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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고빈도 현미부수체 불안정형 대장암 및 위암에서 표적유전자의 동정 

및 돌연변이형 유전자 산물의 발현 분석 
 

고빈도 현미부수체 불안정형(high microsatellite instability, MSI-H) 

종양은 DNA 복제오류 교정 유전자의 결함으로 발생하며, 이로 인해 

종양억제유전자, 세포고사관련 유전자 및 DNA 수선 관련 유전자와 같은 

종양관련 유전자의 단백질 지령부위내에 존재하는 현미부수체에 체이동 

돌연변이가 발생하여, 암진행이 일어나는 유형의 종양이다. MSI-H 종양의 

체이동 돌연변이 산물을 진단 및 면역치료에 이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으나, 보다 실제적인 응용을 위해서는 단백질 항원으로 이용될 수 

있는 다양한 표적유전자를 동정하고, 돌연변이형 유전자 산물의 발현을 

분석하는 연구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DNA 손상에 대한 

감지기 역할을 하는 거대복합체로 알려진 BASC (BRCA1-associated 

genome surveillance complex)의 구성 유전자중 단백질 지령부위내 단반복 

염기서열(coding mononucleotid repeat, cMNR)을 포함하는 유전자의 체이동 

돌연변이를 조사하여 새로운 표적유전자를 동정하였다. 또한, 사람의 유전체 

데이터베이스 탐색을 통해 cMNR을 포함하는 유전자를 발굴한 다음, 이들 

유전자들의 MSI-H 대장암에서의 체이동 돌연변이율을 조사하였고, 동정된 

표적유전자들의 돌연변이형 전사체 및 단백질의 발현 여부와 퇴화 기전을 

조사하였다. 실험결과 BASC 복합체를 형성하는 유전자 중 hRAD50 (31%), 

BLM (21%), hMSH6 (21%)에서 빈번한 체이동 돌연변이가 나타났으나, 

BRCA1, ATM, NBS1에서는 돌연변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UniGene 

데이터베이스 탐색을 통해 10개이상의 cMNR을 포함하는 33개의 유전자를 

선별한 다음, MSI-H 대장암에서의 체이동 돌연변이를 조사하였는데, 가장 

높은 돌연변이율을 나타낸 새로운 표적유전자는 MARCKS (72%), 

FLJ11383 (74%), TAF1B (82%)였으며, 이중 MARCKS와 FLJ11383은 

동형(biallelic) 돌연변이 빈도가 각각 36%, 21%로서 높았다.  

돌연변이형 전사체의 발현은 TGF-β RII, BAX, TCF-4 및 MARCKS 등 

에서 관찰할 수 있었다. hMSH6, hRad50 유전자의 돌연변이형 전사체는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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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일부에서 발견할 수 없었으나, 단백질 합성 억제제인 puromycin을 

처리하였을 때 발현하였다. 이는 hMSH6, hRad50의 돌연변이형 mRNA가 

nonsense mediated mRNA decay (NMD) 기전을 통해 퇴화됨을 나타낸다. 

MARCKS 유전자의 동형 돌연변이를 포함하는 SNU-C4 세포주의 경우 

MARCKS 단백질을 발현하지 않았지만, 특정한 프로테아좀 억제제에 의해 

돌연변이형 단백질의 분해가 억제됨을 발견하였다.  

결론적으로, 본연구를 통해 MSI-H 종양의 새로운 신규 표적유전자를 

동정하였으며, 발생한 돌연변이는 RNA 혹은 단백질 수준에서 제거됨을 

확인하였다. 발생한 체이동 돌연변이의 유전자 산물이 RNA 혹은 단백질 

수준에서 제거되는 것은 암 면역 반응을 회피하는 하나의 기전으로 사료된다.  

