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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암을 포함한 각종 질병의 진단용 바이오마커는 생물의학 으로 잘 분류되고 검증된 암환자의 검체(조직, 
체액 등) 내에 존재하면서 질병의 상태나 후를 시사해 주는 다양한 생체분자 표식자이다( , DNA, 단백질, 
펩타이드 등).1,2 이들은 정상인의 해당 검체와 비교 시 농도가 정량 으로 크게 변화되었거나, 구조가 변형

(인산화, 당쇄화 등) 된 채 탐지됨으로써 해당질환의 진단과, 약물의 치료 효과  다른 질병과의 련 정보

를 제공한다.3 이번 강의에서는 본 연구 이 진행 인 간암의 바이오마커 발굴과 련하여 각종 기술 인 

문제 과 해결책, 그리고 이를 통해 얻어진 간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간암(Hepatocellular carcinoma: HCC) 은 세계 으로 발생 인 주요암 의 하나로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는 모든 암  약 40%를 차지할 정도이다.4 HCC는 HBV나 HCV 는 이들 두 바이러스 모두가 만성 감염된 

간 경변성 간조직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 그러나 많은 연구가 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신

속한 조기진단을 한 효과 인 진단마커의 개발은 아직 미진한 상태이다. 재 HCC진단법에 사용되는 진

단마커로는 alpha-fetoprotein (AFP)이나, des-gamma-carboxyprothrombin (DCP), glypican-3 (GPC3), alpha-l-fucosi-
dase (AFU), and transforming growth factor (TGF)-beta1 등이 있고 이들을 단독 는 혼합으로 사용하고 있다.6,7  
그러나 아직도 이들 진단마커는 감도나 특이성에서 만족할 만한 성 을 못 내기 때문에 새로운 진단마커의 

개발이 실하다.8,9 본 강연에서는 간암의 진행으로 인해 특정 단백질들의 구조가 수식화되거나 병변이 생긴 

조직부 의 손 등으로 인해 해당 조직에서 액으로 분비량이 속히 변화된 것을 어떻게 로테오믹스 

기법으로 탐지하며.10,11 간질환군 환자들의 장을 상으로 간암 바이오마커의 검증을 체계 으로 할 수 있

는 일련의 연구 사례를 소개 한다. 특히, 조직 보다는 액내의 간암 바이오마커 발굴에 을 두었다. 
일반 으로 액은 가장 표 인 체액으로 쉽게 얻을 수 있고, 질병의 진행과정 에서 가장 민감하게 그 

성분이 변화하는 일종의 ‘생체 내 바로미터’이다.12,13 재 질량분석기( , LC-MS/MS)14
가 갖고 있는 검출한

계는 약 104-6 정도이므로, 극미량으로 존재하는 간암 바이오마커 후보단백질을 찾기에는 효율 인 고농도 

장단백질 제거기술
15
과 농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마그네틱 비드(magnetic bead)를 이용한 면역침강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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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후보 단백질을 농축하 다. 즉, 간암환자들의 조직
16,17

을 상으로 일차 로테옴 분석을 실시하여 마커 

후보를 찾은 후 간암 환자와 간질환 환자들의 액에서 이 후보 마커를 정성/정량 으로 탐지하고,18 일련의 

검증작업을 하여 사람의 카르복시에스테라제(carboxyesterase 1, hCE1)가 후속 연구를 진행할 가치가 있는 간

암 후보 마커의 하나임을 확인하 다.

