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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There are evidences that uPA and its inhibitor play a key role in tumor spread.
We studied whether uPA and PAI-1 expressions could serve as prognostic parameters along
with clinical, gross and microscopic findings in gallbladder carcinomas. Methods : We analyzed
42 cases of gallbladder carcinomas by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and clinicopathologic
parameters. Results : uPA and PAI-1 were more frequently expressed in the adenocarcinoma
than in the normal or benign gallbladder tissue. The uPA expression in the glands of low grade
adenocarcinoma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both distant and lymph node metastases.
The uPA expression in the stroma around the low grade adenocarcinoma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either distant or lymph node metastasis. The PAI-1 expression was significant-
ly correlated with lymph node metastasis only for both distant and lymph node metastases.
In multivariate analysis, the lymphatic invasion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poor survival (p=
0.0115). In univariate analysis, the cases without lymphatic invasion had prolonged survival.
Positive expression of uPA in the glands of low-grade adenocarcinoma was significantly corre-
lated with poor survival (p=0.0391). Conclusion : In conjunction with clinicopathologic findings,
expressions of uPA and PAI-1 may be useful prognostic markers in gallbladder carcinomas.

Key Words : Urokinase-Type Plasminogen Activator-Plasminogen Activator Inhibitor 1-Gall-
bladder Neoplasms-Prognosis

이기형∙강행지1∙이승연2∙박문향

 384

담낭암종에서 Urokinase-Type Plasminogen Activator와 Plasminogen

Activator Inhibitor-1의 발현

플라스민노겐 활성제(plasminogen activator, PA)에는 uroki-

nase-PA (uPA)와 tissue-PA (t-PA)가 있으며 모두 중성 세

린 단백질 분해효소(serine protease)로서, 효소원(zymogen)형

플라스민노겐(plasminogen)을 플라스민(plasmin)으로 변화시켜

서 세포외버팀질(extracellular matrix, ECM) 성분들을 붕괴시

키는‘‘무분별적’’단백효소이다. uPA는 혈장이나 여러 조직에

존재하고 액체상태에서 플라스미노겐을 활성화하여 암세포의 침

윤과 전이에 관여한다.1,2 활성화된 uPA는 플라스미노겐을 플라

스민으로 변환시켜 세포외버팀질을 분해하며, 그에 따라 혈관형

성에 필요한 내피세포나 혈구세포 및 암세포 자체가 이동할 수

있게 된다. 플라스미노겐 활성제 억제제(plasminogen activator

inhibitor, PAI)에는 PAI-1과 PAI-2가 잘 알려져 있다. 이들은

uPA에 결합하여 그 활성을 억제한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악

성종양에서 uPA와 PAI-1 치가 환자의 예후와 연관성이 있다

고 한다.3,4

전이성 표현형과 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uPA에 한 항체

는 실험적으로 종양세포의 침습을 억제할 수 있다. uPA와 그의

억제물질인 PAI-1 치가 유방암종 조직의 세포질 추출액에서 증

가되었고, 이는 나쁜 예후와 연관이 있다. 플라스민은 섬유소(fib-

rin)/화이브로넥틴(fibronectin) 버팀질을 녹이고, 제4형 풋아교

질효소(procollagenase type IV)를 활성화시켜 기저막의 주된 성

분인 제 4형 교원아교질(collagen)를 파괴시킨다. uPA는 소변에

서 처음 발견되었는데, uPA 항원 치가 증가하거나 면역조직화

학적으로 발현이 증가되는 것은 유방암,5 폐암,6 장암,7 위암,8

간세포암,9 난소암종10 등 여러 종류의 암에서 보고되었다. PAI-1

과 PAI-2 항원도 정상 폐 조직보다 폐암에서 현저히 높고, 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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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크기나 림프절 전이에 비례한다.6 PAI-1은 종양세포에서 생

산되며 전이된 장소에 세포외버팀질을 형성하게 한다.11 그러므로

uPA와 PAI-1의 존재는 암세포의 침습과 전이성 표현형을 조절

하며, 유방암에서 예후 예측인자 및 치료 방침을 정하는 데 유용

하다.5 최근의 연구에서 위암종의 예후인자로 c-erbB-2, cathep-

sin D, matrix metalloproteinase 2, TIMP 2, CD44, E-cadherin,

p53과 함께 PAI-1을 활용할 수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uPA

계가 앞으로의 치료적인 목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 다.12

그러나,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uPA와 PAI-1의 발현이 종양

의 예후인자로서 가치가 거의 없다는 보고도 있다.13,14 Takeuchi

등15은 췌장암종에서 t-PA에 비하여 uPA의 발현이 강하 고,

PAI-1의 발현도 82.5%의 예에서 관찰된다고 하 다. 이들은

PAI-2의 발현이 강한 군이 약한 군보다 좋은 예후를 나타낸다고

하 고 예후인자로서 PAI-2의 발현을 강조하 다. 그러나 담낭

암에서 uPA나 PAI-1의 발현에 한 연구는 찾아 볼 수 없었다.