 

 

핵심되는 말: DNA 복제오류 교정, 현미부수체 불안정형, 단백질 지령부위내 

단반복 염기서열, 체이동 돌연변이, 대장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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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빈도 현미부수체 불안정형 대장암 및 위암에서 표적유전자의 

동정 및 돌연변이형 유전자 산물의 발현 분석 

 
<지도교수 김 호 근>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사업단 

 

김 남 균 

 

I. 서론 

 

현재까지 수행된 종양의 분자유전학적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암발생은 

종양유발유전자의 활성이나 종양억제유전자의 불활성과 같은 유전적 이상이 

여러 단계에 걸쳐 발생되고 축적되어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1 이러한 전통적인 암 발생에 관한 유전적 모델은 대장암의 경우, 

선종에서 선암종에 이르는 암 발생과정에서 발생단계마다 비교적 특이한 

종양유발유전자의 활성 또는 종양억제유전자의 불활성이 발생하고, 그 결과로 

많은 유전변화가 축적된 상태에서 악성 암이 발견된다는 실험적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2 이상과 같이 종양유발유전자와 종양억제유전자의 변형을 

자주 일으키는 유형은 많은 수의 염색체에 이상이 초래되었기 때문에 염색체 

불안정형(chromosomal instability, CIN)으로 분류한다.  

암발생의 기전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유전모델은 현미부수체 불안정형 

(microsatellite instability, MSI) 대장암을 발견하게 됨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다.3-5 대장암의 일부에서 반복된 염기서열에 빈번한 삽입 및 결손이 

일어나는 MSI가 발견되었고, 이들은 DNA 복제오류 교정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의 장애에 의한 것이라는 유전적 기전이 밝혀짐에 따라,6-9 이들을 

고변이 표현형 종양 또는 고빈도 현미부수체 불안정형 종양(high 

microsatellite instability, MSI-H)으로 세분하게 되었고, 이러한 유형은 

대장암에서 뿐 아니라 위암, 자궁내막암 등에서도 빈번하게 발견됨도 

밝혀졌다.10-11 MSI 대장암은 나쁜 분화도와, 점액성 분화(mucin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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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tiation), 림프구 침윤, 침습성 감소(reduced invasiveness), 양호한 

예후, 근위부 발생, 높은 여성 발생율 및 다발성 등과 같은 임상병리학적 

특징을 나타낸다.12  

현재까지 사람에게서 알려진 DNA 복제오류 교정에 관여하는 유전자는 

hMSH2, hMSH3, hMSH6, hMLH1, hMLH3, hPMS1 및 hPMS2 등이며, 

이들은 대장균의 복제오류과정에 관여하는 MutHLS 체계와 구조적, 

기능적으로 유사하다(Table 1). 대장균의 MutHLS체계는 mutS, mutL, mutH, 

mutU 유전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복제오류가 발생했을 때 비메틸화된 부위를 

인식하고 자른 다음, 재합성하는 기능을 한다.13-15 사람의 DNA 복제오류 

교정 체계는 대장균 체계보다 더 복잡하다. 대장균의 MutS와 관련있는 

유전자는 hMSH2 (human mutS homologue 2), hMSH6 (GTBP, G/T 

mismatch binding protein)와 hMSH3이며, 대장균의 MutL 유전자와 

관련있는 유전자는 hMLH1 (human mutL homologue 1), hMLH3, hPMS1 

(human postmeiotic segregation 1)과 hPMS2이다.16  

 

Table 1. Genes encoding enzymes of DNA mismatch repair 

 

E. coli S. cerevisiae Human Functions of eukaryotic proteins 
MutS MSH1 - DNA repair in mitochondira 

" MSH2 MSH2 Single mismatch and small loop repair (with MSH6 to form 
MutSα); loop repair (with MSH3 to form Muts �) 

" MSH3 MSH3 Loop repair (with MSH2 to form MutS �) 
" MSH4 MSH4 Meiosis (with MLH1) 
" MSH5 MSH5 Meiosis (with MLH1) 
" MSH6 MSH6 Single mismatch and small loop repair (with MSH6 to form 

MutS�) 

MutL MLH1 MLH1 Mismatch repair 
" PMS1 PMS1 Mismatch repair (with MLH1 to form MutL�) 
" MLH2 MLH2 Not involved in mismatch repair (yeast); evidence ambiguous 

(humans). Interacts with MLH1 to form MutL � 

" MLH3 MLH3 Probably involved in loop repair (with MLH1) 
MutH - - - 
uvrD - - - 

- Exonuclease 1 Exonuclease 1 Mismatch repair (5' to 3' polarity) 
- RAD27 Dnase IV   

FEN-1 
Mismatch repair (Flap endonuc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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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비용종성 대장암(hereditary nonpolyposis colorectal carcinoma, 

