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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I. 제목 : 위장환암에서 총양 억제 기농에 대한 연구

I I.연구의 묵적 빛 중요성

위압， 대장압， 간암동의 소화기계암툴윤우리나E써서 흔히 발생하는

암률아나 수술동의 방법으로 최선의 치료률 한다하더라도 그 성척은 아직

만혹스럽지 못하여 새로운 발암 과청의 규명과 진단 및 치료에서의 획기척

인 툴따구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래에 분자 생물학.세포 생물학의

눈부신 발전에 힘입어. 암은 대부분 후천적인 유천자척 변화에 의하여 정상

척인 세포의 성장과 분화에 대한 조절 기능이 파괴됨으로 발생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1980년대 중반까지는 ras J myc 동으로 대표되는 암유천자

(oncogene) 의 활성화에 의해 압이 발생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으며. 실

제 사람의 암조직률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60삭종의 암유전자가 다양한 분포

률 보이면서 활성화되어 있읍이 알려져 았다.

한연. retinoblastoma 의 발생에 암억제 유전자 (tumor supπessor

gene) 인 retinoblastoma susceptibility gene (Rb) 의 비활성화가 결정적

으로 환여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 1980년대말부터 암 발생의 중요원인으

로 암억제 유전자의 비활성화가 부각되고 있으며 최근까지 Rb, p53, MCC,

wn 풍 10여 종류의 암억제 유전자가 발견되었다. 이들 암억제 유전자들의

비활성화는 사람의 암조직울 대상으로 한 실험들의 결과， 암유전자의 경우

보다 더 빈번히 발압과정에 관여할 뿐만 아니라 비활성화된 암억제 유전자

를 가진 암세포에 정상적인 암억제 유전자를 투입시키는 유전자 치료률 통

해 획기척인 암치료법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아 더욱 집중적인 연구의 대

상이 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종류의 인체압에서 암유천자의 활성화나 암억제 유전자

의 비활성화가 밝혀져 었으나 암의 종류에 따라 유천척 변환의 종류가 다르

며， 륙히 한국인의 위장관암에서의 유전척 변환에 대한 연구가 미미한 실정

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률은 한국인의 위창환압에서 압억제유전자의 변환율

탑잭하고 이률 분석하여 압의 예방， 죠기 진단 및 치료등의 입상에 적용할

기본적 토대률 갖추고자 본 연구륭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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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991년 2월 1일부터 1992년 9월 30일까지 원자력 병원에서 수술융 시

행한 환자로부터 얻은 위암， 대장암， 간암동의 위장판암 조직과 정상 조직

을 채취하였으며 이충 일차적요로 대장압율 대상으로 대표척인 압억제유전

자인 Rb 와 구조 및 기능쩍 변화를 연구하였다. 채취한 각 조직으로부터

뻐A와 RNA 률 분러한 후 Rb 의 genomic뼈 와 CI뼈 를 각각 합당한 m‘。be

로 사용하여 Southern blat analysis , P대-SSCP 및 Northern blat analysis

률 시행하였으며， 이률 결과와 입상 소견올 비교，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전체 23예의 대장암율 대상으로 Rb 의 소실 유무와 그 유천자의 말현

(e때ression) 양상율 관찰한 결과 Southern analysis 와 P대-SSCP 에서 깅

예충 16예에서 Rb 의 소실이 판찰되 었고. Northern analysis 에서 12예충 6

예에서 overexpression 이 관찰되었고. 5예에서는 작은 크기의 transcript

가 판찰되었다. 천체 23예중 19예 (없lllI) 에서 Rb 의 구조척 변이 혹은 발현

의 변환이 관찰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로 보아 한국인의 대장암 발생에는 Rb 의 구조척 혹

