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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위암 및 위선종에서 p16 INK4A, p15 INK4B 및 p14ARF 유전자의 변형 

 

위선종은 위암의 대표적 전암성 병변으로서 그중 약 10-40%가 위암으로 진

행한다. 위선종-위암의 진행과정도 대장암의 경우와 같이 다단계의 유전적 변

화에 의하여 선종이 암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양억제유전자인 

p16INK4A 유전자는 이미 흑색종, 대장암, 췌장암, 유방암등에서 불활성화된다고 

알려졌으며 p16 주변에 위치한 p15INK4B 와 p14ARF 또한 각각 백혈병, 대장암 등

에서 불활성화된다는 것이 보고된 유전자이다. 위암에서도 p16INK4A 과 p14ARF

의 메틸화에 의한 변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이미 밝혀졌으나, 위선종에서의 변

화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고 위선종-암종 진행상에서의 역할은 규명되지 않았

다. 

본 실험에서는 위선종에서의 p16INK4A, p15INK4B 및 p14ARF 유전자의 역할을 밝

히기 위해, 79 예의 위선종 환자조직을 선택하여 p16INK4A, p15INK4B 및 p14ARF 유

전자의 동종 접합성 소실과 메틸화 여부를 조사하였다. 위선종에서는 p16INK4A, 

p15INK4B 및 p14ARF 의 동종접합성 소실이 각각 33%, 15%, 30% 있었으며, 33%, 

4%, 22%의 메틸화가 나타나서 p16INK4A 과 p14ARF 의 변형이 p15INK4B 의 변형보

다 빈번하였다. 전체적으로 73%의 위선종 조직에서 한 개 이상의 유전자에 

대한 불활성화가 있었으며, 이는 위암 조직에서 발생한 70%의 불활성화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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슷한 빈도이고, 위선종 조직의 분화도에 따른 각 유전자의 변형도 의의있는 

차이가 없었다.  

이상의 결과는 위선종-위암 진행과정에서 p16INK4A 과 p14ARF 유전자의 변형

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선종의 초기에 일어나는 암발생에 관계되는 변화로 

추정된다. 

핵심되는 말 : p16INK4A, p15INK4B, p14ARF , 동종접합성 소실, 메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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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및 위선종에서 p16 INK4A, p15 INK4B 및 p14ARF 유전자의 변형 

 

<지도교수 김호근>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사업단 

 

백 명 진 

 

I. 서  론 

 

위암은 전체 암환자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 나라에서 가장 흔한 암으

로서 조기 진단 및 근치적 치료법의 개발이 중요한 과제이며, 이러한 작업은 

위암의 정확한 발생기전과 유전학적인 변화를 이해하여야만 가능하다. 최근

의 연구에 의하면 암발생은 암발생과정의 시기별로 종양유전자 (oncogene)와 

종양억제유전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어난다는 것이 정설로 되어있다. 

인체내에 발생하는 암 중에서는 대장암에 관한 분자생물학적 연구가 이와 같

은 가설을 가장 잘 뒷받침하고 있다.1 대장암의 분자유전학적 연구에 의하면 

암발생과정 중 K-Ras 등과 같은 종양유전자의 활성화 2와 APC, DCC, p53 같은 

종양억제유전자의 불활성화의 변화가 함께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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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유전자마다 변화되는 특이한 시기가 있어 최종적인 암발생은 여러 유전자

들의 단계적 변화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종양유전자와 

종양억제유전자는 각 장기에 발생하는 암마다 변화되는 종류와 빈도에 차이

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상과 같은 연구는 아직은 초기단계이지만 

각각의 종양에서 일어나는 유전자들의 변화와 발생시기를 밝히는 것은 분자

생물학적 방법을 통한 종양의 조기진단과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는 하

나의 방안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위암조직에서는 p53, APC, DCC 등 알려진 유전자뿐만 아니라 최근에 발견

한 E-Cadherin, p16 등 종양억제유전자의 불활성화와 종양유전자의 활성화, 그

리고 hMLH1 같은 DNA 복제오류 교정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의 이상이 밝혀져 

있다.6-10 이것은 위암의 전단계인 위선종의 연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11-15 

아직 서구에서는 위암이 흔하지 않은 관계로 연구가 미흡한 점이 있지만 위선

종-위암의 진행과정에는 대장암 발암기전 모델과 같은 다단계의 유전적 변이

에 의하여 선종이 암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종양억제유전자의 하나인 p16INK4A 유전자는 9 번 염색체 말단 21 위치 (염색

체 9p21)에 존재하는 세포 주기를 억제 조절하는데 관여하는 cyclin-dependent 

kinase inhibitor 이다. 이것은 세포 주기내 세포 분열 및 증식에 관여하는 

CDK4/6 와 결합, 촉매활동을 억제하며 이 과정에서 세포분열시기가 합성전기 

(late G1 phase)에서 합성기 (S phase)로 유입되지 않음으로서 DNA 생합성 과정

을 거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16 염색체 9p21 위치에는 p16INK4A 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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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양억제유전자로 알려진 p15INK4B 와 p14ARF 가 존재하는데 그 중 p14ARF는 p16

