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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I. 체 북

암환자의 암초직과 혈장내의 01 량원소 분포에 관한 연구

I I. 연구의 목척 및 중요성

착년도 실험에서는 발암과정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어떤 역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

량원소들에 대하여 암환자에서 얻은 암초직과 그 주위 정상조직에서의 분포 양상을 비교 하였다.

금년도 실험은 한사합의 암환자에서 얻은 암초칙과 주위 정상조칙 에서의 미량원소 분포 양상 뿐

만 아니라 수술 천후의 혈장내에서 미량원소의 분포를 비교하여 착년도 실험결과률 보강하고 암

조직과 혈장 사이의 역동학척인 관계도 유추해 본다. 이렇체 함으로써 암발생원인 인자로서의 미

량원소의 역할을 알아보고자 한다. 부화척으로 외국 논문과 비교하여 한국인 암의 륙성을 알아

보고자 한다.

III.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절체가 가능한 위암， 대장암， 유망압 환자가 수술을 받을때， 장기가 척출된 직후 장기에서 암

조직과 추위 정상조직을 척탕량 얻어서 분석힐 때 까지 냉동저장고에 얼려 보관해 툰다. 그러고

수술천 날 자정부터 금식상태로 있는 환자로부터 수술 당일 아침에 술전 혈액을 채혈하고， 수술

후 7 일째 같은 방법으로 술후 혈액을 채혈한다. 채혈펀 각각의 혈액은 상온에서 원심분리시켜서

혈장을 얻은 후 분석 때까지 냉동저장고에 얼려 보관해 둔다. 이렇게 얼은 조직과 혈장액율 건초

기에서 건초시킨 다음， 충성자 방사화플석법애 의하여 미량원소 분포를 구하였다. 분석된 원소

는 Hr, RD, Fe, 강1， Co, La, Se, 뱅， Cr, Sb, Cs, Au 틀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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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미량원소의 암초직과 정상조칙에서의 분포와. 혈장애서의 수술전과 수술후의 비교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갈다. 위암조칙에서는 암조칙과 정상조칙사이에 의미앙채 차이가 나도록 분포하는 미

량원소가 없었다. 혈장은 브롬이 수술전에 비하여 수술후의 분포가 의미있채 높았다. 대장암환자

에서도 조직에서의 미량원소붙포는 정상초칙과 압조직사이애 의마있는 차이가 았도록 분포하는

미량원소는 없었다. 단지 수은이 암조직에서 더 높은 농도로 분포하는 ·경향( p=O.018) 율 보이고

없었다. 그리고 혈장에서는 역시 브롬이 수술후애 높게 분포하는 경향율 보이고 잊었으나 나머

지 미량원소둘운 수술천후 차이가 없었다. 유방암환자에서는 루비디옵과 아연， 그러고 칼륨이 압

조직에서 주위정상조직보다 놀게 분포하고 있었다. 유방암환자의 혈장에서는 수술전후로 의미있

게 변화하는 미량원소는 없었으나 브롬이 수술후에 높게 분포하는 경향율 보이고 잊었다.

유방암환자의 암조칙에서 루비륨과 아연어 놓게 분포하는 것으로 보아서 실험풍물에서 암유

발을 시도하려고 힐 때 이 두가지의 원소의 유부에 따른 차이를 판찰하는 연구률 해 볼 수 있겠

다. 이 원소률과 암유전자의 발헌정도 차이를 비교해보면 예후인자와의 관계도 비교해 볼 수도

있고 각각의 세포유헝에 따른 분포도 비교해 볼수 있겠다. 위암환자의 혈장에서 브콤의 분포가

수술후에 거의 10 배 정도로 증가하고 암조직과 정상조직에서의 분포는 차이가 나지 양는 것으로

보아 암유발실험에서 브콤의 역할도 연구해 볼 수 있겠다.

이렇체 합으로써 예후인자로서 미량원소의 역할이 밝혀지연 암예방의 단계애서도 활용이 가능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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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매뻐ARY

1. Project Ti tIe

A Study about Trace Element Distribution in Cancer Tissue and Serum of

Cancer Patients

II. Objectives and Importence of the Pr。‘ject

To compare the distribution of the trace elements , which are known to play a

direct or indirect role in carcinogenesis , in cancer tissues and its surrounding normal

tissue. This could be reinforcement of the last year's study.

