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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한국인 연골무형성증 환자에서

f ib ro bla s t g ro wth fa c to r re c e pto r 3

유전자의 돌연 변이

연골무형성증은 골연골이형증 중에서 사지가 짧은 저신장증을 보

이는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질환이다. 이 질환은 상염색체 우성

의 유전 양식을 보이나 환자의 90% 이상은 특발성 돌연변이에 의하

여 발생하게 된다. 거대두개증, 얼굴 중간 부위의 저형성, 심한 요추

전만증, 상하 분절의 비가 큰 저신장 등을 보이는 이 질환은 골의

성장을 억제하는 기능을 갖는 것으로 알려진 fibroblast growth

factor receptor 3(FGFR 3) 유전자의 돌연 변이가 원인이며 이 돌연

변이는 거의 모든 환자에서 동일한 형태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이 돌연 변이는 FGFR 3 유전자의 1138번 염기인 guanine이

adenine으로 치환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동일 부위의 guanine이

cytosine으로의 치환도 일부 볼 수 있다. 이 경우 여기서 만들어지

는 FGFR 3의 transmembrane domain의 380번 아미노산인 glycine

이 arginine으로 치환되게 된다. 이와 같은 유전적 동일성을 갖고 있

으므로 연골무형성증은 모든 환자에서 일정한 형태의 임상적, 방사

선학적 특징을 나타내게 된다.

FGFR 3 유전자의 돌연 변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또 다른 질환인

저연골형성증은 연골무형성증과 임상적으로 유사하여 감별진단이

필요하다. 저연골형성증은 FGFR 3 유전자의 1620번 염기인

cytosine이 adenine이나 guanine으로 치환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연골무형성증과의 임상적인 감별이 어려운 경우 이러한 유전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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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이용하여 진단을 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임상적으로 연골무형성증이 의심되는 23명의 환자

를 대상으로 유전자 분석을 하여 이 중 15명에서 FGFR 3 유전자의

G1138A를 확인하였다. 연골무형성증의 돌연변이 유전자가 보이지

않았던 8명에서는 임상적으로 연골무형성증과 유사한 저연골형성증

의 유전형에 대하여 검사하였으나 저연골형성증에서 가장 많은

C1620A를 확인 할 수 없었다.

이로써 국내 환자들의 돌연 변이형도 다른 민족과 차이가 없음을

알게 되었고 임상적으로 연골무형성증과 유사한 저연골형성증 등과

의 감별 진단을 위하여 유전자 분석을 이용한 진단 방법이 꼭 필요

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핵심되는 말 : 연골무형성증, FGFR 3(fibroblast growth factor

receptor 3), 점돌연변이, 저연골형성증, 중합효소연쇄반응

(polymerase chain rea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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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연골무형성증 환자에서

f ib ro b la s t g ro wth fa c to r re c e pto r 3

유전자의 돌연 변이

〈지도 이진성 교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박 대 영

I . 서 론

연골무형증(achondroplasia)은 골연골이형성증에서 가장 흔한 질환

으로서 보고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적게는 7만 명 중 1명에서부터

많게는 1만 명 중 1명의 빈도로 발생한다고 한다.1 연골무형성증은

특징적인 임상 양상과 방사선학적인 특징들로 진단이 그리 어렵지

않으며 특히 출생시에도 진단 할 수 있는 질환이나 저연골형성증

(hypochondroplasia ) 등의 골격계 이형성증(skeletal dysplasia)과의

주의 깊은 감별을 요한다.

그 임상적 특징으로는 상하절의 비(ratio)가 비정상적인 저신장증,

근위부가 원위부보다 더 긴 사지, 얼굴 중간 부위의 저형성을 동반

한 거대 두개증, 심한 요추 전만증, 활처럼 외측으로 휜 다리와 삼

지창 모양의 손 등을 볼 수 있고 방사선학적으로는 짧고 굵은 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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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뼈, 사지 근위부 뼈들의 비정상적인 굴곡, 높이가 짧은 척추,

척추 pedicle 간격의 감소, 그리고 크기가 작고 직사각형 모양의 장

골 날개 등을 보이고 있다. 이 중 불균형적인 저신장증과 거대두개

증, 짧은 사지, 척추 pedicle간의 간격의 감소, 장골의 형태, 비골과

경골의 길이, 사지 뼈의 골간단의 모습 등이 연골무형성증의 진단에

가장 중요하다.

