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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989년부터 암은 우리나라 전체 사망 원인들 중 1위로 부

상하면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보건문제 중

하나로 대두되었다
1)
. 이에 따라 의학적 차원 뿐 아니라 국가

적인 차원에서의 암의 치료 및 정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의학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소아마비, 천

연두, 페스트, 디프테리아 등 과거 인류를 괴롭히던 대표적

인 질환들이 백신 접종 등을 통한 ‘예방’이라는 개념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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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서 박멸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과정에는 그 질환의

정확한 원인 규명이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암에 대

한 원인은 여러 역학 연구들을 통해 어느 정도 규명된 바 있

다. 즉, 흡연, 음주, 전리 방사선, 화학적 발암물질, 바이러스

등이 암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이 밝혀졌다
2)
. 그러나 암 자체

가 하나의 요인이 아닌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의 상호작용

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밝혀진 암의 원

인 인자들은 특정 위험인자에 노출된 경우라도 암에 이환될

상대적 위험도가 1.5-3배 정도로 암 발생과의 관련성이 미약

하고, 또한 이질적이고 다양한 개인의 생활습관에서 암의 원

인이 되는 요인들을 역학적 조사를 통해 규명해 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현재의 시점에서는 암의 원인을

찾아 암의 발생을 예방하는 방법(암의 1차 예방)보다는 조기

검진을 통해 암을 완치시킬 수 있는 초기상태에서 암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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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editary syndromes cause approximately 5 to 10% of overall cancer cases. Cancer related w ith genetic

syndromes are found elsewhere, including stomach, breast, colorectum, ovary, brain and so on. Because

hereditary cancers are due to germline mutations, these patients have unique clinical features distinct

from sporadic cancer. Generally these features include (i) early age-of onset of cancer, (ii) frequent

association with synchronous or metachronous tumors, (iii) frequent bilateral involvement in paired

organs (iv ) frequent association with other site tumors or characteristic clinical manifestation specific

to each genetic syndrome. Due to these differences, the management strategy for patients with here-

ditary cancer is quite different from that for sporadic cancer. A dditionally , there are important screening

and surveillance implications for family members. Genetic counselling is prerequisite to these families

for risk assessment by pedigree analysis, and guidance to clinical or genetic testing. T he genes respon-

sible for these syndromes has recently identified, as a result, genetic testing has become important

determining factor in clinical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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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치료하는 방법(암의 2차예방)이 가장 효율적인 암 관리

방법으로 권고되고 있다.

아직까지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대부분의 암들에 반

하여 일부 암에 대해서는 그 발생원인이 확인되었고 이들 암

에 대해서는 암 발생의 예측과 예방, 조기진단에 의한 완치

가 가능하다. 이에 대표적인 암이 유전성 암이며 유전에 의

하여 발생하는 암은 전체 암의 약 5-10% 내외로 알려져 있

다.

역사적 배경

유전성 종양에 대한 연구는 1886년경 프랑스 의사 던

Paul Broca가 유방암에 이환된 가계에 대해서 기술하면서부

터 시작된다. 이후 여러 의사들이 특정 암들이 가족 구성원

들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가계들을 찾아내면서 유전적

요인에 의한 암 발생의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유전

성 종양이 의심되는 가계에서는 가계도를 작성하여 종양에

이환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에 속하는 가족 구성원들에

대해 정기적인 검진을 시행함으로써 종양이 발생하더라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함으로써 완치시켜 줄 수 있다는 사실

이 입증되었다. 아울러 최근 들어 각 유전성 종양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들이 속속 규명됨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통한 암

발생 위험도를 측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과거에는 불가능했

던 암 발생 여부의 예측이 가능하게 되었다
3)
.

유전성 종양 연구의 의의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유전성 종양에서는 암에 이환될

수 있는 분명한 원인 인자가 존재하므로 일반적인 암과는 달

리 ‘암의 예방 및 조기 발견에 따른 암의 완치’에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암과의 전쟁’이 예방이나 조기발견 보다는

진행된 암의 치료에만 너무 치중하여 실패한 것을 고려해 보

면 유전성 종양의 가계를 찾아서 적절한 선별검사를 시행하

여 암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해 주는 것은 암의

치료율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유전성 종양은 이

와 같은 임상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발암과정에 관여하

는 기전의 연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여러 종류의 종양억제 유전자들이 유전성 종양

연구를 통해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유전성 종양의 중요성을

입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4)
.

