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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ression of Fas/Fas Ligand and Its Relationship with Apoptosis 
in Chemically Induced Preneoplastic Lesions in Rat L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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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Apoptosis of hepatocytes plays a major role in experimental hepatocarcino-
genesis of rats. But sequential change and localization of Fas and Fas ligand (FasL) in pre-
neoplastic lesions and the relationship with apoptosis are not clearly elucidated. Methods :
We investigated sequential change and localization of Fas/FasL and its relationship to apop-
tosis in preneoplastic lesions of chemical hepatocarcinogenesis in rats using northern blot
analysis, immunohistochemistry and terminal deoxynucleotidyl transferase end labeling
(TUNEL) assay. Results : We found that mRNA of Fas and Fas ligand increased for up to
42 days and 14 days after partial hepatectomy, respectively, and thereafter decreased with
time. Fas protein was localized on the cytoplasm of hepatocytes of preneoplastic lesions, as
well as on the cytoplasmic membrane of the adjacent liver parenchyme. Fas negative pre-
neoplastic lesions were evident at 42 days after partial hepatectomy. FasL protein was found
only in the cytoplasm of hepatocytes of preneoplastic lesions, instead of in the adjacent liver
parenchyme. FasL-positive hepatocytes increased with time for up to 14 days after partial
hepatectomy and therafter decreased. Also, TUNEL-positive apoptotic cells increased with
time and were more numerous in the adjacent liver parenchyme than in the preneoplastic
lesions. Conclusions : It was suggested that Fas/FasL-mediated apoptosis might be one of
the major mechanisms for controlling apoptotic cell death in the promotion stage of chemical
hepatocarcinogen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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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으로 유도된 백서 간의 전암성 병변에서

Fas 및 Fas Ligand의 발현과 세포자멸사와의 관계

세포자멸사는 특징적인 형태학적 변화를 보이는 세포사의 한

종류로 노화세포, 손상세포 및 과다증식세포의 제거 기전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1,2 이런 세포자멸사는 여러 가지 자극

에 의해 억제된다. 세포자멸사의 억제 기전은 종양발생 및 화학

치료에 한 내성에 있어서 중요한 기전 중의 하나이다.3 세포자

멸사를 유도하는 여러 가지 기전 중 Fas (CD95/APO-1) 및

Fas ligand (FasL)는 암의 발생기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다.4,5 Fas는 TNF/NGF 수용체 군에 속하는 세포막 단백질로

서,6 간을 포함하는 여러 조직과 장기에서 발현된다.7,8

Fas/FasL 기전에 한 연구는 간조직 등에서 광범위하게 연구

되었다.9 간의 여러 가지 생리학적 및 병리학적인 조건에서

Fas-매개 세포자멸사 기전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바

이러스성 간염의 경우 간세포의 Fas-매개 세포자멸사가 활성화

되어 세포자멸사를 야기한다고 알려져 있다.10 더욱이, 여러 종

류의 담즙산은 설치류에서 Fas를 활성화함으로써 간세포의 세

포자멸사를 야기한다.11 또한 간세포암종을 포함한 여러 가지 종

양에서 종양세포들이 Fas-매개 세포자멸사에 저항성을 보인다

는 것이 알려져 있다.12,13 FasL는 정상적으로 활성화된 T 림프

구의 표면에서 발현되며 Fas-매개 세포자멸사는 T 림프구의

중요한 세포독성 기전으로 작용한다.14 그러므로 Fas-매개 세포

자멸사에 한 저항성은 종양의 면역회피 기전 및 종양진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사람의 원발성 간세포암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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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도 주변 간세포 조직에 비해서 Fas의 발현이 감소되어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15,16

백서에서 화학적으로 유도된 간암의 발생과정은 개시(initia-

tion), 증진(promotion) 및 진행(progression)기로 나누어진

다.17 세포자멸사는 간암의 발생과정 중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다. 정상적인 간세포의 세포자멸사에 있어서는 Fas/FasL 매개

기전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화학적 발암

과정 중 특히 증진기에 발생하는 전암성 병변에서의 Fas/FasL

매개 세포자멸사의 역할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최근 화학적으

로 유도한 간의 전암성 병변에서 Fas-매개 세포자멸사에 간세

포가 저항성을 가진다고 보고되었다.18 본 연구에서는 이런 점에

착안하여 화학적으로 유도한 백서 간의 전암성 병변에서 Fas

및 FasL 발현을 경시적으로 분석하고 발현세포의 국재화

(localization)를 알고자 하 다.