연골무형성증은 상염색체 우성의 유전 양상을 나타내고 환자는 정

상적인 생식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complete penetrance를 보인

다.2 그러나 환자들 중 이렇게 부모가 연골무형성증 환자인 경우는

많지 않고 전체 환자의 약 90% 정도는 부모는 정상이면서 특발성

(sporadic)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다수의 환자들에서 부친의 연령이 높은 경우가 많았는데

이것은 이 질환이 부친의 나이가 증가할 수록 spermatogenesis상에

돌연변이 생성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유전

자 분석을 통하여 보고되었다.3

Huntington 병의 유전자를 연구하면서 밝혀진 fibroblast growth

factor receptor 3(FGFR 3)가 연골무형성증의 발생에 관계됨을 알게

되었고 FGFR 3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그 원인임이 밝혀졌다.4 ,5 이

유전자는 4번 염색체의 단완에 위치하며(4p16.3) 여기서 만들어지는

FGFR 3 단백은 연골 형성을 억제시키는 작용을 한다.6 ,7 따라서

FGFR 3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일어나게 되면 지속적으로 수용체의

활성화가 이루어져 연골 형성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8 ,9

이 돌연변이의 형태는 거의 모든 환자에서 FGFR 3 유전자의 1138

번째 염기인 guanine이 adenine으로 치환이 되며 일부에서 1138번

염기인 guanine이 cytosine으로 치환하게 되지만 이 두 경우 모두

FGFR 3의 380번째 아미노산인 glycine을 arginine으로 치환시키게

된다.1 ,10 ,1 1 아주 드문 예로 375번 아미노산인 glycine이 cy stein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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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환된 경우가 보고되기도 하였으나
12 ,13

여러 민족을 대상으로 한 연

구 결과, 1138번 G → A 치환이 연골무형성증의 대부분의 원인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14 ,15 ,16 ,17

한편 연골무형성증과 유사한 임상적, 그리고 방사선학적인 특징들

을 보이는 질환으로 저연골형성증과 thanatophoric disease(T D)가

있다. 이들 모두 FGFR 3 유전자의 돌연 변이에 의하여 발병을 하

게 되나 저연골형성증은 1620번째 염기인 cytosine이 arginine이나

guanine으로 치환되게 되며18 ,19 thanatophoric disease는 1형의 경우

742번 cytosine이 arginine으로 치환된 경우가 가장 많고 2형은 1948

번 arginine이 guanine으로 치환되게 되어20 ,2 1 그 임상적으로 심한

정도가 연골무형성증과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증상이 경한 경우가

저연골형성증이며 아주 심한 경우가 T D이다.

저연골형성증은 연골무형성증에서와 같이 저신장, 거대두개증, 짧

은 사지, 장골과 척추의 이상 소견을 보이나 얼굴 모습은 연골무형

성증에서와는 달리 정상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그 이상

정도는 그리 심하지 않다. 그러나 저연골형성증이 연골무형성증과

감별이 힘든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유전학적인 진단 방법만이 감

별 진단의 유일한 방법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임상적으로 연골무형성증이 의심되는 국내 환자들

을 대상으로 FGFR 3 유전자 내의 돌연변이 여부를 알아보고 그것

이 다른 여러 민족의 돌연변이형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

였다. 그리고 연골무형성증이 의심되나 유전학적인 진단 방법으로

확진이 되지 않은 환자들의 임상 증상과 방사선학적인 특징들로 연

골무형성증과의 감별점을 찾아보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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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재료 및 방법

1 . 대상

세브란스 병원을 내원하여 임상적 특징과 방사선학적인 소견으로

연골무형성증이 의심되었던 환자 2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은

모두 부모가 연골무형성증 환자가 아닌 정상인이었고 남자는 10명,

여자는 13명이었다.

임상적으로는 상하절의 비가 불균형적인 저신장과 짧은 사지, 요추

전만증 등이 있었던 환자의 신장과 두위를 측정하였고 방사선학적

으로는 척추의 높이와 모양, pedicle간의 간격, 대퇴골 등의 골간단

의 형태와 장골의 모양 등을 측정하였다.

