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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Zebrafish Model for Exploration of Tumor 
Biology and Drug Screening

연세 학교 의과 학 내과학교실, 소화기병연구소

박    승    우

I. 서   론

기  는 임상 연구를 한 동물모델의 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인간의 질병을 모방하는 

동물모델은 질병의 발생 기 을 이해함은 물론, 질병의 방, 진단  치료 방법을 모색하는 수단으로도 

리 이용된다. 이상 인 동물모델은 인간의 질병과 임상 으로 유사한 양상을 보여야 함은 물론, 병리소견과 

분자수 에서의 유사성을 지녀야 한다. 
제 라피쉬는 Streisinger 등이 1981년에 척추동물 발생연구를 한 제 라피쉬의 유용성에 한 논문을 

발표하면서 장을 열게 되었다1. 이후 폭발 으로 되어 발생학 연구의 주요 모델로 인정되었으며, 해마다 

련 논문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재 세계 으로 수 많은 실험실에서 모델로 이용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일부 연구진에 의해 이미 도입되어 연구에 이용되고 있다. 2000년 에 어들면서 종양 모델과 

약물 검진 모델로서의 장 이 새롭게 인식되면서 새로운 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본 원고에서는 제 라피

쉬의 개 과 암모델로서의 유용성에 하여 간략히 고찰하고자 한다. 

II. 본   론

1. 제브라피쉬 개관

제 라피쉬는 열 에 서식하는 3년생의 담수어이다. 성어는 크기가 4 cm에 이르며 한 세 는 약 10주이

다. 어류는 척추동물문에서 인류의 공통조상으로부터 이미 4억년 이 에 분리하여 별도로 진화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유 으로는 많은 공통 으로 지니고 있다. 유 체의 크기는 1.7 GB에 이르며, 염색체는 25 으로 

이루어져 있다. 유 자의 정확한 수는 아직 모르지만, 약 35,000개로 추정하고 있으며 Sanger 센터(UK) 주
으로 시작된 게놈 로젝트가 재 한창 진행 이다. 당 에는 2004년도에 완료를 목표로 진행되었으나, 유

체 복(Genome duplication)이 흔히 발견되어 지연되고 있으며, 2007년 으로 완료될 망이다. 포유류 유

자의 homologue를 제 라피쉬에서 찾으면 두 개가 발견되는 경우가 흔한데, 이는 포유류 유 자의 조상유

자가 어류에서 두 유 자로 분리되었고 분리된 각각의 유 자는 보다 제한 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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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동물모델로서 제브라피쉬의 특징과 장단점

Zebrafish Advantage and Disadvantage

Phylogeny Teleost fish that shares vertebrate ancestry 

with human

Mammalian split about 450 million years ago.

Closer to mammalian than Drosophila or C. elegans

Conservation of many genes including cell‐cycling 

genes, tumor suppressors, and oncogenes.

Genetics 25 chromosomal pairs

35,000 genes

Available microarray chips

Saturation mutagenesis by ENU‐mutagenesis and 

insertional mutagenesis

Genome project will be finished in 2006

Development External fertilization

Optical clarity

Rapid development (48hrs)

Real‐time visualization of developmental event

Easy genetic manipulation, e.g., DNA, mRNA, 

antisense RNA injection

Transgenesis Injection of plasmids, BACs, or YACs.

Retroviral‐mediated insertion.

Transposon‐mediated insertion.

Ice‐I meganuclease‐mediated insertion

Sperm nuclear transplantation

Lineage tracing in a real‐time mode during develop- 

ment.

Disadvantage: Restriction in homologous recombi- 

nation

Cancer

models

Spontaneous tumor by ENU‐mutagenesis

Targeted expression of oncogene by transge- 

nesis

Tumor shows similarity with that of humans in tumor 

biology and histology.

Husbandry Large clutch size

Low cost in fish maintenance

10 weeks of generation time

Enables large‐scale high‐throughput drug screening.

추정된다. 따라서 각각의 유 자는 보다 단순한 기능을 하고 있으며, 이는 유 자의 기능을 연구하기가 보다 

용이하다는 장 으로 부각되고 있다. 
실험실에서는 특별하게 고안된 순환식 항온 수족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육하는데 작은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벤치  는 빈 공간의 벽측에 붙여서 수족 을 설치할 수 있다. 하루 두번 식이를 공 하며 수질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한 필터, 멸균을 한 자외선 등, 온도를 25-28도로 조 하기 한 히터가 시스템에 포

함된다. 발생 연구는 주로 수정란을 이용하는데 조명주기를 조 하여 아침에 산란을 유도할 수 있으며, 암컷 

성어 한 마리가 1주일 간격으로 100-200개의 수정란을 생산한다. 20리터가 들어가는 탱크에 40마리의 암수 

성어를 사육하면 매일 원하는 만큼의 수정란을 얻을 수 있다. 수정란은 수정 30분 후부터 발생이 시작하여 

48시간 이내에 주요한 신체 장기의 발생과정이 완료되며, 72시간 이내에 부화하여 5일째부터 음식섭취가 가

능하다. 10주가 지나면 성 으로 성숙한 성어가 되어 산란을 시작한다. 