재료와 방법

Solt 및 Farber에 의한 화학적 전암성 병변의 유발

Solt 및 Farber19에 의한 화학적 전암성 병변의 유발은 아래

와 같이 시행하 다. 실험동물은 체중 200 g 내외의 숫 백서 30

마리를 사용하 다. 먼저 200 mg/kg의 diethylnitrosamine

(DEN) (St. Louis, MO, U.S.A.)을 복강내 주사 후 2주경에

2-acetylaminofluorene (AAF) (St. Louis, MO, U.S.A.)을

10 mg/kg로 2주간 경구투여하 다. 경구투여 후 1주일째에 간

부분절제술(66%의 간을 절제)을 시행하 다. 간부분절제술 후

1, 3, 7, 14, 28, 42 및 56일째에 각각 3마리씩 희생시켰다. 

조군은 DEN, 2-AAF 투여 및 간부분절제술을 하지 않고

Sham 수술만 실시하여 실험주기에 따라 각각 1마리씩 희생시

켜 간을 적출하 다. 적출한 간을 육안적으로 관찰한 다음, 일부

조직은 10% 포르말린에 고정하여 HE 염색과 면역조직화학염

색을 시행하 다. 또한 남은 조직은 액체질소에 급속냉동한 다

음 -70℃에 보관하여 RNA 분리를 하 다. HE 염색에서 전암

성 병변은 Bannasch 등20의 보고에 따라 투명세포 병소, 호염

기성 병소, 호산성 병소, 혼합세포 병소 및 증식성 결절로 분류

하 고, 각각의 정도에 따라 음성(-), 경도(+), 중등도(++),

고도(+++)로 표시하 다.

RNA 분리 및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RT-PCR)

간에서 총 RNA는 RNeasy kit (Qiagen, Santa Clarita, CA,

U.S.A.)를 이용하여 분리하 다. 총 RNA 5 g에 2 g의

random hexamer (Pharmacia, Uppsala, Sweden), 10 mM

dNTP (Boehringer Mannheim, Mannheim, Germany) 2 L,

M-MLV 역전사 효소(Gibco BRL, Grand Island, NY,

U.S.A.) 200 U를 첨가하여 cDNA를 합성하 다. 이 cDNA를

주형으로 하고 1.25 mM dNTP 4 L, Taq polymerase

(Perkin Elmer, Branchburg, NJ, U.S.A.) 0.25 U, Fas, FasL,

GSTP, GAPDH에 합당한 primer 조합을 10 pmole씩 넣어

thermal cycler (Perkin Elmer, Branchburg, NJ, U.S.A.)에

서 중합효소연쇄반응을 시행하 다. 중합효소연쇄반응에 사용한

시동체는 Table 1에 표시하 다. 중합효소연쇄반응은 94℃, 57

℃ 그리고 72℃에서 각각 1분의 조건으로 Fas는 30주기, FasL

는 35주기, GST-P는 25주기, GAPDH도 25주기를 시행하

고, 1.5% 아가로오즈겔에서 전기 동하여 중합효소연쇄반응 산

물을 확인하 다.

소식자 합성

아가로오즈겔에서 확인한 중합효소연쇄반응 산물들은

QIAquick gel extraction kit (Qiagen, Santa Clarita, CA,

U.S.A.)를 이용하여 겔에서 분리하 다. 분리한 중합효소연쇄반

응 산물들은 염기서열 분석을 시행하여 확인한 다음, high prime

random labeling kit (Boehringer Mannheim, Mannheim,

Germany)를 이용하여 [32P]-dCTP로 무작위로 표지하 다. 표

지된 소식자는 QIAquick nucleotide removal kit (Qiagen,

Santa Clarita, CA, U.S.A.)를 이용하여 정제하 다.

