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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감감사사사사의의의의 글글글글

끝나지 않을 것 같기만 하던 박사과정이 어느덧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시작을 위해 무엇인가를 준비해야할 것만 같습니다. 이 논문이 완성될 때까지 지

도해주시고 이끌어 주신 김진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월이 흘러도 늘 열심히

살아가시는 교수님께 항상 부끄럽지 않은 제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접어두시고 조언 아끼지 않으신 육종인 교수님께도 감사드리고, 멀리서도 논

문 꼼꼼히 보시고 수정해 주신 윤정훈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환자들 때문에

힘드신 와중에도 논문에 관심가져주신 차인호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모르는 것 물어보며 귀찮게 해도 잘 가르쳐 주시고 설명해 주신 이은주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실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던 저에게 실험하는 방법 차근 차근 설명해주고 문제

가 생길 때마다 이런저런 조언해 준 김은정 선생님 무지무지 고마워요. 그리고 구

강병리학 교실 모든 선생님들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실험할 때, 공부할 때, 힘들 때 항상 옆에 있어 준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사랑

하는 남편에게 무척이나 고맙습니다.

끝으로 실험한다고, 논문쓴다고 많이 놀아주지도 못했는데 늦은 밤 학교까지 데리

러 오고, 발표 연습하라고 도와준 사랑하는 나의 아들 제원아 너무너무 고맙고 대

견스럽다. 엄마 늘 너에게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보여줄게.

2004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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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orming growth factor β(TGFβ)와 그 수용체는 세포의 성장, 분화를 조절하

고 apoptosis와 motility를 조절하며 결합조직의 remodeling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세포에서 여러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TGFβ는 상피세포증식의 강력한 억제인자

중의 하나이다. 대부분의 악성종양이 세포증식을 조절하는 기능이 소실되어 발생

하기 때문에 암발생 단계의 특정 시기에서 TGFβ의 기능이 억제되거나 신호전달

기능이 소실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두경부 암발생 과정의 어느 단계에

TGFβ type Ⅱ 수용체(TβRⅡ) 유전자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나타난 변화가 암발

생 과정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규명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의 세포를 따로 구분하

여 연구를 진행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저자는 18예의 구강편평세포암종 조

직에서 레이저를 이용하여 외과적 절제의 경계 부위인 정상, 이형성, 침윤성 암종,

경부림파절 전이 부위 세포를 각각 분리하여 DNA를 추출하고 수용체 유전인자의

exon 1～7에 대해 중합효소반응과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TβRⅡ 돌연변이를 조사

하였고, 이런 돌연변이가 단백질의 삼차원적 구조변화를 일으켰는지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18예중 6예의 세포학적 이형성 부위에서 여섯 유형의 유전자 돌연변이가 관찰

되었다. 이 중 1예는 exon 3의 codon 135 부위에서 ATG(Met)→ACG(Thr)으로

바뀐 missense mutation이었고 이 부위의 단백질 삼차원 구조변화 분석결과 단백

질의 구조가 변화한 것을 관찰하였다. 3예는 exon 4에서 세 유형의 miss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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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tation이었고 이 중 한 유형은 아미노산의 hydrophobicity가 변화되었다. 나머지

2예는 exon 5와 exon 7에서 silent mutation이었다.

2. 18예의 구강편평세포암종 중 3예의 침윤성 암종 부위에서 세 유형의 돌연변이

가 관찰되었다. 3예 모두 exon 4에서 관찰되었고, codon 170, codon 186, codon

205에서 missense mutation이었다.

3. 경부림프절 전이를 나타냈던 9예의 편평세포암종 중 3예의 침윤성 암종 부위에

서 여섯 유형의 돌연변이가 관찰되었다. 모두 exon 4에 존재하는 돌연변이었고,

codon 170, codon 221, codon 227, codon 236, codon 238에서 missense mutation

이, codon 389에서 silent mutation이 관찰되었다.

4. 구강편평세포암종 18예중 8예에서 exon 4의 codon 191에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SNP)이 관찰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 TβRⅡ의 돌연변이는 암발생 과정 중 전암단계부터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었고, 돌연변이에 의해 단백질의 구조가 변화되면서 TGFβ와의 결합친화

력을 감소시켜 세포증식을 억제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발암작용을 촉진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또한 exon 4에서 44%의 높은 빈도로 SNP가 관찰되어 이는

cancer susceptibility 증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되는 말 : TGFβ typeⅡ 수용체, 돌연변이, 단백질 구조, 편평세포암종, 다단계

암발생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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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김 진 교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이 은 하

ⅠⅠⅠⅠ.... 서서서서론론론론

악성종양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되며 그 기전의 하나가 암유발유전자의 활성

과 함께 암억제 유전자의 비활성이다(Kelly등 1999). Transforming growth factor

β(TGFβ)는 상피세포증식의 강력한 억제인자중의 하나로(Chu등 1999; de

Castecker등 2000; Kelly등 1999) 대부분의 악성종양이 세포증식을 조절하는 기능

이 상실되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암발생 단계의 특정 시기에 TGFβ의 기능이

억제 되거나 신호전달기능의 상실이 일어났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TGFβ는 135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2개의 동일한 사슬로 이루어져 있고 포유

류에서는 TGFβ1, TGFβ2, TGFβ3, 3가지 형태가 존재하며 이들 각각은 다른 유

전자에서 encode되나 신호전달체계는 모두 같은 수용체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Chih hu등 1998; de Caestecjer등 2000). TGFβ1은 가장 흔히 종양세포에서 증가

되며 종양형성 과정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다. TGFβ 신호체계는 특정 세포

표면 수용체에 의해 매개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TGFβ 수용체에 초점을 맞

추어 연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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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GFβ의 수용체에는 typeⅠ, Ⅱ, Ⅲ(betaglycan), Ⅳ, Ⅴ등이 있다. TypeⅠ, Ⅱ, Ⅲ,

Ⅴ 수용체는 대부분의 세포에서 동시에 발현되며 typeⅣ는 단지 뇌하수체 세포에

서만 보인다. TypeⅡ 수용체(TβRⅡ)는 serine/threonine kinase를 갖는 75-85kDa

의 막단백질로 TGFβ와 직접결합하며 스스로 인산화된다. TypeⅠ수용체(TβRⅠ)

는 50-60kDa로 기질과 직접 결합하지 못한다(Wrana등 1992; Wrana등 1994;

Massague등 1992). TGFβ의 생물학적인 효과들은 일차적으로 serine/threonine

kinase receptors인 TβRⅠ과 TβRⅡ의 상호작용에 의해 일어난다. 먼저 TβRⅡ가

특이 기질들과 결합하게 되면 TβRⅠ과 수용체 복합체를 형성하게 되고 TβRⅠ이

후에 Smad 단백과 함께 세포내로 신호가 전달되게 되고 핵 안의 Smad 복합체는

DNA에 결합하여 특정유전자의 전사를 돕는다. 이러한 이유로 TβRⅠ과 TβRⅡ의

기능이 TGFβ 신호전달체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Shi등 2003;

Chen등 1995; Derynck등 1986; alexandrow등 1995; Kondo등 2003).

