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7회 대한소화기항암학회 학술대회 2009

55

대한소화기항암학회

유 자 조작 췌장암 Mouse 모델

국립암센터

이      우      진

I. 서    론

췌장암은 후가 불량하여 발생율과 사망률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록 흔한 암종은 아니

나 사망률이 우리나라에서는 체 암종  5 , 미국에서는 체 암종  4 를 차지한다.1 수술기법과 내과

 치료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5년 생존율은 5% 미만이다.2,3

이러한 불량한 후는 부분 이 질환이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어 근치  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에 기

인한다. 수술  제만이 근치가 가능하나, 근치  제술을 시행하여도 부분 재발하여 이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다.2-4

재로서는 조기 발견만이 불량한 후를 개선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여겨진다. 이를 해서는 

췌장암의 발암과정에 한 보다 근본 인 분자생물학 , 세포생물학  근을 통해 새로운 진단표지자  

새로운 치료법, 방법의 개발이 요하겠다. 그러나 췌장암에서는 다른 소화기암과는 달리 암병변이 뚜렷

하지 않고, 수술을 시행할 수 있는 경우가 드물어 조직 확보가 용이하지 않으며, 뚜렷한 동물모델이 없고, 몇
몇 동물모델에서 찰되는 병리학  췌장암의 표 형이 인체암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등의 문제 으로 인

해 췌장암 연구에 많은 제약이 있어 왔다. 하지만 최근 2000년  반에 침습 인 췌장암이 단계 인 종양의 

진행을 거쳐 발생하며, 따라서 근치  치료가 가능한 침습의  단계를 거친다는 것이 잘 알려졌다. 이러한 

침습 인 췌장암의 구 병변은 pancreatic intraepithelial neoplasia (PanIN)로 불리며 각각의 단계는 형태학 으

로 잘 기술되어 진 바 있다.5 PanIN 이외에 췌  내 유두상 액성 종양(Intraductal papillary mucinous neo-
plasms, IPMN)이나, 액성 낭종(mucinous cystic neoplasms, MCN)도 암병변의 하나이나 PanIN이 췌 선암

종의 가장 흔하며 주된 암성 병변이다.6 이러한 암성 병변의 암성 진행은 형태학  뿐만 아니라, 분자유

학 으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종양진행의 연속  단계에는 각각 특이한 유  변화가 축 되어 주된 역

할을 하게 된다.7 이들 특이 인 유 자 이상은 조기 진단의 잠재  표지자이며, 한 치료의 표 으로 이용

될 수 있다. 한 최근 2000년  반에 발표된 유 자 조작 췌장암의 mouse 모델(genetically engineered mod-
el, GEM)은 상당히 정확하게 사람의 췌장암을 재 하며, 이러한 모델은 잠재 으로 임상이행 연구에 흥미로

운 수단을 제공할 것으로 기 된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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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    론

1. 기존의 췌장암 동물모델

췌장암 연구를 한 동물모델의 조건으로는 인체에서 발생하는 췌장암과 모든 면에서의 유사성을 보여야 

한다. 지 까지 췌장암의 동물모델로서 mouse, rat, hamster, guinea pig, zebra fish 등의 다양한 동물들이 사용

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완벽하게 인체 췌장암을 신할 동물모델 개발에는 많은 제한이 있었다. 이  nitros-
amine으로 유발된 hamster 췌장암모델이 인체 췌장암과 가장 많은 유사성을 보여 사용되고는 있으나,9 형질

환동물 생성의 제한성, hamster 유 자 정보의 한계성에 의한 유 자 연구 근의 한계성 등의 핵심 인 문제

을 갖고 있다. 한 조직학  측면에서 이들 동물모델의 가장 요한 문제 의 하나로는 hamster를 제외한 

rat, 마우스 등의 동물에서는 발암물질을 처리했을 때 인체 췌장암에서 흔히 찰되는 췌 세포암보다는 

부분 선방세포암이 발생한다는 이다.
Nude 마우스와 같은 면역억제 동물에서의 췌장 종양세포 이식을 통한 췌장암 모델은 췌장암 연구에 있어

서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식하고자 하는 세포를 피하에 주사하는 ectopic 이식법의 경우에서는 피하에 

