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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 proliferation and differentiation are regulated by a 
number of hormones, growth factors. These molecules in-
teract with cellular receptors and communicate with the 
nucleus of the cell through a network of intracellular signal 
transduction pathways. A great deal of recent work has 
defined signal transduction pathways that distinguish ma-
lignant from normal cells, and hence identified potential 
targets for cancer therapy. In colorectal cancer cells, key 
components of these pathways may be altered by on-
cogenes through overexpression or mutation, leading to 
dysregulated cell signaling, inhibition of apoptosis, metas-
tasis, and cell proliferation. The molecular mechanisms and 
signaling pathways that regulate cell proliferation and sur-
vival are receiving considerable attention as potential tar-
gets for anticancer strategies. This article was reviewed the 
role of signal transduction in colorectal cancer, introduce 
promising molecular targets, and outline therapeutic ap-
proaches under development. J Korean Soc Coloproctol 
2005;21:43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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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세포의 성장을 조절하는 것은 촉진과 저해의 균형 

유지라고 할 수 있다. 세포에서는 성장을 촉진하는 신

호와 항상성을 회복하기 위한 되먹이기 저해와 함께 

분화와 아폽토시스(programmed cell death; apoptosis) 

등, 세포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스템이 복잡하게 작용

하고 있다. 이들 시스템은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서

로간에 복잡하게 얽혀 있다. 암이 세포 성장 조절의 이

상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시스템이 암의 발생에 관련

되어 있다는 것은 쉽게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세포 

성장 촉진 및 억제 신호 전달계 및 이들의 상호 작용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 암의 발생 기전을 이해하는 데 많

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암 유전자의 작용 기전의 연구

가 세포 내 신호 전달계의 이해에 많은 기여를 하 다.

  생물체를 형성하는 세포는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거

나 환경의 변화를 감지하게 되면 다양한 형태로 반응

을 나타내게 된다. 외부로부터 감지한 정보는 세포 내

에서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관여하는 복잡한 신호 전

달 과정(signal transduction)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

은 거의 모든 생명 현상과 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모든 세포는 신호전달계(signaling pathway)를 통해 외

부로부터의 자극을 수용하고 유전자 발현을 변화시킴

으로써 주어진 상황에 가장 적절한 방향으로 자신의 

생리 현상을 조절한다. 외부 자극은 수용체를 통해 인

식되며 이 신호는 신호 전달계 구성 요소들의 일련의 

반응을 통해 핵 속으로 전달된다. 핵 속으로 전달된 신

호는 유전자 전사조절로 연결되어 장기적인 반응을 

일으킨다.
1

  다세포 생물의 경우 신호전달계는 외부 자극에 대한 

단순한 반응을 넘어 다양한 세포들간의 의사 소통을 

위한 도구로 기능한다. 즉, 신호전달계는 한 개체를 이

루고 있는 다양한 세포 간의 조화를 가능케 한다. 특히 

세포가 변형되어 비정상적으로 성장하는 암은 신호 

전달 과정에서 암 유전자(oncogene)라 불리는 특정 단

백질의 고장으로 인한 경우가 많은데 이 단백질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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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은 세포의 성장 및 분화, 그리고 세포의 이동성을 

조절하는 신호 전달 인자들이다. 

  대장암은 우리나라에서 부위별 암 발생 빈도 중 4위

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그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외과적 근치 절제술이 치료의 원칙이고 조기 대

장암일 경우에는 수술만으로도 좋은 생존율이 기대된

다. 암이 전이된 환자의 경우나 재발 또는 전이의 위험

이 높은 환자의 경우에서는 보조 요법으로 irinotecan, 

oxaliplatin과 같은 상대적으로 비선택적인 세포독성의 

약제들이 지금까지 대장암의 치료에 사용되었으며 이

에 더하여 최근에는 고도로 선택적인 치료제로 알려

진 cetuximab나 bavacizumab과 같은 약제들이 대장암 

치료제로 개발되기 시작하 다.
2,3

  이제까지 대장암의 항암 요법에 널리 쓰이는 약제

는 대장암 세포뿐 아니라, 정상 세포도 죽임으로써 심

각한 전신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으며, 또한 암화 과정

의 억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치료의 한

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 개발되고 있고 또 앞으

로 개발이 될 약제들은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시키

는 약제들이 주종을 이룰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약

제들은 정상 세포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암 세포가 되

고, 암화된 세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전이되어 사망

을 유도하는 지에 대한 정확한 신호전달을 이해함으

로써,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부작용이 없는 

암 치료제 개발이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새로운 항암제의 작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장암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신호전달 경로를 이해하

는 것이 직접 환자를 치료하는 우리 임상 의사들에게

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대장암의 암화 과정과 전이에서 세포 내 신호 전달 경

로의 역할을 살펴보고 앞으로 치료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표적 분자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본      론

    1) TGF-β/TGF-β 수용체 및 신호전달

  Transforming growth factor (TGF)는 인체에서 세가지 

이형(isoform)이 알려져 있으며 대표적인 다기능 성장

인자로 생체내 여러 조직에 널리 산재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체내에서 세포의 증식 및 분화의 조절이나 

세포의 기질의 합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TGF-β는 인체 대장 상피세포를 비롯한 대부분의 상

