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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제 목

요 약

악성 식도종양에 대한 분자유전학적 연구

I I. 연구의 목적 및 중요성

최근 분자생물학의 발전으로 많은 암에서 여러 형태의 유

전자 변화가 연구되어 보고되고 있으나 식도암에 대해서는 별

로 활발히 행해지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러

합종에서 종양억제 유전자로 밟혀진 RB 유전자의 변이가 식도

암 세포에서도 존재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13번 염잭체 창

완부에 대해서 RFLP 분석으로 이접합성의 상실을 검색하였으며

총양 특이한 유전자 소실률올 계산하였다. 암의 발생은 어느

한 유전자의 변이에 의한 것만은 아니며 여러 단계의 계속되는

변이에 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RB 유전자의 경우도 한쪽

대립 유전자의 결손만으로 암억제효과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다른 부위의 결손 또는 변이가 동반되어야 종양억제 효과가 상

실되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RB 유전자중 RB 단백질의 기능상 가

장 중요한 부분을 만틀어 내는 부위 의 일부언 exon 14 ， 22에

대해서 PCR-SSCP 분석올 실시하였으며， 이중 mobility shift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asymmetric peR과 dideoxynucleotide

chain termination 방법에 의한 direct sequencing을 실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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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변이의 다른 기전을 찾고자 하였다. 그리고 RB 유전자

에 이상을 발견합 수 있었던 환자와 없었던 환자 사이의 입상

경과， 재발률， 생존율 풍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이상의 실험적

결과를 기초로 RB 유전자와 식도암의 발생 71 전과의 관련 가능

성에 대한 검색과 각종 임상자료와의 관련을 검토함으로써 RB

유전자의 비활성화가 식도암에서 차지하는 의미와 중요성을 연

구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가 계속 진행되면 식도합 발생에 있어서

RB 유전자의 변이가 발암 기전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어떤

기전에 의하여 RB 유전자의 변이가 일어나는가， 그리고 예후와

의 관계를 연구함으로써 비교적 정확한 예후를 예측하는 데 도

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거대된다. 또한 생검 조직을 이용한

분자 생물학적 분석을 통해 압 전단계에서 전단이 가능하게 되

어 조기치료에 이용할 수 있오리라 생각되며， 통일한 조직형태

를 보이는 전여성 암과 원발성 암의 감별진단， 궁극적으로는，

현재 일부 암에서 시도되고 있는 것처럼 유전자치료에도 이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III.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방막아세포종 (retinoblastoma. 이하 RB라 한다. ) 유전자

는 종양억제 유전자 중 대표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유전자로서，

여러 종류의 종양에서 유전자의 변화가 발견되고 었다. 이형접

합성의 상실 (loss of heterozygosi ty. 이하 LOH라 한다. )은

종양억제 유전자의 벼활성화룹 초래하는 혼한 형태이다. 식도

암에서 RB 유전자의 역활을 조사하기 위하여 36례의 식도암 조

직에서. LOH를 관찰하기 위하여 Southern blot 분석을， 미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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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소실이나 돌연변이를 검색하기 위하여 PCR-SSCP

(polymerase chain reaction single-strand conformation

polymorphism)법을 시행하였으며， 이상이 발견된 예에서는 염

기서열 분석을 하였다. 그려고 각 조칙을 얻었던 환자의 임상

자료를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염색체 13q14 위치에 대한 Southern blot 결과， 분석이

가능하였던 32례 중 20례에서 LOH가 발견되었다 (62.5%). 또한

PCR-SSCP로 3례의 유전자 소실을 더 발견 할 수 있었다. 그리

고 exon .22 의 PCR-SSCP 상， 1 례에서 운동성 이상이 발견되었

으며， 염기서열을 분석하여 아미노산 771 번의 한 개의 염기가

소설되어 frame shift 툴연변어가 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외에

9례에서 정상조직과 비교하여 종양조직에서 PCR-띠의 변화가

관찰되었으나， 염기서열 상의 돌연변이는 발견할 수 없었고，

종양조직에서의 epigenetic한 변화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임

상 경과와 재발률， 재발까지의 시간， 생존률둥은 RB 유전자의

변화와 연관 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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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The Genetic Alteration of Retinoblastoma Gene in

Esophageal Cancer

n.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Recent advances in molecular biology have revealed that

the geriesis· and/or progression of tumors is due to

accumulation of multiple genetic alterations,including

inactivation of tumor suppressor genes anψor activation of

protooncogenes. However, the molecular features of

esophageal cancers have remained uncler.

Retinoblastoma(RB) gene is the prototype of tumor

suppressor gene and it’s 떠teration have been frequently

observed in a large number of human tumors. Loss of

heteozygosity(LOH) is a common mode of inactivation in

tumor suppressor gene. To investigate the role of RB in

esophageal cancer, we studied esophageal tumor tissue wi벼

Southern blot analysis to detect gross LOH and polymerase

chain reaction single strand conformation

polymorphism(PCR-SSCP) method to fmd minute genetic

alteration in exon 14,22. And clinical data of the esophageal

cancer patients were 려so analysed for the relation of gene피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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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ation of RB and clinical outcome.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To investigate the role of RB in esophageal cancer, we

stu버ed 36 esophageal cancer tissues by Southern blot

an려ysis to detect gross LOR and polymerase chain

reaction-single strand conformation polymorphism

(PCR-SSCP) method to detect minute LOH and mutation , if

any. In the cases with abnormalities, the nucleotide sequence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asymmetric PCR and dideoxy

chain termination reaction.

IV. Results and Proposal for Applicants

Allelic loss of chromosome 13q14 occured in 20 out of

32 informative cases(62.5%) by Southern analysis.