2 . 방법

가 . D N A 추출

대상 환자들에게서 말초 혈액 10mL를 EDT A (ethylenedia

- minetetraacetatic acid) tube에 채취하여 백혈구로부터 genomic

DNA를 추출하였다. DNA 분리는 Woodhead의 방법에 따라 시행하

였다.2 2 40mL의 nucleus buffer [0.3M sucrose, 10mM T ris - HCl(pH

7.5), 5mM MgCl2 , 1% T riton X- 100]을 혈액에 첨가하고 세포를 용

해하기 위하여 실온에서 15분간 두었다. 이것을 nuclear pellet을 얻

기 위하여 2500rpm으로 15분간 원심 분리하였다. 여기서 얻어진

pellet을 125μL 10% SDS, 50μL proteinase K (10mg/ mL),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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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00μL lysis buffer [0.075M NaCl, 0.024M EDT A (pH 8.0)]에 넣

고 2시간 동안 50o C water bath에 반응시켰다. 이 과정이 끝나면 동

량의 phenol/ chloroform (1:1)을 첨가하고 단백질 제거를 위해 vortex

를 이용하여 잘 섞은 후 2500rpm으로 10분간 원심 분리하였다. 같

은 과정을 2회 더 반복 한 후 상층액을 모아서 동량의

chloroform/ isoamylalcohol(24:1)을 넣고 2500rpm으로 10분간 원심

분리하여 상층액을 취하였고 이것에 2배 용량의 absolute ethanol을

첨가하여 DNA pellet을 얻은 후 이를 유리봉으로 건져낸 후 증류수

에 녹였다. DNA의 양은 260nm에서 spectrophotometer로 측정하며

100ng/ μL로 희석시켰다.

나 . 중합효소연쇄 반응 (P CR )

template DNA와 PCR buffer , dH2O, dNT P, primer FGFR3U

(AGG- AGC- T GG- T GG- AGG- CT G- A ), antisense primer FGFR3D

(GGA - GAT - CT T - GT G- CAC- GGT - GG), T aq polymerase enzyme

을 섞고 94o C에서 denaturing을 하고 65o C에서 30초간 annealing이

일어나게 한 후 72o C에서 30초간 extension을 일으키는 3가지 과정

의 cycle을 35회 반복하였다. 여기서 얻은 PCR 산물을 1.5%

agarose gel에 전기영동을 하였으며 이 때 dye가 거의 바닥에 닿을

만큼 이동한 후 gel을 떼어 내어 5분간 staining solution에 담가 두

고 이것을 다시 흐르는 물에 destaining한 다음 transilluminator로

164bp의 PCR로 증폭된 산물을 확인하였다.

연골형성 부전에 관련된 돌연변이가 음성인 환자들 5명에서는 저

연골형성증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같은 FGFR3 유전자의 exon

13 부위의 이상 유무를 검사하였다. 이미 추출된 genomic DNA를

주형으로 하여 FGFR3 유전자의 exon 13 부위를 다음의 2 set s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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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er를 이용하여 PCR을 수행하였다. Set 1 ; 5 - AGG- AGC- T GG

- T GG- AGG- CT G- A - 3 , 5 - GGA - GAT - CT T - GT G- CAC- GGT

- GG- 3 . Set2 ; 5 - T GA - AGA - T GC- T GA - AAG- GT G- AGG- 3' ,

5 ' - GAC- ACG- GGC- T CC- T CA - GAC- 3' .

PCR조건은 다음과 같다. PCR은 총 25 ㎕로 하여 100 ng의

genomic DNA, 1X standard PCR buffer , 각 primer 12.5 pmol, 200

μM의 dAT P, dCT P, dGT P, dT T P, 1 Unit T aq polymerase로 수

행하였다. 이 반응 혼합물을 DNA thermal cycler에 넣고 94℃에서

5분간 변성시킨 후 94 ℃에서 1분, 각각 53℃와 65℃에서 1분, 72

℃에서 1분의 과정을 35회 반복하였다. 마지막으로 72℃에서 10분간

extension과정을 진행하였다.