피 세포 및 림프계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며 인체 대장 

세포에서는 아폽토시스를 유발한다. TGF-β가 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기전은 cyclin의 발현 및 활성화 억

제, cyclin dependent kinase (cdk)의 발현 억제, cdk 

inhibitor인 p15, p21, p27 등의 유도, Rb의 인산화 억제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물질이 갖고 있는 기능의 다

양성 때문에 대장암을 포함한 인체 암종에서도 오래 

전부터 이 물질과 관련된 신호전달경로에 관한 많은 

연구가 있어왔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확실한 기전이 

모두 밝혀져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정도로 그 기능이 

다양하며 우리 인체 세포 내의 다양한 신호전달경로 

및 악성종양과의 연관성이 암과 연관된 다른 많은 물

질과 이 신호전달경로가 관계가 있음이 속속 밝혀지

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TGF-β ligand는 serine/threonine kinase인 type I과 

type II 수용체에 결합하여 신호를 전달한다.
4 TGF-β 

type II 수용체(TβRII)는 특정한 ligand 결합을 위해 필

요하다. Ligand가 결합된 type II 수용체는 type I 수용

체와 oligomeric 복합체를 형성하여 type I 수용체의 인

산화를 유발한다. type I 수용체가 결여된 세포에서 

TGF-β는 type II 수용체와 결합은 하지만 신호를 세포 

내로 전달하지 못한다.
5 또한 cytoplamic domain이 없

는 TβRII를 포함하는 세포에서도 ligand의 결합은 일

어나지만 신호는 전달되지 못하 다.
6 TβRI의 경우 

TGF-β와 단독으로 결합하지는 못하지만 TβRII에 결

합되어 있는 TGF-β와 결합하여 stable ternary complex

를 형성한다. 이러한 사실을 type I, type II 수용체와 

TGF-β의 ligand 수용체 결합이 TGF-β의 신호전달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TGF-β에 대한 binding 

specificity는 type II 수용체에 의하여 결정되며 type I 

수용체는 binding affinity를 증가시킨다.
7
 

  Smad2와 Smad3는 TGF-β type I 수용체의 중요한 기

질인데, TGF-β ligand와 type II 수용체와의 결합에 의

해 활성화된 type I 수용체에 의해서 Smad2와 Smad3가 

인산화되면 이들은 Smad4와 결합하여 핵 내로 들어가

게 된다. 핵 내로 들어간 이 복합체는 핵 내의 DNA bind-

ing partner와 결합하여 특별한 표적 유전자의 전사를 

활성화시키게 된다. 이때, Smad6와 Smad7이 세포막에

서 활성화된 TGF-β의 신호전달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Fig. 1). 

  이와 같은 TGF-β 신호전달의 결과로 세포의 성장

이 억제되고 종양억제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하지만 

정상 세포에서와는 달리 암 세포에서는 TGF-β의 작

용에 저항성을 보이는데, 이는 대장암 세포에서도 발

견되는 현상이다. 즉 대장 선종에서 유래한 세포주에

서는 TGF-β에 감수성이 있었으나 완전히 악성화한 



백무준：대장암의 발생과 전이에 관련된 세포 내 신호 전달 경로  435

대장암 세포주의 경우에서는 TGF-β에 대한 반응성이 

소실 됨을 관찰하여 세포가 악성으로 형질 전환이 된 

경우에는 TGF-β에 대한 종양억제 효과에 이들 암 세

포들이 저항성을 나타내며 이것은 실제 악성종양의 

경우에도 똑같이 일어남을 관찰하 다.
8

  TGF-β/TGF-β 수용체 복합체를 포함하여 TGF-β 

신호 전달 경로 전체가 종양 억제 효과를 나타냄이 밝

혀짐으로써 TGF-β에 의한 세포 성장 억제 경로가 대

장암을 비롯한 여러 악성 종양에서 발암 예방에 중요

한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하 다. 그러므로 인체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에서 종양 억제 효과를 갖는 TGF-

β에 대해 저항성이 언제 출현하는지를 밝힐 수 있다

면 향후 대장암의 화학 예방 전략에 중요한 의의를 가

질 수 있을 것이다. 

    2) Ras 신호 전달계

  Ras유전자는 처음으로 인체 암에서 발견된 암 유전

자일 뿐만 아니라 인체 악성 종양에서 변이의 빈도가 

가장 높은 암 유전자이다. 최근에 또 다른 Ras계 단백

질이 암 발생에 관여할 가능성이 제시되었는데 이들

이 TC-21과 R-Ras이다. TC-21은 22번과 61번(Ras의 12

와 61에 해당)에 변이가 있으면 NH3T3 세포를 변형시

킬 수 있으며 인체 암에서도 변이가 발견되었다. 

  EGFR과 같은 세포막에서 기인하는 여러 물질의 가

장 중요한 신호전달경로는 Ras/Raf/MAPK와 PI3K/AKT 

신호전달 경로이다. 두 경로는 결국 핵 내에서 세포의 

분열과 생존, 혈관 신생 그리고 궁극적으로 전이와 주

위 조직으로의 침습에 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이

유로 EGFR 신호 전달 경로와 함께 Ras 신호 전달 경로

를 이해하고 차단하는 것이 대장암 치료에 더욱 중요

하게 이용될 수 있다.