Furthermore, PCR-LOH added 암lree positive cases. One

mobility shift was observed in PCR-SSCP at exon 22, which

sequencing analysis revealed 1 bp deletion in codon 771 of

RB gene resulting in frame shift mutation. Besides, nine

PCR-band alteration in tumor tissue compared with normal

tissue were observed in exon 14 and 22, but mutation was

not found on sequencing analysis suggesting the epigenetic

alteration in tumor tissue. Analysis of the clinical outcomes

including time to relapse or death did not show any

differences depending upon RB alt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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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암 발생에 관련되는 여러 기전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많

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유전자 변화가 발암 기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진 것은 최근의 분자 생물학적 연구기

법의 발달에 힘 입은 바가 크다. 암 발생에 관여하는 유전자 변

화는 크게 암유전자 (oncogene) 의 중폭 또는 활성화와， 종양억

제 유전자 (tumor-suppressor gene) 의 비활성화로 나눌 수 었

다 (Weinberg,1989; Vogelstein et a1.,1988). 자연상태 또는 실

험실에서 정상척인 세포를 악성 형질 (malignant phenotype)

을 나타내는 암세포로 형질전환 (neoplastic transformation) 시

킬 수 있는 암유전자에 비하여 (Bishop,1985), 종양억제 유전자

는 기능이 비활성화 되면 분화증진기능 또는 세포중식 억제기

능이 제거되어 암으로 진행시키는 유전자를 말한다 (Klein et

al.,l985; Knudson et al.,1985).

1971년 Knudson이 방막아쩨포종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

틀을 연령별로 그 발생빈도를 분석하여 Two-hit theory 를 주

장하였다 (Knudson,l97D. 즉 세포핵내에 폰재하는 한 유전자

의 두 allele이 두번의 돌연변이에 의하여 소실되거나 그 기늄

을 상실하게 되면 암세포로 발전된다는 것이다. 이때 소실되는

유전자가 종양억제 유전자로서， 청상척인 상태에서는 세포분열

을 척당한 선에서 제어하거나 발암인자둥을 억제합으로써 세포

가 랍세포로 이행하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할 것으로 추론하였다.

이런 가설은 그 후 망막아세포종 환자에서 13번 염색체 이상의

발견과(Yunis，et al.,1978; Knudson,et a1.,1976) 분자 유전학척

연구에 의하여 뒷받침 되었다 (Cavenee,et a1.,1983). 이것은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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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차와 함쩨 종양억제유전자의 변화가 암발생에 중요한 역할

을 하는 것을 처음으로 보여준 예로서， 그 후의 연구에서

Retinoblastoma (이하 RB라 한다) 유전자가 분리되어 (Friend

et 떠.， 1986) 앞에서의 추론과 분자 유전학적 연구의 타당성이

증명되었다. 이러한 종양억제 유전자의 변화는 선천적으로 유전

적 이상이 동반되었올 가능성이 있는 방막아세포종이나 월름써

종양 (Koufos, et 려.，1984) 퉁에서 뿔만 아니라， 후천척으로 성

인에서 잘 발생하는 직장암， 폐암， 방광암， 유방암， 난소암， 골육

종， 식도암 (Hollstein et a1.,1991; Nigro et a1‘,1989; T;싫삶lashi

et al.,1989; Levine et al.,1991; Malkin et al.,1990) 풍의 대부분

의 암에서도 여러 형태의 종양억제 유전자의 변화가 관련됨이

속속 발견되고 었다.

종양억제 유전자 중에서 현재까지 대표척으로 연구되 어온

RB 유전자는 13번 염색체의 13q14 에 위치하는 약 200

kilobase pair에 달하는 상당히 큰 유전자로서 사람의 모든 조

직세포에 존채하고，?:7개의 exon과 intron, 그리고 promotor 부

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RB 유전자와 단백질의 구조를 모식도

로 나타낸 것이 Figure 1 이다. 약 4.7 kilobase pair의 mRNA

를 전사하여 약 105-110 kDa의 핵단백질을 만든다. RB 단백질

의 정상세포에서의 71능에 대하여 현재까지 세포주기에 관여함

으로써 셰포충식을 억제하는 첫으로 알려져 었다. 그리고 RB

단백질의 기능및 활성화에는 인산화 여부가 중요한데， 즉 세포

가 Go/G1의 휴식기에 있을때는 RB 단백질이 비인산화 되어있

으며， DNA의 복체에 관계되는 효소의 전사나 바이러스 휴전자

의 전사를 조절하는 셰포질 단백질로 알려진 E2F 동의 물질과

결합되어 있다. 이 사실은 비인산화 RB 단백질이 제포 분열을

억제시키는 것을 의미한다.이 세포가 G1 후반기나 S서기가 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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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세포 분열올 하도록 자극을 받으면 RB 단백질의 인산화가

일어나며， 결합되었던 세포질 단백질이 유리되어 활성화 되며

DNA의 중식이 이루어진다. DNA가 중식된 후 세포분열을 거

쳐 두개의 세포가 되면 RB 단백질은 다시 비인산화 된다

(Chen, et al. ,1989; Buchkovich et al.,1989). 이와갈이 RB 단백

질이 E2F transcription factor와 결합하여 세포주기에 관여함으

로써 셰포중식을 억제하는 것은 현재까지 알려진 기능의 일부

이며， 아직 기능이 알려져 있지 않은 다른 세포질 단백질과의

결합이나， RE 단백질과 유사한 다른 단백질의 존재 둥도 알려

지고 있다 (Goodrich &L않，1993; Levine,1993).

