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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암환자의 체액에서 real-time TRAP assay를 

이용한 telomerase 활성도 측정

<지도교수 정 현 철>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과

심  우  

암환자의 복수나 흉수와 같은 체액에서 암세포의 검출은 복막, 흉막 재

발의 좋은 예견 인자이며 이와 같은 환자에게 적절한 복강, 흉강 내 항암치

료를 시행하기 위한 판단 기준이 되고 있다. 이런 기준에 따른 항암치료를 

위해서는 보다 정확하고 빠른 검사법이 요구된다.

체액 내 암세포의 검출을 위해서 세포병리검사가 널리 사용되지만, 임상

에 적용할 만한 민감도와 특이성을 나타내지 못했다. 따라서 새로운 생물학

적 표지자를 확인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다. 

Telomerase는 DNA 복제시 염색체 말단의 길이를 유지하는 리보핵단백

질 (ribonucleoprotein)로서 정상 체세포에서는 발현되지 않고, 대부분의 악

성종양에서는 높은 효소 활성도를 나타내므로 악성종양에 대한 표지자로서 

사용되어 졌다. 현재 telomerase 활성도를 검출하기 위해서 민감도와 특이

성이 높은 TRAP assay (telomeric repeat amplification protocol)가 사용되

고 있지만, TRAP assay는 많은 시간과 노동력이 들고 정확한 정량이 어려

운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TRAP assay에 

real-time PCR을 응용하여 민감도가 향상되고 정확한 정량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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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time TRAP assay 조건을 확립하 다. 또한 암환자의 체액에서 세포

병리검사 결과와 TRAP assay 및 real-time TRAP assay에 의한  

telomerase 활성도를 비교하 다.

첫 번째로 293 세포주의 핵단백질을 이용한 telomerase 활성도의 최소 

검출 범위는 TRAP assay에서 0.04 ㎍에 비하여 real-time TRAP assay에

서는 0.0016 ㎍으로 민감도가 25배 증가하 다. 두 번째로 11개 세포주의 

telomerase 활성도를 TRAP assay와 real-time TRAP assay로 분석한 결

과, r
2
=0.843 (p=0.001)으로 두 실험법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를 보 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세포병리검사를 시행한 암환자 40명의 체액 

164 검체를 이용하여 TRAP assay와 real-time TRAP assay 결과를 비교

하 을 경우, 세포병리검사의 양성률은 4.9% (8/164)이며 TRAP assay에서 

양성률은 4.3% (7/164), real-time TRAP assay에서는 25% (41/164)의 양

성률을 나타냈다.

본 결과에서 real-time TRAP assay는 번거로운 전기 동 과정이 생략

되고 실시간으로 telomerase 활성도를 정량 할 수 있는 대량 검사 

(high-throughput)가 가능한 검사법으로 체액 내 유리된 암세포를 검사하

는데 있어 기존의 TRAP assay를 대체할 수 있는 민감도 높은 검사법임을 

확인하 고 실제 임상응용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핵심되는 말 : 체액, 세포병리검사, telomerase, TRAP assay (telomeric 

repeat amplification protocol), real-time TRAP as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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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의 체액에서 real-time TRAP assay를 

이용한 telomerase 활성도 측정

<지도교수 정 현 철>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과

심  우  

Ⅰ. 서 론

암은 조기 진단과 수술방법 및 보조 항암요법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

직까지 진행성 병변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아서 높은 사망률을 나타내고 

있다. 위암의 경우 수술 후 환자의 약 80%가 2년 내에 재발하고 그 가운데 

과반수가 복막에 재발하여 위암의 중요한 사망 원인이 되고 있다
1-3
.
 
수술 

후 발생하는 복막 재발의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으나 원발암에 의해 

침윤된 장막의 표면에서 떨어져 나온 유리 암세포의 미세 파종이 원인이라

고 알려져 있어 유리 암세포의 확인은 치료방법의 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

한 의미를 갖는다4, 5.

체액에서 암세포의 검출은 특이성이 높은 세포병리검사를 주로 사용하

고 있지만, 암세포와 비정상적인 염증세포 사이에서의 형태학적 구분이 불

가능한 경우나, 적은 수의 암세포가 포함되어 있는 체액에서는 암세포의 검

출이 어렵다
6,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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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종양 표식자를 이용한 미세 암전이의 진

단이 시도되고 있다. 췌장 혹은 담관암 환자의 복강 세척액에서 세포병리검

사시에 CEA (carcinoembryonic antigen) 혹은 CA 19-9 (cancer antigen 

19-9) 등에 대한 검사를 병용하면 세포병리검사를 단독으로 시행하는 것보

다 높은 민감도를 얻을 수 있음이 증명되었다. 그러나 체액내 CEA 값은 

특이성이 낮고 살아 있는 세포에서 분비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 

등이 종양 표식자 측정의 한계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RT-PCR (reverse transcription-polymerase chain reaction)을 이용하여 

CEA mRNA를 측정함으로서 유리 암세포를 검출하는 방법이 보고되었으며 

실제로 세포병리검사나 CEA의 직접 측정보다 민감도가 높다는 것이 입증

되었다. 그러나 복막에 전이가 있는 환자들의 미세전이 암세포들에서 CEA

유전자가 발현되지 않는 경우, 세포병리검사상 양성임에도 불구하고 CEA 

mRNA가 검출되지 않을 수 있다. 조직학적으로 저분화 암세포형에서는 

CEA의 분비가 없거나, 있더라도 극히 적은 경우가 많다는 점이 또 다른 

CEA mRNA 검사법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8-10. 