과 alternative splicing 에 의해 encode 되는 유전자이며,17-20 MDM2-p53 complex

와 결합하여 p53 의 저하를 억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1-24 p14ARF 와 

p15INK4B 는 동종접합성 소실뿐 아니라 메틸화에 의해 불활성화 된다는 것이 밝

혀진 바 있다.25,26 

이전의 연구에 의하면 위암에서 p16INK4A 유전자의 변형은 동종접합성 소실

과 돌연변이에 의한 것은 0-10%로 낮게 나타났으나,27-30 메틸화에 의한 것은 

20-55%로 높게 나타나 31-34 메틸화가 주요 기전임이 보고되고 있다. 현미부수

체 불안정성 (microsatellite instability)을 보인 조직에서 p16INK4A 유전자는 메틸

화에 의하여 불활성화되고 그에 따라 면역조직화학염색법에 의해 단백질을 

분석한 결과 똑같이 단백질의 손실을 보였다.35 위암세포주에서 p14ARF 유전자

의 변형을 조사한 결과 30%의 동종접합성 소실과 10%의 메틸화에 의한 불활

성화가 보고되었고, 61 예의 위암조직을 연구한 결과 22 예 (36%)에서 메틸화

가 일어났음이 밝혀졌다.36 그러나 위선종에서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따

라서 본 실험에서는 위암 및 위선종에서의 p16 의 유전적 변화뿐 아니라 이웃

해 있는 p15, p14ARF 의 유전적 변화도 함께 연구함으로써, 위암에서 이들 유전

자의 역할을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암의 발생 원인을 찾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p16INK4A

유전자가 위선종-위암의 진행 과정시 어느 단계에서 변화를 일으키며, p16INK4A

뿐 아니라 p16INK4A 주변에 위치한 다른 종양억제유전자인 p15INK4B, p14ARF 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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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발생과정에 특이한 유전자로서의 역할을 하는지에 관해 밝히기 위하여, 위

선종 및 위암 환자조직에서 p16INK4A, p15INK4B 및 p14ARF 의 동종접합성 소실과 

메틸화를 검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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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료 및 방법 

 

1. 연구재료 

 

연구재료로는 6 개의 알려진 위암세포주 (SNU-1, SNU-16, SNU-601, SNU-638, 

SNU-668, SNU-719) 37,38와 1995 년 1 월에서 1999 년 12 월까지 연세대학교 의과

대학 병리학교실에서 수집한 79 예의 위선종 환자에서 위선종 및 위암 조직과 

이에 대응하는 정상 조직을 채취하여 사용하였다 (표 1). 

 

표 1. 위선종 및 위암 환자조직 

위선종 조직  

환자 조직 

 

 

환자 저등급

이형성 

고등급 

이형성 

 

위암  

조직 

위선종과 함께 위암 조직을 가지고 있는 환자조직 

(Adenoma-Carcinoma in same lesion)  

10 4a 8 10 

단일 위선종 조직을 가지고 있는 환자조직 

(Single Adenoma) 

69 52 17 0 

합계 79 56 25 10 

a, 위선종과 함께 위암 조직을 가지고 있는 환자 중 2 명이 저등급 이형성 위선

종 조직과 고등급 이형성 위선종 조직을 함께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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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가. 파라핀포매블록 

 

DNA 추출을 위해 위선종 환자에서의 종양 조직과 정상 조직 파라핀포매블

록들을 이용하였다. 암조직블록은 정상 세포의 오염이 적도록 주의하면서 

microtome 을 이용하여 4 µm 로 절편한 후 hematoxylin 과 eosin 으로 염색하고 

종양의 위치를 확인하였다. 이 후 4~5 장의 10 µm 추가 절편을 만든 다음 역시 

hematoxylin 과 eosin 으로 염색을 하였다. 정상 조직도 동일한 방법으로 준비하

였다. 

 

나. DNA 추출 

 

10 µm 의 두께로 준비한 파라핀포매블록을 현미경하에서 종양 조직과 정상

조직을 각각 청색펜과 적색펜으로 색칠하였다. 파라핀포매블록에 xylene 을 뿌

려 적당히 물기를 제거한 후, 색칠된 부분을 면도칼로 긁어내어 각각 1.5 ml 

tube 에 담았다. 긁은 조직과 함께 500 µl lysis buffer (100 mM Tris, pH 8.0, 50 

mM EDTA, 150 mM NaCl, 0.5% SDS, 200 µg/ml proteinase K)를 첨가하여, 50°C 에

서 하루 이상 녹였다. 그 후 동일한 부피의 phenol:chloroform:isoamylalcohol 

(25:24:1)을 첨가하여 잘 섞은 뒤, 13,000 rpm 에서 4 분간 원심분리하여 상등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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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조심스럽게 시험관에 택하였다. 같은 방법으로 chloroform 500 µl 을 섞고 

원심분리하여 상등액만을 취한 후, isopropanol 500 µl 과 10M Ammonium 

acetate 100 µl 을 첨가하여 실온에서 30 분 이상 방치하였다. 14,000 rpm 에서 10

분간 원심분리하여 DNA 를 침전시켰고, 침전된 DNA 를 TE buffer (pH 8.0)에 

완전히 녹여, 사용하기 전까지 –20°C 에 보관하였다. 

