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론

최근에 많은 악성 종양에서 일반적인 현상으로 나

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전립선암에서도 종양 이질성

(intratumor heterogeneity)이 다양하게 관찰되고 있

다.1,2 종양 이질성은 같은 환자 내의 종양에서도 각 부

위에 따라 각각의 종양세포 군집별로 상이한 유전형 또

는 표현형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종양 이질

성은 환자의 약물 반응성, 치료 저항성, 그리고 전반적인 

치료 성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3,4 이러한 종양 이

질성 정도를 알기 위해서 종양 내에 어떠한 종양 세포군

(subclone)들이 존재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

다. 왜냐하면 여러 종양 부위가 어떠한 구성을 가지느냐

에 따라 종양의 형성 및 진행 패턴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종양 이질성이 악성 종양의 치료에 미치

는 영향의 중요성이 점점 중요하게 부각됨에 따라서 전세

계적으로 종양 이질성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전립선암에 대한 대표적인 검사방법으로 전립선특이항

원(prostate-specific antigen, PSA) 수치가 임상적으

로 유용하지만, PSA 수치 상승 또는 하강의 정도가 항상 

전립선암의 진행 방향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보이

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전립선암 세포들이 남성호르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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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을 받아서 증식되기 때문에 호르몬 치료가 효과적

이지만, 일부 환자들은 이러한 치료에 불응하고 있다. 이

러한 호르몬 치료 불응성의 원인과 종양 이질성으로 인한 

유전적 변화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미흡한 실

정이다. 최근에 이르러서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등의 진

일보한 유전체 분석 기술들에 의하여 환자들 간의 종양의 

특성이 상당히 다양할 뿐만 아니라 환자 내에서도 유전체 

상에 종양의 이질성이 높게 나타날 수 있음이 제시되었

다.5 이러한 연구들은 종양 이질성으로 인하여 한 환자 내

에서도 한 군데의 생검으로는 전체 종양의 특성을 대표하

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저자

들은 이 종설을 통하여 종양 이질성에 대한 개념과 차세

대 염기서열 분석으로 종양 이질성을 연구하는 최신의 유

전체 분석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전립선암의 종양 이질성 
(Intratumor Heterogeneity)

종양 이질성은 종양 내에 있는 세포들의 유전형 및 표

현형에 대한 정보가 위치에 따라 다르게 관측된다는 개념

이다. 최근 암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개념에 초점을 맞추

어 개별 암세포의 행동 패턴을 관측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하였다. 전립선암의 경우에는 원발 종양과 전이 종양 

간의 비교, 서로 다른 종양 간의 비교, 그리고 종양 내에

서의 이질성에 대한 측면에서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 먼저 종양의 진행 과정에 있어서 종양 이질성을 설명

하는 다양한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종양 내 이질성 모델(Intratumor Heterogeneity 
Models)

지금까지 제시된 종양내 이질성 모델은 크게 종양 줄

기세포 모델(cancer stem cell model), 클론 진화모

델(clonal evolution model), 그리고 단속 진화 모델

(punctuated evolution model)이 있다. 이와 관련한 각

각의 종양 내 이질성 모델에 대한 개념도가 Fig. 1에 보여

지고 있다.1 종양 줄기세포 모델은 다양한 종류의 종양 줄

기세포들로부터 암이 시작되고 유지된다는 모델이다.6 클

론 진화모델은 암 진화 혹은 다윈의 자연선택설을 따른

다는 모델로 크게 선형 진화(linear evolutionary), 중

심과 가지(trunk branch), 꼬인 강(braided river), 그 

외에 중립 돌연변이 진화(neutral evolution)의 4가지

로 나뉜다.7 선형 진화 모델은 하나의 선구 세포가 유전

적 다양성을 얻으면서 암을 유발한다고 주장하는 모델

이다. 중심과 가지 모델은 초기에 존재했던 여러 개의 하

위 그룹(subclone)이 독립적으로 변이를 겪으면서 각

Cancer stem cell

Tumor 1

Tumor 2

(Cancer stem cell model)