염색체 말단에 위치한 telomere는 인간에서 'TTAGGG'의 단순 반복 염

기 서열로 구성되어 있다
11
. Telomere는 핵산 분해 효소 작용으로부터 염색

체를 보호하고 다른 염색체와의 비정상적인 결합을 방지하여 DNA복제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며, 또한 세포 분열 시에는 염색체 분리를 돕는 역할을 

한다
12-19
. DNA polymerase의 end replication problem에 의하여 매 세포 분

열마다 약 50-200개의 nucleotide가 제거되며20, 21, 계속적인 telomere의 소

실은 세포주기를 지연시킨다. 세포주기의 지연은 결국 세포 노화를 유발하

여 세포 사멸에 이르게 하거나, telomerase 활성을 획득하여 불멸화 되어진

다22-24.

세포 불멸화에 관여하는 telomerase는 리보핵단백질로서 짧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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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omere 길이를 연장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25, 26
. Telomerase는 역전사 효

소로서 역전사 반응을 매개하는 hTERT (human telomerase reverse 

transcriptase)와 telomere 서열을 인식하고 주형으로 작용하는 RNA인 

hTER (human telomerase RNA), 그리고  관련 단백질인 hTEP1 (human 

telomerase associated protein 1)의 3가지 복합체로 이루어져 있다
27-30
.
 

Telomerase는 대부분의 정상 체세포에서는 발현되지 않고 줄기세포나 생식

세포에서는 활성화되어 있다. 유방암의 93%
33
, 폐암의 80%

34
, 대장암의 

77-97%
35-37
, 간암의 85%

38
, 위암의 85%

37, 39
, 전립선암의 78-84%

40
, 뇌암의 

66-94%41, 42, 혈액암의 67-100%43, 44, 자궁암의 95%45에서 높은 활성을 나

타내며 진행된 암일수록 그 활성도가 높다
31, 32
. 이러한 특징은 정상 체세포

와 암세포를 구분하여 진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종양 표지자의 가능성을 

제시하 다.

Telomerase 활성도의 측정은 1994년 Kim 등에 의해 개발된 TRAP 

assay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31
. TRAP assay는 100개 미만의 암세포에서 

telomerase 활성도를 측정할 수 있는 높은 민감도의 검사법이며 변형된 

primer를 사용하여 상대적인 정량도 가능하다는 장점을 나타내었다
33
. 그러

나 TRAP assay는 PCR 이후의 전기 동이나 방사선사진 (autoradiograpy)

과 같은 번거롭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과정으로 인하여 대량 검사 

(high-throughput)가 불가능하고 검체 간 오염 (cross-contamination)에 의

한 잘못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단점을 나타내었다. 또한 TRAP assay는 

PCR 최종 반응산물에 의존하는 기법으로서 통상 28회 이상에서는 plateau 

현상을 나타내고, 이러한 plateau 현상은 28회 이상의 PCR 반응에서는 정

확한 정량 값을 얻을 수 없다는 문제점을 나타내었다
46, 47
.

이와 같은 TRAP assay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real-time PCR에 

TRAP assay를  응용한 real-time TRAP assay가 개발되었다. Real-time 



- 6 -

TRAP assay는 민감도가 높고 PCR 이후 과정의 생략으로 대량 검사가 가

능하며, PCR 증폭의 초기 단계에서 PCR 반응산물의 양을 측정함으로써 정

확한 정량이 가능하게 되었다46.

암환자의 복수나 흉수와 같은 체액에서 암세포의 검출은 복막, 흉막 재

발의 좋은 예견 인자이며, 이와 같은 환자에게 적절한 복강, 흉강 내 항암

치료를 시행하기 위한 판단 기준이 되고 있다. 이런 기준에 따른 항암치료

를 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하고 빠른 검사법과 암환자의 체액에서 얻어지

는 적은 수의 암세포도 검출할 수 있는 민감도 높은 검사법이 필요하게 되

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real-time TRAP assay를 이용하여 암환자의 

체액 내에 유리된 암세포의 추적도를 조사하 다
48-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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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 연구 재료

   가. 세포주 선정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암전이 연구센터에서 암환자로부터 확립한 세포주

와 ATCC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MD, USA)에서 구입한 다

양한 기원의 세포주를 사용하 다.