Northern blot 분석

총 RNA를 lane당 15 g씩 denaturating formaldehyde

1.5% 아가로오즈겔에서 분리한 후 hybond (+) 나일론막

(Boehringer Mannheim, Mannheim, Germany)에 모세관법

을 이용하여 전달하 다. 전달한 총 RNA는 UV-cross-linker로

나일론막에 고정하 다. 고정한 나일론막을 ExpressHyb 중합

용액(Clontech, Palo Alto, CA, U.S.A.)에 넣고 각각의 소식자

를 이용하여 68℃에서 1시간 중합반응을 시행하 다. 중합반응

후 2X SSC (0.1% SDS 함유)로 실온에서 두 번 세척하고 다

시 0.1X SSC (0.1% SDS함유)로 50℃에서 세척하 다. 세척

한 나일론막은 자가방사기록법으로 필름에 감광시킨 후 감광된

Primers Sequences Product sizes (bp)

Fas
5'-GTTGAAGAGGAGCGTTCGTG-3'

269
5'-GTTGGTATTCTGGGTCCGGGT-3'

FasL
5'-AACATAGAGCTGTGGCTACCGGT-3'

546
5'-TGACATATAAATGGTCAGCAACGCTA-3'

GST-P
5'-AAGTTTGAAGATGGAGACCT-3', 

173
5'-GATAGTTAGTGTAGATGAGGG-3'

GAPDH
5'-ACCACAGTCCATGCCATCAC-3', 

452
5'CCACCACCCTGTTGCTGTA- 3'

L: ligand.

Table 1. Sequences of Fas, FasL, GST-P and GAPDH primers



백서 간 전암성 병변의 Fas/FasL  385

띠의 세기를 color image processor (Image Pro-plus, Media-

cybernetics, MD, U.S.A.)로 반정량적으로 분석하 다.

면역조직화학염색

포르말린에 고정하고 파라핀에 포매한 조직을 5 m의 두께

로 자른 다음 면역조직화학염색을 시행하 다. 조직 절편을 탈

파라핀과 함수한 후 0.01 M 구연산 완충액(pH 6.0)에 담가 전

자렌지에서 5분간 두 번 가열하여 항원의 발현을 증가시켰다.

내부 과산화효소를 억제하기 위해서 3% H2O2를 처리한 다음

5% 정상 염소 혈청(0.1% 우혈청 알부민으로 희석)으로 비특

이적인 항원-항체 반응을 억제하 다. 면역조직화학염색의 방법

은 avidin-biotin peroxidase 방법을 이용하여 Vectastain ABC

elite kit (Vector laboratories, Burlingame, CA, U.S.A.)를

이용하 고, 발색제는 aminoethylcarbazole을 사용하 다. Fas,

FasL 및 GST-P에 한 일차항체는 Fas (M-20, Santa-Cruz,

CA, U.S.A.), FasL (N-20, Santa-Cruz, CA, U.S.A.) 및

GST-P (311, MBL, Nagoya, Japan)를 각각 사용하 고

1:200, 1:200 및 1:1,000으로 희석하여 사용하 다. Fas 및

FasL의 염색의 정도는 전암성 병변과 주위 간소엽에서 각각 음

성, 경도, 중등도, 고도로 표시하 고, Fas의 발현은 세포막과

세포질로 구분해서 표시하 다.

GST-P-양성 전암성 병변의 경시적 분석

Glutathione S-transferase placental form (GST-P)은 백

서 간암 발생에서 전암성 병변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표지자

로 잘 알려져 있다21. 면역조직화학염색에서 확인한 GST-P 양

성 병변의 크기를 color image processor (Image Pro-plus,

Mediacybernetics, Maryland, U.S.A.)로 분석하 다.

세포자멸사의 분석

세포자멸사가 일어난 세포들은 핵 DNA 분절화가 일어난 세

포들에 한 특이적인 반응을 이용한 검사법인 TUNEL 법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TUNEL 법은 ApopTag in situ detec-

tion kit (Intergen, Purchase, NY, U.S.A.)를 이용하 다.