  K-Ras 변이는 대장암의 50% 이상에서 발견되고 상

대적으로 암화 과정의 초기에 향을 미치는데,
9 이 변

이에 의해 Ras 단백질은 GTP (guanosine triphosphate)

가 결합된 형태로 되어 활성화된다. Ras 신호전달 단

백질은 guanosine triphosphatases (GTPases)군의 단백질

로서 GTP가 결합하면 활성화되고 GTP가 GDP (gua-

nosine diphosphate)로 되면 불활성화되는데 활성화되

면 receptor tyrosine kinase로부터의 신호를 하부 cas-

cade로 연결시켜 세포의 증식을 조절하는 기능을 한

다. 활성화된 Ras는 원형질막(plasma membrane)의 표

면에 위치하여 여러 신호 전달을 자극하여 결국 세포

의 분열을 유발하게 된다.
10

  대장암 치료에 있어서 Ras를 표적으로 사용하는 것

은 쉽지 않다. Ras의 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초기의 시

도는 Ras의 기능을 나타내는데 중요한 15-carbon group

Fig. 1. TGF-β signal trans-

duction pathways. TGF-βs 

bind to TβRII causing re-

cruitment, phosphorylation, 

and activation of TβRI. Sub-

strates of TβRI include the 

pathway restricted Smad2 and 

Smad3. The phosphorylated 

Smad2 and Smad3 complexed 

with Smad4 is transported to 

the nucleus where it interacts 

with other transcription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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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더해주는 post-translational farnesylation을 억제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현재까지 개

발된 farnesyltransferase inhibitor인 tipifarnib (R115777)

과 lonafarnib (SCH66366)은 대장암에 대해서 특별한 

항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1 이에 대한 대안

으로 ISIS-2503 (인체 H-Ras mRNA의 억제제)와 같은 

antisense oligonucleotide 이용하여 대장암에서 Ras의 

기능을 차단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으나 역시 임상에

서는 실패하 다.
12

  대장암에서 이와 같은 Ras 억제제의 이용이 왜 가능

하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아

직 확실히 이유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최근에는 15개

의 carbon group을 붙여주는 farnesylation보다 오히려 

20개의 carbon group을 붙여주는 geranylgeranylation에 

대해 더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여러 연구들의 

결과에서 Ras의 기능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farnesyl-

transferase를 억제뿐 아니라 geranylgeranyltransferase

를 억제하여 Ras를 표적으로 하는 항암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ge-

ranylgeranyltransferase 억제제는 독성 때문에 아직 임

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하다.

    3) Raf 신호전달

  Raf 원암유전자(protooncogene)는 serine/threonine (Ser/ 

Thr) protein kinase로서 세포막에서 활성화된 성장인자 

수용체로부터 오는 신호를 핵 내의 전사인자에게 전

달하는 물질이다. Epidermal growth factor, platelet de-

rived growth factor, colony stimulating factor, inter-

leukin-2, interleukin-3 등과 같은 여러 자극들이 모두 

Raf를 활성화시킨다. Raf 단백질의 활성화는 이 단백

질의 tyrosine, serine, threonine 잔기(residue)에 인산화

를 동반한다. Receptor tyrosine kinase에 의한 직접적인 

인산화 또는 이들 수용체들에 의해 조절되는 단백질 

인산화 효소들에 의한 인산화가 Raf 활성화의 기전으

로 알려지고 있다. 수용체에 의해 조절되는 경우에 

Ras가 Raf의 활성화에 관여하게 된다. Raf에 도달한 신

호는 다시 Raf/MEK/MAPK로 이어지는 신호 전달 경

로를 통해 핵으로 전달된다. 이러한 신호 전달 경로에

는 일련의 kinase들이 종으로 배열되어 신호를 전달하

게 되는데, 이는 세포의 성장과 분화에 필수적인 역할

을 수행한다.
13

  이처럼 Raf는 Ras 기능의 주요 번식자로서 작용하여 

이 단백질의 작용을 억제하는 것에 대한 Ras의 변이가 

있거나 활성화되어 있는 암의 경우 항암 치료에 대해 

이론적인 배경을 제공해 주었다. Raf 단백질에는 A-Raf, 

B-Raf, C-Raf의 세 가지의 기능을 하는 isoform이 있는

데 그 중에서 B-Raf가 Ras에서 MEK 신호전달을 연결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장암에서는 10% 정도

에서 B-Raf의 변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K-Ras의 변이가 없는 종양에서 이러한 