Genetic
aberration

(Punctuated evolution model)

(Linear evolution model)

Progenitor cell Tumor

(Trunk branch model)

A
A,B

A,C

A,B,E

A,B,F

A,C,D

(Braided river model)

Fig. 1. Conceptual diagram of models 
that explain tumor heterogeneity in 
tumor pro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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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종양 병소(tumor foci)가 발전함을 의미한다.8 꼬

인 강 모델은 강을 모델로 가져와 강의 큰 줄기는 중심 

변이(trunk mutation), 강의 자잘한 줄기들은 이질 변

이(heterogeneous mutation)로 표현하며, 주요 변이

(driver mutation)가 되거나 다른 변이들과 합쳐져 종양 

대사 회로(tumor pathway)에 주요한 영향을 줄 가능성

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9 마지막으로 중립 돌연변이 

진화 모델은 가장 최초의 주요 변이는 모든 암 세포에 존

재할 것이고,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변이는 하위 그룹에

만 존재함을 말하며, 이를 이용해 변이를 추적한다면 암

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단속 진화 

모델은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으로 암 성장을 촉진하는 치

명적인 유전적 이상을 찾으면서 고안된 모델로 이러한 변

이들이 암의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를 일으킴을 말하

고 있다.8,10 

2. 전립선암에서 종양 이질성

종양 이질성을 연구하는 것은 예후 예측 인자와 관련된 

마커(marker)와 질병의 위험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찾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실마리를 이끌어 낼 수 있다. 현재 전

립선암 진단 기술은 결정적인 데이터 부족과 불필요한 생

체 검사(biopsy)를 수행한다는 점들로 인해서 아직은 연

구가 미흡하다고 여겨진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종

양 내 이질성을 설명해줄 수 있는 마커(marker)를 식별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전립선

암 마커 발굴에 대한 다양한 실험들이 수행되어 왔다. 예

를 들어, Qu 등11은 3가지 마커 [TMPRSS2/ERG 재정렬, 

PTEN 손실, 안드로젠 수용체(androgen receptor, AR) 

증폭]을 보고하였고, Jones 등12은 암화를 촉진하는 효과 

마커인 MIC-1와 PDGF-A를 발굴하였다. 더불어 주변환

경과 종양 이질성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Lalonde 등13

은 복제수 변이(copy number variant) 및 저산소증과 연

관된 4가지 예후 지표를 발견하였다. 

3. 전립선암에서 다발성(Multifocality)

전립선암은 서로 다른 글리슨 점수(Gleason grade)

를 가지는 개별적인 병소로 존재하는 경향이 있다.14,15 전

립선암은 대부분 다초점 질병(multifocal disease)으

로 단초점 전립선암(unifocal disease)보다 위험성이 높

고 재발률도 높다고 알려져 있다.16 조직학적으로 이질성

을 보이는 것은 밝혀졌으나 이러한 다초점적 경향을 보이

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Ruijter 등17과 Arora 등18은 대부분의 전립선암은 여러 

부분에서 시작이 되고, 그 안에서도 위치마다 Gleason 

grade가 다르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암의 이질성과 다초

점성은 환자들에게 적절한 처방을 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Boutros 등19은 최초로 전립선암의 전장유전체(whole 

