종의 병리학적 소견

간세포의 이형성 변화는 모든 HBx 형질전환 생쥐에서 관찰

되었고, 이러한 변화는 출생 후 월령이 증가할수록 심하 다. 육

안 검사로는 관찰되지 않았지만 현미경 검사로 확인된 간세포암

종은 출생 6개월부터 관찰되었으며(Fig. 1A), 육안 검사로 확인

된 간세포암종은 부분 출생 11개월 후에 확인되었다(Fig.

1B). 본 연구에 이용된 실험동물은 HBx 형질전환을 시행하지

않은 정상 조군 생쥐 5마리와 HBx 형질전환을 시행한 실험군

생쥐 26마리 다. HBx 형질전환 생쥐는 육안 및 현미경 검사로

간세포암종이 발견되지 않은 생쥐 14마리와, 육안 또는 현미경

검사로 간세포암종이 확인된 생쥐 12마리(현미경 검사만으로 확

인된 생쥐 5마리 및 육안 검사로 확인된 생쥐 7마리) 다. 

인체 간세포암종은 원광 학교 병원에서 외상 또는 간담석증

으로 부분 간 절제술을 시행한 정상 조군 10예와, 간세포암종

으로 부분 간 절제술을 시행한 22예를 상으로 하 다. 인체

간세포암종은 혈청 검사상 HBs 항원 양성, anti-HBs 음성,

anti-HCV 음성인 환자를 상으로 하 으며, 간세포암종의 조

직학적 분화 정도는 고분화형 1예, 중등도 분화형 16예, 저분화

형 5예 다. 인체 간세포암종 주변에서의 간경변증 소견은 14예

에서 관찰되었으며, 간세포암종 주변의 간염 정도는 경도 6예,

중등도 8예, 고도 8예 다. 

PCNA 면역조직화학 염색

10% 중성 포르말린으로 고정하여 파라핀에 포매된 조직을

4 m 두께로 박절하여 통상의 탈파라핀과 탈수 과정을 거친

뒤, 3% 과산화수소로 5분간 처리하여 내인성 peroxidase의 작

용을 차단하 다. 완충액(Research genetics, AL, U.S.A.)으로

2회 세척하고, 단백 억제 용액(Research genetics, AL,

U.S.A.)으로 3분간 처리하 으며, 항체 희석액을 이용하여 1:50

으로 희석한 단클론 PCNA-PC10 항체(DAKO, CA, U.S.A.)

용액에 4℃에서 하룻밤 부치하 다. 완충액으로 3회 세척한 후,

2차 항체(Research genetics, AL, U.S.A.)를 처치한 다음 sta-

ble fast red TR (Research genetics, AL, U.S.A.)로 발색하

고, 헤마톡실린으로 조 염색을 시행하 다. 비특이 염색의 가

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염색 과정에서 일차 항체 신 완충액

을 처리하고, 나머지 과정은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한 것을 음성

조군으로 하 다. 양성 조 염색으로는 동일한 방법으로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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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 Photomicrographs show microscopically identified hepatocellular carcinoma (A) and grossly identified hepatocellular carcinoma
(B) in the liver of hepatitis B virus X transgenic mice.



색을 시행한 인체 위점막을 이용하 다. 

PCNA 염색의 판정은 병변 부위에서 염색성이 양호한 부위

를 골라 20배 물렌즈 시야에서 사진 촬 하여 핵이 뚜렷한 적

색으로 염색된 세포를 PCNA 양성 세포로 판정하 으며, 1,000

개 이상의 세포를 판독한 후 양성 세포 백분율을 구하고 이를

PCNA 표지 지수(PCNA-LI)로 하 다.

TdT-mediated dUTP-biotin nick end labeling (TUNEL)

assay 및 판정

자멸사 세포를 염색하기 위하여 Apotag apoptosis in situ

detection kit (Oncor, MD, U.S.A.)를 사용하 으며, 염색 과정

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파라핀에 포매된 조직을 4 

m 두께로 박절하여 파라핀을 제거하고, 3% 과산화수소로 처리

한 다음 20 g/mL proteinase K (Boehringer Mannheim,

Mannheim, Germany)를 실온에서 15분간 반응시킨 후, 증류수

로 수세하 다. Apotag apoptosis in situ detection kit에 포함된

완충액을 처치한 다음 TdT 효소 용액을 37℃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키고, stop/wash 완충액을 10분간 반응시킨 다음 anti-

digoxigenin peroxidase에 30분간 반응시켰다. Diaminobenzidine

으로 발색하고 methyl green으로 조 염색하 다. 음성 조

염색은 TdT 효소를 첨가하지 않은 완충액을 사용하 으며, 양성

조 염색은 인체 구개 편도조직을 이용하 다. 