  

다. 동종접합성 소실 (homozygous deletions) 검사 

 

위선종 및 위암에서 p16INK4A, p15INK4B 및 p14ARF 유전자의 동종접합성 소실을 

조사하기 위해서 p16INK4A, p15INK4B 및 p14ARF 유전자의 exon (그림 1)별로 고안

한 primer 들을 대조군으로 사용한  hMSH6 유전자 39 의 primer 와 함께 

Multiplex PCR 을 수행하였다 (표 2).40 

PCR 반응은 50 ng 의 DNA 를 주형으로 하여, 0.2 mM dNTP, 1.5 mM MgCl2, 1 

unit Taq polymerase (GIBCO-BRL, Grand Island, NY, USA), 10X PCR buffer, 1 µCi 

[α-P32]dCTP (3000 Ci/mmol; NEN DuPont, Boston, MA, USA)를 혼합하였고, 

p16INK4A, p15INK4B 및 p14ARF 유전자의 각 exon primer 20 pmol 과 hMSH6 유전자

의 primer 5 pmol 를 이용하여 최종 20 µl 의 양으로 시행하였다. 이를 PCR 

machine (Perkin-Elmer, Foster, CA, USA)을 이용하여 95°C 에서 5 분간 변성

(denaturation)시킨 다음, 95°C 15 초, 58°C 15 초, 72°C 30 초 동안 33 cycles 를 반

복하여 증폭 (amplification)시켰다. PCR 산물은 6% polyacrylamide gel 에서 60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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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1 시간 동안 전기영동시켰고, 전기영동이 끝났을 때 Gel Dryer (BIO-RAD, 

Hercules, CA, USA)에서 gel 을 말린 후, X-Ray Film (Kodak, Rochester, NY, USA)

에 노출시켰다. 

 

 

 

 

 

 

 

그림 1. p16INK4A, p15INK4B 및 p14ARF 유전자의 각 exon 과 위치. 염색체 9p21 위치

에는 p16INK4A 과 같은 종양억제유전자로 알려진 p15INK4B 와 p14ARF 가 존재하는

데 이들 모두 세포주기에 관여하는 유전자이며 그 중 p14ARF 는 p16 과 

alternative splicing 에 의해 encode 되는 유전자이다. 

 

 

실험 결과는 위선종 및 위암 조직에서 p16INK4A, p15INK4B 또는 p14ARF 유전자

의 산물이 정상 조직 DNA 로 부터 합성된 산물과 비교하여 50%이상 감소하

면 동종접합성 소실로 정의하였다. 동종접합성 소실의 대조군으로서는 함께 

합성한 hMSH6 유전자의 산물이 종양 조직과 정상 조직 모두 동일할 때를 기

준으로 하였다. 

p15
INK4B 

p16

1

p14ARF

2 1β 1α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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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동종접합성 소실 분석을 위한 표지자의 염기서열과 크기 

 
primer 

 

 
sense 

 
antisense 

 
product 

size  
p15INK4B exon 1 atgcgcgaggagaacaag ctcccgaaacggttgactc 143 

p15INK4B exon 2 ctctgctctctctggcaggt ggtgagagtggcagggtct 105 

p14ARF exon 1β tgggtcccagtctgcagtta gggatgtgaaccacgaaaac 186 

p16INK4A exon 1α caacgcaccgaatagttacg gcgctacctgattccaattc 123 

p16INK4A exon 2 cattctgttctctctggcagg caccagcgtgtccaggaa 154 

p16INK4A exon 3 aacgcctgttttctttctgc cctgtaggaccttcggtgac 109 

hMSH6 ccctcagccaccaaacaagca ctgccaccacttcctcatccc 288 

 

 

라. Sodium Bisulfite Modification 및 DNA 정제 

 

  Methylation-specific PCR (MSP)을 26 위한 주형 DNA 로 사용하기 위해, 위선

종과 위암 조직 및 이에 대응하는 정상 조직의 DNA 를 sodium bisulfite 

modification 을 실시한 후, 정제하였다.26 Sodium bisulfite modification 을 위해  

DNA 1 µg 을 취하여 총 부피가 50 µl 가 되도록 증류수로 채우고, 5.6 µl 의 5 N 

NaOH 를 첨가한 후, 37°C 항온수조에서 15 분간 방치하였다. 각 시험관에 30 

µl 의 10 mM hydroquinone, 520 µl 의 4 M Sodium bisulfite (pH 5.0)를 첨가하여 부

드럽게 섞어주었다. Mineral oil 을 용액이 덮힐만큼 떨어뜨리고, 55°C 에서 



 12

16~20 시간동안 반응시켰다. Sodium bisulfite 로 처리한 DNA 는 Wizard DNA 

purification resin (Promega, Madison, WI, USA)을 이용하여 정제하였다. 최종적

으로 50 µl 의 증류수로 정제된 DNA 를 추출한 후, 5.6 µl 의 5 N NaOH 용액을 

첨가하여 37°C 에서 15 분간 반응시켰다. 반응이 끝나면, 5.5 µl 의 10 M 

ammonium acetate 와 125 µl 의 ethanol 을 첨가하여 –20°C 에서 30 분이상 방치

하였다. 이 후 4°C 에서 14,000 rpm 으로 15 분간 원심분리하여 상등액을 제거

하고 DNA 침전물을 실온에서 완전히 말렸다. 마지막으로 증류수 20 µl 를 넣

고 혼합한 후, 즉시 –20°C 에 보관하였다. 

 

마. Methylation-Specific PCR (MSP) 

 

분리한 DNA 를 Sodium bisulfite 를 처리한 후 정제된 DNA 를 주형으로 하고 

p16INK4A, p15INK4B 및 p14ARF 유전자에 대한 메틸화 또는 비메틸화를 판별할 수 

있는 각각의 표지자 (표 3)25,26 를 이용하여 PCR 을 수행함으로써, 메틸화를 관

찰하였다 (그림 2).   