변이가 발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4

  이와 같이 신호의 활성화는 Raf나 K-Ras의 변이 둘 

모두를 통해 일어날 수 있어서 이론적으로는 Raf의 기

능을 직접적으로 억제하면 Raf나 Ras의 변이에 의해 

촉발된 종양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배경으로 Raf 신호전달을 억제하기 위해서 antisense 

oligonucleotide와 small molecule tyrosine kinase inhibitor

가 개발되었다. 그 중 ISIS-5132는 c-raf kinase mRNA를 

표적으로 하는 antisense oligonucleotide인데 이 약제는 

치료 받지 않은 전이성 대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

한 2상 임상 시험에서 그리 좋은 결과를 나타내지는 

못하 다.
15

  또 다른 약제인 Sorafenib (BAY 43-9006)은 A-Raf과 

변이형 혹은 wild type의 B-Raf 모두에게 작용하는 

small molecule inhibitor인데 이 약제는 대장암 세포주

에서 MAPK 전달 경로를 억제하고 인체 대장암의 이

종 이식 모형에서 항암 효과를 나타낸다.
16 하지만 실

제 임상 시험에서는 결과가 그리 좋지 못하여 현재는 

대장암에서 기존의 세포독성을 갖는 항암제에 결합하

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4) Rho 단백질과 신호전달 

  Rho family는 Rho (A, B, C), Rac (1, 2), Cdc42 (Cdc-

42Hs, G25K), Rho D, RhoG, RhoE, TC10으로 구성되어 

있다. Rho 단백질은 Ras처럼 활성형의 GTP 결합형과 

불활성형인 GDP 결합 사이를 cycling하면서 molecular 

switch로 작용하여 세포 내 downstream effector와 결합

하여 액틴 중합과 유전자 발현 조절과 같은 다양한 세

포 내 기능에 관여한다. Rho 단백질의 effector로는 Ser/ 

Thr kinase인 p160ROCK과 p140mDia이 있는데 이들은 

세포 골격의 변화에 향을 미친다.
17

  Rho subfamily 단백질의 가장 널리 알려진 기능은 세

포 골격 재구성인데 Cdc42는 액틴 중합을 개시하여 

filopodia 혹은 micro-spike 형성 및 focal adhesion 복합

체의 형성을 촉진하며, Rac은 membrane ruffling과 

lamellipodia를 형성하며, Rho는 microfilament 다발로 

되어 있는 stress fiber와 focal adhesion 복합체의 형성을 

조절한다. 이러한 세포 골격 조절 기능 외에도 Rho 단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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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이 유전자 발현과 세포 주기 진행의 조절에도 관여함

이 알려지고 있다. 또한 전사인자인 serum response 

factor (SRF)를 활성화시키는데, 이와 같은 Rho와 SRF

와의 관계가 암의 발생에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

하고 있다.
18

  정상 세포가 암세포로 변형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

지 세포 골격의 변화가 생기므로 Rho계 단백질이 정상 

세포의 암 변형에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는 것은 잘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 이러한 Rho 단백질이 

인체 악성 종양에서 변이가 발생한다는 증거는 없다. 

그러나 이들 단백질을 GDP 결합 상태에서 GTP결합 

상태로 바꾸는 교환 단백질의 변이가 암의 발생에 관

여한다는 사실이 Rho 신호 전달 경로가 암의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는 것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19

  발암에 관련된 Rho계 신호전달분자로 맨 먼저 알려

진 것이 Dbl이다. Dbl은 NIHT3 유전자 이입 assay에서 

인위적으로 발생한 암 단백질이며 이후 Vav, Tiam, 

Ect2, FGD1 등이 알려졌다. 이들의 기능은 다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이들 모두 약 300개의 아미노산으로 이

루어지고 GDP/GTP 교환에 필요한 Dbl-상동부위라 불

리는 핵심 역을 가지고 있다. 이들 암 유전자가 기능

이 저하되면 Rho계 단백질에서 GDP/GTP 교환을 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Rho계 단백질을 활성화시키게 되며 

이 결과로 세포를 암 세포로 변형시키게 된다. 대장암

에서는 이러한 Rho 단백질 중 RhoA의 발현이 높게 나

타남이 보고되어 있으며 Rho 단백질의 effector mole-

cule인 pak-1이 대장암의 진행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

어 있다.
20

    5) Mitogen Activated Protein Kinase (MAPK) 신

호 전달 경로

  앞서 고찰했던 Raf 단백질의 신호 전달 경로상의 일

차적인 기능은 MEK (MAPK kinase (MAPKK))을 인산

화하여 활성화 시키는 것이다.
21
 다시 MEK는 ERK1과 

ERK2 (MAPKs)의 인산화를 촉진시킨 다음 인산화된 

phospho-ERK (pERK)는 이합체를 형성하고 핵 내로 자

리를 옮겨 전사인자를 활성화시키고 세포의 분열과 

분화, 생존, 침습, 그리고 전이를 유발한다.
22
 활성화된 

MAPK는 대장암에서 높은 빈도로 관찰되는데, 활성화

된 MAPK는 지속적으로 MEK를 활성화한다(Fig. 2). 

이와 같은 ERK/MAPK 단계는 전사 인자를 활성화시

키는 단계이며 그의 위치 자체가 세포의 분열, 그리고 

암의 발생과 관련된 여러 활동들에 있어 가장 마지막 

단계라는 점에서 대장암을 비롯한 여러 악성 종양 치

료의 좋은 표적으로 여겨져 왔다. 임상 전 단계 연구 

모형에서 small molecule inhibitor를 이용한 MEK의 억

제는 세포사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

  이 신호 전달 경로를 표적으로 하는 최초의 임상적

인 시도는 MEK1과 MEK2의 경구용 small-molecule 

inhibitor인 CI-1040이었다. 1상 임상 시험에서 종양 조

직 내의 활성화된 phospho-MAPK (pMAPK)를 감소시

키는 효과를 보여주었지만 20명의 대장암 환자를 대

상으로 한 실제 2상 임상 시험에서는 객관적인 치료 

효과를 보이는데 실패하 다.
24 그 외에도 2세대 MEK1

과 2의 억제제가 개발되어 현재 임상 역에서 효능을 

평가 중에 있다. 

