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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ression of p53, Rb, bcl-2 Proteins and Ki-67 Labeling Index
in Intrahepatic Cholangiocarcin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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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The development and progression of a tumor can be determined by a complex
multistep process involving the activation of oncogenes and the inactivation of tumor suppres-
sor gen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xpression of p53, Rb, bcl-2 protein
and Ki-67 labeling index in the intrahepatic cholangiocarcinoma. Methods : We analyzed 36
cases of intrahepatic cholangiocarcinoma obtained by surgical resection. Expression of p53, Rb,
bcl-2 proteins and Ki-67 labeling index were evaluated by immunohistochemical study. Results :
Expression of p53 protein was detected in 61.1% (22/36) of cholangiocarcinoma. Rb protein
loss and overexpression were observed 27.8% (7/36) and 72.2% (29/36) of cholangiocarcino-
ma. But bcl-2 protein was not expressed. No significant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p53,
Rb and bcl-2 protein expression and age, sex, gross type, histologic grade, vascular invasion
and lymph node metastases. The Ki-67 labeling index was significantly higher in p53 positive
group and Rb overexpression group than in p53 negative group (p<0.01) and Rb loss group
(p<0.05).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p53 protein and Rb protein expressions,
but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Rb protein and bcl-2 protein expressions. Conclusions :
The overexpression of p53 protein and Rb protein may be closely associated with cholangio-
carcinogenesis, while bcl-2 has a less crucial role in cholangiocarcinogen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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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내 담관암종에서의 p53, Rb, bcl-2 단백 발현과

Ki-67 표지지수와의 상관관계

간내 담관암종은 간내 담관세포에서 기원하는 암종으로, 간세

포암종과 더불어 표적인 간의 원발성 종양이다.1 담관암종의

원인 인자는 조 제로 사용되는 thorotrast, 간흡충증, 간내결석,

선천성 단방성낭, Caroli병, 다방성 낭성질환 등의 간내 낭성병

변, 염증성 장질환, 간외담관폐색, 담관계 수술 등이 있다고 알

려져 있다.2,3 최근에는 분자생물학의 발전으로 간내 담관암종 발

생에 세포주기조절과 세포자멸사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의 변이와

종양세포들의 증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되었다.2,4,5 세포

주기조절과 세포자멸사에 관련된 유전자로 p53 유전자와 Rb

유전자, bcl-2 유전자 등이 있고 세포증식의 표지지수와 관계되

는 것으로 Ki-67 표지지수가 있다.

p53 유전자는 17p13.1에 존재하며, 발암물질 등에 의해 세포

가 손상되면 세포 성장주기의 G1기에서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손상된 DNA를 복구하여 정상으로 회복시키거나, 복구가 어려우

면 세포자멸사를 유도하여 종양의 발생을 억제한다. 그러나 돌연

변이된 p53 유전자는 불활성화되어 G1기가 정지되지 않으며

DNA 복구가 일어나지 않고 세포가 계속 증식하여 종양이 발생

한다. p53 유전자의 돌연변이는 식도암종, 전립선암종, 장암종,

폐암종 등의 인체에서 발생하는 많은 암종에서 보고되었다. 간

내 담관암종에서 p53 단백 발현율은 20.0-85.7%로 보고되어 있

어,3-6 p53 유전자 돌연변이가 간내 담관암종의 발생기전에 중요

한 역할을 할 것으로 시사되지만 아직 발생기전과 예후와의 연관

성에 하여 확실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다.

Rb 유전자는 염색체 13ｑ14에 위치하는 종양억제유전자로 Rb

유전자의 산물인 Rb 단백은 저인산화 상태에서 활성화되어 G1

기에서 S기로의 진행을 억제하여 세포의 증식을 억제한다. Rb

유전자에 돌연변이나 결손이 있을 경우 Rb 단백은 불활성화되

어 세포증식을 일으켜 종양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폐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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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방광암종을 비롯한 많은 종양에서 Rb 단백 발현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간세포암종에서의 Rb 단백 발현율은

38.0-88.1%로 보고되었으나,7-9 간내 담관암종에서의 Rb 단백

발현에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Bcl-2 유전자는 염색체 18번에 위치하는 세포자멸사에 관여

하는 유전자이다. 이 유전자는 세포자멸사를 억제함으로써 세포

의 수명을 연장시켜 종양억제유전자 혹은 세포증식과 연관된 유

전자들의 유전적 결함의 기회를 증가하게 하여 암을 유발한다.

bcl-2 단백의 발현은 여포성 림프종을 비롯하여 폐암종, 유방암

종, 갑상선암종 등에서 보고되고 있다. 간내 담관암종에서 bcl-2

단백 발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Harnois 등10은 인간의 담관암

종세포가 비악성 담관세포보다 bcl-2 단백 발현이 더 높았고,

Ito 등2은 bcl-2의 과발현에 의한 세포자멸사의 억제가 간내담관

암종의 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 다. 반면 Arora 등4은 간

내 담관암종에서 bcl-2 단백 발현이 없었다고 보고하여 보고자

들마다 차이가 있다.