PCR 은 최종 부피가 20 µl 가 되도록 100 ng 주형 DNA, 0.2 mM dNTP, 1.5 mM 

MgCl2, 1 pmol/µl 의 sense와 antisense primer, 1 unit Taq polymerase (GIBCO-BRL, 

Grand Island, NY, USA), 10X PCR buffer 를 혼합하였다. 이를 PCR machine 

(Perkin-Elmer, Foster, CA, USA)을 이용하여 95°C 에 45 초, 55°C 에 45 초, 72°C

에 1 분동안 35 cycles 를 증폭한 후, 6X dye 4 µl 을 넣고 2% agarose gel 에 15 µ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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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 loading 하여 PCR 산물을 확인하였다. DNA 크기에 대한 표지자로는 100bp 

ladder size marker (Promega, Madison, WI, USA)를 사용하였다. 

 

 

표 3. MSP 를 위한 primer sequence 

gene 
  

 
 primer set         

annealing 
temp 
(°C) 

genomic 
position 

p15INK4B F TGTGATGTGTTTGTATTTTGTGGTT 54 +34 ~ +187 

 

U 

R CCATACAATAACCAAACAACCAA   

 F GCGTTCGTATTTTGCGGTT 55 +40 ~ +187 

 

M 

R CGTACAATAACCGAACGACCGA   

p14ARF F TTTTTGGTGTTAAAGGGTGGTGTAGT 52 +195 ~ +326 

 

U 

R CACAAAAACCCTCACTCACAACAA   

 F GTGTTAAAGGGCGGCGTAGC 58 +201 ~ +322 

 

M 

R AAAACCCTCACTCGCGACGA   

p16INK4A F TTATTAGAGGGTGGGGTGGATTGT 58 +167 ~ +316 

 

U 

R CAACCCCAAACCACAACCATAA   

 F TTATTAGAGGGTGGGGCGGATCGC 65 +167 ~ +317 

 

M 

R GACCCCGAACCGCGACCGTAA   

U : unmethylated-specific primer, M : methylated-specific primer,  

F : forward primer, R : reverse pr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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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MSP 분석 원리. DNA 를 sodium bisulfite 로 처리하면, 비메틸화된

cytosine 은 uracil 로 치환되는 반면, 메틸화된 cytosine 은 치환되지 않으므로 서

로 구별된 염기서열을 갖게 된다. 서로 다른 염기서열의 차이를 이용하여 메

틸화 및 비메틸화 대립형질을 증폭시킬 수 있는 각각의 primer set 로 PCR 을 

수행함으로써 메틸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CGATCG 
mCGATmCG 

CGATCG 
mCGATmCG 

Sodium bisulfite modification 

Methylated allele (M) 

Unmethylated allele (U) 

Unmethyl primer Methyl primer 

UGATUG   
mCGATmCG 

UGATUG
mCGATmCG 

(U) 

(M) 

m
CGAT

m
CG m

CGAT
m

CG 

UGATUG 

ACTAAC 

UGATUG 
ACTAAC 

(U) 

 
(M) 

 

UGATUG UGATUG 

GCTAGC 
m

CGAT
m

CG 
m

CGATmCG 
GCTAGC 

P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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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 과 

 

1. 동종접합성 소실 (homozygous deletions) 분석 

 

총 6 예의 위암세포주에서 p16INK4A, p15INK4B 및 p14ARF 유전자의 각 exon 별로 

동종접합성 소실을 조사한 결과, 33% (2/6)에서 이들 유전자의 전체적인 소실

이 발견되었다 (그림 3). 

 

 

 

 

 

 

 

 

그림 3. 위암세포주에서 동종접합성 소실 분석결과. 각 위암세포주에서 분리

한 genomic DNA 를 주형으로 하고, p16INK4A, p15INK4B 및 p14ARF 유전자의 각 

exon 별로 고안한 표지자와 대조군으로 쓰인 hMSH6 유전자의 표지자를 사용

하여 PCR 을 수행한 후, PCR 산물을 6% polyacrylamide gel 에서 전기영동하였

다. p16INK4A exon 2 와 exon 3 에서 SNU-16 과 SNU-668 의 동종접합성 소실이 확

인된다. 

Exon 4 of hMSH6 

Exon 4 of hMSH6 

Exon 3 of p16INK4A

Exon 2 of p16INK4A

SN
U

-6
38

 

SN
U

-1
 

SN
U

-1
6 

SN
U

-6
68

 

SN
U

-6
01

 

SN
U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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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선종 조직 79 예 중 p16INK4A, p15INK4B 및 p14ARF 유전자의 각 exon 별로 동

종접합성 소실을 살펴보면,  p15INK4B exon 1 은 13% (10/79),  p15INK4B exon 2 는 

4% (3/79),  p14ARF exon 1β는 8% (6/79),  p16INK4A exon 1α는 5% (4/79),  p16INK4A 

exon 2 는 25% (20/79),  p16INK4A exon 3 는 4% (3/79)로,  p16INK4A exon 2 의 동종

접합성 소실이 가장 많이 발견되었다. 검사한 p16INK4A, p15INK4B 및 p14ARF 유전

자별로는 각각 34% (27/79), 15% (12/79) 및 32% (25/79)의 소실이 나타났다. 위

암 조직에서는 p16INK4A 은 50% (5/10), p15INK4B 는 10% (1/10), p14ARF 는 50% 

(5/10)의 소실이 발견되었다. 이 결과를 exon 별로 살펴보았을 때 p15INK4B exon 

2, p14ARF exon 1β는 소실이 없었으나,  p15INK4B exon 1,  p16INK4A exon 1α,  

p16INK4A exon 3 는 10% (1/10)로 나타났으며,  p16INK4A exon 2 의 소실이 40% 

(4/10)로 가장 많았다.  

