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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Hepatocellular carcinoma (HCC) is the most common primary malignant tumor
of the human liver. However, the molecular changes and mechanisms that regulate the devel-
opment and progression of HCC remain unclear. Beta-catenin is known as a multi-functional
protein that acts as a regulator of the cadherin-mediated cell-cell adhesion system and also in
the Wingless/Wnt signal transduction pathway.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xpression of -catenin and its possible role in HCC. Methods : We investigated the expres-
sion of -catenin, Ki-67, TP53, -smooth muscle actin and CD34 by performing immunohis-
tochemical staining for 61 specimens of HCC and their adjacent non-tumorous tissue. We also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uclear expression of -catenin and the clinicopatho-
logic parameters. Results : The altered expression of -catenin was not detected in the non-
tumorous liver tissue. The nuclear expression of -catenin was observed in approximately 16%
(10/61) of the HCC specimens. Double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for -catenin and E-cad-
herin showed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nuclear translocation of -catenin and the loss of
the membranous E-cadherin expression. Significant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the nucle-
ar translocation of -catenin and the tumor size, tumor necrosis and the presence of microves-
sel invasion and intrahepatic metastasis (p<0.05). Conclusions : This data indicates that nucle-
ar translocation of -catenin could play a role in the growth and progression of H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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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세포암종에서 -catenin의 핵내발현과임상병리적인자들과의관계

원발성 간세포암종은 위암, 폐암에 이어 국내 암 발생 순위 3

위를 기록하고 있는 암이다. 특히 간세포암종은 전 세계적으로

암 사망 순위 4위를 차지하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40, 50

남자의 주요 사망 원인이기도 하다.1

간세포암종의 원인 인자로는 B형 간염바이러스 감염, C형 간

염바이러스 감염, 다른 모든 원인의 간경화, 아플라톡신의 섭취,

알코올 간질환 그리고 비만 또는 당뇨와 관련된 지방간 질환 등

이 표적이라고 알려져 있다.1 그러나 이와 같이 주요 위험 인

자들은 잘 알려져 있지만, 그 발생과 성장을 조절하는 분자들의

변화와 작용 기전은 아직도 확실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그런데

이런 분자들 중에서 -catenin의 핵 내 발현이 -catenin의 변

이를 의미하고, 간세포암종의 예후와도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발표되고 있으며,2 결장암, 직장암,3 위암,4 골육종,5 유건종 등6

에서도 발현된다는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Beta-catenin은 cadherin이 매개하는 세포 간 결합과 Wing-

less/Wnt 신호전달체계를 조절하는 다기능 단백질로 알려져 있

다.7 세포 간 결합 인자로서 -catenin은 E-cadherin과 세포질

내막에서 결합하여, -catenin과 -catenin의 상호 작용을 통해

세포 내 세포뼈 와 연결하는 것을 돕기 때문에 -catenin에

변이가 있다면 세포 간 결합이 억제되어 조직이 해체된다.8 또한

-catenin은 Wnt 경로의 효과 분자로서 세포질에서 핵 내로

이동하여 c-myc 또는 다른 표적 유전자를 발현시켜 세포 증식

에 관여하고, 배아 발생 및 종양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2

한편 Wnt 신호가 없는 상태에서는 세포질 내 -catenin의

발현이 적게 유지되는데, 이는 세포질 내의 -catenin이 APC

와 axin, GSK3 에 의해 인산화되어 단백 분해 복합 체계를 통

해 바로 분해되기 때문이다.9 그러나 APC유전자, axin유전자 변

이 및 -catenin유전자 자체에 변이가 생길 경우에는 -caten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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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정화되어 세포 내에서 그 양이 증가한다.10,11 또한 세포질

내에 축적된 -catenin은 핵으로 전위되어 Lef/Tcf (lymphoid

enhancer factor/T cell factor) 전사 인자와 구조적인 상호 작

용을 거친 후 cyclin D1 및 MMP-7, c-myc과 같은 Wnt 표적

유전자들의 전사를 활성화시켜 종양을 형성하게 된다.7,12-14

이렇듯 간세포암종에서 -catenin의 핵 내 축적과 역할에 관

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져 그 역할과 기전에 해서는

일부 밝혀져 있으나, 각각의 보고에 따라 연구 결과가 서로 다

르고 특히 간세포암종에서 -catenin의 역할과 기전에 한 국

내 연구가 서구에 비해 많지 않은 실정이며, 핵 내 -catenin의

활동에 해서는 아직도 불명한 것이 많다.