Single strand conformation polymorphism (SSCP ) analysis

PCR 산물과 loading buffer (95% formamide, 10mM EDT A, 0.02%

bromophenol blue, 0.02% xylene cyanol)를 1:1로 섞은 후 95℃에서

4- 5분간 heating하여 준비한다. 준비된 product를 0.5X

MDE (Mutation Detection Enhancement ) gel에 5W로 16시간 동안

상온에서 전기 영동 한 후 silver stain하여 결과를 확인하였다.

다 . D N A s e qu en c in g

제일 먼저 primer를 template에 붙여 주는 과정인 annealing 반응

을 시행하였다. PCR로 얻어진 DNA와 primer FGFR3, dH2O, 그리

고 sequenase buffer를 섞어 총 용량이 10μL가 되게 맞춘 후 이

annealing mixture를 100o C에서 2- 3분간 heating한 후 얼음에 보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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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labeling 과정으로 primer로부터 extension이 진행되는

과정에 isotope을 붙이는 과정으로 labeling mix를 1/ 5로 희석하여

얼음에 보관하고 sequenase DNA polymerase를 1/ 8로 희석하여 역

시 얼음에 보관하였다. 여기에 위에서 만든 annealing mixture와

reaction buffer , DT T , [3 2P] 혹은 [35 S] dCT P를 섞고 얼음에서 10분

간 반응시켰다.

세 번째 과정은 extension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중에 dNT P 대신

에 ddNT P가 끼어 들어가면서 반응이 중단되게 되는 과정으로 G,

A , T , C termination tube에 t ermination mix를 넣고 얼음에 보관하

다가 labeling을 시작하면서 37o C로 미리 w arming을 시킨 후

labeling reaction을 4μL씩 위의 4개의 tube에 각각 넣고 vortexing

한 다음 37o C incubator에 5- 10분간 반응시켰다. 이 후 G, A, T , C

각 tube에 95% formamide, 20mM EDT A, 0.5% BPB, 0.05% XC의

stop solution을 넣어 반응을 중지시켰다.

마지막으로 전기영동을 하는 과정으로 75o C에서 2분간 가열하여

t emplate DNA에 붙어 있는 chain terminated product를 떼어 내고

천천히 8% denaturing polyacrylamide sequencing gel에 loading하

여 전기 영동을 하였다. 전기 영동이 끝난 후 filter paper를 이용하

여 gel을 떼어 내어 말리고 X- ray film에 exposure하여 현상하고

얻은 염기 서열을 정상적인 FGFR 3 유전자 염기 서열과 비교하여

돌연 변이 여부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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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 결 과

1 . 대상

본 연구의 대상 환자들의 내원 당시 평균 연령은 3년 6개월이었으

며 3명을 제외한 모든 환자의 신장이 해당 연령의 3 백분위수 미만

으로 저신장을 보였다. 두위를 측정해 본 결과 1명을 제외한 모든

환자에서 75백분위수 이상을 보였고 이 중 9명은 97 백분위수 이상

의 두위를 보였다.

2 . P CR

검사 대상의 모든 환자들의 혈액에서 얻은 genomic DNA로 FGFR

3의 transmembrane domain이 포함된 164bp의 PCR 산물을 얻을 수

있었다(그림 1).

3 . D N A s e qu en c in g

DNA sequencing을 하여 대상 환자 23명 중 15명에서 연골무형성

증에 해당하는 돌연변이를 관찰할 수 있었다. 즉 FGFR 3 유전자의

염기 서열 1138번째 guanine이 adenine으로 치환된 것을 확인하였

고 결과적으로 FGFR 3의 transmembrane domain에 있는 380번 아

미노산인 glycine이 arginine으로 치환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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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소수의 연골무형성증 환자에서 관찰되는 1138번 guanine

이 cytosine으로 치환되거나 1125번인 guanine이 thymidine으로 치

환된 예는 본 연구에서는 볼 수 없었다.

