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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o￥-,

I. 제북: 두경부 악생충양의 분자유전학척 연구

( Molecular genetic study of head and neck cancer )

I I. 연구의 몹적및 중요성:

본 연구는 두경부암의 발생기전에 관여하는 륙이 종양억제유전자의 위치률 확인 하

려는 데 있으며 일차 목표는 17번 상동 염색체상에서 대립유천자 소설되는 것율 분석하

는것이다.

II I. 연구 내용및 범위

두경부 악성종양 15례에서 염색체 17번 염색체의 유전자 변이률 Southern blot법율 이용

하여 분석하고자 함.

IV , 연구 결과및 활용에 대한 건의

연구 결과 : 두경부암 15례충 7혜에서 대럽유전자를 확언할 수 있었다. p144D6와

pYYNZ22 률 probe로 이용한 경우 이 중 5례에서 대럽유전자 소설을 관찰혈 수 있었다.

이로써 두경부 악성종양에서도 17번 염색체 부위에서 대립유전자 소실을 보이며 대럽유

전자소실의 목표유전자가 p 53 유전자인지의 확인이 앞으로 필요하다.

활용 계획 : 대립유전자 소설율 보인 5헤률 대상으로 p53 유잔자부위에 대한 분자유

전학척 분석율 함으로써 발암기전율 규명하는 기초자료로 삼고자 한다. 이는 장하 분자

수준에서의 암치료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가농할 것임.



Summary

I. TITLE

Molecular Genetic Study of Head and Neck C하lcer

II. OBJECI’IVES AND SIGNIFICANCE OF THE STUDY

To identify the tωnor suppressor genes in head and neck carciomas

and locate the loci of the genetic changes on the chromosome 17p,

I I I. SCOPE AND CONTENfS OF THE STIIDY

To identi fy the loci of the genetic change on chromosome 17p by restriction

fragment length polymorphism ( RFLP) analysis.

IV. Results and Proposal for Applications

Results : Out of 7 informative cases which showed heterozygosity on

chromosome 17p, 5 cases showed loss of heterozygosity ( p144D6 and pYNZ22

/TaqI , Pstl) ,

πlis result implies the high probability of the presence of tumor suppressor gene

locus on chromosome 17p in head and neck malignancy.

Applications: It is possible to apply these molecular genetic data for the

better diagnostic and therapeutic plans , and for the further study of the tumor

suppressor genes relevant to head and neck cancer ,

This result can be the basic data for the oncogenesis of head and neck maligna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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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유전자의 변이에 의하여 암이 생긴다는 가셜은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유전자 연이

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는 바 종양유전자가 발현되거나1) 종양억제 유전자가 소설되거나

그 기능이 없어지는 현상이다 2)

이종 종양억제 유전자셜은 그 간접척 증거로서 암세포와 정상세포률 결합시키는 실

험에서 정상세포의 유전물질에 의하여 암의 성장이 멈추는 것으로 그 존재률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으며3) ’ 유전되는 암의 하나인 망막세포아종에서 그 존재가 쳐읍으로 입중 되

었다.4) RB gene으로 명명된 이 유전자는 이 병이 유전되는 양상과는 달러 세포내에서는

열성 (recessive) 으로 작용하여 이 유전자가 기능 율 잃율때 압이 발생하였다. 이 유천

자는 가계조사률 롱하여 Knudson이 예견한 “ Two-hit" 셜율 윗받침하였다.그대로만혹

시켰다 5) 그후 륙정암에 륙이한 종양억헤 유전자는 망막아세포 종양이나 Wilms ’ tl파。r와

같은 유천성 암에서 뿐반 아니라 , 직장암， 폐암， 방광압， 간암동과 같은 성인암에서도

숙숙 밝혀지고 있다 6)-9) 그리고 이러한 생인암에서는 단얼 유전자변화보다는 여러개의

종양유전자및 종양억제 유천자가 판여하고 있음이 알려져 있다 1이 그러나 대부분이 연명

상피암인 두경부 암에 륙이한 종양억제 유천자에 대한 연구는 별로 없는 상태이다. 이에

대한 연구의 첫과제로 저자는 여러가지 성언생 암의 발병에 중요한 역할율 하는 것으로

알려진 17번 염새체 short ann의 유천자 변이를 검색하여 보는 것이 충요하다고 판단되

어 Southern blots율 이용한 RFLP 분석을 시행하여 대럽유천자가 소설되는 양상윷 분석

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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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연구내용및방법

1. 연구 내용및 방법 : 원자력병원 이비인후과에서 1992년 수술한 두경부암환자 15

례의 ( 표 1 ) 종양조직과 정상조직 ( 근육 또는 발초혈액에서 분리한 임따구 ) 에서 각

각 고분자 DNA률 뽑아서 제한효소로 자른후 Southern blot한 후 17번 염색혜 short arm

부위의 소식자툴율 이용하여 hybridization 시켰다.