은 기능척 변환이 지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되며， 입상 지표와

의 비교， 분석 결과 Rb 의 소실과 대장암충 륙히 직장 부위에서 발생한 압

과의 사이에는 상당한 연관성이 있읍율 관찰할 수 있었다. 향후 이 결과률

을 토대로 대장압에서의 Rb 의 변환 기전올 더욱 상세히 규명하고， 다른 암

억쳐l유천자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힐 것이며， 위압， 간압에서의 연구도

계속함으로써 암억제 유천자의 분석과 이률 이용한 입상에의 활용율 위한

기초적 토양율 다질 수 있으리라 쟁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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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Project Ti tle : Molecular Studies on the Function of Tumor

Suppressor Gene in Gastrointestinal Cancer

II. Objective and I따x>rtance of the Project

C킹lcers of sto빼.ch， colon and 1iver are a group of the most

common cancers in Korea. However, results with current therapeutic

m녕al i ties includir핑 surgery, radiotherapy, and chemotherapy are still

unsatisfactory in spite of continuous developments in this field. 까le

intensive efforts have been 뼈de to understand basic pathogenesis and

to find 농tter therapeutic t∞Is for the treatment of this miserable

disease. Recent advances in cancer research revealed that cancer is a

genetic disorder 빼ich c뻐 deregulate the normal cell growth and

di fferentiation. From the mid of 1980, it has been known that the

activation of oncogene such as ras, myc could induce the malignant

transformation of normal cells. 까lis 맹radigm has be끊n veri fied in

hw떠n cancer samples by the demonstration of genetic al terations of

。ncogene. Al thou횡1 떠rked variations in terms of the incidence were

found , it was usually found in 15-2~ of most hu뼈n cancer.

πle finding that the inactivation of both alleles of Rb gene can

result in the development of retinoblast。뼈 π‘ovoked bursting

interests on the tumor s때Jressor gene in the late of 1980. πereafter

about 10 tumα‘ su야n‘essor genes , Rb. p53, 따‘I ， NF’1 etc. , were

identified as a tumor suppressor gene. 까\e i따i따‘tance 0 f tumor‘

suppressor gene is not only in the role of this gene as a cause of

tumorigenesis but also in the possibility of new therapeutic approach

by the tr하lsfer of wild type tumor su야)f'essor gene to c하lcer cells in

예lich nor빼I function of growth re，맑lation was already i따laired by the

apparent inactivation of tumor s밸πessor gene. SO far , many different

- tv -



kinds of the activation of oncogene 하\d the inactivation of tumor‘

suppressor gene were fOlU\d in hu뼈n cancer and speci fic genetic

al teration was fOlU\d in s야cific hw뻐n cancer in some 혀se. πle

studies for genetic al terations of 뿔strointestinal cancers in Korea

are in infancy state. SO we decided to elucidate the role of tumor

suppressor gene in v앙ious 명strointestinal cancers in Korea.

II I. Seo야 and Contents of the Project

From Feb.1991 to Sep.1992 , the pair‘ of nonnal and tumor tissue

were obtain려 from the patients with stomach c뻐cer ， colorectal

cancer, and hepatocellular c앞cin。뼈， for which the 。야ration was

perfor뾰d at the Korea C하lcer Center Hospital. We initially evaluated

the colorectal cancer samples to define the role of Rh, which is a

representative 따펴el for tumor s때πessor gene. Both rNA and RNA were

extracted from samples and were 하1alyzed using methαis like Sαlthern

하mlysis， PCR-SSCP, and Northern 하'lB.lysis. We also compared the

resul ts of molecular studies wi th cl inical characteristics of the

patients.

