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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분
1. 제 목

악성종양의 분자유전학적연구 (악성난소종양의 압억쩨

유천자 위치에 환한 연구)

II. 연구목적 및 중요성

종양의 분자유천학적연구는 최근 급격히 발달되고있는 유전공학기술과 동위원

소률 이용한 각종 핵산 (DNA, RNA) 및 단백질 분석법을 이용함으로 국내의 이 분

야의 기술수준율 향상 시킬 수 있을 뿐 만아니라， 아직도 핵결하지 못하고 있는

악성총양의 원인， 진단 또는 치료분야에 획기척인 발전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된

다.

암발생에 관여하는 가전에 대해서는 생화학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

나 유전자 변화가 발암기전에 중요하다는 것이 알려진 것은 최근에 분자유천학척

연구 기법에 의해서이다. 1971 년 Knudson 은 어린이에서 많이 발생하는 망막아

세포종을 년령별로 그 발생빈도를 분석한결과 "Two-hit theor‘y" 를 주장하였다.

륙 세포핵내에 존재하는 2 재의 homologous genes 이 2 번의 somatic mutation

에 의하여 소설되거나 그 기능율 잃게 되면 종양세포로 발전된다는 것이다. 이

때 소설되는 유전자가 종양억제유전자로서 정상척인 상태에서는 세포분열율 척당

하 체야하거나 발암바이러스에 의해 합성되는 발암인자 퉁울 억제함으로서 세포

가 앞세포로 이행하는 것을 채어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런

학셜은 1978 년 망막아세포종에서 염색체이상을 발견한 미국의 Unis , 1983 년

미국의 Dryja 와 카나다의 Cavenee 동의 분자유전학척인 연구에 의해서 윗받침

되었다. 이와 같이 악성종양에서 발견되는 유천자변화는 소아에서 주로 나타나

는 망막아세포종이나 월를써 종양 뿐만 아니라， 성언에서 나타나는 직장압， 펴l

압， 방광암， 유방암， 간암 동 처렵 우리 주위에서 비교척 발생빈도가 빈번한

암에서도 속 속 밸견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종양유천자충에서 세포성 종양유발유전자의 말현여부에대한 기초적

인 연구가 시작되고있는 추세이나， 본 연구텀이 중접적으로 하려는 종양억제유전

자와 궁극척 목표인 유전자치료에 대한 연구는 아직 없는 단계이다. 아미 본 연

구자툴도 난소압， 자궁경압 및 뇌수박종 둥에서 이와 같은 연구를 시행하여 난

소암 발생에 관여하는 종양 억제유전자가 6, 11 , 17 번 염색체， 뇌수막중에서는



22 번 염색체 상에 륙이척인 유천자 변화가 있음올 보고한 바 있으며， 그 륙성

규명에 진력하고 있다. 따라서 금번 연구에서는 더 많은 샘플을 대상으로 상동

염색체 모두를 대상으로 상동유전자 소실이 얼어나는 부위를 밝혀내는 데 그 북

척율 두었다. 아울러 그 동안 종양억제유천자충에서 중요한 역활율 하는 것으로

알려진 p53 유전자의 point mutation 울 좀더 용이하게 검출 해 낼 수 있는 ssep

방법을 수립하는 데 북척율 두었다. 이 방법율 이용하여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되는 암에까지 확대하여 분석 하면 p53 유전자가 암발생과정 및 그

생불학척 륙성에 어떻게 관여하는지 분자유천학적 기전율 밝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울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분자유천학척 륙성이 점차 밝혀지면 진단아

나 치료 분야에 Molecular typing 또는 molecular staging이 가능 해질 수 있으

며. 예후 예측에도 중요한 역활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치료 계획 셜정에도 웅

용 할 수 있게 된다. 뿐 만 아나라 궁극적으로 악성종양치료의 최종 묵표인 유

전자치료법 개발도 가능해질 것이다.

Ill. 연구 개벨의 내용 및 범위

1. 난소종양 륙이척인 종양억제유전자위치 분석율 위한 분자유전학척 연구의

첫 단계로 염색체 l 번 부터 22번 까지를 대상으로 한 상동유천자소설 분석

2. RFLP 분석에 필요한 DNA markers 제죠

3. peR 분석에 필요한 oligonucleotides 제조

4. 신숙한 Point mutation 검색을 위 한 SSCP (Single-Strand Confirmation

Polymorphism)방법 및 Direct sequencing 방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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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난소암 37 예를 대상으로 RFLP 분석결과 상동유전자소실이 관찰되는 loci 는

본 연구자률이 과거 보고한 6q , Up , 17p, 17q 외에도， 4p (42%) , 6p (50% ),

7p (43% ), 8q (31% ), 12p (38%). 12q (33%) , 16p (33%) , 16q (37%) , 17q

(39%) , 19p(34%) 를 더 발견하였다. 앞으로 이 부위틀을 deleltion mapping

율 하여 보면 더 많은 억제유전자들의 위치률 찾아 낼 수 있울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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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 번염색체에서 ESR locus 보다 더 같쪽에 위치하여 있는 것으로 알려진

TCPID (6q25-q27) probe 률 이용하여 이 부위의 allele 소설율 분석한 결과.

이 부뷔가 장액성 난소암 억제유천자의 위치에 더 접근해있는 것으로 판단되

며， 앞으로 유전자자체의 mapping에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난소암의 조직학척 분류와 FAL (fractional allelic loss) 값과의 관계률 분

석해본 결과. 조직학척 분류에 따라 FAL 값도 다른 것율 알 수 있었다. 난소

암의 명균 FAL 값은 0.23 이었고， 장액성 난소암은 0.31 , 첨액생 난소암은

0.12 , clear cell 종양의 경우는 0.2 아었다. 이련 차이는 난소압의 조직학

척 륙성과 종양의 예후냐 생불학적 륙성과 판련~，어 앞으로 더 연구 하면 임

상에서 환자의 분자 유전학척 분류나 치료 방법 선택에 이용될 수 있율 것으

로 기대된다.