자멸사 세포의 판정은 농축된 핵이 갈색으로 뚜렷하게 염색되

어 있거나, 갈색으로 염색된 핵 주위에 투명 를 가진 세포를

양성으로 판정하 으며, 40배 물렌즈 시야에서 사진 촬 하여

1,000개 이상의 세포를 판독한 후 양성 세포 백분율을 구하고,

이를 자멸사 세포 지수(Apoptosis-LI)로 하 다.

통계

각 실험군 간의 PCNA 표지 지수와 자멸사 세포 지수에 한

통계학적 검증은 unpaired, Student-t test를 이용하 으며 p 값

이 0.05 미만인 경우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하 다.

결 과

정상 조군과 HBx 형질전환 생쥐의 PCNA 표지 지수

(Table 1)

형질전환을 시키지 않은 정상 조군 생쥐의 간세포에서는

간세포암종의 증식분획과 자멸사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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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hotomicrographs show the proliferating cell nuclear anti-
gen (PCNA) positive cells in the liver of non-transgenic littermate
(A), mild increase of PCNA positive cells in the dysplastic area
(B) and marked increase of PCNA positive cells in the  hepato-
cellular carcinoma (C) of the hepatitis B virus X transgenic mice. 



PCNA 표지 지수가 0.1±0.09% (Fig. 2A), HBx 형질전환 생

쥐의 이형성 병변에서는 1.3±1.40% (Fig. 2B), HBx 형질전

환 생쥐의 간세포암종 부위에서는 11.3±6.59%로(Fig. 2C), 정

상 조군, HBx 형질전환 생쥐의 이형성 병변, 간세포암종 순

서로 PCNA 표지 지수가 증가하 다(p<0.001). 한편 HBx 형

질전환 생쥐에서 관찰되는 이형성 병변의 PCNA 표지 지수를

월령에 따라 조사한 결과, 4-10개월 군은 1.0±1.41%, 11-17개

월 군은 1.4±1.40%로 월령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아울러 HBx

형질전환 생쥐의 이형성 병변에서 PCNA 표지 지수를 간세포

암종의 발생 여부와 관련하여 조사한 결과, 간세포암종이 발생

하지 않았던 생쥐에서는 1.1±1.74이었고, 간세포암종이 발생한

생쥐에서는 1.4±0.90으로 서로 비슷하 다. 한편 HBx 형질전

환 생쥐에서 발생된 간세포암종의 발생 시기에 따른 PCNA 표

지 지수의 차이를 관찰한 결과, 현미경 검사에 의해서만 확인이

가능했던 조기 상태 간세포암종에서의 PCNA 표지 지수는 7.7

±5.71%이었으며, 육안 검사로 종괴의 발견이 가능했던 진행된

간세포암종에서의 PCNA 표지 지수는 15.3±5.29%로, 육안 검

사로 확인 가능했던 간세포암종에서 PCNA 표지 지수가 증가

하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p<0.05). 

정상 조군과 HBx 형질전환 생쥐의 자멸사 세포 지수

(Table 2) 

형질 전환을 시키지 않은 정상 조군 생쥐의 간세포에서는

자멸사 세포 지수가 0.2±0.09%, HBx 형질전환 생쥐의 이형성

병변에서는 0.2±0.14% (Fig. 3A), HBx 형질전환 생쥐의 간

세포암종 부위에서는 0.2±0.12%로(Fig. 3B), 정상 조군,

HBx 형질전환 생쥐의 이형성 병변, 간세포암종 모두 비슷하

다. HBx 형질전환 생쥐의 이형성 병변에서의 자멸사 세포 지수

를 월령에 따라 조사한 결과, 4-10개월 군은 0.2±0.08%, 11-17

개월 군은 0.2±0.16%로 월령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아울러

HBx 형질전환 생쥐의 이형성 병변에서의 자멸사 세포 지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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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s n Range (%) Mean±SD (%)