IV. Results and Proposal for Application

The WAs from 23 s홈cimellS was examin려 for the loss of Rb and we

found that the loss of Rb was seen in 16 of 23 (7없) colorectal

cancer. Of 12 cases analyzed at 뻐NA level , six cases revealed the

。verexpression of Rb trnscript and five cases showed the smaller size

Rh transcript. Overall , genetic alterations of Rh, including the

structural and/or f띠ctional c벼nge， was seen in 19 of 23 (8앓)

colorectal 때1cer， 깨e com멍I‘ison of molecular studies wi th cl inical

data revealed the strong correlation in the case of rectal c킹leer. our
results suggest that genetic alterations of Rb is crucially involved

in the tumorogenesis of colorectu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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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 1 걷f 까~ 춘촌

위암， 대장압， 깐암동의 소화기계압들운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히 볼수

있는 암틀로서 수술， 방사선치료. 화학요법둥으로 최션의 치료를 하여도 현

재로서는 그 완치율이 % 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새로운 압 과정의 큐명파

진단 및 치료에서의 새로운 툴파구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래에 분자 생툴학， 세포 생물학의 눈부선 발천에 힘입어. 압은 압유

전자， 암억제 유천자동의 주요한 유천자에 생기는 유천자척 변화에 의해 정

상척인 세포 성장의 조절이 파펴됨으로 발생함이 밝혀지고 있다. 1980년대

중반까지는 ras , myc 퉁의 압유전자률이 활성화되어 압이 발생한다는 생각

이 지배척이었으며， 이런 암유전자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의 결과로서 최근

까지 60여종의 암유전자가 알려져 있다. 실계 사람의 암조직율 사용한 실험

에서 암유전자의 활성화는 다양한 양상을 나타내어， 혜장암의 경우 9없 이

상에서 ras 의 활성화가 발견되기도 하나 기타 대부분의 암에서는 한 가지

의 암유전자가 15--20% 정도에서 활성화됨이 보고되고 있다.

Retinoblastoma 의 발생에 염색체 13번에 위치한 Rb 의 소설로 인한

뻐유전자의 비활성화가 결정적으로 관여된다는 사실이 밝혀전 이후 1980년

대말부터 암 발생의 원인으로 암억계 유전자의 비활성화가 부각되고 있으며

최근까지 Rh, p53, wn , NFl , APe, 뼈 둥 10여 종류의 암 억제 유전차가

발견되었다. 간암의 경우 50% 야상에서 야3‘의 변이가 발견되는뭉 이제까지

알려져 왔먼 압유전자의 역할보다 오히려 광범위한 암억제 유천자의 역할이

밝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툴 암억제 유천자는 정상적인 세포의 중식과

분화에도 지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도 알려지고 있다. 또한 암억제 유

전자는 발암 과정에서의 역할 뿐아니라 비활성화된 암억제 유천자를 가진

암세포에 정상 기능을 할 수 있는 wild type 의 압악제 유전자룰 투입함으

로써 현실척으로 가놓한 유전자 치료를 이용한 획기쩍인 암 치료법으로도

개발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된다. 현재까지 cloning 된 암억제 유천자눈

retinoblastoma 에서 발견된 Rh, 대장암과 소세포 폐압에서의 역할이 쳐읍

알려졌댄 야3， neurofibromtosis 에서 발건된 NFl , Wilm ’ s tumor 에서 발견

된 WT1, 대장암에서 밸건된 OCC, ~α， APe, 폐압에서 발견된 門P 둥이 있

다. 이중 Rb 와 야3 는 여러 종류의 인체암에서 소설이나 접변이둥이 발견

되며， 이들의 암억쩨 유전자로서의 기능도 상당히 밝혀져 있다.



대장암은 이같은 압유전자와 압억제 유천자의 관여가 가장 잘 밝혀진

압의 하나로 Vogelstein 동은 대장암 발생과정에서 일어나는 분자 유천자척

변환에 대한 가설율 제창하였다. 측 chromosome 5번. 17번， 18번에 위치한

암억제 유천자의 소실과 chromosome 12번에 위치한 Ki-ras 암유천자의 활성

화에 의하여 정상 대장 점막에서 션충율 거쳐 대장암이 발생한다는 가설인

데， Mee, 때C， 야3， αX 동의 대장암 발생과 연관된 암억제 유천자의 대장

압 발생 과정에서의 소설 빈도는 이미 밝혀져있는 바이다.

