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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골수단핵구백혈병의 분자생물학적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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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ing the Molecular Basis of Juvenile Myelomonocytic Leukemia and
Its Application for Novel Drugs Development
In-sang Jeon, M.D.

Department of Pediatrics, College of Medicine, Gachon University, Incheon, Korea

To date,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HSCT) is the only choice of therapy
for most patients with juvenile myelomonocytic leukemia (JMML). Relapse remains a major problem. Approximately 90% of patients carry either somatic or germline mutations
of genes participating in RAS signal transduction such as PTPN11, CBL, K-RAS, N-RAS,
or NF1 in their leukemic cells, allowing an understanding of the molecular pathophysiology of JMLL and the development of novel drugs. As these genetic aberrations are mutually exclusive, the genetic change observed in JMML helps us to establish the diagnosis
of JMML. Furthermore, the genetic abnormalities of JMML are an important prognostic
factor, as the type of abnormality may determine disease progression. Recent studies
have revealed a strong association between hypermethylation of some genes and already
known poor prognostic factors such as older age, elevated fetal hemoglobin at diagnosis,
and somatic mutation of PTPN11. These molecular characteristics may be the basis for
a guideline to determine the treatment, especially when to proceed with HSCT. Recently,
novel drugs have been used based on these molecular characteristics. 5-Azacitidine, an
inhibitor of DNA methyltransferase and tipifarnib, a selective farnesyl transferase inhibitor, have been used to improve the outcome of JMML. In addition, drugs which
inhibit the RAS signal transduction have been developed, which are less toxic and will
improve outcome in the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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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보다 2-3배 흔하게 발생한다[1]. 이 질환은 전형적인 백혈

서

병 증상을 보이지 않고 검사소견도 특징적이지 않아 진단이

론

쉽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러나 RAS 신호전달 과정에 관여하
소아골수단핵구백혈병(juvenile myelomonocytic leuke-

는 유전자인 PTPN11, CBL, K-RAS, N-RAS, NF1 유전자의 돌

mia, JMML)은 주로 2세 전후의 소아에서 발생하는 만성골수

연변이가 약 90%에서 관찰되어 JMML을 진단하는데 도움이

증식성 악성 혈액질환으로 아주 드문 질환이다. 외국의 통계

된다[2,3]. 최근에는 임상양상, 혈액학적 검사소견과 함께 이

에 의하면 연 발생률이 120만 소아 중 1명꼴이며 남자에서

들 유전자들의 이상을 포함시킨 JMML의 새로운 진단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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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되었다. 또한 이들 유전자들의 이상은 예후와도 연관이

GM-CSF 수용체에 성장신호 리간드인 GM-CSF가 부착하면 막

있어 치료를 하는데 지침이 된다[3].

안에 있는 수용체 아래쪽 부위가 인산화된다. 인산화된 부위

RAS-RAF-MAPK 신호전달 경로는 세포의 성장을 조절하는

를 인식하는 Src homology 2 (SH2)를 갖고 있는 Grb2가

중요한 경로이다. 이 경로의 이상이 세포의 증식을 초래하여

adapter protein인 Shc를 통해 인산화된 GM-CSF 수용체에 붙

종양을 생성하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정상적인 백혈구의

게 된다. Grb2에는 SH2 이외에 Src homology 3 (SH3)이 있

증식도 이 경로에 의해 조절되는데, 백혈구의 증식에 관여하

는데 이 부위는 SOS 단백질을 세포막으로 불러 모은다. Grb2

는 사이토카인 GM-CSF에 의해 시작되는 성장신호가 RAS 경

와 복합체를 이룬 SOS는 세포막으로 이동하여 RAS를 활성화

로를 통해 핵으로 전달되어 백혈구가 생성된다. JMML은 RAS

시킨다. RAS 단백질은 세포성장을 조절하는 신호전달 과정에

신호전달 과정에 관여하는 위에 기술한 유전자들의 돌연변이

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타플레이어’이다. 이 단백질은 신호

에 의해 백혈구의 분화 및 성장이 조절되지 않고 증식되어

가 세포막에서부터 시작해 세포질을 거쳐 핵으로 전달되는 과

발생하는 질환으로 그 기전이 분자유전학적으로 잘 밝혀져 있

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RAS 단백질은 GTP가 부착되

다[4].