To know the changes of trace element distribution in serum between pre-。홈rative

stage and postoperative stage.

To suggest the dynamic change of each trace element between serum and tissue by

comparison of its concentration of the same patient.

To know the effect of cancer resection in trace element distribution of serum.

To find the character‘ istics of trace element distribution in tissue and serum of

Korean c와lcer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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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Tumor tissue and its corresponding. surrounding normal tissue , which were obtained

during operation of resectable gastric, colon. and breast cancer patients , were kept

freezed in deep freezer until analysis.

Serum samples were obtained pr잉peratively and at post。홈ratiν& seventh day from

patients who kept postabsorptive state at that time. ’Those were also freezed in the deep

freezer until analysis.

Ti ssue and serum samples were thawed and dried before radioactivation. Trace

element distribution were analyzed by neutron activation analysis method after weighing

of those samples. The trace elements which were studied in this projects were Br. Rh, F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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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Results and Proposals for Application

Trace element distr‘ ibution of tumor and its corrsponding normal tissue of each

gastric. colon. and breast cancer patients and that of serums of preoperatie stage and

postoperative stage are shown in tables. As for the gastric patients , there were no trace

element • of which concentration was significantly higher or lower. Concerning to the

serums of the gastric cancer patients , the concentraion of bromine became almost ten times

higher after tumor resection. As for the colon cancer patients. we could not find any

trace element of which concentration is significantly di fferent either in tissue or in

serum. As for the breast cancer patients , the concentration of rubidium. zinc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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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tssium were wignificantly higher in tumor tissues than in normal tissues. Concerning the

serums of the breast cancer patients , no trace elements showed any di fference between

preoperative and post。야rative stage. Mercury showed the tendency of higher distribution

in colon cancer tissue than in normal tissue (p=O.018).

The finding that rubidium and zinc are hi빼er in concentration in cancer tissue can be

applied to experimental carcinogenesis in animal. The addition of these trace elements or

not c하1 be compared in each step of the carcinogenesis. By comparison of these trace

element concentration with the degree of overexpression of oncogenes , the prognostic

factors can be more defined. The degree of cellular differenti ion of each tumor can be

studied with these trace elements distribution, too ,

Another finding that bromine level in serum became almost tem times higher

postoperatively but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in tumor tissue 뻐d in normal tissue.

the role of bromine in experimental carcinogenesis in 뻐imal should be studied.

1f these further studies should define the role of trace element in carcinogenesis ’

that can be applied to clinical settings also in terms of cancer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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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1 장 서 료킹

‘-

미량원소틀은 생체반웅중에 필요한 효소률율 억쩨하거나. 활성화시키든지，혹은효소틀의

결합장소에 다른 metalloprotein 과 경쟁율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세포박의 루과력에 영향율 주

든지 해서 생물학척 과정에서 충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최근의 연구애 의하여 알려져 왔

다. 따라서 이러한 미량원소가 발암과정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어떤 역활율 할 것이라는 짐작을

힐 수 있다. 륙히 칼륨， 루비디옵， 마그녀l습， 칼숍，구리，아연， 철， 젤레늄， 망깐 둥이 여러가지

암에서 정상초칙과 다른분포를 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한펀， 암환자에서 아연의 혈장과 조직

내 농도는 집중척으로 연구되었으나 이들 미량원소가 발압과정에서 어떤 역활율 하는지는 밝혀지

지 않고 있다. 륙허. 아연은 DNA, RNA Polymerase를 포함한 100 여 가지의 효소의 작용에 필수불

7}컬한데 몇몇의 암에서， 혈충 아연농도는 낮고 압조직에서는 정상조직에 벼해서 상승해 있다.

구체척으로 예를 들면， 혈장 혹은 혈청 내의 아연 농도는 구강암. 펴I 암， 소화기암에서 낮고， 유

방암， 끌육종에서는 정상수준 이내때 앙다. 또한 조직내의 아연 농도는 폐암， 유방암， 골육종에

서 정상조직보다 높게 측정되었다. 또 다른 예로는 구리인데， 몇가지의 암환자에서 높았먼 혈중

농도7} 치료후에 낯아진 경우도 있다. 혈중구리 농도가 호지킨쓰써병， 후푸의 펀명상피암， 폐암

환자에서 상승해 있다고 보고한 운헌도 있다.

