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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담도암 환자에서 담즙내 담즙산의 분석

목목목목적적적적:::: 담도암은 담즙정체, 만성 염증, 만성 간염 또는 발암물질 노출

등의 발생 위험인자와 연관되어 있으며 특히 담즙정체에 의한 담도내

저류된 담즙산이 이러한 악성 종양의 발생과 성장유도에 중요한 역할

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담즙산 가운데 deoxycholic acid와 같은

소수성 담즙산은 점막 세포의 이형성화를 포함한 carcinogenesis와 강

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담도암에서 담즙산

의 역할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담도암 환자와 담석증

환자 그리고 대조군의 담즙에서 여러 담즙산의 농도와 조성비율을 비

교하여 이러한 변화가 담도암의 발생에 관여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

다.

대대대대상상상상 및및및및 방방방방법법법법:::: 2004년 3월부터 10월까지 혈청학적 종양표지자검사 및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ERCP) 또는 복부전산화단층촬영, 자기

공명담췌관조영술 등 임상적 경과 또는 조직 및 담즙내 세포진검사로

확진된 담도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담석증대조군과, 간이식의 공여

자를 정상대조군으로 하여 고속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여 담

즙내의 cholic acid, chenodeoxycholic acid, deoxycholic acid,

lithocholic acid, ursodeoxycholic acid를 분석하였다.

결결결결과과과과:::: 담도암 환자가 총 26명, 담석증대조군은 29명, 정상대조군은 9

명이었다. 남녀 비는 1.13:1이였으며, 평균 연령은 56.0 ± 16.8세였다.

담도암환자에서 ursodeoxycholic acid, cholic acid, chenodeoxycholic

acid의 농도분율은 담석증대조군 및 정상대조군과 차이가 없었으며,

deoxycholic acid (2.18% vs 10.16% vs 8.80%, p=0.00, p=0.00)와

lithocholic acid (0.25% vs 0.58% vs 0.96%, p=0.065, p=0.00)의 농도

분율은 담석증대조군 및 정상대조군에 비하여 감소되어 있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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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과는 담도질환을 담낭에만 국한하여 분석하였을때와 담관에만

국한하여 분석하였을때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결결결결론론론론: 이상의 결과로 담도암 환자에서 담즙산 분석에 의한 담즙산 구

성의 차이와 담도암 발생과의 연관성을 규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

각되나, 보다 많은 환자에서의 분석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핵심되는 말 : 담즙, 담즙산, 담도암, 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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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도암 환자에서 담즙내 담즙산의 분석

<지도교수 정정정정 재재재재 복복복복>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고고고고 준준준준 상상상상

Ⅰ. 서론

담도암은 담도상피세포에서 기원하는 악성 종양으로 간내담관암,

간외담관암, 그리고 담낭암으로 나뉠수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담도암

의 발생 위험인자로는 담즙정체, 만성 염증, 만성 간염 또는 발암물질

노출 등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특별한 위험인자를 찾을 수 없는 경

우가 상당수 있으며 특히 고연령의 담도암인 경우 대부분 위험인자를

발견하기 어렵다. 극동 아시아 지역에서는 간흡충(liver fluke)이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으며, 서구에서는 일차성 경화성 담관염(primary

sclerosing cholangitis)이 주요한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도

총담관낭종(choledochal cyst)과 같은 담도계 섬유다낭성 질환들이 위

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특히 담즙정체는 일차성 경화성 담관염과 총담관낭종 환자에서 담

관암의 발생과 연관되어있다고 인식되고 있는데 담도내에 저류된 담

즙산이 이러한 악성 종양의 발생 내지는 성장유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담즙산에는 콜레스테롤로부터 직접 형성되

는 1차 담즙산인 cholic acid 및 chenodeoxycholic acid와, 여기에서

각각 형성되는 2차 담즙산인 deoxycholic acid와 lithocholic acid,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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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chenodeoxycholic acid의 7β-epimer형태인 3차 담즙산인

ursodeoxycholic acid가 있다. 이들의 대부분은 taurine이나 glycine과

결합한 형태로 체내에 존재하게 된다1.