이에 저자들은 암종의 침습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

질로 알려진 uPA와 PAI-1의 발현이 담낭의 정상 상피, 전암병

소와 암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 보고자, 이들에 한 면역조직

화학 염색을 시행하 다. 아울러 저자들은 담낭암의 예후인자로

서 담낭암의 임상, 병리학적인 소견과 uPA와 PAI-1의 발현과

의 연관성을 비교 분석하 다.

재료와 방법

연구 재료 및 병리조직 검색

연구 상은 1985년 1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한양 학교병원

조직병리과에서 원발성 담낭암종으로 진단된 42예이다. 각 환자

의 수술 당시 연령과 성별, 담낭암종의 담낭에서의 위치, 육안적

형태, 종양의 크기 등은 병리보고서를 참조하 다. 육안적 형태는

일본의 담낭암 취급 규약에 따라 분류하 는데, 통계의 편의상

결절형, 결절-침윤형, 침윤형의 세 가지로 분류하 다. 41명의 환

자는 담낭절제술을 받았으며, 나머지 1명은 시험개복술을 시행하

여 절개 생검만 하 다. 표본은 10% 중성 포르말린에 고정한 후

파라핀에 포매하여 4-5 m으로 박절한 다음 HE 염색을 하 다.

필요에 따라 PAS와 alcian blue 염색 및 CEA, alpha-fetopro-

tein, cytokeratin 등의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시행하 다. 현미경

적 소견은 표본을 재검토하여 종양의 유형,16 분화도, AJCC 분

류에 따라 TNM 병기를 정한 후, 종양을 표하는 슬라이드 1-

2개를 선택하여 uPA와 PAI-1에 한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시

행하 다. 조군으로는 담낭의 정상 점막과 종양 주변의 이형성

변화를 보이는 조직 6예를 선택하 다. 이형성 변화는 담낭을 배

열하는 원주상피세포가 핵이 커지고 뚜렷한 핵소체를 보이며, 과

염된 핵이 위중층을 보이는 부위로 정하 다.16 이형성의 등급은

따로 구분하지 않았다. 연구 상 표본의 현미경 소견을 재검토

하여 종양의 유형, 분화도, 담낭벽 침습 정도, 림프관 침습 여부,

혈관 침습 여부, 신경주위 침습 여부, 간 침습 여부, 종양 주위

결합조직형성과 염증 반응 정도, 림프절 전이 여부, 간 전이 여부

를 기록하 다.

임상 및 추적조사

환자의 병력은 진료기록부를 참조하 고 추적관찰 소견이 없

는 군은 전화로 문의하여 기록하 다. 환자의 임상기록부를 검토

하여 초음파 검사 소견, 컴퓨터 단층촬 소견, 이학적 검사 및

수술 소견의 결과로 임상적 병기를 분류하 고, 수술 당일을 시

점으로 1997년 12월까지 추적조사를 하 다.

면역조직화학 염색

파라핀에 포매된 조직을 약 5 m 두께로 박절하여 poly-L-

lysine (Sigma, St Louis, MO)를 처치한 슬라이드에 부착시키

고 통상의 탈파라핀 및 함수과정을 거쳤다. uPA는 절편을 pepsin

에 20분간 전처치한 후 수세하 으며, PAI-1은 10 mM citrate

완충액(pH 6.0)에 담근 후 전자오븐에서 5분간 2회 전처치하

다. 그 후 모두 3% 과산화수소로 5분간 처리하여 내인성 과산화

수소의 작용을 차단하 다. 증류수와 Tris 완충액으로 수세한 후

uPA 단클론 항체(#3689, American diagnostica inc. Green-

wich, CT, U.S.A.)와 사람 PAI-1에 한 단클론 항체(#3785,

American diagnostica inc. Greenwich, CT, U.S.A.)를 1:100

으로 희석하여 표본에 가한 후 30분간 반응시켰다. 이차 항체로

는 LASB kit (DAKO, Carpinteria, CA, U.S.A.)를 사용하

고, 3.3′diaminobenzidine로 발색한 후 Mayer's hematoxylin으

로 조염색하고 알코올 탈수과정을 거친 다음 Canada balsam

으로 봉입하여 검경하 다.