4) 1차 년도에는 primer C, D 룰 이용하여 난소암 10 예， 두개내암 (brain tumor)

10 예률 대상으로 peR-SSCP 률 시행하였다. 방법은 성공척으로 수립되었다.

난소암에서는 point mutation을 관찰 할 수 없었으나 악성성상세포종

(malignant astrocytoma) 1예에서 point mutation 율 검색해낼 수 있었다.

이 사실은 ssep 분석으로 point mutation 율 찾아낼 수 있읍율 보여 주는 것

이다. 2년차 연구에서도 이 방법윷 이용하여 계솜 point mutation 율 검색할

예정이다.

5) 실험과정에서 DNA 합성， 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 sequencing,

SSCP(Single-Strand Confirmation Polymorphism) 동의 최신 분자유천학척

기술정착은 앞으로 연구결과를 암상척용하는 데 크게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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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ecular Genetic Analysis of Malignant Tumors: Tumor suppressor genes

of ovarian canc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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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 tumor-speci fie allele loss has been shown to be an important

characteristic of some tumor‘ s. When such loss includes one or more growth

regulatory genes , it may allow the expression of tumorigenicity. Although

ovarian carcinoma is the most frequent cause of death from gynecologic

mal ignancies in the western world , the histogenesis and biologic

character‘ istics of these tumor‘ s are not well understood. Furthermore ,

1i ttle is known about potential molecular genetic al terations that may

contribute to development of such tumors or to disease progression. It is

now well established that molecular genetic aberrations can alter the

expression of genes and may play a role in mal ignant transformation.

Recent studies indicate that loss or inactivation of genes at speci fic

chromosomal 10ei 밍ay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certain chi ldhood

tumors , such as retinoblastoma , Wilms' tumor , and rhabdomyosarcoma. It has

been hypothesized that loss of heterozygosi ty at a speci fic locus may

indicate loss of genetic mater‘ ial that suppresses the tumor phenotype.

Such negative-growth-regulating genes have been called "Tumor- suppressor

genes" or "anti-oncogenes." Because these allelic losses occur not only in

heredi tary but also in nonheredi tary tumors , it has been suggested that

negative growth-regulating genes are commonly lost in adult malignancies.

It has been further suggested that the inactivation of a gene is achieved

more readily than its activation through specific mutations. Consequently ,

the loss of an important negative growth-regulating gene may occur even

more frequently during tumorigenesis than activation of a positive

growth-regulating gene. Even though the identification of consistent

chromosomal aberrations in fresh ovarian tumors has been very 1imi ted ,
-4-



nonrandom structural or numerical aberrations have been reported for

several different chromosomes. We , therefore , analyzed fresh ovarian

cancers for possible tumor-specific allelic losses and reported that the

frequent loss of heterozygosi ty on chromosome 6q , IIp, and 17p at the

previous reports. However. the number of the loci tested did not cover all

chromosomes. Therefore , we tested loss of heterozygosi ty in 37 fresh

。varian carcinomas wi th a set of polymorphic probes representing all 22

autosomes and did deletion-mapping around 6q24-27 to narrow down the

deleted region. In accordance wi th these RFLP analyses , we establ ished a

new technique of PGR-SSGP to screen potential point mutation of p53 gene

in malignant tum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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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o identify loci of potential tumor suppressor genes for ovarian cancer ,

we analyzed ovarian carcinomas with probes covering from chromosome 1 t。

chromosome 22.

2) To narrow down the deleted region on chromosome 6q epithelial ovarian

carcinomas , we used an additional probe , TePID mapped to 6q25-27.

3) To prepare the DNA probes to be sused for RFLP analysis

4) To synthesize the oligonucleotides and establish PCR-RFLP analysis and

SSGP analysis to detect point mu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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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requent allelic losses were oDserved on chromosomes 4p (42%) , 6p (50%) ,

7p (43%) , 8q (31%) , 12p (38%) , 12q (33%) , 16p (33%) , 16q (37%) , 17q(39%) ,

and 19p (34%) in addition to the previously reported 6q , IIp, and 17p in

。varian carcinomas. - 5 -



2. We have used an additional probe. TCP10 to narrow down the deleted

region on chromosome 6q ‘ TCP10 was reported to be mapped to 6q25-27.

Allelic loss was found to be 40% in epithelial ovarian carcinomas. This

finding suggests that chromosome 6q24-27 is one of putative region

haboring the tumor suppressor gene of epithelial ovarian cancer

(particular‘ Iy serous type).

3. To examine the association between FAL (Fractional Allelic Loss) and

histopathological features. the FAL value on each phenotypically

different tumor was calculated as the ratio of the number of allelic

losses versus the number of cases informative in each chromosomal arm.

The average FALs for each phenotypically different tumor were: serous

cystoadenocarcinomas. FAL =0.31: mucinous cystoadenocarcinomas. FAL =
0.12: and clear cell carcinoma. FAL =0.20.