Ki-67 항원은 세포주기의 G0과 초기 G1기를 제외한 모든 세

포의 핵내에 존재하며 Ki-67 표지지수는 인체의 여러 악성 종양

에서 생물학적 행동과의 연관성이 연구되고 있다.11 간내 담관암

종의 Ki-67 표지지수는 양성 병변에 비해 의미 있게 높다는 것이

보고되었고,12 p53 단백과 Ki-67 표지지수와의 연관성에 한 연

구도 보고되었다.6,13 하지만 그 동안의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간내 담관암종의 발생과 생물학적 행동에 향을 미치

는 예후 인자들에 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저자들은 간내 담관암종에서 면역조직화학염색법으로

p53, Rb, bcl-2 단백의 발현과 Ki-67 표지지수를 분석하고 그

결과와 여러 가지 임상병리학적 인자들과의 상관관계를 비교하

여 발암과정에서의 p53, Rb, 그러고 bcl-2 단백의 역할과 예후

인자로서의 의의를 알아보고자 하 다.

재료와 방법

재료

1989년부터 2002년까지 남 학병원에서 간절제술을 시행받

아 간내 담관암종으로 진단된 36예를 상으로 하 다. 각 예에

서 암소와 함께 정상 또는 증식성이나 이형성 담관상피 병변을

보이는 조직을 선택하 다. 이 중 정상 담관상피는 36예 모두에

포함되었으며, 증식성 담관상피는 8예, 이형성 담관상피는 5예

가 있었다.

방법

임상 및 병리학적 검색

환자의 병록지와 병리보고서를 재검토하여 환자의 성별, 나이,

종양의 크기, 육안분류, 조직학적 유형, 종양세포의 분화도, 혈관

침범, 림프절 전이, 동반된 간내 질환을 조사하 다. 육안분류는

원발성 간암규약집14에 따라 종괴형성형, 담관주위 침윤형, 담관

내 성장형, 혼합형으로 나누었다. 조직학적 세포분화도는 고등도,

중등도, 저등도로 분류하 고 조직학적 유형은 선암종과 변이형

으로 분류하 다.

면역조직화학적 검색

각 증례당 파라핀 포매조직에서 얻은 4 m 두께의 절편을 슬

라이드에 부착해 100% 크실렌에 방치하고 탈파라핀화한 후, 100

%, 90%, 75% 알코올로 단계적으로 함수화하 다. 3% 과산화

수소에서 30분간 처리하여 내인성 과산화 효소의 작용을 억제시

킨 뒤 Tris 완충용액으로 3회 세척하고 citric acid 용액(pH 6.0)

에 슬라이드를 넣고 20분간 극초단파(microwave)로 처리하

다. 일차 항체로 p53 (DO7 monoclonal antibody, Novocascara

Lab., Newcastle, U.K)은 1:100, Rb (Ab-5, CALBIOCHEM.,

Darmstadt, Germany)은 1:100, bcl-2 (124 monoclonal anti-

body, Dako Co., Glostrup, Denmark)는 1:50, Ki-67 (MIB-1

monoclonal antibody, Zymed Co., San Francisco, USA)는 1:

100으로 희석하여 사용하 으며, 37℃에서 2시간 동안 배양한 후

Tris 용액으로 3회 세척하고 이차 항체(Dako Co., Denmark)를

37℃에서 30분간 도포한 다음 Tris 완충용액으로 3회 세척하

다. 그 후 streptavidin-HRP (Zymed Co., U.S.A.)를 30분간

도포한 후 Tris 완충용액으로 3회 세척하고 3-amino-9-ethyl-

carbazole를 10분간 도포하여 발색한 다음 Mayer's hematoxylin

으로 조 염색하 다.