293 (ATCC CRL-1573)세포주는 telomerase 활성이 높은 양성 대조군 

세포주로, real-time TRAP assay에서 정량을 위한 표준곡선 구성에 사용

하 다. 실험에 사용한 세포주로는 대장암 세포주인 HT-29 (ATCC 

HTB-38), DLD-1 (ATCC CCL-221), COLO 205 (ATCC CCL-222), 

HCT-15 (ATCC CCL-225), HCT-116 (ATCC CCL-247)), 유방암 세포주

인 MDA-MB-231 (ATCC HTB-26), 폐암 세포주인 A549 (ATCC 

CCL-185), 전립선암 세포주인 LNCaP (ATCC CRL-1740), 백혈병 세포주

인 HL-60 (ATCC CCL-240), 췌장암 세포주인 YJH (Yonsei Cancer 

Center, Seoul, Korea)를 사용하 고, telomerase 활성이 없는 음성 대조군 

세포주로는 뇌신경근종 세포주인 BRN (Yonsei Cancer Center, Seoul, 

Korea)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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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체액 채취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중인 5명의 유방암, 31

명의 위암, 4명의 대장암 환자들로부터 164 검체 (복수 13, 복막 세척액 

142, 흉수 7, 심낭 삼출액 2)를 채취하여 실험에 사용하 다. 추출한 체액 

중 1/2은 세포병리검사를 위해 사용하 고, 나머지 1/2은 telomerase 활성

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 다. 환자로부터 채취한 검체를 4℃, 600 g에서 

10분간 원심 분리하여 상층액을 제거하고, 남아 있는 침전물을 차가운 인산

완충액 (PBS , phosphate buffered saline) 1 ml로 세척 후, 원심 분리를 시

행하여 침전된 세포들만을 모았다. 인산완충액으로 세척 후에 적혈구가 보

일 경우에는 500 ㎕의 차가운 DEPC-증류수로 세척하여 적혈구를 제거한 

후, 2배 농도의 차가운 인산완충액 500 ㎕를 첨가하여 원심 분리하 다. 원

심 분리 후 얻어진 침전 세포는 다음 실험 전까지 -70℃ 냉동고에 보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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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Primer

Primer는 GENSET (Singapore Biotech Pte Ltd, Singapore)에서 구입하

다. PCR에 사용하기 위하여 TS primer와 ACX primer를 0.1 ㎍/㎕의 농

도로 희석한 후 사용하 고, internal control인 NT와 TSNT primer는 각각 

10 ng/㎕, 0.1 pg/㎕의 농도로 희석하여 사용하 다. 각각의 primer 염기서

열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Primer sequence 

Primer Sequence

TS 5'-AATCCGTCGAGCAGAGTT-3'

ACX 5'-GCGGCGGCTTACCCTTACCCTTACCCTA-3'

TSNT 5'-AATCCGTCGAGCAGAGTTAAAAGGCCGAGAAGCGAT-3'

NT 5'-ATCGCTTCTCGGCCTTTT-3'

2. 연구 진행 및 방법

   가. 연구 진행 개요

연세 암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11종의 암세포주와 암환자의 체액 

164 검체에서 핵단백질을 추출하고 실험에 사용하기 위해 정량하 다. 

TRAP assay와 real-time TRAP assay결과에 대한 민감도와 상관관계

를 분석하 고, 또한 세포병리학적 소견과의 비교를 통해 real-time TRAP 

assay가 세포병리학적 소견과 TRAP assay를 대체할 수 있는 검사법 인지

를 조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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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연구 방법

   

     (1) 세포배양

세포 배양액은 Minimal Essential Medium (MEM, Gibco BRL, NY, 

USA)에 56℃에서 30분간 비활성화시킨 우태아혈청 (FBS, fetal bovine 

serum, Biofluids, Inc., USA) 10%와 penicillin (100 U/㎖) 및 streptomycin 

(100 ㎍/㎖) 혼합용액 (Gibco BRL, NY, USA)을 첨가한 후 직경 0.22 ㎛ 

크기의 filter로 여과하여 사용하 다. 

세포주는 37℃에서 5% CO2를 함유하고 습도가 유지된 배양기 (Forma 

Scientific Inc, Ohio, USA)에 배양하 고, 이후 세포가 배양 flask의 80% 

정도 자랐을 때, 0.25% Trypsin-EDTA (Gibco BRL, NY, USA)로 세포를 

획득하여 실험에 사용하 다.