면 활성화되고 GDP가 부착되면 비활성화된다. SOS는 구아닌

JMML의 대부분은 예후가 매우 불량하며 현재까지 유일한

뉴클레오티드 교환인자로 RAS에 부착되어 있는 GDP를 띄어

치료법은 조혈모세포이식술이다. 그러나 이식 이후 재발률이

내고 대신 GTP를 붙게 하여 RAS를 활성화시킨다. 활성화된

매우 높아 이식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려워 새로운 치료

RAS-GTP는 RAF를 활성화시켜 신호를 다음 단계로 전달시킨

법이 필요하다. 한편, JMML 환자의 일부는 상당기간 안정적

다. 한편으로는 RAF에 신호를 전달하는 임무를 다한

인 임상양상을 보이며 간혹 특별한 치료 없이도 백혈병이 없

RAS-GTP는 분해되어 더 이상 성장신호를 전달할 수 없게 해

어지기도 한다. 이렇게 상이한 예후를 보이는 것은 RAS 신호

야 한다. 이 역할을 하는 물질이 GTPase인데, RAS 단백질은

전달 과정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의 이상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GTPase의 기능을 갖고 있으나 GTPase 활성화단백질(GTPase

밝혀지면서 유전형에 따라 치료를 달리할 것이 추천되고 있다

activating protein, GAPs)의 도움을 받아야만 RAS-GTP를

[5]. 또한, 최근에는 JMML 환자의 일부에서 특정 유전자들이

RAS-GDP로 전환시켜 성장신호 전달을 조절할 수 있다.

과메틸화 되어 있으며, 이 경우 예후가 불량하다는 사실이 밝

RAS-GTP는 자신의 주된 실행자인 세린/트레오닌 키나아제

혀져 유전자의 메틸화 유무가 새로운 예후인자로 인정될 것으

RAF를 활성화시키고 활성화된 RAF는 MAPK를 인산화시킨

로 보인다[6]. JMML의 발생에 관여하는 RAS 신호전달 유전자

다. MAPK도 세린/트레오닌 키나아제군의 하나로 세포질을

의 돌연변이를 표적으로 한 새로운 치료제가 개발되어 임상시

가로질러 핵으로 들어가 신호를 전달한다. 핵으로 들어간

험 중이다. 대표적으로 알려진 치료제로는 RAS의 파르네실화

MAPK는 백혈구생성에 필요한 유전자들을 활성화하여 백혈

를 방해하는 물질인 tipifarnib (Zarnestra)가 있다[7]. 그 이외

구를 생성한다. JMML은 백혈구 증식 및 성장에 필요한 정보

에 여러 약물들이 아직은 실험실에서 개발하기 위해 연구 중

를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의 돌연변이에 의해 발

으로 가까운 미래에 임상시험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병하는 것이 분자생물학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2,3]. JMML 환

[8,9].

자에서 PTPN11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35%, CBL의 돌연변이

본 논문에서는 JMML의 새로운 진단기준 및 치료제를 이해
하기 위해 필요한 RAS 신호전달 경로의 분자생물학적 지견
및 이를 기초로 개발되고 있는 약물에 대해 기술하려고 한다.

세포유전학 및 분자생물학적 소견

가 17%, NF1의 돌연변이가 15%, 그리고 RAS 유전자의 돌연
변이가 약 20%에서 관찰된다(Fig. 1).
1) PTPN11 돌연변이

PTPN11은 타이로신 인산분해효소 단백질인 SHP-2에 대한
유전정보를 갖고 있는 유전자로 염색체 12q24에 위치한다. 구

JMML 환자의 골수계 전구세포는 GM-CSF에 대해 과도하게

조적으로 SHP-2에는 N-말단 부위에 두 개의 SH2 구역이 있는

반응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것은 세포외부로부터 핵까지

데, 각각 N-말단 SH2 (N-SH2), C-말단 SH2 (C-SH2)라고 부른

성장신호를 전달하는 RAS 신호전달 경로의 이상에 의해 세포

다. 이 부위 옆에는 인산분해 기능이 있는 protein tyrosine

성장신호가 과도하게 작동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phosphatase (PTP) 영역이 있으며, C-말단 부위에는 두 개의

[2]. 정상적인 백혈구세포의 분화는 세포막에 존재하는

타이로신인산화 부위가 있다[10]. 비활성화 상태에서는 PTP

GM-CSF 수용체에 리간드인 GM-CSF가 부착되면서 시작된다.

구역은 N-SH2 구역으로 가려져 있어 활동을 못 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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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Genetic aberrancy of genes participating in the RAS signal transduction is found in approximately 90% of juvenile
myelomonocytic leukemia.