면역조직화학 염색 결과 분석

uPA와 PAI-1에 한 면역조직화학 염색 결과는 상피세포 및

종양세포의 세포질과 버팀질에 염색된 강도를 각각 0에서 3까지

구분하 다. 면역염색 양성인 부위가 5% 이하인 경우는 0점, 5-

25%인 경우는 1점, 25-75%인 경우는 2점, 75% 이상인 경우는

3점으로 하 다. 염색된 강도와 염색 범위의 점수를 합한 값으로

정상, 이형성, 중등도 이상의 분화를 보이는 고분화 샘암종(low

grade adenocarcinoma), 분화가 나쁜 저분화 샘암종(high grade

adenocarcinoma) 군들에서 상피세포 및 종양세포와 버팀질의

염색 정도를 비교하여, 이들 각 군 사이에 uPA와 PAI-1 발현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염색된 강도와 염색 범위의 점

수를 합한 값으로, 원격 전이와 림프절 전이 여부에 따라 고분화

샘암종과 저분화 샘암종의 종양세포와 버팀질에서 uPA와 PAI-

1 발현의 차이가 나는지도 알아보았다. 염색 범위에 상관없이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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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 염색 강도가 2 이상인 군을 양성으로 판정하여, 고분화 샘

암종, 저분화 샘암종 군들의 종양세포와 버팀질에서의 uPA와

PAI-1 양성률을 임상, 병리학적인 예후인자 및 환자의 생존율

에 하여 통계학적으로 비교 분석하 다.

통계학적 분석

담낭의 정상 점막, 이형성 병변, 고분화 샘암종, 저분화 샘암

종 군들에서 uPA와 PAI-1의 발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uPA와 PAI-1이 발현하는 정도를 점수화하여 각 군들 간의 차

이를 카이제곱 통계량으로 검정하 다. 결과는 카이제곱 통계량

과 응되는 유의확률값으로 판단하 다(Table 3).

고분화 담낭암종과 저분화 담낭암종에서 종양세포와 버팀질이

uPA와 PAI-1이 양성으로 발현되는 군들과 임상적 소견 및 병

리학적 소견과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제곱검정법을

적용하 다. 이는 uPA와 PAI-1의 발현도는 양성과 음성으로

이루어진 이진형 자료이고, 병기, 샘암종 주변의 결합조직증식증

(desmoplasia)과 종양주변의 염증반응 외에는 부분 두 군으로

(있음과 없음) 이루어진 질적 자료의 형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측치로 인하여 자료의 크기가 작아서 표본에 적합한 근사적인

카이제곱 검정법의 결과가 타당하지 않아, 표본의 크기가 작은

군에 적합한 Fisher의 정확 검정법을 통하여 임상, 병리학적 소

견과 uPA와 PAI-1의 발현도와의 연관성을 검정하 다. 검정결

과는 Fisher의 정확 검정법에 의한 유의확률(p 값)에 의하여 알

수 있다(Table 4).

임상병리학적 소견에 따라 생존율이 어떻게 향을 받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생존분석을 하 다. 여기에서 추적 관찰 기간이

1달 미만인 환자는 실제로 그 효과를 알아보는 것이 임상학적으

로 의미가 없으므로 제외하 다. 결과적으로 전체 42예에서 12예

를 제외시켜 30예를 이용하여 각 변수와 생존율과의 관계를 알아

보는 단변량 분석과, 모든 변수를 고려한 다변량 분석방법을 시

행하 다.

결 과

임상 및 병리학적 소견

42명의 환자 중 여자가 27명, 남자가 15명이었다. 수술 시의

연령은 28세에서 79세 사이 고 평균연령은 60±10.8세 다. 50

세와 59세 사이가 14명이었고, 60세와 69세 사이가 16명으로 가

장 많았다. 환자의 추적 관찰은 30예에서 가능하 고, 기간은 1개

월에서 108개월까지 고 평균 25.47±29.54개월이었다. 담낭암으

로 사망한 예는 12예 으며 평균 생존 기간은 10.7개월이었다. 수

술 전 임상진단은 36예에서만 알 수 있었는데 담낭암이 24예로

가장 많았고, 담석이 5예, 담낭 농양이 4예, 총담관 암, 담관암,

췌장두부암이 각각 1예의 순이었다. 20예에서 육안 및 현미경 소

견에서 담석을 동반하고 있었다. 수술 방법으로는 담낭절제술 24

예(간구역 및 엽절제술 각각 1예, 위아전절제술과 장분절절제

1예 포함), 근치적 담낭절제술 10예(간절제술 3예와 쐐기 간생검

2예 포함), 고식적 담낭절제술 4예(추가적 장분절술 1예 포함),

Whipple 수법 2예, 담낭-전췌장절제술 1예, 간생검 및 절개생

검 1예 다.