Normal liver in non-transgenic littermate 5 0.1-0.3 0.2±0.09
Dysplastic area in HBx transgenic mice 26 0-0.6 0.2±0.14

4-8 months 9 0.1-0.3 0.2±0.08
11-17 months 17 0-0.6 0.2±0.16
Without bearing of HCC 14 0.1-0.6 0.2±0.14
With bearing of HCC 12 0.-0.5 0.2±0.14

HCC in HBx transgenic mice 12 0-0.5 0.2±0.12
Microscopically identified 5 0-0.3 0.2±0.06
Grossly identified 7 0-0.5 0.2±0.17

Table 2. Apoptosis-labeling indices (Apoptosis-LI) in the nor-
mal liver of  non-transgenic littermate, dysplastic area and hep-
atocellular carcinoma (HCC) of hepatitis B virus X (HBx) trans-
genic mice

a: p<0.001, compared to non-transgenic littermate; b: p<0.001, com-
pared to dysplasia; c: p<0.05, compared to microscopically identified
HCC.

Groups n Range (%) Mean±SD (%)

Normal liver in non-transgenic littermate 5 0-0.3 0.1±0.09
Dysplastic area in HBx transgenic mice 26 0-5.6 1.3±1.40

4-8 months 9 0-4.1 1.0±1.41
11-17 months 17 0-5.6 1.4±1.40
Without bearing of HCC 14 0-5.6 1.1±1.74
With bearing of HCC 12 0.3-2.9 1.4±0.90

HCC in HBx transgenic mice 12 2.0-21.3 11.3±6.59a,b

Microscopically identified 5 2.0-20.3 7.7±5.71
Grossly identified 7 7.5-21.3 15.3±5.29c

Table 1. Proliferating cell nuclear antigen-labeling indices
(PCNA-LI) in the normal liver of non-transgenic littermate, dys-
plastic area and hepatocellular carcinoma (HCC) of  hepatitis
B virus X (HBx) transgenic mice

A B

Fig. 3. Photomicrographs show apoptotic cells in the dysplastic area (A) and hepatocellular carcinoma (B) of hepatitis B virus X transgenic mice.



간세포암종의 발생 여부와 관련하여 조사한 결과, 간세포암종이

발생되지 않았던 생쥐와 간세포암종이 발생한 생쥐 모두 0.2±

0.14%로 동일하 다. 한편 HBx 형질전환 생쥐에서 발생된 간

세포암종의 발생 시기에 따른 자멸사 세포 지수의 차이를 관찰

한 결과, 현미경 검사에 의해서만 확인이 가능했던 조기 간세포

암종에서의 자멸사 세포 지수는 0.2±0.06%, 육안 검사로 종괴

의 발견이 가능했던 진행형 간세포암종에서의 자멸사 세포 지수

는 0.2±0.17%로, 두 군 모두 비슷하 다. 

인체 조군과 간세포암종의 PCNA 표지 지수와 자멸사

세포 지수(Table 3)

외상 또는 간담석증으로 간 부분절제술을 시행한 정상 조군

의 PCNA 표지 지수는 2.9±2.36% 으며(Fig. 4A), 간세포암

종으로 간 부분절제술을 시행한 간세포암종 주변의 PCNA 표

지 지수는 2.9±3.40% 고(Fig. 4B), 간세포암종 부위의

PCNA 표지 지수는 28.9±25.18% 다(Fig. 4C). 따라서 인체

간세포암종의 PCNA 표지 지수가 조군의 간세포와 간세포암

종 주변에서는 서로 비슷하 으나, 간세포암종 부위에서는 매우

증가하 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p<0.001).

외상 또는 간담석증으로 간 부분절제술을 시행한 정상 조군

의 자멸사 세포 지수는 1.0±0.60% 으며, 간세포암종으로 간

부분절제술을 시행한 간세포암종 주변의 자멸사 세포 지수는

0.4±0.20% 고(Fig. 5A), 간세포암종 부위의 자멸사 세포 지

수는 0.3±0.18% 다(Fig. 5B).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인체

간세포암종의 자멸사 세포 지수는 조군의 간세포에 비해 간세

포암종 주변에서 감소하 으며(p<0.05), 간세포암종에서 더욱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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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4. Photomicrographs show proliferating cell nuclear antigen
(PCNA) positive cells in the liver of human control liver (A), mild
increase of PCNA positive cells in the background liver of human
hepatocellular carcinoma (B) and marked increase of PCNA
positive cells in the human hepatocellular carcinoma (C).