그리고 DNA 종양바이러스에 있는 유전자가 정상세포를

암세포로 변화시컬때 일어나는 지전중에는 DNA 종양바이러스

가 만들어 내는 바이러스 암단백질이 RB 단백질의 기능을 억

제하는 것도 포합된다는 것이 알려져 었다 (Ludlow et

al. ,1989). 그중 Adenovirus EIA (Whyte et al.,1988), SV40

large T-antigen (DeCaprio et al.,1988), Human papilloma

virus E7 (Dyson et al.,1989) 동은 모두 RB 단백질과 결합하여

그 기능을 비활성화 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뽕만아니라 이들

이 RB 단백질과 결합하는 부위는 이 바이러스 암단백질들이

정상세포를 암세포로 변형시키는데 관계되는 주요한 기능적 부

위라는 것이 밝혀졌다 (Figure 1). 아울려 HB 단백질에서의 결

합부위는 바이러스 암단백질 뿔만아니라 세포중식에 관여하는

세포질 단백질 둥과 결합하는 부위인 아미노산 서열 393-572사

이와 없8-774사이에 주로 위치하게 되며， 바이러스 단백질이나

셰포질 단백질도 주로 비인산화된 RB 단백질과 결합한다

(Chen et al.,1989; Buchkovich et al. ,1989).

RB 유전자의 이상이 발합기전에 어떠한 형태로 기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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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RB 단백질의 정상기능의 환석과 아울러 종양에서 특이하

게 나타나는 유전자의 돌연변이 형태률 분석함으로써 가능하리

라 생각된다. 현채까지 몇가지 RB 유전자 돌연변이의 형태가

보고 되어 있는 데， 유전자 소실 돌연변이에 의해 RB 단백질의

생산이 안되거나， frame shift 돌연변이， chain termination 톨연

변이 풍에 의해 불안정한 RB 단백질올 만플게 되거나， splice

donorY- acceptor의 돌연변이에 의해 mRNA의 종간부위 절단

으로 일부분이 없는 단백질을 생산하거나， 점돌연변이에 의한

mIssense 돌연변이로 인해 기놓이 비활성화된 단백질올 생산하

기도 한다 (Levine,1993). 대개의 혼한 톨연변이 부위는 RB 단

백질의 구조상 바이러스 암단백질이나 세포질 단백칠과 결합하

는 부위에 위치하께 되며 (Figure I), 이들의 돌연변이는 바로

RB 단백질의 중요한 기능의 비활성화를 초래하게 됨을 의미한

다 (Ludlow et a1..1990). 총양에서 발견되는 변화된 RB 단백질

은 위의 바이러스 암단백질이나 악성형질을 나타댈 수 있는 세

포질 단백질과 결합하지 못합오로써 본래 결합되어야할 세포질

단백질이 유려되어 그 기농이 억제되지 않고 활성화 됩으로써

세포중식 및 악성화의 길로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

처음 종양억제 유전자의 폰재 가능성이 제시 되었던 방막

아세포종에서는 거의 전례에서 RB 유전자의 이상이 발견되고

있는 페 (Friend et al. ,1986; Lee et 려.，1987)， 두개의 RB 유전

자 중 한쪽의 상동유전자에 선천적으로 이상이 있는 아이에서

나머지 한 개의 상통유전자의 돌연변이나 소설 퉁에 의하여 망

막아세포종이 생기게 된다 (Knudson,1971). 물론 선천적으로

이상이 없었던 환자에서도 두차혜의 RB 츄전자의 체세포 돌연

변이나 소실 동에 의하여 암이 생길수 있다 (Cav않ee et

머.，1983; Murphree & Bene버ct，1984). 최근 RB 유천자가 비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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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된 암세포주에서 정상 RB 유전자흘 넣어 주었더니 암세포

의 악성형질을 억쩨할수 있음이 발견되었는 데 (Huang et

al.,1988), 위와 같은 결과는 RB 유전자의 비활성화가 망막아세

포종의 발.암기전에 결정척인 역활을 함올 보여 주는 것이다. 선

천적 방막아세포종에서 생존한 환자는 높은 이차암 발생률을

보이는 데， 골육종과 연골육종파 같은 가장 혼한 이차암들의 조

칙에서도 역시 RB 유전자 버활성화률 관찰할수 있어 (Draper

et al.,1986), 이들 이차암의 발생에도 RB 유전차의 변화가 기여

함을 알 수 있다. RB 유전자의 비활성화는 다른 종류의 암에서

도 찾아볼수 있는 데， 선천척 RB 유전자의 이상이 없는 육종

(F‘riend et al.,1986; Reissmann et al., 1989) 및 폐암 (Harbour

et 려.，1988)， 유방암 (L않 et 려.，1988)， 난소암 (Sasano et

al.,1990), 방광암 (Horowitz et 떠，1989)동에서도 RB 유전차 이

상이 보고되고 있다. 이상에서 RB 유전자 변화는 망막아세포종

에서 처음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많은 종류의 흔한 암에서도 발

생 기전에 중요한 역활을 한다고 생각된다 (Benedict et

al. ,1990). 그리고 각 종양에서의 발암기전에 RB 유전자의 이상

이 기여하는 정도가 다룰 수도 었다. 즉 망막아셰포종이나 소쩨

포 폐암에서는 거의 전례에서 RB 유전자 이상이 발견되고 있

으므로 발암기전에 필수적언 과정이라 생각되나 유방암야나 방

광암에서는 50%이하애서 발견되므로 그 기여하는 과청이 선택

적인 과정일 수도 있다.

