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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발암성 평가방법

1. 서론

암은 세계에서 심혈관계질환 다음으로 많은 사망원인이다(Huff 1994). 사람들

은 암을 점점 더 위험한 질병으로 생각하고 있다. 암은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

게 영향을 주고 있다. 암에 대해 사람들은 금욕적으로 받아들이고 장기간의 치

료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어 치료가 항상 효과적이지만은 않다(Weisburger 

1999). 현재 우리는 다양하고 수많은 화학물질에 노출되며 살아가고 있다. 수많

은 화학물질 중 일부는 발암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발암성을 가지고 있는 화

학물질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 및 관리

가 필요하다. 발암성 물질들을 규제 및 관리하기 위해서는 발암성 평가 선행되

어야 하므로 여기서는 발암성 평가방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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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방법

2-  1 실험실 내 분석

In vitro 모델은 정상세포가 신생물(Nneoplasm)로 변형되는 과정을 분자 메

커니즘(Mechanism)적으로 연구한 것이다(Guengerich 2000). 이러한 분석법

은 원핵세포와 사람세포를 사용하고 세포의 복잡성이 다르고 동물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동물윤리적인 측면에서 자유롭다(Masters 2000). 1970년에는 화합

물의 돌연변이 유발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Ames 시험과 같은 여러 시험법이 

개발되었다. Ames 시험은 살모넬라 티피뮤리움(Salmonella typhimurium)

이 미생물 효소로 개선된 배지에서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의 능력을 반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시험법이다(Ames 1984). 알려진 발암물질의 70~90%

가 Ames 시험에서 양성결과를 나타냈었고, In vitro 시험에서 돌연변이를 유

발하는 대부분의 화학물질은 생체 내에서도 발암성이었다. 돌연변이원성과 

발암성과는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Ames 시험은 화학물질의 발암성을 평

가하기 위하여 현재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시험법이다. 그러나 니트로사민

(Nitrosamines)과 베릴륨(Beryllium)과 같은 물질은 Ames 시험결과와 일치하

지만은 않는다(Payne and Kemp 2003).

2-2 생체 내 분석

동물을 이용한 많은 시험모델이 수십 년 동안 사용되어져 왔다. 설치류를 발암

성 시험에 사용하는 데에는 많은 해부학적, 생리학적 및 생화학적 이유가 있다

(Maronpot and Boorman 1996). In vivo 연구결과는 사람에서 신뢰할 만한 

참고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유해발암물질을 확인하여 사람의 건강을 보호한

다(Huff 1992).

In vivo 모델은 특정 화합물의 발암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재는 최소 2년 동

안 시험을 수행한다. 이러한 시험은 결과에 따라 사후분석으로 5∼7년 연장될 

수 있다(Tennant et al. 1999). 시험은 랫드와 마우스를 이용하여 암·수 시

험군으로 2~3개의 시험군과 대조군을 사용하고 시험기간 동안 살아남은 동물

은 부검한다. 신생물 발달과 다른 병리학적 변화의 발병률을 평가하기 위해서 

동물을 사후에 검사하며 신생물 발생률이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면 통

계학적 분석을 통하여 평가를 한다(Tennant et al. 1999, Payne and Kemp 

2003). 대조군의 동물에서 신생물이 관찰되지 않고 발암물질에 노출된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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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10%의 신생물이 발생되면 그 결과는 의미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Pitot 

2001). 설치류를 이용한 발암성시험에서 양성의 시험결과는 사람에서의 잠재

적인 위험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설치류를 이용한 시험결과에 대한 외삽은 다

음과 같은 논쟁이 제기되고 있다(Huff 1992, Haseman et al. 2001).

1) 설치류 시험모델이 사람에서의 발암이 나타나는지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2) 시험기간이 너무 길다

3) 너무 높은 투여량은 정상 세포에서 증식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4) 동물에서 관찰되는 많은 영향은 사람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5)   생명체의 보호 효과, 대사성 해독 및 DNA 수선은 과다 노출에 의해 압도되면 

고려될 수가 없다

6) 다른 화학물질과의 시너지 효과가 고려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시험자료를 바탕으로 Gutiérrez and Salsamendi 

(2001)는 이 시험법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선호된다고 하였다.