한국인의 대장압도 이와 유사한 유전척 배경율 가질 가능성은 매우 높

다 할 것이나 지역， 인종에 따른 차이나 발압과정에 관여하는 식이의 차이

점둥율 고려할때 한국인 륙유의 유전척 배경율 가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다. 이에 본 연구자들은 한국인의 대장암조직에서 가장 대표척인 암억제 유

전자인 Rb의 변환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률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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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2 릇후 훈흔 푼를

제 1 절 연구내용및방법

1. 연구 재료

1991년 2월 l일부터 1992년 9월 30일까지 원자력 병원에서

수숙용 시행한 환자로 부터 얻은 대장압 조적과 정상 조직 23~상과 암 조직

주위에서 채취한 3예의 선종울 대상으로 하였으며 실험천까지 수집된 조직

은 -70°C 에서 보관하였다.

2. 연구 방법

가. genomic INA 및 total RNA 추출

genomic r:삐A 의 추출은 야'len이 extraction method 률 사용하였는데 대

캉율 요약하면，조칙에 액체 질소릅 넣고 갈아서 분말로 만든 다읍 lysis

buffer (10배 Tris 뼈 8.0, 150빼 NaCl , 2빼 댄fA， 0. 5% SIE) 률 넣어 세포

률 용해시킨 다읍 70 마 의 proteinase K를 추가하여 12 시간 정도 소화시

켰다. 야'lenol ， phenol/chloroform 빛 chloroform 으로 추출한 다융 상충액

율 2배 양의 알묘올로 침전시켰다. 침천된 genomic 많A 는 70% 알코올로 l

회 세척한 다읍 척당히 말린후 TE 용액에 넣어 4°C 에서 보환하였다. total

RNA 의 추출은 웰anidini뼈 thiocyanate 법윷 사용하였는데 조직율

homogenizer 로 균질화한 다읍 D용액 (4M 밑anidini뼈 thiocyanate, O.~

sarcosyl , 0.02뻐 sodiωD citrate 버 7.0, O.lM b-mercaptoet뼈no!) 에 녹

인 다음，2M s여ium acetate, water-saturated phenol , chIor‘。fonn 율 추가

하여 섞은 다읍 9뼈 rpm 에서 5 분칸 원심 분리시킨 후 상충액올 따 알표

올로 침천시켜 total RNA 를 얻어 종류수에 녹인후 -700C 에서 보관 사용하

였다.

- 3 -



나. Southern 하mlysis

(1) 각 마A sa빼Ie (I5 맹) 에 척합한 제한 효소률 넣어 ovemi힐lt

incubation 후 1.~ agarose gel 에서 천기 영동시켠후 nylon

membrane 에 이전시켰다.

(2) 많A probe

정상 Rb genomic 뼈 probe (H 3.8) • Rb c빼Iementary INA

probe (0.9 Kb) 에 32p- dcrP 률 이용하여 random primer

technique 으로 labelling 하여 radioactive probe 률 만률었다.

(3) radioactive α‘。be 1. 5 x 107q::뼈 울 hybridization buffer 와

혼합 한후， 뻐A transfer nylon membrane 과 함께 42°C water

bath 에서 overni힐lt incubation 한다.

(4) 1 x sse + 0.1% SDS 용액으로 ∞ld washir필 하고. 0.1 x sse +

0.1" SIS 용액으로 65°C 에서 hot washing 하여 autoradiograph 률

시행한다.

다‘때- SSCP (si명Ie str，때 confor뼈tional polymo때lism)

DNA sample 내의 Rb 유전자 25번 exon 율 PCR 하여 polyacrylamide

gel electr。빼。resis 하여 , 뻐A 수준에서의 Rb 유전자 변화률 확인하여

보았다.

라. Northern analysis

(1) RNA sample (1뼈) 율 for빼ide 와 for뻐ldehide 로

denaturation 시킨 후 1.5" a월rose gel electrophoresis 시행뷔，

nylon 뾰!mbrane 에 이전시쳤다.