식도암은 전체 암 중에서 제6위로 높은 발생 빈도를 보

이는 암으로서 조기 발견이 혐들어 대부분의 환자가 371 에 치

료를 시착하게 되며 아 경우 수술과 방사선치료 및 항암 약물

치료를 하여도 쉽게 완치되지 않고 평균 생폰기칸이 2년 미만

인 아주 예후가 나쁜 질환이며 세계적으로 암사망의 중요한 원

F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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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Franceschi et 외.，1990). 식도암은

조직학적으로 편I영상피암과 선암언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중 면

1명상피양은 읍주， 끽연과 깊은 판계가 있는 것으로 되어 었고

(FT없lceschi et al.,1990), 선암은 Baπett식도와 관계가 있는 것

으로 되어 있다(Hamilton & Smith, 1988). 식도암 발생의 원인

으로 여러가지 환경척 요인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다

른 암에서와 같이 분자유전학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어 섞도

암에서도 여러 종류의 유전자 변화가 보고되어 있다. epidermal

gro따h factor수용체 유전자와 c-myc 유전자의 중폭 (Lu et

려.，1988)， hst-1과 int-2유전자의 동시중폭 (Tsuda et 려.，1989;

Wagata et 려.，1991) 둥의 암유전자 변화와， 17p 염색체의 부분

소실 (Wagata, et al.,1991; Meltzer et al.,1991), 며3 종양억제

유전자 내의 접돌연변이 (Hollstein, et al.,1990), RB 유전자의

부분소실 (Boynton, et al. ,1991) 및 APC!MCC 유전자 부위의

상동염색체 소실 (Boynton et 려:， 1992) 둥 이다. 여중 며3 종

양억제 유전자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것에 비하면 RB 유전자

에 대한 연구는 아직 연구 기술쩍인 어려움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다.

RB 유전자에 대하여 Wagata 풍은 Southern Blot 방법

으로 13%의 유전자 소실률을 보고하면서 식도암에서의 RB 유

전자의 이상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으나， Boynton 동은

polymerase chain reaction-based restriction fragment length

polymorphism (이하 RFLP라 한다) 을 이용하여 48%의 유전자

소실률을 보고하고 었다. 그러나 사용한 조직이 대부분 내시청

생검조직이며， intron 17과 intron 20 부분에만 국한하여 나온

결과이므로 실제보다 저명가 되었을 가능성이 았으며， 식도랍에

서는 유전자소실이외의 다른 기전에 의한 유전자 변화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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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보고된 예가 적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식도암 조직에서 RB 유전자의 소실

정도를 정확히 확인하가 위하여 식도암 조직과 정상 조직에서

DNA를 추출하여) Southern blot analysis를 함으로써 RFLP를

분석하여 RB 유전자의 피lobase 뻐Ir 수준와 DNA소실률을 관

찰하였고， 유전자 소설이외의 다른 형태의 돌연변이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위 염기서열상의 유전자변화에 대한 감수성

이 높고 유전자의 점돌연변이나 마세한 재배치 둥을 검잭할 수

있는 PCR-SSCP (polymerase chain reaction single-strand

conformation polymorphism) 법올 두개의 exon에서 시행하였

으며， 이상이 발견된 혜에서는 direct sequencing 을 하여 확인

하였다. 이상의 실험 결과를 토대로 임상자료를 분석하여 그 의

미와 중요성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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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본 론

제 1 철 연구내용 및 방법

1990년 6월부터 1991년 3월까지， 그리고 1993년 3월부터 5

월까지 두차례에 걸쳐 원자력병원 흉부외과에서 수술한 식도암

환자 중에서 수술전 방사선 치료나 항합체 치료를 받지않은 환

자 36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종양 조직 및 정상 식도 조직을

얻었다. 조직의 채취는 수술장에서 종양을 척출한 후 가능한 한

종양에서만 일그랩이상을 채취할 수 있는 적경 3cm 이상의 총

양을 가전 환자에서만 시행하였다. 종양의 일부는 조직 슬라이

드를 만들어 현미경으로 조직학척 소견을 확인하였고 정상조직

은 절제말단 부위에서 채취하였으며 현미경으로 암의 침윤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들의 병리소견은 편명세포합이 31례，

소세포암이 2례， 그리고 선편형상펴암이 2례， 가성육종성암종이

각각 1례씩 있었다 (Table 1).

1. 고분자 DNA 추출 및 농도 측정

수술로 척출한 식도암 조직과 정상 식도 조직을 -70°C에

서 보관하였다가 3개월 이내에 DNA를 추출하여 검사 대상과

정상 대조군으로 삼았다. 약 일그랩의 채취조칙을 액화질소와

약절구를 이용하여 가는 분말로 만들었다. 이들 종양 분말과 정

상조직 분말에 각각 19cc의 Ix standard sodium citrate/ O.OlM
EDTA 와 Icc의 20% sodium dodecyl s버fate 용액( 이하 SDS

라 한다)을 챔가한 후， 4 ug의 proteinase K를 넣고 3?C에서

혼들면서 밤새 소화 시켰다. 다옴날 phenoVchloroform/isoamy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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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cohol，25:24:1 혼합 용액 20cc를 단백질이 분해된 용액에 첨가

하여 3분 내지 5분간 흔물어 준 후， 4°C에서 8000 rpm으로 원

심분리하고 상총액을 조심스럽게 분리하여 모았다. 다시

chlorofonn!isoamyl alcohol을 통량 첨가하고 혼든 후， 같은 조

건하에 원심분리하여 다시 상충액을 얻어냈다. 분려된 용액에

10분의 1양의 pH 5.5 의 3M sodium acetate와 두배의 ice-cold

100% 에타놀을 첨가하여 DNA를 침전시킨다. 침전환 DNA룹

70% 에타놀로 두번 조심스럽게 셰척한 뒤 건져서 약 하루간

말린다. 이률 적당량의 멸균된 종류수 또는 lOr마II Tris/1mM

EDTA 완충액에 녹인 다옴， 분광광도계를 이용하여 260nm에서

홉광도를 측청하여 농도를 계산하고 260nm 와 280nm에서의

홉광도의 비가 1.8 이상임을 확인하여 DNA의 순도를 점검하였

다.