TUNEL 양성 세포들은 현미경 400배 시야에서 확인하고 그

수를 세어 전체 세포에서 TUNEL 양성 세포수의 백분율로 표

시하 다. 무작위로 선택한 전암성 병변과 그 주위 간소엽에서

각각 1,000개의 세포를 검정하 다.

통계학적 분석

결과는 평균±표준편차로 표시하 고, 비교분석을 위하여

Kruskal-Wallis 검사와 Mann-Whitney U 검사를 이용하 다.

p값이 0.05 미만인 경우 통계학적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 다.

결 과

형태학적 소견 및 GST-P 양성 전암성 병변의 경시적 분석

화학적 발암기전에 한 형태학적인 소견은 간부분절제술 후

1주일부터 다양한 정도의 전암성 병변이 관찰되었다. 투명세포

Fig. 1. Histopathologic features of chemically induced hepatocel-
lular carcinoma of rats show clear cell foci (A) at 1 month after
partial hepatectomy (PH), hyperplastic nodule (B) at 2 months
after PH. There are sequential changes in the GST-P-positive
altered cellular foci (C) and hyperplastic nodule (D). (E) shows
sequential changes in the GST-P-positive preneoplastic areas.
The areas of GST-P-positive lesions per unit area (mm2/cm2)
rapidly increase with time. The values are means±SD. S indicat-
ed Sham operated control liver.

C

B

D

A

100

75

50

25

0
s 1 3 7 14 28 42 56

(m
m

2 /c
m

2 )
G

S
T-

p
(+

)l
es

io
n

Days after partial hepatectomy E



 386 이혜진∙박도윤∙최경운 외 4인

병소와 혼합 병소는 간부분절제술 후 3일째에는 경도로 그리고,

그후부터 56일까지는 중등도로 관찰되었다. 호염기성 병소와 호

산성 병소는 간부분절제술 후 7-56일까지 경도로 관찰되었다.

증식성 결절은 간부분절제술 후 28-42일까지는 경도로 그리고

56일에는 중등도로 관찰되었다(Fig. 1A, B)(Table 2). 면역조

직화학염색에서 GST-P 양성 전암성 병변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 으며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인정되었다

(Fig. 1C-E)(Table 3)(p<0.05). 또한 northern blot를 이용한

GST-P mRNA 분석에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현이 증가

되었다(Fig. 2). Sham 수술만을 시행한 조군에서는 전암성

병변이 관찰되지 않았다.

Fas의 발현 양상

Fas mRNA는 실험군 모두에서 발현되었으며 Sham 수술만

을 시행한 조군에 비해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 으며, 시간

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 다. 간부분절제술 후 42일부터 Fas

mRNA는 감소하 다(Fig. 2). Fas 단백은 실험군 모두에서 전

암성 병변(병소 및 증식성 결절)의 간세포에서 발현되었으며,

전암성 병변 주위의 간세포도 양성이었다(Fig. 3A, B)(Table

4). Fas 단백은 전암성 병변의 간세포의 세포질에 주로 발현되

었으나, 주위 간세포들은 주로 세포막에 발현되었고 가끔 세포

질에도 발현되었다. 소수에서 전암성 병변내에서도 세포막에 발

현되는 Fas 단백이 관찰되기도 하 다(Fig. 3D). 시간이 지남

에 따라 Fas 단백에 음성 또는 주위 간세포보다 Fas 단백의 발

현이 감소되는 전암성 병변이 증가하 다(Fig. 3C). Sham 수

술만을 시행한 조군에서는 Fas 단백이 세포막에 주로 발현되

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FasL의 발현 양상

FasL mRNA는 실험군 모두에서 발현되었으며 Sham 수술

Histological 
findings

Days after partial hepatectomy

S 1 3 7 14 28 42 56

Clear cell foci - - + ++ ++ ++ ++ ++
Basophilic foci - - - + + + + +
Eosinophilic foci - - - + + + + +
Mixed cell foci - - + ++ ++ ++ ++ ++
Hyperplastic nodule - - - - - + + ++

Table 2. Histological findings of preneoplastic lesions in pro-
motion stage of chemical hepatocarcinogenesis of rats

S: Sham operated control liver.