염색결과 판정

p53 단백의 발현은 종양세포의 핵에 분명하게 적갈색으로 염

색된 수가 10% 이상인 경우, bcl-2 단백의 발현은 종양세포의

세포질에 분명하게 적갈색으로 염색된 세포의 수가 10% 이상인

경우를 양성으로 판정하 다. Rb 단백의 경우 먼저 주변의 정

상 세포들의 핵에서 발현되었는지를 확인한 다음 종양세포의

10% 이하에서 염색된 경우 0 (loss), 10% 이상 25% 미만으로

염색될 경우 1양성(normal), 25% 이상 50% 미만으로 염색될

경우 2양성, 50% 이상 염색되었을 경우 3양성으로 하 고, 2양성

과 3양성을 과발현으로 판정하 다. p53, Rb, bcl-2 모두 불확실

하고 애매하게 염색된 것은 음성으로 판정하 다. Ki-67 표지지

수는 종양 내에서 염색된 세포의 도가 높은 3-5개의 400배 시

야에서 1,000개의 종양 세포 가운데 핵 내에 명확한 적갈색 과

립이 있는 세포 수를 세어 백분율을 구하 다.

통계 분석

통계 처리는 Window용 한 SPSS version 10.0 프로그램

(SPSS Korea Inc., 한국)을 이용하여 chi-square test와 stu-

dent's t test를 시행하 고 Spearmann의 상관관계를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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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은 p 값이 0.05보다 작은 것으로 하 다.

결 과

임상 및 병리학적 소견

간내 담관암종 36예 중 남자는 21예, 여자는 15예로 남녀 비는

1.4:1이었다. 환자의 연령은 평균 58.7세(40-77세) 다. 종양의

크기는 평균 5.4 cm (1.0-15.5 cm) 다. 육안 분류상 종괴형성

형이 26예(72.2％), 담관주위 침윤형이 4예(11.7％), 담관내 성

장형이 6예(16.7％) 고, 종양세포의 분화도는 고등도 분화가 10

예(27.8％), 중등도 분화 23예(63.9％), 저등도 분화는 3예(8.3％)

다. 혈관 침범이 있는 경우가 14예(38.9％), 림프절 전이가 동

반된 경우가 9예(25%), 간내담석이 동반된 경우는 8예(22.2％),

Clonorchis sinensis가 동반된 경우는 5예(13.9％) 다. 그 외

간경변을 동반한 경우가 2예 있었고 담낭결석을 동반한 경우가 2

예, 1예에서는 담낭에서 선암종이 발견되었다.

면역조직화학적 소견

p53, Rb, bcl-2 단백 발현과 임상병리학적 특성과의 상관관계

(Table 1-3)

p53 단백 발현율은 간내 담관암종 36예 중 22예로 61.1% 고,

정상, 증식성, 이형성 담관상피세포에는 모두 발현되지 않았다.

Rb 단백은 증식성 담관상피세포가 관찰된 8예 중 6예에서 1양

성의 발현이 있었다. 이형성 담관상피세포가 관찰된 5예 중 3예

Parameters No. of cases
p53 bcl-2 Ki-67

positive (%) p vlaue positive (%) p value LI p value

Sex
Male 21 15 (71.4) NS 0 (0) NS 24.24±22.23 NS
Female 15 7 (46.7) 0 (0) 15.47±13.86

Size (cm)
<5.0 17 11 (64.7) NS 0 (0) NS 25.41±20.68 NS
≥5.0 19 11 (57.9) 0 (0) 16.26±18.46

Gross
Mass forming 26 17 (65.4) NS 0 (0) NS 20.54±17.67 NS
Intraductal 6 2 (33.3) 0 (0) 12.83±20.15
Periductal infilatrate 4 3 (75.0) 0 (0) 32.50±29.26

Differentiation
Well 10 5 (50.0) NS 0 (0) NS 17.30±17.51 NS
Moderate 23 14 (60.9) 0 (0) 21.30±21.69
Poor 3 3 (100) 0 (0) 26.00±2.65

LN metastasis
Positive 9 6 (66.7) NS 0 (0) NS 16.56±14.85 NS
Negative 27 16 (72.7) 0 (0) 21.93±20.91

Vascular invasion
Positive 14 10 (71.4) NS 0 (0) NS 17.14±16.96 NS
Negative 22 12 (54.5) 0 (0) 26.00±22.57

LN, lymph node; NS, not significant; LI, Labelling index.

Table 1. Correlation between p53, bcl-2 protein expressions and Ki-67 labeling index, and clinicopathologic parameters in intrahepat-
ic cholangiocarcinomas

LN, lymph node; NS, not significant.