결론적으로 위선종 및 위암 조직에서 동종접합성 소실이 흔한 변화였으며, 

이들 중 p16INK4A 과 p14ARF 의 동종접합성 소실이 p15INK4B 보다 높게 관찰되었

음을 알 수 있다. 

 

나. p16INK4A, p15INK4B 및 p14ARF 유전자의 메틸화조사  

 

위선종 조직에서 p16INK4A, p15INK4B 및 p14ARF 유전자의 메틸화를 알아보기 위

해 각 유전자에 대해 MSP 를 수행하였다 (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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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위선종 및 위암 조직에서 p16INK4A, p15INK4B 및 p14ARF 유전자의 메틸화 

분석결과. Sodium bisulfite 로 처리한 DNA 를 주형으로 비메틸화된 (U) 

대립형질과 메틸화된 (M) 대립형질을 증폭할 수 있는 각각의 표지자를 

이용하여 PCR 을 수행한 후, PCR 산물을 2% agarose gel 에서 전기영동하였다. 

세포주인 SNU-475, MOLT-4, LoVo 는 각각 p16INK4A, p15INK4B 및 p14ARF 의 양성 

대조군으로,25,41,42  HCT116 은 p14ARF의 음성 대조군으로 사용되었다.25      는 

100bp ladder size marker 를 나타내며, N 은 정상 조직, A 는 위선종조직, C 는 

위암조직을 나타낸다. 검색시료 10A, 10C 는 p16INK4A 와 p14ARF 에서 

메틸화되었음을 알 수 있고, 71A 는 p15INK4B 에서 메틸화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  

∗ 

∗ 

∗ 

HCT 
116 

U M U M U M U M U M U M U M 
10C 10A 10N LoVo 71N 71A 

U M U M U M U M U M U M 
10C 10A 10N MOLT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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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U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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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6INK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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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No 

Cas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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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선종 조직에서 p16INK4A, p15INK4B 및 p14ARF 유전자의 메틸화를 수행한 결과 

각각 33% (26/79), 4% (3/79), 22% (17/79)에서 메틸화가 발견되었고, 위암 조직

의 경우에는 p15INK4B 는 메틸화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p16INK4A 은 40% (4/10), 

p14ARF 는 40% (4/10)의 메틸화가 관찰되어, 동종접합성 소실 결과와 동일하게 

위선종 및 위암 조직에서 p16INK4A 과 p14ARF 의 메틸화에 의한 변형이 높게 나

타났다.  

위암세포주에서는 동종접합성 소실을 보인 세포주 (SNU-16, SNU-668)를 제

외한 4 예의 세포주 (SNU-1, SNU-601, SNU-638, SNU-719) 모두에서 p16INK4A 과 

p14ARF 유전자의 promoter 부위의 메틸화를 발견하였고, p15INK4B 유전자의 메틸

화는 한 예의 세포주 (SNU-719)에서만 관찰되었다. 

 

다. 위선종-위암 환자조직에서 각 유전자의 변형 

 

위선종, 위암 조직을 모두 가지고 있는 10 명의 환자들에서 모두 22 예의 위

종양 조직 (4 예의 저등급 이형성 위선종 조직, 8 예의 고등급 이형성 위선종 

조직 및 10 예의 위암 조직)을 추출하였다 (표 4).  

추출한 위선종, 위암 조직들에서 p16
INK4A

, p15
INK4B

 및 p14
ARF

 각 유전자의 변

형을 조사한 결과, 저등급 이형성 위선종 조직은 50% (2/4), 고등급 이형성 위

선종 조직은 63% (5/8), 위암 조직은 70% (7/10)에서 한 유전자 이상의 변형을 

발견하였다. 같은 환자의 위선종 및 위암조직을 살펴보면 위선종 조직에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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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보인 환자들에서는 같은 종류의 변화가 위암 조직에서도 발견되었다 (표 

4).  

 

표 4. 10 예의 위선종-위암 조직 (adenoma-carcinoma in same lesion)에서의 

p16
INK4A

, p15
INK4B

 및 p14
ARF

 유전자의 변형 

 

 

 

 

 

 

 

 

 

 

 

 

 

 

 

 

 

, 동종접합성 소실;     , 메틸화;     , 변화없음 

E
xo

n
 1

 

E
xo

n
 2

 

E
xo

n
 1

β 

E
xo

n
 1

α
 

E
xo

n
 2

 

E
xo

n
 3

 

E3 E2 E1α E1β E2 

Patient 
No. 