4. we successfully established the direct sequencing method of PCR products

to detect point mutation of genes and ssep (Single-Strand Confirmational

Polymorp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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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e may predict the prognosis of the ovarian carcinomas according to the

FAL values in each phenotypically different tumors ‘

2. We located the putative tumor suppressor genes of epithelial ovarian

carcinomas on chromosome 6q to 6q25 ‘ 27. which can be used as a potential

genetic marker

3. We successfully set up SSCP analysis to detect point mutation of

specific genes associated with certain types of malignant tumors. It is

very useful to screen many clinical samples in clinical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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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립 목 차

1. Autoradiograms from Southern blot analyses , demonstrating LOH from tumor

(T) and normal (N) tissues in patients with ovarian cancer. The probes

used are YNZ32 (045125) , RMU7-4 (017S370) , MCT128.2 (08539) , CMM65

(016S84) , p79-2-23 (DI6S7) , pBHP53 (p53) , YNZ22 (017S30) , CMM86 (DI7S74) ,

and JCZ3.1 (019S20). ----------------------------------------------- 24

2. Autoradiogram from Southern blot analysis , demonstr~ting LOB from tumor

(T) and normal (N) tissues in patients with ovarian cancer. The probes

used is H3-8. Arrows indicate allelic losses from tumor tissues. "a" and

"b" indicate longer and shorter allelic bands respectively. ----‘--‘ 25

3. Autoradiograms from Southern blot analyses , demonstrating LOH from tumor

(T) and normal (N) tissues in patients with ovarian cancer. The probes

used is TCPIO. "$" indicates allelic losses from tumor tissues. In No.9

case , ONA bands was not detected. ---------------------------------‘ 26

4. Autoradiograms from Southern blot analyses , demonstrating LOH from tumor

(T) and normal (N) tissues in patients with ovarian cancer. The probes

used is pOR3 (ESR) and TCPIO. Arrows indicate allelic losses from tumor

tissues. Case 11 shows allelic deletion only at the TepI0 locus , whereas

case 15 shows allelic deletion at the both ESR and TCPI0 loci.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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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종양의 분자유전학적연구
(악성난소종양의 암억제유천자 위치에 관한 연구)

Molecular Genetic analysis of tumor suppressor genes

in Ovarian Cancer

쩨 I 장 로L

악생총양 형생에 종양억제 유천자가 관계된다는 것이 알려진 것은 최근의 일이

다. 이런 가셜은 종래에 우리가 가지고 있댄 종양 유천자에 의한 암 발생기전에

대한 개념율 크게 변화시켰다. 일반척으로 세포안에는 여러 유천자률이 상호 작

용하여 세포의 정상 추기률 척절히 유지시키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륙，

세포 유천자률에는 써포 분혈， 성장율 억제하는 유펀자들과 반대로 혹진시키는

유전자틀이 존재하고 있어서 이 두 그룹의 유전자률의 기능척 균형이 암 발생율

억제시키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억제적으로 작용하는 유전자들은 종

양 억제유천자 그룹이라고 부르는데 만일 이 유전자률이 없어지거나 톨연변이에

의하여 기능을 잃게되면 세포들은 조철상태 (또는 억제상태)에서 놓여나게 되므

로 종양 세포쭉으로 발전하게 원다는 것이 종양억제 유전자 가설의 기본이다.1)

그러나 종양억제 유전자가 본격척으로 실험에 의해서 그 존재가 입중되기 시작

한 계기는 DNA의 RFLP (Restriction Fragments Length Polymorphism) 분석을 롱

해서였다. RFLP는 우리 세포에 있는 염잭체 구성성분인 DNA가 그 염기 배열에

있어서 대략 500개마다 한번씩 개인마다 염가 배열이 다른 것율 이용한 것이다.

축， 염기배열의 차이에 의해 DNA를 철단하는 제한효소가 인식할 수 있는 엽기배

열 순서의 유무가 결정되는 것을 이용한 것이다. 이와같은 원리률 이용하여 척절

한 제한효소와 각 염섹처I장의 위치를 나타내주는 표지 DNA(probe)률 이용하여 종

양환자에서 각각 정상 DNA와 종양 DNA률 뽑아 서먼 블롯(Southern blot)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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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륙정 종양에서 일어나는 대립유천자 소실이 일어나는 위치를 알 수 있다.

이 방법은 비교적 간연하면서도 우리에게 종양억제 유전자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Cavenee Z) 는 이 실험방법으로 가혹성 방막아 세포종 세포에서 13q14.1에서 대

립유전자 소설율 판찰할 수 있었으며 남아있는 대럽유전자는 롤연변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부모한테서 받은 것도 밝혀냈다. 이 사실에 기초하여 결국은 4. 7kb

의 mRNA률 만틀어내는 200kb 크기의 RBI 유전자가 망막아 세포종의 원인아 되는

종양억제 유천자입이 밝혀졌고 이 유천자가 쳐읍으로 분리된 종양억제 유전자가

되었으며 3). 1971년 Knudson 4) 의 7}설부터 염색체 분석. RFLP 분석을 거쳐 RBI

유전자의 분리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올 다른 종양에서 종양억제 유전자를 규명

하는데 좋은 모텔이 되고있다. 이러한 종양억제유전자셜은 소아에서 주로 나타나

는 망막아세포종이나 월름씨 종양 5) 뿐 만 아니라， 성인에서 나타나는 직장

암， 6 〉 폐암， 7) 방광암， 8) 유방암， 9) 간압 10) 풍 처럼 우리 주위에서 비교적 발

생빈도7} 놓은 암에서도 속 속 발견되고 있다.