유전성 종양의 특징 및 종류

유전성 종양은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전체 종양의

약 5-1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전성 종

양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비교적 흔한 종양으로서는 대장암,

유방암, 난소암 등이 있으며 이들 종양의 5-10%가 유전적

소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비교적 드문

종양으로는 가족성용종증, 다발성 내분비종양 증후군, 가족

성 위암, 가족성이형성모반증후군, 신경섬유종증, 망막모세

포종, 폰 히펠 린다우 증후군, 신모세포종 등이 유전성 종양

에 포함되어 있으며 전립선암, 백혈병, 뇌종양, 다발성 골연

골종 등에서도 유전적 소인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전성 종양의 일반적인 임상적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 비유전성으로 발생하는 일반 종양에 비해 조기에 발

병하고, 둘째, 비유전성으로 발생하는 일반 종양에 비해 동시

성(synchronous) 및 이시성(metachronous) 종양이 흔히 발

생하고, 쌍을 이루는장기의경우양측성종양이흔히발생하

며, 셋째, 특정 유전성 종양 증후군에서 특정 원발성 종양들

이 조합을 이루어 나타나며, 넷째, 일부 유전성 종양 증후군

에서는 특징적인 임상 증상 및 검사소견(예를 들어 가족성용

종증에서 다발성 용종이 발견된다거나 다발성 내분비종양

증후군에서 칼시토닌이 증가되어 있는 등)이 나타나며, 다섯

째, 특정 유전성종양증후군에서특징적인멘델유전양상을

나타낸다는 점 등이다.

따라서 모든 암 환자의 진료시 가족력 조사는 필수적으로

시행되어야 하고, 가족력상 암에 이환된 환자의 수가 많으면

서 위에서 언급한 특징적인 소견을 보이면 일단 유전성 종양

을 의심하여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임상적 특성들을 토대로

발견된대표적인유전성종양에는다음과같은것들이있다
4)
.

1. 가족성용종증

주로 사춘기를 전후하여 대장 전반에 걸쳐 양성 종양인

선종이 100개 이상 발생하는 질환으로서 적절한 시기에 치

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100%에서 선종이 대장암으로 진행되

는 질환이다.

2. 유전성 비용종증 대장암

① 가족 구성원 중 대장암 또는 유전성비용종증대장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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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암(소장암, 자궁내막암, 신우암, 요관암) 환자가 최소한 3

명 이상이며, ② 이 세 명은 특정 한 명에 대해 나머지 2명에

대해 부모, 형제, 또는 자식의 관계로 연결되며, ③ 최소한 연

속되는 2세대에 걸쳐 대장암 환자가 있고, ④ 대장암 환자중

최소한 한 명에서 진단시의 연령이 50세 미만인 경우에 해당

되는 질환이다.

3. 유전성 유방암

3명 이상의 유방암 환자가 2세대(외가쪽의 경우)나 3세대

(친가쪽의 경우)에 걸쳐 있으면서 적어도 2명의 환자가 형제

나 직계(부모나 자녀) 관계에 있는 경우, 친족 범위 내에 2명

이상의 유방암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가족성 유방암으로 분

류하지만, 이 경우에도 조기에 발병하거나 양측 유방에 모두

암이 발생한 경우에는 유전성 유방암을 의심하여야 한다. 유

전성 유방암 가계에서는 난소암이 흔히 발생한다.

4. 유전성 난소암

가족 중 2명 이상의 난소암 환자가 있으면서 이들 환자가

직계(형제나 부모, 자녀)의 관계에 있는 경우, 가족 중에 유

방암 환자와 난소암 환자가 2대 이상에 걸쳐 함께 있는 경우

에도 유전성 암을 의심해야 한다.

5. 유전성 다발성 골연골종

뼈 바깥쪽으로 정상골과 똑같은 구조를 갖는 덩어리들이

다발성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양성 종양이지만 일부에서는

악성화하여 암으로 진행될 수 있다.

6. 신경섬유종증 제1형

다음의 항목 중 두 가지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①

어린이의 경우 5 mm 이상, 성인인 경우 16 mm 이상의 갈색

반점을 6개 이상 갖고 있는 경우, ② 임상적, 조직학적으로

확진된 두 개 이상의 신경섬유종을 갖고 있는 경우, ③ 다수

의 주근깨 증상이 겨드랑이나 사타구니에 있는 경우, ④ 가

관절의 동반 또는 동반 없이 장골이 얇아지거나 척추 후만

등의 특징적 증상이 있을 때, ⑤ 안구의 종양, ⑥ 안검사시

두 개 이상의 홍채모반이 있을 경우, ⑦ 이상의 요건 상 부

모, 형제, 자손 등 일차 근친 상에 환자가 있을 경우이다.

7. 유전성 뇌종양(신경섬유종증 제2형)

청각에 관여하는 신경인 청신경의 양쪽 모두에 종양이 발

생하거나 부모, 형제, 자녀 중에 청신경에 종양이 발생한 환

자가 있거나 신경섬유종, 뇌수막종, 신경교종, 신경초종과 같

은 종양이 발생한 환자가 있는 경우이다.