Lesion 

E1 

p15INK4B p16INK4A p14ARF 

1 High-grade adenoma 
Carcinoma 

High-grade adenoma 
Carcinoma 

High-grade adenoma 
Carcinoma 

High-grade adenoma 
Carcinoma 

Low-grade adenoma 
Carcinoma 

Low-grade adenoma 
Carcinoma 

Low-grade adenoma 

Carcinoma 
High-grade adenoma 

High-grade adenoma  
Carcinoma 

Low-grade adenoma  

Carcinoma 
High-grade adenoma  

High-grade adenoma  
Carcinoma 

9

4

5

10 

8

7

6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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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선종의 조직분화에 따른 각 유전자의 변형 

 

 

 

 

 

 

                                                                                     

 

 

 

 

 

                                                       

 

그림 5. 분화도에 따른 위선종과 위암 조직에서의 p16INK4A, p15INK4B 및 p14ARF 

유전자의 변형. p16INK4A, p15INK4B 및 p14ARF 유전자의 동종접합성 소실 (HD) 및 

메틸화 (M)에 의한 변형을 56 예의 저등급 이형성 위선종 조직 (    )과 

25 예의 고등급 이형성 위선종 조직 (    ), 그리고 10 예의 위암 조직 (    )으로 

나누어 %로 나타내었다. 한 유전자 이상에서 변형을 보인 것은 Total 로 

표시하였다. 

 

HD+M M HD 

HD M HD+M 

HD+M M HD 

p14ARF 

p16INK4A Total 

p15INK4B 

20

40

60

80

100

0 

20

40

60

80

100

0 

20

40

60

80

100

0 

20

40

60

80

100

0 

16 

12 
10 

0 0 5 

21 

12 
10 

32 32 

50 

20 24 

40 

60 

44 48 

70 

34 36 

50 

70 
76 

73 

29 

44 

40 

55 
6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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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6INK4A, p15INK4B 및 p14ARF 각 유전자의 변형을 위선종 조직의 분화도 (저등

급 이형성, 고등급 이형성)에 따라 살펴보았다 (그림 5). 

p16
INK4A 과 p14

ARF
유전자의 변형은 위암 조직이 저등급 이형성 위선종 조직

과 고등급 이형성 위선종 조직보다 많이 발견되었고, 그와는 반대로 p15
INK4B

 

유전자의 경우엔 저등급 이형성 위선종 조직 (21%, 12/56)이 고등급 이형성 위

선종 조직 (12%, 3/25), 위암 조직 (10%, 1/10)과 비교하여 변형이 다소 높게 나

타났으나 통계적인 의의는 없었다. 

각 유전자의 전체적인 변형은 저등급 이형성 위선종 조직, 고등급 이형성 

위선종 조직 및 위암 조직이 각각 73% (41/56), 76% (19/25), 70% (7/10)으로 나

타나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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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유전자 결손현상의 출현시기와 출현 순서 규명 및 각 단계의 유전자 결손에 

의해 유도되는 기전 분석을 위해 암발생과 진행과정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

행되고 있다. 아직까지 이와 같은 연구는 초기단계이지만 각각의 종양에서 일

어나는 유전자들의 변화와 발생시기를 밝히는 것은 분자생물학적 방법을 통

한 암진단과 치료에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  

위암의 이형접합성 소실에 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1q, 5q, 7q, 9p, 11p, 11q, 

13q, 16q, 17p 및 18q 에서 높은 소실을 보여 이 부위들이 위암에 특이한 유전

변화 및 관련 종양억제유전자가 존재하는 부위임을 밝혔다.43-46 APC,6 p53 7 및 

DCC 8 유전자가 존재하는 부위에서도 이형접합성 소실이 50%정도 나타나고 

E-Cadherin, hMLH1 등의 불활성화가 발견되면서 종양억제유전자를 포함한 

DNA 복제오류 교정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의 이상이 밝혀졌다.9-10 위선종에 관

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지만 TGFβRII, BAX 등 DNA 복제오류 교정에 관여하

는 유전자들이 위암 전암병변에서부터 이상을 일으킨다는 보고가 있었으

며,12,13 p53 의 돌연변이 (mutation)에 의한 변형 11 및 염색체 17p 의 이형접합성 

소실,14 최근에는 Kang 등이 15 DAP-K, THBS1, TIMP-3 의 메틸화를 발표하는 등 

연구가 활발히 진행중이다. 

위암에서 이형접합성 소실이 빈번하였던 염색체 9p21 위치에는 3 개의 종양

억제유전자가 존재하는데 그들은 coding exon 을 공유하고 두개의 다른 reading 



 23

frame 에 의해 encode 되는 p16 과 p14,17-20 그리고 이들과 homologue 가 높은 

p15 이다. 많은 종양억제유전자 중에서도 p16
INK4A

은 방광암을 비롯하여 난소

암, 유방암, 췌장암, 신장암등에서 60%정도로 빈번하게 변형이 보고되었다.47-

51 p16
INK4A

은 주로 동종접합성 소실 (homozygous deletions)이나 점 돌연변이 

(point mutation), 메틸화 (methylation)에 의해서 불활성화되며, 47-51 p14ARF 와 

p15
INK4B

 또한 동종접합성 소실뿐 아니라 최근에는 메틸화에 의해 불활성화 된

다는 것이 밝혀졌다.25,26  

본 실험에서는 위암 발생에 특이적으로 작용하는 유전자를 찾고자하는 노력

의 일환으로 염색체 9p21 위치에 존재하는 종양억제유전자인 p16
INK4A

, p15
INK4B

 

및 p14
ARF

 유전자의 변형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위암전암병변인 위선종을 분화

도에 따라 분류하였고, 위암 조직 및 위암세포주를 대조군으로 실험하였다. 