이에 저자들은 면역조직화학염색을 통해 61예의 간세포암종

에서 -catenin의 발현 여부 및 종양 세포에서의 발현 위치를

분류하고, -catenin의 핵 내 축적과 임상병리적 인자들, 세포

의 증식 능력(Ki-67 증식 지수), TP53의 발현 그리고 혈관 신

생 등과의 연관 여부를 분석하여 간세포암종에서 -catenin의

역할을 이해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 다.

재료 및 방법

재료

2004년 1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전북 학병원에서 외과적으로

근치적 간 절제술을 받은 간세포암종 환자의 조직 61예를 상으

로, 환자의 의무 기록과 제작된 슬라이드를 검토하여 조직학적

유형 및 등급, 미세혈관 침윤, 간 내 전이, 나이 및 성별, 음주 여

부, 간염바이러스 감염 여부 등을 조사하 다. 이때 전체 상 환

자의 평균 연령은 57.7세(범위, 27-72세) 으며, 남녀의 성비는

4.5:1이었다. 또한 질환의 원인은 B형 간염이 38예(62%)로 가장

많았고, 원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20예(33%) 그리고 C형

간염이 3예(5%) 다. 또 종양 주변의 간실질에서 간경변이 있는

경우는 35예(57%) 고, 26예(43%)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방법

면역조직화학염색

Beta-catenin, Ki-67, TP53, -smooth muscle actin 및

CD34의 염색

간세포암종에서 종양 조직과 인접한 비 종양 간 조직을 포함

한 파라핀 블록을 선정하여 4 m 두께로 자르고 유리 슬라이

드에 부착시킨 후, 크실렌으로 파라핀을 제거하고 에틸 알코올

에서 단계적으로 탈수하 다. 그리고 항원성 회복을 위하여 구

연산 완충액(10 mM, pH 6.0)을 이용하여 압력밥솥에서 3분 30

초간 처리하 으며, 내인성 과산화효소의 활성을 억제하기 위해

3%의 과산화수소를 도포, 내인성 과산화효소를 소비시킨 후,

Serum Free Protein Block (DAKO, Carpinteria, CA, USA)

으로 10분간 처리하 다. 또 일차 항체(Table 1)를 이용하여 상

온에서 30분간 반응시켰으며, 완충액으로 세척하고 나서 각각의

이차 항체를 상온에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다시 streptavidin과

과산화효소가 결합된 용액에 반응시키고, 3-amino-9-ethyl car-

bazole (AEC)로 발색시킨 후 hematoxylin으로 조 염색하 다.

Beta-catenin과 E-cadherin의 이중 면역조직화학염색

Beta-catenin의 핵 내 이동과 E-cadherin의 세포질막 발현 상

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간세포암종에서 -catenin

의 핵 내 발현이 확인된 10예를 골라 EnvisionTM Doublestain

System (DAKO, Carpinteria)을 이용, 이중 면역조직화학염색

을 시행하 다. 이를 간단히 기술하면, 먼저 일차 항체로 -

catenin (BD Bioscience-610153)을 1:200으로 희석한 후, alka-

line phosphatase와 2차 항체가 부착된 중합체(polymer)로 반

응시키고 Fast-red로 발색하 다. 그리고 동일 절편을 상으로

다시 1:50으로 희석한 E-cadherin (BD Bioscience-610181)에

한 일차 항체를 반응시킨 후, 과산화효소와 2차 항체가 부착

된 중합체를 사용하여 반응시켰다. 그런 후 3,3′-diaminobenzi-

dine tetrachloride (DAB) 용액으로 발색시키고, hematoxylin

으로 조 염색하 다.

