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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담도 암의 조기 발견 표지자의 발굴

성균 의  삼성서울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김      종      원

  종양 표지자는 암 조직으로부터 생산되거나, 암으로 인한 인체의 반응으로부터 유래하는 물

질로서 암이 아닌 조직과 구별을 하는 데 이용하거나, 암의 치료에 한 정 정보로 이용된

다. 췌장암에서 이용될 수 있는 종양표지자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알려져 있다.

1. CA19-9

  고분자 뮤신에서 발 되는 carbohydrate antigen의 epitope 군에 속하는 CA125, CA 15-3, CEA 

등 물질 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단클론 항체에 의한 표지자이다. CA 19-9는 암환자의 청과 

암세포의 ganglioside로 나타난다. CA19-9는 암(환자의 40∼50%), 장암(환자의 30%), 췌장

암(환자의 80%), 유방암(환자의 15%)에서 증가하며, 암과 췌장암에서 환자의 경과 추 에도 

이용된다. 췌장염과 다른 양성 질환에서도 증가할 수 있으며, CA 19-9와 CA50은 상보 으로 

동시 측정할 경우에 췌장암  다른 암의 발견 민도를 높일 수 있다. CA 19-9는 Lewis 액

형과 련이 있으며, Le(a−b＋) 군이나, Lewis(a＋b−)군 액형을 가진 환자에서 CA19-9가 나

타난다. 췌장암에서 CA19-9의 증가는 췌장암의 진행도와 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 CA19-5

  CA19-9와 유사하나, epitope가 다르며, CA50 과 함께 동시 측정할 경우, 췌장암, 암  간

암에서 증가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양성이 양성간질환과 담즙정체(cholestasis)에서 나타날 

수 있다.

3. CA50

  췌장암과 장암의 표지자이다. 인간 장 선암 세포주에서 개발된 단클론 항체이다.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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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alylated Lea와 fucose가 결핍된 silalylated Lea에 하여 반응하는 항체이다. 양성 췌장질환(12

∼46%), 담도(35∼38%), 간질환(22∼59%)에서 증가하며, 췌장암(80∼97%)에서 증가하고, 장

암에서 Duke stage의 A (19∼43%), B (30∼59%), C (53∼73%), D (53∼73%)의 단계에 따라 증

가빈도가 다르다. 소화기암에서는 식도암(41∼71%). 암(41∼78%). 담도암(58-∼70%), 간암

(14∼78%)에서 증가한다.

4. CA242

  A. 췌장암과 장암에서 증가한다. CA242도 인간 장선암 세포주에서 개발된 것으로서 

CA242는 CA50과 CA19-9의 epitope에 반응한다. 췌장암(68∼79%)에서 증가하는 것이 보고되고 

있으며, 장암(55∼85%)에서도 증가한다. 장암, 간암, 췌장암, 담도질환에서 CA242, CA50, 

CA19-9  농도의 상 계수는 0.81∼0.95이다. 췌장암에서 CA242는 CA19-9나 CA50보다 

민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 DU-PAN-2

  췌장암의 표지자로 알려져 있으며, 췌장암(54∼61%), 담도암(44-47%), 간암(44%)에서 증가한

다. DU-PAN-2와 CA19-2는 췌장암환자 70∼80%에서 일치한다.

6. CEA

  장암(70%), 폐암(45%), 암(50%), 유방암(40%), 췌장암(55%), 난소암(25%), 자궁암(40%)에

서 증가한다.

7. 새로운 암표지자의 발견의 노력

  1) 유 체 연구: 유 체 연구의 발 에 따라, 최근에는 유 체 연구 결과에 기반한 각종 암

의 암표지자 발굴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 연구방법은 암 조직이나, 암 세포주에서 RNA 

expression profile을 분석하여, 특정암 특이 분자들을 발굴하거나, 이들 양상의 pattern으로부터 

진단을 시도하고 있다.  단백체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특정 암의 특이 표지자를 발굴하는 작

업을 하고 있다.

   최근에 췌장암 세포주에서 모든 유 자의 염기서열분석을 통해, 유 자들의 돌연변이들

에 한 정보를 얻게 되었다. 발굴된 돌연변이 정보가 매우 많으므로, 이  어떤 돌연변이가 

췌장암 특이 변이이거나, 췌장암 특이 변이가 발생하는 유 자인지 추가 연구가 필요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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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만, 더 많은 검체에서 분석이 되면, 췌장암 특이 유 자들을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2) 생물정보학  연구: 단순한 expression profile을 이용한 방법은 양성 후보 물질들이 산

출되므로, 결과의 재 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재 알려진 각 분자들의 생화학 사 경로 정

보를 이용하고, 단백-단백 상호 작용 네트워크 정보를 이용하여 좀 더 신뢰성있는 후보 물질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것은 과거 단순 expression profile에 비하여 신뢰성이 하게 향상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최근 각종 발표문헌의 expression profile 등 각종 유 체 정보를 체계 으로 metaanalysis하여 후

보 표지자를 선별하는 연구 보고가 있었다. 여기에서는 Notch homolog 4 (NOTCH4) 단백이 췌

장암의 가장 유력한 후보 단백으로 제시되고 있다.

  3) 단백체 연구: 최근 단백체 연구는 질량분석기를 이용하여 후보 단백 발굴을 진행하는데, 

질량분석기의 분석 민도와 해상도 등에서 기기의 종류마다 차이가 나므로, 최근에 개발된 

질량분석기일수록 더욱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신뢰할 만한 단백이 

제시되지는 않고 있다.

  최근 유 체 분석방법과 단백체 분석방법의 발 에 따라 그동안 조기진단이 어려웠던 췌장

암의 조기진단 단백이나, 물질의 발견이 가까운 장래에 가능해지리라고 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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