(2) Rb cINA (3.3 Kb) 률 32P-dπP률 이용하여 random primer

technIque 으로 labelling 하여 I ‘adioactive pr。야 률 반든다.

(3) radioactive probe 1. 5 x 107 cpm 율 hybridizayion buffer 와

혼합한후， 뻐A transfer nylon 뾰!mbr없e 과 함께 42°C water

bath 에서 over‘ni양lt incubation 한다.

(4) nylon 뾰mbrane 율 washing 한후 autoradiogra뼈 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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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결과및 고찰

1. 연구 결과

가. Southern 없alysis with Rb genomic 뻐A probe (H3.8)

23쌍의 정상 대창 조직과 대장암 조직에서 채취한 00 sample 율

EcoRI 으로 소화시 킨후. radioactive Rb 뼈A 률 사용하여 Southern

없alysis 를 시뺑하였다(Fig. O. 23예의 정상 조직충 2개이상의

hybridization si맑al 율 보여 RFLP (restriction fr웰nent length

polymo빼ism) 없alysis 가 가능하였던 informative case 는 16예 였

으며. 이률 충 청상 조칙에서 나타난 hybridization signal 이 암 조직

에서 소설된 경우가 14예에서 란찰되었다 (Table 1).

나. Southern 뻐alysis with Rb cOO probe (0.9 뼈)

23쌍의 정상 대장 조직과 대장암 조직에서 채취한 뻐A s때pIe 을

Hindm 로 소화시킨후 radioactive Rb dNA 률 사용하여 Southern

analysis 률 시행하였다 (Fig.2).

23예중 정상 조칙에서 나타난 hybridization si횡al 이 암 조칙에서

소설된 경우는 4예 였으며. 14번 환자의 경우 EcoRI 으로 INA 률 소화

시켰을 때는 noninformative 하였으나. Hindm 로 소화시킨후 실험한

결과 압 조직에서 hybridization si맑al 의 소실이 관찰되었다(Table

O.

- 5 -



다. PCR-SSCP 뻐alysis

Rb 유전자의 25번 exon 을 때 (p싸merase chain reaction) 시킨

후.polyacηlamidegel electr,;horesis 후. nylon membrane 에

transfer 한휘 autoradiograph 률 시행하였다 (Fig.3).전체 23예충 3예

에서 정상 조칙에서 나타나던 signal 뼈nd 의 소실이 판찰되었다.22번

환자의 경우 Sωthem analysis 방법으로는 압 조직에서 % 유천자의

소실율 발견할 수 없었으나. SSCP 방법으로는 Rb 유천자 소설율 판찰할

수 있었다 (Table O.

라. Northern 없alysis

정상적인 Rb 유천자는 4.7뼈 크기와 m-RNA transcpipt 률생산하기

때문에 정상 대장 조직에서 채취한 total RNA 률 radioactive Rb

cINA(3 3Kb) 률 사용하여 Northern 뻐alysis 률 시행하면. 4.7뻐 크

기의 위치에 hybridization si맑al 이 나타나게 펀다.

23~상의 조칙중 초직 양이 충분하여 RNA 률 채취할수 있었먼 12쌍울

대상으로 Northern analysis 률 시행하였는데， 정상 조직에서보다

암 조직에서 더 강한 hybridization si맑al 율 보인 경우가 6예 있었

으며， 이는 압 조직에서 Rb 유전자의 표현이 중가된 것

(overexpression) 율 의미한다 (Fig.4a ),

Northern 메alysis 에 사용한 nylon membrane 율 radioactive probe

률 stripe 후 radioactive a -actin 으로 hybridization 시켰을때， 각

lane 의 signal intensity 는 거의 비슷하였으므로. 각 lane 에

loading 된 뻐A 양이 같읍율 확인할수 있었다 (Fig.4b).또한 정상 크

기인 4. 7Kb 보다 더 작은 크기의 위치에 hybridization si맹al (small

transcript) 이 나타난 경우가 5예에서 판찰되었다 (Fig.4a) 7번 환자

의 경우 Southern analysis 와 S앞 방법에서는 압 조직과 청상 조직

사이에 Rb 유천자의 변화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Northern analysis 에