그러고， 어헌 개개의 미량원소룰을 하나씩 분석해서 비교해서는 악성 질환의 진단에 이

용하기가 결점이 많은 것을 알고 다수의 미량원소틀율 동시에 분석하여 이률끼리의 농도비 둥을

비교해서 진단에 이용하기도 한다. 예를 틀연， 난소암혜서 구려와 철의 농도비는 구리와 철의 각

각의 농도보다 더 악성질환의 정도와 일치하는 관계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는 미량원소와 암의판계애 대한 연구가 미미한 국내 상황으로 볼 때， 암환자의 암

조직과 주위 정상조칙애서의 nj 량원소 분포륨 비교하고 의미가 있게 차이가 있는 원소틀을 찾아

낸다. 그러고， 위에서 언급되었먼 미량원소 다수끼리의 농도비도 비교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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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틀을 문헌에 보고펀 결과틀과 비교해서 한국인 암의 륙수성에 대해서도 고찰하려고 했다.

또한， 수술에 의하여 암이 채거되기 천，후의 환자의 혈장내의 미량원소 분포도 구하였다.

이렇게 하여 조직과 혈장의 미량원소변화를 분석하연 발압인자로서의 며량원소의 역할융 알게 될

것이고， 나아가서 암유발실험 단체에서도 척용이 가농할 것으로 생각되고， 또한 이 컬과는 암의

예방단계에도 척용이 가능할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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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II 2 장 본 본

제 1 철 연구내용및방법

1. 대상 : 영리초직학적으로 암으로 확진되고 절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펀 환 자중에서

항압처l의 부여나 방사선요법율 받은 척이 없는 위암환자 12명， 대장압 및 직장암 환자 7 명， 유

방암환자 7명이다.

2. 조직 및 혈장의 구묵 : 상기의 환자가 원자력영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밭을 때， 절채된

장기에서 암조직 Igm 정도와 , 육안으로 암종괴와 상당한 거리에 있는 ( 의십이 되면 통철펀검

사로 확진한 후에} 정상조직 Igm 청도를 얻어서 분석 때 까지 냉동저장고에 얼려 둔다. 수술전

환자의 혈장은 환자가 수술을 위해 전날 자정부터 금석한 상태에서 수술당일 아칩에 채혈하고，

추술후의 환자혈장은 수술후 6 일째 자정부터 곰식한 환자에서 다음날 아침에 채혈한다. 채혈펀

혈액은 실온에서 원심분리시켜서， 혈장을 얻은 다음， 분석 때 까지 냉동 저장고에 얼려둔다.

3. 충성자 방사화 분석법 (Neutron Activation Analysis ) :얼려둔 조직과 혈장을 실온에

서 녹여 건조기에서 건초시킨 후에 무게를 채고나서 연구용원자로 ( TRIGA 뼈RK III : 한국원자

력연구소 서울사무소내 소재합) 와 월mma-pulse hei앙1t multi-channel analyzer ( MCA ) 를 이용

한 충성자방사화분석법 ( 그림 1 참조 ) 에 의하여 각각의 시료를 분석하였다. 분석된 원소들은

Br ,Rb, Fe, Zn, Co, La, Se , Hg, Cr, Sb, Cs , Au 틀 이었다.

4. 검출기의 자혜 및 계혹효훌， 분석조건의 설정， 방사능의 계측방법은 홍성운 둥에 의한

방법대로 하였다. ( Ref. 12 )

5. 몽계의 검정은 student t-test 로 하였고 p <0.05 일 때 유의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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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2 철 연구결과 및 고찰

1. 연구 결과

미량원소의 암조직과 정상조직에서의 분포와， 혈장에서 수술전과 수술후의 버교는 표1. 표2

에서 보는 바와 같다. 위암초직에서는 암조직과 정상조직사이에 의미있게 차이가 나도록 분포하

는 미량원소가 없었다. 혈장의 미량원소 분포에서는 브롬이 수술전에 비하여 수술후의 분포카 의

미있게 높였다. 대장암 환자에서도 조직에서의 미랑원소 분포는 암조칙과 정상조칙 사이에 의미

있게 차이가 나도록 분포하는 미량원소는 없었다. 다만 수운이 암조직에서 더 높게 분포하는 경

향 ( p=0.078 ) 을 보이고 있었다. 대장암 환자의 혈장에서도 역시 브롬이 수술후에 높아졌으나

롱계척 유의성은 없었다. 유방암 환자에서는 루비륨， 아연 그러고 칼륨이 암초칙에서 주위정상조

직보다 높게 분포하고 있었다. 유방암 환자의 혈장에서도 브롬이 수술후에 높아지는 경향만 보이

고 나머지 미랑원소들은 차이가 없었다.