최근 많은 연구에 의해 TβRⅡ 유전자가 암억제유전자로 알려지고 있다. 두경부

편평세포암종을 포함한 여러 암세포주에서 TGFβ에 의한 성장억제효과가 감소되

고(Roberts등 1990; Fynan등 1993; Reiss등 1990), TβRⅡ 유전자 변이와 발현 변

화가 TGFβ registance와 암 발생에 연관이 있으며(Park등 1994; Lu등 1995;

Parsons등 1995; Myeroff등 1995; Markowitz등 1995; Williams등 1996) 유방암과

대장암 세포에서 정상의 TβRⅡ cDNA가 암발생을 감소시킨다(Sun등 1994; Wang

등 1995). 또한 두경부암, 유방암, 폐암의 30-50%에서 염색체 3p22에 위치한 TβR

Ⅱ 유전자 소실이 있다.(Mathew등 1994; Maestro등 1993). 반복서열 중 하나의

adenine이 insertion 또는 deletion됨으로써 결국 truncated receptor 단백질 합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TβRⅡ 유전자 돌연변이 연구는 지금까지 sporadic 대장암, 위암,

난소암 등 다양한 인체암에서 발견되었다(Grady등 1998; Shin등 2000; Sæterdal등

2001; Parsons등 1995; Lucke등 2001). 또한 genomic instability를 보이는 종양 세

포에서 이 수용체의 돌연변이가 많이 존재한다(Orimo등 1998). 난소암에서 높은

수의 TβRⅠ 돌연변이가 관찰되었고(Chen등 2001), 두경부 편평세포암종에서는

TβRⅡ단백질의 발현과 연관된 연구보고가 있고(Muro-Cacho등 2001; Mu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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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cho등 1999; Paterson등 2001) 유전자 돌연변이에 대한 연구는 TβRⅡ의

missense mutation(Garrigue-Antar등 1995)과 TβRⅡ gene promotor에서의 돌연

변이를 조사한 연구(Seijo등 2001)가 있다.

한편, TGFβ와 그 수용체는 암발생과정에 복합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암발생 초기 단계에는 암억제 인자로 역할을 하며 좀더 진행된 단계에서는 오

히려 암유발인자로 작용한다. 이의 실험적 근거들로는 TGFβ 신호체계가 활성화되

면 원발성 유선암의 발생이 지연되고 TGFβ 신호체계에 이상이 있었던 쥐에서는

좀더 이른 시기에 종양이 형성되어 암발생초기 단계에는 TGFβ가 암억제 인자로

작용한다고 하였고(Siegel등 2000), 이와는 반대로 쥐에서의 spontaneous lung

metastasis 형성 실험에서는 TGFβ 수용체 활성이 증가된 쥐에서 전이암이 훨씬

많은 빈도로 나타나 암의 후반기에는 TGFβ가 암유발 인자로 작용하는 것으로 생

각할 수 있다(Sporn등 1990). 또한 유방암 실험에서 TGFβ를 첨가한 세포주는 전

이가 활발히 일어나는(Welch등 1990) 반면 TGFβ 수용체 기능을 억제시킨 군에서

는 전이 능력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McEarchern등 2001). In

vitro에서 암발생 초기에 나타나는 TGFβ의 암억제 효과는 c-myc의 발현을 억제

시켜 cyclin-dependent kinase inhibitor인 p15와 p21의 발현을 유도함으로써 생

기는 것으로 생각되고(Chen등 2001),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이 골조직과 같은 특정

장기로 전이되는데 있어서 TGFβ의 역할은 TGFβ/Smad와 p38이 osteolytic factor

인 PTHrP의 발현을 유도함으로써 암전이를 증진시킨다고 한다(Kakonen등 2002;

Yin등 1999).

암억제유전자로서의 TGFβ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두경

부 구강편평세포암종과 TGFβ의 연관성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고 대부분의 연구는

세포배양으로 얻어진 암세포와 정상세포, 동결조직에서 얻은 암조직과 정상조직을

이용함으로써 단순히 정상 세포와 암세포사이의 차이가 존재하는 지에 대한 연구

에 국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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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GFβ의 기능은 다양하며, 암발생과정에서의 그 기능이 암발생의 초기단계와 후기

단계에서 역시 다르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연구들 역시 주로 유방암이나 전립선

암등에서 이루어졌고 두경부 암에서의 연구는 미흡하다. 따라서 두경부암의 발생

단계에 따른 TβRⅡ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의 세포를 따로따로 분리

하여 연구를 진행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저자는 구강편평세포암종의 각 단계에 해당하는 세포를 레이저를 이용하여

따로따로 분리하여 분리된 세포에서 TβRⅡ 돌연변이를 조사하여 그 돌연변이의

양상 및 시기를 알아보고, 이런 돌연변이가 단백질의 구조변화를 유도하는지를 연

구함으로써 구강편평세포암종 발생과정에서 TβRⅡ의 역할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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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Ⅱ.... 연연연연구구구구 재재재재료료료료 및및및및 방방방방법법법법

가가가가.... 연연연연구구구구 재재재재료료료료

이 연구재료는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구강병리학교실에서 진단된 구강 편평세포암

종 환자 18예의 조직을 대상으로 하였다. 각각의 임상적 및 병리학적 특성은

Table 1에 정리하였다. 수술한 암종 조직에 대한 현미경 관찰을 하여 외과적으로

절제된 이형성이 없는 경계부위를 정상조직으로 간주하였다. 정상조직에서 침윤성

암종으로 이행되는 부위에서 이형성 유무를 관찰하였다.

Table 1. Clinical and pathologic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s

L/N: Lymph node metastasis, M: Male, F: Female, WD: Well differentiation, MD:
Moderately differentiation, PD: Poorly differentiation MWD: Moderately to well
differentiation, PMD: Poorly to moderately differentiation,

Case Age/Sex Primary site Differentiation Dysplasia L/N
1 67/F Lower gingiva WD + -
2 64/F Tongue MD + +
3 60/F Lower gingiva WD - -
4 64/M Tongue MD - -
5 68/M Lower gingiva PD + +
6 56/M Buccal cheek MWD - -
7 39/M Tongue WD + +
8 77/M Lower gingiva WD + -
9 83/F Lower gingiva WD + -
10 67/M Tongue WD + +
11 62/M Lower Lip MWD + -
12 66/M Lower gingiva PD + +
13 67/F Lower gingiva PMD + +
14 73/M Lower gingiva MWD - +
15 57/M Lower gingiva MWD + -
16 39/M Buccal cheek MWD + +
17 60/M Palatal mucosa MWD + -
18 52/M Mouth Floor MW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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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나.... 연연연연구구구구 방방방방법법법법

⑴⑴⑴⑴ LLLLaaaasssseeeerrrr ccccaaaappppttttuuuurrrreeee mmmmiiiiccccrrrrooooddddiiiisssssssseeeeccccttttiiiioooonnnn((((LLLLCCCCMMMM))))을을을을 이이이이용용용용한한한한 세세세세포포포포 추추추추출출출출

Silane coated slide glass를 70% ethanol에 담근 후 thermoplastic membrane을

슬라이드에 붙이고 Fixer Gum(Marabuwerke GmbH&Co, Germany)으로 접착시킨

다음 통상적인 방법으로 파라핀에 포매된 조직을 4㎛ 두께로 잘라

Hematoxylin/Eosin (H/E) 염색을 시행하였다.