인산화된 타이로신 펩티드가 N-SH2에 붙으면 구조적으로 변

유전자의 체세포 돌연변이가 발견된다[13]. 최근의 임상연구

하여 PTP 구역을 외부로 노출시켜 인산분해 작용을 하게 한

에 의하면 PTPN11의 생식세포 돌연변이가 있는 JMML 환자

다. SHP-2는 GM-CSF와 같은 성장인자의 자극에 의한 신호전

(주로 Noonan 증후군)와 PTPN11의 체세포 돌연변이가 있는

달 과정에 관여하는데 SHP-2가 활성화되면 RAS 경로가 활성

JMML 환자(비 Noonan 증후군)는 임상적으로 아주 다르게 행

화된다. 일반적으로 PTP는 음성적 조절자로 단백질을 비활성

동한다. PTPN11의 생식세포 돌연변이가 있는 JMLL은 어린

화시키지만, 성장인자에 의해 활성화되면 일반적인 경우와 다

나이(주로 영아기)에 발병하며 특별한 치료 없이도 호전되어

르게 RAS를 활성화시켜 세포의 증식을 가져 온다[11]. 현재까

예후가 양호하나, 체세포 돌연변이를 동반한 JMML은 조혈모

지 RAS를 활성화시키는 기전은 확실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세포이식을 받아도 흔하게 재발하고 예후도 아주 불량하다

SHP-2는 GM-CSF 신호전달 수용체 등 여러 수용체에 자신의

[14].

SH2 영역을 이용해 붙거나 adapter protein인 Grb2에 붙어
RAS가 불활성화되는 것을 방해하는 등 여러 기전에 의해 작
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PTPN11 유전자의 돌연변이
는 주로 N-SH2의 유전정보가 있는 엑손 3에서 일어나는데 돌
연변이에 의해 변형된 N-SH2가 효율적으로 PTP 영역을 제어
하지 못해 SHP-2는 활성화되어 신호전달을 계속하게 된다.

PTPN11 유전자의 생식세포 돌연변이가 Noonan 증후군 환자
의 약 50%에서 발견되며 이들에서 JMML이 호발 한다. 한편
Noonan 증후군이 아닌 JMML 환자의 약 35%에서 PTPN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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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BL 돌연변이

CBL 단백질은 생체 내에서 타이로신키나제 수용체를 유비
퀴틴화 시킨 뒤 분해한다. 한편으로, 연결기의 기능을 갖고
있어 약 150여 종의 단백질과 상호작용을 하는데 그 중 하나
가 RAS 경로에 관여하는 Grb2이다[15]. CBL 유전자의 돌연변
이는 골수세포계 백혈병에서 관찰되는데 특히 JMML 환자의
약 17%에서 관찰된다[2,3].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부위는 타이
로신키나제 수용체를 유비퀴틴화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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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 또는 RING finger 구역이다. 이들 부위의 돌연변이에 의
해 표적단백질을 효과적으로 유비퀴틴화 하지 못 해 성장신호
를 제어하지 못 하게 되어 백혈병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하
고 있다[16]. CBL 돌연변이를 동반하는 JMML은 임상적으로
여러 양상을 띠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환자는 강력
하지 않은 치료를 하여도 혈액학적으로 호전되어 장기 생존하
기도 한다. 특히, 생식세포의 이상에 의해 발생한 동종접합

CBL 돌연변이를 동반한 JMML은 특별한 치료 없이 호전되기
도 한다[17]. 그러나 CBL의 돌연변이를 동반한 JMML 환자 중
일부는 조혈모세포이식 후에 재발하거나 진행하기도 하여 이
유전자의 이상이 예후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해서는 더 많
은 자료 및 분석이 필요하다.
3) RAS 돌연변이