S 1 3 7 14 28 42 56

GST-P positive 
0.0±0.0 0.5±0.3 2.3±1.1 5.6±1.1 11.6±2.9 21.2±12.5 32.0±9.5 37.2±9.8Lesion (mm2/cm2)

Table 3. Areas of GST-P-positive preneoplastic lesions in promotion stage of chemical hepatocarcinogenesis in the rats

Values presented are means±SD, S: Sham operated control liver. *p<0.05.

Days after partial hepatectomy*

S 1 3 7 14 28 42 56

Fas

FasL

GST-P

GAPDH

Fig. 2. Northern blot analysis shows an increase of Fas tran-
scripts and marked reduction of Fas compared to sham operat-
ed liver at late promotion stage of experiments (at 42 days after
PH). Also, increase of FasL in early promotion stage of experi-
ments up to 7 days after PH, thereafter decrease of FasL are
noted. Significant increased GST-P transcripts is also noted (A).
Densitometric analysis of northern blots reveals ratio of optical
density between Fas (open bar), FasL (solid bar) and the corre-
sponding GAPDH signals (B). The figures show a representative
example of three independent northern blots. The values were
means±SD. S indicated Sham operated control liver.
PH: partial hepatectomy, L: lig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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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시행한 조군에 비해 상당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 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소견이 관찰되었다. FasL mRNA

간부분절제술 후 14일부터 감소되는 소견이 관찰되었다(Fig. 2).

FasL 단백은 실험군 모두에서 전암성 병변(병소 및 증식성 결

절)의 간세포에서 발현되었으며, 주위 간세포들은 발현되지 않

았다. 전암성 병변의 FasL 양성 간세포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

라 증가하 다(Fig. 4A, B)(Table 4). 발현양상은 주로 세포질

내에 발현되었다. 간부분절제술 후 14일부터 FasL 양성 간세포

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Fig. 4C). Sham 수술만을 시행한

조군에서는 FasL 단백의 발현이 관찰되지 않았다.

세포자멸사의 분석

세포자멸사가 일어난 세포는 Sham 수술만을 시행한 조군

에 비해 증가하 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소견이 관찰

되었으며, 전암성 병변보다 주위의 간소엽에서 세포자멸사를 일

으킨 세포의 수가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게 증가하 다(Fig.

5)(Table 5).

고 찰

저자들은 이 연구에서 백서에서 화학적으로 유도한 간의 전암

성 병변에서 Fas 및 FasL의 발현과 세포자멸사와의 관계를 알

Fig. 3. Immunohistochemcial stain for Fas. There are some cyto-
plasmic Fas-positive hepatocytes (A) at 3 days after partial hepa-
tectomy (PH), and increase of cytoplasmic Fas-positive hepato-
cytes in clear cell foci at 14 days after PH (B). Adjacent liver
parenchyme show mainly membrane staining of Fas protein.
Fas-negative hyperplastic nodule is evident at 42 days after PH
(C). Preneoplastic lesions show both cytoplasmic and mem-
brane stainings of Fas protein (D) (arrow). 

C

B

D

A

Fig. 4. Immunohistochemical stain for FasL. FasL-positive hepa-
tocytes are seen in clear cell foci at 7 days after partial hepatec-
tomy (PH) (A), and increase at 14 days after PH (B), and there-
after decrease (C). 
L: ligand.

C

BA

S 1 3 7 14 28 42 56

Fas

Preneoplastic M - - - - - + + -
Lesion C - + + ++ ++ + + -

Adjacent liver M + + + + ++ ++ ++ ++
Parenchyme

C - - - - - + + +
Preneoplastic lesion

- - + + ++ + - -
FasL Adjacent liver

parenchyma - - - - - - - -

L: ligand, S: Sham operated control liver, M: membranous staining, C: cytoplasmic staining.