면역조직화학염색 결과 판정

Beta-catenin, Ki-67, TP53, -smooth muscle actin 및

CD34에 한 염색 결과의 판정

염색 결과 모든 일차 항체가 갈색으로 염색되어 그 발현을 확

인할 수 있었는데(Fig. 1A), 각 일차 항체에 한 양성 판정 기

준은 다음과 같다. 즉 -catenin의 세포 내 발현 위치를 분석하

여 세포막, 세포질 및 핵에 염색을 보이는 세포를 구분, 기록하

으며 전체 종양 세포 중 -catenin이 핵에 발현되는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는 세포막과 세포질의 염색의 정도에 상관 없

이 양성으로 판정하여 핵형으로 분류하 다. 그리고 전체 종양

세포 중 -catenin이 세포막에 10% 이상 염색이 되고 핵에는

10% 미만에서 발현을 보이는 경우는 세포질 염색의 유무에 무

TP53, tumor protein 53.
a10 mM citrate buffer (pH 6.0) is used to retrieve the antigen.

Antibody Source
Pretreatment for

Dilution
antigen retrievala

-catenin BD Biosiences Heat (Autoclave) 1:200
TP53 protein NOVOCASTRA Heat (Autoclave) 1:50
Ki-67 Dako Heat (Autoclave) 1:50

-smooth Dako No 1:100
muscle actin

CD34 IMMUNOTECH No Pre-diluted
E-cadherin BD Biosiences Heat (Autoclave) 1:50

Table 1. Details of antibodies used in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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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게 세포막형으로 분류하 다. 또한 TP53은 핵에 염색된 세

포가 전체 종양 세포의 10% 이상인 경우를 양성으로 판정하

으며, Ki-67의 경우는 10% 미만으로 염색된 경우를 낮은 발현

으로, 10% 이상인 경우를 높은 발현으로 분류하 다. 한편 신

생동맥의 수는 -smooth muscle actin 염색을 시행한 후 다음

과 같이 판정하 다. 즉 100배율, 10개 시야를 무작위로 정하여

신생동맥의 수를 센 다음, 이들이 1-5개인 경우를 1+, 6-15개

인 경우를 2+, 16-50개인 경우를 3+ 그리고 50개 이상인 경우

를 4+로 하 다.15 또한 굴모양 혈관의 모세혈관화를 확인하기

위해 CD34 염색을 시행하고, 굴모양 혈관 내피 세포에 10% 미

만의 염색을 보이는 경우를 1+, 10-29%는 2+, 30-49%는 3+

그리고 50% 이상은 4+로 판정하 다.15

Beta-catenin과 E-cadherin의 이중 면역조직화학염색 결과의

판정

Beta-catenin은 Fast-red로 발색하면 적색으로 염색되고, E-

cadherin은 DAB으로 발색하면 갈색으로 염색된다. 그런데 -

catenin과 E-cadherin의 발현 위치가 동일한 경우는 염색 결과

를 판정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먼저 -catenin에 한

면역조직화학염색을 시행해 적색으로 염색되는 경우 발현의 위

치를 확인하고 E-cadherin의 염색을 진행하 다. 그 후 DAB의

발색을 확인하고 E-cadherin의 발색 위치를 판정하 다. 이때

E-cadherin이 갈색으로 염색되는 경우에는 E-cadherin만 발현

되었다고 판정하 으며, 먼저 -catenin이 발현되어 적색으로

염색된 것이 확인되었던 부위가 E-cadherin 발색 후 동일한 부

위에서 갈색으로 명확하게 염색되지 않고 그 중간색인 적갈색으

로 염색되는 경우에는 -catenin과 E-cadherin이 둘 다 발현되

는 것으로 판정하 다.

임상병리적 인자

임상병리적 인자들에는 나이 및 연령, 종양의 크기(<5 cm vs

≥5 cm), 종양 내 괴사 여부, 종양 내 출혈 여부, 간문맥의 침

윤 여부, 조직학적 분화도, 피막 형성 여부, 피막 침윤 여부, 간

내 전이 여부, 미세혈관 침윤 여부, HBs 항원 양성 여부 그리고

간경변 여부를 포함하 다. 또한 조직학적 분화도는 Edmondson

분류를 기준으로 1등급에서 4등급으로 분류하 다.