genome) 수준에서 공간에 따른 이질성과 다초점성을 관

찰하여 암을 9개 부분으로 나누었고, 변이 분석 결과 각 

부분마다 특정 변이가 일어나는 양상이 다르다고 보고하

였다. 이를 통해서 특정 변이를 대상으로 하던 기존의 치

료방법이 효과적일 수 없음이 밝혀졌다. The Cancer 

Genome Atlas 프로젝트의 연구에서는 전립선 1차 종양

에 대해서 포괄적인 분자 분석을 진행하여 유전적, 후생

유전적, 전사체적 특징을 기준으로 이분화하여 전립선암

을 일으키는 특징적인 유전자융합(gene fusion)과 변이

에 대한 7개의 하위 타입들을 밝혀냈다.20

전립선암의 다초점성의 기원을 설명하는 두 가지 반

대되는 가설이 있다. 첫 번째는 단일클론 기원 가설

(monoclonal origin)로 서로 다른 세포들은 하나의 세

포에서 시간에 따라 유전적, 후생유전적 변이를 획득하

며 생겨난다는 가설로 모든 세포들은 하나의 세포에서 나

와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두 번째 가설은 Slaughter 

등21이 제시한 암장 효과(cancer field effect)로 암이 다

클론 기원 (polyclonal origin)을 가지고, 정상적인 조직

에서 독립적으로 변이가 생겨서 여러 개의 특이한 병소

를 초래한다고 설명한다. Lindberg 등15은 엑솜 시퀀싱

(exom sequencing)을 통해서 각각의 병소가 독립적인 

기원을 가짐을 밝혔고, Kobayashi 등22과 Andreoiu와 

Cheng23은 서열 결실을 기반으로 병소들이 독립적임을 

밝혔다. 전립선암은 환자에 따라 그 기원이 한 개 또는 여

러 개일 수 있다. 따라서 암종이 단일클론 기원인지 혹은 

다클론 기원인지에 따라서 특정 치료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음으로 개개의 환자 별로 효과적인 처방과 치료를 위해

서는 다초점성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암 전이와 종양 이질성

암의 진행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발 종양과 전

이 종양 사이의 진화적 관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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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양과 전이 종양의 종양 이질성에 대한 두 가지 모델이 

제시되었다. 첫 번째 모델은 유전적 변이가 무작위적으

로 일어난다는 모델로 종양 이질성에 대한 수학적 모델링

과 array CGH 분석을 통해서 서로 동떨어진 전이 부분

이 연관된 클론에 포함되는 것으로 뒷받침되었다.24,25 두 

번째 모델은 유전적 변이가 선택적으로 일어나 특정한 패

턴을 가지게 된다는 관점으로 초기 종양과 림프절 전이 

종양 간의 전장유전체 분석, 멀리 떨어진 종양 간의 DNA 

methylation 분석 등으로 뒷받침되었다.26,27

원발 종양과 전이 종양의 이질성을 이해하는 것은 효과

적인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

어, 원발과 전이 종양이 서로 같은 암 세포일지라도 돌연

변이들이 서로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전이성 종양 특성

에 맞게 개발된 표적 요법으로 환자를 치료한다면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한 개인에서 생겨난 전이 종

양들은 다양성이 비교적 작기 때문에 하나의 전이 종양으

로 다른 전이 종양들의 변이를 예측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어서 비슷한 환자들에게 효과적인 치료법을 선택하

는 데에 유용할 것이다. 그렇지만, 전이 위치에 따라서 유

전적 및 표현적인 종양의 특성이 미세하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엑솜 시퀀싱 등을 통해서 정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암에 대해서 이질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생

검마다 지니는 변이와 클론이 다르고, 변이의 일반성 또

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환자 상태에 대한 객

관적인 판단을 내릴 때에 이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기존

에 있던, 혹은 진화한 하위 클론이 환경의 변화나 암의 재

발을 유도하는 환경 아래에서 주된 클론으로 변할 가능성

을 가지고 있으므로 약물의 내성 발달 연구를 할 때에도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이를 고려해야 한다.

다지역 종양시퀀싱 
(Multiregion Tumor Sequencing)

1.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ext Generation 
Sequencing)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기술(next generation sequen-

cing)은 클론증폭(clonal amplification), 대량병렬

(massively parallel), 새로운 염기서열결정법(cyclic 

sequencing)을 이용하여 적은 양의 샘플로도 서열 분

석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게놈(genome) 및 전사체

(transcriptome) 연구에 있어서 큰 혁신을 가져왔다.28 

이를 이용한 RNA 시퀀싱(RNA sequencing) 분석으로 

RNA 대체 이어맞추기(alternative RNA splicing), 유

전자의 발현량(gene expression), 유전자 융합(gene 

fusion)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질병에 대한 바이오

마커 발굴과 분자 표적 발굴에 활용할 수 있다.29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기술을 통하여 종양의 게놈을 분석할 경