Parameters
Rb

loss normal
over-

expression
p value

Sex
Male 5 (23.8) 3 (14.3) 13 (61.9) NS
Female 2 (13.3) 6 (40.0) 7 (46.7)

Size (cm)
<5.0 4 (23.5) 4 (23.5) 9 (52.9) NS
≥5.0 3 (15.8) 5 (26.3) 11 (57.9)

Gross
Mass forming 4 (15.4) 6 (23.1) 16 (61.5) NS
Intraductal 2 (33.3) 2 (33.3) 2 (33.3)
Periductal 1 (25.0) 1 (25.0) 2 (50.0)
infiltrating

Differentiation
Well 2 (20.0) 5 (50.0) 3 (30.0) NS
Moderate 5 (21.7) 3 (13.0) 15 (65.2)
Poor 0 (0) 1 (33.3) 2 (66.7)

LN metastasis
Positive 6 (22.2) 8 (29.6) 13 (48.1) NS
Negative 1 (11.1) 1 (11.1) 7 (77.8)

Vascular invasion
Positive 4 (18.2) 6 (27.3) 12 (54.5) NS
Negative 3 (21.4) 3 (21.4) 8 (57.1)

Table 2. Correlation between Rb protein expression and clinico-
pathologic parameters in intrahepatic cholangiocarcino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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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2양성의 발현이 있었고, 2예에서는 소실이 관찰되었다. 간

내 담관암종의 경우는 36예 중 7예에서는 소실이 있었고 7예에

서는 1양성, 8예에서 2양성, 14예에서는 3양성의 발현이 있었다.

bcl-2 단백은 정상, 증식성, 이형성 담관상피세포 및 간내 담관

암종 모두에서 발현이 없었다. p53 단백, Rb 단백 그리고 bcl-2

단백 발현율과 종양의 크기, 육안 분류, 조직학적 유형, 간경변

증, 나이, 성별, 혈관침범 유무와는 통계적으로 각각 유의한 차

이는 없었다. 그리고 p53 단백 발현율과 림프절 전이와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관계는 없었으나,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 p53

단백의 발현율이 높은 경향을 보 다.

p53, Rb 단백 발현과 Ki-67 표지지수와의 상관관계(Table 4)

Ki-67 표지지수는 평균이 20.58±3.25 으며, p53 단백이 양

성인 경우가 29.95±4.09로 음성인 경우 5.86±1.84보다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1). 그리고 Rb 단백 발현의 경우도

과발현 시 Ki-67 표지지수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

0.05).

p53 단백 발현과 Rb 단백 발현과의 상관관계(Table 5)

p53 단백 발현이 양성인 경우 Rb 단백 발현이 유의하게 높았

다(p<0.05). Rb 단백 소실이 있을 때 bcl-2 단백 발현율은 높았

고 Rb 단백 과발현 시 bcl-2 단백의 발현은 유의하게 낮았다

(p<0.05).

고 찰

간내 담관암종은 원발성 간암의 5%를 차지하며 진단 당시에

이미 주변장기 침윤 및 원격전이로 인해 근치적 절제가 어려운

예후가 매우 불량한 악성 종양이다. Okuda 등15은 간내 담관암

종 환자의 평균 생존 기간을 6.5개월로 보고하 고, Pichmayr

등16의 연구에 의하면 절제 후 평균 생존 기간이 12.8개월이었다.

수술 기술과 부가적인 방사선, 약물치료법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1년 생존율은 40.0% 이하로,5 간내 담관암종의 생존 기간을 연

장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에 인체의 종양은 종양유전

자와 종양억제유전자들의 돌연변이에 의한 다단계의 복잡한 과

정을 통해서 발생한다고 알려지고 있다. 본 연구에는 간내 담관

암종에서 세포주기조절과 세포자멸사에 관여하는 p53, Rb 그리

고 bcl-2 단백의 발현을 조사하고 여러 임상병리학적 인자들과

의 상관성을 비교하 다.

