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의 기원 
(The Genesis of Cancer)

서울대 생명과학부 이현숙

-암 발생의 분자적 기작-

암(Cancer)
• 암은 악성 종양 (Malignant tumor)으로서 양성 종양과 구분됨  

• 2012년 전체 사망율의 17% 차지 (폐암, 대장암, 위암, 유방암) 

• 선진국에서는 사망율 2위, 개발국에서는 사망율 1위 

•  “오래 살게 되면서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암에 걸리게 되었다” 

   -Robert Weinberg (Whitehead Institute, MIT) 

• 암은 노화와 연과되어 있다: 65세 이상 전립선암 80%, 36% 갑상선암 (진
행이 매우 느림)



암(Cancer)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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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은 노화와 연과되어 있다: 65세 이상 전립선암 80%, 36% 
갑상선암 (진행이 매우 느림)

• 2012년 전체 사망율의 17% 차지 (폐암, 대장암, 위암, 유방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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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살게 되면서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암에 걸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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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은 노화와 연과되어 있다: 65세 이상 전립선암 80%, 36% 
갑상선암 (진행이 매우 느림)

1689, Netherlands, Two views of Clara Jacobi

암(Cancer)에 대한 기록
• 암은 인류 역사와 함께하였다

• 가장 오래된 기록은 B.C 1600년 이집트 파피루스 (Edwin Smith Papyrus)에서 발견되며 유방암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 히포크라테스 (460-370 B.C)는 여러 종류의 암에 대해 기록하였다.

• Cancer:그리스어로 crab 또는crayfish로부터 유래.

    종양으로부터 혈관이 사방으로 뻗어나간 모양을 게에 빗대어 명명 

• 한의학에서 최초의 기록은 은허시대 갑골문자에서 발견됨.

- 바위 岩, 쌓일 積

• 한의학 서적에서 癌의 기록은 B.C. 3세기경 황제내경에 처음 나타남



다양한 종류의 암세포

www.cancercenter.com

암이란?
무한 증식 (Unlimited Growth) 

신생 혈관 형성 

타기관으로 침투 

이동  

안착, 새로운 종양의 진행



암의 발생 원인: Virus? 
• Virus 감염설

1. 1910년 Peyton Rous (1879-1970):   Long Island 닭 날개에서 Sarcoma (육종)발견.

—>  육종을 갈아서 filter—> 다른 닭에 주사 —> 육종 발견 

…반복 

 FIlterable & Multiply. 

 VIRUS가 암의 원인이다.  

-RSV는 retrovirus로  v-src이라는  viral oncogene 산물을 냄. 이것이 닭에 생긴 육종(암)의 원인이라는 것을 밝힘.

1966년,   노벨 생리 의학상 수상

2. Avian myelocytomatosis: V-myc

3. Harvey rat sarcoma: H-ras

4. DNA virus로  HPV, SV40

염색체설 혹은 이수배수체이론 

1902, T. Boveri : “Concerning the Origin of 

Malignant Tumor” 

 암은 한개의 세포에서 염색체 수가 망가지면서 세

포의 무제한 증식으로 생긴다”  

암화 과정이 비정상적 세포 분열, 무제한 분열의 산

물이며 이는 방사선을 쬐거나 물리적, 화학적 처

리, 혹은 현미경적 생물의 감염으로 생긴다고 하

였다



DNA 손상이 암의 원인
• 1975년 Bruce Ames의 실험

-More mutagenic, more carcinogenic

• Oncogene, 암억제인자 (Tumor
suppressor gene, TSG)의 발견으로
더 확실해짐.

• Virus설 Boveri 가설을 다 포용

• Cancer is a disease of genetic
in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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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는 왜 RNA가 아니고 DNA일까?

• 1953년 DNA 이중 나선 구조의 해석:
DNA의 반보수적 복제

• 노벨생리의학상 1962년

• 1974년  F. Crick: “그 때는 DNA가 유
전자인 이유가 반보수적 복제를 위해
그런 것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DNA repair  때문이었다”



트리플렛 코드 (유전 암호):  
1961. Francis Crick & Sydney Brenner

DNA 복제와 돌연변이율
1. 복제시 오류율 :
1 base/ 105 bp
30,000 error/세포분열 

2. DNA 중합효소의
교정기능 : 오류율
100배 낮아짐
(10-7bp)
300 error/세포분열 

3. DNA 복구 기작
10-9 bp
1 mismatch/10억 염기쌍 



유전자 손상, 돌연변이와 암의 발생

DNA 손상 반응 (DNA Damage Response)

심하게 DNA가 손상되면 죽는 것이 낫다

2001년 노벨 생리 의학상 2002년 노벨 생리 의학상

Cell cycle checkpoint 활성화로 
DNA repair  시간을 번다 

세포 자가 사멸 

DNA Repair

세포 주기 



DNA—>염색체—>세포 분열 
(우주를 세포 안에..)