이러한 담즙산 가운데 deoxycholic acid와 같은 소수성 담즙산은 점

막 세포의 이형성화를 포함한 carcinogenesis와도 강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왔다. 이에 반하여 친수성 담즙산인 ursodeoxycholic acid는

담즙을 불포화시켜 담석증의 예방에도 기여하며, 그 외의 여러 간 및

담관 질환에서 세포의 변성을 막는 세포보호작용이 있다고 보고되었

다2-6. 담관암의 발생에도 cholic acid와 deoxycholic acid가

carcinogenesis에 관련이 있다는 여러 가지 모델의 동물실험 결과가

보고되었다7,8. 담도암의 주요 위험인자로 알려진 담관낭종과 담췌관합

류이상 환자에서도 담즙의 구성 성분내에 deoxycholic acid와

lithochoilc acid의 분획이 증가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9. 그러나

현재까지 담도암 환자를 대상으로 담즙조성을 분석한 연구는 국내외

적으로 많지 않으며, 따라서 담도암의 발생기전에 담즙산의 역할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미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담도암 환자와 담석증 환자 그리고 정상대조군의 담

즙에서 여러 담즙산의 농도와 조성비율을 비교하여 이러한 변화가 담

도암의 발생에 관여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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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 연구 대상

2004년 3월부터 10월까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에 내

원하여 혈청학적 종양표지자검사 및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

(ERCP) 또는 복부전산화단층촬영, 자기공명담췌관조영술 등 임상적

경과 또는 조직 및 담즙내 세포진검사로 확진된 담도암 환자를 대상

으로 하고, 대조군으로는 담낭담석, 총담관담석, 또는 간내담석증 환자

의 담석증대조군으로, 담도계 질환이 없는 간이식의 공여자를 정상대

조군으로 하였다. 그리고 담즙성 간경변증을 포함한 만성 간질환, 소

장질환 또는 당뇨병과 같이 담즙의 구성 성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질환을 가진 환자는 제외하였다.

2. 연구 방법

가. 담즙채취

담즙은 경피경간 담도 배액술(PTBD) 또는 내시경적 비담도

배액술(ENBD) 시술을 한 경우는 염증소견이 소실된 후 안정기

에 채취하였고 수술을 시행받은 환자는 수술중에 담낭천자를

하여 10cc 이상의 담즙을 채취하였다. 채취한 담즙은 분석때까

지 -70°C에 보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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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담즙산분석

담즙산의 분석은 고속 액체 크로마토그래피(high pressure

liquid chromatography, HPLC)를 이용하였다. 분석 기기로는

Nanospace SI-2 HPLC system (Shiseido Co., Ltd, Tokyo,

Japan)과 Photodiodearray detector (Thermo Electron Co., Ltd,

Waltham, MA, U.S.A)를 사용하였고, column은 Capcellpak MG

C18 (4.6×150mm, 5㎛, Shiseido Co., Ltd, Tokyo, Japan)를 사

용하였다. 그 외의 HPLC 조건은 Table 1과 같다.

담즙산은 cholic acid(CA), chenodeoxycholic acid(CDCA),

deoxycholic acid(DCA), lithocholic acid(LCA), ursodeoxycholic

acid(UDCA)를 분석하였다. 표준시약은 Sigma-Aldrich사의 제

품(Sigma-Aldrich Co., Ltd, St. Louis, MO, U.S.A)을 사용하였

다. TEA 시액은 triethylamine 1㎖에 acetonitrile을 가하여 100

㎖이 되도록 조제하였고, 유도체화 시액은

2,4-dibromoacetophenone 1.5g에 acetonitrile을 가하여 100㎖이

되도록 하였다. 표준원액은 CDCA, CA, DCA, LCA, UDCA 각

각을 정밀하게 취하여 메탄올로 희석하여 최종농도가 각각 20

㎍/㎖이 되도록 한 액을 표준원액으로 하며, 표준원액 1㎖를 취

하고 1㎖의 TEA 시액과 1㎖의 유도체화 시액을 가하여 80oC에

서 40min동안 수욕상에서 가열한 후 실온에서 냉각시켜 0.45㎛

membrane filter로 여과한 액을 표준액으로 하였다.