8. 유전성 망막모세포종

어린이의 눈에서 발생하는 악성종양으로 시력의 상실 뿐

만 아니라 생명까지 희생당하는 질환이다.

9. 폰히펠 린다우 증후군

중추신경계(소뇌 및 척수)의 혈관모세포종, 망막의 혈관

종, 췌장 및 고환의 낭성 병변, 신세포암 및 췌장의 종양, 부

신피질의 크롬친화세포종 등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10. 다발성 내분비 종양 증후군 제2형

갑상선의 실질암과 크롬친화세포종으로 구성되는 증후군

을 의미하며 부갑상선 기능항진증과 동반된 경우를 다발성

내분비 종양 증후군 2A형, 신경종과 동반되는 경우를 다발

성 내분비 종양 증후군 2B형이라고 한다.

11. 리-프로메니 증후군

① 45세 이전에 가족 중 한 명에서 연부조직 육종이 발생

하며, ② 부모나 형제에서 역시 45세 이전에 암이 발생하고,

③ 다른 친척(조부모나 부모의 형제) 중에서 45세 이전에 암

이 발생한 경우 의심해야 한다. 이 증후군에서는 연부조직

육종 이외에도 유방암, 뇌종양, 백혈병, 부신피질암 등 다양

한 종류의 암이 발생할 수 있다.

12. 유전성 위암

① 가족 구성원 중 위암 환자가 최소한 3명 이상이며, ②

이 세명은 특정 한 명에 대해 나머지 2명이 부모, 형제, 또는

자식의 관계로 연결되며, ③ 최소한 연속되는 2 세대에 걸쳐

위암 환자가 있고, ④ 위암 환자 중 최소한 한 명에서 진단

시의 연령이 45세 미만인 경우이다. 김 등의 보고5)에 의하

면 이러한 기준으로 유전성 위암 가계를 조사한 결과 유전성

위암의 빈도가 후향적 조사에서는 0.3%, 전향적 조사에서는

3.1%로 보고한 바 있다.

13. 연소기 용종증

조직학적으로 증명된 과오종이 있어야 하고, 다음 세 요건

중 하나를 만족시켜야 한다. ① 용종의 개수가 5개 이상,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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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관 전체에 용종이 분포되어 있으며, ③ 가족력이 있는

경우. 최근 과오종의 악성화의 잠재성이 입증되었으며, 연소

기 용종증의 원인 유전자가 밝혀져 더욱 관심을 끌고 있는

질환이며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유전성 종양의 원인 유전자

특정 유전자의 이상 연구는 암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심

적인 위치를 차지해 왔다. 즉 특정 유전자의 이상은 암의 진

단 및 예후 판정 뿐 만 아니라 암의 치료에 있어서도 활용되

어 왔다. 이와 아울러 최근 들어 유전성 종양의 원인 유전자

들이 규명됨에 따라 특정 유전자의 이상 여부는 유전성 종양

에 이환된 가계에서 종양에 이환될 가능성 여부를 판정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1971년 Alfred Knudson은 망막모세포종의 연구에서 얻어

진 결과를 토대로 ‘two hit hypothesis (정상세포가 암세로로

변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대립 유전자 각각에 독립적인 돌연

변이가 일어나야 한다는 가설)’를 제시하 는데 유전성 종양

에서는 두개의 대립 유전자 중 하나에 배선 돌연변이를 가지

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유전자에 한번의 돌연변이만 발생하

면 암이 발생하므로 두 개의 독립적인 돌연변이가 일어나야

발생하는 일반인의 경우보다 암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것을

설명하 다. 또한 각 유전성 종양마다 독특한 임상적 특징을

가진다는 사실은 각 유전성 종양의 원인 유전자가 서로 다르

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이론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사

실을 토대로 각 유전성 종양에 이환된 가족을 대상으로 염색

체 전위 및 결손 부위 연구, 그리고 원인 유전자의 위치를 찾

기 위한 연관 분석 등을 통해서 각 유전성 종양의 원인 유전

자의 염색체상의 위치가 확인되었으며 최근의 생명과학분야

의 발전에 힘입어 여러 유전자가 규명되었고(Table 1)
6-12)
우

리나라 환자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유전자들의 돌연변이가

확인되었다
13-28)
.

이와 같이 유전성 종양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들이 밝혀짐

에 따라 일부 유전성 종양 증후군에서는 가족 구성원의 유전

자 분석을 통해 종양 관련 유전자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고, 아직 발병 연령이 안 된 소아나 청소년에 대한 이환 여

부를 증상발현 전에 판별할 수 있게 되어, 정기검진이나 예

방적 수술은 유전자의 이상이 있는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실시하고, 유전자의 이상이 없는 가족 구성원들

은 불필요한 종양에 대한 공포로부터 해방될 수 있게 되었

다.