Arora 등4은 p53 단백이 정상 담관세포나 이형성 담관상피세

포에서는 발현이 없었고 간내 담관암종의 세포에만 염색이 되어

암발생 과정 중 후기에 관여한다고 보고하 다. Rizzi 등3은 원

발성 경화성 담관염과 관련이 있는 간내 담관암종의 경우, p53

의 과발현과 관련이 있고 이것은 악성과정 중에 후반기에 발생

한다고 하 다. Ohasi 등5은 p53이 간내 담관암종의 발생 후기

과정에 관여하므로 육안 분류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는 p53 단백 발현이 정상담관상피와 증식성 담관상피

세포, 이형성 담관상피세포에서는 발현이 되지 않았고 간내 담

관암종의 악성세포에만 양성소견을 보 으며 육안 분류와도 유

의한 상관관계가 없어, p53은 종양의 발생의 후기와 진행에 관

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김 등12은 p53 단백 발현이 정상

점막이나 장형화생 부위에는 없고 전암성 병변에서는 낮은 양성

률을 보여 p53 돌연변이가 암형성의 초기에 발생할 것이라는 상

반된 보고를 하 다.

간내 담관암종에서 ｐ53 단백 발현율에 관한 연구를 보면

20.0-85.7%로 보고자들마다 차이가 있다.3-6 본 연구에서 p53

단백 발현율은 36예 중 22예로 61.1% 다. 이러한 발현의 차이

는 조직의 고정방법, 보존상태, 항원회복의 방법, 항체의 희석농

도 및 염색방법, 염색결과 판정 기준의 차이 등에 기인한 것으

Parameters No. of case Ki-67 LI p value

p53 Negative 14 5.86±1.84 p<0.01
Positive 22 29.95±4.09

Rb Loss 7 15.29±6.20 p<0.05
Normal 9 9.44±3.29
Overexpression 20 27.45±4.78

LI, labelling index.

Table 4. Correlation between p53, Rb proteins expressions
and Ki-67 labeling index in intrahepatic cholangiocarcinomas

Parameters
No. of 

p valuecasep 

p53
Positive 14 4 (11.1) 6 (16.7) 4 (11.1) p<0.05
Negative 22 3 (8.3) 3 (8.3) 16 (44.4)
bcl-2
Positive 31 4 (11.1) 9 (25.0) 18 (50.0) p<0.05
Negative 5 3 (8.3) 0 (0) 2 (5.6)

Table 5. Correlation between p53, bcl-2 and Rb protein expres-
sions in intrahepatic cholangiocarcinoma

loss normal overexpression

RbNormal bile
duct
n=36

Proliferative
bile duct

n=8

Dysplastic
bile duct

n=5

Cholangio-
carcinoma

n=36

p53
positive 0 (0%) 0 (0%) 0 (0%) 22 (61.1%)
negative 36 (100%) 8 (100%) 5 (100%) 14 (38.9%)

Rb
expression 0 (0%) 0 (0%) 3 (60%) 22 (61.2%)
normal 26 (72.2%) 6 (75%) 0 (0%) 7 (19.4%)
loss 10 (27.8%) 2 (25%) 2 (40%) 7 (19.4%)

bcl-2
positive 0 (0%) 0 (0%) 0 (0%) 0 (0%)
negative 36 (100%) 8 (100%) 5 (100%) 36 (100%)

Table 3. Expression of p53, Rb and bcl-2 proteins in intrahepat-
ic cholangiocarcino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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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알려져 있다.4 Tannapfel 등1은 p53 단백 발현이 조직학적

등급, 림프절 전이, 세포자멸사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

면서, p53 단백은 부가적인 예후 인자일 뿐 조직학적 등급과 림

프절 전이가 예후 결정에 가장 중요한 인자라고 주장하 다. 본

연구에서도 p53 단백 발현과 나이, 성별, 혈관 침습유무, 분화

도, 림프절 전이와는 유의한 상관 관계가 없었으나, 림프절 전이

가 있는 경우 p53 단백 발현이 양성인 경우가 음성인 경우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여 p53 단백 발현이 림프절 전이유

무를 예측할 수 있는 인자로서의 유용성은 앞으로 더 연구하여

야 한다.

간세포암종에서의 Rb 단백 발현율은 38.0-88.1%로 보고되었

으나,7-9 간내 담관암종에서의 Rb 단백 발현에 한 연구는 미

흡한 실정이다. Tannapfel 등17은 간내 담관암종의 59.0%에서,

Kang 등9은 88.1에서 pRB 단백 발현을 보았고, Ito 등18은

pRB 단백이 47.7±28.4 LI로 발견되었으며, pRB 단백의 소실

이 임상병기, 조직학적 분화도, p53, p14, p16 등의 임상병리학

적 인자들과 연관성이 없었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도 Rb

단백 발현은 나이, 성별, 육안 분류, 분화도, 혈관침범 유무와

유의한 상관관계는 없었고, p53 단백 발현과 Rb 단백 발현 사

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Rb 단백 발현과 bcl-2단백 발

현 사이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현재까지 Rb 단백 발현은 종양의 위치와 연구자들에 따라 서