검체 1㎖을 정확하게 취하여 4N NaOH 시액 3㎖를 가한 후

100oC에서 3시간동안 가수분해하여 실온에서 냉각시킨 다음 6N

HCl 시액 3㎖를 가하여 완전히 섞은 액에 ether 6㎖와 혼화하

였다. 상등액 3㎖ 을 취하여 증발시킨 다음 메탄올 2㎖를 가하

여 완전히 녹인 다음 이 액 1㎖를 취하고 1㎖의 TEA 시액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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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도체화 시액을 가하여 80oC에서 40min동안 수욕상에서

가열한 후 실온에서 냉각시켜 0.45㎛ membrane filter로 여과한

액을 검액으로 하여 고속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여 각

각의 담즙산의 농도를 측정하였다. 각각의 담즙산은 총담즙산에

대한 각 담즙산의 분율로 비교분석하였다

TTTTaaaabbbblllleeee 1111.... HPLC conditions for determination of bile acid

Column Capcellpak MG C18 (4.6×150mm, 5㎛)

Detector PDA (측정파장 : 254nM)

Flow rate 1.0 ㎖

Injection volume 10 ㎕

Mobile phase A) Methanol

B) 0.1% phosphoric acid

A B

0 min 80 % 20 %

50 min 90 % 10 %

55 min 90 % 10 %

56 min 80 % 20 %

60 min 8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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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통계분석

모든 기술적 측정결과는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을 제시하였

다. 담도암환자군의 담즙산 분율을 담석증환자군과, 담도계 질환

이 없는 정상대조군의 담즙산 분율과 각각 비교하기 위해

Mann-Whitney P test를 이용하였다. 모든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for Windows 11.0을 이용하여 수행하였으며 p 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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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1. 대상 환자의 임상적 특성

담도암 환자는 총 26명으로, 담관암 환자 20명, 담낭암 환자는 6명

이었다. 담석증환자군은 29명이었고, 정상대조군은 9명이었다. 남녀

비는 1.13:1로 남자가 더 많았으며, 평균 연령은 56.0 ± 16.8세였다. 담

즙 채취는 수술중에 담낭천자를 시행한 예가 29예 (45.3%)였으며, 경

피경간 담도 배액술(PTBD)이 23예 (35.9%), 내시경적 비담도배액술

(ENBD)이 12예 (18.8%)에서 시행되었다. 담도암 환자 26명중에 수술

은 3예 (11.5%)에서 시행되었고, 경피경간 담도 배액술(PTBD)은 18

예 (69.2%), 내시경적 비담도배액술(ENBD)이 5예 (19.2%)에서 시행

되었다. 담석증환자군 29명중에 수술은 17예 (58.6%)에서 시행되었고,

경피경간 담도 배액술(PTBD)은 5예 (17.2%), 내시경적 비담도배액술

(ENBD)이 7예 (24.1%)에서 시행되었다. 정상대조군 9명은 전예에서

수술을 시행하였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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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TTaaaabbbblllleeee 2222.... Clinical characteristics of the patients

2. 담즙산의 분석

가. 담도암환자군, 담석증군 및 정상대조군에서 담즙산 농도의 비교

담도암환자군, 담석증군 및 정상대조군에서 총담즙산 농도는

각각 1800.7 ppm, 4005.4 ppm, 12569.1 ppm으로 담도암환자군

에서 담석증군과 정상대조군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낮

은 농도를 보였다(p=0.001, p=0.000). 1차 담즙산인 cholic acid와

chenodeoxycholic acid의 담즙내의 농도분율은 각군간에 차이가

없었다. 3차 담즙산인 ursodeoxycholic acid의 담즙내의 농도분

율도 각군간에 차이가 없었다. 2차 담즙산인 deoxycholic acid는

Age [ range ] 56.0 ± 16.8 [ 16-92 ]