서는 암 조칙에서 정상보다 작은 크기의 Rb 유천자 transcript 가 관

찰되었고， 10번과 11번환자의 경우도 삐A 수춘에서는 암 조칙과 정상

조직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빠A 수준에서는 암조직에서 m-RNA 의 증가

(overexpression) 와 작은 크기의 tr뻐script 가 판찰되었다 (Table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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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지금까지의 실험 결과률 총합하여보면 대장암 조직에서 Rb 유전

자의 소설이 Sαlthem 없alysis 에서 23예충 15예(6~)에서 판찰되었고

SSCP 없alysis 에서만 Rb 유천자의 소실이 관찰된 예는 23예충 l예

(491;), 삐A수준에서는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Northern 뻐alysis

에서만 이상율 보인 예는 12예충 3예 (259li) 로， 전쩨 23예충 19예

(없，，) 에서 대장압 조칙에서 Rb 유천자의 변환이 관찰되었다 (Table

2).

바. Molecular genetic studies of adenomatous polyp

대장암 조직주위에 용종이 있었던 경우가 3예 있었는데. 3개의 용총

조칙 에서 INA 률 분리하여 Sα.1them 뻐alysis 률 시행하였다 (Fig5).

19번 환자는 직경 lern 크거의 sessile adenomatous p미yp 이었으며 Rb

화뻐A (H3.8) probe 률 사용하여 Southeren 삐alysis 결과 Rb 유전자

소설이 판찰되었으며， 18번， 20번 환째l서는 뻐A 수준에서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Table 3).

사. 대장암 환자의 임상 소건과 Rb 유전자 변환의 바교.

Rb 유천자 변환 유무와 대장암 환자의 입상소견을 비교， 분석한

결과 환자의 연령. 성별， 원격천이， 수술 병기， 압의 재밸옳동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4). 대장암의 위치와 Rb 유천자 변환

유푸를 비교한 결과， 대장에서 암이 발생한 14예중 10예에서는 Rb

유천자의 변환이 판찰되었고， 4예에서는 Rb 유천자의 변환이 없었다.

반면 직장압 9예에서는 모두 Rb 유천자의 소설이 란찰되었다 (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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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찰

이상의 실험 결과 한국인의 대장압에서 Rb 유전자의 소설율 23예중 16

예 (7~) 에서 판찰할 수 있었으나， Vogelstein 풍운 대장암 발생과정충 Rb

유천자 소실율 의미있게 발견할 수 없었다. Lothe 동운 노르웨이 환자의 대

장압 조직율 대상으로 chromosome 13번 장암 (I3q) 의 여러가지 probe 릅

사용하여 Sαltheren 없alysis 률 시행한 결과 33예충 10예 (32") 에서 Rb

유천자의 양이 충가하였음을 보고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그러한 변화는 관

찰할 수 없었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척이에 대한 명확한 셜명은 할 수 없겠

으나， 미국인의 대장암과 한국인의 대장암간에 발암 물질이 다르기 때문이

아낼까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뻐 유천자의 표현 증가가 짧 에서 판찰되었는데 Lothe

동도 64" 에서 Rb transcript 의 중가률 보고하였다. Lothe 동은 Rb 유전자

의 양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Rb tIl-RNA 양이 종가되었다고 설명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Rb 유전자의 양의 중가가 판찰되지 않았으므로，Rb 유전자의

regulation level 어나 비정상척인 tr하lscript 의 half life 증가로 언한

overe때Iression 일 가농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또한 정상 크기인 4. 7Kb

보다 작은 크기의 transcript 가 42" 에서 관찰되었는데， 이는 Rb gene 의

소설이 부분척이어서 smll transcript 가 형성되었거나， 남아있는 Rb gene

에 point mutation 이 일어나 nonsense codon 이 형성되어 작은 transcript

률 만률어 냉 가능성이 있율것으로 사료된다.