본 연구자틀은 부인과 총양의 분자유천학척 연구의 일환으로 이미 난소암에서

염색체 6q의 ESR 유천자위치， Ilp 의 H-ras 유전자위치， 17p에서 높은빈도의 대

립유천자소실을 보고한바 있다 1 1. 12) 따라서 금번 연구는 1번 염색체부터 22번

염색체 모두에서 대럽유천자소설율 얼어나는 위치를 검색하고， 륙히 6q의 주위

에서 일어나는 대립유천자소실의 정확한 위치룰 결정하기 위하여 본연구률 시행

하였으며 최근에 종양억체유천자의 하나로서 충요시 되고 있는 p53유천자의 poin

t mutation 율 SSCP (Single-Strand Confirmation Polymorphism)13)률 야용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제 2 장 보
L

로
L

제 l 절 설혐재료 및 방법

연구 내용 및 방법 : 원자력병원에서 1988 년 부터 1991 년 사이에 수술한 난

소암 환자 37예 에서 채취한 종양초직과 발초혈액에서 분러한 임따구에서 각각

고분자 DNA 률 뽑아서 서먼 블룻 (Southern blots)과 PCR (Polymerase Cahin Rea

ction) 을 시행하여 RFLP (Restriction Fragments Length Polymorphism) 시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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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조직 채취부위는 첨부 왼발생 난소압이었다. 조직학적 진단은 파라핀절편

염잭에 의하였고 조직학척 분류와 임상진행기 (Stage) 는 FIGO {International F

ederation of Gynecology and Obstetrics)14> 분류방법에 의하였다.

고분자 DNA 추출 : 종양조칙은 수술장에서 떼어낸 측시 주위 정상조직울 수술용

나이프로 제거한 휘에 종양조직만 섭씨 -70도에 보관하였다. DNA 률 추출할 때는

조직 1 gram 청도률 액화질소가스흘 이용하여 급숙냉동 시킨 다음 곱게 뺑아서

0.1 X saline sodium citrate 19 ml 과 20% sodium dodecil sulfate 와 섞은 후

Proteinase-K 를 가한 후 섭씨 37도 에서 24 시간 배양하였다. 다음날 동량의 PC

1-9 (phenol-chloroform-isoamylalcohol mixture) 과 SEVAG (choloroform-isoam

yl alcohol mixture) 과 섞어서 원심분리시킨 후 에틸알코훌로 침전시켜 증류수

에 녹였다. 농도는 Spectrophotometry 로 혹쩡하였다‘ 15)

Plasmid DNA preparation : Probes률 만률기 위하여 E Col i 균주에 Plasmid

DNA 를 감염 시킨 후 배양하여 다시 plasmid DNA를 분리하여 Southern blot에

사용힐 Probes률 만들었다 15)

Allelic Loss Analysis by Restriction Fragment Length Polymorphysm : 종양

조직과 말초혈액 임파구에서 추출한 고분자 DNA 를 15 ug 율 각 각 척당한 제

한효소를 DNA 1 ug 당 3 uni ts씩 넣고， 각각 지시된 온도에서 배양한 후에 0.8%

-1.2% agarose gel 에서 전기영동을 시행하여 DNA 조각들율 그 크기에 따라 일정

하게 분산시킨다. 천기영동이 끝나면 gel 에 있는 DNA 률 lOX SSC용액율 이용하

여 나일론 막에 옳겨 섭씨 80 도 진공 오븐에서 2 시간동안 구워서 고정시켰다.

다응에 염색체의 특정부위를 나타내 주는 표지 DNA (probe) 를 방사선동위원소

로 표지한 다음에 섭씨 45도 에서 24 시간 회전드럽에서 배양 시킨다음 O. IX SSC

+O.IX SDS 용액으로 섭써 60도 에서 60분간 세척하였다. 나일론막흘 다시 건조

시킨 다읍 intensifying screen 율 이용하여 X-선 필름과 밀착시켜 섭써 -70도

에서 1-14일 노출시킨다. 정상임파구 DNA 에서 부모로 부터 물혀 받은 륙정 locu

s 에서 서로 다른 2 개의 대렵유전자 (allele) 를 보여줄 수 있는 경우에는 (het

erozygous state) , 동일한 환자의 임파구와 종양조직의 대럽유전자 를 비교해보

면 종양조직의 DNA 에서 나타나는 유전자척 변화를 관찰힐 수 있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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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DNA (DNA probes) 와 제한효소 (Restriction enzymes) 사용한 probes

와 제한효소툴은 Table 1 에 나타난 바와 같다 16-19)

Table 1. Loss of heterozygosity in human ovarian cancer

Chromosome
location Probe Locus Enzyme

lp YNZ2a 01557 MspI
q HHHI06 DI867 MspI

2p TBAB5.7a D2847 Mspl
q YNH24a D2844 Taql

3p EF0145 03832 TaqI
P cC13-373 038659 PvuII
p cC13-515a 038685 MspI
p YNZ86.1 03830 MspI
q EF064.2a 03846 MspI

4p YNZ32 a 048125 MspI
q EF0139a MspI

5q MC5.61 05884 TaqI
6p THH157 06829 BamHI
q JCZ30a D6837 TaqI
q TCPI0 TCPl PvuII

7p RMU7-4 078370 Mspl
p THH28 D78371 MspI
q JCZ67a D78396 MspI

8q MCT1 28.2a D8539 TaqI
9q MCT1 1Z 09515 MspI
q EF0126.3a D9817 TaqI

lOp TBQ7a DI0528 TaqI
q EF075.1 a Dl0525 TaqI

IIp pIN8310a IN8 PvuII
p cCl l1 -237a D115454 Taql
q 856( int2) INT2 TaqI

12p THHl 4 D12816 TaqI
q YNH15 012517 Mspl

13q MHZ47 a D13552 TaqI
l4q CMMI01 S Dl 4513 MspI
15q YNZ90.1 015528 BamHI
16p CMM65a 016884 TaqI

q p79-2-23a 01687 TaqI
17p YNZ22a 017530 TaqI

p pBHP53 P53 BamHI
q HHH202 017833 RsaI
q . CMM86a 017874 TaqI
q THH59 a 01784 PvulI
q RMU-3a 017824 PvuIl

18p B74 01883 MspI
q MCT1 0B.2 018824 TaqI

19p JCZ3.1 a 019520 TaqI
p YNZ21 a MspI
q EFD4.2a 019822 TaqI

20 CMM6a 020819 TaqI
21 MCT1 5a 0218113 Mspl
22 EW7.20a MspI

a Variable number of tandem repeat ma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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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SSCP (Polymerase Chain Rreaction-Single-Strand Confirmation