외과적 절제의 경계부위에서 정상세포를, 이형성 부위에서 이형성세포를, 침윤성

암종 부위에서 암종 세포를, 경부림프절 전이 부위에서 전이된 암세포를 각각

laser capture microdissection(LCM) 장비(Zeiss, P.A.L.M. Mikrolaser technologie

Biomateria. Pacific Co.Ltd)를 이용하여 0.5㎖ tube의 뚜껑에 분리하였다(Figure

1).

a. b c

Dysplastic area This region is outlined by the Following the catapult removal

laser beam of the samples into collecting vial

the empty spaces of dysplastic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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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arcinoma area This region is outlined by the Following the catapult removal

laser beam of the samples into collecting vial

the empty spaces of tumor cells

FFFFiiiigggguuuurrrreeee 1111.... HHHHiiiissssttttoooollllooooggggyyyy ooooffff tttthhhheeee mmmmiiiiccccrrrrooooddddiiiisssssssseeeecccctttteeeedddd ssssaaaammmmpppplllleeeessss.... ⒜⒜⒜⒜ ddddyyyyssssppppllllaaaassssttttiiiicccc aaaarrrreeeeaaaa,,,, ⒝⒝⒝⒝

ccccaaaarrrrcccciiiinnnnoooommmmaaaa aaaarrrreeeeaaaa

⑵⑵⑵⑵ DDDDNNNNAAAA 추추추추출출출출

모아진 각각의 세포로부터 QUIAGEN DNeasy tissue kit(QUIAGEN Germany)를

이용하여 DNA를 추출하였다. 200㎕의 PBS를 넣고 5분간 원심분리하여 세포를

모은 후 20㎕ proteinase K/200㎕ AL buffer를 넣고 70℃에서 30분간 처리하였다.

10㎎/㎖ RNase 40㎕를 넣고 실온에서 2분간 처리하였다. 100% 에틸알코올 200㎕

를 넣고 섞은 후 위 용액을 collecting tube에 옮겨 원심분리하여 용액을 버리고

500㎕의 AW1 buffer로 씻고 500㎕의 AW2 buffer로 다시 한번 씻은 후 50㎕의

AE buffer로 DNA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DNA는 -20℃에 보관하였다.

⑶⑶⑶⑶ TTTTββββRRRRⅡⅡⅡⅡ 중중중중합합합합효효효효소소소소연연연연쇄쇄쇄쇄반반반반응응응응

각 단계의 세포로부터 추출한 DNA를 주형으로 하여 TβRⅡ 유전자의 exon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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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합효소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PCR)을 시행하였다. 각 단계 세

포의 DNA 2㎕를 사용하여 PCR mixture(TAKARA, Japan)로 반응시켰다. 효소는

pfu-DNA polymerase(MB1-FERMENTAS)를 사용하였고 dNTP(TAKARA,

Japan)를 첨가하여 시행하였다. Exon 1～7 중합효소 연쇄반응은 94℃에서 4분간

둔 후 변성반응을 94℃에서 1분간, 결합반응을 50℃～ 58℃에서 1분간, 중합반응은

72℃에서 1분간 30주기를 반복하고 마지막 중합반응은 72℃에서 10분간 연장하여

반응시키고 4℃에서 반응을 중지시켰다. PCR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Nested PCR

을 시행하였는데 처음은 outer primer를 이용하고 두 번째 반응은 inner primer를

이용하였다. 사용한 primer는 table2와 같다. 양성대조군으로는 GAPDH를 사용하

였고 음성 대조군은 DNA를 넣지 않고 중합효소 연쇄반응을 시행하였다. 중합효

소 연쇄반응 산물은 ethidium bromide 처리된 1% agarose gel에서 전기영동하여

자외선 조사하여 확인하였다.

Table 2. Primer sequences for TβRⅡ PCR

Primer name Sequence Product(bp)

Exon 1

Outer-F TGC GCT GGG GGC TCG GTC TAT 178
Inner-F TCG GTC TAT GAC GAG CAG
Inner-R GGG ACC CCA GGA AGA CCC
Outer-R GAG GCG GGG ACC CCA GGA A

Exon 2

Outer-F CAA GTT CAT TTG AAA TTG C 306
Inner-F CAG GAA TTC ATT GGC AGG CTG
Inner-R TGT GTG TAC TAT GAG AAT ACA TTA TGT
Outer-R TTA CAT TTA GGA GAC AGA GAT ACA

Exon 3

Outer-F TCT CCC CTC GCT TCC AAT 241
Inner-F TCC AAT GAA TCT CTT CAC TC
Inner-R CCC ACA CCC TTA AGA GAA GA
Ouer-R CAG ATC TCA GGT CCC ACA

Exon 4
upstream

Outer-F CCA ACT CCT TCT CTC CTT GTT TTG 444
Inner-F TTT CCC CAA CAG AAT ATA ACA CC
Inner-R GAA AGA TCT TGA CTG CCA CTG
Outer-R TCC AAG AGG CAT ACT CCT CAT AGG

Exon 4
down

stream

Outer-F AAC ACA GAG CTG CTG CCC ATT GAG CT 568
Inner-F ATT GAG CTG GAC ACC CTG GTG GGG A
Outer-R CCA GGC TCA AGG TAA AGG GGA TCT AGC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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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⑷⑷⑷ 염염염염기기기기서서서서열열열열 분분분분석석석석

1% agarose gel에서 전기영동에서 확인된 TβRⅡ exon 1～7의 중합효소 연쇄반응

한 DNA는 gel extraction kit(Promega, USA)를 이용하여 정제하였다. 중합효소

연쇄반응 산물은 DYEnamic ET Dye Terminator(Amersham Biosciences, USA)

를 사용하여 labelling 한 후 GP thermal cycle(Takara Bio Inc, Japan)를 이용하

여 PCR cycle을 시행하였고 Sephadex G50 column을 이용하여 정제한 후

MegaBACE 1000(Amersham Biosciences, USA) 장비로 자동 염기서열 분석을 하

였다.