2. Southern Blot

15 Ug의 종양 및 청상 DNA어~ DNA 1 ug 당 3 단위의

적절한 제한효소 {restriction enzyme} 및 반용 완충액 {reaction

buffer} 을 첨가한 튀， 지시된 온도에서 12시간 이상 소화 시켰

다. 사용한 제한효소는 H3-8의 경우는 EcoRI으로 하였다.0.8%

agarose minigel 전기영폼으로 효과척인 소화가 되었는지 확인

한 후， 충분히 소화된 DNA 용액에 부하 완충액을 첨가하고，

0.8% agarose gel에서 30 volt로 12시간 정도 전기영동하여

DNA 조각을 크기에 따라 일청하게 분리한다. 이때 HindIll로

소화된 λ DNA를 분자 무게 표지자 {molecular weight

marker} 로 사용하였다. 일단 전기영동이 끝나면 ethidium

bromide<0.5 llg/ml}로 agarose gel올 염색하여 차외선으로

DNA 부하상태를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 기록으로 남겼다. 그리

ng



고 gel을 50분간 변성용액 (0.5N NaOH/l.5M NaCl) 으로 변성

시키고 다시 50분간 중화용액 (O.5M Tris/l.5M NaCl) 으로 중

화시칸 다음 lOx standard sodium citrate ( 이하 SSC라 한다)

용액을 이용하여 나이론 막에 24시간동안 옮긴 후， uv
crosslinker 로 나일론 막에 고정시켰다. Hybridization에 이용

한 probe DNA는 RB 유전자 분리에 사용되 었던 H3-8(ATCC

No;5745l)을 이용하였다. Probe labeling은 Megaprirne QNA

labeling kit (Amersham) 를 사용하였다. 많19의 probe DNA에

primer 5\.11와 적당량의 중류수를 첨가하고， 중탕기에서 3분간

끓여 변성 시킨 다음 실온에서 nucleotide가 함유되어 있는 완

충액 10Ul, [32P]dCTP 5Ul, 및 Klenow enzyme 2Ul 동을 첨가한

후， 5분간 3~에서 항온배양을 하였다. 그 후 O.2M EDTA 5Ul

를 투여하여 반용을 청지시킨 다옴， labe파19 된 probe DNA를

Quick spin column (Boehringer Mannheim) 을 통과시켜

labeling에 참여하지 못한 방사성 동위원소와 nucleotide 둥을

제거하였다. 그리고 베타 측정기로 방사능 활성도를 측정하여

labelingOl 잘 되었는 지를 확인하였다. DNA가 불어 있는 나이

론 막을 42°C에서 3시간 이상 prehybridization용액을 첨가하여

prehybridization 시킨 다음， hybridization 용액과， 2분간 끓는

물에 넣어 변성 시킨 500,000 cpm의 32p로 표지된 probe DNA

를 첨가하고， 42°C에샤 24 시간 hybri벼zation 하였다

(Sambrook et a1..l989). 다음날 나이론 막을 2x SSC/0.5%

SDS(실온)에서 5분 2x SSC/O.l% SDS(실온)에서 15분， a.lx

SSC/O.l% SDS(42°C)에서 15분， 그리고 O.lx SSC/O.l%

SDS(또°C)에서 5분간 세척하였고 이를 강화 스크린이 부착된

카세트에 X-ray 필름 (Agfa, Curix) 과 넣어서 하루 내지 수일

간 -70oC에서 노출시킨 뒤 현상하여 분석하였다. 환자의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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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가 주어진 polymorphic DNA probe에 대하여 부모로 부터

받은 두개의 상동염색체가 크기가 다른 두개 이상의 띠를 나타

낼 경우 즉 이접합성을 보일 때， 종양의 상동염색체 양상과 비

교하여 이첩합성의 상실(loss of heterozygosity，여하 LOB라 한

다)을 판정하였다.

3. PCR-SSCP(Polymerase ch려n reaction-single-strand

confotmation ploymorphism)

가. PCR

PCR에 의한 유전자 중폭은 Gene Amp kit (Perkin Elmer

Cetus) 를 이용하여 표준 PCR보다 양을 줄여서 시행하였다. 각

PCR 반용액 50Ul에는 고분자 DNA lOOng, 한짱의 pnmer

lOpmol씩 , 2 nmol의 dNTP, 25mM MgClz 3l!1, 0.25 units Taq

polymerase, 완충용액 5l!1, 그리고 적당량의 중류수를 첨가하여

잘 섞은 후 중발을 막기 위하여 미네랄 오일을 중충하였다.

PCR반용은 Perkin Elmer Thermal Cycler를 사용하여 하였으

며， 각 단채에서의 반용온도 및 시간은 처음 변성 시킬때는

94°C에서 7분간， 그 이후에는 1분간씩 하였고， 결합반용은 58°C

에서 1분간， 연장반용은 72°C에서 l분간씩하여 32회 시행하였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pnmer는 Hogg퉁(1992)이 RB 유전자

협기배열을 기초로 하여 발표한， 27개의 exon올 각각 중폭할수

있는 pnmer sequence중 RB 단백질의 기농상 가장 중요한 아

미노산 서열을 만들어 내는 두 부위중의 각각 일부인 exon 14

를 중폭할 수 있는 pnmer 짱과 exon 22를 중폭할 수 있는

pnmer 쌍올 선태하였다 (Figure 1). 이때 사용한 primer의 이

름과 구조는 Table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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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5 ‘ -end labe뻐g of primer 빛 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

PCR-SSCP에 의한 돌연변어률 구분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용할 primer의 5‘쭉 끝에 방사선 동위원소로 labe파19을 한다.