Polymorphism) Analysis: p53 유전자에서 얼어나는 point mutation율 분석하기위

‘ 하여 SSCP 방법을 수립 하였다. 방법은 p53 유전자의 각 exon 부분을 포함하도

록 primer 흘 만들어 1 u1 of [a-32p)dCTP (3000 Cilmmol , 10mCi 1m!) 와 같이

PCR을 시행하였다. PCR율 30 cycles 시행한 후에 1 u1 of PCR product 을

100 ul of 0.1% SOS and 10 mM EDTA 와 꺾었다. 그 후 2 ul 률 취하여 2 ul 의

sequencing stop solution 와 섞어서 80 ’ C 로 가열한 후에 1 u1 씩 각 lane에

넣은 후 6% po1yacryamide gel (20x40x 0.03 em, 0.5 em per lane)율 이용하여

천기영동을 시행하였다 13)

peR 조건은 다음과 같았다.

Genomic DNA : 1 ug
Primers : 25 pmole each
Taq polymerase: 2 units
Cycle: 30 cycles
Denaturation ; 93 ’ C (I min)
Annealing : 55 ’ C (l min)
Extension : 72 ’ C (1 min)

사용한 p53 유전자의 primers 는 다음과 같았다 20)

Exon 5 A) 5 ’ -GGATCC TAC TCC eCT Gce CTC AAC AA-3 ’ 0.17 ug/u1
B) 5'-GAATTC AAC CAG cce TGT CGT CTC TC-3 ’ 0.2 ug/ul

Exon 7, 8 C) 5 ’ -GGATCC GTT GGC TCT GAC TGT ACC AC-3 ’ 0.17 ug/ul
D) 5 ’ -GAATTC ACG TGG TGA GGC TCC CCT 1T-3' 0.2 ug/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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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철 연구 결과 빛 고 첼

1. 연구 결과

(RFLP 분석결과}

Table 2 는 난소암에서 일어나는 대립유전자 소실울 보여주고 있다 . .}번 부터

22번 까지의 상통염색책 상에 있는 각 loci 에서의 반도률 종합한 것이다. 염색

체 Sp , 8p, 9p 률 제외하고는 각 상동염색체의 long arm 과 short arm 융 다 검

잭하였다. 몇개의 염색체에서는 2개 이상의 loci 에서 대립유천자 소설율 분석하

였다. Fig.! 은 몇 몇의 loci 에서 대표적인 Southern blots 을 보여 주고 있

다. 30% 이상의 대럽유전자 소실율 보여 주는 곳은 4p (42%) , 6p (50%) , 7p

(43%) , 8q (31%) , 12p (38%) , 12q (33%) , 16p (33%) , 16q (37%) , 17p (46%) , 17q

( 39% ) , 19p (34% ) 이 었다. 3p 에서는 대립유전자 소실은 heterozygous cases 충

18% 에서만 관찰되었다.

17번 염색체에 대해서는 p53 율 포함하여 6 개의 RFLP probes 률 사용 하였다.

short arm 의 D1 7S30 (pYNZ22 ) 의 경우는 48%, long arm 의 D17S34 (CMM86) 의

경우는 39% 으로서 본 연구자의 첫 보고와 같이 높은 반도률 보여 주었다. 17p

부위에서 대립유전자 소실은 p53 유전자의 변화와 일접한 관계룰 까지고 있는 것

으로 여타 악성종양에서 시사 되고 있지만 금번 실험에서 2 예의 경우 17p13 의

Dl 7S30 에서는 대립유전자 소실이 관찰되었지만 p53 probe 의 경우에는 대립유전

자 소설이 없였다. 이 것은 p53 유천자 위치보다 상부에 또 다른 압억제유전자가

있율 가능성올 보여 주고 있다. 이 와 칼은 결과는 유방암에서도 보고되었고， 본

연구자의 자궁경암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 17q 에서는 대럽유전자

소실은 17q21 의 017S74 에서 주로 환찰 되었다. 푹 염색체 17번에서는 long arm

과 short arm 에서 각 각 하나씩 두 loci 에서 대립유천자 소설이 일어나는 것율

알 수 있다. 그러고 염색체 2p, Sq , 21 에서는 heterozygous cases 가 10 예 이

상이었지만 대럽유전자 소설은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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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Loss of heterozygosity in human ovarian cancer

Chromosome location No. of patients tested Allelic lossl
informative case(%)

p
q
p
q
p
q
p
q
q
p
q
p
q
q
p
q

ψ

q
p
q
p
q
q
q
q

·
φ
‘q
p
q
p
q
p
q

l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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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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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1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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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l

q
ι

”
ι
n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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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ω”ω%W

껍
M잉
η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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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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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m
맘
%
야
Mm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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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

끼
“
”J

%
ω끼μ
%
ω”
갱윈
%
ω
mU

%
ω%
ω
%W

%
써껍
%
ω

1114(7)
4/14(29)
0/11(0)
4/29(14)
6/33 (1 8)
1118(6)

10124( 42)
1116(6)
0/15(0)
6/12(50)
5/29( 17)
311( 43)
4/19(21)
5/16(31)
0/4(0)
2120 (1 0 )
3/27(11)
5124(21)
7/29(24)
1/19(5)
3/8(38)
5/15(33)
6/27(22)
5/28 (1 8)
1I9( 11 )
7/21(33)

11/3(37)
13/28(46)
12/31(39)
016(0)
0/8(0)

11/32(34)
4/16(25)
4/32 (1 3 )
0/12(0)
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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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requency of loss of heterozygosity in serous and nonserous phenotypes

Allelic loss/informative cases

Chromosome

6q

13q

19q

Serous typesb

5/12 (42%)

5/9 (56%)

4/6 (67%)

Nonserous typesC

0/17

1/18

0110

pa

0.0224

0.0371

0.0433

aCalculated by Fisher ’ s exact test.
bSerous types include serous cystadenocarcinomas and serous papillay
cystadenocarcinomas.