2. 동물모델로서의 제브라피쉬

제 라피쉬는 1980년  에 발생학 연구를 한 모델동물로 이용되기 시작한 이래, 폭발 으로 되

어 재에는 발생학 연구 분야에서 없어서는 안 될 주요 모델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 게 제 라피쉬가 

리 이용되게 된 배경에는 제 라피쉬만이 가지는 장  때문인데, 첫째, 리나 편형 동물과 달리 인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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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zebrafish cancer models

Model type Primary use In vivo imaging Advantages Disadvantages

Chemical
carcinogenesis

Screening for
carcinogenic activity 
of chemical com 
pounds or mutant 
fish lines with 
various developemental 
defects

Mainly 
low-magnification
tumor observation,
detailed tumor
analysis is limited 
to fixed samples

Esay to set up,
no need for specific 
fish strains or
equipment

Low incidence of 
tumor formation,
late tumor onset,
tumor location
and type
heterogeneity

Mutant lines Screening for
genetic or chemical
tumor progression
modifiers

Mainly
low-magnification
tumor observation,
detailed tumor 
analysis is limited
to fixed samples

Good incidence of
tumor formation,
homogencity of
tumor types

Need for specific
fish lines, many
of the mutant lines
and hard to 
maintain

Transgenic lines Studying initiation/
progession of
specific
cancer type

Expressed
transgene can be
fluorescently
tagged.
High resolution
in vivo imaging
is possible

High incidence of
tumor formation,
ability to induce
a tissue or organ
specific tumor type,
tumor initiation can 
be temporally 
controlled

Need for developing 
transgenic fish lines. 
some of transgenic
lines may be hard
to breed or 
unstable

Xenotransplant
(30-day-old)

Studying a tumor 
cell interaction 
with fish 
endothelial cells

Injected cells are
fluorescently 
tagged.
High resolution
in vivo imaging 
is possible

Significant number
of animals can be
injected at once,
number and location
of infected tumor
cells is controlled,
tumor cells can be
casily modified
genetically.
All the animal organs
and systems are 
fully mature.

Animals need to
be immunosup-
pressed or 
embryonic stages 
must be used, 
tumor cells survive
in fish for a few
weeks only

Xenotransplant
(2-5-days-old)

Studying tumor
cell-stromal
interactions

Injected cells are
fluorescently 
tagged.
High resolution
in vivo imaging 
is possible

No immunosuppre-
ssion is needed,
large number of 
animals can be 
injected at once,
number and 
location of infected 
tumor cells is
controlled, tumor 
cells can be easily
modified genetically

Injected tumor cells
survive only for a
few days. Many
organs or systems
(such as vascular
system) are still
develo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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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동물 조상을 공유하기 때문에 유 으로 인류에 더 가까우며, 둘째, 설치류 모델에 반하여 발생기간이 

짧고 배아가 투명하여 실기간 로 발생과정을 찰할 수 있으며, 셋째, 포유류와 달리 체외에서 수정되기 때

문에 유  조작이 용이하며, 넷째, 비교  은 비용으로 규모(large scale)의 고효율 연구(high throughput 
study)가 가능하다는  등이 이에 속한다

2-4.
동물모델로서 제 라피쉬는 발생학, 유 학, 종양생물학 등 거의 모든 역에 용될 수 있다. 정방향유

학(forward genetics)은 표 형을 가지는 돌연변이에서 원인 유 자를 찾아 유 자의 기능을 밝히는 연구

역이다. 이는 강력한 변이유발 약물인 ENU를 이용하여 다양한 돌연변이를 유발한 뒤 흥미로운 표 형을 보

이는 돌연변이주에서 원인 유 자를 찾아내는 방법으로, 재 1,800 이상의 상이한 변이주가 수립되어 있고, 
모든 유 자에 한 변이주를 수립하기 한 포화변이유발(saturation mutagenesis) 연구가 NIH 주 으로 진행

되고 있다. 변이를 유발하기 한 다른 방법으로는 retrovirus를 이용한 insertional mutagenesis가 있다. 역방향

유 학(reverse genetics)은 기능을 알지 못하는 유 자의 기능을 알기 한 근 방법으로 형질 환주, 형 단

백을 이용한 계통추 (lineage tracing), TILLING (targeting-induced local lesions in genomes) 등이 이에 속한다
3. 