Ⅱ. 본    론

본 연구 은 먼  5 의 정상조직과 간암조직을 상으로 2DE  2D-DIGE 기법
19
을 사용하여, 정상 조직

에 비해 특이 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당 단백질만을 선별한 후 이들  가장 특이 으로 간암조직에서 

발 이 감소하는 사람의 hCE1을 찾았다.10 이어서, hCE1의 간암 특이 인 발  정도와 양상을 43 의 정상/
간암 조직 등에서 조직면역학 기법 등으로 간암특이 인 발 억제 상을 충분히 검증 한 후, 이 유 자의 

사발  역시 단백질의 발  양상과 같은 패턴을 보 다. 그러나 실제 조직을 상으로 하는 간암 진단 마

커 보다는 장 마커(serological biomarker)가 가치와 편의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2,3,13 액을 상으로 새로운 

실험을 시도 하 다. 즉, 정상인과 간암환자의 액을 상으로 hCE1이 간암환자 군에서 어떻게 발 되고 

유의성 있게 탐지될 수 있는지를 조사하 다. 마그네틱 비드(magnetic bead)에 사람의 hCE1 항체를 붙여 연세

의료원에서 제공받은 정상인과 간암환자의 장을 상으로 면역침강하여 농축한 후, 이를 Nano-LC-MS/MS
로 동정 하 다. 그 다음, 해당 분획을 웨스턴블롯 으로 분석하여, 간암 환자군별 장 내 hCE1의 상 인 

농도를 결정 하 다. 이들 결과로 부터, 간암환자 장내 존재하는 hCE1이 정상인의 장에 비해 일 성 있

게 평균 약 3배정도 높게 존재하는 것을 발견 하 다. 즉, 간암 조직 내에서는 hCE1이 항상 2-3배 이상 감소

된 상태로 나타났으나, 같은 간암 환자의 액에서는 이처럼 평균 약 3배가 증가되어 나타난 것이다. 이 결

과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는 지 까지 다른 생화학  방법으로 확인 할 수 없었던 장 내 

hCE1을 본 연구진이 최 로 로테오믹스 기법으로 동정한 것이고, 둘째로는, hCE1이 새로운 간암마커 후보

가 될 수 있음을 밝힌 것이다. 그 다음, hCE1이 간암마커로서 과연 추가로 연구할 가치가 있는 지를 검증하

기 하여 표 인 간질환 환자와 다른 암환자의 장을 채취하여 웨스턴블럿 을 시도하 다. 여기서 사

용된 환자의 장샘  수는 다음과 같다. 이 샘 의 수량 선택은 이미 보고된 다른 연구자들의 이스를 

용하여,20) 간암-24, 간경화증-14, 만성 간질염-7, 말 형담 세포암-8, 암-15  췌장암-16 이스를 각각 사

용하 다. 이들로부터 얻어진 결과를 종합하여, 간암 특이  바이오마커의 척도인 민감도(sensitivity)와 특이성

(specificity)에 한 ROC 커 를 생성하 다. AUC (area under curve) 값을 비교한 결과, 모든 이스에서 sensi-
tivity는 70% 이상, specificity는 85% 이상을 보 으며, 다른 암과 비교 시에는 92.3% 이상의 specificity를 보

다. 이 결과로 hCE1의 cut-off 값은 비록 제한된 수의 검증용 샘 을 사용하기는 했으나, random하게 수집한 

검체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간암특이 인 마커임을 시사한다. 

Ⅲ. 결    론

1. 다양한 로테오믹스 기법을 사용하여 hCE1라는 간암의 마커를 찾았으며, 련 질환의 액과 다른 

암의 검체 등을 이용하여 이것의 sensitivity와 specificity를 검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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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이 hCE1 의 암발생에서의 작용기 과 구조변형에 한 정보를 밝히고, 이미 알려진 간암 진단마

커와 함께 패 을 만들어 진단용 단백질 칩의 개발을 검토할 정이다.  
3. 본 연구를 통해, 향후 hCE1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후보마커들을 로테오믹스 기법으로 발굴하여 

액용 간암 진단마커 후보로서 개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사료된다. 
4. 재 Multiple Reaction Monitoring (MRM) 방법으로 hCE1의 액 내 정량 분석을 수행하여 질량분

석법을 이용한 범용 인 간암마커로 개발을 추진 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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