CNonserous types include mucinous cystadenocarcinomas , clear cell
carcinomas , and others.

6q , 13q, 19q 의 경우 천체 난소암의 경우 대립유전자 소설은 비교적 높지않았지

만， 장액성 (serous) 종양의 경우로 국한 시켜보면 그 반도는 매우 높음옳 알 수

있었다 (Table 3). 다론 악성종양에서 대럽유전자 소실이 흔히 판촬되는 Rb 유천

자가 있는 13 번 염색체의 경우 Dl 3S52 (MHZ47) 에서 56% 의 높은 대립유천자 소

설이 관찰되었다. 그러고 13q 대립유전자 소설이 13q14.2 에 위치한것으로 알려

진 RbI locus 에서 대립유잔자 소설과 관계가 있는 지률 알아보기위해， RbI 유

천자의 일부인 H3-8 probe 를 이용하여 대립유전자 소설을 분석하였다 (Fig.2).

15 예의 heterozygous cases 에서 5 예 (33.3%)에서 대립유전자 소설올 관찰할

수 있었다. 이 것도 장액성세포형에반 국한 시켜보면 7 예의 heterozygous cases

중 3예 (42.8%) 에서 대립유전자 소실이 관찰되었다.

6q 와 I3q 외에도 장액성종양에서는 I9q 에서도 67%의 높은 대립유천자 소설율

나타내었다. 6q 에서는 D6S37 (JCZ.30) 에서 42% 의 높은 대립유천자 소실을 보

여 주었다. 이 와같은 실험 결과는 염색혜 6q 부위에 난소암의 억제유전자가

있율 가능성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셜은 종래에 보고된 난소암의

염색체 변화에 대한 보고틀 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축 창액성 상피성 난소암에서

6q 외 부분척 또는 전체적 소설이 보고되어 왔다. 뿐 만 아니라 본 연구자틀은

과거 연구 보고에셔 상피성세포형의 난소암에서 6q24-q27 에 있는 ESR (estro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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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ptor) locus21 ) 에서 높은 대럽유전자 소설을 보고하였다 12 ) 따라서 6q

부위를 더 미세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ESR locus 보다 더 같쭉에

위치하여 있는 것으로 알려진 TCPIO (6q25-q27) probe 19 ) 률 이용하여 이 부위의

대럽유전자 소실율 분석하였다 (Table 4.. Fig.3) ‘ 20 예의 상피성 세포형 (l예

의 혼합세포형 포함) 충에서 10 예의 heterozygous cases 가 환찰 되었고 그 충

에서 4 예 (40%) 에서 대립유전자 소실이 관찰 되었다. 그 중 2 예는 ESR locus

에서도 대립유전자 소설이 관찰 되었다 (Fig.4) 이 상과같은 결과는 ESR 과

TCPIO loci 주위가 난소암 발생에 완계있는 억제 유천자가 있는 부위일 가농성이

있다. 앞으로 더 많은 probes 률 가지고 이 부위률 deletion mapping 올 해보면

난소암 억제유전자의 위치에 더 접근할 수 있율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4. Loss of Heterozygosity on 6q25-q27 (TCPIO)

No. of pt. Heterozygosity LOH

Epitheial Type

Non-epithelial
Types

Total

20

5

25

10

3

15

4/10

1/3

5/10

그리고 상피성 난소암외에도 TCPI0 probe 는 Dysgerminoma 1 예 에서도 대립유

전자 소실 률 보여 주었다 (Fig.4 의 Case 11 >.

Table 5. Fractional Allelic Loss of Phenotypically

different tumors

Histological

Types

Serous Types

Mucinous Types

Clear cell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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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에서는 난소암의 조직학척 분류와 FAL (fractional allelic loss)21) 값

과의 관계를 보여주효 있다. FAL 값은 검색한 각 loci 에서 완찰된

heterozygosity 경우에 대하여 대럽유천자 소설이 일어난 반도를 계산한 것이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직학적 분류에 따라 FAL 값도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난소암의 명균 FAL 값은 0.23 이었고， 장액성난소암은 0.31. 점액성 난소암은

0.12. clear cell 총양의 경우는 0.2 이었다. 이련 하이는 난소암의 조직학척 륙

성과 종양의 예후나 생툴학척 륙성과 관련지어 앞으로 더 연구 하면 임상에서 유

용하케 이용휠 수 있율 것으로 판단된다.

(PCR-SSCP 분석 결과)

1차 년도에는 primer C.D 를 이용하여 난소암 10 예. 두개내암 (brain tumor)

10 예률 대상으로 peR-ssep 률 시행하였다. 방법은 성공적으로 수립되었다. 난소

암에서는 point mutation을 관찰 할 수 없었으나 악성성상세포종 (mal ignant

astrocytoma) 1 예에서 point mutation 율 검색해낼 수 있었다. 이 사실은 SSCP

분석으로 point mutation 율 창아낼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2년차 연구에

서도 이 방법율 이용하여 계속 point mutation 율 검색할 예정이다.

