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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장암의 분자생물학적 진단 및 종양인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류 지 곤

서 론

췌장암은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증상이 있어 발견될 경우 대개 진행된 상태로 수

술적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흔하여 조기 진단이 매우 어려운 종양으로 알려져 있다.

수술적 절제만이 유일한 치료 방법이지만 진단 당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환자는 5～20%에

불과하다. 수술적 치료 후 평균 생존율은 20～30%, 평균 5년 생존율은 5% 미만으로 예후가

매우 나쁜 종양이다. 예후의 향상을 위해서는 조기 발견 및 수술적 치료가 유일한 방법인데

현재까지 조기 진단을 위한 획기적인 방법은 없는 실정이다. 조기 진단을 위한 효율적인 방

법을 개발하려면 췌장암 및 그 전구 병변에 대한 조직학적, 분자생물학적 및 유전자적 특성

의 이해가 필요하며 아울러 예민도와 특이도가 높은 새로운 biomarker를 찾는 것이 중요하

다. 최근까지 췌장암의 분자생물학적 유전적 발생기전에 관한 연구는 가히 폭발적으로 발전

하여 왔으며 각종 high throughput technology의 개발로 많은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그러나

다른 장기의 악성 종양과는 달리 췌장은 후복막 깊은 곳에 위치하는 장기로 조직을 쉽게 취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 새로운 연구 결과를 임상적으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왔다.

본고에서는 분자생물학적인 측면에서 췌장암의 진단 및 분자 생물학적 종양인자의 현재까지

의 역할과 향후 가능성이 있는 종양인자에 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본 론

1. 췌장암에서 발견되는 유전자 변이

분자생물학의 발전으로 인하여 췌장암의 발생 및 진행에 관여하는 많은 유전자들이 밝혀

져 있어 췌장암은 유전자적인 수준에서 비교적 잘 알려진 종양 중의 하나이다. K-ras 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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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Commonly mutated genes in pancreatic ductal carcinoma


Gene name Chromosomal location Mutation frequency


Oncogenes

K-ras 12p 90～95%

AKT2 19q 10～20%

Tumor suppressor gene

p16 9p 80～95%

p53 17p 50～75%

LKB1/SKT11 19p 5%

DPC4/SMAD4 18q 50～60%

Genome maintenance gene

BRCA2 13q 7～10%


자 변이는 대부분의 췌장암에서 발견되는 가장 잘 알려진 proto-oncogene이며 p16, p53,

DPC4/SMAD4 등의 유전자는 종양 억제 유전자로 췌장암 발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이

외에도 흔하지 않지만 BRCA2, AKT2, LKB1/STK11 유전자 변이도 췌장암의 일부에서 발견된

다(표 1).

1) 흔히 발견되는 유전자 변이

(1) K-ras: K-ras 유전자 변이는 췌장암의 약 90～95%에서 발견되는 가장 흔한 변이로 잘

알려져 있다. 12번 유전자의 단완에 존재하며 K-ras 유전자의 산물은 GTPase의 역할을 하며

변이가 일어나면 계속적으로 활성화 상태에 있어 세포의 성장을 촉진하는 종양단백이다. 대

부분의 유전자 변이는 12번 코돈의 점돌연변이로 검출이 용이하고 비교적 발암의 초기에 나

타나므로 췌장암의 분자생물학적 지표로서의 역할에 관하여 많은 연구가 되어 있다. 그러나

췌장암뿐만 아니라 만성 췌장염 등 양성 질환에서도 변이가 발견된다.
1
한편 K-ras 유전자

변이는 일부 아형의 변이를 제외하고는 예후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2) p16: p16은 9번 염색체 단완에 존재하는 종양억제 유전자로 췌장암뿐만 아니라 많은

인체암의 발생에 관여한다. p16 유전자는 16Kd의 단백질을 생성하는데 세포주기의 진행에

필요한 단백질인 cyclin D/cyclin dependent kinase 4 복합체를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므

로 p16의 기능상실은 G1/S에서 세포주기를 억제하는 기능을 못하여 종양억제 유전자 기능

을 상실한다. 췌장암 조직의 80～95%에서 유전자 변이가 발견되는데 homozygous deletion 또

는 mutation의 형태로 일어나며 발암과정의 후기에 주로 일어나며 정상 췌장 조직에서는 변

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3
췌장암 환자에서 p16 유전자 변이는 장기 생존자군보다 단기 생존