RAS계 유전자의 하나인 N-RAS 또는 K-RAS 유전자의 체세
포 돌연변이가 JMML 환자의 약 20%에서 관찰된다[18]. 이 유
전자들은 21-kDa 크기의 RAS 단백질에 대한 유전정보를 갖고
있다. 이 단백질은 guanosine nucleotide에 부착하여 RASGTP가 되면 활성화되어 하부 시행자인 RAF를 활성화시켜 성
장신호를 전달한다. JMML 환자에서 K-RAS 또는 N-RAS 유전
자의 코돈 12, 13, 16에서 점돌연변이가 주로 발견되는데 이
돌연변이에 의해 아미노산이 대치되어 RAS는 자신이 갖고 있
는 고유의 GTPase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3]. 이로 인해 RASGTP는 비활성화 되지 못하고 계속 성장신호를 전달하게 되어
세포의 증식을 초래하게 된다.
RAS 유전자 돌연변이를 동반한 JMML 대부분은 치료가 어
렵지만 몇몇 연구 보고에 의하면 RAS 유전자의 특정 돌연변
이는 특별한 치료 없이도 자연 치유되는 등 상이한 임상양상
을 보인다. K-RAS 또는 N-RAS 유전자의 코돈 12의 점돌연변
이(GGT＞AGT)가 있는 3명의 환자에서 특별한 화학요법 없
이 3-5년 관찰한 결과 혈액학적으로 호전이 있었다는 보고가
처음 있었다[19]. 그 후 Flotho 등[20]은 N-RAS 유전자의 코돈
12의 점돌연변이(GGT＞GAT, GGT＞GCT, GGT＞GTT)와
코돈 13의 점돌연변이(GGT＞GAT)가 있는 4명의 JMML 환자
가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지 않고도 장기간 생존하였다고 보고
하였다. 또한 N-RAS 유전자의 코돈 12의 체세포 모자이크 점
돌연변이(GGT＞GAT, GGT＞AGT)가 있던 2명의 JMML 환자
에서도 자연치유 된 보고가 있다[21]. 그러나 RAS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동반한 JMML의 대부분은 강력한 치료에도 불구
하고 예후가 좋지 않아 앞으로 각 돌연변이 별로 예후가 어떤
지 알아보는 연구와 자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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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NF1 돌연변이
신경섬유종증 1형의 발병에 관여하는 유전자로 잘 알려진
neurofibromin 1 (NF1)은 17번 염색체(17q11.2)에 위치한다.
NF1은 RAS 경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neurofibromin 단
백질에 대한 유전정보가 코딩 되어 있다. Neurofibromin은
RAS를 비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GTPase를 자극하여 RAS
경로의 신호전달 과정을 차단한다. 즉, NF1은 암의 발생을 예
방하는 암억제유전자로 NF1의 돌연변이는 여러 종류의 암에
서 발견된다. NF1의 생식세포 돌연변이가 있으면 JMML이 발
생할 위험은 정상인의 300배나 되며 JMML 환자의 약 10-15%
는 신경섬유종증 1형의 임상양상을 갖고 있다. 한편, JMML
환자의 15%는 신경섬유종증 1형의 임상양상 없이 NF1의 돌
연변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22].
5) 기타 돌연변이 및 후성적 변이
(1) JAK 및 SETBP1 돌연변이
Sakaguchi 등[23]이 whole-exome sequencing을 통해 알아
본 바에 의하면 SETBP1 또는 성장신호 경로의 하나인
JAK-STAT 경로에서 주된 역할을 하는 JAK3의 돌연변이가
JMML 환자의 약 15% 내외에서 관찰된다. 이 돌연변이는
JMML의 발병에 일차적으로 관여하기 보다는 이차적으로 발
생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최근에, 진전된 기술인 droplet
digital PCR로 JMML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SETBP1
돌연변이가 약 30%나 관찰된다[24]. 임상적으로 이들 돌연변
이가 동반되면 예후가 매우 불량하여 예후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
(2) 후성적 변이
유전자의 후성적 변이가 백혈병의 발생에 관여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데 JMML에서도 여러 유전자들이 과메틸화 되
어 있는 것이 보고되어 있다. 과메틸화 된 유전자에는 BMP4,

CALCA, CDKN2B, RARB 등이 있는데 이러한 변화가 동반된
경우 임상적으로 예후가 매우 불량하다[25]. 또한 GAPs계 단
백질인 GAP1에 대한 유전정보를 갖고 있는 RASA isoform 2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JMML 환자의 약 50%에서 관찰되며 이
경우에도 예후는 매우 불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26]. 최근에
methylome analysis를 통해 JMML 환자에서 유전자들의 메틸
화 정도를 측정한 연구에 의하면, 과메틸화 되어 있는 환자군
은 PTPN11의 체세포 돌연변이가 특징적으로 동반되며 예후
는 불량하였다. 저메틸화는 CBL, N-RAS 유전자의 체세포 돌
연변이를 갖고 있거나 Noonan 증후군 환자에서 주로 나타나
며 예후는 양호한 것으로 밝혀졌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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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염색체 이상

게 진행하지만 2/3는 비교적 만성적인 병의 경과를 밟게 된다
[3]. 현재까지 알려진 치료법은 조혈모세포이식이다. 그러나

JMML 환자의 약 1/3은 염색체이상을 동반한다. 그 중 대부

환자마다 조혈모세포이식 후에 상이한 결과를 보이는데 상당

분은 홑염색체 7로 이 경우 예후가 불량하다[27]. 또한 진단

수의 환자는 재발을 하고 일부의 환자는 그렇지 않기도 한다.