    (2) 핵단백질 추출 및 정량

세포주와 체액에서 핵단백질의 추출은 Kim 등의 방법을 응용하여 다음

과 같이 시행하 다.
21 
세포를 수세용 완충액 [washing buffer ; 10 mM 

HEPES-KOH (pH 7.5), 1.5 mM MgCl2, 10 mM KCl, 1 mM dithiothreitol]

에 부유시킨 후 10,000 g에서 1분 동안 원심 분리를 하고 그 상층액을 제

거하 다. 남아 있는 침전물은 용해용 완충액 [lysis buffer ; 10 mM 

Tris-HCl (pH 7.5), 1 mM MgCl2, 1 mM EGTA, 0.1 mM PMSF, 0.5% 

CHAPS, 10% Glycerol]에 부유시켜 4℃에서 30분 동안 정치시킨 후, 14,000 

g에서 30분간 원심 분리하여 상층액만을 채취하 다. Bradford assay 

(Bio-rad, Hercules, CA, USA)법을 이용하여 단백질 정량을 한 후, TRAP 

분석 시까지 -70℃ 냉동고에 보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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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TRAP assay

Telomerase 활성도의 측정은 1994년 Kim 등에 의해 개발된 TRAP 

assay 방법으로 측정하 다
31, 32
. Telomerase 활성의 양성 대조군은 293 세

포주의 핵단백질을 사용하 고, 음성 대조군으로는 telomerase 활성이 없는 

BRN 세포주의 핵단백질을 사용하 다. 일부 세포에 존재하는 Taq 

polymerase 억제제가 PCR을 억제하여 위음성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36 염기쌍을 만드는 internal control primer를 사용하여 PCR의 적절성을 

평가하 다22.

6 ㎍의 핵단백질을 0.2 ㎍ TS primer, 2.5 ㎍ BSA, 1.25 mM dNTP를 

포함한 4X TRAP 용액 [20 mM Tris-HCl (pH 8.3), 1.5 mM MgCl2, 63 

mM KCl, 0.005% Tween 20, 1 mM EGTA]에 첨가하여 최종 20 ㎕가 되

도록 한 후 30℃에서 30분간 반응시켰다. 10 ㎕ (3 ㎍)의 반응액을 PCR용

액과 2.5 mM dNTP, 5 ng NT primer, 0.1 pg TSNT primer, 0.1 ㎍ ACX 

primer, 2.5 unit Taq polymerase (Promega, Midison, USA), 2.5 uCi [α

-
32
P]dCTP (Amersham Pharmacia, NJ, USA)를 첨가하여 PCR을 시행하

다. PCR은 37℃에서 10분간 반응시킨 후, 94℃에서 30초, 60℃에서 30초를 

27회 반복하여 실시하 다. PCR 결과물은 7% polyacrylamide gel에 전기

동하고 Gel dryer (Bio-rad, Hercules, CA, USA)에서 말린 다음 X-ray 

필름 (Fuji, Tokyo, Japan)에 감광 후 현상하 다. Telomerase 활성도의 정

량 분석은 gel densitometer (Vilber Lourmat, Marne La Vallee Cedex, 

France)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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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Real-Time TRAP assay

TS primer가 telomerase에 의한 TTAGGG로 반복되는 특이 염기서열의 

확장이 일어난 처음 단계의 반응산물 중 10 ㎕를 real-time TRAP assay에 

사용하 다. HotstarTaq DNA polymerase, QuantiTect SYBR Green PCR 

완충용액, dUTP가 포함된 dNTP mix , SYBR Green Ⅰ, 2.5 mM MgCl2가 

포함된 QuantiTect SYBR Green PCR Kit (QIAGEN, CA, USA) 12.5 ㎕

와 반응산물 10 ㎕, 0.1 ㎍ ACX primer, 증류수를 첨가하여 최종 25 ㎕로 

PCR을 수행하 다. Rotor Gene 2072D (Corbett Research, New South 

Wales, Australia) real-time PCR machine을 사용하여 HotstarTaq DNA 

polymerase 활성을 위해 처음 95℃에서 10분간 반응시킨 후 95℃에서 20

초, 50℃에서 30초, 72℃에서 90초를 40회 반복하여 실시하 다. 각 시료의 

증폭된 형광량은 모든 cycle의 확장 단계에서 측정되었다.

293 세포주에서 분리한 핵단백질을 5 ㎍, 1 ㎍, 0.2 ㎍, 0.04 ㎍, 0.008 ㎍, 

0.0016 ㎍으로 5배 연속 희석하여 각 농도에서 얻어진 형광량과 사용한 단

백질 농도의 상대값에 대비하여 표준곡선을 구하 다. 얻어진 표준곡선을 

이용하여 정량하고자 하는 검체의 상대적인 telomerase 활성도를 측정하

다. 체액을 이용한 실험에서 핵단백질 0.0016 ㎍은 음성대조군과 발현차이

가 적어서 재현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핵단백질 0.008 ㎍ 보다 높은 활성

을 나타내는 검체를 양성으로 하 다.

    (5) 통계적 처리

세포주를 사용하여 TRAP assay와 real-time TRAP assay로 얻어진 결

과 사이의 상관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SPSS 10.0 software (SPSS Inc, 

Chicago, IL, USA)로 상관분석을 시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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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1. TRAP assay와 real-time TRAP assay의 최소 검출치 비교 

Telomerase 활성도를 측정하는 민감도는 293 세포주로부터 분리한 핵단

백질을 5 ㎍, 1 ㎍, 0.2 ㎍, 0.04 ㎍, 0.008 ㎍, 0.0016 ㎍으로 희석하여 사용 

후 결정된 최소검출치로 비교하 고, 각 농도에 해당하는 세포수는 혈구계

수기 (Hemocytometer)를 이용하는 실험을 4회 반복하여 계산하 다 

(Table 2).