M : F 34 : 30
Cancer (N=26) Bile duct cancer 20

Intrahepatic cancer 2
Perihilar cancer 12

Extrahepatic cancer 6
GB cancer 6

Stone (N=29) IHD stone 6
CBD stone 8
GB stone 15

Normal control (N=9) Healthy living donor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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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도암환자군에서 담석증군 및 정상대조군에 비해 낮은 농도분

율을 보였으며(2.18% vs 10.16% vs 8.80%), 각각의 대조군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다(p=0.000, p=0.000).

Lithocholic acid는 담도암환자군에서 담석증군 및 정상대조군에

비해 낮은 농도분율을 보였으며(0.25% vs 0.58% vs 0.96%), 정

상대조군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다(p=0.000)

(Table 3).

나. 담낭암환자군, 담낭담석증군 및 정상대조군에서 담즙산 농도의

비교

담도질환을 담낭에만 국한하여, 담낭암환자군과 담낭담석증군

및 정상대조군을 비교하였다. 담낭암환자군, 담낭담석증군 및 정

상대조군에서 총담즙산 농도는 각각 1346.3 ppm, 5125.5 ppm,

12569.1 ppm으로 담낭암환자군에서 정상대조군에 비하여 통계

적으로 의미있게 낮은 농도를 보였다(p=0.001). 1차 담즙산인

cholic acid와 chenodeoxycholic acid의 담즙내의 농도분율은 각

군간에 차이가 없었다. 3차 담즙산인 ursodeoxycholic acid의 담

즙내의 농도분율도 각군간에 차이가 없었다. 2차 담즙산인

deoxycholic acid는 담낭암환자군에서 담낭담석증군과 정상대조

군보다 각각 낮은 농도분율을 보였으며(6.19% vs 14.24% vs

8.80%), 각각의 대조군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다

(p=0.047, p=0.031). Lithocholic acid는 담낭암환자군에서 담낭담

석증군과 정상대조군보다 각각 낮은 농도분율을 보였으며

(0.23% vs 0.62% vs 0.96%), 정상대조군과 비교하여 통계적으

로 의미가 있었다(p=0.016) (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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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담관암환자군, 담관담석증군 및 정상대조군에서 담즙산 농도의

비교

담도질환을 담관에만 국한하여, 담관암환자군과 담관담석증군

및 정상대조군을 비교하였다. 담관암환자군, 담관담석증군 및 정

상대조군에서 총담즙산 농도는 각각 1936.9 ppm, 2805.3 ppm,

12569.1 ppm으로 담관암환자군에서 담관담석증군과 정상대조군

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낮은 농도를 보였다(p=0.006,

p=0.000). 1차 담즙산인 cholic acid는 담관암환자군에서 정상대

조군보다 높은 분율을 보였다(44.95% vs 33.78%, p=0.021).

Chenodeoxycholic acid의 담즙내의 농도분율은 각군간에 차이가

없었다. 3차 담즙산인 ursodeoxycholic acid의 담즙내의 농도분

율도 각군간에 차이가 없었다. 2차 담즙산인 deoxycholic acid는

담관암환자군에서 담관담석증군과 정상대조군보다 각각 낮은

농도분율을 보였으며(0.98% vs 5.78% vs 8.80%), 각각의 대조

군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다(p=0.027, p=0.000).

Lithocholic acid는 담관암환자군에서 담관담석증군과 정상대조

군보다 각각 낮은 농도분율을 보였으며(0.26% vs 0.53% vs

0.96%), 정상대조군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다

(p=0.000) (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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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bile acids between patients with

biliary tract cancer, stone and normal controls

N Mean (SD) Median P value

Bile acid (ppm)

Cancer 26 1,800.7 (3,890.3) 695.9

Stone 29 4,005.4 (3,836.5) 2,483.6 0.001

Normal control 9 12,569.1 (6268.4) 11,052.3 0.000

Ursodeoxycholic acid (%)

