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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대장암의 발병률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으며, 대장암으로 

인한 사망률 또한 세 번째로 높다. 대장암의 5년 생존율은 점점 

증가 추세에 있으나 다른 암종과 비교하여 여전히 예후가 좋

지 않다.1) 대장암은 발생 유형에 따라 산발성 대장암 (sporadic 
colorectal cancer, SCC)과 염증성 대장암 (colitis-associated 
colorectal cancer, CAC)으로 나뉜다. 산발성 대장암은 유전체 

불안정성에 기인하며 용종-선종-암종 (polyp-adenoma-carci-
noma)과 같은 경로를 거쳐 발생한다.2) 산발성 대장암은 전체 

대장암의 65~85%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전 요인과 관련

하여 분자 생물학적 기전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있다. 궤양

성 장염 (ulcerative colitis, UC)과 크론씨 병 (Crohn’s disease, 
CD)을 포함하는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대장암 발병빈도가 일

반에 비해 현저히 높다고 보고되었다.3) 이런 염증성 대장암은 

만성염증이 지속되어 대장암을 일으키는 경우로 발병 경로나 

기전은 산발성 대장암과  다르고, 현재 이에 대하여 연구가 진

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치료와 예방에 어려움이 있다.
대장암의 조기발견과 치료는 예후, 즉 생존 확률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대장암의 발생과 기전을 이해하

는 것이 치료효율을 높이고 예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

해 중요하다. 지난 수년간 대장암 연구를 위한 다양한 동물모

델이 개발되었고, 이를 이용하여 임상에 더 가까운 연구가 수

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종설에서는 대장암 발생에 따른 동물 

실험 모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기초 연구 결과가 임상 적용

에 적합하도록 적절한 동물 모델을 선택하여 실험을 계획하

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     론

산발성 대장암의 발생과 동물 모델

산발성 대장암은 유전체 불안정성에서 기인한다고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 잘 알려진 기전으로는Apc나 p53과 같은 암 

발생 억제 유전자 (tumor suppressor gene)에 유전체 불안정성

이 나타나 대장암을 일으키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기전을 보여주는 동물 실험 모델로 대표적인 ApcMin 생쥐모

델이 있다. ApcMin 생쥐모델은 인간 대장암의 초기단계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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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lorectal cancer (CRC) is a third leading cause of cancer-related death in cancer patients. Sporadic 
and inflammation-related colon carcinogenesis are major mechanism of colorectal cancer. In vivo CRC models 
have been developed and implicated to understand their mechanisms upon a different type of CRC. Moreover, 
recently animal models have played important roles in chemopreventive and preclinical trials over the years. In 
this mini-review, the aim is to introduce various animal models of CRC and help the understanding to establish in 
vivo experimental plans according to the cancer type of C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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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성 용종증 (familial adenomatous polyposis, FAP)과 기전 및 

발생이 비슷하여 대장암연구에 흔히 사용되는 모델이다. 이와 

유사한 흰쥐모델로는 F344-Pirc 흰쥐모델이 있다.4-6) 이 두 모

델은 소장과 대장에서 모두 암이 발생하며 Apc 유전자의 이

상으로 발생하는 것은 같지만 종양의 부위별 발생 정도에 있

어서 상이하다. 전자는 소장과 대장의 종양 발현 빈도가 10 : 1
고, 후자는 1 : 1의 비율로 나타나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7) 그
러나 이 비율은 같은 종 (strain) 안에서도 수컷과 암컷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같은 유전자 변이 혹은 처치라 할지

라도 그 감수성에 있어서 종 (strain)과 성별 (sex)이 모두 다르

게 작용하기 때문에, 동물 모델을 이용한 실험을 계획할 때에

는 반드시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하여 모델을 선정해야 한

다.8) 다음으로는 유전자 복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DNA-base 
pair mismatch repair (MMR) gene의 기능 손실도 주요한 원

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관여하는 주요한 유전자로는 MutL 
homologue 1 (Mlh1)과 MutS homologue 2 (Msh2)가 있다. 이 

유전자들의 결핍이나 기능 손실은 microsatellite instability
를 초래하는 DNA MMR의 결핍을 초래하여 대장암을 유발한

다. 이들 유전자의 결핍을 초래한 동물모델이 확립되어 있으

며,9,10) microbiome과 연계하여 대장암에 대한 연구를 할 때도 

사용되기도 한다.11) 이 밖에도 다양한 유전자 결핍 동물 모델

이 확립되어 있다. 또한 유전자 변형 동물모델들은 다양한 암

화 유전자 변형 모델 (KrasG12D, KrasG12V 등)들과 교차교배를 

통해 암화가 가속화 됨이 보고되었다.7) Apcmin 동물 모델 등은 

기전과 표현형이 확실하여 암 예방 (chemoprevention)을 위한 

물질을 발굴하는데 사용되는 모델이기는 하지만 실험 개체군

을 충분히 확보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등의 고려해야 할 점

이 있다 (Table 1).