10()Pmol의 pruner에 'Y-32PATP(5Qpmol, 7000CνInmon 10UI,

5rnM ADP 6Ul, l Ox 완충액 lOUI, 그리고 T4 polynucleotide

kinase 5 units를 넣고 잘 섞은 다음 3'fC에서 30분칸 반웅 시

킨다. 종양에서 추출한 고분자 DNA lOOng에 각각 10 prnol의

표지된 pnmer를 이용하여 PCR을 시행한 후 PCR-SSCP를 위

한 전기영동은 O디ta둥(1989)의 방법을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90mM Tris-borate,pH 8.3과 4mM EDTA가 함유된 6%

polyacrylamide gel을 사용하였으며 glycerol은 넣지 않았다.

Exon 14 번의 경우는 PCR로 중폭된 DNA의 걸어가 212 base

pror로 PCR-SSCP로 직접 분석이 가능하였으므로 반용액중 2

Ul를 0.1% SDS/10 rOM EDTA로 10배로 희석한후， 통량의 부

하 용액 (95% formamide, 20 mM EDTA, 0.05% bromophenol

blue, 0‘ 5% xylene cyanol)과 혼합 하였으며， 혼합액을 80°C에

서 2분간 가열한 다읍 얼음으로 식힌 후， 줄 당 3띠 씩 부하 시

켰다. Exon 22번의 경우는 PCR 로 중폭된 DNA가 363개의 염

거를 가진 큰 DNA이므로 PCR-SSCP의 감수성올 높이기 위하

여 Bell 체한효소로 3'fC애서 24시깐 소화를 시켜서 210 base

p려r와 153 base pair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소화된 peR용액

을 mini-gel로 소화가 잘된 것올 확인하고 부하 용액을 넣어

부하시켰다. 전기영동은 1500 volt의 일정 전압올 유지하면서

4°C에서 6-7시간 실시하였다. 전기영동이 끝난 gel은 Whatman

3MM 여과지에 불여서 BIO-HAD 않3 gel 건조기에서 20분간

건조 시킨후 랩으로 싸서 강화 스크련이 불어있는 카세트에 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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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O°C에서 16-24시간 동안 X-ray 필름에 노출시킨 후 현상

하여 분석하였다. 정상 조직과 암 조직을 짱으로 중폭하고 전기

영동하여 서로의 위치및 중폭 청도를 비교하였다.

4. Direct sequencing of PCR products

가. 비대칭 PCR법을 이용한 single-stranded DNA template

제작

PCR-SSCP에서 이상이 발견된 조직에서 총량 l001l1의 표

준 peR을 3)가)의 조건으로 시행한 후， 이중 5J.lI를 mini-gel에

전기영동하여 double-stranded DNA의 중폭을 확인하고， 나벼

지 95111률 종류수 2ml에 회석한 후 Centricon 30

microconcentrator 를 이용하여 3000 x g (5200 rpm) 로 30분간

2회 원심분리하여 중합반용에 참여하지 못한 dNTP와 pnmer를

분리하였고 필터에 남아있는 DNA를 Centricon을 뒤집어서 67

x g (1200 rpm) 로 원심분리하여 회수하였다. 분리된

double-strand DNA 2111와 한쪽 pnmer 만 넣은 비대칭성 peR

을 결합옹도 또℃에서 20회 시행하여 염기서열결청 반용을 시

행할 single-stranded DNA를 중폭하였다. 중폭된

single-stranded DNA를 다시 같은 방법으로 Centricon 30을

이용하여 미세농축분리 하였다 (Allard et al.,1992).

나. 염기서열결정 반용

염기서열결정은 Sanger의 dideoxy ch외n-ten피nation 법

으로 하였으며 (Sanger et 려.，1m?)， T7 sequencing kit

(Pharmacia) 를 이용하였다. 1.5-2ug (101lI) 의 비대칭성 PCR을

야용하여 중폭하여 얻은 single-stranded DNA와 비대청성

PCR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primer lpmol, 결합완충 용액 2J11를

n
ω



넣고 60°C 에서 10분간 반용시킨후 실온에서 10분이상 방치한

다. 결합 반용이 된 DNA 튜브에 효소혼합 용액 Oabe파19

mix-cIATP 3uI, 회석된 효소 2UI, a ‘ 35S CIATP lUI, 중류수 1111

혼합액) 6ul를 넣고 실온에서 5분간 염기결정 반용을 시칸다.

각각 2.5111의 A,C,G,T mix-short 를 넣고 미리 3rrc로 럽혀 놓

윤 튜브에 염기결정 반용이 끝난 용액올 4.5UI씩 나누어 넣고，

3rtC 에서 정확히 5분간 완료 반용을 시킨다. 각각의 튜브에 효

소 정지 용액 5111를 넣고 78°C 에서 2분간 변성 시킨 다읍 준

비된 8% acrylarnide/urea gel에 2UI씩 순서대로 부하한다. 전71

영동은 실온에서 1500volt의 일정한 전합으로 4-6 시간동안 하

였으며， bromophenol blue가 gel판의 제일 밑애 오면 전기영동

을 마쳤다. gel판을 해체 분려하여 10% methanoV10% acetic

acid용액에 20분간 담그어서 urea를 제거하고 Whatman 3MM

여과지에 옮겨서 Bio-RAD 583 gel 건조기로 90분깐 건조하였

다. 충분히 건조된 gel을 강화스크련이 부착된 카세트에 X-ray

필렴과 같이 넣어 24샤칸 이상 방치한 후 현상하여 분석하였다.