종괴 형성을 유도하여 종양성장을 평가하고, 치료 약제에의 반응을 찰할 수 있다.10 그러나 신 인 이

를 좀처럼 찰하기 어려워 장기에서의 종양성장과 련된 증상이나 징후를 나타내지 않으며, 한 면역기

능, 종양세포와 stroma 등의 상호작용 등 종양 환경에 있어서 인체의 상황과는  다르다는 문제 을 갖고 

있다. 반면에 인체유래 세포나 암조직을 동물 췌장에 이식하는 orthotopic 모델의 경우 인체 췌장암과 유사하

게 국소침윤과 이가 흔히 발생하므로 임상시험을 해서는 이러한 model의 사용이 더 바람직하다.11 하
지만 기술 으로 어렵고 이식과정에서의 외상충격이나 종양 출 등이 제한 으로 지 되었다.12,13

어느 암종에서나 유 공학을 이용한 동물모델은 암의 분자생물학  이해를 돕는데 필수 이며, 췌장암 

발생에 한 보다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특정 유 자의 과발  는 knockout 시킨 형질 환 동물을 

이용하여, 유  변화가 암의 진행  이에 미치는 향을 분석할 수 있으며, 표  유 자의 변이가 췌장

암의 발생 과정과 어떤 연 이 있는지와 아울러 암의 기 발생과 진행에 있어 생물학 , 유 인 연 계

를 규명할 수 있다. 여러 췌장암모델이 개발되어 왔으며, 인체 췌장암과 병리조직학 으로 비교되어졌다.14 
하지만 역시 부분 선방세포암이 발생하며, 한 인체 췌장암에서 가장 흔히 나타나는 K-ras 변이가 없으며, 
원격 이가 없거나 다는 이 제한 으로 지 되었다(Table 1).15-27

2. Cre-LoxP와 K-ras 변이를 이용한 최근의 췌장암 동물모델(Table 2)

인체의 췌장암과 매우 유사한 모델을 얻기 해 knockout 립유 자나 내재 인(endogenous) 표 유 자

의 변이 립유 자를 조작 시에 많은 경우 태생학  시기에 일  사망한다는 문제 이 있다. 따라서 

Cre/lox,28 Flp/frt,29 or Dre/rox30 같은 세균의 recombinase를 이용하여 조건 으로 내재 인 유 자의 삭제나 재

활성화 는 변이 등을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었다. 이러한 효소들은 특정한 인식 부 를 잘라내어 

이 부 로 둘러싸여진 염기서열을 잘라내게 된다. 한 어떤 조직에 특정한 promoter를 이용하여 특정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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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tically engineered mouse models of pancreatic and cancer

Genetic 

modification

Lesions/tissue 

abnormalities

Molecular/marker 

evaluation

Cancer development 

(age at onset) (freq) 

Organ metastases 

(frequency)

EL-TAg15 Acinar dysplasia 

Pseudoacinar structures

Reduced 

RNA-to-DNA ratio

Acinar cell carcinoma 

(2-3 mos.) (100%)

Kidney, lung 

(1-2%) peritoneal

EL-HrasG12V16 Disrupted 

organogenesis

Reduced amylase

mRNA

Acinar cell carcinoma 

(1.5-14 mos.)(100%) 

None reported

EL-myc17 Mixed acinar-ductal 

lesions;

tubular complex;

lymphocytic infiltrate

AB-PAS; CK19;

 amylase+      

Acinar cell carcinoma

(2-4 mos.); some with

Positive markers for

ductal cells (100%)

Liver(10%)

(peritoneal surface)

EL-TGF-α18 Pseudoductular acinar 

metaplasia; 

hyperplasia

fibrosis; tubular complex

K-ras mutant

-nuclear p53;

EGFR; Acinar l;

amylase;Duct l +

Cancer w/proliferating

tubular complexes; 

parenchymal invasion

(12+ mos.)(20%) 

None detected

EL-TGF-α/p53 null19 Tubular/cystic 

transform; 

acinar hyperplasia

Chr 11,15 gain;    

CK19+Chr 14 loss  

(20-35%)

Diff. acinar carcinoma;

transitional carcinoma.

None reported

MT-TGF-α/p16/19

null and/or p53 null20
Tubular metaplasia Pdx1; VEGF    

     +Promoter 

     hypermethyl

Serous cystic 

adenomas

None reported

EL-k-rasG12D 21 Tubular complex;

Metaplasia; dCIS

5-Lox; Cox-2; MMP-7; 

SHH; notch; nestin +

None detected

(22+ mos.)