본 실험에서 나타난 결과로는 위암 조직에서 p16
INK4A

, p15
INK4B

 및 p14
ARF

 가 각

각 50% (5/10), 10% (1/10), 50% (5/10)의 동종접합성 소실을 보여 p16INK4A 과 

p14
ARF

에서 높게 나타났다. 위선종 조직에서도 위암 조직과 마찬가지로 

p15INK4B (15%, 12/79)보다 p16INK4A (34%, 27/79)과 p14ARF (32%, 25/79)에서 동종접

합성 소실이 많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보고된 연구결과와 다소 

상반되는데, 이전의 논문에 의하면 위암에서 p16INK4A 유전자의 동종접합성 소

실은 0-10%로 낮게 나타났다.27-30 이 같은 차이는 서로 다른 인종배경을 지닌 

실험재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이거나, Comparative multiplex PCR

이라는 민감한 연구방법으로 검사하였기 때문에 결과해석방법에 따라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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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을 가능성이 있다.52-55 본 실험에서는 각 유전자의 소실여부를 엄격히 확인

하기 위하여 p16
INK4A

, p15
INK4B

 및 p14
ARF

 유전자의 exon 별로 고안한 primer 들과 

대조군으로 사용한  hMSH6 유전자의 primer 를 함께 넣어 multiplex PCR 을 수

행하였으며, densitometric analysis52 를 통해 대조군으로 사용한 hMSH6 유전자

의 대립형질이 동일할 때를 기준으로 하여 p16
INK4A

, p15
INK4B

 및 p14
ARF

 유전자

의 대립형질이 50%이상 감소하였을 때를 동종접합성 소실로 정의하였다.  

p15INK4B 유전자의 메틸화는 lymphoma, leukemia 에서 56,57 간간히 발견되고, 그

외에는 보고된 바가 없다. 그러나 p16INK4A 유전자의 경우엔 간암, 췌장암, 식도

암, 대장암등 40,58-60 다양한 암에서의 메틸화가 보고되었으며, p14ARF 유전자의 

경우도 대장암등에서 메틸화가 발견되었다.25 위암에서도 p16INK4A 의 메틸화가 

20-55% 관찰되었으며,31-35 p14ARF 의 메틸화 또한 Iida 등에 36 의해 36%로 발견

되어, 위암에서 p16INK4A 과 p14ARF 유전자의 변형은 메틸화가 주요 기전임이 알

려졌다. 이와 같이 본 실험에서 p15
INK4B

유전자의 메틸화는 위선종 조직의 4% 

(3/79)만 발견된 반면, p16INK4A 은 위암 및 위선종 조직에서 각각 40% (4/10), 

33% (26/79)의 메틸화가 관찰되었다. p14ARF 유전자의 경우에서도 메틸화가 위

암 조직에서 40% (4/10), 위선종 조직에서 22% (17/79)로 발견되었다. 이러한 

위선종 조직에서의 변형은 p16INK4A 과 p14ARF 의 메틸화에 의한 변형이 위암 초

기에 발생하는 것임을 시사한다. 최근에 Kang 등의 15 연구에 의하면 위선종에

서 p16INK4A 의 메틸화는 61 예 중 7 예 (11%)에서 발견하여 위암에서 p16INK4A 의 

변형은 종양의 악성도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본 실험에서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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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종에서 p16INK4A 의 메틸화가 33% (26/79)로 높게 나타나서 상반되는 결론을 

얻었다. 이것은 조직의 미세절제방법의 차이로 Kang 등의 15 연구에서 modified 

DNA 를 MSP 한 결과, 정상세포의 오염으로 인해 메틸화가 보여진 종양조직에

서도 비메틸화된 대립형질이 나타났으나, 본 실험에선 종양세포만을 엄격히 

분리해 내었기에 거의 보이지 않았다.  

위암세포주에서는 p16
INK4A

, p15
INK4B

 및 p14
ARF

 유전자의 동종접합성 소실을 

보인 2 예 (33%)의 세포주 (SNU-16, SNU-668)를 제외한 4 예 (67%)의 세포주 

(SNU-638, SNU-1, SNU-601, SNU-719)에서 모두 p16INK4A 유전자의 promoter 부위

의 methylation 이 관찰되어, 모든 위암세포주가 p16INK4A 유전자의 변형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암세포주에서의 결과는 이미 Lee 등 29과 Song 등 31에 의해 

동종접합성 소실 및 메틸화가 밝혀진 바 있으며, 본 실험은 그들의 결과와 일

치됨을 보였다. 위암 및 위선종에 관한 결과와 위암세포주의 결과를 비교해보

면 동종접합성 소실은 비슷하였으나, 메틸화는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이것은 

정상 유방상피세포와 다른 종양세포주가 생체 외 (in vitro)의 성장 기간동안 

메틸화가 증가한다는 보고에서처럼 61 이들도 생체 외의 성장시에 메틸화가 

일어났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p16
INK4A 과 p14

ARF
유전자의 변형은 저등급 이형성 위선종 조직에서 위암 조

직으로 갈수록 빈번하였으나, 그와는 반대로 p15
INK4B

유전자의 경우엔 저등급 

이형성 위선종 조직 (21%, 12/56)에 비해 고등급 이형성 위선종 조직 (12%, 

3/25) 및 위암 조직 (10%, 1/10)의 변형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위암진행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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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적으로 작용하는 유전자는 p16
INK4A 과 p14

ARF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뒷받

침해주고 있다. 이렇게 위암 및 위선종조직에서 p16INK4A 과 p14ARF 유전자의 

빈번한 변형은 중요한 유전적 증거를 제시한다. 쥐에서 3 개의 유전자를 대상

으로 소실을 검사한 바에 따르면, p16 의 배선 (germ-line)결손을 가진 쥐는 암

으로 진행하기 쉬워, 원인이 되는 것은 p16 이라는 보고가 있었다.62 p16 은 종

양억제단백질인 pRB 를 불활성화시키는 세포주기활성제인 cdk4 와 cdk6 의 저

해제로 작용하는 한편, p14
ARF

는 MDM2 에 결합, 불활성화시킴으로써 p53 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63 p16 과 p14
ARF 

유전자의 결손은 p53 과 Rb 의 

종양억제경로를 모두 불활성화시킴으로써 종양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

리라 보여진다.  