2. 고분자 DNA의 추출: 종양조직은수술장에서 떼어낸 후 l시간 이내에 섭써-70도에

보환한 후 1 g가량의 조직율 액화 질소가스로 냉동시킨 상태에서 곱게 빵아 1업SCE

19m1와 20% 50s lm1를 섞은 용액에 넣고 Proteinase K를 가한 후 섭씨 37도에서 8시간이

상 꽤양하였다. 다음날 phenol/chloroform용액율 이용하여 DNA률 추출한 후 에틸알묘홀

로 침전시켜 얻은 rnA침전문율 얻고 이률 소량의 증류수로 녹였다. DNA 농도는

sphectrometer 로 혹정하였다.

3.Probe의 쩨조: plasmid pBR322 에 툴어있는 probe pYNZ22ll) ,빼Cf35. I , pI44D612)률

가진 박테리아률 진탕배양기에서 세균배양후 plasmid DNA를추출하여 EcoRI으로 잘라 션

형 plasmidDNA로 만든 후 있P로 표지하여 probe로 사용하였다.

4.RF맨법율 이용한 대립유천자 소질의 관찰: 정상조직과 종양조직에서 추출한 고

분자 rnA 15ug어~ 45 Unit의 Pst!과 TaqI율 넣은후 각각 섭씨 37도와 65도에서 12시칸 반

웅시킨 후 0.8 % agarose gel에서 26불트， 12-16 시간 천기영동하였다. 천기영동올 륜낸

gel의 DNA를 lOXSSC 용액 존채하에 24시칸에 걸쳐 nylon막에 옮긴 후 ( Southern

blotting )11) 섭씨 80도의 진공상태의 오븐에서 2 시간 구워 고정시켰다. 이 나일론 막

율 미리 만들어 둔 32p로 표지된 probe와 교합반웅시킨 후 세척하고 섭씨-70도에서 2일

간 감팡시켰다. 사용된 probe와 염색체상의 위치는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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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사용된 DNA probe와 유천자화 위치

( Table 1 메A probes and 1DC i )

Probe

pYNZ 22

때κr 35.1

p144D6

Clone

17p13.3

17p13.1-11. 2

17p13

- 6 -

Locus

D1 7S5

D1 7S31

Dl Z않4



저112 절 연구 결과및 고찰

1. 결과 ( 표 2 )

가. pI44D6/PstI.Taq: 7례의 정상조직에서 두개의 대립유천자를 란찰할 수 있었으

며 이중 5혜의 종양 DNA에서 한개의 대립유전자소설율판찰할 수 있었다.

이 5례는 셜암 2례，후두암，구강처암，연구개암각 I혜씩이며 모두 편명상피암이었다.

나. 야~CI’35.1/Pst， Taq: 15혜 모두에서 대럽 유전자률 판찰할 수 없었다.

다.. pYNZ221Pst, Taq : 7혜의 청상조직에서 두개의 대립유전자를 관찰할 수 있었으

며 이충 5례의 종양 DNA에서 한 개의 대립유전자 소설율 관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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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염색체 17p 상의 대립유전자 소설

( Table 2. Loss of heterozygosity on chromosome 17p

DNA markers ( enzyme )

p144D6 pMCT35.1 pYNZ22
Patient (Pstl , TaqI) (Pstl , Taql) (Pstl ,Taql)

No. Site Histology N T N T N T

Larynx see alb -/b / / alb -/b
2. FOM see / / / / / /

3. HPe see alb alb / / alb alb
4. Larynx see / / / / / /

5. Tongue see alb a/- / / alb a/-

6. FOM see alb alb / / alb alb
7. SMG see alb alb / / alb alb
8. SMG MuEp / / / / / /

9. HPe see alb a/- / / alb a/-
10. Thyroid Anaplastic alb alb / / alb alb
11. Tongue see alb -/b / / alb -/b

12. SP see alb -/b / / alb -/b

13. Larynx see / / / / / /

14. Larynx see / / / / / /

15. HPe see / / / / / /

FOM:floor of mouth, HPe:hypopharynx carcinoma, SMG:submandibular gland

SP:soft palate , SCC:squaroous cell carcinoma,뻐lEp:mucoepidermoid，

N:normal tissue DNA, T:tumor DNA , a: longer aIle , b:shorter aIle in

each lane, -:deletion of aIle, I:homozygous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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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9

TNTNTNTNT

짜 j 힘’메;--?뼈蠻 빼tt톰;흩톰

버4406/램ql

그럽 l 두경부 펀명상피압에서 염색체 17p에서의 대립유천자 소실율 보여주는 Southern

blot 분석. N: 정상초직 T: 종양초직， 란찰부위: D1 7S34 (p144D6 ). i : 소설된 대립유

전자부위. (Fig.l. Southern blot analysis demonstrating loss of heterozygosity on

chromosome 17p in normal tissue(N) and tumor tissue(T) of head and neck cancers.