Cancer 26 0.1558 (0.2001) 0.0669

Stone 29 0.0928 (0.0290) 0.0172 0.209

Normal control 9 0.0273 (0.0120) 0.0272 0.271

Cholic acid (%)

Cancer 26 0.1675 (0.0328) 0.4371

Stone 29 0.4143 (0.1816) 0.3969 0.601

Normal control 9 0.3378 (0.0549) 0.3324 0.059

Chenodeoxycholic acid (%)

Cancer 26 0.3902 (0.1853) 0.3592

Stone 29 0.3855 (0.1012) 0.3880 0.698

Normal control 9 0.3899 (0.0487) 0.3908 0.546

Deoxycholic acid (%)

Cancer 26 0.0218 (0.0809) 0.0000

Stone 29 0.1016 (0.1050) 0.0892 0.000

Normal control 9 0.0880 (0.1141) 0.2421 0.000

Lithocholic acid (%)

Cancer 26 0.0025 (0.0082) 0.0000

Stone 29 0.0058 (0.0114) 0.0000 0.065

Normal control 9 0.0096 (0.0099) 0.006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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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of bile acids between patients with

gallbladder cancer, gallbladder stone and normal controls

N Mean (SD) Median P value

Bile acid (ppm)

GB cancer 6 1,346.3 (1,906.9) 870.5

GB stone 15 5,125.5 (4721.2) 4,398.1 0.073

Normal control 9 12,569.1 (6268.4) 11,052.3 0.001

Ursodeoxycholic acid (%)

GB cancer 6 0.0989 (0.0975) 0.0725

GB stone 15 0.0495 (0.0883) 0.0130 0.132

Normal control 9 0.0273 (0.0120) 0.0272 0.289

Cholic acid (%)

GB cancer 6 0.3633 (0.2503) 0.3966

GB stone 15 0.3915 (0.1480) 0.3744 0.938

Normal control 9 0.3378 (0.0549) 0.3324 0.906

Chenodeoxycholic acid (%)

GB cancer 6 0.4735 (0.2987) 0.3655

GB stone 15 0.4105 (0.1013) 0.4180 0.938

Normal control 9 0.3899 (0.0487) 0.3908 0.814

Deoxycholic acid (%)

GB cancer 6 0.0619 (0.1517) 0.0000

GB stone 15 0.1424 (0.1098) 0.1464 0.047

Normal control 9 0.0880 (0.1141) 0.2421 0.031

Lithocholic acid (%)

GB cancer 6 0.0023 (00057) 0.0000

GB stone 15 0.0062 (0.0134) 0.0000 0.430

Normal control 9 0.0096 (0.0099) 0.0068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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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mparison of bile acids between patients with

bile duct cancer, bile duct stone and normal controls

N Mean (SD) Median P value

Bile acid (ppm)

Bile duct cancer 20 1,936.9 (4,344.2) 525.0

Bile duct stone 14 2,805.3 (2,167.7) 2,380.2 0.006

Normal control 9 12,569.1 (6268.4) 11,052.3 0.000

Ursodeoxycholic acid (%)

Bile duct cancer 20 0.1728 (0.2001) 0.0586

Bile duct stone 14 0.1392 (0.1993) 0.0399 0.788

Normal control 9 0.0273 (0.0120) 0.0272 0.342

Cholic acid (%)

Bile duct cancer 20 0.4495 (0.1364) 0.4371

Bile duct stone 14 0.4388 (0.2149) 0.4112 1.000

Normal control 9 0.3378 (0.0549) 0.3324 0.021

Chenodeoxycholic acid (%)

Bile duct cancer 20 0.3652 (0.1373) 0.3592

Bile duct stone 14 0.3588 (0.0977) 0.3413 0.834

Normal control 9 0.3899 (0.0487) 0.3908 0.509

Deoxycholic acid (%)

Bile duct cancer 20 0.0098 (0.0435) 0.0000

Bile duct stone 14 0.0578 (0.0824) 0.0000 0.027

Normal control 9 0.0880 (0.1141) 0.2421 0.000

Lithocholic acid (%)