Days after partial hepatectomy

Table 4. Immunohistochemical findings of Fas and FasL protein expression in promotion stage of chemical hepatocarcinogenesis of r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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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 다. Fas 및 FasL mRNA는 GST-P 양성 전암성 병

변이 증가함에 따라 증진기의 초기에 증가하다가 후기에 감소하

다. 또한 Fas 단백은 전암성 병변 및 주위 간세포에 발현되었

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암성 병변에서 Fas 단백의 발현이

감소되었다. Fas 단백은 전암성 병변의 간세포에서는 주로 세

포질에 발현되었고, 주위 간세포에서는 세포막에 주로 발현되었

다. FasL 단백은 전암성 병변의 간세포에 발현하여 시간이 지

남에 따라 증가하다가 증진기의 후기에 감소하 다. 세포자멸사

를 일으킨 세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 고 전암성 병변

보다 주위 간소엽에 증가하 다.

저자들은 위의 관찰 결과를 근거로 Fas/FasL 매개 세포자멸

사 기전이 백서의 간암 발생과정 중 증진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 다. 백서의 간암 발생과정 중 증진기는 간의

전암성 병변이 발생하고 성장하는 시기이다. 부분의 전암성

병변은 세포증식과 세포자멸사의 불균형에 의해 유전적으로 변

형된 개시기의 간세포의 클론성 증식이 유도되어 형성된다.22 본

연구에서는 Fas 및 FasL의 발현이 간부분절제술 후 42일까지

증가하다가 그후 감소하 다. 또한 세포자멸사를 일으킨 세포의

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 다. 이와 같은 소견은 증진기

의 초기에 Fas/FasL 매개 세포자멸사 기전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증진기의 후기로 갈수록 전암성 병변의 세포자멸사

기전으로 다른 기전(TGF- /TGF- receptor 매개 세포자멸

사 기전 등23)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암시하 다.

또한 증진기 후기에 전암성 병변의 Fas 및 FasL의 발현 저하

는 선택적으로 전암성 병변의 세포자멸사를 억제하여 이차적으

로 전암성 병변의 클론성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생각하 다. 실

험적으로 DEN으로 유도한 전암성 병변의 간세포를 배양한 후

anti-Fas 항체를 처리하여 세포자멸사를 유도한 실험에서, 이런

Fas 매개 세포자멸사 기전에 전암성 병변의 간세포가 저항성을

보인다는 보고는 이런 사실들을 잘 증명해 주고 있다.24

면역조직화학염색에서 Fas 단백은 전암성 병변의 간세포에서

는 주로 세포질에 염색되었다. 이에 비해 조군이나 전암성 병

변 주위 간세포에서는 주로 세포막에 염색되는 소견이 관찰되었

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Fas는 TNF/NGF 수용체 군에 속

하는 세포막 단백질로6 면역조직화학염색에서 정상적으로 세포

막에 주로 염색된다. Higaki 등은 인간에서 발생한 간세포암종

에서 Fas 단백이 주로 세포질에 염색이 된다고 보고하고 그 기

전으로 몇 가지를 제시하 다.15 첫째로 Cheng 등이 주장한 바

에 따라 병적인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세포막 발현이 감소하고

용해성 Fas 단백의 발현이 증가하며,25 두번째로 Fas DNA의

돌연변이 또는 단백의 생성과정 중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세번

째로 세포막에 존재하는 Fas의 일부 구조가 소실되고 세포질에

구조만 존재하는 것이 Fas 단백이 세포질에 염색되는 기전이라

고 설명하 다. 또한 Yano 등은 세포막에 발현되는 Fas 단백

이 세포자멸사를 유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하 다.26 즉 인체 간암세포주에서 Fas 단백이 주로 세포질

에 발현하는 간암세포주의 경우 세포자멸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고 한다. 그러므로 Fas 단백이 세포질에 발현하는 기전이 무엇

이든지 간에, Fas 단백의 세포질 발현은 전암성병변의

Fas/FasL 매개 세포자멸사 기전에 저항성을 보이는 중요한 기

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전암성 병변보다 주위

간소엽의 간세포에서 세포자멸사가 많이 유도되는 것도 주로 세

포막 발현 양상을 보이는 주위 간소엽의 Fas 단백 발현 양상이

일부 기여할 것이라 생각된다.