유 체학 분야에서는 인간유 자의 homologue를 찾는 작업과 함께 게놈 로젝트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

며, microarray를 하여 상용화된 DNA chip이 이미 개발되어 있다.

3. 제브라피쉬와 종양생물학

제 라피쉬에서는 장, 갑상선, 간, 신경, 뇌, 액 등을 포함한 다양한 암종이 자발 으로 발생하며, 인간

의 암과 유사한 분자생물학  특성을 보인다. 제 라피쉬에서 암을 유발하는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었고, 이
들 모델은 분자생물학  규명을 한 암모델은 물론 신약개발을 한 검진 시스템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수용성의 발암물질을 사육 탱크에 첨가함으로써 암을 유발할 수 있는데, dimethyl-benzanthracene, ethylnit- 
rosourea, N-methyl-N-nitro-Nnitrosoguanidine, diethylnitrosamine 등이 흔히 사용된다

5,6. 간을 비롯하여 피부, 근
육, , 고환, 췌장 등이 암이 흔히 발생하며 인간의 암과 조직학 , 분자 으로 유사한 발암과정을 거친다. 
발암물질을 이용하는 방법은 자발 인 발암과 진행을 유발함으로써 종양생물학 연구에 이용할 가치가 크다

는 장 을 지니나 발암률이 10% 후로 낮고 무작 인 암 발생으로 인하여 발병 부 를 찰하기 어렵다

는 단 이 있다.
백서와 마찬가지로 제 라피쉬에서도 암세포주를 이식한 발암 모델이 가능하다

7. 백서모델에 비하여 암

세포의 증식을 찰하기가 용이하고, 은 비용으로 다량 처리함으로써 약물에 한 치료 반응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며, 약물의 생체내 독성을 보다 용이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장 을 지닌다. 특히 암세포를 형 으

로 라벨링한 뒤에 이식을 하면 생체에서 실시간 찰이 가능하다. 다양한 암세포주를 이용한 이식 모델이 도

입되었고, 배아 단계(2-5일)에서 이식하거나 30일된 치어에서 이식이 가능하다.
발암제를 이용하여 유 자 돌연변이 주를 수립하는 saturation mutagenesis가 진행되고 있으며, 변이유 자

가 확인된 수 천종의 변이주가 수립되어 있다. 일부 변이주에서 자발 으로 암이 발생하는데, 변이유 자는 

많은 수는 인간의 발암과 련된 유 자이지만, 아직 암과의 련성이 규명되지 않은 유 자가 밝 지기도 

한다. 발암물질을 처리하는 모델보다 암발생 비율이 높고 변이 유 자에 따라 암이 흔히 발생하는 치가 정

해져 있어서 특정 장기의 발암을 연구하는데 유용하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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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ancer mutants in zebrafish

Model Cancer Type Incidence(%) Onset(mo)

Forward genetic mutants

  Ribosomal protein + MPNST  35  8-24

  separase Induced Liver, intestinal  10  3-12

  bmyb Induced Testis, vascular   7  3-12

  Genomic instability + MPNST and others Up to 48 30-36

Reverse genetic mutants

  tp53 + MPNST  28 14

  ptnb Ocular  33  7-18

  apc Liver, intestinal  29 15

  mlh1, msh2, msh6 + MPNST and others  33 17

Transgenic mutants

  RUNX1-CBF2T1 -

  TEL-AML1 + Keukemia   3  8-12

  Zebrafish tel-jak2 -

  Mouse c-myc + Keukemia   6  1-4

  Mouse c-myc (line) + Keukemia 100  2

  Mouse c-myc (conditional) + Keukemia  81  4

  Zebrafish hcl2 -

  NOTCH + Keukemia  40  5-11

  kRASG12D + Rhabdomyosarcoma  48  2

  kRASG12D (conditional) + Rhabdomyosarcoma and others 100% of survivrs  1

  BRAF-V600E In tp53 -/- Melanoma   6  4

  MYCN + Neuroendocrine   2  5

타겟 유 자의 변이를 유도하는 knock-out 기법이 제 라피쉬에서도 가능하며, 몇 가지의 모델이 개발되어 

있다
8. 인체 암에서 가장 흔한 변이인 p53 유 자의 돌연변이로 기능이 상실된 변이 제 라피쉬에서는 말  

신경 세포종이 발생하고, pten 유 자 변이주에서는 안구에 종양이 발생한다. 가족성 선종성용종증의 원인인 

apc 유 자의 변이주에서는 간과 장에서 종양이 발생하며 wnt 신호가 활성화된다. DNA 손상의 복구에 련된 

mlh1, msh2, msh6 유 자에서도 17개월 경에 악성 신경세포종이 발생한다.
부분의 제 라피쉬 형질 환 암모델은 종양유 자를 과발 시키는 방법으로 수립되었다

