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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The use of plasma autoantibodies associated with cancer as
tumor biomarkers has been studied for several decades. We investigated
the diagnostic significance of the ratio of CYFRA 21-1-anti-CYFRA 21-1
autoantibody immune complex (CIC), an autoantibody-binding form of
CYFRA 21-1, to free CYFRA 21-1 in patients with colon cancer.
Methods: Overall, 50 patients with colon cancer and 120 healthy control
subjects were included. Plasma CIC and CYFRA 21-1 levels were measured
using a 9G DNA chip (Biometrix Technology Inc., Korea), and the CIC/CYFRA
21-1 ratios were calculated. Data were compared using the Student t -test or
Mann-Whitney U -test. P -values <0.05 were considered to indicate statistical
significance. We performed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 analysis to
determine the optimal CIC/CYFRA 21-1 cutoff ratio for detecting colon cancer.
Results: The CIC/CYFRA 21-1 ratio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colon
cancer group than in the healthy control group (mean±standard deviation,
1.81±0.75 vs. 1.23±0.37; P <0.001). The optimal cutoff ratio of CIC/CYFRA
21-1 for detecting colon cancer was 1.40 (area under curve [AUC], 0.749; 95%
confidence interval, 0.658–0.839; P <0.001), with a sensitivity of 68.0% and
specificity of 74.2%. The CIC/CYFRA 21-1 ratio showed higher AUC, sensitivity,
and specificity than CYFRA 21-1 or CIC alone.
Conclusions: The plasma CIC/CYFRA 21-1 ratio can be a useful tumor marker
in colon cancer.
(Lab Med Qual Assur 2020;42:218-223)
Key Words CYFRA 21-1, CIC, Autoantibody immune complex, Colon neo
plasms

서론

CYFRA 21-1은 현재까지 비소세포폐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방

이토케라틴 19 (CK19)의 분절로, 사이토케라틴은 상피세포의 구

21-1이 병기 설정, 양성종양과의 구분, 재발암의 발견에 있어

Cytokeratin 19 fragment (CYFRA 21-1)은 용해성이 있는 사

조적 안정성에 필요한 단백질이며 주된 기능은 세포 사멸을 막

는 것이다. CYFRA 21-1은 세포 사멸 시 혈중으로 방출되는 것으

로 생각되는데, 그 농도는 종양의 크기와 상관관계를 보인다[1].

광암에서 암표지자로서 많이 연구되었고, 이들의 진단, 예후 예측,

치료효과 예측에 유용함이 밝혀졌다[2-6]. 대장암에서도 CYFRA
carcinoembryonic antigen (CEA), carbohydrate antigen
19-9 (CA 19-9)보다 우수한 종양표지자로 보고되기도 하였다[7].
다만 대장암 선별검사로서 CYFRA 21-1의 유용성은 아직까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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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하지 않다.

나이, 조직학적 결과, 병기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원자력의

해 면역체계의 공격을 유도하여 자가면역상태를 유발하는 항체

을(KIRAMS2018-06-016) 받았다.

자가항체는 자가항원에 대해 생성되는 항체로, 자가조직에 대

이다[8]. 암과 연관된 자가항체는 40여 년 전에 최초로 검출되었

학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

고, 종양세포에 자가면역성을 띄는 물질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2. 측정방법

제한적이었다[9]. 이후 여러 연구자들이 다양한 검사법으로 종양

검출시약에 첨가하였다. CIC 검출시약은 9개의 연속된 구아닌에

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방사면역전기영동법이나 면역침강법 등

(CYFRA 21-1-cAB-DNA)와 CIC에 대한 형광항체인 anti-human-

되었으나 그 표적항원이나 항원결정기(epitope)에 대한 정보는
세포에 대한 자가항체를 측정하여 이들이 암진단에 이용될 수 있
의 방법에 의해 소화기계 종양과 유방암 환자에서 CEA, p53 등

을 표적으로 하는 자가항체가 있음이 밝혀졌고[10-12], 이후 효
소면역측정법(enzyme linked immunosorbent assay) 기법이
개발되면서 유방암, 대장암, 구강암, 위암, 폐암 환자 등에서 p53