293 세포주로 시행한 telomerase 활성 민감도는 TRAP assay에서는 약 

10∼16개의 세포수인 0.04 ㎍ 미만의 검체는 측정되지 않았지만, real-time 

TRAP assay에서는 약 1∼2개의 세포수인 0.0016 ㎍의 검체까지 측정되어 

(Figure 2), real-time TRAP assay가 기존의 TRAP assay 보다 민감한 검

사법임을 알 수 있었다. 

Table 2. Nucleoprotein concentration and experimental cell number by serial 

dilution assay

   

Nucleoprotein 

concentration (㎍)

Cell number (cell)

Range Mean

5 1,200∼2,100 1,495

1 230∼460 327

0.2 50∼80 54

0.04 10∼16 12

0.008 2∼4 3

0.0016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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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al-time TRAP assay             C. Conventional TRAP assay

        

 

   B. Standard curve of real-time        

   TRAP assay

Figure 2. Comparison of minimal detection limit between real-time TRAP and 

conventional TRAP assay using 293 nucleoprotein. A. Real-time TRAP 

assay-amplification plot of serially diluted 293 nucleoprotein. From left to  right, 

lines are represent a protein input of 5 ㎍, 1 ㎍, 0.2 ㎍, 0.04 ㎍, 0.008 ㎍, 0.0016 

㎍, and lysis buffer (no template control), respectively. B. Standard curve-linear 

relationship between the protein input and Ct values. Ct values obtaind from A 

were plotted based on the amounts of protein extracts.  C. Conventional TRAP 

as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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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elomerase 활성 측정에 있어서 두 실험법 사이의 상관성 분석

TRAP assay와 real-time TRAP assay 사이의 상관성을 비교하기 위하

여 11종의 다양한 기원의 대장암, 췌장암, 유방암, 폐암, 전립선암, 신경근종 

세포주를 사용하 다. 검체의 telomerase 활성도를 정량하기 위해서 TRAP 

assay에서는 gel densitometer를 사용하 고 real-time TRAP assay에서는 

293 세포주를 이용한 표준곡선을 사용하여 상대적인 정량값을 얻었다. 두 

실험법 사이의 상관 분석을 시행한 결과, r
2
=0.843 (p=0.001)으로 높은 상관

관계를 나타내었고, 이러한 높은 상관관계와 적은 양의 검체도 검출할 수 

있는 높은 민감도는 real-time TRAP assay가 TRAP assay 보다 우월한 

검사법임을 나타내었다 (Figur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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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Real-time TRAP assay         

     B. Conventional TRAP assay

    

  

     

        C. Correlation analysis     r
2＝0.843 (p＝0.001)

Figure 3. Comparison of TRAP assay and real-time TRAP assay in detecting 

telomerase activity with 11 various cancer cell lines. A. Real-time TRAP assay. 

B. Conventional TRAP assay.  C.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real time TRAP 

assay and conventional TRAP as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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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액에서 TRAP assay를 이용한 telomerase 활성 측정

위암, 유방암, 대장암 환자 40명에서 추출한 체액 164개를 이용하여 

telomerase 활성도를 측정하 다. TRAP assay 시행 결과, 164개의 체액 중 

7개에서 양성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7/164, 4.3%), 세포병리검사에서는 

암세포가 확인된 8개의 검체를 확인하 다 (8/164, 4.9%). TRAP assay에서 

양성으로 나타난 7개의 체액 중 5개의 체액에서만 세포병리검사 결과가 양

성이었고, 나머지 2개의 체액은 음성이었다. 세포병리검사에서 양성을 나타

낸 8개의 체액 중 5개에서 TRAP assay 양성을 보 고, 나머지 3개에서는 

음성이었다. 세포병리검사와 TRAP assay 결과의 일치율 (concordance rate)

은 97% (159/164) 다 (Table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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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TRAP assay and cytological examination in body fluids  

* ( ) indicates the number of samples

Table 4. Concordance rate between TRAP assay and cytological examination in 

body fluids 

Cytological 

examination (164)

TRAP assay (164)

Positive (7) Negative (157)

Peritoneal washings (142)

Positive (3) 2 1

Negative (139) 2 137

Peritoneal effusion 

(Ascites) (13)

Positive (4) 2 2

Negative (9) 0 9

Pleural fluids (7)

Positive (1) 1 0

Negative (6) 0 6

Pericardial fluids (2)

Positive (0) 0 0

Negative (2) 0 2

TRAP assay (164)

Cytological examination (164) Positive (7) Negative (157)

Positive (8) 5 3

Negative (156) 2 154



- 20 -

4. 체액에서 real-time TRAP assay를 이용한 telomerase 활성 측정

Real-time TRAP assay에서 164개의 체액 중에서 41개의 체액이 양성

이었고 (41/164, 25%), 이들 41개 체액 중 세포병리검사에서 양성인 체액은 

6개 다. Real-time TRAP assay에서 양성이고, 세포병리검사에서 음성으

로 나타난 2개의 체액은 TRAP assay에서도 음성이었다. 세포병리검사와 

real-time TRAP assay 결과의 일치율은 77.4% (127/164) 다 (Table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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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mplification plots of serial dilution 293 protein extracts.