5. 제 라피쉬

는 DNA 주입을 이용한 형질 환이 수월하다는 장 을 지니는데 체외수정을 하기 때문에 1세포기의 수정란 

난황으로 손쉽게 유 자를 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형질 환의 효율을 높이기 한 다양한 기법이 개발되

었고 50% 이상의 효율을 보인다.
기 특이 으로 발 되는 유 자의 조 인자 특성이 밝 진 경우에는 이를 이용하여 기 특이 으로 종양

유 자를 과발 하는 형질 환주를 쉽게 생산할 수 있다. 조 인자의 특성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는 Bac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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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ficial chromosome을 이용하는 BAC recombineering 기법으로 기 특이  형질 환주를 수립할 수 있다. 

4. 제브라피쉬 모델의 응용

암모델을 수립하여 종양생물학  기 을 규명함과 동시에 모델이 가지는 고유의 특성을 이용하여 타 모

델에서 가능하지 않은 연구와 개발이 가능하면 모델의 가치가 크게 상승되는데, 제 라피쉬는 타 모델에서 

가능하지 않은 특성을 지닌다.
제 라피쉬는 이미징의 장 을 지니는데, 배아는 투명하여 생물표지자가 부착된 분자의 실시간 생체추

이 가능하다. 성어는 피부에 색소침착이 되어 제한을 주지만, 최근에는 색소의 생성이 억제된 변이주가 수립

되어 성어에서도 형 을 이용한 생체 내 추 이 가능하게 되었다. 기 특이 으로 종양유 자가 발 되는 

형질 환주를 수립할 때 형 표지자를 함께 발 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암세포의 이동과 이를 생체 내에서 

추 함으로써 암 이 연구에 이용할 수 있다.
생체 약물검진을 이용한 신약개발은 제 라피쉬만이 가지는 장 이다. 형질 환 소요되는 비용과 시설로 

인하여 규모의 high-throughput 연구를 수행하기 어렵다. 항암효과를 가지는 신약후보군으로 최근에 가치가 

인정되어 각 받고 있는 소분자 물질은 인공 으로 수 십만 종이 지속 으로 합성되고 있다. 이들 소분자물

질의 함암 효과에 한 약리  검증을 해서는 효율 인 검증이 가능한 모델을 필요로 하는데 재에는 세

포주가 주 상이 되고 있지만, 실험실 세포주에서 검증된 항암효과는 생체 내에서 다양한 독성이나 상이한 

항암효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 생체 검증이 가능한 모델의 출 도 실히 요구되고 있다. 하등 척추동물 모

델을 이용한 소분자 약물의 규모 검증 략은 이미 유효성이 입증되어 있다. 유  변이로 인하여 발생시 

비정상 표 형을 가지는 zebrafish 수정란에, 기능을 알지 못하는 소분자 약물을 규모로 처치하여 표 형의 

역 을 조사하면 ‘hit ratio’는 략 1:2,500-5,000으로 나타난다
9. 즉, 2,500 내지 5,000가지의 소분자 약물을 조

사하면 특정 유 자의 기능을 체 는 억제할 수 있는 약물이 한 두가지 발견됨을 의미하는 매우 고무

인 상으로, 특정 암유 자를 억제하거나 종양억제 유 자의 기능을 신할 수 있는 약물이 같은 패러다임

에 의해 발견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III. 결   론

서구에서는 다양한 기 , 임상 실험을 한 동물모델의 수립에 지 않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 
차 세련된 방법으로 모델을 수립함으로써 인간의 질병을 매우 유사하게 모방하고 있는 모델에 근 해 있

다. 기   임상 실험을 한 수단으로서의 동물모델은 과학분야에서 사회간 자본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 
서구에 비하여 국내에서는 매우 보 인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이는 동물모델의 수립에 소요되는 설비투

자와 연구 비용을 쉽게 마련하기 어렵다는 과학계의 실과도 맞물려 있다. 제 라피쉬는 내재한 장 과 아

울러 은 비용으로도 모델링이 가능하다는 장 이 있어 국내에서 연구에 목하기 합한 동물모델로 단

이 된다. 아직 극소수의 연구자에 의해서만 모델로 활용되고 있는 바, 모델로써의 우수성을 인식한 여러 과

학자에 의해 제 라피쉬의 활용범 가 확 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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