로 다르게 보고되고 있는데, 예전에는 암종에 있어 Rb 단백 소

실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부분이었으나, 최근 Rb 단백 과발

현이 종양의 진행과 연관이 있다는 보고가 있다. 조직학적 등급

이 증가할수록 Rb 단백 발현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고 반 로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는데, 전자의 경우는 Rb 유전자의 변이나

결손으로 설명하고 후자의 경우는 종양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이차적으로 Rb 단백이 증가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19

즉 Rb 단백 발현을 유지하거나 과발현함으로써 암세포가 세포

자멸사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변형된 세포의 증식을 유

도하여 종양세포의 증식을 일으킨다는 주장이다. Shi 등은 담낭

암종의 진행에 있어 Rb 단백 과발현이 Rb 단백 소실만큼의 중

요성을 가진다고 보고하 다.20

한편 상피암종에서 bcl-2 단백 발현율은 비강인두암종, 유방

암종 및 전립선암종은 70.0-80.0% 정도, 그리고 폐암종, 위암종

및 방광암종은 10.0% 정도로 보고되어 종양의 종류에 따라 차

이가 있다. Arora 등4은 bcl-2 단백이 정상과 악성 담관세포 모

Fig. 1. Immunohistochemistry of intrahepatic cholangiocarcinoma: (A) Expression of p53 protein is present in the nuclei of tumor cells. (B)
Expression of Rb protein is present in the nuclei of tumor cells. (C) There is no expression of bcl-2 protein in tumor cells. (D) Nuclear Ki-
67 staining is present in tumor cells.

A B

C D



두에서 발현이 안 된다고 보고한 반면, Charlotte 등21 정상 담

소관이나 증식이 있는 담관 상피세포에서는 bcl-2 단백이 발현

되고 간세포에서는 발현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하면서 간세포암

종과 간내 담관암종의 감별에 bcl-2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

다. Terada와 Nakanuma22 보고에 의하면 간내 담관암종의

5.0%에서 bcl-2가 발현되었고, Harnois 등10은 간내 담관암종에

서 bcl-2의 과발현은 담관세포암종의 발암과정에 중요하다고 주

장하 다. Ito 등2은 간내 담관암종에서 bcl-2 단백 발현과 림프

절 전이 유무, 혈관 침범유무, p53 단백 발현, Ki-67 표지지수

와는 반비례한다고 보고하면서, 이러한 차이는 유전 및 지역의

환경적 인자, 조직의 상태나 염색방법, 일차 항체의 민감도와 특

이성의 차이, 판정 기준의 차이 때문이라는 점을 시사하 다. 본

연구에서는 bcl-2 단백은 정상, 증식, 이형성 담관상피 및 간내

담관암종 모두에서 발현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bcl-2가 간내 담관암종의 발생과 진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되지만, 이에 해서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Ki-67은 핵내 단백으로 G0과 G1기를 제외한 모든 세포주기에

발현한다. Ki-67 표지지수는 인체의 여러 악성 종양에서 생물학

적 행동과의 연관성이 연구되고 있다.10 Kim 등23간내 담관암종

에서 Ki-67 표지지수와 예후와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

고하 다. Takamori 등6의 보고에 의하면 간내 담관암종의 p53

과 Ki-67 표지지수는 예후와 관련이 없었고, 종양의 변연부에서

p53과 Ki-67 표지지수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지만 중

심부에는 이들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Suguwara 등24

은 간내 담관암종에서 고등도 분화가 중등도와 저등도 분화보다

Ki-67 표지지수가 낮아 조직학적 분화도에 따른 차이를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는 Ki-67 표지지수와 육안 분류, 조직학적 등

급, 분화도, 혈관침범 유무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없었

다. 그러나 p53 단백 발현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Ki-67

표지지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그리고 Rb 단백 과발현이 있는 경

우도 Rb 단백 정상발현일 때보다 Ki-67 표지지수가 유의하게 높

았다. 이러한 사실은 p53 유전자의 돌연변이와 Rb 단백의 과발

현이 종양세포의 증식을 일으키는 데 관여할 것임을 보여 준다.

결론적으로 p53 단백과 Rb 단백은 간내 담관암종의 발암과

정과 진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면, bcl-2 단백은 발암과정

에 관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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