Fig. 2. Overview of the Ras- 

Raf-MEK-ERK signaling pa-

thway. General signaling e-

vents following binding of 

the receptor tyrosine kinase 

by ligand. Sequential acti-

vation of Ras-Raf-MEK-ERK 

results in phosphorylation of 

both cytoplasmic and nuclear 

targets leading to cell pro-

liferation, metastases, and an-

giogen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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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Wnt 경로: APC와 β-카테닌 

  Wnt1은 MMTV에 의해 생성된 마우스 유방에서 바

이러스가 삽입되어 활성화되는 암 유전자로 처음 밝

혀졌다. 대장암을 포함한 일부 암에서 wnt2나 wnt5 등

의 발현 증가가 보고되기도 하 으며 이들이 사람의 

암 발생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많은 연구가 있

어왔다. 최근에 이들의 수용체와 함께 세포 내 신호 전

달 경로가 어느 정도 밝혀지면서 Wnt 세포 내 신호전

달의 이상이 대장암 발생에 관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

은 것으로 밝혀졌다. 

  Wnt는 최근에 이의 수용체로 밝혀진 초파리의 Friz-

zled를 통해 신호를 전달한다. wnt신호 전달계에는 Di-

shevelled와 함께 GSK3 (glycogen synthase kinase 3)그

리고 β-카테닌이 관여한다. wnt는 GSK3의 활성을 감

소시키며 GSK3는 Wnt 신호 전달을 하향 조절하게 되

는데 현재 GSK3의 기질로는 APC와 β-카테닌이 잘 알

려져 있다. APC가 β-카테닌과 결합하면 β-카테닌의 

분해를 촉진하며 이것이 β-카테닌이 농도를 낮게 유

지하는 기전으로 작용한다. GSK3는 APC를 인산화하

여 β-카테닌과의 결합을 증가시키며 결과적으로 β-

카테닌의 분해를 촉진하게 된다. 따라서 Wnt는 GSK3

의 활성을 억제하여 APC의 인산화를 감소시키므로 결

과적으로 β-카테닌의 세포내 양을 증가시키게 되는 

것이다(Fig. 3).
25

  APC 유전자는 유전성 대장암의 원인 유전자로 발견

되었는데 2,843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APC 단백

질은 여러 부위에서 다른 단백질과 결합한다. 이 중 가

장 중요한 것이 단백질의 중앙에 위치하며 β-카테닌

과 결합하는 탠덤 반복 모티프이다. 암에서 발견된 변

이의 대부분은 이 부위가 결손된 것이며 이 결손으로 

APC는 β-카테닌과 결합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β-

카테닌의 분해가 일어나지 않게 된다. 

  β-카테닌은 처음에는 세포-세포간의 접착 단백질로 

알려졌으나 β-카테닌이 암 발생에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은 Wnt-1에 의한 암 발생 신호 전달에 β-카테닌이 

참여한다는 사실에서 알게 되었다. 그 후 β-카테닌이 

암 억제 유전자인 APC와 결합하며 정상 APC가 β-카

테닌의 분해를 촉진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최근에 

인체 암 조직과 암 세포에서 β-카테닌 변이가 발견되

고 변이 β-카테닌은 APC에 의한 하향 조절을 받지 않

는 것이 알려지면서 β-카테닌이 암 유전자로 작용할 

가능성과 APC와 β-카테닌으로 이어지는 신호 전달 

경로가 대장암 발생에 관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26 

Wnt 경로가 대장암의 발암 과정뿐 아니라 암의 전이

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 명백한데도 

아직 이에 대한 약제의 개발은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하지만 앞으로 연구가 더 진행되면서 이 신호 전달 경

로와 관련한 약제들도 개발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Fig. 3. The Wnt signaling 

pathway. Wnts are secreted 

glycoproteins that bind to 

and activate frizzled (frz) 

seven-transmembrane-span 

receptors. Wnt signaling leads 

to a stabilization of cytoplas-

mic β-catenin, the main ef-

fector of the Wnt pathway. 

In the absence of Wnts, β- 

catenin is phosphorylated (p) 

at the N-terminal serine and 

threonine residues 33, 37, 41, 

45 by glycogen synthase ki-

nase 3β (GSK3β), which 

triggers ubiquitination and sub-

sequent degradation in pro-

teas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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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Insulin-Like Growth factor (IGF) 수용체