연골무형성증의 돌연 변이 유전자가 발견되지 않은 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연골무형성증과 임상적으로 가장 유사한 저열골형성증에

서 보이는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확인하였는데 8명 모두에서 저연골

형성증에서 볼 수 있는 FGFR 3 유전자의 1620 cytosine이 adenine

이나 guanine으로 바뀐 경우는 찾을 수 없었다(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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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1 2 3 4 5 6 7 8

그림1. 환자의 genomic DNA를 template로 사용하여

FGFR3 유전자 돌연변이 부위를 PCR을 이용하

여 증폭한 164bp의 산물

M : DNA molecular weight marker

Lane 1- 8 : 전체 환자 23명 중 일부 환자의 결과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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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bp→

200bp→

300bp→



CT AG CT AG CT AG CT AG

1 2 3 C

그림2. 연골무형성증 환자가족의 DNA sequencing 결과

1138번 guanine이 adenine으로의 치환(화살표)을

확인함.

1 : 환자의 부친

2 : 환자의 모친

3 : 환자

C :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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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FGFR 3 유전자 exon 1620 부위의 SSCP (single

strand conformation polymorphism )결과

1 : control

2 : DNA molecular w eight marker

3 - 10 : 연골무형성증의 돌연변이가 없는 환자

8명 모두에서 mobility의 차이는 보이

지 않아 해당 부위 내에 돌연변이는

발견할 수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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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 고 찰

연골무형성증은 임상적인 특징이나 방사선학적인 소견으로 진단이

가능한 질환으로 모든 세대에서 환자가 나타날 수 있는 상염색체

우성 질환이고 유전적인 원인에 의한 저신장증 중 가장 흔한 질환

에 속한다. 그러나 환자의 90% 가량이 부모 모두가 연골무형성증

환자가 아닌 정상인 경우에 산발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연골

무형성증의 임상 양상은 다른 유전 질환과는 달리 거의 모든 환자

에게서 유사하게 나타나므로 이 질환의 원인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져 왔다.

1994년 Huntington 병의 연구 중 이 병의 원인 유전자 부위 즉 4

번 염색체의 단완(4p16.3)에서 연골무형성증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유전자 부위가 발견되었다. 이후 얼마 있지 않아 이 유전자

의 부위가 fibroblast growth factor receptor 3(FGFR 3)를 만드는

곳임이 밝혀졌고4 ,5 Rousseau 등은 이 FGFR 3 유전자의 돌연 변이

가 연골무형성증의 원인임을 알아냈다.1 1

FGFR은 mitogenesis , angiogenesis, 상처의 회복 등과 관련이 있으

며 fibroblast growth factor를 ligand로 하는 수용체이다. 이것은 3

개의 면역글로불린 형태의 extracellular domain , 1개의

transmembrane domain , 그리고 세포 내의 2개의 tyrosine kinase

domain으로 이루어져 있다(그림 4).2 3

FGFR 3는 이 수용체 중의 하나로, 위에서 밝힌 것과 같은 구조를

하고 있으며 주로 중추신경계에 분포하며 이외에 많이 분포하는 곳

은 관절 부위로 밝혀져 있다. FGFR 3 유전자의 기능은 이 유전자

만을 선택적으로 파괴한 쥐의 실험을 통하여 연구되었는데 이 쥐에

서 사지 골과 척추의 성장이 촉진되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FGFR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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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골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었다.6 ,7

정상적인 FGFR의 신호 전달 과정은 ligand, 즉 fibroblast growth

factor가 heparan sulfate proteoglycan 존재하에 수용체에 결합하게

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이 때 수용체의 dimerization이 일어나게

된다. 이어서 세포 내 domain의 FGFR 3 tyrosine residue의 인산화

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tyrosine kinase가 활성화가 되게

된다.2 4 이 과정이 계속되면서 신호 전달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FGFR 3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기게 되는 경

우 ligand와는 독립적으로 수용체의 활성화가 일어나게 된다고 한

다.8 특히 T D의 경우에 있어서 이것은 Stat 1(signal transducer and

activator of transcription )과 세포 주기의 inhibitor인

p21(WAF/ CIP )의 발현을 일으키고 세포의 성장을 중단시키게 된다

고 한다.2 5

앞서 밝힌 초기 연구들에서는 모든 연골무형성증 환자에서 FGFR

3 유전자에 돌연 변이가 있음을 알아냈으며 이 수용체의 유전자 염

기서열 중 95%의 환자에서 1138번 염기인 guanine이 adenine으로

치환되었고 소수 환자에서만 같은 부위의 guanine이 cytosine으로

치환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돌연 변이 모두

FGFR 3의 transmembrane domain에서 380번 아미노산인 glycine을

arginine으로 바꾸게 된다.10 ,1 1

1995년 Bellus 등은 154명의 연골무형성증 환자의 유전자 분석을

통하여 153명에서 380번 아미노산인 glycine의 arginine으로의 돌연

변이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 질환이 유전적으로 동일함을 발표했다.