통계학적 분석

Beta-catenin의 핵 발현과 임상병리적 인자들, 세포의 증식

능력(Ki-67 지수), TP53의 발현 그리고 신생동맥의 수와 굴모

Fig. 1. (A) Immunohistochemistry for -catenin (brown color). Beta-
catenin is mainly expressed in nuclei of tumorous liver cells. (B,
C) Double immunohistochemistry for -catenin (red color) and E-
cadherin (brown color). (B) Tumor cells show nuclear and cytoplas-
mic expression of -catenin and loss of membranous expression
of E-cadherin. (C) Co-expression of -catenin and E-cadherin on
cell membrane of tumor cells is noted (brownish red color).C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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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혈관의 모세혈관화 정도의 연관 여부 등을 분석하기 위해 2

법을 실시하 고, p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다고 판단하 다.

결 과

간세포암종과 비 종양성 간 조직에서 -catenin의 핵 내

발현

비 종양성 조직에서는 모든 예에서 세포막에 염색되었으며 간

세포암종에서만 -catenin의 핵 내 염색이 관찰되었다(Fig. 1A).

그리고 간세포암종에서 -catenin이 핵형으로 분류된 경우는

10예(16%) 고, 세포막형으로 분류된 경우는 51예(84%) 다

(Table 2). 또한 -catenin과 E-cadherin의 이중 면역염색 결

과, -catenin이 핵형으로 분류된 10예 모두에서 -catenin이

핵 내 염색된 종양 세포에서는 E-cadherin이 세포막에서 염색

되지 않았고, -catenin이 세포막에 염색되는 종양 세포에서는

E-cadherin이 동시에 세포막에서 발현되었다(Fig. 1B, C).

Beta-catenin의 발현과 임상병리적 인자들 간의 연관성

Beta-catenin의 발현과 임상병리적 인자들 간의 관계는 Table

3에 요약되어 있다. 특히 -catenin의 발현이 핵형인 예가 세포

막형인 예에 비하여 종양이 크고 종양 내 괴사가 흔하 으며, 미

세혈관 침윤이 많았고 간 내 전이가 자주 관찰되었다(p<0.05).
그러나 나이 및 성별, 종양 내 출혈, 간문맥의 침윤, 조직학적 분

화도, 피막 형성, 피막 침윤, HBs 항원의 여부, 간경변 여부들과

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3).

Beta-catenin의 발현과 세포 증식 능력(Ki-67 지수), TP53의

발현, 신생동맥의 수 및 굴모양 혈관의 모세혈관화 정도 간

의 연관 여부

Beta-catenin의 발현이 핵형인 예가 세포막형인 예에 비하여

신생동맥의 수가 유의하게 감소하 으나(p<0.05), 세포의 증식

능력(Ki-67 지수), TP53의 발현, 굴모양 혈관의 모세혈관화의

p<0.001.

Location of -catenin expression Tumor (n, %) Non-tumor (n, %)

Membranous type 51/61 (84) 61/61 (100)
Nucleus type 10 /61 (16) 0/61 (0)

Table 2. Patterns of -catenin expression in hepatocellular car-
cinomas and surrounding non-tumor tissues

HBsAg, Hepatitis B surface antigen.

Beta-catenin expression

Sex
M 10 40 0.104
F 0 11

Age
<65 year 9 38 0.286
≥65 year 1 13

Tumor size
<5 cm 6 45 0.027
≥5 cm 4 6

Tumor necrosis
No 4 39 0.020
Yes 6 12

Hemorrhage in tumor
No 6 41 0.160
Yes 4 10

Portal vein invasion
No 8 48 0.136
Yes 2 3

Tumor differentiation
Grade 1 3 5 0.083
Grade 2 to 4 7 46

Capsule formation
No 1 10 0.469
Yes 9 41

Capsule invasion
No 5 25 0.954
Yes 5 26

Intrahepatic metastasis
No 6 45 0.027
Yes 4 6

Microvessel invasion
No 3 34 0.03
Yes 7 17

HBsAg
No 3 20 0.582
Yes 7 31

Cirrhosis
No 5 21 0.605
Yes 5 30

Table 3. Clinicopathologic features and the expression of -
catenin in patients with hepatocellular carcinoma

pNucleus Membranous
type (n=10) type (n=51)

Clinicopathologic
features

TP53, tumor protein 53.