None reported

CK19-k-rasG12V 22 Ductal 

dysplasia/hyperplasia

lymphocytic infiltrate

N-cad+ None detected None reported

Pdxl-SHH23 Intestinal phenotype;

Tubular complex

Her-2/neu; Ptc; smo+

Mutation in K-ras

None detected 

(mice only live 3 weeks)

None reported

Pdxl-Cre/pTENflox 24 

and/or p53flox
Irregular islets; epith 

prolif; ductal 

metaplasia 

Reduced pTEN; 

Muc5+, increased 

Akt/PI3K

PDAC (3mos.) (15%) 

PDAC(4-6 mo) 

(40%)

Duodenum (7%)

MT-TGF-a/

EL-myc25,26
Dyplastic duct 

lesion;

cystic neoplasms

ND for K-ras;

p16, Rb

Mixed acinar/ductal

carcinoma(2-7 mos.);

PDC w/much stroma 

Liver(33%)

CK5-Cox-227 Polycystic pancreas; 

ductal dilation; fibrosis

Lymphocytic infiltrate

CK19; Her-2/neu; ras+

IPMN or SCA 

adenoma

None repo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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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henotypes of genetically engineered mouse models of pancreatic ductal carcinoma

Genotype
Primary diseaase Median survival 

(mo)Preinvasive Invasive Histology

K-rasG12D/+38,47 PanIN PDA G, S 15

K-rasG12D/+; p53R172H/+38 PanIN PDA G 5

K-rasG12D/+; p16/p19fl/fl 36 PanIN PDA G, S, A 2

K-rasG12D/+; p53flox/+; p16(+/-) 37 PanIN PDA G, S 3.5

K-rasG12D/+; SMAD4fl/+47 MCN IDA C+G+OS 15

K-rasG12D/+; SMAD4fl/fl 47 MCN IDA C+G+OS 8

K-rasG12D/+; SMAD4fl/fl 45 IPMN PDA C+G 4

K-rasG12D/+; p16/p19fl/fl; SMAD4fl/fl 45 PanIN>IPMN PDA G>S 3.5

K-rasG12D/+; Tgfbr2fl/fl 44 PanIN PDA G>S 2

K-rasG12D/+; CLEG248 PanIN + "lobular" undiff. ca U 1

A, anaplastic; C, cystic; G, glandular; MCN, mucinous cystadenoma; IDA, invasive ductal adenocarcinoma; IPMN, 

intraductal papillary mucinous neoplasm; OS, ovarian stroma; PanIN, pancreatic intraepithelial neoplasia; PDA, 

pancreatic ductal adenocarcinoma; S, sarcomatoid; U, undifferentiated. 

의 유 자의 결손이나 발 을 유발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조건 인 유 자재조합은 tetracycline이나 tamoxifen 유사체에 의해 조 되는 부 를 삽입하여 시

기 으로도 특정 조직의 유 자의 결손이나 발 을 조 할 수 있게 된다.31,32 
Hingorani 등은 Pdx 1-Cre 유 자 조작( 는 Ptf 1/p48-Cre)으로 조건 으로 종양유 자 K-rasG12D 립유

자(allele) 발 을 활성화시키는 모델을 발표하 다.33 Pdx 1은 기 췌장 발생에 있어 요한 비교  췌장에 

특이 인 단백질로 Pdx 1이 발 하는 선구 세포군에서 성숙된 췌장의 분화된 외분비와 내분비세포 양쪽 모

두가 기인한다.34 Ptf 1/p48도 췌장 발생에 있어 요한 췌장특이 인 단백질로 외분비 기능의 선방세포군에

서 발 된다.35 이 Pdx 1-Cre; LSL-K-rasG12D 마우스에서 다양한 정도로 마우스 PanIN (mPanIN)이 발생하 고 

일부(<10%)에서 수개월(6-9개월) 후 침습 인 췌 선암종과 이가 발생하여 처음으로 인체 췌 선암종의 자

연경과를 유사하게 재 하 다. Ptf 1/p48-Cre; LSL-K-rasG12D 마우스에서도 비슷한 소견을 보고하 다. 한 

이 모델에서 mPanIN은 미경 으로 인체의 병변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Notch, Hedgehog, cyclooxygenase-2 
같은 단백질도 과발 하 다. 이러한 K-ras 변이를 발생학 으로 내재하는 promoter를 이용하여 발 시키는 

모델은 최 로 진정한 의미의 PanIN과 췌 선암종을 재 시켰다고 할 수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K-ras 변이가 있는 마우스를 INK4A/Arf 양쪽 립유 자가 결손된 마우스나, p53R172H 

립유 자의 종양형성 유 자 변이가 있는 마우스와 교배하 을 때 암이 더 잘, 빨리(수 주-수 개월) 발생하

고 이 한 더 잘 발생하 다.36-38 반면에 K-ras 변이가 없이 INK4A/Arf나 TP53만 결손된 경우에는 췌장암



제 7회 대한소화기항암학회 학술대회 2009

59

대한소화기항암학회

이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췌 선암종 발생에 있어서 K-ras 변이의 요성이 확인되었으며, 한 미경 으로 인체의 