HNPCC) 환자들중 상당수가 DNA 복제오류 교정에 관여하는 유전자에 배선 

돌연변이(germline mutation)가 있고, 이들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종양에서는 

MSI가 발생한다는 것이 알려진 후, 이들에게 발생한 배선 돌연변이의 빈도와 

종류에 관한 많은 연구가 있었다.6-8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로는 서구의 경우 

HNPCC환자들 중 DNA 복제오류 교정유전자들의 배선돌연변이는 hMLH1이 

33%, hMSH2가 31%, hPMS2 및 hPMS1이 2%가 발견되었으며, hMSH6나 

hMSH3의 돌연변이는 보고되지 않았다.17 우리나라 HNPCC 환자들에서 

hMLH1의 돌연변이가 32%에서 발견되었으며, hMSH2의 돌연변이는 

발견되지 않았다.18  

이에 반하여 대부분의 MSI 양성 특발성 대장암(sporadic colorectal 

carcinoma)에서의 DNA 복제오류 교정 유전자 불활성화는 HNPCC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hMLH1 유전자의 돌연변이는 발견되지 않으며, 대신 

프로모터 부위에 발생한 메틸화에 의해 단백질 발현이 억제된다.19-22 

hMSH3와 hMSH6 유전자는 MSI 때문에 체이동 돌연변이가 발생되며, 

후기단계의 MSI 대장암에 주로 나타난다.23 DNA 복제오류 교정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손상된 MSI-H 종양에서 암발생에 중요한 유전자로 알려진 p53, 

k-ras, APC 등과 같은 종양유전자나 종양억제유전자의 변이는 오히려 

드물게 발견되고 있으며,3,4,24-25 대부분의 돌연변이는 단백질지령부위내 

현미부수체를 포함하는 유전자들에서 보고되었다.26  

현미부수체(microsatellite)는 1개 내지 6개의 염기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염기서열을 일컬으며, 대부분 비단백 부호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CA/GT 

반복은 사람 유전체에서 24개 이상의 반복 염기서열이 100,000개 이상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8 현미부수체는 개체에 따른 다형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훌륭한 유전지표로서 사용되고 있다. 유전체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현미부수체는 핵산의 보수와 세포분열시 유전자 재조합에 

관여함으로써 유전체 다양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지만, DNA 

복제과정시 발생하는 작은 부정합 고리형태로 인해 염기의 삽입이나 결손이 

나타나는 미끄럼(slippage) 현상이 일어나 현미부수체 불안정형이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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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높다. 모든 분열세포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만, 복제오류 

교정계 때문에 현미부수체의 반복 염기서열은 정상적으로 유지된다. 하지만, 

복제오류교정 유전자의 결함은 발생한 복제오류를 교정할 수 없기 떄문에 

MSI를 초래하게 된다. 현미부수체가 비단백부호 이외에도 일부 유전자의 

단백질 지령부위에 현미부수체가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짐으로써 DNA 

복제오류교정 유전자의 결함과 MSI, 그리고 발암과정과의 상관관계가 이해될 

수 있었다. 유전자의 단백질 지령부위에서 발생한 체이동돌연변이는 

필연적으로 정상형에 비해 절단된 단백질을 만들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단백질 지령부위에 위치한 현미부수체의 체이동 돌연변이 연구는 

세포내 신호전달(TGF-βRII, IGFIIR, PTEN),29-31 세포고사(BAX, Caspase 

5),32,33 DNA 수선(hMSH3, hMSH6, MBD4),34,35 전사조절(TCF-4),36 면역 

체계감시(β2M)37 등과 같이 세포의 성장과 생존 조절 기능을 가진 

유전자군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Table 2). 이들 중 체이동 돌연변이의 

비율이 높고, 동형(biallelic) 돌연변이가 발생하며 기능적으로 종양억제유전자 

역할을 하는 유전자들이 MSI-H 종양의 표적유전자로 제안되었다.38 

표적유전자의 체이동 돌연변이 빈도는 각 유전자마다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는데, 이는 반복염기서열이나 그 주위의 염색질의 구조때문에 체이동 