5. 임상 자료 분석

조직을 채취한 환자의 병리학작 진단 및 분화 정도， 수술

시 암의 진행청도 및 립프절 전이 여부， 수솔후 보조 치료 여

부， 재발률퉁올 비교분석 하였으며， 생존율은 Kaplan- Meier 법

으로 산출하여 log rank test로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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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결과 및 고찰

1. Southern Blot

Figure 2 에서 보듯이 청상조직에서 이접합성을 나타밴

예들에서 다섯번 째 예를 제외한 4례에서 종양조직의 한쭉 대

립유전차의 소실이 있는 것을 알수 있다. 표지자에 대해서 체질

성 이접합성를 보여서 판정가농했던 경우는 36례중 32례였다.

이접합성을 나타낸 32례 중 20례에서 LOH를 발견할 수 있었

다. 편평상피셰포암의 경우는 이접합성을 보인 20례중에서 15례

에서 LOH를 나타냈다.(Table 3)

2. PCR-SSCP

PCR-SSCP 를 시행한 결과 exon 14에서는 Figure 3에서

볼수 있는 PCR-LOR 양상의 변화가 7례에서 나타났으며，

Figure 4에서 볼수 있는 PCR-띠의 변화 형태가 5례에서 발견

되었다. Exon 22에서도 PCR-띠의 변화형태가 4례에서 관찰되

었다. 이들은 청상조직과 같이 쌍으로 PCR-SSCP를 시행하였

기에 감지할 수 있었던 변화들이다. 그려고 exon 22 에서

Figure 5에서와 같은 운동성의 이동이 l례에서 나타냈다. 이상

의 결과를 Table 4에 Southern blot의 결과와 같이 정리하였다.

3. 염기서열 결정

PCR-SSCP를 시행하여 PCR-LOR를 나타냈던 예와

PCR-띠의 변화를 보였던 예는 Figure 6에서 볼수 있듯이 염기

서열 결정을 해본 결과 McGee풍(1989)이 RB 유전자를 분리하

여 보고한 염거서열과 비교하면 intron 부분애서 T염기가 하나

소실되어 있었다. 하지만 5‘쪽과~3‘쪽의 양방향에서 염기서열

πω



결청을 시행하고 정상조직에서도， 염기서열 결정을 하여본 결과

정상조직의 염기서열도 역시 같은 소실이 발견되었다. Exon 22

번에서 운동성의 이상을 발견했던 1례에서는 그림 7에서 볼 수

있듯이 771 번 아미노산을 만들어 내는 염기서열 중 T 염기가

한 개 소실되어， 그 이후의 모든 아미노산 서열이 바뀌게 되는

frame shift mutation이 발견 되었다.

4. 임상자료 분석

실험을 시행하였던 환자의 임상자료를 RB 유전자에 이상

이 있었던 군과 없었던 군으로 나누어서 분석한 결과를 Table

5에 요약하였다. 병리소견상 pseudosarcomatous carcinoma 1례

와， small cell carcinoma 2례 , adenosQuamous cell carcinoma

2례에서는 모두 RB 유전자의 이상이 발견되었고， 편명상펴암

31례에서의 분화정도에는 두 군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임상병기를 비교하여 보면 초기합의 경우 조직 채취상의 문제

로 제외 하였기 때문에 없었고， 그외 ill기， llA71, IV기 순오로

두 군간의 차이가 없었다. 립프절 전여의 양상은 RB 유전자의

이상이 발견되었던 군에서 60%로 그렇지 않았던 군의 46% 보

다 높게 나타났다. 재발이 확인되었던 예는 각각 10례와 3례로

RB 유전자의 이상이 발견되었던 예에서 많은 경향올 보였으나，

채발까지의 명균 청과거간은 8.3개월과 8.4개월로 차이가 없었

다. Kaplan-Meier법으로 산출한 생존곡션은 Figure 8에 나타내

었다. Log rank test를 해본 결과， 통계척 차이는 없었다. 중앙

생존기간도 각각 12 개월과 12.9개월로 별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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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Genomic structure and functional domains
of retinoblastoma susceptibility g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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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LOH in esophageal cancer by Southern
blot analysis with H3-8 probe

* arrows indicate LOH (loss of heterozygosity)
* N; normal T; tum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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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he PCR-LOH of exon 14 in esophageal cancer
* arrows indi떠te PCR-LOH
** N; n。rmal T; tu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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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he peR-band changeof exon 14 in normal and
tumor tissue in patients with esophageal cancer

* arrows indicate PC'R-band change
* N; normal T; tum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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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The mobility shift in a patient with esophageal
cancer by PCR-SSCP of exon 22
* arrow indicates mobility shift
* N; normal- T; tum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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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mal

A C G T

Tumor

A C G T

Sequences reported
byMcGee

Figure 6. Direct sequencing analysis of exon 14 in normal
and tumor tissue in case 24 and reported
sequences by McGee
* arrow indicates extra one base
* A; adenine C; cytosine G; guanine T; thy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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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mal

A C G T

Tumor

A C G T

Figure 7. Direct sequencing analysis of exon 22 in normal
and tumor tissue of case 9
* arrow indicates one base deletion
* A; adenine C; cytosi.ne G; guanine T; thy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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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Actuarial survival curve
R8(+): Group with RS gene alteration
RB(-): Group without RS gene alt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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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athological diagnosis and differentiation in
patients with esophageal cancer