PanIN과 유사한 mPanIN이 암과 같이 동반된다는 사실은 인체 췌 선암종의 종양진행모델에서 PanIN의 비침

습  구단계로서의 역할을 뒷받침하 다. 한 K-ras 변이는 췌장암 유 자 변화의 유발인자이며, INK4A/ 
Arf나 TP53 등은 췌장암 진행을 가속시키거나 유지하는 인자로 작용함을 시사하 다.39

하지만 이러한 진정한 인체 췌장암의 마우스모델에도 불구하고, 인체 췌 선암종의 기원세포에 해서는 

아직 많은 이견이 있다. 인체 췌장암이 췌 세포(ductal cell)의 표 형을 보이며, 구병변 한 췌 세포의 

분화를 보이는 은 췌 상피세포에서 췌장암이 기원하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췌장의 90% 이상은 

선방세포(acinar cell)로 구성되어 있지만, 인체 췌장암의 95%이상이 췌 세포의 표 형을 보이고 있어 췌장암

에서 이와 같은 조직학  세포 구성비율과 실제 발생하는 암의 세포 유형과의 차이 은 췌장암의 기원세포

가 단순히 췌 세포가 아닐 가능성을 시사하며, 아직 많은 이견이 있다. 최근 Guerra 등은 성숙한 췌 상피세

포를 표 으로 K-rasG12V 
변이를 유발하 을 때 종양이 발생하지 않은 반면에 췌장선방세포를 표 으로 하는 

promoter를 이용하여 mPanIN과 췌 선암종이 발생하 고, 이는 cerulein으로 만성 염증을 유발 시에 발생하

음을 보고하 다.40 한 일부에서 선방세포가 췌 세포로 이형성(metaplasia) 하는 소견이 찰되었으며 mPanIN
은 이러한 선방세포-췌 세포 이형성(acinar-ductal metaplasia, ADM)을 배경으로 찰되었다. 이러한 소견은 

선방세포가 췌 선암종의 세포기원일 가능성을 시사한다.41 한 역학 으로 오래 부터 잘 알려진 췌장암의 

험인자로서의 만성 췌장염이 요함을 시사한다. 실제 췌장암에서는 주변 조직에서 만성 인 췌장 염증 반

응과 섬유화가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부분이다. 선방세포-췌 세포 이형성은 여러 마우스모델에서 자주 찰

되며, 특히 선방세포의 특성인 elastase 같은 promoter를 사용 시 잘 발생한다.14 췌  뿐 아니라 선방세포의 분화

의 형태를 같이 가지며, 선방실질을 치하는 상의 구조물(tubular complexes)이 특징이다.14 인체 췌장에서는 

선방세포의 췌 세포로 분화는 특히 만성 췌장염에서 찰되며, 이러한 병변은 PanIN과 연 되어 진다.42,43

최근 TGF-β 신호 달경로와 련하여 Smad4나 2형 TGF-β 수용체 립유 자를 조건 으로 결손시킨 모

델이 발표되었다.44-47 Smad4나 2형 TGF-β 수용체 결손 자체만으로는 mPanIN이나 췌 선암종이 발생하지 않

았고, K-ras 변이와 동반하여 종양이 더 빨리 발생하 다. 하지만 K-ras 변이와 동반하여 2형 TGF-β 수용체 

결손의 경우 분화도가 좋은 췌 선암종이 찰되는데 비하여
44 K-ras 변이와 동반한 Smad4 결손의 경우 개 

IPMN이나
45,46 MCN의 소견이 찰되었다.47

이외에도 최근에는 다양한 종류의 Cre-LoxP와 K-ras 변이를 이용한 마우스 모델이 발표되고 있다.48-54

3. cLGL-K-rasG12V 마우스 모델

1) 분화된 췌장선방세포에서 K-rasG12D 발현되는 LSL-K-rasG12D 마우스 모델

MD Anderson암센터 암생물학과 실험실에서는 마우스의 체 길이의 elastase I 유 자 promoter를 이용하

여 Cre recombinase가 분화된 췌장선방세포에서 발 하는 마우스모델을 개발하 다(BAC ela-CreERT). 췌장선

방세포에서 K-ras활성의 효과를 알기 해 이 BAC ela-CreERT 마우스를 LSL-K-rasG12D와 교배하 다. 따라서 

Cre recombinase가 사를 억제하는 유 자물질을 잘라내어 변이된 K-rasG12D를 활성화시켰다.55 이러한 Double- 



이우진: 유전자 조작 췌장암 Mouse 모델

60

대한소화기항암학회

transgenic 마우스(LSL-KRas/BAC ela-CreERT)에서 활성화된 K-ras는 특이 으로 부분의 분화된 선방세포에

서만 발 함을 확인하 다. 이들 마우스에서 2-3개월 이내에 특징 인 mPanIN 병변이 발생하 고, 시간이 지

날수록 그 수는 증가하 다. 하지만 15개월까지 췌 선암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러한 소견은 췌장의 많은 세