2. 고 찰

최초로 종양억혜 유천자의 가능성율 체시한 사람은 1971 년 Knudson 4 ) 으로서 그

는 1971 년 소아망막아 세포종 환자들율 통계 분석을 해 본 결과 중요한 사실율

발견하게 되었다. 축， 망막아 세포종은 크게 가촉성 유천형과 후천성으로 나누

어 불 때 전자의 경우는 이른 나이에 양축성으로 다발설으로 종양형성이 나타나

는 반면에 후천성의 경우에는 천자에 비하여 늦은 나이에 발생하여 단측성으로

발생하여 망딱에서도 한 부위에서만 종양 형성이 관찰펀다는 사실이다. 이런 사

실에 근거하여 그는 망막아 세포종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세포에 있는 원인 유전

자에 2변의 돌연변이가 얼어나서 부모로부터 받는 2개의 대립유천자 모두가 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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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선천성의 경우에는 원인 유천자가

이같이 한번의 배선롤연변이 (Germline mutation)에 의하여 푸개의 대럽 유전자

퉁의 하나는 이내 손상율 받은 상태로 태어나 망막율 구생하고·있는 모든 망막아

또는 기능을 잃어야만 된다고 주장했다.

세포들은 한번의 추가척인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암써포로 쉽게 변화할 수 있다고

그에 반하여 후천성의 경우는 태어나서 같은 세포에서 두번의 체세포생

따라서 압

하였다.

롤연변야률 일으려야만 하므로 그 가능성은 매우 척옵울 알 수 있다.

발생도 매우 드불고 생겨도 단축성으로 생가는 것융 알 수 있다.

1973년 Comings23 }는 종양 형성에 관계잊는 유전자률율 종양억쩨 유천자와 총

양 유전자로 나누었다. 측， 그는 종양억쩨 유천자는 륙정세포의 분화주기에 총양

억제 유전자틀의 비정상척인 기능을 억제하거나 또는 조척하는 기능율 가져고 있

뿐만아니라 그는 종양 유천자도 세포가 종약억제 유천자의 롤

연변이는 우성으로서， 억제세포률 놓여 나가게 하는 기농율 가지고 있다고 충장

따라서 망막아 세포종의 형성，에는 총양억제 유전자의 대럽 유전자 2개

가 모두 소설되어야만 한다는 주장을 하여 Knudson4 ) 의 가셜울 윗받침 하였다.

다고 시사하였다.

하였다.

종양억제 유전자의 존재 가농생옳 실험에서도

축. 1966년 HarrisZ4 ) 는 악성종양 세포와 정상세포툴율 서로 접합시킬 경우에 악

표현형이 억제되는 것율 관찰함으로서 정상세포의 염색쩨에 종

나충에 이 설험결과를 사람의

있었다.단서률이역사적으로

성종양 세포들의

양을 억제하는 유천자률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종양 세포와 정상 세포의 접합 실험에서도 입중되었다. 뿐만아니라 접합세포가

다시 정상세포로부터 받은 염색체를 잃게되면 악생종양의 표현형율 다시 획툴하

는 것도 알게되었으며 실험한 악성종양 세포의 종류에 따라 억제유천자들율 가진

것으로 추흘되는 염색체 종류도 다르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이것은 종양억

본 연구자률은 일쩌

축

헤 유전자툴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울 말해주는 것이다.

기 RFLP 분석울 시행 하여 난소암에서 대립유천자소실이 염색체 6번.11 번. 17번

에서 빈번하게 얼어나는 것을 학계최초로 보고하고， 난소종양에 판계되는 종양억

그러나 종양억처I유전자률이 이 위치들에 존재할 것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12)

Table 1 에서 보여 주

l번 부터 22번 까지의 상동염색체

제유천자틀의 위치는 다른 염색체에도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모든 업색체률 대

상으로 대립유전자 소설을 분석해보는 것이 펄요하였다.

듯이 난소암에서 일어나는 대립유전자 소설을

4p곳주는보여A실울대럽유천자30% 이상의있다.보여주고위치에서

16q16p (33% ),12q (33% ),12p (38% ),7p (43% ),

다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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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우리가 먼저 보고한 엽색체 6번， II 번， 17번 외에도 이 상과 같은 위치에

도 잠재척인 종양억제유천자률이 위치해 있율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앞으로 각 각 의 위치에서 추가척인 DNA RFLP markers률 가지고 deletion

mapping 을 시행하여 보변 좀더 정확한 위치률 알 수 있율 것이다. 17번 염색체

에 대해서눈 p53 을 포함하여 6 개의 RFLP probes 를 사용 하였다. 17p 부위에

서 대립유천자 소설은 p53 유천자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률 까지고 있는 것으로

여타 악성종양에서 시사 되고 있지만 금번 설험에서 2 예의 경우 17p13 의

D17830 에서는 대럽유천자 소실이 관찰되었지만 p53 probe 의 경우에는 대립유천

자 소설이 없었다. 이 것은 p53 유천자 위치보다 상부에 또 다른 암억제유천자가

있율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와 같은 결과는 유방암에서도 보고되었고， 본

연구자의 자궁경암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뿐만 아니라 염색체 17

에서도 17q 단톡으로 또는 17p 와 동시혜 대립유전자 소설율 보여주었다. 이 와

같은 결과는 우리의 최근 보고 논문 에서와 같이 염색체 17번 전체의 소설 때문

이거나 또는 long arm 과 short arm 에서 각 각 하나씩 두 loci 에서 대럽유전

자 소실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6q , 13q, 19q 의 경우 전체 난소압의 경