1) 일부를 제외하고 사람에서 발암성을 나타내는 모든 물질은 설치류에서 양성이었다

2)   동물에서의 많은 화학 발암물질이 사람에서 암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사람에서의 

많은 발암물질은 동물실험에서도 발견되었다

분자생물학은 유전자 변형 및 넉 아웃(knockout) 설치류의 발달과 함께 암 발

생 과정을 연구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로 제공되고 있다. 일부 모델은 ras 종양

유전자와 p53 억제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있다(Sills et al. 2001, Pitot 2001). 

p53 단백질과 ras 유전자가 결핍된 동물 모델은 유전 독성발암물질의 동정에 

더 민감하다(Sills et al. 2001). Pritchard et al.(2003)에 의하면 발암물질을 

동정하기 위한 형질전환모델의 활용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고 하였다.

1) 종양이 더 빨리 발생된다

2) 분석기간이 24~26주로 더 짧다

3) 더 적은 수의 동물을 사용한다

4) 유전자 변형을 통해 신생물 발달과 관련된 기전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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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시험모델이 유망할지라도 발암이 관련이 없는 대사변화를 지속적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또한 돌연 변이된 유전자는 성장하는 신

생물의 특성에 영향을 주어 사람에서 반응을 측정하는데 어려움을 증가시킬 

수 있다(Pritchard et al. 2003). 발암물질이 특정 메커니즘(Mechanism)을 

통하여 작용할 때는 결과 분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시험적으로 확

인된 발암성 화합물이 사람에서 유해하다는 전제는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니다

(Swenberg et al. 1992). 설치류를 이용한 시험결과는 In vitro 연구를 통해 얻

은 위음성의 시험결과에 대한 백업 역할을 함으로써 발암이 의심되는 물질이 

사람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다(Payne and Kemp 2003).

2-3 역학연구

역학연구는 식품, 환경 및 작업환경에서의 화학물질 노출에 대한 많은 정보

를 제공하지만 신생물의 발달에서 여러 물질이 상호작용할 경우 원인인자

의 확인에 제한적이다(Tennant 1998, Weinstein 1991). 역학연구는 후행

적(Retrospective)이며 많은 표본으로 연구하지 않는 한 감수성이 감소된다

(Weinstein 1988, Tennant 1998). 역학기술은 높은 발암성 농도에서의 노출

을 확인하는데 유용하나 환경오염과 같은 복잡한 상황에서 특정 화학물질의 개

별적인 역할을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과학적인 역학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어려움이 있다(Farmer 1994, Tennant 1998).

1) 화학물질에 대한 내·외부 표출 평가의 어려움

2)   다른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을 동시에 통제할 수 없고 질병의 진화에 영향을 미치

는 환경적 및 생리적 요인의 영향을 분석할 수 없다

3) 초기 노출과 암 발병 사이의 잠복시간

담배 연기와 같은 일부 경우에만 원인과 결과에 대한 역학 증거가 확실하다

(Gutiérrez and Salsamendi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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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타

물질에 대한 발암성의 영향은 사람의 생리 및 대사과정을 시뮬레이션

(Simulation)하고 분자구조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결정할 수 있다

(Loew et al. 1985). 이러한 화학적 성질은 화학적, 물리적 및 독성학적 특성의 

분자 구조와 관련이 있다(Barratt and Rodford 2001).

통계학적 방법은 최근에 구조 또는 분자유형의 특성에 제한 없이 유전독성 예

측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연구되어왔다. 분자구조를 구조적 및 화학적 

형태와 관련 없이 일반적인 구조 및 물리·화학적 성질을 기반으로 유전독성 

물질로 분류하였다(Li et al., 2005).

다른 사용 가능한 시험은 원생동물 배양과 융모요막(Chorioallantoic)을 사

용하는 것이다. 섬모원충 테트라하이메나 피리포르미스(Tetrahymena 

pyriformis)는 많은 화학물질의 세포독성을 평가하기 위해 생물학적 분석에 사

용될 수 있다(Bonnet et al., 2003). 닭의 융모요막 분석법은 종양의 혈관신생

을 연구하는 데 사용된다(Tufan and Satiroglu-Tufan 2005).

3. 결론

화학적 발암은 정상 세포에서 일차적으로 개시된 다음 악성이 되고 침투가 일

어나는 다단계 및 다발성 과정이다. 이러한 각 단계는 매우 복잡하다. 생존할 

수 있는 능력과 다른 세포로부터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이 

암 발병 기전에 있어서 중요하다. 현재 관찰되는 형태학적, 생화학적 및 유전

학적 변화의 대부분은 적대적인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한 신생물 세포의 적응의 

표현이며 화학적 발암성 예측은 사람에서의 위험성 평가에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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