B. Standard curve of real-time TRAP assay

C. Results of real-time TRAP assay in body fluids

Figure 4. Detection of telomerase activity in body fluids by real-time TRAP 

assay. A. Amplification plots of serial dilution 293 protein extracts. B. Standard 

curve of real-time TRAP assay. C. Results of real-time TRAP assay in body 

flu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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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mparison of real-time TRAP assay and cytological examination in 

body fluids

* ( ) indicates the number of samples

Table 6. Concordance rate between real-time TRAP assay and cytological 

examination in body fluids

Cytological 

examination (164)

Real-time TRAP assay 

(164) 

Positive (41) Negative (123)

Peritoneal washings (142)

Positive (3) 2 1

Negative (139) 32 107

Peritoneal effusion 

(Ascites) (13)

Positive (4) 3 1

Negative (9) 1 8

Pleural fluids (7)

Positive (1) 1 0

Negative (6) 1 5

Pericardial fluids (2)

Positive (0) 0 0

Negative (2) 1 1

Real-time TRAP assay (164)

Cytological examination (164) Positive (41) Negative (123)

Positive (8) 6 2

Negative (156) 35 121



- 23 -

5. 체액에서 두 실험법을 이용한 telomerase 활성 측정치의 비교

TRAP assay에서 양성의 결과를 보이는 7개의 체액은 real-time TRAP 

assay에서 측정 범위 0.008 ㎍ 보다 높은 발현을 보이는 41개의 체액과 모

두 일치하 고, 두 실험법 사이의 일치율은 79.3% (130/164) 다 (Table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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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omparison of real-time TRAP assay and TRAP assay in body fluids

* ( ) indicates the number of samples

Table 8. Concordance rate between real-time TRAP assay and TRAP assay in 

body fluids

TRAP assay 

(164)

Real-time TRAP assay(164) 

Positive (41) Negative (123)

Peritoneal washings (142)

Positive (4) 4 0

Negative (138) 30 108

Peritoneal effusion 

(Ascites) (13)

Positive (2) 2 0

Negative (11) 2 9

Pleural fluids (7)

Positive (1) 1 0

Negative (6) 1 5

Pericardial fluids (2)

Positive (0) 0 0

Negative (2) 1 1

Real-time TRAP assay (164)

TRAP assay (164) Positive (41) Negative (123)

Positive (7) 7 0

Negative (157) 34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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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암환자의 복수나 흉수와 같은 체액에서 암세포의 검출은 복막, 흉막 재

발의 높은 예견 인자이며, 이와 같은 환자에게 적절한 복강, 흉강 내 항암

치료를 시행하기 위한 판단 기준이 되고 있다. 이런 기준에 따라 항암치료

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더욱 정확하고 빠른 검사법과 암환자의 체액에서 얻

어지는 적은 수의 암세포를 검출할 수 있는 높은 민감도의 검사법이 필요

하게 되었다4, 5.

현재 유리 암세포의 검출은 주로 특이성이 높은 세포병리검사로 시행하

고 있으나, 암세포와 비정상적인 염증세포 사이의 형태학적 구분이 어렵고 

적은 수의 암세포를 검출할 수 없는 문제점을 나타내었다6, 7.  

TRAP assay는 PCR이 적용되어 약 100개 이하의 암세포까지 검출 가

능한 실험법으로서 telomerase 활성의 검출로 암세포의 유무를 확인한다.
31
 

인간의 정상 체세포에서는 telomerase 활성이 나타나지 않지만, 유방암의 

93%
33
, 폐암의 80%

34
, 대장암의 77-97%

35, 36-37
, 간암의 85%

38
, 위암의 85%

37, 

39
, 전립선암의 78-84%

40
, 뇌암의 66-94%

41, 42
, 혈액암의 67-100%

43, 44
,
 
자궁

암의 95%45에서처럼 약 85%의 암세포에서는 높은 telomerase 활성을 나타

낸다. 그러나 약 15%의 암세포는 telomerase 활성에 의한 불멸화 과정을 

겪지 않고, ALT (alternative lengthening of telomere) 기작으로  불멸화 

되어 있어서 TRAP assay로는 이들 암세포를 검출할 수 없다49, 53. 또한 검

체들에 포함되어 있는 Taq polymerase 억제제와 telomerase 억제제에 의

한 위음성 결과와 활성화된 림프구와 같은 조혈모세포에 의한 위양성 결과

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러한 억제제는 telomerase에 의한 TS primer의 확

장이 일어난 결과물을 페놀 추출과 에탄올 침전 과정을 수행하여 효과적으

로 해결할 수 있다
51
. 또 다른 방법으로 Mori가 보고한 I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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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unomagnetic bead)를 사용한 TRAP assay는 림프구와 억제제에 의한 

위양성과 위음성 문제를 해결하 다
48
. 