자가항체의 진단적 의미에 대해 평가할 수 있었다[13-15]. 그 밖
에도 phage-display library를 이용한 혈청학적 분석, SEREX

(serological analysis of recombinant cDNA expression
cloning), peptide array, protein array 등을 이용하여 여러 자

가항체들을 한 번에 대량으로 신속하게 검사 가능한 새로운 방법
들이 속속 개발되었다[16]. 현재도 각종 암에서 종양항원, 자가항
체, 종양항원-자가항체 면역복합체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
으며, 대장암의 조기진단에 유용한 자가항체로 지금까지 보고된

것은 p53, AFP (alpha-fetoprotein), KRAS, Annexin, RAF 등이
다[17].

최근 구아닌 9개 분자를 일렬로 결합하여 타겟분석의 민감도,

특이도를 크게 높인 9G DNA chip (Biometrix Technology Inc.,

Chuncheon, Korea)이 국내에서 개발되었고, 이를 이용하여 저
자들은 CYFRA 21-1이 그 자가항체와 결합한 면역복합체(CYFRA

CIC와 CYFRA 21-1을 측정하기 위해 혈장 검체 10 mL를 각각의

상보적인 염기와 결합시킨 항체 CYFRA 21-1 capture antibody
immunoglobulin G-fluorescence bead (anti-human-IgG-

FB)를 포함하였다. CYFRA 21-1 검출을 위한 시약은 CYFRA

21-1-cAB-DNA와 CYFRA 21-1에 대한 형광항체인 CYFRA 21-1
detection antibody-fluorescence bead (CYFRA 21-1-dabFB)를 포함하였다. 이 검출시약에 혈장 검체를 첨가하여 10분간

반응시킴으로써 CIC와 CYFRA 21-1과의 복합체를 각각 형성하게
하였다. 여기에 반응 완충액을 첨가한 후 9개의 연속된 구아닌 염

기가 부착된 9G DNA chip에 분주하였다. 교잡반응이 일어나지
않은 복합체들이 제거될 수 있도록 세척액을 첨가하여 세척과정을

거친 후 9G DNA chip을 Biometrix Technology (BMT) reader

(Biometrix Technology Inc.)에 스캐닝하여 형광 강도를 측정함

으로써 CIC와 CYFRA 21-1 각각의 농도를 측정하였다. 이 농도를

이용하여 CIC/CYFRA 21-1 비를 계산하였다. 이 측정방법은 액체
상(solution phase) 내에서 특이도가 매우 높은 복합체를 형성하
며 9G DNA chip에 부착되어 있는 9G DNA membrane과 DNADNA 교잡반응을 이용하므로 재현성이 매우 좋으며 특이도가 높
다[18].

와 CYFRA 21-1을 각각 측정한 뒤 그 비(CIC/CYFRA 21-1 ratio),

3. 대장암 환자와 건강대조군의 CYFRA 21-1, CIC, CIC/
CYFRA 21-1 비 수치 비교

비율을 구하면 폐암 환자를 조기 발견하는 데 유용함을 보고한 바

간 CYFRA 21-1, CIC, CIC/CYFRA 21-1 비를 각각 비교하였고

민감도, 특이도를 보이는 혈장 표지자가 없는 암종인 대장암에서

여 판정기준치를 결정한 뒤 그에 따른 민감도와 특이도를 산출하

21-1-anti-CYFRA 21-1 autoantibody immune complex, CIC)
즉 유리형 CYFRA 21-1에 대한 자가항체 결합형 CYFRA 21-1의
있다[18].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조기진단용으로 만족할 만한
CYFRA 21-1의 자가항체 면역복합체(CIC) 및 CIC/CYFRA 21-1 비
의 진단적 의미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대장암 환자군 50명, 건강대조군 120명을 대상으로 두 군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ROC) 곡선분석을 시행하
였다. 또한 CIC/CYFRA 21-1 비의 경우, 대장암 환자군을 나이(60
세 미만 및 이상), 성별, 병기(0–2기와 3–4기)에 따라 각각 두 군으

로 나누고 이들 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환자군 내에서는

재료 및 방법

CYFRA 21-1과 CIC의 농도도 서로 비교하여 보았다.