The analyzed locus shown here is D17S34(p144D6) . The A indicates loss of allelic

fragment in tumor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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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찰

압의 발생원인이 유전자 변이에 의한 것임은 이미 알려져 있으며 이 률 유전자 변이

중에는 종양유전자와 충양 억제 유천자가 알려져 있다. 이 중 종양억체 유천자의 존재는

비교척 최근에 밝혀 졌으며 RBI , WTI , NF 유천자와 17pl3부위에 존재하는 p53 유전자가

밝혀져 있율 뿐이다. p53 유전자 소실야 보고된 암은 대장암，유방암，혜암，뇌압，골육종，

백혈병 등이며 두경부암에서는 거의 보고가 없는 형편이다 14) 대부분이 변명상피암인

두경부 암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전자 변이는 여러가지가 있율 수 있으나 이와 유사한

조직인 혜암동에서 17p의 변이가 보고 되어 있어 17p13부위의 유전자 변이률 검색하는

것이 매우 충요하다.

실험 결과에서 p144D6, pYNZ22/PstI , TaqI 에서 71%의 대립유전자 소설율 환촬할 수

있었댄 것으로 미루어 유전자변이가 17p13 부위 근척에 있으며 이것은 두경부암의 경우

에도 p53 부위에 유천자 변이가 있율 가능성율 의미한다. 따라서 다읍의 연구는

PCR-SSCP법율 이용하여 p144D6부위의 유천자 변이가 p53부위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

하고 그 유천자 엄기서열율 알아내어 point-mutation 여부를 분석해야할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성언암의 경우 여러가지의 종양유전자나 억제유천자가 관여할 가능성이 있으므

로 17번 염색체 외의 다른 염색체에 대하여도 대럽유천자 소설 여부를 분석하여 두경부

암의 종양억제유전자의 위치를 밝혀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환 결과들은 향후 두경부암

의 진단이나 치료에 충요한 분자유천학척 자효가 될 뿐만아니라 그 발생시전을 규명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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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결론및 건의 사향

1. 결 론

가. Southern blot 과 RFLP법율 이용하여 두경부 변명상피세포암에서 유전자 변이

를 검색한 결과 17번 염색체의 short arm의 017S30과 017S5부위에서 71%의 대립유천자

소설율 관찰할 수 있었다.

나. 본 실험에서 나타난 유전자 변이는 향후 PCR-SSCP 법율 이용하여 p53부위의 유

전자 변이 유무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힐 것 같다.

2. 건의 사항

가. 혜기물 처리률 위한 지숙적이고 안전한 폐기물 처리 방법이 필요합.

나. 고장난 원심분리기의 수리가 너무 지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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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경부암으} 발생에 관여할 첫으로 생각되는 종양억쩨 유전자를 확인하기위해 열차적으

로 17번 염색체l려 short arm 주위의 대립유천자 소설을 Southern blot법을 이용하여 분

분석하였다. 총 15혜의 푸경부악성종양중5래에셔 pYNZ22와 pl44D6로 확인되는 부위얘

때립유전자 소설을 보입￡로셔 이 부위의 유전자가 종양억쩨 유천자일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향후 이 5혜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 부위어1 때한 정멜탑잭올 함으로셔 발암기천

율 규명하고~t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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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anal yZed 15 cases of head 뻐d neck c웰leer ( 13 out of 15 were squq빼IS cell
C없leer. ) by 앉>U.thern blottiJ홍 to identify the possible tumm‘ suppressor gene.
Firstly 않 searched tl뭘 chI빼osome 17p with pYNZ22， pMC1당5.1 and p144D6. 5 에t of 7
inf여뼈tive cases sl뼈IJed loss of 뻐teroz와함sity implyir휩 the loss of tumor supp-
ressor gene ne없‘ those loci. Afterwards analysis of these 5 cases is needed to
identify the presence of tt뼈야 하lppressor genes and the oncogenet1c !lech없liSDl.

Subject KeY'힘，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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