이들의 경우에도 150명은 G1138A의 치환을 보였고 3명만이

G1138C의 치환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1

이외에도 최근에는 일본과 스웨덴, 중국, 스페인 등 세계 여러 나

라에서 동일한 양상의 돌연 변이를 밝혀 내어 연골무형성증은 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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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14 ,15 ,16 ,17
그리고 이 유전적 동일

성은 이 질환이 거의 모든 예에서 비교적 일정한 임상 양상과 방사

선학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것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위와는 다른 돌연변이가 발표되기도 했는데 1995년

Superti- Furga 등과 Nishimura 등에 의해 FGFR 3의

transmembrane domain의 375번 아미노산인 glycine이 cy steine으로

치환되는 것이 알려졌고12 ,13 이후 2000년 Addor 등에 의해서도 1125

arginine이 thymidine으로 전환되어 G375C가 일어나는 동일한 유전

형의 보고가 있었다.2 6

부모가 정상인 연골무형성증 환자들의 많은 예에서 부친의 나이가

많았던 것과 관련하여 연골무형성증의 유전자는 부친으로부터 물려

받은 것으로 추측 할 수 있다. 1998년 Wilkin 등이 99명의 연골무형

성증 환자와 그 부모의 유전자 분석을 통하여 이들 중 40 례에서

부친의 유전자에서 연골무형성증의 돌연 변이를 발견하였다.3 이것

은 아마도 정자 형성 과정에서 DNA 복제나 DNA 손상의 복구에

관여하는 어떤 인자가 돌연 변이의 생성과 관계 있음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한편 Hender son 등에 의한 최근의 증례 보고는 정상인 부

모에게서 출생한 연골무형성증 형제의 유전자 분석을 통하여 이들

의 돌연 변이 유전자가 모친으로부터 유래하였음을 밝히고 있기도

하다.2 7

본 연구에서는 연골무형성증이 의심되는 2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유전자 분석을 시행하였는데 이 중 15명에서 FGFR 3 유전자의

1138번 염기인 guanine이 adenine으로 치환된 것을 확인 할 수 있

었다. 일부에서 볼 수 있는 G1138C나 A 1125T 를 가진 환자의 경우

는 본 연구에서는 볼 수 없었다. 이것을 보면 국내 연골무형성증 환

자의 경우도 다른 민족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전적 동일성을 보

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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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 변이가 발견되지 않은 8명의 환자들에서 임상적으로 연골무

형성증과 감별이 힘든 저연골형성증을 의심할 수 있었으나 이들에

게서 저연골형성증에서 보는 FGFR 3 유전자의 돌연 변이 즉 1620

cytosine이 adenine이나 guanine으로 바뀌는 경우는 볼 수 없었다.

이것은 저연골형성증의 경우 연골무형성증과는 달리 유전자의 돌연

변이가 FGFR 3 부위에서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임상적으로나 방사선학적으로 저연골형

성증이 의심되나 유전학적인 진단 방법으로 돌연 변이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는 저연골형성증의 진단을 내리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저연골형성증 환자들에 있어서도 저신장과 짧은 사지, 거대두개증

을 보이며 장골과 척추, 상하지 골, 두개골 등에서 연골무형성증과

유사한 소견을 보였는데 이것만으로는 본 연구 대상 환자들에게서

연골무형성증과의 뚜렷한 감별점은 발견하기 힘들었다.