Control liver : Partial hepatectomy groups due to trauma or intrahepatic
stone; a: p<0.001, compared to control liver; b: p<0.001, compared to
tumor background; c: p<0.05, compared to control liver; d: p<0.01,
compared to control liver.

PCNA-LI (%) Apoptosis-LI (%)

Range Mean±SD Range Mean±SD

Control liver 10 0.3-7.2 2.9±2.36 0.2-2.1 1.0±0.60
Tumor background 22 0.2-15.5 2.9±3.40 0.1-0.9 0.4±0.20c

HCC 22 0.9-83.3 28.9±25.18a,b 0-0.8 0.3±0.18d

Table 3. Proliferating cell nuclear antigen-labeling indices
(PCNA-LI) and apoptosis-labeling indices (Apoptosis-LI) in
control liver, tumor background and human hepatocellular car-
cinoma (HCC)

Groups n



고 찰

형질전환 동물 기법은 인체 질환과 유사한 병변을 갖는 실험

동물을 개발하는 데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간세포암종을 유발

하는 형질전환 동물에 이용되는 유전자로는 hepatitis B virus,

HBx, hepatitis C virus, H-ras 유전자 등이 있다.5,9,11-15 HBx

형질전환 생쥐에서 발암 물질의 투여 없이 간세포암종이 발생했

다는 Kim 등5과 Yu 등9의 보고에 의해 HBx 유전자가 간세포

암종의 발생에 중요한 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악성 종양의 생물학적 특성에서 종양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세포 증식과 세포 소실이다. 세포 증식은 증식 중인 세포의 수

와 관계가 있고, 세포 소실은 괴사 또는 자멸사에 의해 일어나

는데, 자멸사가 종양 세포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주로 관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10 세포 증식능과 자멸사 세포를 측정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파라핀 포매 조직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세

포 증식능 측정에는 PCNA 면역조직화학 염색이 많이 이용되

고 있으며, 자멸사 세포 측정에는 TUNEL 방법이 많이 이용되

고 있다. 

cyclin으로 알려져 있는 단백질인 PCNA는 세포 주기 중

G1/S기에 한 조직학적 표지자로 인정되고 있으며, 휴지기 세

포를 제외한 부분의 세포 주기 세포에서 발현된다.16 인체 정

상 조군 간에서의 PCNA 표지 지수는 본 연구 결과 2.9%로

Tadashi 및 Yasuni17의 2.69%와 비슷하 으나, Nakajima 등18

의 0.78%보다는 높은 결과 다. 인체 간세포암종의 종양 주변

조직에서 관찰한 PCNA 표지 지수는 본 연구 결과 2.9%로

조군과 비슷한 소견을 보 으며, Kitamoto 등19의 1.9% 및

Nakajima 등18의 1.96%보다 약간 높은 결과를 나타냈으나,

Tiniakos 및 Brunt20의 4.17%보다는 낮았다. 간세포암종에서의

PCNA 표지 지수는 간세포암종의 분화도에 따라 분화도가 나쁠

수록 증가하며, 종양의 크기가 클수록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4.83%에서 38.7%까지 다양하게 나타났고,17,19-22 본

연구 결과는 28.9%로 비교적 높은 범주에 속하 다. 간세포암

종에서의 PCNA 표지 지수는 조군이나 간세포암종 주변에

있는 간세포에 비해 매우 높은 PCNA 표지 지수를 나타냄으로

써 세포의 증식능이 간세포암종에서 매우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HBx 형질전환 생쥐의 간세포 증식능에 해 Yu 등9