자군에서 더 흔히 발견되는 점으로 보아 예후와 관련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4

(3) p53: p53 종양억제 유전자는 17번 염색체의 단완에 존재하며 p53 단백은 세포주기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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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나 세포고사 유도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발현을 촉진하는 전사인자의 기능을 한다. 인체암

의 50% 이상에서 p53 유전자 변이가 관찰되는데 DNA 손상 등 세포가 피해를 입으면 p53

유전자가 활성화되면서 각종 유전자의 전사를 유도하여 세포주기를 억제하고 세포고사를 촉

진한다. p53 변이의 약 90%는 DNA 결합 부위에 해당하는 exon 5, 6, 7, 8에서 일어난다. 췌

장암 조직에서 p53 유전자 변이는 50% 이상에서 발견되는데 이중 약 78%는 점돌연변이이

고 나머지는 deletion, insertion이라고 알려져 있다. p53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 변이된 p53 단

백이 형성되는데 이는 DNA에 결합할 수 없으므로 세포에 축적되므로 야생형 단백에 비하

여 반감기가 길다. 그러므로 조직 세포에서 p53 단백의 검출은 p53 변이의 간접적인 인자로

사용될 수 있다. 췌장암 조직에서 p53 면역조직화학염색을 시행하면 41～80%에서 과발현이

검출된다. p53 변이는 종양의 병기, 분화도, 나이, 예후 등과는 관련이 없다고 알려져 있다.

(4) SMAD4와 TGF-β: SMAD4는 18번 유전자 장완에 존재하는 유전자로 최초에 췌장암

세포에서 deletion이 흔히 발견되어 DPC4 (deleted in pancreatic cancer locus 4)로 불렸다. 이

후 DPC4는 SMAD 유전자군의 일종으로 밝혀지면서 SMAD4로 명명되었으며 SMAD4 단백은

transforming growth factor β (TGF-β)의 신호를 받아 전사 인자로 작용한다. TGF-β의 중요

한 생물학적 기능은 세포성장을 억제하고 G1 세포주기 억제를 유도하는 것이므로 SMAD4는

TGF-β의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종양억제 유전자로 추정하고 있다. 췌장암에서 SMAD4

유전자는 50% 이상에서 deletion 또는 변이에 의해서 기능이 상실되어 있으며 발암과정의

후반기에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
5)
최근의 보고에 의하면 SMAD4 변이가 있으면 종양의 성

장이 침습적이고 악성 경과를 밟아 예후와의 관련성을 시사하였다.
6)

2) 흔하지 않은 유전자 변이

(1) BRCA2: BRCA2는 13번 유전자의 장완에 존재하며 DNA 복구 기전에 관여하여 유전자

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단백질을 생성한다. 조기 발병하는(early onset) 가족성 유

방암과 난소암 환자에서 선천적 BRCA2 변이가 있다고 잘 알려져 있으며 이들 환자에서

BRCA2 변이는 췌장암 발병율을 높인다고 밝혀져 있다. 산발적(sporadic) 췌장암 환자의 7～

10%에서도 BRCA2의 불활성화가 발견되며 췌장암 발암과정의 후반기에 변이가 일어나는 것

으로 추측되고 있다.
7

(2) LKB1/STK11: LKB1/STK11은 19번 유전자 단완에 존재하며 모든 조직에서 발현되는 단

백으로 serine-threonine kinase의 일종이며 세포주기의 조절에 관여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

나 정확한 신호전달 경로는 알려져 있지 않다. LKB1/STK11 유전자 변이는 상염색체 우성으

로 유전되는 Peutz-Jeghers 증후군을 일으킨다고 잘 알려져 있으며 이들 환자들은 대장암, 췌

장암 등 소화기 악성 종양 발병의 고위험군이다. 췌장암 환자의 약 5%에서 LKB1/STK11 유

전자 변이가 발견되어 췌장암의 발병에 기여를 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8

(3) AKT2: AKT2는 serine-threonine kinase의 일종으로 19번 유전자 장완에 존재하며 발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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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Progression model and genetic changes for pancreatic cancer.