2. 고 찰

H.H. Sky-Peck 둥의 보고에 의하면 유방암 조칙애서 칼습， 구리， 루비듭. 아연이 정상조직보다

의미있게 높게 분포하고， 대장암 조칙애서는 칼슐， 크몸， 방칸， 구리， 철 풍이 정상조직보다 낮

게 분포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보면 유방암 환자의 조직내 분포 결과애서 는 루

비률과 아연의 결과가 일치하고 있다. 대장암 환자의 조직내 분포는 일치하는 것이 없다. 위암

환자의 초직내 분포는 문헌보고가 없어서 비교가 어려운 실정이다.

착년도 연구에서 차이가 나게 분표는 하였지만 봉계척 유의성이 없었먼 위암조직에서 셀례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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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크롬， 대장압조직의 크롬， 아연， 세슐， 그러고 유방압조직에서 철， 크롬 세숍 률이

paired sample 의 숫자를 늄리고 ，조직올 얻자마자 증류수에 씻어서 혈액에 의한 오업율 줄이는

방법율 척용한 금년도 연구에서 천혀 착이률 보이지 않고 있는 것 은 예상치 못했먼 일이다. 이

것은 방법에서 오차가 났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대로가 한국인암의 륙성이라고 볼 수도 있겠

다. 향후 계속연구가 가능하면 추척율 해 볼 수도 있겠다. 또 다른 연구자률에 의한 결과도 비교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금년도 연구에서 처음 시도한 혈장의 미량원소는 대체척요로 보아서 수술전후의 미량원소 분

포가 차이가 있는 것은 브롭이 유일한 원소였다. 위암 환자에서 수술전에 비하여 술후에 거의 10

배 가까운 농도로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초직의 미량원소 분포와 같이 보면 수술 천에는 혈장농

도가 10분의 1 정도로 있먼것이 수술후에는 조직의 브룸의 농도와 비슷해 진다. 이 사실은 브롬

이 암의 생성에 관여하기 보다는 브룸이 부혹한 것이 암유발인자로서 작용할지도 모른다는 가설

을 제기할 수 있겠다. 이런 가셜은 다읍연구에서 실험동물율 이용한 암유발 실험으로 진행시켜

보는 것이 좋겠다.

또한 륙별히 암조칙에서 브룸농도가 높거나 수술전 혈장농도가 낮은 환자의 입상척안 예후와

도 판련시격 보면 예후인자로서도 압조직 혹은 수술전 혈장의 브롬 농도가 쓰이게 될지도 모른

다.

유방암조칙에서 정상조직보다 현저하게 높게 분포하는 루바률과 아연은 수술 전후의 환자의

혈장의 분포 비교에서는 차이가 없게 나타상다. 그러나 아연의 유방암조직의 농도는 혈장의 그것

보다 70 배 정도이고 정상조직에는 10 배 정도이다. 이것은 아연아 DNA, RNA Polymerase률 포함

한 100여 가지의 효소의 작용에 북 필요하다는 사실과 부합하고 있다. 이런 결과로 볼 때 각각의

유방암 초직의 아연농도와 DNA, RNA Polymerase의 활생도와 DNA Flow Cytometry, 세포분화정도，

흘몬수용체둥과 같이 비교해 보면 예후인자로서 활용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위암의 경우와 마

찬가지로 암유발실험 때， 아연의 실제의 암유발인자로서의 억할울 증명힐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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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3 장 결론 및 건의사항