우, 게놈의 변이 정보 및 잠재적으로 작동할 게놈 신호 전

달 경로(signaling pathway)를 알아낼 뿐만 아니라, 돌

연변이 프로파일을 이용해 분자 표적 치료와 관련된 바

이오마커를 개발할 수 있다.30 종양들 사이에 유전체 프

로파일의 이질성 정도를 알기 위해서는 다지역 시퀀싱

(multiregional sequencing)으로 분석이 가능하며, 또

한 단일세포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서 각 세포 수준에

서 유전자 발현 프로파일의 비교가 가능하다. 이와 더불

어, 순환성 세포유리 DNA 시퀀싱(circulating cell-free 

DNA sequencing) 분석으로 종양 환자의 원발암뿐만 아

니라 전이암 조직에서 말초혈액 속으로 흘러 들어간 사망 

또는 괴사한 종양 세포의 유리 DNA를 분석하여 서로 간

의 이질성을 파악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시퀀싱 방

법들이 Fig. 2에 제시되어 있다.

2. 다지역시퀀싱(Multiregional Sequencing)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전립선암

의 여러 부위들에 대한 샘플을 이용해 전장 엑솜 시퀀싱

(whole exome sequencing) 혹은 전장 유전체 시퀀싱

(whole genome sequencing) 분석으로 클론과 하위 클

론의 이질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

를 통해 종양 병소들이 주요 유전자 변이를 공유하지 않

고, 각 클론들이 독립적으로 진화됨을 밝히는 정확한 증

거를 발견하면서 1차 종양이 다클론적 성향을 가지는 것

이 밝혀졌다.31 시퀀싱 분석을 통해서 대립유전자 빈도

(variant allele frequency)에 따른 변이 군집화를 통해 

세포 하위 클론의 존재를 알 수 있고, 이는 종양 위치 간의 

시간에 따른 하위 클론 진화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32,33 

이와 더불어 종양의 여러 부위에서 발견되는 트렁크 변이

들(truncal mutation)과 특정 부위에서만 발견되는 특정

적 변이(unique mutation)들의 계통수(phylogenetic 

tree) 또한 새롭게 정의가 될 수 있다.34 이러한 분석은 암 

진화의 기원과 시기에 대한 이해를 제공할 뿐 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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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적 증상(clinical manifestation)과 진단이 있기 전

에 초기의 주요 유전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시

사한다. 그 동안 염기 서열 분석 기술로 다양한 정보를 얻

을 수 있었지만, 아직까지 서열 분석 정밀성과 알고리즘

의 민감도는 편향된 분석 결과를 낼 가능성이 높아서 이

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하다.

단일세포 염기서열 분석 
(Single Cell Sequencing Analysis)

단일세포 염기서열 분석은 하나의 세포로부터 DNA 또

는 RNA를 추출하여 증폭하고 염기서열을 파악함으로써 

세포의 특징을 분석하는 기술이다.35 즉, 동일한 세포로부

터 유래된 세포들 사이에서도 환경에 따라 여러 가지 특

성에 차이를 보이는 개별 세포의 유전자 발현 프로파일을 

분석하는 방법을 일컫는다. 이러한 분석 기술을 통해서 

한 조직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세포들을 동시에 분석하

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지면서 종양 이질성 연구를 포

함한 다양한 분야에 응용이 되고 있다.36 전립선암의 종양 

이질성을 규명하는 측면에서도 그 유용성이 클 것으로 전

망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연구 성과가 미흡한 실정으로 향

후 활발한 연구가 기대되는 분야이다. 