근자에 Shahnavaz 등이 64 구강암 진행시에 보여지는 구강암 전암병변들에서 

p16
INK4A

유전자의 소실이 빈번하고 구강암에서도 이 같은 사실은 동일하게 나

타났음을 보고하였다. 이처럼 구강암에서 p16
INK4A

의 소실은 전암병변과 암으

로 진행하면서 유전적 변형을 나타내는데 본 실험에서도 10 예의 위선종-위암 

환자조직들에서 위선종 및 위암 조직을 추출하여 실험한 결과, 각기 위선종 

조직에서 변형을 보인 환자들에서는 위암 조직에서도 모두 같은 변형이 발견

되었다.최근의 보고에 의하면 암환자의 plasma 와 serum DNA 에서 여러 종류

의 종양특이적인 유전적 변형을 관찰하는 것 뿐 아니라 65 두경부암환자의 

saliva 에서 p16
INK4A

, DAP-K, MGMT 유전자의 변형을 보고하였고,66 폐암환자의 

진단 3 년전의 sputum 에서 p16
INK4A

유전자의 메틸화를 발견하였다.67 p16
INK4A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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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틸화에 의한 변형은 조기암발견의 진단 marker 로서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p16
INK4A

의 변형은 위선종 초기에 발생한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아직까지 종양발생의 진단 marker 로 사용하기에는 전암병변

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조기암 진단 및 유전

자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위액 등에서의 p16
INK4A

의 변형에 관한 연구도 규

명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위암발생의 초기부터 종양억제 유전자로 알려진 

p16
INK4A

 및 p14ARF 가 메틸화와 동종접합성 소실에 의해 높은 빈도로 불활성화

된다는 것을 밝혀냄으로써 이들 유전자가 위암발생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작용

하는 변화임을 규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이를 근거로 한 효과적인 위

암의 조기 진단법 개발이나 유전자 치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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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총 79 예의 위선종, 위암 환자조직을 대상으로 위암 발생과정에 특이한 유

전자를 찾고자 p16INK4A, p15INK4B 및 p14ARF 의 동종접합성 소실형태 및 메틸화

에 의한 불활성화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위종양에서 p16INK4A exon 2 의 동종접합성 소실이 가장 빈번하였다. 

2. 위종양에서 p16INK4A, p14ARF 의 메틸화는 빈번하였으나, p15INK4B 의 메틸화 

빈도는 매우 낮았다. 

3. 저등급 이형성 위선종 조직 (73%, 41/56)과 고등급 이형성 위선종 조직 

(76%, 19/25), 그리고 위암 조직 (70%, 7/10)에서의 각 유전자의 변형빈도 및 

종류는 비슷하였다.  

4. 위선종 조직에서 변형을 보인 환자는 위암 조직에서도 동일한 변이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들을 살펴볼 때, 종양억제유전자인 p16INK4A 및 p14ARF 의 

변형은 위종양에 특이적으로 일어나는 변이로서 위암 발생과정과 관련된 

초기의 변화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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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lterations of p16INK4A, p15INK4B and p14ARF genes  

in gastric adenomas and carcinomas  

 

Myung Jin Baek 

 

Brain Korea 21 Project for Medical Sciences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Hoguen Kim) 

 

Gastric adenoma is a pre-cancerous lesion of the stomach and is associated with 

intestinal type carcinoma. The adenoma-carcinoma sequence in gastric carcinogenesis 

is believed to exist in a subset of gastric carcinomas and might develop through 

accumulative series of genetic alterations similar to that of colorectal cancer. 

The p16INK4A gene encodes two cell cycle regulator proteins, p16 and p14ARF, by 

alternative splicing. This genetic locus also contains another cell cycle regulator gene, 

p15INK4B, which encodes p15. The methylation of the p16INK4A and p14ARF gene has 

been demonstrated in some gastric carcinomas, however the inactivation mechanisms 

of this cell regulator proteins are not well characterized in gastric adeno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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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characterize the role of the above 3 cell cycle regulator proteins in gastric 

adenomas, we examined the genomic status of the p16INK4A, p15INK4B and p14ARF genes 

in 79 gastic adenoma tissues, 10 gastric carcinomas and 6 gastric cell lines. 

In 79 gastric adenomas, the frequency of homozygous deletions and/or 

hypermethylation was 57% (45/79) in p16INK4A, 19% (15/79) in p15INK4B and 47% 

(37/79) in p14ARF. The overall frequency of p16INK4A, p15INK4B and p14ARF alterations 

was 73% (59 of 79 cases) in gastric adenomas and was similar to gastric carcinomas 

(70%, 7/10). There is no significant genetic difference between low-grade and high-

grade gastric adenoma. 

Our results showed that the inactivation of p16 and p14ARF may play an important 

role in early stage gastric carcinogenesis. 

Key Words : p16INK4A, p15INK4B, p14ARF , homozygous deletions, methy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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