앞으로 더 많은 대장암과 용종 조직율 대상으로 실험율 계숙하며， 륙

히 RNA leve 뿐 만아니라 protein level 에서의 실험을 시행하면，Rb 유전

자의 대장암에서의 역할을 좀 더 자세히 밝힐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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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 RS Deletion in Colon Cancer

N TNT N T

10.5 Kb

8.5 Kb

5.5 Kb

‘ N : normal. T: tum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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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 RB 않letion in ColorectaI C없1cer

Using C뻐A probe

N T N T N T

10.5 Kb
뿔엉 를평 활다 악짜 뿔청 훨꺼*

훌짧 ‘7.5 Kb 홉.훨

7.0 뻐 藏앓 製‘ 월훌'':
“-"

'--

* N : normal. T : tumor‘

* hybridization signal of 7.5 Kb size was lost in 4th &6th 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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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 1싫s of RB in Colon 닮m얻. usir홈 PCR-~쁨

N T N T N T N T

-•

-’

* N : normal. T: twoor

* Two signal 뼈며s WI밍"e SE월1 in 200,3rd,7th &: 8th lane.

Asignal 뼈I녕 was lost in 3rd.버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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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 Northern Analysis Of RB Expression

in Colorectal Cancer

a

N T N T N T N T
I

4‘7Kb
驚‘ 'f. 짧 홉훌 ~‘i‘

홉없톨률흉?육 ‘‘-

‘

b

a-actin 짧
훌
훌
뤘

짧
繼
麗
훌
홉

훨
훨
홉
훌
훌

藏
홉
홉
醫
끼

鋼
뿔
뿔

앙

• N : normal. T : tumor

lie a: 깐\e intensi ty of hybridization signal was increased than contr‘01

in 4th, 6th & 8th lane. Also, smaller size signal than 4. 7Kb.was seen

in 6th lane.

b: same nylon 뾰~mbrane 께lich was used in Northern 하mlysis using Rb

c]}‘Aπ’0양 was hybridized with a-actin probe after stripiflg

α‘evious radicactive probe. The i ntensi ty of each Iane was n잃r1y

eq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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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 Loss of RB in ad없:01뻐tous polyp and can∞r during the

maligr퍼nt transformation of colon

N18 PI8 TI8 NI8 PI8 TI8

.’

’· ’‘

i앓용 ·힐홉영f
變힐흉

‘

‘
철蠻 廳蠻 짧醫

‘ "

Rb cIl'JA probe Rb 맹~A probe(H3.8)

lie N : normal. P : polyp. T : tumor‘

lie In left column, 2nd signal was lost only in tumor‘, but in ri빼t

col빼1， lst signal was lost in polyp and tumor.

- 13 -



Table 1. RB gene deletion in colorectal cancer

Southern analYSIS PCR-SSCP Northern analysIs

gRB (H38) cRB (0.9KB) over- small
expression transcript

LOH (t) (-) (-) (- ) (-)

2. (t) (-) (-) (++++) (-)

3. (+) (+) (-) (+tt) (+)
4. (+ ) (-) (-) (+t) (-)

5. (t) (-) (-) (- ) (+)
6. (t) (-) (t) (-) (-)

7.non-informative (-) (-) (-) (+)
8.non-informative (-) (-) (-) (-)

9. (t) (-) (t) (- ) (+)
10. (- ) (-) (-) (++) (+)
tt.non-Informative (-) (-) (tt) (-)

t2.non-informative (-) (-) (-) (-)

13. (t) (-) (-)
t4.non-informative (+) (-)

15.non-informative (-) (-)