1. 대상

4. 통계학적 분석

된 50명의 대장암 환자 혈장 검체와 120명의 정상인 혈장 검체를

였고, 자료는 평균±표준편차 혹은 중앙값(범위)으로 나타냈다.

본 연구는 한국원자력의학원 국가방사선혈액자원은행에 입고

대상으로 하였다. 전자의무기록을 검토하여 대장암 환자의 성별,
www.jlmq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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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건강대조군으로 나누어 비교하였고, 환자군 내에서는 성별, 나

특이도, 44.2%; AUC, 0.451; 95% 신뢰구간, 0.364–0.539)과

다. 환자군의 CYFRA 21-1과 CIC 농도도 비교하였다. 비교 대상

간, 0.462–0.662)였다(Fig. 1). 대장암 환자군의 혈장 CYFRA 21-

이(60세 미만 및 이상), 병기(0–2기와 3–4기)에 따라 비교하였
군 간의 연속변수의 비교는 Student t-test 또는 Mann-Whitney

U -test를 사용하였다. 대장암 환자와 건강대조군과의 CIC/CYFRA
21-1 비의 판정기준치를 확인하기 위해 민감도, 특이도, 곡선하면
적(area under the curve, AUC)를 구하였다. P 값이 0.05 미만
인 것을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하였고, 통계분석에는 IBM
SPSS ver. 23.0 (IBM Corp., Armonk, NY, USA)을 사용하였다.

결과

50명의 대장암 환자군과 120명의 건강대조군에 대한 특성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대장암 환자군에서 혈장 CYFRA 21-1과
CIC를 비교하였을 때, CIC가 유의하게 높았다(CYFRA 21-1, 0.88

1.02(민감도, 50.0%; 특이도, 51.7%; AUC, 0.562; 95% 신뢰구

1, CIC, CIC/CYFRA 21-1 비를 성별, 나이(60세 미만 및 이상), 병
기(0–2기와 3–4기)별로 비교하였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3). 대장암 환자군의 성별, 나이(60세
미만 및 이상), 병기(0–2기 및 3–4기)에 혈장 CIC/CYFRA 21-1 비
의 판정기준치 1.40을 적용하여 나눈 두 군 간의 비교에서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4).

Table 2. CYFRA 21-1 and CIC levels and CIC/CYFRA 21-1 ratios in
the colon cancer group and healthy control group

Colon
cancer
patients
(n=50)

Healthy
control
(n=120)

P -value

1.29±1.00

0.199

±0.55 ng/mL; CIC, 1.77±1.56 ng/mL; P =0.009). 대장암 환

Variable

차는 각각 1.81±0.75와 1.23±0.37로 나타나 대장암 환자군에

CYFRA 21-1 (ng/mL)

0.88±0.55

1.15±0.94

0.315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2). ROC 분석결과, 대장암 환자

CIC/CYRFA 21-1 ratio

1.81±0.75

1.23±0.37

<0.001

자군과 건강대조군의 혈장 CIC/CYFRA 21-1 비의 평균±표준편

CIC (ng/mL)

서 유의하게 높았다(P <0.001). 혈장 CYFRA 21-1과 CIC는 두 군

를 가장 효과적으로 선별할 수 있는 지표는 혈장 CIC/CYFRA 21-1
비였으며 판정기준치는 1.40(민감도, 68.0%; 특이도, 74.2%;

AUC, 0.749; 95% 신뢰구간, 0.658–0.839; P <0.001)이었다. 이

에 대한 양성예측도는 51.6%, 음성예측도는 84.0%이었다. 반면,

1.77±1.56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Values were
compared using the Mann-Whitney U -test.
Abbreviation: CIC, CYFRA 21-1-anti-CYFRA 21-1 autoantibody
immune complex.