  IGF 경로는 IGF-1과 IGF-2 그리고 IGF 결합 단백질

이 두 가지의 IGF 수용체인 IGF-1R과 IGF-2R에 결합

함으로써 시작된다. IGF1과 IGF2는 우리 몸의 많은 세

포들에서 생성되어 IGF-R과 결합하여 종양의 성장을 

촉진하고 아폽토시스를 억제한다.
27
 EGF를 포함한 많

은 성장 인자들은 IGF-1R의 발현을 촉진한다. IGF-1이

나 IGF-2가 IGF-1R에 결합하면 downstream 세포 신호

전달이 일어나게 되고 이 결과로 EGFR 신호전달과 같

이 ras/raf/MAPK, PI3K/AKT, JAK/STAT 신호전달을 활

성화시키게 된다.
28

  IGF2의 mRNA나 단백질은 대장암의 약 1/3에서 과 

발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9
 IGF-1R 단백질은 대

장암의 90% 이상에서 발현되지만 정상 대장 점막에서

는 거의 발현이 되지 않는다.
30 IGF-1은 대장암 세포를 

아폽토시스로부터 보호하며 대장암 세포에서 IGF-1R

의 작용을 억제하면 대장암 세포의 성장이 억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다양한 항체와 small mole-

cule inhibitor들이 대장암을 대상으로 임상 시험 중에 

있다.
31

    8) Platelet-Derived Growth Factor (PDGF)와 

PDGF 수용체

  PDGF는 네 가지의 isoform이 있으며 이들 isoform은 

섬유모세포 (fibroblast)나 평활근 그리고 내피세포(en-

dothelial cell)에 위치하는 tyrosine kinase α와 β수용체

에 일차적으로 결합하여 수용체의 자가 인산화를 초

래한다.
32
 이 결과로 세포의 분열, 생존, 그리고 이동에 

향을 미치게 된다. PDGF 경로는 혈관 형성에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PDGF는 대장암의 

83% 정도에서 발현되고 이의 발현은 microvessel den-

sity를 증가시키고,
33 PDGF의 자극으로 생체 내에서 대

장암 세포의 성장이 증가한다.
34

  치료적인 측면에서는 PDGF-β 수용체를 억제하면 

대장암에서 interstitial hypertension과 transcapillary trans-

port를 감소시키게 되어 결과적으로 항암제의 운반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현재 이 신호전달경로와 관련하

여서는 두 가지의 PDGF tyrosine kinase inhibitor인 ima-

tinib mesylate (STI571)과 SU011248이 임상적으로 연

구가 되고 있다. 두 약제는 다수의 표적을 가지는데, im-

atinib은 bcr-abl 암 유발 단백질과 c-kit, 그리고 PDGFR

을 억제한다. 현재 imatinib은 위장관 간질 종양과 만성 

골수성 백혈병에서 임상적으로 사용되어 임상적 효과

가 입증되고 있으며 대장암에서의 효과에 대해서는 

현재 대장암 환자들을 상대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35,36

    9) 표피성장인자수용체(EGFR;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성장인자가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에 결합하면 수용

체는 리간드를 매개로 하여 이합체(dimer)를 형성하여 

활성화된다. 따라서 리간드가 결합하지 않더라고 수용

체가 이합체를 형성하면 활성화되는데 최근 들어 변

이에 의해 구조적으로 이합체를 형성하여 활성화되면

서 암 발생에 관여하는 수용체들이 알려지고 있다. 이

들 중 대장암화 관련하여 가장 잘 알려진 것이 표피성

장인자수용체(EGFR)이다. 

  EGFR (human EGF receptor, HER)은 세포외 ligand 

binding domain과 막횡단부위(transmembrane region), 

그리고 세포 내 tyrosine kinase domain으로 구성되어 

있는 glycoprotein이다.
37-39 이 수용체는 ErbB1, ErbB2 

(HER-2), ErbB3, 그리고 ErbB4를 포함하는 receptor 

tyrosine kinase의 ErbB군의 한 구성원이며 c-erb proto-

oncogene에 의해 부호화(encoding)된다.
40

  EGFR은 정상 상피, 간질, 신경아교세포(glial cell), 

그리고 평활근 조직에서 정상적으로 발현되며 세포 

및 조직의 성장과 발달, 그리고 분화를 조절한다. EGFR

은 EGF (epidermal growth factor), TGFα, amphiregulin, 

heparin-bindig EGF, poxvirus mitogen, betacellulin과 같

은 여러가지 ligand와 반응하며 이들 ligand에 의해 활

성화된다.
41
 수용체에 ligand가 결합하게 되면 두 가지 

ErbB군 구성원의 이합체화(dimerization)를 통해 세포 

내 신호전달이 활성화되고 이러한 kinase에 의해 매개

된 신호 전달 경로는 Ras/mitogen activated protein ki-

nase, phosphoinositol-3-kinase/Akt 등의 경로를 거쳐 세

포 핵 내에서 전사인자를 활성화시키게 된다.
42,43

  인체의 모든 표피성 악성종양은 정도의 차이는 있

지만 모두 EGFR을 발현한다. 하지만 어떤 악성 종양

에서는 EGFR과 이들과 결합하는 ligand의 과발현이 

보고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이용하여 종양을 치료하고

자 하는 시도가 있어왔다.
44

  대장암에서 EGFR의 발현은 종양 주위 정상 점막에

서보다 종양이 있는 대장의 점막에서 훨씬 더 높게 나

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대장암의 25∼77%에서 EGFR

이 발현된다.
41,45
 EGFR 경로의 부적절한 조절은 대장

암에서 악성화와 관련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장

암 환자에서 EGFR의 발현은 환자의 경과가 좋지 않음

을 예측하게 해 준다. EGFR 양성 세포가 전체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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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인 대장암 환자의 경우 EGFR 발현이 높은 환자보