((((5555)))) TTTTββββRRRRⅡⅡⅡⅡ 돌돌돌돌연연연연변변변변이이이이에에에에 대대대대한한한한 단단단단백백백백질질질질 구구구구조조조조 분분분분석석석석

구조 모델링 방법(Structrure modeling method): BLAST(Basic Local Alignment

Search Tool)와 FASTA3(version 3)를 이용하여 유사한 염기서열을 갖는 다른 단

백질을 찾은 뒤 이 중에서 3차원 구조가 알려진 것을 확인하고자 RCSB

PDB(Protein data bank)에서 검색하였다. 검색결과 1PLO(Deep등 2003),

1KTZ(Hart등 2002), 1M9Z(Boesen 등 2002)를 찾을 수 있었다. 이 중에서 1PLO

와 1KTZ를 본 단백질과의 sequence alignment와 구조를 기반으로 insightII

(BIOSYM 의 3D graphical environment for molecular modeling package)에서 해

Exon 5

Outer-F CAG CTA TAT TGT GAA AAG AAA AAG GCA GC 261
Inner-F GGC AGC TGG AAT TAA ATG ATG GGC
Inner-R TGC TCG AAG CAA CAC ATG
Outer-R TTG TAA CCC CTG GAA TAA TGC TCG

Exon 6
Outer-F TTT CCT TTG GGC TGC ACA TG 243
Outer-R CCT AAG AGG CAA CTT GGT TGA ATC

Exon 7

Outer-F TTG CCT TCC GCG GAG CCC ACC AAC TAC T 252
Inner-F CCA ACT CAT GGT GTC CCT TTG
Inner-R TCT TTG GAC ATG CCC AGC CTG
Outer-R TTT GGT GAG AGG GGC AGC CTC TTT G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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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되는 영역의 본 단백질의 삼차원 구조를 homology modeling 하였다. 그 후 얻

어진 구조에서 앞의 실험에서 발견되었던 돌연변이가 발생한 부위를 동일하게 변

이시킨 뒤 그 구조를 energy minimization시켜서 예상되는 구조의 변화를 살펴보

았다. 이때에 insight II에서 DISCOVER force field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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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Ⅲ.... 연연연연구구구구 결결결결과과과과

((((1111)))) 다다다다단단단단계계계계 구구구구강강강강암암암암 발발발발암암암암과과과과정정정정에에에에서서서서 TTTTββββRRRRⅡⅡⅡⅡ의의의의 돌돌돌돌연연연연변변변변이이이이 분분분분석석석석

18예의 구강편평세포암종 환자를 대상으로 암발생과정 단계별로 TβRⅡ coding

DNA염기서열에 해당되는 exon 1～7에 대한 염기서열분석 결과 exon 1, 2, 6에서

는 돌연변이가 관찰되지 않았고 3, 4, 5, 7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났다.

수용체의 돌연변이 유형은 14건 있었다. 10건은 missense mutation이었고 3건은

silent point mutation이었으며 1건은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SNP)로 확

인되었다(Table 3, 4).

18예의 구강편평세포암종 중 2예의 외과적 절제의 경계부인 정상부위에서 돌연변

이가 관찰되었다. Exon 4의 codon 170에서 ATC(Ile)이 ACC(Thr)으로 바뀐

missense mutation이었다. Codon 170의 돌연변이가 정상부위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SNP의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NCBI DB와 다른 문헌에서

는 찾아볼 수 없는 변이서열이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 부위에 돌연변

이를 보였던 환자의 정상 림프절에서 DNA를 추출하여 돌연변이 분석을 시행하였

다. 림프절에서는 돌연변이가 관찰되지 않아 SNP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였다.

18예의 구강편평세포암종 중 6예의 세포이형성 부위에서 여섯 유형의 돌연변이가

관찰되었다. 1예는 exon 3의 codon 135에서 ATG(Met)이 ACG(Thr)로 바뀐

missense mutation이었고 1예는 exon 4에서 나타났으며 3건이었다. 1건은 codon

170에서 ATC(Ile)이 ACC(Thr)으로 바뀐 missense mutation, 1건은 codon 222에

서 GAT(Asp)가 GGT(Gly)로 바뀐 missense mutation, 1건은 codon 234에서

AAC(Asn)이 GAC(Asp)로 바뀐 missense mutation이었다. 2예는 각각 exon 5의



- 12 -

codon 421(ACT(Thr)→TCT(Ser))와 exon 7의 codon 553 (TCG(Ser)→TCT(Ser))

에서 나타난 silent mutation이었다.

침윤성 암종 부위에서는 3예의 돌연변이가 관찰되었는데 3예 모두 exon 4에서 나

타났으며 codon 170(ATC(Ile)→ACC(Thr)), codon 186(TTC(Phe)→TCC(Ser)),

codon 205(AAG(Lys)→GAG(Glu))에서 missense mutation을 보였다.

경부 림프절 전이가 있었던 총 9예의 구강편평세포암종 조직 중 3예에서 여섯 유

형의 돌연변이가 관찰되었다. 3예 여섯 유형의 돌연변이 모두 exon 4에서 나타났

다. Codon 170 (ATC(Ile)→ACC(Thr)), codon 221 (GAA(Glu)→GTA(Val)),

codon 238 (AAC(Asn)→ATC(Ile)), codon 227(ATC(Ile)→ACC(Thr)), codon 236

(AAC(Asn)→GAC(Asp))는 missense mutation이었고 codon 389 (AAC(Asp)→

AAT(Asp))에서는 silent mutation을 보였다.

Exon 4의 Codon 191(Val → Ile)돌연변이는 8예서 관찰되었다. 정상세포에서 8건,

이형성에서 6건, 암세포에서 8건, 전이된 부위에서 4건이 관찰되었는데 문헌 확인

결과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SNP)으로 밝혀졌다(Watanabe등 2002).

각 돌연변이의 아미노산 변화는 Table4에 정리하였다. 각 아미노산의 변화 중 6건

에서 아미노산의 hydrophobicity 변화가 관찰되었다. Exon 3의 codon 135, exon 4

의 codon 170, 186, 227은 hydrophobic 아미노산에서 hydrophilic 아미노산으로

exon 4의 codon 221, 238은 hydrophilic 아미노산에서 hydrophobic 아미노산으로

변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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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βRⅡ mutations in oral squamous cell carcinomas

Exon 4(Up stream) Exon 4(Down stream)
No Dy Ca L/N No Dy Ca L/N

1 - - - [221]/[238] - ND ND -
2 SNP191 SNP191 SNP191 NA - ND ND NA
3 - NA - NA ND NA ND NA
4 SNP191 NA SNP191 SNP191/[227/236] ND NA ND ND
5 SNP191 SNP191 SNP191 NA ND ND ND NA
6 SNP191 NA SNP191 SNP191 ND NA ND ND
7 SNP191 SNP191 SNP191 NA ND ND - NA
8 ND - [205] NA ND ND ND NA
9 SNP191 SNP191 SNP191 SNP191 ND ND - ND
10 SNP191 SNP191 SNP191 NA - ND ND NA
11 SNP191 SNP191 SNP191 SNP191 ND ND ND ND
12 - [222]/[234] - - ND ND ND ND
13 - - - NA ND ND - NA
14 - NA - ND ND NA ND ND
15 [170] [170] ND NA ND ND ND NA
16 ND [170] [170]/[186] [170] - ND - [389]
17 ND ND - NA - ND ND NA
18 [170] ND [170] ND ND ND ND ND