당시에는 정상적인 염색체 소견을 보이는 환자가 치료를 받으

더욱이 특별한 치료 없이도 호전되는 경우도 있어 예후가 매

면서 염색체이상이 동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6-MP

우 다양하다. 최근에 이러한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형

로 치료하는 경우 백혈병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이 규명되어 특정 유전자의 변화가 예후와 관계가 있는 것이

특히 염색체이상이 나타난다[28]. 이런 이유로 치료 도중에 특

밝혀졌다. 특히, PTPN11의 체세포 돌연변이가 있으면 예후가

히 6-MP를 사용하면 염색체검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불량하나 Noonan 증후군 환자에서 생식세포 돌연변이가 있

추천된다.

으면 특별한 치료 없이 호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4]. 기
타 유전자 중 JAK3 및 SETBP1 등의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

새로운 진단 기준 및 예후 인자

거나 BMP4 유전자 등의 후성적 변화가 있으면 예후는 불량하
다[24,25]. 이에 반해, N-RAS의 체세포 돌연변이가 있거나

JMML은 백혈병의 주요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고 혈액학적
소견도 특이적이지 않아 진단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동반되
는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 감염, 창백, 림프절종창, 간비장비
대 등의 일반적인 백혈병 증상이 있으며 피부 병변을 동반하
기도 한다. WHO에서는 혈액학적으로 골수증식성 질환과 유

CBL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는 일부의 환자들은 특별한 치료
없이 호전되기도 한다[17].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보면 JMML
의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임상양상, 혈액학적 소견과
더불어 유전학적 변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JMML의 불량한 예후인자는 Table 2와 같다.

사한 양상을 보여 이 질환을 골수이형성 및 골수증식성 질환
범주에 포함시켜 분류하고 있다. 단구증을 동반한 백혈구증

치

료

가, 빈혈, 혈소판감소가 특징적인 말초혈액 소견이다. 또한 골
수검사에서 골수모세포가 백혈병 진단 기준보다 낮게 관찰된

JMML은 예후가 매우 불량한 질환으로 대부분에서 조혈모

다. 이러한 혈액학적 소견 및 임상양상과 최근에 밝혀진 유전

세포이식을 받지 않으면 1년 이내에 사망한다. 그러나 일부에

학적 이상 소견을 종합하여 새로운 진단기준이 마련되었다

서는 특별한 치료 없이도 호전되는 등 다양한 임상양상을 보

(Table 1).

여준다. 기존에는 연령이 2세 이상이거나 진단 당시 혈소판수

JMML의 임상 경과는 다양하다. 전체 환자의 약 1/3은 빠르

가 낮거나 HbF가 10% 이상 등이 주된 불량한 예후인자였다

Table 1. Updated clinical and laboratory diagnostic criteria of juvenile myelomonocytic leukemia
I. Clinical and hematologic features (all 4 features mandatory)
1) Peripheral blood monocyte count>1,000/L
2) Blast percentage in peripheral blood and bone marrow＜20%
3) Splenomegaly
4) Absence of Philadelphia chromosome (BCR/ABL rearrangement)
II. Oncogenetic studies (1 finding is sufficient)
1) Somatic mutation in PTPN11 or K-RAS or N-RAS
2) Clinical diagnosis of NF-1 or germline NF1 mutation
3) Germline CML mutation and loss of heterozygosity of CBL
III. Only for those patients (10% of the whole number) without any oncogenetic parameter, besides the clinical and hematologic
features listed under Ⅰ, at least 2 of the following criteria have to be fulfilled
1) Monosomy 7 or any other chromosomal abnormality
2) HbF increased for age
3) Myeloid precursors on peripheral blood smear
4) Spontaneous growth or GM-CSF hypersensitivity in colony assay
5) Hyperphosphorylation of STAT5
JMML, juvenile myelomonocytic leukemia; HbF, fetal hemoglobin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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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근에는 RAS 신호전달 경로에 관여하는 여러 유전자들

또는 K-RAS, N-RAS의 체세포 돌연변이가 동반된 대부분의

의 이상이 예후에 영향을 미쳐 차별화된 치료를 해야 하는

JMML 환자에게 적응이 된다. 그러나 PTPN11, K-RAS, N-RAS,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JMML 환자의 백혈병세포의 유전자의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생식세포에서 일어난 경우에는 조혈모

CpG island가 과메틸화 되면 예후가 불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포이식 없이도 자연적으로 호전되기도 하여 병의 진행 상태

[6]. JMML의 생존율은 전체적으로 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한

를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CBL 돌연변이가 생식세포에서

경우 40-50%로 매우 낮다. 특히 조혈모세포이식 후의 재발률

일어난 경우에도 조혈모세포이식 없이도 자연적으로 호전되

은 매우 높아 새로운 치료제의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14].