다 생존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보고도 있다.
46
 

  이러한 세포 내의 신호 전달 경로에서 EGFR의 역할

을 토대로 이를 표적으로 하는 대장암의 치료 방법과 

약제가 개발되고 있는데, 이들에는 단클론항체(mono-

clonal antibody), tyrosine kinase inhibitor, ligand-toxin 

conjugates, immunoconjugates, antisense therapy 등이 있

다. 이 중 tyrosine kinase inhibitor와 단클론항체를 이용

한 약제의 개발이 이루어져 있고 현재 임상에서 직접 

환자에게 사용되고 있으며 어떤 이유인지 확실치는 

않지만 small molecule tyrosine kinase inhibitor는 단일

제재로 대장암에서는 효과를 잘 나타내지 않아 현재 

IgG1 단클론항체인 cetuximab이 미국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승인을 받아 irinotecan에 반응

하지 않는 진행성 대장암에 단독 혹은 irinotecan과의 

병합요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10) AKT/PI3K 경로

  PI3K 경로는 중요한 성장 인자 수용체(growth factor 

receptor)와 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예정된 세포 사멸

(programmed cell death), 즉 아폽토시스(apoptosis)에 관

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AKT의 활성화는 성장

인자수용체의 활성화를 통해 유발되는데, ligand가 다

양한 막 성장인자 수용체에 결합하면 상응하는 recep-

tor tyrosine kinase가 PI3K를 활성화하고 이 결과로 

PI3K가 세포막에 모이게 되고 PIP3 (phosphatidylinositol 

(3,4,5)-triphosphate)를 생산하게 된다.
47
 그 다음으로 

PIP3는 AKT를 원형질막에 모이게 하여 이를 인산화

시키고 활성화시킨다(Fig. 4). 활성화된 AKT는 mito-

chondria에서 cytochrome c의 분비를 막고, Fas-ligand와 

같은 pro-apoptotic 인자의 발현을 유발시키는 전사인

자를 불활성화시키며 pro-apoptotic 인자인 BAD와 

pro-caspase-9을 불활성화시키고 nuclear factor kappa B

의 positive regulator로 작용하여 항아폽토시스 유전자

의 전사를 유발함으로써 항아폽토시스의 활동성을 가

지게 된다.
48 또한 AKT의 활성화는 cyclin D를 안정적

으로 조절하고 p27
Kip1 단백질을 억제하여 세포 주기의 

진행에도 향을 미친다. AKT는 내피세포 nitric oxide 

synthase의 활성화를 매개시켜 종양의 침습성을 촉진

시키고 telomerase의 활동성을 증강시키기도 한다.
49

  PI3K 경로는 다른 신호전달 경로와 다양한 신호 수

수 과정을 맺고 있기도 하다. 이들 경로 사이에는 앞먹

임(feed-forward) 및 되먹임(feedback) 관계가 얽혀 있는

데, 이런 연결 고리 가운데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경로

가 존재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되고 있다. 일부 연구

자들을 그 핵심 고리가 바로 PI3K 경로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장암에서 AKT의 인산화와 PI3K의 활성화는 직접

Fig. 4. The PI3K/Akt signal-

ing pathway. Following Akt 

activation, the kinase trans-

locates around the cell where 

it phosphorylates and regu-

lates the function of various 

cellular substrates. These fac-

tors then stimulate ERK path-

way signaling, thereby pro-

moting cell growth. In the 

PI3K/Akt pathway, PTEN 

serves as a negative regulator 

of Akt by reducing PIP3 le-

vels, thereby effectively shut-

ting off Akt and PDK causing 

a reduction in mitogen sig-

naling and increasing cellular 

apopt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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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종양화 가능성과 관련이 있다. 주위 정상 점막

보다 대장암에서 대부분 PI3K의 활성도가 증가되어 

있으며 PI3K의 p110α subunit의 변이가 대장암의 약 

1/3에서 관찰된다. 임상 전 모형에서 PI3K와 AKT의 

억제는 항 종양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대장암을 대상

으로 시행한 임상 연구에서 EGFR 억제제를 투여하

을 때 약제에 대한 반응은 치료 후 AKT 인산화가 소멸

된 종양에서만 효과가 나타남을 관찰하여 AKT 단백

이 대장암의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임을 암시

하 다.
50 하지만 아직까지 AKT의 억제제가 임상적으

로 이용되지는 못하고 있다. 