유전자로 추정되고 있으며 췌장암 조직 및 세포주의 10～20%에서 과발현 된다고 알려져 있

다. AKT2는 PI3 kinase의 하부 경로로 epidermal growth factor, platelet-derived growth factor 등

각종 성장인자에 의해 활성화될 수 있다. 췌장암 세포의 침습성을 촉진시키는데 기여할 것

으로 추정되고 있다.
9

3) 췌장암의 진행모델과 유전자 변이

1999년 췌장암의 진행 모델이 처음 발표되었는데 전구 병변을 pancreatic intraepithelial

neoplasia (PanIN)으로 명명하고 그 진행 정도에 따라 PanIN-1A, PanIN-1B, PanIN-2, PanIN-3

로 등급을 정하였다. 이러한 형태학적인 모델의 중요성은 분자생물학적인 분석으로 그 중요

성이 강화되었다. 췌장암에서 발견되는 유전자 변화의 대부분이 PanIN 병변에서도 발견되며

그 유병률은 atypia의 등급에 따라 증가한다.
10 K-ras 유전자 변이는 초기단계인 PanIN-1A에

서부터 약 35%에서 발견되며 PanIN-1B에서는 43%, PanIN-3에서는 86%로 등급이 높을수록

높은 발현율을 보인다. p16 불활성화는 PanIN-1A에서부터 약 30%에서 발견되며 PanIN-1B와

PanIN-2에서는 55%, PanIN-3에서는 71%로 역시 전구 병변의 중증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

였다. p53, SMAD4 유전자 변이는 주로 후반기에 나타나는데 PanIN-3에서 각각 41%, 30%에

서 나타났으며 BRCA2 불활성화는 오직 PanIN-3에서만 검출되었다(그림 1). 이러한 형태학적

및 유전적인 변화의 상관관계는 대장암에서 선종에서 선암으로의 진행 모델과 유사하며 췌

장암의 조기진단을 위한 분자생물학적 진단 방법을 개발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이다.

3. 종양인자

현재의 영상 진단 방법은 췌장암의 전구 병변인 PanIN-3 단계의 진단에는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기 췌장암의 발견에도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조기 발견을 위하여 영상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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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함께 각종 종양인자를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 종양인자란 인체의 체액 또는

조직에서 비정상적인 농도로 검출되며 악성 종양의 존재 및 그 종양의 근원을 예측할 수 있

는 물질로 정의할 수 있다. 이상적인 종양인자는 예민도와 특이도가 높고 비싸지 않고 재현

성이 높으며 신속하고 환자에게 널리 이용되고 적용이 간편하며 종양의 농도 및 크기와 관

계가 있어야 한다. 췌장암의 경우 가장 흔히 이용되는 검체는 혈액이며 기타 연구되고 있는

검체는 췌장액, 대변, 세침흡인술, cytologic brushing, 생검 등이다. 종양인자는 종양 특이적

인자와 종양과 연관된 인자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췌장암에 특이적인 인자

는 없다. 췌장암에서 종양인자의 역할은 조기 진단, 예후, 치료 반응의 감시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현재까지 종양인자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다. 무증상인 정상인을 대상으로 조기 췌

장암을 진단하는데 유용하려면 가양성률을 최소화해야 하므로 99% 이상의 특이도를 갖는

종양인자가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없다. CA19-9가 현재까지는 임상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

는 종양인자로 현재까지 이보다 우월한 종양인자는 증명된 바가 없다.

1) 일반적 종양인자

(1) CA 19-9: CA 19-9는 점액과 연관된 sialylated Lewis 항원으로 췌장, 담관, 담낭, 위 등

의 정상 상피세포에서 발현된다. 그러나 약 10～15% 정도에서는 Lewis 항원이 음성으로 이

들에서는 발현되지 않는다. 이들을 제외한 췌장암의 대부분에서 상승되어 있지만 췌장암 이

외에 담관계, 위, 대장 등의 악성 종양에서도 상승할 수 있다. 또한 급, 만성 췌장염, 간염,

폐쇄성 황달 등 양성 질환에서도 상승할 수 있으며 특히 급성 담관염이나 간경변증에서는

매우 높이 상승하기도 한다. 증상이 있는 환자에서 CA 19-9의 cutoff 치를 37 IU/ml로 하였

을 때 예민도와 특이도는 각각 81～85%, 81～90%로 알려져 있다.
11
임상적으로 췌장암이 의

심되는 환자에서 CA 19-9는 감별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췌장암의 크기가 작고 무증상

인 환자에서는 CA 19-9가 정상인 경우도 있어 조기 진단을 위한 screening 검사로서의 유용

성은 없다. 한편 치료 후 반응을 감시하는 기능은 그 유용성이 인정되어 현재 많이 사용되

고 있다. 췌장액에서 CA 19-9는 혈액에서보다 예민도와 특이도가 떨어져 진단적 가치는 없

다고 알려져 있다.