유전성종양 등록소

유전성 종양에 이환된 가족들에 대한 정기적인 검진의 1

차적인 책임은 그 가족에게 최초로 종양에 이환된 환자를 발

견한 담당의사에게 있다. 담당의사는 유전성종양에 이환된

가족들에게 특정 종양의 유전적 성향에 대해 설명하고 정기

적인 검진의 필요성에 대해서 교육시킬 의무를 가진다. 그러

나 이러한 유전성 종양에 대한 교육 및 가족 구성원들에 대

한 정기적인 검진의 시행은 실제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

로 하기 때문에 담당의사 혼자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가 많다. 더욱이 담당의사나 환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정기검진의 연속성이 끊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 가

족 구성원들은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유전성

종양 환자 및 그 가족 구성원들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관

리하기 위해서는 중앙화된 유전성 종양 등록소의 존재가 필

수적이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유전성 종양에 이환된 환자 및

그 가족들이 중앙화된 유전성종양등록소에 의해 효율적으로

Table 1. 유전성 종양과 해당 유전자

질환 유전자 명칭 염색체 위치

망막모세포종

리 프로메니 증후군

신모세포종

가족성 용종증

신경섬유종증 제 1형

신경섬유종증 제 2형

폰 히펠 린다우 증후군

다발성 내분비종양 증후군 제2A, 2B형

유전성 비용종증 대장암

유전성 유방암/난소암

가족성 흑색종

유전성 다발성 골 연골증

연소기 용종증

포이츠-예거스 증후군

유전성 위암

Rb1

p53

WT1

APC

NF1

NF2

VHL

RET

hMLH1

hMSH2

hPMS1

hPMS2

hMSH6

BRCA1

BRCA2

p16

CDK4

EXT1

DPC4

BMRR1A

STK11

E-Cadherin

13q14

17p13

11p13

5q21

17q11

22q12

3p25

10q11

3p21

2p16

2p31-33

7p22

2p16

17q21

13q12-13

9p21

12p13

8q24.1

18q21.1

10q21-22

19p13.3

16q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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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될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한 비 도 절대적으로 보장될 수

있음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져, 각 유전성 종양에 대한 등

록소들이 활발하게 운 되고 있다. 유전성 종양 등록소를 설

치하여 운 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유전성 종양에 이환된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관리의 향

상을 도모한다.

2) 정기적인 검진이 계속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3) 일반의사들 및 담당의사들에게 유전성 종양에 관련된

진단, 치료 및 검진방법 등에 대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고,

유전적 상담을 시행하며 필요한 경우 환자를 그 지역의 전문

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 준다.

4) 의학적 연구를 위한 자료를 수집한다.

유전성종양등록소에서는 유전성 종양에 이환된 환자 및

그 가족 구성원의 인적사항을 수집하고 가계도를 작성하여

종양에 이환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에 속하는 사람들을

선별하고, 이들의 검진결과, 진단명, 치료결과 등을 수집하

여 보관한다. 이와 간은 자료는 유전성 종양에 이환된 가족

들을 돌보는 각 담당의사들에게 제공되어 유전성 종양에 걸

릴 위험성이 높은 고 위험군들에 대한 정기적인 검진이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즉 유전성종양등록소의 주된 목적은

유전성종양에 이환되더라도 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이에 따

른 적절한 치료를 통해 완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유전성종양등록소는 환자 및

그 가족과 직접 접촉하지 않고 담당의사를 통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며, 보관하고 있는 모든 자료는 절대적으로 비 이

보장된다. 단, 담당의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직접 환자

및 그 가족 구성원들과 접촉하여 면담을 시행한다. 이 경우

유전성종양등록소의 담당자는 유전성종양에 이환된 가족에

게 병에 대한 지식을 제공해 주고 거주지 근처의 특정 의료

기관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 준다. 최근에는 유

전성 종양의 원인이 되는 여러 유전자들이 발견됨에 따라

일부 유전성 종양에 대해서는 유전자 분석을 통해 이환 여

부를 판정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유전자 진단

을 시행하는 것이 유전성종양등록소의 새로운 과제로 대두

되고 있다.

유전상담

유전성종양에 이환된 환자나 그 가족의 진료를 맡은 임상

의사는 반드시 가족력을 조사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계

도(Fig. 1)를 작성한다. 가족력이 있거나 유전성 종양으로 판

정되는 가계에 대해서는 가족 구성원들이 가지는 암 발생의

위험성에 대해서 상담하고,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지침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또한 유전자 검사를 통한 증상 발현 전

진단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가계를 선별하여 적절한 유전자

Fig. 1. 암환자 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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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는 반드시 환자 및

그 가족구성원들로부터 동의가 필요하다. 유전자 검사가 시

행된 이후, 그 결과에 따른 유전상담 또한 임상의가 시행해

야 하는 필수적인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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