Exon 1 Exon 2 Exon 3
No Dy Ca L/N No Dy Ca L/N No Dy Ca L/N

1 - - - - - - - - - - - -
2 ND ND - NA ND ND ND NA - - - NA
3 ND NA ND NA ND NA ND NA - NA - NA
4 ND NA ND ND - NA ND - - NA - -
5 ND ND ND NA ND ND ND NA - - - NA
6 ND NA ND ND ND NA ND ND - NA - -
7 ND ND - NA ND ND - NA - - - NA
8 - - - NA ND ND - NA - - - NA
9 - ND - - - - - - - [135] - -
10 - - ND NA - ND ND NA - - - NA
11 - - ND ND ND - ND ND - - - -
12 ND - ND - ND ND - ND - - - -
13 - ND ND NA - ND ND NA - - - NA
14 ND NA ND ND ND NA ND ND - NA - -
15 ND ND ND NA ND ND ND NA - - - NA
16 - - ND - - - ND ND - - - -
17 - - ND NA - - ND NA - ND - NA
18 ND ND ND ND ND ND ND ND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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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normal, Dy: dysplasia, Ca: Carcinoma, L/N: lymph node metastasis, NA; not available, ND:

not determinant, -: negative

Exon 5 Exon 6 Exon 7
No Dy Ca L/N No Dy Ca L/N No Dy Ca L/N

1 - ND - - - - - - - - ND -
2 - - - NA - - - NA - ND - NA
3 - NA - NA - NA - NA - NA ND NA
4 - NA - - - NA - - - NA ND -
5 ND - ND NA - - - NA ND ND ND NA
6 - NA - - - NA - - - NA ND ND
7 - - - NA - - - NA ND ND - NA
8 ND - - NA - - - NA - - - NA
9 - - - - - - - - ND - ND ND
10 - - - NA - - - NA - - ND NA
11 ND [421] - - - - - - ND ND - ND
12 ND - - - - - - - - - ND ND
13 - - - NA - - - NA - [553] ND NA
14 - NA - - - NA - - ND NA ND ND
15 - ND ND NA ND ND ND NA ND ND ND NA
16 - - - - ND - - - - - ND -
17 - - - NA - ND - NA - ND ND NA
18 - - - - - ND - - ND ND ND 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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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el 4. Amino acid changes in TβRⅡ mutation

Table 5. Incidence of missense mutations in multistep process

L/N : Lymph node metastasis

((((2222)))) TTTTββββRRRRⅡⅡⅡⅡ 돌돌돌돌연연연연변변변변이이이이에에에에 대대대대한한한한 단단단단백백백백질질질질 구구구구조조조조 분분분분석석석석

위의 돌연변이 결과를 토대로 exon 3의 codon 135(Met-to-Thr)의 missense

Dysplasia Carcinoma L/N

Exon 3 1

Exon 4 4 4 6

Exon 5 1

Exon 7 1

Exon Codon Mutation
Hydropho-
bicity 변화

3 135 ATG[Methionine] → ACG[Threonine] o
4 170 ATC[Isoleucine] → ACC[Threonine] o

186 TTC[Phenylalanine] → TCC[Serine] o
205 AAG[Lysine] → GAG[Glutamate]
221 GAA[Glutamate] → GTA[Valine] o
222 GAT[Aspartate] → GGT[Glycine]
227 ATC[Isoleucine] → ACC[Threonine] o
234 AAC[Asparagine] → GAC[Aspartate]
236 AAC[Asparagine] → GAC[Aspartate]
238 AAC[Asparagine] → ATC[Isoleucine] o
389 AAC[Asparagine] → AAT[Asparagine]

5 421 ACT[Threonine] → TCT[Serine](silent mutation)
7 553 TCG[Serine] → TCT[Serine](silent mutation)

Hydrophobic Hydrophi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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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tation이 가져오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Swissprot DataBank에서 얻은 수

용체의 세포막 외측부위 아미노산 서열(figure 3)을 이용하여 Clustal X program

을 이용한 컴퓨터 모델링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단백질의 삼차원 구조가 변화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figure 4, 5). 이 위치의 methionine이 threonine으로 변화

됨으로 인해 표면의 potential이 변화되었는데 hydrophobic patch가 없어졌고 주변

의 양전하와 음전하의 분포가 약간 변화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Exon 4에서 나타났던 missense mutation에 대해서는 이 부위가 transmembrane,

intracellular domain이 걸쳐 있는 부위로, 이 부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잘 알려져 있지 않고 구조 또한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이 유형의 돌연변이에 대한

삼차원적 구조 변화 분석은 수행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의 중 은 아미노산exon 4 missense mutation codon 186, 221, 227, 238

의 가 변화되었다 이는 단백질의 구조가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hydrophobicity .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FFFFiiiigggguuuurrrreeee 2222.... TTTThhhheeee ssssttttrrrruuuuccccttttuuuurrrreeee ooooffff TTTTββββRRRRⅡⅡⅡⅡ ggggeeeennnnee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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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βRⅡ FPQLCCCCKFCCCCDVRFSTCCCCDNQKSCCCCMSNCCCCSITSICCCCEKP...QEVCCCCVAVWRKND.ENITLETVCCCCH