1998년 Matsui 등은 유전학적으로 진단된 연골무형성증과 저연골

형성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제 1 요추와 제 4 요추의 pedicle간의 간

격의 비(L1/ L4 ratio), 비골과 경골의 비(F/ T ratio), 그리고 골반의

넓이 등 세 가지를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이 세 가지 중 L1/ L4 비와

F/ T 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어 연골무형성증의 경우가

그 비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두 질환은 비슷한 임

상 양상을 보이나 그 심한 정도의 차이가 있고, 간혹 증상이 심한

저연골형성증과 증상이 심하지 않은 연골무형성증에 있어서는 두

질환의 감별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전학적인 진단 방법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했다.28

그런데, 유전학적인 진단이 기술상으로나 여러 이유로 어려운 경우

를 위하여 방사선학적인 진단을 위한 검사 시행 부위의 정형화와

방사선학적으로 신체 각 부위의 정확한 계측을 통한 통계 자료의

축적과 활용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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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한국의 연골무형성증 환자의 유전형이 다른 민족들의

것과 같음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유전학적 진단 방법을 연골무형성

증의 확진에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 19 -



그림4. Fibroblast growth factor receptor 3의 구조

3개의 면역글로불린 형태의 extracellular domain .

T K, tyrosine kinase로서 세포 내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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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임상적, 방사선학적으로 연골무형성증을 진단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골무형성증의 원인으로 밝혀진 FGFR 3의 유

전자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임상적으로 연골무형성증으로 진단 받은 23명의 환자 중 15명

(65%)의 환자에게서 FGFR 3 유전자의 1138번째 염기인 guanine이

adenine으로 치환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소수에서 발견되는 FGFR 3

의 transmembrane domain의 1138번째 guanine이 cytosine으로 혹

은 1125번 guanine이 thymidine으로 치환된 예는 보이지 않았다.

2. 연골무형성증의 유전자 돌연 변이가 없는 8명 중 에서 저연골형

성증 환자에서 볼 수 있는 FGFR 3 유전자의 돌연 변이 여부를 검

사하였는데 C1620A가 확인된 경우는 없었다.

한국의 연골무형성증 환자의 FGFR 3의 돌연 변이 유전자형은 다

른 여러 민족의 보고와 같은 G1138A를 보였으며 이것은 향후 연골

무형성증의 진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임상적으

로 연골무형성증과 구별이 어려운 저연골형성증과 같은 경우와의

감별 진단을 위해서도 유전학적인 진단 과정은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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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 tra c t

M ut at ion in th e g en e en c odin g th e fibrob la s t

g ro w th f ac t or re c ept or 3 in K ore an chi ldren

w ith ach on dropla s ia

Da e Yo ung Pa rk

The Graduate S chool, Y ons ei Univers ity

(Directed by Professor Jin Sung Lee)

Achondroplasia is the most common form of short - limbed

dw arfism . T his disorder is inherited as an autosomal dominant

trait , though most cases more than 90% are sporadic. More than

97% of per sons with achondroplasia have a mutation in the

fibroblast growth factor receptor (FGFR) 3 gene, which negatively

regulates bone growth . T he most common mutations causing

achondroplasia is FGFR 3 guanine to adenine transition at

nucleotide 1138 and the second is guanine to cytosine transition

at the same nucleotide. Both mutations result in the substitution

of arginine for glycine residue at posit ion 380(Gly380Arg ) in the

transmembrane domain of the protein . T his exceptional genotypic

homogeneity is likely to contribute to the phenotypic homogeneity

of achondroplasia . T he phenotype of hypochondroplsia , which is

due to mutation in gene encoding FGFR 3, is similar to tha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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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ondroplasia .

T he most common mutations causing hypochondroplasia are

FGFR 3 1620 C- to- A and 1620 C- to- G. When the clinical and

radiological features of achondroplasia and hypochondroplasia

overlap, the genotypic diagnosis must be used to differentiate the

two disease.

We investigated the mutations in gene encoding FGFR 3 in 23

Korean children suspicious of achondroplasia . In this study, 15 in

23 showed the same mutations reported in other races ; a G- to- A

transition at position 1138 of the coding sequence. In 8 patient s

with no G1138A substitution w ere suspicious of

hypochondroplasia ; however , no patient s were confirmed by

C1620A mutation in gene analy sis .

T herefore, we concluded there was no difference in gene

mutations between Koreans and other races . And w e also

concluded in this study that the gene analysis should be

performed in achondroplasia to dist inguish from

hypochondroplasia .

Key Words : achondroplasia , FGFR 3(fibroblast growth factor

receptor 3), point mutation , hypochondroplasia ,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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