포군을 표 으로 하는 다른 마우스모델과 유사하 으나,33,40 낮은 K-ras 활성도로는 모든 정상 췌장선방세포

를 형질 변환시킬 수는 없다는 가능성을 시사하 다.

2) 인체 췌장암세포주와 유사한 높은 K-ras 활성도를 나타내는 cLGL-K-rasG12V 마우스 모델

보다 높은 K-ras활성도를 얻기 해 K-rasG12V를 CMV chicken-β actin chimeric promoter (CAG)에 유 자조

작하고56 근 부에 lox-green fluorescent protein (GFP)-stop-lox를 부착하여 일단 K-ras 발 을 억제시켰다

(cLGL-K-rasG12V). Cre 재조합 에 췌장을 포함한 체조직에서 GFP가 발 되는 것을 확인하 다.  
LSL-K-rasG12D 마우스와 cLGL-K-rasG12V 마우스의 선방세포에서 K-ras 활성도를 비교하기 해 각각의 선방세

포를 추출분리하여 Cre를 함유한 adenovirus투여하 다. cLGL-K-rasG12V 마우스의 선방세포에서는 인체 췌장암

세포주와 유사한 높은 K-ras 활성도를 나타낸 반면에 LSL-K-rasG12D 마우스에서는 형질변환하지 않은 세포와 

유사한 정도의 낮은 K-ras 활성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소견은 유방상피세포에서의 보고와 유사하 다.57

3) cLGL-K-rasG12V 마우스 모델에서의 만성 췌장염과 췌관선암종 발생

췌장선방세포에서 높은 K-ras활성의 효과를 알기 해 BAC ela-CreERT 마우스를 cLGL-K-rasG12V
와 교배하

다. 이러한 Double-transgenic (cLGL-K-rasG12V/Bac ela-CreERT) 마우스에서 5일째에 이미 일부에서 ADM이 

찰되었고, 2주째에 선방세포의 소실과 범 한 간질 섬유화의 심한 만성 췌장염 소견이 찰되었다. 2개월

째는 부분의 마우스에서 여러 군 에 ADM이 찰되었고, 만성 췌장염의 배경에 다발성의 mPanIN 병변이 

발생하 다. 기에는 주로 mPanIN-1 병변이었으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mPanIN-3 병변이 증가하 다. 4개월

째에 췌 선암이 처음 발생하 고, 9개월에 마우스의 50%에서 인체 췌장암과 유사한 췌 선암이 발생하 으

며, 이  일부에서 간, 폐, 림  등에 이가 찰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선방세포의 K-ras 활성도가 만성 췌장염, 췌 선암 등의 병변을 일으키는 데 여한다고 

여겨진다. 

Ⅲ. 결    론

처음으로 인체 췌장암의 자연경과와 생물학  특성을 유사하게 재 한, 구단계인 PanIN을 유발하는 동

물모델을 갖게 되었다. 마우스와 인체 모두에서 종양유 자인 K-ras 변이가 췌장암의 유발인자이며, 이후 

INK4A/Arf나 TP53 같은 종양억제 유 자의 비활성화는 췌장암 진행을 가속시키는 인자로 작용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비록 최근 췌장암의 암성 병변으로 PanIN의 역할이 요시되지만 이외에도 다른 복합 인 요인과 경로

를 통해 췌장암에 이를 수 있겠다. 
물론 하나의 모델만으로는 복잡한 인체 췌장암과 암성 병변의 모든 요소를 다 만족할 수는 없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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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실험동물에서 얻어진 정보를 바로 인체의 질환에 용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실제로 이들 마

우스 모델에서 얻어진 췌 선암은 인체의 그것에 비해 비교  역형성(anaplastic) 암종인 경우가 많고 다발

으로 발생하며, 섬유화가 은 반면에 인체의 경우 개 단발성 종괴로 섬유화 반응이 많으며 PanIN 주 에

서는 비교  정상실질인 경우가 많다.14 

향후 이러한 모델들이 췌장암의 비침습  시기에서 조기진단할 수 있는 여러 종양표지자를 개발하고 평

가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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