기도 하여 일단은 병의 진행 상태를 관찰한 뒤 병이 진행하면
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하는 것이 추천된다. 그러나 체세포

1) 변이된 유전자 종류에 따른 치료
앞에서 다룬 바와 같이 JMML의 약 90%는 RAS 경로에 관여
하는 유전자들의 돌연변이가 동반된다. 이 돌연변이는 유전적
성향을 갖는 생식세포에서 일어난 돌연변이인지 또는 백혈병
세포에서만 일어난 체세포 돌연변이인지에 따라 치료 방침이
달라진다. 현재까지 조혈모세포이식은 JMML을 치료하는데
최선의 방법으로 거의 유일한 치료법이다. 그러나 모든 환자
에게 이식을 할 필요는 없다. 현재로는 유전학적 소견에 따라
조혈모세포이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추천되고 있다[5].
조혈모세포이식은 NF-1의 돌연변이를 동반하거나, PTPN11

Table 2. High risk factors in juvenile myelomonocytic leukemia
I. Clinical and laboratory finding
1) Age at diagnosis: >1.4-2 years
2) Low platelet count at diagnosis
3) Blast count ≥20% in bone marrow
4) HbF ＞10-15%
II. Karyotype analysis
1) Monosomy 7
2) Complex karyotype
III. Mutations in RAS pathway gene
PTPN11 mutation
IV. Additional genetic or epigenetic alteration
1) Genetic mutation
SETBP1, JAK3, SH2B3, EZH2, DNMT3A, ASXL1,
GATA2, RUNX1, ZRSR2
2) Aberrant DNA methylation
BMP4, CALCA, CDKN2B, RARB, RASA isoform 2
HbF, fetal hemoglobin F.

CBL 돌연변이가 동반된 경우에는 조혈모세포이식 후에도 재
발하거나 질병이 진행하기도 하여 앞으로 더 많은 자료 및
분석이 필요하다. K-RAS, N-RAS의 체세포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에서 조혈모세포이식 없이도 장기 생존하기도
한다. 즉, N-RAS 유전자의 코돈 12의 점돌연변이가 있으면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지 않고도 장기간 생존하였다고 연구 보
고가 있어 이 경우에도 병의 진행 상태를 관찰하면서 진행
시 조혈모세포이식을 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5]. 유전적 변화
에 따른 치료법을 Table 3에 정리해 놓았다.
2) 개발 중인 약물
현재까지 JMML 환자의 치료를 위해 새롭게 시도 중인 약물
로 가장 연구가 많이 된 약물은 5-azacitidine이다. 이 약물은
DNA 메틸기 전이효소에 공유결합 하여 효소의 기능을 제거
해 DNA의 시토신 5’에서 일어나는 메틸화를 방해한다. 5-azacitidine은 주로 골수이형성증의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데
Eurlan 등이 홑염색체 7과 K-RAS 돌연변이가 있는 JMML 환
자에 사용하여 임상적으로 호전되었다고 처음 보고 하였다
[29]. 그 후 9명의 JMML 환자에게 조혈모세포이식 전에 5-azacitidine을 투여하였는데 그 중 PTPN11의 돌연변이가 있었던
두 명과 K-RAS 돌연변이가 있었던 한 명에서 임상적으로뿐만
아니라 세포유전학 및 분자학적으로 완전 관해에 이르렀다는
보고가 있다[30]. JMML 환자에서 특정 유전자들의 과메틸화
가 동반되는 경우가 흔하고 이때 예후가 매우 불량한데, 메틸
화를 억제하는 5-azacitidine이 JMML을 치료하는데 도움을 줄

Table 3. Guideline of juvenile myelomonocytic leukemia treatment according to the state of genetic alterations
Gene

PTPN11

K-RAS

N-RAS

Germline mutations Noonan syndrome
Noonan syndrome
Noonan syndrome
“watch and wait”
“watch and wait”
“watch and wait”
(mild chemotherapy) (mild chemotherapy) (mild chemotherapy)
Somatic mutations