mTβRⅡ LPQLCCCCKFCCCCDVRLSTCCCCDNQKSCCCCMSNCCCCSITAICCCCEKP...HEVCCCCVAVWRKND.KNITLETVCCCCH

rTβRⅡ LPQLCCCCKFCCCCDVTLSTCCCCDNQKSCCCCMSNCCCCSVTSICCCCEKP...QEVCCCCVAVWRKND.KNITLETVCCCCH

pTβRⅡ LPQLCCCCKRCCCCDVRSSTCCCCDNQKSCCCCLSNCCCCSITAICCCCEKP...QEVCCCCVAVWRKND.ENITIETVCCCCD

cTβRⅡ LPRLCCCCKFCCCCDVKATTCCCCSNQDQCCCCKSNCCCCNITSICCCCEKN...NEVCCCCAAVWRRND.ENVTLETICCCCH

xTβRⅡ RTNVCCCCKWCCCCDNSHPVCCCCDG.GICCCCLTNCCCCSLSSYCCCCENP...EEICCCCVTIWKEEN.ESLQLSTRCCCCH

mActRⅡ ETQECCCCLFFNANWERD.......TNQTGVEPPCCCCYGDKDKRRHCCCCFATWKNISGSIEIVKQGCCCCW

↓↓↓↓
hTβRⅡ DPKLPYHDFILEDAASPKCCCCIMKEKKKPGETFFMCCCCSCCCCSSD.ECCCCNDNIIFSEEYN

mTβRⅡ DPKLTYHGFTLEDAASPKCCCCVMKEKKRAGETFFMCCCCACCCCNNE.ECCCCNDYIIFSEEYT

rTβRⅡ DPKFTYHGFTLEDATSPTCCCCVMKEKKRAGETFFMCCCCSCCCCNTE.ECCCCNDYIIFNEEYT

pTβRⅡ DPKIAYHGFVLDDAASSKCCCCIMKERKGSGETFFMCCCCSCCCCSSD.ECCCCNDHIIFSEEYA

cTβRⅡ DTQKRLYGHMLDDSSSEQCCCCVMKEKKDDGGLMFMCCCCSCCCCTGE.ECCCCNDVLIFSAIDP

xTβRⅡ HPLLLLENFLVPNYNTSLCCCCVMSAMPSVSGRLYTCCCCACCCCTEEQECCCCNDQLIFYNQSN

mActRⅡ LDD.......INCCCCYDRTDCCCCIEKKD...SPEVYFCCCCCCCCCCCCEGN.MCCCCNEKFSYFPEME

Figure 3. Sequence alignment of the extracellular domains(ECD) from T RFigure 3. Sequence alignment of the extracellular domains(ECD) from T RFigure 3. Sequence alignment of the extracellular domains(ECD) from T RFigure 3. Sequence alignment of the extracellular domains(ECD) from T Rββββ ⅡⅡⅡⅡ

species homologues.species homologues.species homologues.species homologues. h-human, m-mouse, r-rat, p-pig, c-chicken, x-X.lavis. The

sequence of mouse ActR ECD is also aligned. Cysteine residues are shown inⅡ

bold. The eight Cys residues designated by black asterisks form four disulfide

bonds that are structurally conserved in hT R and mActT .The arrow indicatesβ Ⅱ Ⅱ

the changed amino aci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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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1

β2

β3

β4
β5

β6

β7 β8
MMMM

cccc

cccc

FFFFiiiigggguuuurrrreeee 4444 .... TTTThhhheeee SSSSttttrrrruuuuccccttttuuuurrrreeee ooooffff TTTTββββRRRRⅡⅡⅡⅡ:::: NNNNoooorrrrmmmmaaaallll TTTTββββRRRRⅡⅡⅡⅡ ffffrrrraaaammmmeeee.... Ribbon representation of

the extracellular domain structure of T R . Strands are numbered in the order in whichβ Ⅱ

they occur in the 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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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Fiiiigggguuuurrrreeee 5555.... TTTThhhheeee SSSSttttrrrruuuuccccttttuuuurrrreeee ooooffff TTTTββββRRRRⅡⅡⅡⅡ:::: ccccooooddddoooonnnn 111133335555 mmmmiiiisssssssseeeennnnsssseeee mmmmuuuuttttaaaattttiiiioooonnnn.... Surface

representation of charge distribution and hydrophobic patches on the

extracellular domain of TβRⅡ. Hydrophobic patches are colored yellow. Positive and

negative charged patches are colored blue and red, respectively. Residue M135 and

M135T are labelled in circle. The circled region has been magnified to show the change

of electrostatic pot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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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Ⅳ.... 총총총총괄괄괄괄 및및및및 고고고고찰찰찰찰

두경부 편평세포암종은 전세계적으로 매년 약 500,000명의 환자가 존재하며 그 치

료법이 점점 발전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진행된 암의 경우 예후는 5년 생존율이

약 40%로 매우 좋지 않다(Hall SF등 2000, Landis SH등 1999). 따라서 예방과 조

기진단, 치료방법의 선택 및 예후 평가의 유용성을 위해서는 암발생 기전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TGFβ는 발암과정에서 암억제와 암유발 두가지 기능을 모두 가진 복합적인 역할

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TGFβ가 암억제에서 암유발인자로 변화되었다면 이

는 반드시 TGFβ의 성장억제 기능에 대한 반응성이 상실되어야 하는데 TGFβ 기

질이 암발생초기와 후기 모두에서 발현되기 때문에 이런 반응성 상실은 수용체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TGFβ는 세포막에 존재하는 Ⅰ형 수용체(Tβ

RⅠ)와 Ⅱ형 수용체(TβRⅡ)의 결합으로 Smad가 활성화 되어 핵내로 신호를 전

달한다. 따라서 TGFβ의 신호전달체계와 그 기능의 장애는 발암과정에 중요한 역

할을 한다고 생각된다(de Castecker등 2000; Kelly등 1999). TGFβ의 세포성장 억

제 효과에 대한 저항력이 인체 암 발생의 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저

항력을 얻게 되는 기전의 하나로 TβRⅡ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다양한 암종 세포주

에서 알려져 있다.(Wrana등 1992; Munoz-Antoniz등 1996; Maestro등 1993;

Markowitz등 1995; Grady등 1999; Wang등 1995; Ionov등 1993; Thiboeau등

1993; Furuta등 1993). 식도암, 위암, 췌장암에서 TβRⅡ유전자의 돌연변이와 같은

유전적 이상이 보고되어 수용체 이상이 상피세포기원의 발암과정에서 중요한 기

전으로 작용할 것으로 제시된 바 있다(Park등 1994). 그러나 위장관계의 암종과는

달리 두경부 암종에서는 아직까지 TβRⅡ의 돌연변이 연구는 많지 않은 상태이다.

Garrigue-Antar등은 두경부 편평세포암종 세포주를 사용한 TβRⅡ돌연변이 연구

에서 2개의 세포주에서 missense mutation을 보고하였고(Garrigue-Antar등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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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ijo등은 두경부 편평세포암종 조직에서 TβRⅡ 전사 시작부위의 돌연변이 연구

에서 46%의 유전적 변이를 보고하였다(Seijo등 2001). 또한 Wang등은

serine/threonine kinase domain에서 21%의 점돌연변이를 보고하였다. 이들 돌연

변이에 의한 TGFβ 신호체계의 이상은 두 가지 기전으로 설명된다. 첫째, 암종 세

포주의 돌연변이가 serine/threonine kinase domain에 집중되어 있어 돌연변이가

Smad 유전자 군의 인산화 과정을 방해함으로써 암발생과정에 기여하리라고 추측

된다. 둘째, TβRⅡ 유전자의 missense 변이가 아미노산의 극성변화를 유발하여

단백질의 구조적인 folding에 영향을 주거나 catalytic 활성이 변함으로써 TβRⅡ

을 인지하는 능력에 장애가 생겨서 세포내 신호전달체계에 이상이 생겼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TβRⅡ의 exon 1～7에 대해 돌연변이 분석을 하였다. 다단계 암발