Bile duct cancer 20 0.0026 (0.0089) 0.0000

Bile duct stone 14 0.0053 (0.0093) 0.0000 0.171

Normal control 9 0.0096 (0.0099) 0.006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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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체내의 담즙은 대부분의 수분과 담즙산염을 비롯하여 담즙색소, 콜

레스테롤, 무기염, 및 지방질로 구성되어 있고, 이중 담즙산은 간세포

내에서 콜레스테롤의 대사 과정으로부터 생성되며 담즙의 형성, 체내

콜레스테롤의 배설, 지방성 음식물 및 지방성 비타민의 흡수에 중요

한 역할을 한다. 담즙산에는 콜레스테롤로부터 직접 형성되는 1차 담

즙산인 cholic acid 및 chenodeoxycholic acid와, 여기에서 각각 형성

되는 2차 담즙산인 deoxycholic acid와 lithocholic acid, 그리고

chenodeoxycholic acid의 7β-epimer형태인 3차 담즙산인

ursodeoxycholic acid가 있다. 이들의 대부분은 taurine이나 glycine과

결합한 형태로 체내에 존재하게 된다1.

이러한 담즙산 가운데 deoxycholic acid와 같은 소수성 담즙산은 점

막 세포의 이형성화를 포함한 carcinogenesis와 강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왔다. 이에 반하여 친수성 담즙산인 ursodeoxycholic acid는

담즙을 불포화시켜 담석증의 예방에도 기여하며, 그 외의 여러 간 및

담관 질환에서 세포의 변성을 막는 세포보호작용이 있다고 보고되었

다2-6.

담관암의 발생에도 cholic acid와 deoxycholic acid가 carcinogenesis

에 관련이 있다는 여러 가지 모델의 동물실험 결과가 보고되었다7,8.

한편으로는 tauroursodeoxycholic acid가 hamster 동물모델에서 간내

담관암의 암화과정을 촉진시킨다는 보고가 있으며, taurocholic acid와

deoxycholic acid는 DIPN에 의해 유발된 담관암모델에서 담관암의 유

발을 촉진한다고 보고되었다10,11.

대장암에서는 환경요인 및 다양한 유전인자의 변이와 더불어

deoxycholic acid와 lithocholic acid와 같은 2차 담즙산에의한 발암 과

정이 제시되어 널리 인정되고 있으며12,13 담도암의 주요 위험인자로

알려진 담관낭종과 담췌관합류이상 환자에서도 담즙의 구성 성분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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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oxycholic acid와 lithochoilc acid의 분획이 증가 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9.

전술한 바와 같이 deoxycholic acid와 lithocholic acid와 같은 2차

담즙산에의한 발암 과정이 제시되어 널리 인정되고 있으며, 담관계

상피세포는 다른 장기와는 달리 세포독성이 강한 담즙내 여러 구성

성분과 항상 접촉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담관계 암의 발생에 담즙

의 구성 성분 변화에 따른 일종의 화학적인 발암과정이 있을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deoxycholic acid로 대표되는 2차 담즙산의 세포에

대한 이형성 또는 암 발생과정은 담즙산 자체의 직접적인 세포독성보

다는 화학적 발암물질의 효과를 증폭시키거나, 또는 여러 원인으로

인한 담즙산 자체의 성분변화로 각 담즙산의 발암성이 증가할 수 있

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명확히 알려진 바 없으며 암 발생에 종 특이성

을 시사하는 보고도 있다3.