HSCT

HSCT

HSCT

NF-1

CBL

Neurofibromatosis
type 1
HSCT

CBL syndrome
“watch and wait”
HSCT if disease
progression occurs
-

HSCT

HSCT,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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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유럽에서는 5-azacitidine의 JMML 환
자의 치료에 대한 임상 2상이 진행 중으로 더 많은 연구결과
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14].
JMML 환자의 대부분에서 RAS 경로에 관여하는 유전자들
의 이상이 관찰된다는 점은 이 유전자들을 표적으로 하는 새
로운 약물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게 해준다. RAS 경로
에 작용하는 약물로 현재까지 임상시험이 시행된 대표적인 약
물로 tipifarnib가 있다. RAS 단백질은 여러 단계의 해독 후
변환을 통해 활성화된다. 이러한 과정의 하나로 RAS 단백질
은 farnesyl transferase에 의해 파르네실화 되어야 하는데 tipifarnib는 farnesyl transferase의 작용을 억제한다. 이 약물은
재발되거나 약제에 반응하지 않은 혈액계 종양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OG가 2001년에 시작한 AAML0122 시
도에서는 JMML 환자에게 조혈모세포이식 전에 tipifarnib를

N-RAS, NF1의 이상이 생식세포 및 체세포에서 관찰되어 진단
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이들 유전자들의 이상을 동반한
경우 각각 유전자마다 예후가 달라 치료를 결정하는데 지침이
된다. 이들 유전자의 이상 이외에 JMML 환자의 염색질이 후
성적 변이에 의해 과메틸화 되어 있기도 하는데 이들은 특히
PTPN11 유전자의 이상과 흔하게 동반되며 예후가 매우 불량
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JMML의 유전자형은 조혈모세포이
식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 반드시 유전자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분자학적 이해에 바탕을 둔 새로
운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JMML은 유
소아기에 발생하는 골수증식형 혈액질환으로 발생 빈도가 매
우 낮아 연구결과를 얻어내는데 어려움이 있다. 아직 연구 성
과는 만족스럽지 못 하지만 새로운 약물이 가까운 미래에 개
발될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투여하였는데 단독으로 사용 시 51%의 환자에서 반응이 있었
지만 재발률을 낮추거나 장기 생존율을 향상시키지는 못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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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S 신호전달에 관여하는 유전자인 PTPN11, CBL, K-RAS,

Clin Pediatr Hematol Oncol

1. Passmore SJ, Chessells JM, Kempski H, Hann IM, Brownbill
PA, Stiller CA. Paediatric myelodysplastic syndromes and juvenile myelomonocytic leukaemia in the UK: a populationbased study of incidence and survival. Br J Haematol
2003;121:758-67.
2. de Vries AC, Zwaan CM, van den Heuvel-Eibrink MM.
Molecular basis of juvenile myelomonocytic leukemia.
Haematologica 2010;95:179-82.
3. Sakashita K, Matsuda K, Koike K. Diagnosis and treatment of
juvenile myelomonocytic leukemia. Pediatr Int 2016;58:681-90.
4. Matsuda K, Sakashita K, Taira C, et al. Quantitative assessment of PTPN11 or RAS mutations at the neonatal period and
during the clinical course in patients with juvenile myelomonocytic leukaemia. Br J Haematol 2010;148:593-9.
5. Locatelli F, Niemeyer CM. How I treat juvenile myelomonocytic leukemia. Blood 2015;125:1083-90.
6. Lipka DB, Witte T, Toth R, et al. RAS-pathway mutation patterns define epigenetic subclasses in juvenile myelomonocytic
leukemia. Nat Commun 2017;8:2126.
7. Stieglitz E, Ward AF, Gerbing RB, et al. Phase II/III trial of
a pre-transplant farnesyl transferase inhibitor in juvenile myelomonocytic leukemia: a report from the Children's Oncology
Group. Pediatr Blood Cancer 2015;62:629-36.
8. Goodwin CB, Yang Z, Yin F, Yu M, Chan RJ. Genetic disruption of the PI3K regulatory subunits, p85, p55, and
p50, normalizes mutant PTPN11-induced hypersensitivity to
GM-CSF. Haematologica 2012;97:1042-7.
9. Akutagawa J, Huang TQ, Epstein I, et al. Targeting the
PI3K/Akt pathway in murine MDS/MPN driven by hyperactive
Ras. Leukemia 2016;30:1335-43.
10. Matozaki T, Murata Y, Saito Y, Okazawa H, Ohnishi H.