CYFRA 21-1과 CIC의 판정기준치는 각각 0.77(민감도, 46.0%;
1.0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colon cancer patient group and
healthy control group

Age (yr)
Sex

Male

Female

Stage

68 (26–84)
27 (54.0)

23 (46.0)

0

1 (2.0)

II

21 (42.0)

IV

8 (16.0)

I

III

Healthy
controls
(n=120)

P -value

43 (23–64)

<0.001

0.332

55 (45.8)

65 (54.2)

0.6
0.4
CYFRA 21-1
CIC
CIC/CYFRA 21-1 ratio

0.2

0.0

0.2

0.4

0.6

0.8

1.0

1-Specificity

4 (8.0)

16 (32.0)

Values are presented as median (range) or number (%).

220

Sensitivity

Characteristic

Colon cancer
patients
(n=50)

0.8

Fig. 1.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 using plasma CIC/
CYFRA 21-1 ratio to discriminate colon cancer and healthy control
groups. Area under the curve (AUC) of plasma CIC/CYFRA 21-1
ratio was 0.749 (cutoff, 1.40; 95% CI, 0.658–0.839; P <0.001). AUC
of CYFRA 21-1 and CIC were 0.451 (95% CI, 0.364–0.539) and
0.562 (95% CI, 0.462–0.662), respectively. Abbreviations: CIC,
CYFRA 21-1-anti-CYFRA 21-1 autoantibody immune complex; CI,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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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YFRA 21-1 and CIC levels and CIC/CYFRA 21-1 ratios according to patient age and sex and stage of colon cancer

Variable

CYFRA 21-1 (ng/mL)

P -value

Mean±SD

Age (yr)

<60 (n=17)

0.070

1.02±0.66

≥60 (n=33)

0.81±0.48

Sex

Male (n=27)

0.130

0.78±0.52

Female (n=23)

1.01±0.57

Stage 0–II (n=26)

0.79±0.52

Stage

Stage III–IV (n=24)

0.230

0.98±0.58

Patient group
CIC (ng/mL)

Mean±SD
2.07±1.53

1.62±1.58
1.43±1.30

2.17±1.77
1.38±1.22

2.20±1.80

P -value
0.183

0.179

0.093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Values were compared using the Mann-Whitney U -test.
Abbreviations: CIC, CYFRA 21-1-anti-CYFRA 21-1 autoantibody immune complex; SD, standard deviation.
Table 4. Characteristics of the colon cancer group according to
age, sex, and stage in relation to the cutoff level of the CYFRA
21-1-anti-CYFRA 21-1 autoantibody immune complex (CIC)/CYFRA
21-1 ratio of 1.40

Variable
Age (yr)
<60

≥60

Sex

Male

Female

Stage

Stage 0–II

Stage III–IV

Colon cancer
patients
above cutoff
level
14 (42.4)

Colon cancer
patients
below cutoff
level
3 (17.6)

19 (57.6)

14 (82.4)

18 (54.5)

9 (52.9)

15 (45.5)
14 (42.4)
19 (57.6)

8 (47.1)
12 (70.6)

P -value
0.117

1.000

0.078

5 (29.4)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Abbreviation: CIC, CYFRA 21-1-anti-CYFRA 21-1 autoantibody
immune complex.

고찰

1.92±0.59

1.75±0.82
1.75±0.75

1.88±0.77
1.63±0.69

P -value
0.350

0.593

0.070

2.01±0.78

징으로 인해 지속적인 혈중농도와 긴 반감기를 가진다[16]. 본 연
구에서는 대장암 환자군에서 혈장 CYFRA 21-1과 CIC를 비교하

였을 때, 자가항체의 농도를 반영하는 CIC가 CYFRA 21-1보다 유

의하게 높았으며, 이는 앞서 언급한 자가항체의 특징으로 볼 수 있

다. 대장암 환자군과 건강대조군의 비교 시 CYFRA 21-1과 CIC는

둘 다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CIC/CYFRA 21-1 비는 건
강대조군과 비교해 환자군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 또한 암
환자에서 종양표지자에 비해 그에 대한 자가항체가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반영한다. CIC/CYFRA 21-1 비의 경우, 저자들의