수술 후 병기에 따라 분석 해보면, 1기가 6명, 2기가 6명, 3기

가 18명, 4기가 12명이었다. 각 병기 별 평균 연령은 1기 환자에

서는 52.3±9.9세, 2기 환자에서는 51.2±14.6세, 3기 환자에서는

62.5±9.1세, 4기 환자에서는 62.8±13.3세로 3∙4기 환자의 연령

이 1∙2기 환자에 비하여 높은 경향이 있었다. 수술 후 7명이 재

발하 는데 4명은 3기 으며, 3명은 4기 다. 재발된 3기의 4예

중 2예는 수술 4개월 후와 2년 후에 림프절 전이를, 다른 2예는

각각 수술 6개월과 1년 후에 간 전이와 복강내 파종의 소견을 보

다. 4기 환자 중 2예는 1년 4개월 후에 림프절 전이가 확인되

었고, 다른 1예는 4개월 후 간 전이를 보 다.

종양은 기저부(13예), 체부(8예), 경부(1예), 체부와 기저부

(8예), 체부와 경부(5예), 전반(5예)에 걸쳐서 발생하 다. 나머

지 2예는 발생 부위를 알 수 없었다. 28예에서 육안으로 종양의

크기 측정이 가능하 는데 0.6 cm에서 7.7 cm 사이로 평균 3.8

±2.01 cm 다.

육안적 성장 유형에 따라 구분 해보면, 결절형 성장을 보이는

예가 17예, 결절-침윤형 성장을 보이는 예가 15예, 침윤형 성장

을 보이는 예가 9예 다.

종양은 42예 모두 샘암종이었고, 잘 분화된 샘암종과 중등도의

분화를 보이는 샘암종으로 된 고분화 샘암종이 25예, 분화가 좋

지 않은 저분화 샘암종이 17예 다. 미분화 샘암종은 없었다.

현미경 검사상 림프관 침습이 29예에서 관찰되었다. 혈관 침습

이 6예, 신경주위 침습이 13예, 간으로의 직접 침습은 3예에서

관찰되었다. 림프절 전이는 16예에서, 간 전이는 11예에서 있었

다. 샘암종 주변의 결합조직증식증이 중등도 이상인 예는 28예

으며, 14예에서는 결합조직증식증이 거의 없거나 경미하 다. 종

양 주변의 염증반응은 21예에서 중등도 이상이었다(Table 1).

uPA와 PAI-1의 발현 양성률과 통계학적 분석

면역조직화학 염색에서 염색 범위에 상관없이 종양의 염색 강

도가 2 이상인 군을 양성으로 판정하 다. uPA는 정상 상피세

포에서는 26예 중 6예(23%)에서, 이형성 상피에서는 21예 중

12예(57%)에서 양성이었다. 고분화 샘암종의 종양세포에서는

전이가 없는 군은 14예 중 8예(57%), 림프절 전이만 있는 군은

9예 중 5예(56%), 원격 전이만 있는 군은 3예 중 2예(67%), 림

프절 전이와 원격 전이가 함께 있는 군은 5예 모두(100%)에서

양성이었다(Fig. 1A). 저분화 샘암종의 종양세포에서는 전이가

없는 군은 6예 중 3예(50%), 림프절 전이만 있는 군은 5예 중

3예(56%), 원격 전이만 있는 군은 4예 중 2예(50%), 림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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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와 원격 전이가 함께 있는 군은 4예 중에서 3예(75%)에서

발현하 다(Fig. 1C). 버팀질에서는 정상 상피 주변에서는 2예

(8%)에서 양성이었다. 이형성 상피 주변에서는 모두 음성이었

는데 고분화 샘암종의 버팀질에서는 전이가 없는 군은 14예 중

1예(7%), 림프절 전이만 있는 군은 9예 중 1예(11%), 원격 전

이만 있는 군은 3예 중 1예(33%), 림프절 전이와 원격 전이가

함께 있는 군은 5예 중 3예(60%)에서 양성이었다. 저분화암종

의 버팀질에서는 전이가 없는 군은 6예 중 1예(17%), 림프절 전

이만 있는 군은 5예 중 1예(11%), 원격 전이만 있는 군은 4예

중 1예(25%), 림프절 전이와 원격 전이가 함께 있는 군은 4예

중 2예(50%)에서 양성이었다(Table 2).

PAI-1는 정상 상피에서는 3예(12%), 이형성 상피에서는 8예

(38%)에서 발현하 다, 고분화 샘암종(Fig. 1B)에서 전이가 없

는 군은 14예 중 3예(21%)에서 양성이었지만, 원격 전이만 있는

군은 음성이었다. 림프절 전이만 있는 군은 5예(56%), 림프절

전이와 원격 전이가 함께 있는 군은 2예(40%)에서 양성이었다.