(2) CEA: Carcinoembryonic antigen (CEA)는 발생기때 대장에서 높게 발현되는 단백질로

대장암의 종양인자로 절리 사용되나 췌장암에서도 흔히 이용되었다. Cutoff 치를 5 ng/ml로

하였을 때 예민도와 특이도는 각각 58%, 75%로 알려져 있다.
11

CA 19-9보다 예민도와 특이

도가 낮지만 췌장액의 CEA는 2 cm 이하의 췌장암의 진단에 유용하다는 보고가 있다.
12

(3) CA 242: CA 242는 CA 19-9과 유사한 점액과 연관된 항원으로 췌장암의 진단에 있어

서 예민도는 떨어지나 특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성 췌장염 환자에서 췌장액의

정체에 의한 영향을 덜 받으므로 특이도가 높다고 설명하고 있다. 예후를 반영한다는 보고

가 있으나 향후 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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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Incidence of various serum tumor markers in patients with pancreatic cancer or benign hepatobiliary

and pancreatic diseases. n, number of cases examined.

(4) 기타: CA 19-9와 유사한 항원을 이용한 종양인자로 CA-50, DUPAN-2, SLX, ST-439,

CA 72-4, CA 125 등이 있다. 이들 종양 인자 중 일부는 CA 19-9 보다 특이도가 높은 것도

있지만 예민도가 현저히 낮아지는 문제점 때문에 잘 이용되고 있지 않다(그림 2).

2) 분자생물학적 종양인자

최근에 각종 유전자 및 단백질의 발현을 대량으로 간편하게 분석하는 방법들이 개발됨에

따라 암연구 분야에 있어 폭발적인 정보의 홍수를 가져오고 있다. 췌장암 분야에서도 지난

5년전과 비교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추측되는 수백가지의 유전자들이 밝혀졌다. 이

러한 연구를 가능하게 만든 배경에는 serial analysis of gene expression (SAGE), cDNA mic-

roarray, oligonucleotide array, proteomics 등 4가지의 혁신적인 technology의 개발 때문이다.

SAGE, cDNA microarray, oligonucleotide array 등의 방법은 각종 mRNA의 발현을 한번에 측

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Proteomics는 각종 단백질의 발현을 측정하여 새로운 종양인

자를 찾는데 이용되고 있다. Matrix assisted laser desorption ionization time of flight (MADI-

TOF)라 부르는 방법은 동시에 여러 가지 단백질의 발현의 차이를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으며, 이를 약간 변형시킨 방법으로 surface enhanced laser desorption ionization (SELDI)

이 있는데, 소량의 단백질을 특수 화학물질로 처리된 biochip에 바로 적용하여 mass spectro-

metry를 이용하여 동시에 여러 가지 단백질을 분석하여 단백질 fingerprint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각종 분자생물학적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biomarker를 개발할 수가 있는데 그

target은 크게 DNA 기본, RNA 기본, 단백질 기본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DNA 및 RN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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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한 방법은 real time PCR 방법의 개발로 종양인자로서의 이용가치가 개선되고 있다. 기

존의 PCR은 정량적 검사가 불가능한 반면 real time PCR은 정량적 검사가 가능하여 특이도

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1) K-ras: K-ras 유전자 변이는 췌장암에서 가장 흔히 발견되는 분자생물학적 인자로 많

은 연구가 있었다. ERCP를 통하여 얻은 췌장액에서 K-ras 유전자 변이를 조사하면 췌장암

환자의 55-77%에서 발견되며 세크레틴 자극 후 십이지장액을 얻어 조사하면 63～79%에서

발견되어 조기진단에 매우 유용하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13
그러나 췌장암이 없는 만성

췌장염 환자에서도 32%까지 발견되며 무증상의 흡연자에서도 검출되어 특이도가 낮다는 문

제가 있다.
1
지금까지 췌장액에서 K-ras 유전자 변이를 분석한 연구를 종합하면 예민도는 6

3～100%, 특이도는 50～100%로 다양하다. 유럽 유전성 췌장염 및 가족성 췌장암 등록소

(European Registry of Hereditary pancreatitis and Familial Pancreatic Cancer, EUROPAC)에서는