16. (+ ) (t) (-)

17.non-informatlve (-) (-)

18. (+ ) (+) (-)

19. (+ ) (-) (-)
20. (+ ) (-) (-)

21. (+) (-) (-)

22. (- ) (-) (+)
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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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2 Rb genetic alteration in colorectal c뻐cer

Southern analysis PC쩌-SSCP Northern analysis

Overe빼‘ession Small transcrip링뻐A cl}JA

14/23(61) 4123(17)

Total

3/23(13) 6/12( 50)

19/23(83)

5112(42)

* : Percen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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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3 Rb deletion in colonic polyp

sample No. 18 19 20

gross a야~anceIO.5Cm， sized sessilell C, sized, sessile Is뼈ll ， sessile

pathology

LOH for Rb c삐A

IβH for Rb 화:NA

adenomat。us polyp

( + ) noninfor뼈tive

(- ) noninfol빼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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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NALYSIS OF CLINICAL CHARACTERISTICS

LOH for RB (+) LOH for RB(-)

mean age

M/F

distant meta

51. 6

1 : 1. 3

3/16

53. 8

1 . 3

1/4

stage Bt Bz Cz D
1/16 1/16 9/16 5/16
(6%) (6%) (56%) (31%)

Bz
3/4

(75%)

Cz D
1/4

(25%)

Follow up period 2 - 20 mon ( median FlU period . 14 man)

recurrence 1. liver 5 months later
2. Lt. SCL 11 months later
3. local recur. 12 months later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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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5 Tumor location according to Rb al teration

Rb alteration (+) Rb alteration (-)

ascending colon 3 3
transverse colon 2 0

descending colon 2 0

sigmoid colon 3

rectum 9 0

Total 1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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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3 장 결론 및 건의 사항

한국인의 대장암 발생에 있어 Rb 유전자의 변환융 연구하기위해 23명

의 환자에서 얻은 정상 및 압 초직율 대상으로 Southern

analysis.때-SSCP. Northern 하1Blysis 의 방법으로 실험하여 다융과 감운

결과률 얻었다.

1. 천체 대상 23예중 16예 (70%) 에서 Rb 유전자의 소실이 환찰되었고，

Northern analysis 에서 12예충 6예에서 Rb 표현 (expression) 증가. 5예에

서 정상척인 4.7뼈 transcript 보다 작은 크기의 transcript 가 관찰됨으로

천쩨 대상충 19예 (없，，) 에서 Rb 유천자의 변환이 완찰되었다.

2. 용총의 경우. 3예충 I예에서 Rb 유천자의 소일이 관찰되었으나， 보

다 많은 조칙율 대상으로 한 검사가 필요할것으로 생각된다.

3. 유전척 변환과 압상상의 비교 분석에서， 직장압의 경우 현저한

Rb 유전자의 소설이 관찰되었다.

4. Rb 유천자의 구조척 및 기능척 변환야 한국인의 대장압 발생에 지극

히 중요한 역할율 할 것입을 시사해주는 결과를 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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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지 정 보 양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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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 / 부제 1 위장판압에서 종양 억제 기농에 대한 연구

연구책임자 빛 부서병 김 유철 (소화기 내과 1과 )

연 구 자 빛 부서명 김 유철 외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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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위탁기관 | 과학기술처 계약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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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진단 및 치료에서의 새로운 돌파구가 철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이에 위장관암

에서의 종양발생억제기능의 붕괴과정을 밝히고 이률 바탕으로 입상에 척용하는 연

구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저자률은 위장관암에서의 압억제유천자의 변환율

탐색하여 보았으며 그 결과 대장압에서 Rb 유천자의 변환이 83" 애서 관찰되어

Rb 유천자의 변환이 대장압 발생에 매우 중요한 역할올 할것임울 시사해주눈 결과

률 얻었다.

주제명 키워드 (1 0단어 내외 )1 위장란암， 대장암 압 억제 유천자 뻐 유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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