저분화 샘암종(Fig. 1D)에서는 전이가 없는 군은 1예(17%)에

서 양성이었지만 원격 전이만 있는 군은 음성이었다. 림프절 전

이만 있는 군은 2예(40%)에서, 림프절 전이와 원격 전이가 함

께 있는 군은 3예(75%)에서 양성이었다. 버팀질에서의 PAI-1

의 발현은 정상 상피주변에서는 1예(4%)에서 나타났고, 이형성

상피 주변에서는 모두 음성이었다. 고분화 샘암종의 버팀질에서

는 전이가 없는 군은 1예(7%)에서 PAI-1이 양성이었지만, 원격

전이만 있거나 림프절 전이만 있는 군은 음성이었다. 림프절 전

이와 원격 전이가 함께 있는 군은 1예(20%)에서 PAI-1이 양

성으로 관찰되었다. 저분화 샘암종의 버팀질에서는 전이가 없는

군과 림프절 전이만 있는 군은 PAI-1이 음성이었고, 원격 전이

만 있는 군과 림프절 전이와 원격 전이가 함께 있는 군에서는

각각 1예에서 양성으로 발현하 다(Table 2).

담낭의 정상 점막, 이형성 병변, 고분화 샘암종, 저분화 샘암

종 간의 단계별로 uPA의 발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는지,

고분화 샘암종과 저분화 샘암종에서 림프절 전이 및 원격 전이

여부에 따라 uPA의 발현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면역 염

색된 강도와 염색 범위의 점수를 합한 값으로 분석해 보았다. 상

피세포의 경우에는 정상군과 이형성 병변 군 사이(p=0.0001)에

림프절 전이와 원격 전이가 없는 고분화 샘암종 군과 둘 다 있는

고분화 샘암종 군 사이(p=0.0074)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버

팀질에서의 uPA의 발현은 이형성 병변군과 고분화 샘암종 군

Age
mean (range) 60±10.8 yr (28-79 yr)

Sex
male 15
female 27

Preooperative diagnosis
stone 5
abscess 5
carcinoma

gallbladder 24
common bile duct 1
common hepatic duct 1
pancreas 1

unknown 6
Gallbladder stone

(-) 22
(+) 20

Tumor site
fundus 13
body 8
neck 1
distala 8
proximalb 5
entire 5
unknown 2

Gross appearance of tumor mass
nodular 17
mixed 15
infiltrative 9
unknown 1

Tumor size
mean (range) 3.8±2.01 cm (0.6-7.7 cm)

Tumor stage (mean age)
I 6 (52.3±9.9 yr)
II 6 (51.2±14.6 yr)
III 18 (62.5±9.1 yr)
IV 12 (62.8±13.3 yr)

Tumor grade
low gradec 25
high graded 17

Lymphatic invasion
(-) 13
(+) 29

Angioinvasion
(-) 36
(+) 6

Perineural invasion
(-) 29
(+) 13

Liver invasion
(-) 39
(+) 3

Peritumoral desmoplasia
absent 3
mild 11
moderate 15
marked 13

Peritumoral Inflammatory reaction
absent 1
mild 20
moderate 13
marked 8

Table 1. Clinicopathologic findings of 42 gallbladder carcinomas

aproximal; neck and body, bdistal; body and fundus, clow grade; well and moderately differentiated, dhigh grade; poorly differenti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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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p=0.0003)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고분화 샘암종에서는

원격 전이가 있는 군과 없는 군(p=0.0003), 림프절 전이가 있는

군과 없는 군(p=0.0012), 림프절 전이 및 원격 전이가 함께 있

는 군과 없는 군 사이(p=0.0023)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저분

화 샘암종의 버팀질에서는 전이 여부에 따른 uPA 발현이 통계

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3).

PAI-1의 발현은 상피세포에서는 정상과 이형성 병변(p=

0.003), 이형성 병변과 고분화 샘암종(p=0.0176)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전이 여부에 따른 암종 내에서의 PAI-1의 발현

은 저분화 샘암종에서만 림프절 전이가 있는 군과 없는 군(p=

0.0358), 림프절 전이와 원격 전이가 둘 다 있는 군과 없는 군

(p=0.0108)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 버팀질에서의 발현은 이형

Fig. 1. Expression of uPA and PAI-1 in adenocarcinoma of gallbladder. (A) Well differentiated tumor glands show diffuse strong expression
of uPA. The stroma around the tumor glands shows expression in less than 75% area. (B) Diffuse expression of PAI-1 is noted in the glands
and stroma of well differentiated adenocarcinoma. (C) In the high grade adenocarcinoma of gallbladder, the tumor glands show diffuse
expression of uPA. The stroma around the tumor glands shows diffuse expression of uPA with moderate intensity. (D) The tumor glands of
the high grade adenocarcinoma of gallbladder show diffuse expression of PAI-1. The stroma around the tumor glands show diffuse expres-
sion of PAI-1 with moderate intensity.