담도암의 발생에 대한 소수성 담즙산의 역할 또는 관련성을 확인하

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방법의 하나는 담도암 환자의 담즙에서 각 담

즙산의 농도를 측정하는 것이나 아직까지 사람의 담도암과 연관성을

보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담도암 환자에서 담즙내 담즙산 성분 분석

에 대한 보고는 국내외적으로 많지 않다. Strom 등14은 담낭암 환자에

서 담즙산을 분석하여 담낭암 환자와 대조군 사이에는 담즙산 조성의

차이는 있었지만 carcinogen으로 생각된 lithocholic acid는 두 군간에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였고, 국내 보고로는 이 등15이 담관암 환자에

서 담즙산을 분석하여 deoxycholic acid가 담관암 환자에서 증가된 양

상이었으나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고 보고하였으나 대조군으로 담석증

환자를 설정한 제한점이 있었다. Deoxycholic acid와 같은 소수성 담

즙산은 콜레스테롤 담석 형성의 병인과도 관련이 되며16,17, 담석증 환

자에서는 건강한 사람에서보다 deoxycholic acid의 농도가 높을 수 있

기 때문에 정상인의 담즙을 대조군으로 비교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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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담도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담즙산의 농도와 조성

비율을 담석증군과 정상대조군과 비교하였다. 총담즙산의 농도는 담

도암환자군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담석증군과 정상대조군보다 낮

은 농도를 보였다. 1차 담즙산인 cholic acid와 chenodeoxycholic acid,

3차 담즙산인 ursodeoxycholic acid의 담즙내의 농도분율은 각군간에

차이가 없었다. 2차 담즙산인 deoxycholic acid는 담도암환자군에서

담석증군과 정상대조군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낮은 농도분

율을 보였으며 lithocholic acid도 정상대조군과 비교하여 의미있게 낮

은 농도분율을 보였다.

담도질환을 담낭에만 국한하여, 담낭암환자군과 담낭담석증군, 정상

대조군을 비교하였을때 총담즙산의 농도는 담낭암환자군에서 통계적

으로 의미있게 정상대조군보다 낮은 농도를 보였다. 1차 담즙산인

cholic acid와 chenodeoxycholic acid, 3차 담즙산인 ursodeoxycholic

acid의 담즙내의 농도분율은 각군간에 차이가 없었다. 2차 담즙산인

deoxycholic acid는 담낭암환자군에서 담낭담석증군과 정상대조군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낮은 농도분율을 보였으며 lithocholic

acid도 정상대조군과 비교하여 의미있게 낮은 농도분율을 보였다.

또한 담도질환을 담관에만 국한하여, 담관암환자군과 담관담석증군,

정상대조군을 비교하였을때 담도질환을 담낭에만 국한하여 비교하였

을 때와 마찬가지로 총담즙산의 농도는 담관암환자군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담관담석증군과 정상대조군보다 낮은 농도를 보였다. 1차

담즙산인 cholic acid와 chenodeoxycholic acid, 3차 담즙산인

ursodeoxycholic acid의 담즙내의 농도분율은 각군간에 차이가 없었

다. 2차 담즙산인 deoxycholic acid는 담관암환자군에서 담관담석증군

과 정상대조군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낮은 농도분율을 보

였으며 lithocholic acid도 정상대조군과 비교하여 의미있게 낮은 농도

분율을 보였다.

담도암군에서 2차담즙산이 대조군과 비교하여 낮은 분율을 나타내



- 19 -

는 이유로는 deoxycholic acid등의 2차담즙산은 발암과정측면만을 고

려하면 발병초기에 종양 유발의 원인인자가 될 수 있겠으나, 임상적

으로 진단될 정도로 담도암이 진행된 상태에서는 종양의 침범에의한

간손상, 담도폐색의 정도 및 기간, 동반된 감염등의 여러 요인에의하

여 담즙산의 생성에 변화가 유발되고 이로 말미암아 담즙산의 조성이

변화하여 오히려 낮은 분율을 보인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담도암환

자군에서 총담즙산의 농도가 담석증군과 정상대조군보다 농도가 낮은

결과를 보인 것 역시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담

즙내의 담즙산의 농도는 개인마다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통계적인 의미 상실이 초래 되었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큰

개인편차는 일차성 경화성 담관염환자의 담즙내 담즙산을 측정한 보

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18. 마지막으로 담즙이 체내의 콜레스테롤

의 주된 배출 경로임을 고려할 때 각 대상자들의 식이 및 식이 습관

이 동일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담도암 환자의 담즙내 담즙산의 구성 성분

변화는 담도암으로 인한 이차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고 생각되며 담즙산의 발암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동물실험이나 체외실험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에서, 담도암환자에서 담즙산 분석을 통한 담즙산 구성