돌연변이의 발생율이 다르게 나타나거나 혹은 종양 진행과정 중에 특정 

돌연변이가 선택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39  

본 연구에서는 MSI 대장암 및 위암의 발암과정에 관여하는 표적유전자를 

탐색하기 위하여, DNA 손상 교정 기능을 가진 유전자군내에서 

표적유전자들의 탐색과 데이터베이스 탐색을 통해 cMNR을 포함하는 

유전자를 확인하고 표적유전자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DNA 손상 교정 

유전자의 기능 상실은 또 다른 돌연변이나 유전체 변화를 유발하기 때문에 

MSI 종양의 발암기전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이다. 최근 DNA 

손상 교정 단백질(hMSH2, hMSH6, hMLH1, ATM, BLM), hRad50-

hMRE11-NBS1 단백질 복합체, DNA replication factor C와 BRCA1이 

결합하여 DNA 손상에 대한 감지기 역할을 하는 거대복합체 (BASC, 

BRCA1-associated genome surveillance complex)를 형성한다고 

보고되었다.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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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arget genes for frameshift mutations in MSI-H colorectal carcinomas. 

 

 

흥미롭게도 이 BASC 복합체 내에는 단백질 지령 부위내에 

단반복염기서열(coding mononucleotide repeat, cMNR)이 나타나는 여러 

유전자가 존재하였다. hRAD50 유전자와 BLM 유전자는 (A)9, BRCA1 

유전자는 (A)8, hMSH6 유전자는 (C)8, NBS1은 (A)7, ATM 유전자는 

(T)7 cMNR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들 중 hRAD50, ATM, NBS1은 MSI 

종양에서 체이동 돌연변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이들 중 어떤 유전자가 새로운 표적유전자인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cMNR의 

길이와 체이동 돌연변이의 비율 그리고 임상병리학적 특징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MSI 종양의 새로운 표적유전자를 탐색하기 위하여 사람 전체 

유전자중 cMNR을 포함하는 유전자를 데이터베이스 탐색을 통해 확인한 후, 

MSI 대장암에서의 체이동 돌연변이를 조사하였다. 아울러 발생한 체이동 

돌연변이가 돌연변이형 전사체 및 단백질의 발현 여부와 퇴화 기전을 

조사하였다.

Gene Chromosomal 
location 

Function Type of repeat Proportion of tumors 
with mutations 

Reference 

TGF-β RII 3p22 Tumor suppressor (A)10 100/111 (90%) [41] 

Caspase 5 11q22.2-q22.3 Apoptosis (A)10 24/39 (62%) [33] 

ACTRII 2q22.2-q23.3 Serine/threonine kinase (A)8 25/43 (58%) [42] 

BAX 19q13.3-q13.4 Promotes apoptosis (G)8 21/41 (51%) [32] 

SEC63 6q21 Protein folding and translocation (A)10, (A)9 in exon 16 21/43 (49%) [42] 

AIM2 1q22 Tumor suppressor (A)10 20/42 (48%) [42] 

MBD4 3q21-q22 DNA glycosylase, Methyl-CpG binding protein (A)10 10/23 (43%) [43] 

OGT Xq13 O-linked glycosylation (T)10 8/20 (40%) [44] 

hMSH3 5q11-q12 DNA mismatch repair (A)8 16/41 (39%) [34] 

TCF-4 18q21.1 Transcription factor (Wnt signaling) (A)9 19/49 (39%) [36] 

WISP3 6q22-q23 Signal transduction (Wnt signaling) (A)9 11/36 (31%) [45] 

hMSH6 2p16 DNA mismatch repair (C)8 12/40 (30%) [34] 

RIZ 1p36 Tumor suppressor (A)8, (A)9 in exon 8 15/51 (27%) [46] 

AXIN2 17q23-q24 Wnt signaling (GA)4 11/45 (24%) [47] 

PTEN 10q23.3 Tumor suppressor (A)6 in exon 7, exon8 6/32 (19%) [31] 

BLM 15q26.1 DNA helicase (A)9 10/63 (16%) [48] 

IGFIIR 6q26 Tumor suppressor (G)9 3/35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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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료 및 방법 

 

  1. 암조직 선택 

 

암조직은 1996년 12월부터 1999년 11월까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세브란스병원에서 채취한 230예의 대장암 조직중 MSI 양성 39예와 MSI 

음성 24예를 이용하였으며, 495예의 위암 조직중 MSI 양성 40예를 

이용하였다. 39예의 MSI-H 대장암중 15예는 남성이었고 24예는 

여성이었으며, 34세에서 80세까지의 나이분포(평균 54±12년)를 나타내었다. 