A B

C D



성 병변과 고분화 샘암종(p=0.0003), 고분화 샘암종과 저분화

샘암종(p=0.0085)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 전이 여부

에 따라서 차이가 없었다(Table 3).

임상병리학적 소견과 생존율과의 비교

환자의 연령과 성별, 육안소견, 종양의 분화도, 병기, 림프관

침습, 혈관 침습, 신경주위 침습, 간 침습, 종양주변의 결합조직

증식증과 염증 반응을 환자의 생존율과 통계학적으로 비교하 다.

다변량 분석결과에서 림프관 침습(p=0.0115)과 유의한 연관성

이 있었으며(Fig. 2), 나머지 인자들과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없었다. 단변량 분석에서는 모든 임상병리학적인 소견

들과 환자의 생존율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담낭암종의 uPA와 PAI-1의 발현과 임상병리학적 소견의

연관성

고분화 담낭암종과 저분화 담낭암종에서 종양세포와 버팀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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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A PAI-1

Glands
Normal/Dysplasia  0.0001* 0.0030�

Dysplasia/LGA 0.2143 0.0176�

LGA/HGA 1.0000 0.5121 
distant metastasis (-)/(+) in LGA 0.0680 0.3826 
distant metastasis (-)/(+) in HGA 0.3693 0.9485 
lymph node metastasis (-)/(+) in LGA 0.3346 0.1538 
lymph node metastasis (-)/(+) in HGA 0.5024 0.0358�

distant and lymph node metastasis (-)/(+) in LGA 0.0074� 0.8539 
distant and lymph node metastasis (-)/(+) in HGA 0.0715 0.0108�

Stroma
Normal/Dysplasia  0.5445 0.3332 
Dysplasia/LGA 0.0003* 0.0003*
LGA /HGA 0.7078 0.0085�

distant metastasis (-)/(+) in LGA 0.0003* 0.2809 
distant metastasis (-)/(+) in HGA 0.3917 0.9851 
lymph node metastasis (-)/(+) in LGA 0.0012� 0.0772 
lymph node metastasis (-)/(+) in HGA 0.4300 0.0883 
distant and lymph node metastasis (-)/(+) in LGA 0.0023� 0.2106 
distant and lymph node metastasis (-)/(+) in HGA 0.0876 0.2169

Table 3. p-values for difference in expression of uPA and PAI-1
among low grade adenocarcinoma (LGA), high grade adenocar-
cinoma (HGA), LGA with/without distant and lymph node metas-
tasis, and HGA with/without distant and lymph node metastasis

*: p<0.001, �: p<0.05.

u-PA positive expression

LGAG LGAS HGAG HGAS
Pathologic parameter

u-PA positive expression

LGAG LGAS HGAG HGAS

Tumor stage 0.2420 0.1846 1.0000 0.3354 0.8482 1.0000 1.0000 0.3684
Gross appearance 0.8957 0.0994 0.5645 0.4118 0.3299 0.1419 1.0000 0.7059
Tumor grade 1.0000 1.0000 0.5459 0.5304 0.1045 0.5032 1.0000 1.0000
Lymphatic invasion 0.2175 0.1447 1.0000 0.2722 0.6770 1.0000 0.2554 0.3860
Vascular invasion 0.2693 0.1594 0.6027 0.5696 1.0000 0.2452 1.0000 0.4678
Perineural invasion 1.0000 0.0674 0.1809 0.3378 0.6854 1.0000 1.0000 1.0000
Liver invasion 0.3548 1.0000 0.1637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Desmoplasia 0.6745 0.7882 0.2078 0.3643 0.6033 1.0000 0.4654 0.4854
Inflammatory reaction 0.5802 0.4190 0.4351 0.8194 1.0000 0.6710 0.6904 0.3099

Table 4. p-values of Fisher’s exact test for association of pathologic parameters and positive expression of u-PA and PAI-1

LGAG: low grade adenocarcinoma gland, LGAS: low grade adenocarcinoma stroma, HGAG: high grade adenocarcinoma gland, HGAS: high grade
adenocarcinoma stroma.

Lesion Total uPA (+) PAI-1 (+)
case No. case No. case No.