은 간세포암종에서 PCNA 양성 세포수가 증가한다고 기술하

고, Koike 등23은 Bromodeoxyuridine을 이용한 연구로 전암 병

변에서 세포 증식능의 증가가 관찰된다고 하 다. 본 연구 결과

형질전환을 일으키지 않는 동종 정상 생쥐에서의 PCNA 표지

지수는 0.1% 으나, HBx 형질전환 생쥐의 이형성 병변에서는

1.3%로 증가하 으며(p<0.001), 간세포암종에서는 11.3%로 매

우 증가된 소견이었다(p<0.001). 한편 HBx 형질전환 생쥐에서

관찰되는 간세포암종 중 현미경 검사만으로 확인이 가능했던 조

기 간세포암종에서의 PCNA 표지 지수는 7.7% 으나, 육안 검

사로도 확인이 가능했던 진행성 간세포암종에서는 15.3%로 더

욱 증가된 경향을 보여, HBx 형질전환 생쥐에서 발생한 간세포

암종은 발생 초기보다는 진행된 경우에 세포 증식능이 증가한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HBx 형질전환 생쥐의 간세포암종

주변에서 관찰되는 이형성 병변의 PCNA 표지 지수를 조사한

결과, 간세포암종이 발생된 생쥐의 이형성 병변은 1.1%, 간세포

암종이 발생되지 않은 생쥐의 이형성 병변은 1.4%로 서로 비슷

하여 이형성 병변에서의 세포 증식능은 간세포암종 발생 여부와

는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세포 증식능의 증가는

HBx 형질전환 동물에서 발생한 간세포암종과 인체 간세포암종

모두에 관여함을 알 수 있었다. 

정상 인체 간조직에서의 자멸사 세포 지수는 TUNEL 방법

을 이용한 경우, 0%에서 3.84%로 다양하 다.17,24-26 본 연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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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hotomicrographs show apoptotic cells in the background liver of human hepatocellular carcinoma (A) and in the human hepato-
cellular carcinoma (B).



과 간세포암종과 관련이 없는 정상 조군에서는 1.0%, 간암

주변 조직은 0.4%, 간암 조직은 0.3%로 정상 조군에 비해 간

암 주변 조직과 간암 부위에서 감소된 경향을 보 는데, 이는

간암 부위에서의 자멸사 세포 지수가 종양 주변 조직이나 정상

조군보다 증가하 다는 보고들과는 상이한 결과 다.24-26 이러

한 자멸사 세포 지수의 차이는 자멸사 세포를 판정하는 방법과

조직의 고정 및 제작 방법의 차이에 의해 생길 수 있다고 생각

되었다. 실험 동물에서의 자멸사 세포 지수는 형질 전환을 시키

지 않은 조군과, HBx 형질전환 생쥐의 이형성 병변이나 간세

포암종 부위 모두에서 0.2%를 보여 병변에 따른 차이가 관찰되

지 않았다. HBx 형질전환 생쥐에서 발생한 간세포암종의 경우,

현미경 검사로 진단 가능했던 간세포암종과 육안 검사로 진단

가능했던 간세포암종에서의 자멸사 세포 지수는 서로 비슷하

다. 이러한 소견은 woodchuck 간염 바이러스와 c-myc 유전자

를 이용한 형질전환 동물에서 발생한 간세포암종과 주변 조직에

서의 자멸사 세포 지수에 변화가 없었다는 결과와 부합되는 소

견이다.27 그러나 Koike 등23이, HBx 형질전환 생쥐의 전암성

병변에서 관찰한 자멸사 세포 지수는 형질 전환을 시키지 않은

동종 생쥐의 정상간에서보다 높다고 제시한 결과와는 다른 소견

이었다. 이렇게 HBx 형질전환 생쥐의 간에서 발생한 간세포암

종과 인체간세포암종에서의 자멸사 세포 지수가 다르게 나타나

는 이유는 관찰 상의 차이, 전암성 병변을 결정하는 방법의

차이, 자멸사 세포를 판정하는 방법의 차이 등을 생각할 수 있

으나, 본 실험만으로는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다. 이에 해

추후 더 많은 동물과 다양한 측정 방법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다. 

이상 간세포암종의 세포 동력학적 특성을 관찰한 바, 세포 증

식능은 인체 간세포암종과 HBx 형질전환 생쥐에서 발생한 간

세포암종 모두에서 현저히 증가하 으며, 자멸사는 인체 간세포

암종에서는 감소하 으나, HBx 형질전환 생쥐에서 발생한 간

세포암종에서는 변화가 없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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