Beta-catenin expression

TP53 Negative 8 33 0.346
Positive 2 18

Ki-67 Low expression 8 28 0.14
High expression 2 23

Unpaired Score 0 to 2 6 13 0.031
artery Score 3 to 4 4 38

Sinusoidal Score 1 to 2 2 8 0.736
capillarization Score 3 to 4 8 43

Table 4. Correlation of -catenin with Ki-67, TP53, -smooth
muscle actin and CD34 expression in hepatocellular carcinomas

pNucleus Membranous
type (n=10) type (n=51)

Clinicopathologic fe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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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4).

고 찰

간세포암종에서 -catenin 발현의 위치 변화와 그 의미를 알

아보고자 한 본 연구에서 비 종양성 간 조직에서는 모든 예에서

-catenin이 세포막형을 보 으며, 핵형은 관찰되지 않았다. 그

러나 간경변을 포함한 비 종양성 간세포에서 보이지 않았던 -

catenin의 핵형은 간세포암종에서는 61예 중 10예(16%)에서

관찰되었고, -catenin의 핵형은 간암세포의 미세혈관 침윤과

간 내 전이와 연관이 있었으며, 종양이 크고 종양 내 괴사가 흔

하게 관찰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종양의 주변 조직과 정상

간 조직에서는 -catenin의 핵 내 발현이 관찰되지 않으며16 -

catenin의 핵 내 발현과 간세포암종의 발생과 진행에 관련이 있

음을 보여준 다른 연구들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2,8,17

또한 본 연구에서 -catenin 핵형의 빈도(16%)는 전에 보고

된 발현율(36-66%)보다 낮았는데,18,19 이러한 결과는 -

catenin의 핵형에 한 판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

된다. 즉 본 연구에서는 -catenin이 전체 종양 세포 핵의 10%

이상에서 염색된 경우를 핵형으로 판정하 으나, -catenin의

핵 내 발현율이 36%로 보고된 연구에서는 종양 세포 핵이 10%

미만에서 염색된 예(1% 이상의 핵 내 발현을 양성으로 판정)도

핵형으로 간주하 다.18 이러한 Prange 등의 결과를 토 로 -

catenin이 종양 세포의 핵에 10% 미만으로 염색된 경우를 음성

으로 판정하여 다시 계산해보면, -catenin의 핵형 빈도는 9%

로 본 연구 결과인 16%보다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35%의 핵형

을 보인 다른 경우 역시 1% 이상의 종양 세포에서 양성을 보인

예를 -catenin의 핵형으로 간주하 기 때문에 높은 양성률을 보

인 것으로 생각된다.19 또한 다른 보고들은 양성의 기준이 정확

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양성률의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웠다.

국내 보고에 따르면 양성 예의 기준을 전체 종양 세포의 20%

로 하거나,20 명확한 기준의 제시가 없고17 또는 침생검을 이용

한 분석8에서 10-30%의 양성률을 보임으로써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한편 과거의 연구들과 달리 오스트레

일리아나 남아프리카에서 발생한 간세포암종의 경우는 -cate-

nin이 핵이나 세포질에 이상 발현되는 경우가 한 예도 관찰되지

않아, -catenin의 돌연변이가 간세포암종의 발생 과정에 관여

하지 않는다는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와는 상반되는 결과를 보이

기도 하 다.21 또한 국내의 한 연구에서도 -catenin의 핵 내 발

현은 분화도가 좋지 않은 간세포암종에서만 발견되며, -cate-

nin의 핵 내 발현과 임상병리학적 인자들과의 연관은 찾을 수

없다고 보고하 다.17

이상을 종합해보면 간세포암에서 -catenin의 핵형 빈도의

정도와 그 의의는 면역조직화학염색의 방법과 그 판정 기준에 따

라, 또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간

세포암종의 발생과 진행에서의 -catenin 역할을 명확히 규명하

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catenin의 핵형은 미세혈관 침습 및 간

내 전이와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보 다. 이전 연구에서는 세포

막에서 E-cadherin의 발현이 감소하면 간세포암종에서 혈관 침

습22 및 간 내 전이23가 흔하게 되며, 세포막에서 E-cadherin의

발현 감소와 -catenin의 핵 내 발현이 상호 연관되고,22 결국

세포 간의 결합이 약하게 되어 원격 전이를 일으킨다고 보고하

다.19 그러나 -catenin의 발현을 핵 내와 핵 외로 구분할 경

우, -catenin이 핵 외에 발현되었을 때 간문맥의 침습이 빈번

하고20 E-cadherin의 발현이 간암세포의 침습에 반드시 있어야

하며 이는 cadherin/catenin 접촉 분자의 역동에 기인할 것이라

추정하 으며24 이러한 결과들은 본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간세포암종에서 E-cadherin의 발현이 감소하고