TRAP assay는 PCR 이후의 전기 동이나 방사선사진, X-ray 필름에 

나타난 band를 정량하는 densitometry와 같은 번거롭고 많은 시간이 소요

되는 과정으로 인하여 대량 검사가 불가능하 다. 또한 PCR 최종 반응산물

에 의존하는 기법으로서 통상 28회 이상에서 plateau 현상을 나타내고, 이

러한 plateau 현상은 28회 이상의 PCR 반응에서는 정확한 정량 값을 얻을 

수 없다는 문제점을 나타내었다
46, 47
.

이러한 문제점과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real-time PCR에 TRAP 

assay를 응용한 MI Hou의 RTQ-TRAP
46 
과 Henning Wege의 

RQ-TRAP
47 
이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두 가지 실험 조건에 각

각 맞추어 실험을 수행하 으나, 96 well plate방식의 ABI PRISM 7700 

real-time PCR과 그에 맞춰서 고안된  SYBR green 혼합물 (PE Applied 

Biosystems) 등이 본 논문에서 사용한 spin tube방식의 Rotor gene 2072D 

real-time PCR이나 SYBR green 혼합물 (QIAGEN)과 상이하여 같은 결과

를 얻을 수 없었다. 즉 그들의 PCR 조건에서는 primer dimer가 계속적으로 

형성되었으며, sequencing을 통하여 primer dimer를 재확인하 다. Primer 

dimer가 형성되는 이러한 조건에서의 실험 결과는 일반적인 TRAP assay 

결과와 낮은 상관관계를 보 다. 일반적인 TRAP assay 방법과는 다르게 

모든 시약을 한 tube에 넣고 TS primer 확장 과정과 ACX primer에 의한 

PCR 증폭 과정을 시행하기 때문에 TS primer의 확장 과정에 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낮은 상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실험에서는 일반적인 TRAP assay에서와 같이 ACX primer와 

SYBR green 혼합물이 배제된 상태에서 telomerase에 의한 TS primer 확

장 과정이 일어난 결과물을 실험에 사용하 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조건에



- 27 -

서 primer dimer는 생성되지 않았고, TRAP assay와 상관성이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293 세포주의 핵단백질을 이용한 telomerase 활성 민감도는 TRAP 

assay에서 0.04 ㎍에 비하여 real-time TRAP assay에서는 0.0016 ㎍으로, 

민감도가 25배 증가하 다. 세포주를 이용한 상관분석 결과에서는 이전에 

보고된 두 가지의 real-time 실험법 보다 본 연구의 실험법이 TRAP assay

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real-time TRAP assay : r
2
＝0.843  (p＝

0.001),  RTQ-TRAP
46
 : r

2
＝0.691  (p＝0.0004), RQ-TRAP

47
 : r

2
＝0.7136  

(p＝0.0167)]. 이러한 높은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적은 양의 암세포를 포함하

고 있는 검체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real-time TRAP assay가 TRAP assay 

보다 우월한 검사법임을 확인하 다.

암환자의 체액 164 검체를 이용한 실험에서 세포병리검사 결과, 양성은 

8개 고, TRAP assay와 real-time TRAP assay에서는 각각 7개와 41개의 

양성을 나타내었다. 세포병리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온 검체 중 TRAP assay

와 real-time TRAP assay에서 음성으로 나온 2명의 검체는 암세포가 

ALT (alternative lengthening of telomere) 기작을  따르는 telomerase 음

성 암세포이거나
49, 53
 또는  telomerase의 주요 구성 요소로서 염색체 말단

의 'TTAGGG' 합성을 위한 주형으로 사용되어 지는 hTER (human 

telomere RNA)이 분해되어 telomerase 활성을 잃었을 것으로 고려된다
48, 

51
.

TRAP assay에서 양성으로 나타난 검체 중 세포병리검사에서 음성으로 

나타난 2개의 검체는 적은 수의 암세포를 포함하여 세포병리검사에서는 검

출되지 않았고, 보다 높은 민감도의 실험법인 TRAP assay에서만 검출되었

을 수 있다. TRAP assay 보다 민감도가 높은 real-time TRAP assay에서

는 세포병리검사와 TRAP assay에서 양성으로 검출되지 않은 31개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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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민감도 높은 real-time 

TRAP assay가 체액 내에 유리된 적은 수의 암세포를 검출하는데 있어서, 

세포병리검사와 TRAP assay 보다 정확한 검사법으로서 TRAP assay를 

대체할 수 있는 검사법임을 확인하 다. 