이들 췌장암 고위험군의 정기 검진 원칙에서 췌장액에서 K-ras 유전자 변이의 분석을 추천

하였다.
14
즉 K-ras 유전자 변이가 발견되면 추가로 p53 유전자 변이와 DNA methylation 을

검사하고 1년마다 추적 검사를 권고하였고, K-ras 유전자 변이가 없을 경우 3년마다 추적

검사를 권고 하였다. 한편 K-ras 유전자 변이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을 때 췌장암 환자에서

는 53～66%, 만성 췌장염 환자에서는 3.8～11%에서 검출되어 특이도의 문제를 줄일 수 있

다고 하였으나 예민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15

암환자의 혈장 및 혈청에는 암조직에서 떨어져 나온 종양 DNA가 검출된다고 알려져 있

어 혈청 또는 혈장에서 K-ras 유전자 변이를 분석하였다. 현재까지 몇 개의 논문이 있는데

췌장암 환자의 27～81%에서 검출되어 다양한 예민도를 보였으며 특이도는 95～100%로 매

우 높았다.
16
기존의 종양인자인 CA 19-9에 비하여 예민도는 낮지만 특이도가 높아 2가지를

병용하면 유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다.

(2) p53: p53 유전자 변이는 췌장암의 약 75%까지 발견되며 주로 exon 5, 6, 7, 8 4개에서

발생한다. 변이형 p53 단백에 대한 항체를 이용하여 췌장암 환자의 혈청에서 ELISA를 이용

하여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특이도는 95% 이상으로 높지만 예민도는 20% 정도로 종양인자

로서의 가치에는 문제가 있다.
11
췌장액에서 p53 유전자 변이를 분석한 연구 결과는 예민도

는 42～67%고 만성 췌장염 환자에서는 잘 검출되지 않아 특이도는 비교적 높다고 알려져

있다. K-ras 유전자 변이와 달리 1개의 hot spot이 없어 4개의 exon에 대하여 각각의 유전자

변이를 분석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으나 특이도가 높다는 점에서 향후 췌장암의 조기 진단에

유용할 수 있다.

(3) Telomerase: Telomerase는 ribonucleoprotein 효소로 telomere를 합성하여 DNA 증식 동안

염색체의 길이 단축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 효소는 대부분의 체세포에서는 불활성화

되어 있지만 세포 증식을 하고 있는 세포에서만 활성화되며 대부분의 인체 암세포에서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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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되어 있다. Telomerase의 활성도는 PCR의 원리를 이용한 방법인 telomeric repeat

amplification protocol (TRAP)을 이용하는 것이 표준 측정법이다. 췌장암 조직의 80～95%에서

telomerase가 활성화 되어 있는 반면 양성 췌장 질환에서는 거의 발현되지 않아 예민도 및

특이도가 매우 높아 조기 진단을 위한 종양인자로서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췌장액에서

TRAP 방법으로 telomerase 활성도를 측정한 결과에 의하면 췌장암 환자의 81.9%에서 양성이

고 대조군에서는 3.9%에서만이 양성이었다.
17
그러나 활성화된 임파구에서도 telomerase의 활

성도가 증가된다는 사실과 TRAP 방법이 PCR 원리이므로 정량적인 분석이 안된다는 문제점

이 있어 향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telomerase는 human telomerase RNA (hTR)과

human telomerase reverse transcriptase (hTERT) 크게 두 가지 효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hTERT

mRNA를 측정하여 TRAP 방법 대신 이용한 연구도 있으나 그 유용성에 대해서는 추후 주시

가 필요하다.