    11) mTOR (mammalian target of rapamycin) 신

호전달

  mTOR는 phosphatidylinositol kinase-like kinase군에 

속하는 serine/threonine kinase이다. 이 물질은 성장과 

관련된 세포의 작용, 예컨대 전사와 번역(translation), 

막 trafficking 단백질의 분해, 그리고 액틴 세포골격의 

재편 등의 다양한 세포 활동을 조절한다.
51 이 물질은 

앞서 설명한 AKT 신호전달의 하부에 위치하고 있으

며 PI3K/AKT 경로를 활성화시키는 자극에 반응하여 

인산화된다.
52

  가장 잘 알려진 세포 분열과 관련한 mTOR의 기능은 

번역 개시를 조절하는 것인데, 이는 40S ribosomal 

protein S6 kinase (p70s6k)의 활성화와 4E-binding protein 

(4E-BP1)의 불활성화에 의해 매개된다. 천연 산물인 

macrolide antibiotic sirolimus (rapamycin)에 의한 mTOR

의 억제는 AKT와 PI3K의 암 유발 작용을 억제한다.
53
 

mTOR의 억제는 phosphatase나 mTOR을 억제하는 종양 

억제 단백질인 PTEN (tensin homolog deleted on chro-

mosome ten)의 발현이 부족한 종양에서 더욱 큰 효과를 

나타낸다. mTOR의 억제를 위해서 rapamycin 보다 더 훌

륭한 약리 효과를 나타내는 여러 mTOR 억제제들이 현

재 임상적으로 활발한 연구 중에 있는데, 이런 약제들 

중 temsirolimus (CCI 779), RAD001, 그리고 AP23573과 

같은 약제들이 대장암 세포주와 이종이식 모델을 대상

으로 연구 중에 있으며,
54 대장암과 여러 악성 종양을 대

상으로 임상 시험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55

    12) Tumor Necrosis Factor-Related Apoptosis- 

Inducing Ligand (TRAIL)와 그의 수용체

  일반적인 세포 내 신호전달과 관련된 물질들은 대

부분 아폽토시스를 억제하고 세포사멸을 방해한다. 그

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사실 외에도 세포 내에서 아폽

토시스를 유발하는 신호전달에 대해 관심이 높아져서 

이를 여러 종류의 암의 치료에 이용하고자 하는 시도

들이 계속되고 있다. 

  TRAIL은 아폽토시스를 유발하는 TNF ligand super-

family의 한 구성원이다.
56 현재까지 네 개의 수용체가 

밝혀졌는데, 그 중 TRAIL-R1과 TRAIL-R2가 TRAIL과 

결합하여 downstream 신호전달을 매개하여 아폽토시

를 유발한다.
57 반면 TRAIL-R3와 TRAIL-R4는 death 

domain이 기능을 하지 않거나 없어서 아폽토시스 신

호를 전달하지 못한다. TRAIL이 기능을 하는 수용체

인 TRAIL-R1과 R2에 결합하게 되면 아폽토시스를 야

기하는 caspase가 주위로 오게되고 이 결과로 전아폽

토시스 단백질인 Bid와 Bax를 활성화시키고 mitochon-

dria에서 cytochrome c의 분비를 유발한다.
58

  대장암에서 TRAIL과 TRAIL-R에 관한 연구에서 

TRAIL-R1의 발현이 대장암 환자의 무병생존율과 관

련이 있는 독립적인 예후인자로 알려져 있으며 이 수

용체의 증가와 환자의 좋은 예후와 관련이 있는 것으

로 보고되었다.
59 Mapatumumab (HGS-ETR1, TRM-1 

mAb)는 TRAIL-R1에 대한 인체 단클론항체 작용제

(agonist)로 동물 실험에서는 이 약제의 투여로 대장암

의 증식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진행성 

대장암에 대한 2상 임상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결      론

  지금까지 인체 세포 내에서 알려진 신호 전달 경로 

중 주로 대장암과 관련된 전달경로를 간단히 고찰해 

보았다. 살펴본 신호 전달 경로 외에도 대장암의 발생

과 전이에 관련된 많은 신호 전달 경로가 우리 세포 

내에 존재하고 있고, 이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암은 기본적으로 세포의 조절되지 않는 이상 증식

이다. 암 세포에서는 세포의 생존 및 증식, 분화 및 사

멸을 조절하는 주요 유전자들의 발현이 변화되고 이

에 따라 세포의 생장이 비정상적으로 조절된다. 세포

의 생존과 사멸을 관장하는 유전자들은 면 히 조절

되어야만 하는 중요 인자이므로, 암 세포에서 이들의 

신호전달 경로는 특이하고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한다. 

그러므로 암세포의 증식과 분화, 전이 및 사멸을 조절

하는 세포 신호전달의 네트워크를 이해하고 이를 기

반으로 암의 발생 및 성장을 조절할 수 있는 분자들을 

이해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이는 암 세포의 

기능을 이해하는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암의 발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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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치료법의 개발에 꼭 필요한 일이 될 것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대장암을 비롯한 인체의 여러 

악성 종양 치료에서 최근의 화두는 표적치료, 또는 분

자치료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가 치료제로 개발할 

수 있고 앞으로 개발이 가능한 치료법은 상당 부분 앞

서 고찰한 세포 내 신호 전달 경로와 관련한 물질들과 

연관이 있다. 세포 내 신호 전달 경로를 이해하는 것은 

세포 내 신호 전달 경로상에 있는 단백질의 이상 때문

에 암 세포가 이상 증식하고 그러한 이상 신호 전달 

경로를 차단하고 이상 단백질을 억제하여 암을 치료

할 수 있다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이용하여 

정상 세포는 공격하지 않고 암 세포만 선택적으로 공

격하는 제제를 개발하고 그 결과로 부작용은 줄이고 

효과는 증대시키는, 궁극적으로는 암 환자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키는 치료법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일이 앞

으로 우리들의 또 다른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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