결과적으로 ALT 기작을 따르는 telomerase 음성 암세포나 검체 채취 

과정 중 hTER이 분해된 검체에서 암세포를 검출하기 위해서 세포병리검사

를 시행하고, 적은 수의 암세포와 형태학적 구분이 불가능한 세포가 포함되

어 있는 검체에서 암세포를 검출하기 위해서 real-time TRAP assay를 병

행하여 검사함으로써 정확한 결과를 얻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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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암환자의 복수나 흉수와 같은 체액에서 암세포의 검출은 복막, 흉막 재

발의 좋은 예견 인자이며, 이와 같은 환자에게 적절한 체강 내 항암치료를 

시행하기 위한 판단 기준이 되고 있다. 이런 기준에 따라 항암치료를 시행

하기 위해서는 더욱 빠르고 정확한 검사법과 암환자의 체액에서 얻어지는 

적은 수의 암세포를 검출할 수 있는 민감도 높은 검사법이 필요하게 되었

다.

본 연구에 사용된 real-time TRAP assay는 TRAP assay와 r
2
=0.843 

(p=0.001)의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TRAP assay 보다 민감도가 25배 

증가되었다. 또한 전기 동이나 젤 건조와 같은 PCR 이후 과정의 생략으로 

TRAP assay에서 24시간 이상 소요되던 실험 시간을 4시간 이내로 크게 

단축시켜 대량 검사를 가능하게 하 다. PCR의 최종 반응산물에 의존하는 

TRAP assay와는 다르게 real-time TRAP assay에서는 PCR 증폭의 초기 

단계에서 PCR 반응산물의 양을 측정함으로써 정확한 정량이 가능하게 되

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 real-time TRAP assay가 

TRAP assay를 대체할 수 있는 검사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세포

병리검사와 병행하여 검사함으로써 TRAP assay에서 검출할 수 없는 ALT 

기작을 따르는 telomerase 음성 암세포나 검체 채취 과정 중 hTER이 분해

된 암세포 또는 세포병리검사에서 검출하기 어려운 적은 수의 암세포와 형

태학적 구분이 어려운 세포가 포함되어 있는 검체에서 보다 정확한 암세포

의 검출 결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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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tection of telomerase activity from body fluids 

in cancer patients by real-time TRAP assay

Woo-Young Shim

Department of Medic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Hyun-Cheol Chung)

The detection of free cancer cells in the body fluids is considered to 

be an important predictor of a peritoneal or pleural recurrence in cancer 

patients, and can be used as a guideline for selecting the anti-cancer 

therapy. For this purpose, an accurate and rapid examination method 

with improved a better sensitivity and specificity is required. 

A cytological examination is used widely for detecting cancer cells in 

the body fluids. However, the sensitivity and the specificity are 

insufficient for clinical applications. Therefore, there have been many 

efforts to identify new biomarkers or biotools for cancer screening and 

prognostic markers. 

Telomerase is a ribonucleoprotein that maintains a chromosomal 

telomere length during DNA replication. Since telomerase is high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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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ressed in most human cancers, but not in normal somatic cells, the 

telomerase activity can be used as a marker for malignant tumors. The 

telomeric repeat amplification protocol (TRAP) assay is generally used 

for measuring the telomerase activity. Although the TRAP method is 

highly sensitive and specific, it is laborious, time consuming and does 

not provide precise quantitative information. Therefore, experimental 

conditions were established using a real-time TRAP assay, which is a 

combination of real-time PCR with the conventional TRAP method, for 

improving the sensitivity and to quantify the telomerase activity. 

First, the sensitivity of the real-time TRAP assay was compared 

with the conventional TRAP assay using 293 nucleoproteins. The 

minimal detection ranges of the real-time TRAP assay and TRAP assay 

were 0.0016 ㎍ and 0.04 ㎍, respectively, suggesting that the real-time 

TRAP assay is more sensitive. Secondly, the detected telomerase 

activity of 11 cancer cell lines measured using the two methods was 

compared. The results from the TRAP assay and real-time TRAP 

assays showed a significant correlation (r
2
=0.843 , P=0.001). 

After confirming that the real-time TRAP assay has a good  

reproducibility, the telomerase activity was tested in 164 body fluids 

from 40 cancer patients. Among these patients, 8 (4.9%) tested positive 

using cytology and 7 (4.3%) tested positive using the conventional 

TRAP assay. When the telomerase activity of the 293 nucleoprotein of 

0.008 ㎍ was used as the positive cut-off value by the real-time TRAP 

assay, 41 out of 164 (25%) samples were found to have a positive 

telomerase activity. The Concordance rate of the real-time TRAP as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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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conventional TRAP assay was 79.3% (130/164).

These results confirmed that the real-time TRAP assay showed an 

improved sensitivity than the conventional TRAP assay. In addition, the 

real-time TRAP assay can omit the tedious electrophoresis process and 

provide precise quantitative information. For clinical applications, the 

real-time TRAP assay can be substituted for the conventional TRAP 

assay.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Key Words : body fluids, cytology, telomerase, TRAP (telomeric repeat 

amplification protocol) assay, real-time TRAP as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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