FasL는 정상적으로 활성화된 T림프구의 표면에서 발현되며

Fas-매개 세포자멸사는 T림프구의 중요한 세포독성 기전으로

S 1 3 7 14 28 42 56

*Preneoplastic lesion 0.0±0.0 0.4±0.3 2.0±0.4 3.9±1.4 5.5±2.8 5.6±2.8 8.8±3.1 12.6±6.8
Adjacent liver parencyme 0.0±0.0 0.6±0.4 5.4±1.8 13.4±1.9 16.6±3.1 24.6±9.1 32.8±13.8 39.8±5.8

Table 5. Distribution of terminal deoxynucleotidyl transferase end labeling (TUNEL) -positive apoptotic cells in promotion stage of
chemical hepatocarcinogenesis in the rats

Values presented are percent of TUNEL-positive nuclei to total nuclei and means±SD. *Significance of value difference between preneoplastic and
adjacent liver parenchyme at each experimental point and �among each experimental point, respectively (p<0.05). S: Sham operated control liver.

�Days after partial hepatectomy

Fig. 5. Sequential changes in the terminal deoxynucleotidyl trans-
ferase end labeling (TUNEL)-positive apoptotic cells. The values
are means±SD from measurement of randomly selected sepa-
rate preneoplastic lesion (open bar) and adjacent liver
parenchyme (solid bar). TUNEL-positive apoptotic cells are
increased with time and are more numerous in adjacent hepatic
parenchyme than preneoplastic lesion. S indicates sham operat-
ed control l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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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한다.14 실험적으로 FasL를 발현하는 종양세포들은 종양 주

위로 침윤하는 Fas를 발현하는 세포의 세포자멸사를 유도함으

로써 종양면역감시체계를 회피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27,28 또

한 인체 간세포암종 조직 및 세포주에서 FasL가 발현된다고 보

고되어 있다.29,30 저자들의 연구에서는 FasL는 화학적으로 유도

된 간의 전암성 병변의 간세포에서 발현되었다. 저자들의 실험

에서 형태학적으로 FasL 양성인 전암성 병변의 간세포 주위로

림프구의 침윤이 관찰되지 않기 때문에, 전암성 병변에서 Fas를

가지는 림프구들의 세포자멸사를 유도하여 종양면역감시체계를

회피하는 기전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

만 전암성 병변의 간세포에서 발현된 FasL는 전암성 병변내나

주위 간소엽세포중 세포막에 Fas를 발현하는 간세포의 세포자

멸사를 유도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간의 전암성 병변내 간세

포막에 Fas를 발현하는 간세포는 아마도 개시기의 특징인 유전

적으로 돌연변이된 간세포가 아니고 유전적으로 돌연변이가 되

지 않은 간세포로 추정되며, 증진기에는 전암성 병변의 생성과

성장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Fas/FasL 매개 기전에 의해 세

포자멸사가 유도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주위 간소엽의 간세

포는 세포막에 Fas 단백을 발현함으로써 FasL에 결합하여 세

포자멸사를 더욱더 잘 일으킬 것으로 생각된다. 저자의 실험에

서는 전암성 병변보다 주위 간소엽내 간세포의 세포자멸사가 많

은 결과는 이런 소견을 잘 뒷받침하여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Fas/FasL 매개 세포자멸사

기전은 백서의 간암 발생기전 중 증진기에 세포자멸사를 조절하

는 중요한 기전의 하나로 생각된다. 또한 Fas 발현의 감소 및

세포질내 발현은 Fas 매개 세포자멸사 기전의 저항성의 한 기

전으로 판단되며, 이차적으로 전암성 병변의 클론성 성장에 기

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전암성 병변에서 발현된 FasL는 아마도

Fas를 발현하는 전암성 병변내 간세포 및 주위 간소엽 간세포

의 세포자멸사를 유도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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