암억제인자와 발암유전자 
                         Tumor Suppressor 와 Oncogene

• 암억제인자 (TSG)는 자동차의 브레이크, 발암유전자(Oncogene)은 악셀러
레이터

• TSG의 예로 Rb, p53, BRCA1, BRCA2 등. 유전력이 있는 암들은 TSG 의 돌
연변이 

• Knudson의 Two-hit hypothesis(두적중가설) (TSG 돌연변이와 암발생)

• TSG는 세포주기 조절, DNA 복구기작, 세포자가사멸 유전자 등

• 발암유전자는 유전되지 않음.  주로 세포 증식에 관련된 신호전달 유전자들.

• c-Src, c-Ras, c-Myc  등 원암유전자 (protooncogene)의 발견은  virus 
설을 포용하게 됨 



정상 세포가 암세포가 되기 위하여

돌연변이 표현형 (L. Loeb)과  Boveri의 이수배수체설의 발전적 화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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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로미어와 불로장생, 그리고 암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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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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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 M2
Hayflick 

limit
Crisis

줄기세포 또는 생식세포 (telomerase 활성 )

체세포 (telomerase 불활성)

발암유전자의  
돌연변이 

telomease 활성 
or

 ALT onset

Population Doubling

2009년 노벨 생리 의학상: 텔로머라아제의 발견 
Elizabeth Blackburn, Carol Greider, Jack Szostak 

*ALT : 대안적 텔로미어 유지기작 
(Alternative Lengthening of Telomere)



다단계적 발암현상 
(multistep carcinogenesis)

20-40년 동안 돌연변이의 축적



Mitosis 이상이 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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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아웃 (Knock Out)

Boveri Revisited: BRCA2 케이스

RFP-H2B
24



“Omnis Cellula e Cellulae"

All Cells arise from a pre-existing cell 
Robert Hooke, 1665. “Cell"  

Schleiden & Schwann: 1838년 세포설 확립 
Virchow: 세포가 생명의 단위이다

www.cancercenter.com

암의 단일 클론설 (Monoclonal theory)  
종양형성(Tumorigenesis) 과정은 다윈

진화 (Darwinian Evolution)



Cancer Stem Cell 
(암 줄기 세포)

• 암에도 줄기 세포가 있다?

• 암이 재발하는 이유 중 하나로 보는
견해

• 만일 성체 줄기 세포 DNA가 암세포
화 될 정도의 돌연변이가 생긴다면?

• 일부 암에서 cancer stem cell
theory가 적용됨

• cancer stem cell theory와 맞지 않
는 암도 많음

최초의 똑똑한 항암제 Imatinib과  Gefitinib

• CML 발병의 근본적 원인인 Bcr-
Abl을 표적함

• Tyrosine kinase와 신호 전달 체
계 표적의 성공 사례

• 이후 EGFR을 표적한 폐암 치료
제  Gefitinib (Iressa)등의 개발

• 맞춤 항암의 시작을 알림
• Gefitinib 경우 부작용 때문에

FDA에서 폐기되었다가 비흡연
동양 여성에게 효과적이라는 것
이 입증되어  FDA 에서 다시 승
인 (유전자의 다형성과 맞춤 항
암의 사례)



환자 맞춤형 항암 요법 
사람마다 다른 유전자, 그에 근거한 맞춤 치료의 시대 

www.cancercenter.com

  DNA 조작,  
CRISPR/CAS9 Genome Editing 

염색체

세포 배양

 고해상도 이미징 

실시간 이미징

Mouse Genetics 
유전자 조작 생쥐

암 유전체 빅 데이터 분석 토의

CRISPR/CAS9 Genome Editi

ng 



맺는말
호기심으로 시작되다

암의 시작은 유전 정보의 변형 때문 (바이러스, 대사성 질환 관련 암의 발생 포함)

무한 증식하는 암세포

줄기 세포에 유전 변형이 일어날 경우 암 줄기 세포를 만들 수 있다

암 발생 기작 연구와 표적 항암제 개발은 밀접한 연관이 있다

환자 맞춤형 치료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암의 발병 기작을 규명하고 환자 특이적인 암세포의

특징을 포착해내야 한다 (엄 유전체 분석, 세포 특성 등): 영리 기관의 개인 정보 활용 위험 경계

분자생물학의 발달과 질병의 진단, 예후 마커 개발

다국적 제약업계, 건강 보험, 민간 보험 회사들의 이해 관계, 연구비 수혜, 공공 정책 등등

사회적 이해와 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