(%) (%)

Gland
Normal 26 6 (23) 3 (12)
Dysplasia 21 12 (57) 8 (38)
LGA without  metastasis 14 8 (57) 3 (21)
LGA with distant metastasis 3 2 (67) 0
LGA with lymph node metastasis 9 5 (56) 5 (56)
LGA with distant and lymph node 5 5 (100) 2 (40)

metastasis
HGA without metastasis 6 3 (50) 1 (17)
HGA with distant metastasis 4 2 (50) 0
HGA with lymph node metastasis 5 3 (60) 2 (40)
HGA with distant and lymph node 4 3 (75) 3 (75)

metastasis
Stroma

Normal 26 2 (8) 1 (4)
Dysplasia 21 0 0
LGA without  metastasis 14 1 (7) 1 (7)
LGA with distant metastasis 3 1 (33) 0
LGA with lymph node metastasis 9 1 (11) 0
LGA with distant and lymph node 5 3 (60) 1 (20)

metastasis
HGA without  metastasis 6 1 (17) 0
HGA with distant metastasis 4 1 (25) 1 (25)
HGA with lymph node metastasis 5 1 (20) 0
HGA with distant and lymph node 4 2 (50) 1 (25)

metastasis

Table 2. Expressions of uPA & PAI-1

LGA; low grade adenocarcinoma, HGA; high grade adenocarcinoma.



uPA와 PAI-1이 양성으로 발현되는 군들과, 종양의 육안소견,

분화도, 병기, 림프관 침습, 혈관 침습, 신경주위 침습, 간 침습,

종양주변의 결합조직증식증과 염증 반응을 포함하는 임상적 소

견 및 병리학적 소견과의 연관성을 비교하 다. 비교한 모든 인

자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able 4).

담낭암종 환자의 생존율과 uPA와 PAI-1 발현의 비교

고분화 샘암종과 저분화 샘암종에서 uPA와 PAI-1이 각각 양

성인 군과 음성인 군에서 환자의 생존율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

본 결과, 고분화 샘암종의 종양 세포에서 uPA 양성인 군이 uPA

음성인 군보다 생존율이 유의하게 낮았고(p=0.0391), 고분화 암

종의 버팀질에서 uPA 양성인 군이 uPA 음성인 군보다 생존율

이 낮은 경향을 보 다(p=0.0518)(Fig. 3). 저분화 샘암종에서

는 환자의 생존율과 uPA와 PAI-1 발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림프절 전이가 된 16예 중 11예에서 림프절에 전

이된 종양에 uPA와 PAI- 1 면역염색을 시행하여 그 결과를 환

자의 생존율과 비교하 다. 그 결과 종양 세포에 PAI-1 양성인

군이 음성인 군보다 생존율이 낮은 경향이 있었다(p=0.0503). 간

전이가 된 군에서는 환자의 생존율이 전이 종양에 uPA와 PAI-1

이 양성인 군과 음성인 군 사이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고 찰

담낭암종은 전체 악성 종양의 0.3-0.7%를 차지하는 비교적 드

문 종양이나, 담도계에서는 가장 흔하다. 담낭암종의 원인으로

유전, 담석증, 담관췌장 연결의 선천적 이상, 그리고 그 이외 담

즙성분, 석회화, 궤양성 결장암종, 가족성 폴립증, 감염, 직업으로

는 고무공장에서 노출되는 화학물질 등이 알려져 있다. 이 중 결

석이 동반되는 예는 80% 이상으로 중요한 위험인자로 담석증 및

만성 염증 등에 의한 만성 자극이 점막의 증식 및 장형 화생을

유발하고 이형성 과정을 거쳐서 암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17,18 본 연구에서는 담낭암종 42예 모두가 샘암종이었고

담석을 동반한 군은 20예(48%), 종양 주위에 이형성을 동반하

는 군은 21예(50%)로 비슷한 발생률을 보여 이형성과 암종 발

생의 연관성을 시사하 다.

담낭암종의 전반적인 5년 생존율은 5% 정도로 낮고, 개 종

양의 분화도와 병기에 따라 생존율의 차이가 있다.19 조직학적 유

형 중 유두상 암종은 드물지만 가장 예후가 좋아 5년 생존율이

36%이며.20 조직학적 분화도가 좋을수록 10년 생존율이 높았다.16

진단 시 병기는 가장 중요한 예후인자로 알려져 있다.21 본 연구

에서 여러 임상 병리학적 소견을 환자의 생존율과 통계학적으로

비교하 을 때 림프관 침습만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가장 강력한 예후인자로 알려

진 병기가 본 논문에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온 이유는, 증례의

수가 충분히 많지 않아서 통계학적인 유의성을 얻기에는 한계점

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최근 수년간 여러 암종에서 uPA와 PAI-1의 발현이 연구된

바 있는데, Umeda 등22은 유방암종조직에서 uPA mRN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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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urvival rates related to uPA expression in the tumor glands (A) and stroma (B) in low grade adenocarcinoma of gallbladder. (A) Cases
with uPA expression in tumor glands a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decreased survival rates (p=0.0391). (B) Cases with uPA expression in
the stroma around tumor glands have decreased survival rates (p=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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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양세포와 인접한 섬유모세포에서 발현되며 관내암종보다 침습