철체가능한 위암 환자 12 명， 대장 또는 직장암환자 7 명， 유방암환자 7 명을 수술할 때

얼은 ·암조직과 이에 상용하는 정상초직과， 그리고 곰식상태의 수술 당일과 수술후 7 일째 채혈한

혈장의 미량원소 분포률 풍성자방사화분석법에 의하여 구하였다. 초직내의 분포로서는 유방암 초

칙에서 아연과 루비륨이 정상조직보다 높게 분포하고 있었고 혈장의 분포로서는 위암 환자에서

수술후의 브롭의 농도가 수술전의 농도의 100 배정도로 놀께 분포하고 있는 것율 알았다. 이 세

미량원소들은 향후의 연구과제가 가능하면 실험동물에서 암유발실험에 웅용함으로써 압유발인자

로서의 역할을 밝힐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이미 알려진 예후인자와 서로 비교해 봄으로써

새로운 예후인자로서 이용도 가능할 것으혹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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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E ELEMENT DISTRIBUTION IN

IN TUMOR AND NORMAL TISSUE

Gastric cancer Colon cancer Breast cancer

tumor normal tumor normal tumor normal

Br 46.899 40.061 48.254 35.623 61. 497 43.567

Rb 37.895 34.426 39.674 34.811 25".O!P* 2.857

Zn 101.65 95.392 96.539 105.55 71. 963** 14.423*

c。 0.177 0.250 0.222 0.246 0.2092 0.1466

La 0.0255 0.0135 o o o 0.0525

Se 1. 498 2.561 1.552 1. 142 1.189 1. 269

Hg 0.205 0.227 0.405 0.405 0.219 0.102

Cr 0.634 2.006 1.705 0.833 2.589 0.7369

Sb 0.243 0.249 0.038 o 0.1829 0.6117

Cs 0.0295 0.031 0.0369 0.073 0.0155 0.0048

Au 0.00441 0.003 0.0049 0.0027 0.00547 0.0060

(unit=ppm)

---------------------------------------------------------------
* p<O.Ol , ** p<O.OOl

표 1. 위압，대장암，유방암환자로부터 얻은 압조석과 껑상죠직
에서의 미량원소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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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of SERUM LEVEL of TRACE ELEMENT
be~ween PRE-OP & POST-OP STAGE

GAS':rRIC CA. PT COLON CA. PT BREAST CA. PT

------------------+-----------------+-----------------
pre-op pos~-op I pre-op post-op I pre-op pos~-op

------------------+-----------------+-------‘-------‘-Br 5.1095
48.07 “,Il-- ””“”

41. 20 59.8733
Rb 0.1810 0.3868 I 0.1599 0.1455 0.2277 0.2091
Zn 0.7201 1. 6136 I 0.7513 1. 0236 1.1713 1. 1377
c。 0.01160 0.0277 O.뼈0 0.0060 0찌 0.0248
Bg 0.0201 0.0268 0.0346 0.0144 0.0784 0.0448
Se 0.0817 0.0927 0.0766 0.0830 0.1085 0.1028

------------------+-----------------+-----------------
(unit=ppm)

* P<O.Ol between pre and
post-op stage

표 2. 위암，대장양，유방압판자의 수슐 전， 후으} 혈장에셔으}

미량원소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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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

MI때ification A Hodification B

1st irradiation 11min.RT-3
2min RT-4

Cd
Cr.As

Fe.Co. 강\.SE. Rb

Mo. Ag .Sb. La.Sm
Au ,Hg .Th

decaY-2D-40 days

decaY-5-7 days

decay2.5-3hrs

decay 2 min

decay-9-19days

As , Cd ,La, Mo
Sm, Br

2nd irradiation

6-12 h。따‘S

A:selected samples

B:all samples

1st count:5min

compton Suppressed

2nd count: 10m in

3rd count
A:4삐lrs

B:6-12 hrs

4th count:
12 hours Cr.AS.SE.Mo,

Ag .Sn.Sb

Cr.Co.F ，강\.

Se .Rb. Ag.뼈，

Th

decay-3 D-5여ays

5th count:
>24hrs Cr. Se,Ag.

Sn ,Sb

그립 1. Flow chart for the irradiation decay and counti명 cycles
。f the activation analysis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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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MOR TO NORMAL RATIO
of TRACE ELEMENT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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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e 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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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 위압，대장암.유방암환자로부터 얻은 양조직파 정상

조직의 미량원소 농도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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