-catenin의 핵 내 발현이 증가하지만 둘 사이 연관은 없다는

보고도 찾을 수 있다.17

이렇게 다양한 보고가 있는 가운데 저자들은 -catenin의 핵

내 발현과 세포막에서 E-cadherin의 발현 상실이 상호 연관이

있으리라는 가정하에 간세포암종 조직에 -catenin과 E-cad-

herin의 이중 면역조직화학염색을 시행하 으며, 그 결과 -

catenin의 핵 내 이동이 관찰되는 간암세포에서는 세포막에서

E-cadherin의 발현이 없고, -catenin이 세포막에 발현된 경우

에는 동시에 E-cadherin의 발현이 세포막에서 관찰되어 -

catenin과 E-cadherin의 발현이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저자들은 간세포암종에

있어서 미세혈관 침습 및 간 내 전이는 종양 세포의 세포막에서

E-cadherin의 발현 감소와 동반된 -catenin의 핵 내 이동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 -catenin의 핵형은 종양의 크기와 유의성

있는 상관관계를 보 는데, 이러한 상호 연관은 -catenin의 핵

내 발현과 세포의 증식 능력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

다. 특히 -catenin의 핵 내 발현은 Lef/Tcf 인자와 반응하여

세포의 증식에 관련되는 유전자들의 발현을 증가시킴으로써 세

포의 증식을 활발하게 하고, 간세포암종에 있어서도 -catenin

의 핵 내 발현, 간암세포의 증식 능력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들

이 발표되어 있다.2,19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증식 능력에 유용한

표지자로 알려진 Ki-67의 발현을 분석하여 -catenin의 핵형과

비교하 으나, -catenin의 핵형과 Ki-67 증식 지수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종양의 성장은 많은 종류의 성장 인자와

성장 억제 인자, 혈액 공급, 양 상태 등의 주변 환경에 의해

결정되므로 본 연구 결과만으로 -catenin의 핵 내 발현이 종양

의 성장에 큰 향을 준다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

른다고 생각된다.

한편 -catenin의 핵형이 종양의 크기뿐 아니라 종양 내 괴

사와도 연관성이 있었으므로, 종양의 크기가 큰 경우 종양 내

괴사가 잘 발생할 것이라는 가정 아래 종양의 크기와 종양의 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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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의 연관 여부를 분석해 보았으나 이 또한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그러나 -catenin이 핵 내에서 발현된 간세포암종

의 예에서 신생동맥의 수가 감소되어 있었으므로 감소된 신생동

맥의 수에 의해 유발된 혈액 공급의 장애가 종양 괴사의 원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본 연구에서 예상하지 못하 던 결과는 -catenin이 핵 내

발현된 간세포암종에서 신생동맥의 수가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

게 적게 관찰된 점이다. 그러나 본 연구자들이 문헌을 검색한

바로는 아직까지 진행성 간세포암종에서 -catenin의 핵 내 발

현과 굴모양 혈관의 모세혈관화 또는 신생동맥 수와의 연관 여

부에 한 보고는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가 간암 세포의

핵에서 발현된 -catenin이 다른 성장 인자의 생성과 분비에

향을 미쳐 실제적으로 신생동맥의 형성에 향을 준 것인지

또는 적은 신생동맥의 수와 -catenin의 핵형의 연관성이 통계

학적인 우연성에 기인한 것인지에 해서는 많은 증례 조사와

-catenin의 혈관 생성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TP53은 DNA 손상에 반응하여 세포 순환을 정지시키

고 세포 자멸사를 개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25 최근

TP53의 핵 발현이 -catenin의 핵 내 발현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있다.18 그러나 본 연구에서 -catenin의 핵형은 TP53

의 발현과 상호 연관을 보이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국내 간세포암종에서 -catenin의 이

상 발현이 관찰되었으며, -catenin의 핵형은 간세포암종의 성

장과 진행에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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