염증성 대장암의 발생과 동물 모델

만성 염증은 초기 암화 단계라고도 불릴 정도로 각 장기에

서 암 발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만성위염은 위

암을, 췌장염은 췌장암을, 대장염은 대장암의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12) 대장암 발생에 만성 염증형태인 UC나 CD환

자의 경우 대장암의 발생 빈도는 일반에 비해 4~20배 높게 

나타나며, 대장염 발병 부위와 기간이 대장암 발생에 양의 상

Table 1. Representative animal models for sporadic colorectal cancer

Mouse model Background Tumor formation~ Occurrence Reference

Apcmin C57Bl/6J 2 Months ~ Small and large intestine 4, 5
F344-Pirc F344 Rat 2 Months ~ Small and large intestine 6
Mlh1 - /- C57Bl/6J ~ 9 Months Intestine and lymphoid tissue 9
Msh2 - /- C57Bl/6J 6 Months ~ Lymphoma and intestine 10

Figure 1. An experimental protocol of colitis-associated colorectal cancer model. A. one example of azoxymethane (AOM)/dextran sulface sodi-
um (DSS) treatment scheme. B. a picture at week of 8 of tumor formation in mouse colon induced by AOM/DSS treatment according to a sche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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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관계가 있다고 보고되었다.13,14) 염증성 대장암에 기인하는 

기전에 다양한 가설이 제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만성 염증

상태가 장점막의 DNA 변이를 초래하고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효소가 활성화 됨에 따라 손상을 유발한다거나,15) 
장점막의 심각한 염증상태로 인한 손상을 수복하고자 표면

의 장 상피세포의 성장속도가 빨라지고 또한 과도한 사이토

카인 (cytokine)과 키모카인 (chemokine)들을 분비하여 비정

상적인 세포성장을 유도하는 것이다.16) 만성염증에 의한 대

장암 발생 기전을 이해하기 위한 동물모델에는 염증 유도 유

전자를 조작한 염증성 대장암의 형질 전환 모델이 있다. 염증

에 관여하는 유전자인 IL-10, Rag2, Gαi2 등을 각각 형질전환 

(Knock-out, KO)한 동물모델을 염증성 대장암 실험에 이용

한다.12) 또 다른 방법으로 화학물질을 투여하여 대장염을 일

으켜 low grade dysplasia에서 carcinoma까지 관찰 할 수 있

는 동물 모델이 있다. Dextran sodium sulfate (DSS)를 식음수

에 포함하여 일정기간 음용하게 하고 그 결과를 관찰하는 방

법이다. DSS는 장상피에 염증을 일으키고, 오랜 기간 처리하

게 되면 암을 일으킨다. DSS만을 처리한 실험을 예로 들어 보

자면, 0.7% DSS를 일주일간 음용수로 공급하고 10일간의 회

복기를 1 cycle로 15 cycle을 처리하고 37주차에 쥐를 희생

하는 방법이 있다. 실험 결과 대장에서 high-grade dysplasia
와 adenocarcinoma가 관찰되었다.17) 쥐의 종 (strain)에 따른 

DSS의 농도나 처리 기간에 따라 그 결과 정도가 상이하게 

나타나므로 실험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strain을 선별하여 

DSS 처리 기간과 농도를 선정하여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통상 DSS 처리로 염증성 장질환 (inflammatory bowel 
disease) 상태가 유발되며, 처리 횟수와 기간이 길어야 암화

를 관찰할 수 있는 단점이 있지만, 염증성 대장염의 암화 과정

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 모델임이 분명하다. 다른 염증

성 대장암 유도 모델 구축 방법으로 tumor-inducing reagent 

(azoxymethane, AOM 또는 1,2-dimethylhydrazine, DMH)를 

1회 주사하고 DSS를 처리하는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방법은 DSS 처리 회수를 줄여 줄 뿐만 아니라 비교적 단시간

에 확실한 대장암의 표현형을 관찰할 수 있다.18,19) 본 저자의 

실험 방법으로 AOM을 10 mg/kg으로 1회 주사하고 일주일 

후, 3% DSS를 7일간 음용수에 공급하고 14일간의 회복기를 

1 cycle로 총 2 cycle 반복하고 8주차에 쥐의 대장에서 tumor 
formation을 관찰하였다 (Fig. 1). 염증성 대장암 유발 동물 모

델에 대해서도 다양한 처리 방법들이 보고되고 있다. 실험을 

하고자 하는 쥐의 종에 따라 감수성이 달라 AOM과 DSS의 

농도, 약물 처리 횟수, 종결 시점은 그 표현형으로써의 결과가 

달라져 실험을 계획할 때에 충분히 고려해야 할 점이다. 위의 

실험동물 모델을 이용하여 암예방이나 임상 테스트를 위해서 

AOM/DSS 처리 시점을 중심으로 전처리나 동시처리 방법 등

이 적용되고 있다.20)

결     론

대장암에 대한 발생과 치료에 대한 이해를 위해 기초 분야

에서는 다양한 실험들이 진행 되고 있다. 연구자들은 암세포를 

이용하여 발암 기전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치료나 예방 물질

을 찾는 실험을 활발히 수행해 왔다. 최근에는 동물 모델을 확

립하고 이용하여 임상에 가까워 지도록 실험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동물 모델 실험에 대한 이해는 현재의 기초분

야에서는 필수로 수행되고 있고, 임상 전 단계의 방법임이 분

명하다. 따라서 이는 임상에서 대장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바탕이 될 것이며, 기초연구에서 발굴된 발암 지표들을 임상

에 적용하여 미래의 항암표적치료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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