우 대립유전자 소실은 비교적 놀지않았지만， 장액성 (serous) 종양의 경우로 국

한 시켜보변 그 빈도는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환찰을 우

리는 앞으로 장액성 나소 암의 분자유전학척 marker로 이용할 수있다는 것을 보

여 주고 있다. 다른 악성종양에서 대립유천자 소설이 흔히 관찰되는 Rb 유천자가

있는 13 번 염색체의 경우 013852 (MHZ47) 에서 56% 의 높은 대립유전자 소실이

관찰되었고， RbI 유천자의 일부언 H3-8 probe 풀 이용하여 대립유전자 소설을 분

석한 결과 (Fig. 2 ), 15 예의 heterozygous cases 에서 5 예 {33.3%)에서 대럽

유전자 소실을 관찰할 수 있었다. 아 것도 장액성세포형에만 국한 시켜보연

42.8% 의 높은 대립유전자 소실율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른 악성

종양에서처럽 RbI 유전자가 난소암에서도 종양억제유전자로서 역활율 할 수 있는

가농성을 보여 주는 것으로 앞으로 더 연구 하여야 할 과제로 생각된다. 6q 와

13q 외에도 장액성종양에서는 19q 에서도 67%의 높은 대랍유천자 소실율 나타내

었다. 따라서 6q , 13q , 19q 에는 장액성 종양 에 판계되는 종양억제유전자가 있음

을 나타내주고 있다. 본 연구자틀은 최근 논문 보고에서 상피성세포형의 난소암

에서 6q24-q27 에 있는 E8R (estrogen receptor ) locus 에서 높은 대립유전자

소실을 보여준바 있다. 따라서 6q 부위률 더 미세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

구에서는 E8R locus 보다 더 끝쭉에 위치하여 있는 것으로 알려진 TCPI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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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q25-q27) probe 률 이용하여 이 부위의 대립유전자 소설율 분석한 결과 40% 에

대립유전자 소설을 보여준

나타났다소설이예 에서는 ESR locus 에서도 대칩유전자

이 상과같은 결과는 ESR 과 TCPIO loci 주위 (6q25-27)

서 대럽유전자 소설이 관찰 되었다 (Table 3.. Fig. 3).

2예중에서4

가 난소암 발생

에 관계있는 종앙억제유전차가 있는 위치일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힐 수 있다.

그리고 상피성

(Fig.4).

대립난소암외에도 TCPIO probe 는 Dysgerminoma 1 예 에서도

난소Dysgerminoma 는 상피성유전자 소실 를 보여 주었다 (Fig.4 의 Case' 11).

병리학척

입상척으로

종양에서 20q (D20S19) 와 6q25-q27 의 TCPI0 locus 에서 대컵유전자 소설 를 관

이그런데

종양으로서 악성난소종양의 하나이지만

가지고 있다.알려지고것으로01 초=
끼야'c

미분화 배세포성

륙징율다른

암과는 다른

으로나

보면분석하여모아 더

이해할

앞으로 중혜률 많이찰한 것은 매우 흥미 있는 결과이다.

발생기전이나 갖으로。1 ..Q..
/싸 E

.A
T

톨르 .,1 。

=;-:δ 듣r분자유전학적「Dysgerminoma 의

TePID locus 주위에 존재하는 유펀자 변화가 dysgerminoma 의염색체기대되며，

분명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4에서는 난소암의 조직학척 분류와 FAL (fractional allelic loss) 값과

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FAL 값은 검색한 각 loci 에서 관찰된 heterozygosity

경우에 대하여 대립유천자 소실이 일어난 빈도률 계산한 것이다. 위에서

와 같이 조직학척 분류에 따라 FAL 값도 다른

발암기전에 어떤 역활을 하는 지 더

바보

난소암의 명균있다.알수
~ 。

'A 를를

clear cell장액성난소압은 D.31 , 접액성 난소암은 0.12 ,

이런 차이는 난소암의 조직학적

FAL 값은 0.23 이 었고，

특성과 종양의 예후

이용될 수유용하게임상에서룩성과 관련지어 앞으로 더 연구 하면

있울 것으로 판단된다 22)

종양의 경우는 0.2 이었다.

나 생물학척

륙정유전자의

따라서 앞으

수립한 SSCP 방법은 다량의 샘플율 이용하여

point mutation울 신숙하게 분석해낼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고 I차년도에

mutation율

가능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point륙정유전자의악성종양에서 나타나는

genetic marker 로 임상에서 이용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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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결 론 및 건의 사 함

1) 난소암에서 대립유전자 소설이 환찰되는 loci 는 본 연구자틀이 과거 보고한

6q , IIp , 17p, 17q 외에도， 4p (42%) , 6p (50%) , 7p (43%) , 8q (31%) , 12p

(38% ) , 12q (33%) , 16p (33%) , 16q (37%) , 39%). 19p (34%)률 더 발견하였다.

앞으로 이 부위률율 deleltion mapping 율 하여 보면 더 많은 억제유천자틀

의 위치를 찾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6 번염색혜에서 ESR locus 보다 더 끝쭉에 위치하여 있는 것으로 알려전

TCPIO (6q25-q27) probe 률 이용하여 이 부위의 대립유전자 소설울 분석한

결과， 이 부위가 장액성 난소암 억제유전자의 휘치에 뎌 첩근해있논 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유전자자체의 mapping에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훤다.

3) 난소암의 조직학척 분류와 FAL (fractional allelic loss) 값과의 판계를

분석해 본 결과， 초직학척 분류에 따라 FAL 값도 다른 것율 알 수 있었다.

난소암의 명균 FAL 값은 0.23 이었고， 장액성난소암은 0.31 , 점액생 난소

암은 0.12 , clear cell 종양의 경우는 0.2 이었다. 이련 하이는 난소암의

조직학적 륙성과 종양의 예후나 생물학적 륙성과 판련지어 앞으로 더 연구

하면 임상에서 환자의 분자유전학척 분류나 치료 방법 선택에 이용될 수 있울

것으로 기대된다.

4) 설험과정에서 완천 정착된 DNA 합성， PCR (Polymerase Chain Rreaction) ,

Sequencing, ssep (Single-Strand Confirmation Polymorphism) 동의 최신

분자유전학적 기술 습릅은 앞으로 연구 확산율 가숙화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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