(4) DNA Hypermethylation: 유전자의 변이뿐만 아니라 epigenetic 변화도 발암과정에 매우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즉 유전자 서열의 변이가 없이도 종양억제유전자의 promoter gene

DNA의 hypermethylation이 발생하면 유전자의 기능이 상실되는데 췌장암을 비롯한 각종 고

형암의 발암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각종 암조직에서 약 400개의

promoter gene hypermethylation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종양마다 특이적인 형태의 hyperme-

thylation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 종양에서 hypermethylation 양상을 분석하면 발암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종양 관련 유전자를 새롭게 찾을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암의 조기진

단을 위한 종양 특이적 분자생물학적 인자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 췌장암 조직

에서 promoter gene hypermethylation을 분석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preproenkephalin (ppENK),

ubiquitin carboxyl-terminal esterase L1 (UCHL1), neuronal pentraxin II (NPTX2), secreted apop-

tosis-related protein 2 (SARP2), claudin 5 (CLDN5) promoter 유전자의 hypermethylation이 90%

이상에서 검출된다고 밝혀졌다.
18-20

이들 유전자는 종양 성장 억제의 기능을 한다고 추정되

고 있어 hypermethylation에 의한 유전자 기능 소실은 발암에 중요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DNA hypermethylation은 methylation specific PCR 방법으로 쉽게 측정 할 수 있어 새로운

종양 인자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췌장액에서 ppENK DNA hypermethylaton을 분석한 결과

45명 췌장암 환자의 66.7%에서 양성인 반면 정상인 및 만성 췌장염 환자 20명의 췌장액에

서는 모두 음성으로 종양인자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21
다른 연구에 의하면 24명의 췌

장암 환자 췌장액에서 NPTX2, SARP2, CLDN5 3개의 hypermethylation을 분석한 결과 75%에

서 한 개 이상 양성이었고, 13명의 대조군에서는 모두 음성으로 향후 종양인자로서의 유용

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20

(5) RNA based detection of highly expressed genes: 1996년 Gress 등이 처음으로 cDNA

microarray 방법을 이용하여 췌장암 세포에 특이적인 유전자 발현 양상을 발표하였다.
22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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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NA microarray, oligonucleotide array, SAGE 방법으로 췌장암 세포에서 발현이 의미 있게

증가된 유전자가 100개 이상 밝혀졌는데 이들은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유전자가 대부분으

로 새로운 종양인자의 후보가 될 수 있다.
23
이들 중 잘 알려진 대표적 유전자는 mesothelin,

prostate stem cell antigen, S100A4, stratifin 등이다. 이 중에 tissue inhibitor metalloproteinase-1

(TIMP-1) 단백을 혈액에서 측정하여 보았지만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했다.
24

6) New protein markers: 새로운 proteomics 기술로 찾은 단백질 종양 인자는 hepatocarci-

noma-intestine-pancreas/pancreatitis associated protein I (HIP/PAP-I)로 췌장암 환자의 췌장액에서

는 67%에서 높게 나타나고 다른 췌장질환에서는 17%에서 높다고 보고하였다.
25
최근에는

혈액에서 동시에 여러 가지의 단백질을 분석하여 암을 조기에 진단하려는 연구가 계속되고

있는데 향후 그 결과가 주목된다.

새롭게 밝혀진 유전자와 췌장암에 존재하는 조직학적 변화와의 관련성을 찾는 노력이 새

로운 종양인자를 찾는데 기초가 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찾은 유전자를 임상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한계점을 극복해야 한다. 첫째, 정확한 분석이 필수적이며 수많은 결과

들 중에서 실제 의미 있고 신빙성이 있는 자료를 추출하는 일이다. 둘째, 조건에 따라 바뀌

지 않는 재현성이 높은 자료를 얻어야 한다. 셋째, 같은 종류의 암이라도 조직 자체의

heterogenecity가 있는데 이러한 다양성에 관계 없이 공통적으로 발현되는 자료를 얻어야 한

다. 넷째, 마지막으로 가능성 있는 종양인자 후보를 찾은 후에 이를 종양 인자로 사용하려면

조직 이외에 쉽게 얻을 수 있는 체액이나 혈액 등의 검체를 이용하여 많은 증례를 갖고 검

증이 필요하다.

결 론

수술적 치료법이 유일한 치료법이며 예후가 극히 불량한 췌장암의 특성 때문에 조기 진단

이 가장 중요한 연구 과제이다. 현재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는 종양인자인 CA 19-9는 조기

진단에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췌장암의 유전학적 변화가 이미 많이 밝혀져 있고 최

근 각종 분자생물학적 기법이 발전함에 따라 많은 연구가 있어 왔지만 현재까지 조기진단에

유용한 새로운 종양인자는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머지 않아 획기적인 새로운 biomarker

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예후의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며 이러한 시기를 앞

당기고 임상에 적용하기 위하여는 분자생물학자와 임상 의사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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