폐암 환자에 대한 이전 연구에서도 CIC/CYFRA 21-1 비가 건강대
조군과 비교해 환자군에서 증가하였고 폐암 환자를 선별하는 데
있어 CYFRA 21-1을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보다 CIC의 민감도와

특이도가 모두 높았으며, CIC/CYFRA 21-1 비를 사용했을 때 민감

도와 특이도가 가장 높았다[18]. 이어 대장암에서도 진단적 민감
도를 높일 수 있는 지표로 기대할 수 있다. Nesterova 등[19]의 연

구에서도 대장암 환자를 포함한 전체 암환자군과 건강대조군의 혈

청 extracellular c-AMP-dependent protein kinase에 대한 항

원과 항원-항체 복합체(anti-IgG autoantibody)를 측정하여 비
교하였을 때 항원에 비해 anti-IgG autoantibody가 더 높은 수치

를 보였고 더 높은 민감도와 특이도를 나타냈다. 따라서 종양표지

자가항체는 암 단백질에 노출된 후 환자의 면역체계에 의해 조

기에 생성되어 순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암의 조기발견에
유용한 표지자로서 지속적으로 주목받아 왔다. 또한 해당 항원이

낮은 농도로 존재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높은 농도로 자가항체가 생
성되며, 자가항체들은 단백분해와 제거가 제한적으로 일어나는 특
www.jlmq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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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SD

자 항원만을 측정하는 현재의 건강검진에 향후 종양항원과 그 자
가항체 면역복합체와의 비를 추가한다면 암 진단의 위양성, 위음
성을 줄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ROC 곡선분석에서는 CIC/CYFRA 21-1 비의 AUC가

CYFRA 21-1과 CIC 각각의 0.451과 0.562보다 증가하여 0.749로
나타났고, 이는 개별지표보다 CIC/CYFRA 21-1 비가 대장암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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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능력을 높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혈장 CIC/CYFRA 21-1

수 있다. 이전 여러 연구에서 시도되었던 여러 가지 종류의 자가항

은 암과 연관된 단백질이 상승할 때 그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속

자에 대하여 그 자가항체들까지 더 조사한다면 진단적 가치를 높

비가 대장암 환자군에서 건강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는 사실
도로 자가항체가 생성됨을 유추할 수 있다[16].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대장암 환자군의 표본 수가 적

어 추후 더 많은 대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자료의 신뢰성을 높일 필
요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특히 0기와 1기 대장암 환자 수

를 많이 확보하여 낮은 병기에서 환자군의 자가항체에 어떤 변화
가 있는지 알아보고 선별검사로서의 유용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

다. 또한 증식성 용종(hyperplastic polyp), 게실질환, 관상선종
(tubular adenoma) 등과 같은 대장 양성 질환군과의 비교에서
CIC/CYFRA 21-1 비의 대장암 선별능을 확인하는 추가적인 연구

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성인 건강대조군의 무작위 검체 수집과정

에서 나이에 있어 대장암 환자군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는 점이
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대장암 환자군에서 세 가지 지표를 60세
이상과 60세 미만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각 수치에서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으며(Table 3), 건강대조군에서도 차이를 보이지

체 연구에서처럼 대장암에 대한 민감도, 특이도가 있는 종양표지

일 수 있는 검사패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21]. 넷째, 본 연구에
포함된 환자들에서 자가항체 추적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치료에

따른 자가항체 변화나 예후와의 연관성에 대한 조사가 부족한 것
을 들 수 있다. 일례로, NY-ESO-1의 자가항체의 경우 이 수치의
증가가 여러 종류의 암에서 종양부하량 증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암의 진행과 함께 이 자가항
체의 수치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22].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CIC/CYFRA 21-1 비는 판정기준치

1.40에서 민감도 68%와 특이도 74.2%로 대장암 종양표지자로
서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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