Pathol0휠cal diagnosis and eli짧:rentiation No ofcases

Squamous cell carcinoma 31

Well eli짧rentiated 3

Moderately eli짧rentiated 25

Poorly differentiated 3

Adenosquamous carcinoma 2

Pseudosarcomatous carcinoma

Sm떠1 cell carcinoma 2

Total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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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tails of oligonucleotide primers
used for the peR

Location Sequence F버1 Rest. . Cut

. .
SlZe enz. SlZe

RB 5x 14 CTAAAATAGCAGGCTCT’I’ATTTT’I‘C 212

RB 3x 14 ATCTTGATGCCTTGACCTCCTGAT

RB 5x 22 GCAGCTATAAl’CCAAGCCl’AAGAAG 363 Bell 210

RB 3x 22 GTTTTGGTGGACCCATTACATTAGA /153

* Rest. enz.: Rεsπiction enzy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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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ults of Southern blot analysis

ProbeDNA

Locus

Position

Restriction en캉me

Incidence of heterozygosity

Squamous cell carcinoma

Non-squamous cell carcinoma

Loss of heterozygosity

Squamous cell carcinoma

Non-squamous cell carcinoma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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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3S30

13q14

EcoR!

32/36(88.9%)

27/31(87%)

5/5(100%)

20/32(62.5%)

15/27(55.6%)

5/5(100%)



Table 4. The summary ofPCR-SSCP results and Southern

blot analysis

Case No Pathology Exon 14 Exon 22 Southern

blot 뾰뿔펀s

5 Scc, md P-change no change LOR.

6 Scc, pd P-LOH no..change Homozygote

9 Scc, md P-change M-shift LOR

10 Sec, md P-change no change noLOH

17 Scc, md P-LOH no change noLOH
‘

21 Scc, md P-change P-change noLOH

22 Asc P-LOH P-change LOR

23 Scc, md P-change no change Homozygote

24 Scc, md P-LOH P-change LOR

26 Scc, md P-LOH no change LOR

27 Scc, md P-LOH no change noLOH

28 Scc, md P-LOH no change LOR

*Scc, md: sq없mous cell carcinoma, moderately differentiated

*Scc, pd: squamous cell carcinoma,poorly di짧rentiated

*Asc: adenosquamous cell carcinoma *P-change: PCR band change

*P-LOH: peR-loss ofheterozygosity *M-shaft: Mobility shift

*LOH: loss ofheterozygosity *no LOH: Heterozygote without L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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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Analysis ofclinical data depending upon the

presence or absence ofRB gene alteration

* ca.: c하cinoma wd.: well differentiated· md.: mod하ately 바£ferentiated

pd.: poorly diffemti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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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결론및건의사항

면평세포암 31 례， 소세포암 2혜 가성육종성암종 1례 빛

선편평셰포암 2례둥 총 36례의 식도암 조직에 대해서 13번 염

색체의 장완부에 존재하는 RB 유전자의 소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Southern blot에의한 RFLP분석을 하였고， RB 유전자의

미셰한 변화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PCR-SSCP 분석을 하였으

며， PCR-SSCP에 이상이 있었던 예에서는 직접 염기서열 결정

올 하여 확인하였다. 그리고 RB 유전자의 이상이 있었던 환자

와 발견되지 않았던 환자들의 임상자료흘 비교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H3-8 probe로 Southern blot을 시행한 결과 이접합성을 보

인 예가 36폐 중 32례 (88.9%)였고， LOH는 32례 중 20례

(62.5%)에서 발견 되었다.

2) PCR-SSCP를 한 결과 exon 14에서는 PCR-LOH가 7례에

서， PCR-띠의 변화가 5혜에서 관찰 되었다. Exon 22 에서는

운동성의 이동이 1례에서 PCR-띠의 변화가 4례에서 관찰되었

다. 위의 방법들로 RB 유전자의 이상은 36혜 중 23혜 (63.8%) 에

서 관찰되었다.

3) PCR-SSCP 에서 이상이 있었던 예률 염기서열 결정을 한 결

과 PCR-LOH가 있었던 예나 PCR-띠의 변화가 있었던 예는

돌연변이를 발견할수 없었고， 운동성의 이동이 발견된 예에서는

771번 아미노산 서열의 T 염기 하나가 소설된 frame shift

mutation 이 있었다.

4) RB 유전자의 이상이 발견된 군파 없었던 군 간의 임상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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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교분석 결과， RB 유전자의 이상여 발견된 군에샤 림프절

의 전이율과 재발률이 중가되어 있었으나， 그외의 병려소견이

나， 분화 정도， 입상 병기， 보조 치료， 채발까지의 기간， 그리고

생폰율퉁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과 칼은 결과를 종합하여， RB 유전자의 비활성화는

식도합의 발암 과정에 꼭 필요한 한 단계라고 생각되며， RB 유

전자의 비활성화의 기전은 Southern blot으로 검색이 가능한

유전자 소실이 주된 기전이며 그외에 단위 염기 소실 동의 가

전도 관계한다고 하겠다. 그리고 RB 유전자의 비활성화는 식도

암에서 입상적 경과나 예후 둥을 결정하는 요인은 아니었다. 그

리고 앞으로 RB 유전자의 나머지 exon틀에 대하여도

PCR-SSCP같은 마세 돌연변이에 대한 검잭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rnRNA의 변화 및 RB 단백질의 발현 퉁애

대한 연구와 정상 RB 단백질의 기능에 관하여도 계속척인 연

구가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하여 식도암에서의 발암

기전 및 RB 유전자의 이상이 미치는 영향 둥이 밝혀 져야 하

고 이를 토대로 하여 암의 예방， 조거 진단， 유전자 치료 둥올

위한 노력이 가능하려라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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