29

In-sang Jeon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30

Protein tyrosine phosphatase SHP-2: a proto-oncogene product that promotes Ras activation. Cancer Sci 2009;100:1786-93.
Tajan M, de Rocca Serra A, Valet P, Edouard T, Yart A. SHP2
sails from physiology to pathology. Eur J Med Genet
2015;58:509-25.
Hanafusa H, Torii S, Yasunaga T, Matsumoto K, Nishida E.
Shp2, an SH2-containing protein-tyrosine phosphatase, positively regulates receptor tyrosine kinase signaling by dephosphorylating and inactivating the inhibitor Sprouty. J Biol Chem
2004;279:22992-5.
Tartaglia M, Niemeyer CM, Fragale A, et al. Somatic mutations
in PTPN11 in juvenile myelomonocytic leukemia, myelodysplastic syndromes and acute myeloid leukemia. Nat Genet
2003;34:148-50.
Chang TY, Dvorak CC, Loh ML. Bedside to bench in juvenile
myelomonocytic leukemia: insights into leukemogenesis from
a rare pediatric leukemia. Blood 2014;124:2487-97.
Schmidt MH, Dikic I. The Cbl interactome and its functions.
Nat Rev Mol Cell Biol 2005;6:907-18.
Loh ML, Sakai DS, Flotho C, et al. Mutations in CBL occur
frequently in juvenile myelomonocytic leukemia. Blood
2009;114:1859-63.
Matsuda K, Taira C, Sakashita K, et al. Long-term survival after
nonintensive chemotherapy in some juvenile myelomonocytic
leukemia patients with CBL mutations, and the possible presence of healthy persons with the mutations. Blood 2010;115:
5429-31.
Flotho C, Valcamonica S, Mach-Pascual S, et al. RAS mutations
and clonality analysis in children with juvenile myelomonocytic leukemia (JMML). Leukemia 1999;13:32-7.
Matsuda K, Shimada A, Yoshida N, et al. Spontaneous improvement of hematologic abnormalities in patients having juvenile myelomonocytic leukemia with specific RAS mutations.
Blood 2007;109:5477-80.
Flotho C, Kratz CP, Bergsträsser E, et al. Genotype-phenotype
correlation in cases of juvenile myelomonocytic leukemia with

clonal RAS mutations. Blood 2008;111:966-7.
21. Doisaki S, Muramatsu H, Shimada A, et al. Somatic mosaicism
for oncogenic NRAS mutations in juvenile myelomonocytic
leukemia. Blood 2012;120:1485-8.
22. Side L, Taylor B, Cayouette M, et al. Homozygous inactivation
of the NF1 gene in bone marrow cells from children with neurofibromatosis type 1 and malignant myeloid disorders. N
Engl J Med 1997;336:1713-20.
23. Sakaguchi H, Okuno Y, Muramatsu H, et al. Exome sequencing identifies secondary mutations of SETBP1 and JAK3 in juvenile myelomonocytic leukemia. Nat Genet 2013;45:937-41.
24. Stieglitz E, Troup CB, Gelston LC, et al. Subclonal mutations
in SETBP1 confer a poor prognosis in juvenile myelomonocytic leukemia. Blood 2015;125:516-24.
25. Olk-Batz C, Poetsch AR, Nöllke P, et al. Aberrant DNA methylation characterizes juvenile myelomonocytic leukemia with
poor outcome. Blood 2011;117:4871-80.
26. Poetsch AR, Lipka DB, Witte T, et al. RASA4 undergoes DNA
hypermethylation in resistant juvenile myelomonocytic
leukemia. Epigenetics 2014;9:1252-60.
27. Niemeyer CM, Arico M, Basso G, et al. Chronic myelomonocytic leukemia in childhood: a retrospective analysis of 110
cases. European Working Group on Myelodysplastic
Syndromes in Childhood (EWOG-MDS). Blood 1997;89:
3534-43.
28. Matsuda K, Matsuzaki S, Miki J, et al. Chromosomal change
during 6-mercaptopurine (6-MP) therapy in juvenile myelomonocytic leukemia: the growth of a 6-MP-refractory clone that
already exists at onset. Leukemia 2006;20:485-90.
29. Furlan I, Batz C, Flotho C, et al. Intriguing response to azacitidine in a patient with juvenile myelomonocytic leukemia and
monosomy 7. Blood 2009;113:2867-8.
30. Cseh A, Niemeyer CM, Yoshimi A, et al. Bridging to transplant
with azacitidine in juvenile myelomonocytic leukemia: a retrospective analysis of the EWOG-MDS study group. Blood
2015;125:2311-3.

Vol. 25, No. 1, April 2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