생과정의 어느 시기에 TβRⅡ의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각 단계의

세포를 레이저를 이용하여 분리하여 돌연변이 분석을 시행하였다. 구강편평세포암

종 1예에서 extracellular domain인 exon 3의 이형성 단계에서 missense mutation

이 관찰되었고 이의 구조적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분석에서 단백질의 삼차원적

구조변화가 초래되었다. 돌연변이가 일어난 것으로 밝혀진 methionine 135번

residue 는 선행 연구에서 보고되고 제안된 것을 근거로 살펴볼 때(Guimond A

등 1999, Guimond A등 2002), TβRⅡ의 extracellular domain 중에서 TGFβ

ligand가 결합하거나, TβRⅠ과 tertiary complex를 형성할 때 TβRⅠ과 상호작용

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amino acid residue에는 속하지 않고, 거리상으로도

멀리 떨어져서 TβRⅡ의 extracellular domain structure에서 안쪽에 위치하고 있

다. Methionine 135번 residue 주변에 대한 구조를 비교해보면 비활성 구조에서는

그 위치를 단백질 표면에서 확인할 수 있게 표면에 들어나 있으나 활성화된 구조

에서는 TGFβ 결합에 의한 구조 변화의 과정에서 methionine 135번 residue위에

위치하던 loop가 옆에 위치하는 beta sheet와 새로운 beta sheet을 형성하면서 서

로간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methionine 135번 residue를 덮어버리게 되어 단백질

표면에서 확인 할 수 없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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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RⅡ의 extracellular domain 구조의 flexibility를 NMR 실험을 근거로 살펴본 선

행 연구 (Deep등 2003)에 의하면 TβRⅡ 의 extracellular domain 구조를 잡아주

고 있는 cysteine amino acid residue 사이의 disulfide bond와 그 아미노산 주변

의 아미노산들의 flexibilitiy가 TβRⅡ의 extracellular domain이 TGFβ 기질과 결

합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Methionine 135번은 이러한 disulfide

bond에 참여하는 cysteine amino acid residue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methionine 135번 residue가 threonine으로 치환된 것은 이 135 위치의 flexibility

에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돌연변이가 TβRⅡ의

extracellular domain과 TGFβ 기질 사이의 결합친화력을 감소시켜 세포증식을 억

제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따라서 발암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가능

성을 제시한다.

TGFβ와 그 수용체는 암발생과정에 복합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

피에서 dominant negative TGFβ 수용체를 갖는 transgenic mouse model( ΔβRⅡ)

을 이용한 실험에서 ΔβRⅡ mice는 태어날 때부터 상피 과증식이나 과각화증이 있

었다. 이는 ΔβRⅡ가 TGFβ에 의한 상피증식억제 기능이 상실되었다는 것을 시사

한다. ΔβRⅡ mice에서 발암실험을 한 연구에서 12-O-tetradecanolyl-phobol-3-

acetate(TPA) 처리만으로도 유두종이 형성되었는데 이런 결과는 ΔβRⅡ가 발암과

정의 초기단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렇게 유도된 유두

종에서는 다른 화학적 발암단계의 초기에 보이는 c-ras돌연변이는 관찰되지 않았

고(DiGiovanni 1992) DMBA-TPA나 TPA-treated ras transgenic mice

(Greenhalgh등 1996) 의한 유두종보다 더 천천히 형성되었기 때문에 ΔβRⅡ의 암

의 개시효과는 약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위의 실험은 TβRⅡ 신호전달체계의 비활

성화가 피부 발암과정의 predisposing event로 작용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실험에서 exon 3의 codon 135의 단백질의 삼차원적 구조 변화를 수반하

는 missense mutation이 이형성 부위에서 발견되었고 exon 4에서도 이형성부위에

서 3건의 missense mutation이 관찰되었다. 특히 exon 4의 codon 170의 경우 외

과적 절제의 경계 부위인 정상 부위에서도 돌연변이가 관찰되고 한 예에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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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부위, 침윤성 암종 부위, 전이된 암종 부위에서 순차적인 돌연변이가 관찰되었

고 또 다른 예에서는 정상부위, 이형성 부위에서 순차적인 돌연변이가 관찰되었다.

정상 부위에서부터 돌연변이가 관찰되어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SNP)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문헌 고찰을 하였는데 NCBI DB와 다른 문헌에는 없는

돌연변이 서열이었기 때문에 이 부위의 돌연변이를 보였던 환자의 정상 림프절에

서 DNA를 추출하여 돌연변이 분석 결과 림프절에서는 돌연변이가 관찰되지 않았

다. 따라서 이 돌연변이가 SNP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 돌연변이의 아미노

산 변화를 보면 isoleucine이 threonine으로 변화되었는데 이는 hydrophobic 아미

노산에서 hydrophilic 아미노산으로 변화된 것으로 정확한 단백질 구조 분석을 할

수 없지만 hydrophobicity의 변화에 의해 TGFβ에 대한 반응성이 감소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로 볼 때 TβRⅡ의 돌연변이가 암을 유발

시키는 직접적인 인자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는 없지

만 구강암 발암과정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나타나는 현상이고 기질과의 결합 친화

력의 감소로 인해 발암과정에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Exon 5와 Exon 7에서의 나타난 돌연변이 역시 이형성 단계의 세포에서 관찰되었

으나 silent mutation으로 발암과정에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Exon 4는 모든 단계의 세포에서 돌연변이가 관찰되었다. 특히 codon 191의 돌연

변이는 정상세포군에서도 높은 빈도로 나타나 문헌고찰 결과 SNP으로 확인되었

다(Watanabe등 2002). 유방암, 전립선암, 간암 등 다양한 암에서 TGFβ1

polymorphism과 암발생 위험, 예후 등과 연관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TGFβ1의

29번째 nucleotide에서 T-to-C transition은 polymorphism의 하나로 leucine을

proline으로 변화시켜 혈청 TGFβ1 level을 증가시킨다. 이런 polymorphism은 중

년 여성의 유방암 발생위험을 20%정도 증가시킨다는 연구가 있고 또 다른

polymorphism인 509위치의 C-to-T transition은 유방암 위험을 25% 증가시킨다

는 연구가 보고되어 있다. TβRⅠ의 polymorphism과 암과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는 Knobloch등이 두경부 편평세포암종의 43%(13/30)에서 polymorphism이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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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고한 문헌이 있다(Knobloch TJ 등 2001). TβRⅡ polymorphism과 암발생

위험과의 연관관계를 연구한 문헌은 보고되어 있지는 않지만 TβRⅡ

polymorphism은 osteoporotic disorder의 유용한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는 보고가

(Watanabe등 2002) 있고 polycythaemia vera환자에서 TβRⅡ SNP를 보고한 연구

가 있다(Juan L등 2001). 이 연구에서 codon 191의 SNP는 44%의 높은 빈도로 나

타났으며 부위별로 보면 정상 부위에서 8예, 이형성 부위에서 6예, 암종 부위에서

8예, 전이된 부위에서 4예가 관찰되는 등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TβRⅡ

의 SNP와 암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 자료는 없지만 이 연구에서 SNP가 높은

빈도로 나타난 것은 SNP가 구강편평세포암종의 발생 위험인자로 작용했을 가능

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Exon 4는 missense mutation이 구강편평세포암종의 7예에서 10건이 관찰되었고

발생부위도 이형성에서 3건, 침윤성 암종부위에서 3건, 전이된 암종부위에서 6건

으로 다양한 부위에서 관찰되었다. 그러나 이 부위는 transmembrane,

intracellular domain이 걸쳐 있는 부위로 이 부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잘 알려져 있지 않고 구조 역시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이 유형의 돌연변이에 대한

삼차원적 구조 변화 분석은 수행할 수 없었다.