최근에 진행된 연구에서는 전립선암 진단에 단핵 시퀀

싱(single-nucleus sequencing)을 적용하기 위한 시범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서 얻은 단일세포 유전 정

보의 특징은 조직 병리학적인 측정치와 비교 평가되었

다.37 한 가지의 동일한 성질을 지닌 세포들이 증식하는 

현상를 설명하는 클로낼리티(clonality)는 생체검사 샘플

과 근치적전립선절제술(radical prostatectomy) 샘플

에서 나타난 글리슨 점수와 상당히 유의미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여기서 클로낼리티는 하나 또는 적은 수의 클론

(oligoclone) 혹은 여러 개의 클론들(polyclone)로부터 

유도되는 종양 세포들의 상태를 말한다. 또한, 클론 이질

성(clonal heterogeneity), 클론 세포들 중에서 생검 시

에 코어에 해당되는 비율을 의미하는 클론 세포를 포함하

는 코어의 비율, 클론으로 판단되는 세포의 비율과 같은 

유전적 특성을 지닌 세포들이 증식되는 현상을 나타내는 

클론 확산은 조직병리학적 결과와 연관하여 고려될 수 있

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게놈상의 클로낼리티와 연관된 

유전적 변이는 생체검사 샘플에서 글리슨 점수와 상당히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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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 1 Gene 1

Gene 1 Gene 1

Laser cap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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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equencing methods for heterogeneity analysis. FACS: fluorescence-activated cell sor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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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외과적 수술조직 샘플에 기

초한 암의 평가를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이러

한 결과는 전립선암 진단을 위한 단일세포 기반의 유전체

학의 유용성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전립선암 치료방법의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순환성 세포유리 DNA 분석 
(Circulating Cell-Free DNA Sequencing 

Analysis)

Low-pass 전장유전체 시퀀싱 및 타겟 심층 시퀀싱

(target deep sequencing)은 전이성 전립선암 환자에

서 순환성 종양 DNA (circulating tumour DNA)를 검

출할 수 있지만 국소 전립선암 환자에서는 검출되지 않

으므로 초기 전립선암에서 이 분석 방법의 활용은 제한적

일 수 있다.38 최근에는 세포유리 DNA (cell-free DNA, 

cfDNA) 연구를 통해서 건강한 세포와 종양 세포 사이의 

뉴클레오솜 발자취(nucleosome footprint) 차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cfDNA를 암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 사용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39,40 전이성 종양과 혈장

에 대한 DNA 시퀀싱 연구에서 cfDNA와 조직에서 검출

된 변이는 높은 중첩을 보이며, cfDNA가 종양 물질의 대

리 발생원이라는 것을 입증하기도 하였다.41,42 따라서, 한 

환자에 존재하는 다양한 종양 클론이 혈액 순환에 나타나

므로, cfDNA의 연쇄 수집은 암 진행과 새로운 치료 저항 

메커니즘의 배후에 있는 생물학적인 기전을 연구하기 위

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39,40 

결론 및 향후 전망

전립선암의 종양 이질성에 대한 이해는 종양의 진행을 

이해하는 것과 더불어 전립선암 치료 과정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다양한 서브 클론들에 포함된 이질적인 돌연변이들로 인

해서 주요변이들을 놓치지 않고 적절한 표적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다지역 종양 시퀀싱에 의한 변이 검출이 진단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차세대 유전체 분석기술은 

임상 검사에 적용될 만큼 그 수준이 높은 단계로 발전했

지만 종양 이질성의 복잡성을 해결하는 데는 여전히 부족

하다. 최근 단일세포 분석기술 및 순환성 세포유리 DNA 

분석 등의 진보된 분석기술의 도입으로 고해상도와 정확

성을 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일부 해결할 것으로 전망된

다. 향후에 전립선암에서 나타나는 종양 이질성을 체계적

으로 이해하고 특성화한다면 환자를 위한 치료의 표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 종양 이질성은 

진단에서부터 치료의 우선 순위에 이르기까지 실제 임상

에 있어서 중요한 의사 결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전립선암에서 종양 이질성 문제를 고려한 개인 맞

춤화된 정밀의학의 접근법을 통해서 환자의 진단과 치료

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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