되는 부위에서 더 강하게 발현하고, PAI-1과 PAI-2 mRNA도

역시 종양세포, 섬유모세포, 식세포 등에서 관찰되며 침습되는

부위의 주변에서 발현되어, uPA는 유방암의 나쁜 예후와, 반면

에 PAI-2는 좋은 예후와 연관된다고 보고하 다.22 췌장암종의

면역조직화학적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 PAI-1은 침습

과 연관이 깊은 반면, PAI-2는 발현이 높은 군의 생존율이 높았

다. Knoop 등4은 425예의 유방암종에서 ELISA 방법으로 연구

한 결과, uPA 혹은 PAI-1 수치가 높은 군의 재발률과 사망률

이 높고, PAI-1의 수치는 원격전이를 예측할 수 있으나 국소재

발에 한 정보는 주지 못하다고 하 다. Ito 등23은 위암종에서

uPA 양성이면서 PAI-1 음성인 군에서 다른 군에 비하여 간 전

이, 림프절 전이와 장막 침습이 유의하게 많았고, 예후도 가장 나

쁘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 담낭 고분화샘암종의 종양세포에 uPA가 양성으

로 발현하는 군은 음성인 군에 비해 생존율이 유의하게 낮아

uPA 발현이 환자의 예후에 나쁜 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

지만, PAI-1의 발현은 환자의 생존율에 향을 주지는 않았다.

고분화 암종에서의 uPA 발현은 저분화 암종보다 종양의 전이

능력과 환자의 생존율에 더 크게 작용하고, 병리학적으로 동일한

정도의 분화를 보이는 담낭암종에서도 uPA의 발현에 따라 예후

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담낭의 고분화 암종과 저분화 암종의 종양세포

와 종양 주위 버팀질에서의 uPA와 PAI-1의 발현이 종양의 육

안소견, 종양의 분화도, 병기, 림프관 침습, 혈관 침습, 신경주위

침습, 간 침습, 종양주변의 결합조직증식증과 염증 반응을 포함

하는 병리학적인 예후 인자들과의 상호 연관성이 있는지를 분석

하 다. 그러나 모든 병리학적인 예후인자들과의 상호 연관성은

관찰되지 않았다.

담낭을 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도 uPA의 발현은 상피세포에

서는 정상과 이형성 병변(p=0.0001)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

반응성 증식과 이형성 변화를 감별하는 데 유용하 다. 버팀질에

서의 발현 역시 상피세포에 이형성을 보이는 경우와 암종에서 차

이를 보 다. 특히 고분화 샘암종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p=

0.0003)를 나타내었다. PAI-1의 발현도 정상과 이형성 병변이

있는 상피에서 유의한 차이(p=0.003)를 나타내었고, 이형성 병

변과 고분화 샘암종(p=0.0176)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버

팀질에서의 발현은 이형성 병변과 샘암종 사이에도 유의한 차이

를 나타내었다. 또한 원격전이와 림프절 전이 여부에 따라 종양

세포와 버팀질에서 비교한 경우도, 각 군에서 원격전이와 림프절

전이가 동시에 있는 군과 전이가 없는 군 사이에 uPA의 발현이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고분화 암종에서

uPA 발현은 종양의 전이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 저분화 암종

에서도 전이 여부에 따라 종양세포에서 PAI-1의 발현이 통계학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PAI-1는 uPA가 단백질을 분해하는 능력을 억제하는 일이 주

기능이지만 종양의 진행에 관여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PAI-

1는 플라스민 생성과는 관계없이 기질과 세포부착에 관여하여 종

양의 성장과 전이에 깊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4 본 연

구를 통해서도 종양에서의 PAI-1 발현이 종양의 진행 및 전이

에 관여함을 알 수 있었다. Hildenbrand 등25은 uPA가 종양에서

혈관증식에 관여하여 종양의 진행과 전이를 유도한다고 하 다.

uPA가 혈관벽의 손상을 일으키면 혈관내피세포가 증식하고 새

로운 혈관이 형성되며 종양세포를 들어오게 함으로써 종양의 진

행과 전이에 관여한다고 하 다.

담낭암종은 분화가 좋은 경우에 이형성과의 감별이 어려운 경

우도 있다. 따라서 담낭상피세포에서 비정형성이 관찰되는 군

uPA와 PAI-1의 염색은 진단에 유용할 수 있으며, 고분화 샘암

종에서 환자의 예후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사료

된다. 그러나 단독적인 예후 예측인자로 활용하는 것에 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예를 상으로 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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