의 차이와 담도암 발생과의 연관성을 규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

되나,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환자에서의 동일한 담즙

채취방법에 의한 분석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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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2004년 3월부터 10월까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병원에 내원하여 혈청학적 종양표지자검사 및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

관조영술(ERCP) 또는 복부전산화단층촬영, 자기공명담췌관조영술 등

임상적 경과 또는 조직 및 담즙내 세포진검사로 확진된 담도암 환자

를 대상으로 하여 담석증군, 정상대조군과 담즙산 농도를 비교하였다.

담도암환자에서 ursodeoxycholic acid, cholic acid, chenodeoxycholic

acid는 대조군과 차이가 없었으며, deoxycholic acid와 lithocholic acid

는 대조군에 비하여 감소되어 있었다. 이상의 결과는 담도질환을 담

낭에만 국한하여 분석하였을 결우와 담관에만 국한하여 분석하였을때

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담도암환자에서 담즙산 분석을

통한 담즙산 구성의 차이와 담도암 발생과의 연관성을 규명하기는 어

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를 보다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서

는 보다 많은 환자에서의 동일한 담즙채취방법에 의한 분석이 필요하

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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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Abbbbssssttttrrrraaaacccctttt

Analysis of Biliary Bile Acid in Patients
with Biliary Tract Cancer

Jun Sang Ko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Jae Bock Chung)

OOOObbbbjjjjeeeeccccttttiiiivvvveeee:::: The etiology of biliary tract cancer is obscure. Biliary
tract cancer is related to risk factors such as cholestasis, chronic
inflammation, chronic hepatitis or exposure to carcinogens.
Secondary bile acids including deoxycholic acid have been known
to have carcinogenic effect on human gastric and colonic mucosa.
However, study of bile acid's role in biliary tract cancer was
scarcely done. This study will find out whether such change is
relevant to the cause of biliary tract cancer by comparing
concentration and composition ratio of bile samples from biliary
tract cancer and cholelithiasis and those of the normal control
group.
MMMMeeeetttthhhhooooddddssss:::: Twenty six patients (12 hilar cholangiocarcinomas, 6
gallbladder cancers, 6 extrahepatic bile duct cancers, 2 intrahepatic
bile duct cancers) diagnosed by histological and/or clinical findings
as biliary tract cancer were compared with 29 patients with
cholelithiasis or choledocholithiasis and with 9 controls with normal
biliary tracts. Bile samples were obtained by percutaneous
transhepatic biliary drainage, endoscopic nasobiliary drainage,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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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lbladder puncture during operation. Bile samples were analyzed
for cholic acid, deoxycholic acid, chenodeoxycholic acid, lithocholic
acid and ursodeoxycholic acid with HPLC technique.
RRRReeeessssuuuullllttttssss:::: Ursodeoxycholic acid, cholic acid and chenodeoxycholic
acid in patients with biliary tract cancer, showed no difference
when compared to those of the control groups and, while
deoxycholic acid (2.18% vs 10.16% vs 8.80%, p=0.00, p=0.00) and
lithocholic acid (0.25% vs 0.58% vs 0.96%, p=0.065, p=0.00)
decreased. The above result showed that in cases of gallbladder
cancer, deoxycholic acid and lithocholic acid decreased. Also for the
patients of biliary duct cancer, their deoxycholic acid and
lithocholic acid also decreased.
CCCCoooonnnncccclllluuuussssiiiioooonnnn: As the results indicated, it was difficult to clarify
relevance between difference in bile acid composition, resulted from
analysis of biliary tract cancer patients' bile acids, and the cause
of biliary tract cancer. For further proof of this relevance, analysis
of bile acids from much more patients using the exact same
sampling method will be required.

Key Words : bile, bile acid, biliary tract cancer, biliary 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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