SNP(codon191)를 제외한 TβRⅡ의 missense mutation은 exon3, exon4, exon5,

exon7에서 각각 이형성 부위에서부터 나타났고 exon 4의 경우 외과적 절제의 경

계부위인 정상부위에서도 돌연변이가 관찰되었다. Exon 3, exon 5, exon 7의 경

우 이형성부위에서만 돌연변이가 관찰되었고 다른 돌연변이들도 산발적으로 다양

한 부위에서 관찰되었다. 그러나 exon 4의 codon 170의 경우 이형성, 침윤성암종,

전이된 암종 부위에서 순차적으로 돌연변이가 관찰된 예가 있었으며 정상, 이형성

부위에 돌연변이가 순차적으로 나타난 예도 관찰되었다. 이런 돌연변이가 암종 부

위와 전이된 암종 부위에서 순차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예가 많은 것은 암발생과

정 중 다양한 subclone의 출현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Nerlich등은

laser microdissection을 이용해서 후두 편평세포암종에서 TβRⅡ 돌연변이를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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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실험에서 한 환자의 암종조직에서 다섯 부위를 따로따로 분리하여 돌연변이

분석을 시행하였는데 각 부위에서 서로 다른 돌연변이가 관찰되었으며 나타난 돌

연변이의 종류도 모두 다른 유형이었다(Nerlich AG등 2003). 이들의 연구결과도

역시 다양한 subclone의 출현으로 돌연변이를 가진 세포군들이 세포성장에 유리

한 조건을 가지면서 종양세포의 성장을 주도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TβRⅡ돌연변이는 구강암발생과정 중 전암단계부

터 나타나며 이 돌연변이에 의해 단백질의 삼차원적 구조가 변화되면서 TGFβ와

의 결합친화력을 감소시켜 세포증식을 억제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발암작

용을 촉진시켰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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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Ⅴ.... 결결결결 론론론론

구강내에서 발생하는 다단계 편평상피암종의 발생과정에서 어느 시기에 TβRⅡ변

화가 일어나는지 일어난 변화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구강편평세

포암종의 각 단계에 해당하는 세포를 따로따로 분류하여 DNA를 추출하고 수용체

유전인자의 exon 1～7에 대해 중합효소반응과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TβRⅡ 돌

연변이를 조사하고 이런 돌연변이가 단백질의 어떤 구조변화를 일으켰는지를 분

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다단계 암발생과정 중 외과적 절제부위인 정상과 이형성부위에서부터 돌연변이가

관찰된 것으로 보아 TβRⅡ의 돌연변이는 암발생과정의 매우 초기단계에서부터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었고, 돌연변이에 의해 단백질의 삼차원구조변화가 일어나고

아미노산의 hydrophobicity 변화가 일어나면서 TGFβ와의 결합친화력을 감소시켜

세포증식을 억제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발암작용을 촉진한 것으로 사료되

었다. 또한 exon 4에서 44%의 높은 빈도로 SNP가 관찰되어 이는 cancer

susceptibility 증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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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ABBBBSSSSTTTTRRRRAAAACCCCTTTT

MMMMuuuuttttaaaattttiiiioooonnnn aaaannnnaaaallllyyyyssssiiiissss ooooffff ttttrrrraaaassssnnnnffffoooorrrrmmmmiiiinnnngggg ggggrrrroooowwwwtttthhhh ffffaaaaccccttttoooorrrr bbbbeeeettttaaaa

ttttyyyyppppeeee ⅡⅡⅡⅡ rrrreeeecccceeeeppppttttoooorrrr bbbbaaaasssseeeedddd oooonnnn mmmmuuuullllttttiiiisssstttteeeepppp pppprrrroooocccceeeessssssss ooooffff oooorrrraaaallll

ssssqqqquuuuaaaammmmoooouuuussss cccceeeellllllll ccccaaaarrrrcccciiiinnnnoooommmmaaaa

EUNHA LEE

Departments of Dental Science, Graduated school, Yonsei university

( Directed by Prof. Jin Kim D.D.S., Ph. D. )

The role of transforming growth factor β (TGFβ) family members in

carcinogenesis is complex. A widely accepted concept suggests that a critical

step of carcinogenesis is the deregulation of TGFβ action and its signaling

function. We have previously observed mutation of TGFβ type Ⅱ receptor(Tβ

RⅡ) gene in Oral squamous cell carcinoma(OSCC) cell lines.

In the present study, 18 cases of OSCC were used for genetic mutation

analysis of TβRⅡ. Focused on multistep process, each area was selected by

normal surgical margin, dysplastic lesion, carcinoma and metastatic cancer cells

by laser captured microdissection(LCM). Exon specific spanning primers of

exon 1, 2, 3, 4, 5, 6, 7 were used for PCR amplification of the genomic DNA

and each of the amplified sequences were analyzed for their mutation sites.

The structure of TβRⅡ ectodomain was analyzed by structure model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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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The genetic mutations were found in 6 cases of dysplastic area. In one

case, mutation was found in exon3(extracellular domain) at codon 135[Met to

Thr] which induced the structural change in extracellular domain of the

receptor. In 3 cases, missense mutations were found in exon4. One of them

showed the alteration of hydrophobicity of amino acid. The genetic change in

exon5 and exon7 was silent mutation.

2. The mutations were found in 3 cases of invasive carcinoma area. Those

were located in exon 4 at codon 170, codon 186 and codon 205.

3. The mutation was observed in 3 cases of metastatic area within lymph

node. Six kinds of mutation were found in exon4 at codon 170codon 221, codon

227,codon 236, codon 238, codon 389.

4. The most common site of genetic change was codon 191(Val to Ile) of

exon 4 which was found in eight cases throughout normal surgical margin,

dysplastic lesion, carcinoma and metastatic cancer cells. This mutation was

turned out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SNP).

These results suggest that TβRⅡ mutations occur in early stage of tumor

development and TβRⅡ polymorphisms may contribute to the susceptibility for

cancer development.

Key words: TGFβ1 type Ⅱ receptor, mutations, multistep process,

oral squamous cell carcino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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