임상병기는 1기가 1예, 2기가 17예, 3기가 10예, 4기가 1예였다. 

비장만곡(splenic flexure) 근위부에 위치하고 있는 31예의 MSI-H 대장암은 

우측 대장암으로 분류되었으며, 비장만곡 원위부에 위치한 8예의 MSI-H 

대장암은 좌측 대장암으로 분류되었다. 40예의 MSI-H 위암중 24예는 

남성이었고 16예는 여성이었으며, 36세에서 72세까지의 나이분포 (평균 

62±11년)를 나타냈다. 임상병기 1기가 18예, 2기가 6예, 3기가 7예, 4기가 

9였다. 1예는 기저부(fundus)에, 7예는 체부(body)에, 그리고 나머지 32예는 

유문부(antrum)에 위치하고 있었다. 

대조조직으로 각각에 해당되는 장점막조직을 채취하였으며, 사용 전까지 -

70℃에서 보관하였다. cryostat fractionation법을 이용하여 선택적으로 

암세포를 분리하였고, 분리한 암조직 내에 암세포가 차지하는 비율을 

채취조직의 일부를 현미경으로 관찰하여 측정하였다. 

 

  2. 세포주 배양 

 

실험에 사용한 사람 위암 세포주 SNU-1, SNU-16, SNU-601, SNU-

638, SNU-719와 사람 대장암 세포주 LS174T, HCT-8, NCI-H747, 

NCI-H508, SNU-C2A, SNU-C4, DLD-1, HCT116, LOVO, SW480, HT-

29는 연세의대 미생물학교실, ATCC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http://www.atcc.org)와 한국세포주은행(KCLB, Korean Cell Line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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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ellbank.snu.ac.kr)에서 분양받아 사용하였다. 세포주들은 10% 

우태아혈청 (Life Technologies, Grand Island, NY, USA)과 100 U/mL의 

penicillin, 100 ㎍/mL의 streptomycin이 첨가된 RPMI 1640 (Life 

Technologies) 배지에서 5% CO2를 포함하는 37℃ 배양기에서 배양하였다. 

단백질합성 억제제인 puromycin (Sigma, St. Louis, MO, USA)은 30 

㎍/mL의 농도로 6시간동안 처리하였다. 

 

  3. 조직 및 세포주로부터 DNA, RNA 및 단백질 추출 

 

Cryostat fractionation된 냉동 보관 조직은 멸균된 칼로 잘게 저민 후, 

lysis buffer (100 mM Tris [pH 8.0], 150 mM NaCl, 0.5% SDS, 200 

㎍/mL proteinase K, 50 mM EDTA)를 첨가하여, 50℃에서 10시간 이상 

녹였다. 그후 phenol/chloroform extraction 법으로 DNA를 순수분리하였고 

분광광도계를 이용하여 농도를 측정하였다. RNA는 RNeasy kit (Qiagen, 

Valencia, CA, USA)를 사용하여 분리하였다.  

조직에서의 단백질 추출은 조직을 액체질소와 막자사발을 이용하여 동결 

분쇄하여 미세한 가루상태로 만든 뒤, 단백질분해효소억제제 (1 ㎍/mL 

aprotonin, 1 ㎍/mL leupeptin, 1 ㎍/mL pepstatin, 1 ㎍/mL chemostatin, 1 

mM PMSF) 및 탈인산화효소억제제 (1 mM sodium vanadate, 1mM sodium 

fluoride)를 함유한 RIPA 완충액(10 mM Tris [pH 7.4], 150 mM NaCl, 1% 

Na-deoxycholate, 0.1% SDS, 1% Triton X-100, 1 mM EDTA)에 

부유시킨 다음 원심분리하여 추출하였다. 배양된 세포는 배지를 제거한 후 

차가운 PBS로 2회 세척한 다음 RIPA 완충액을 사용하여 용해시킨 뒤 

원심분리하여 세포 추출액을 준비하였다. 단백질 정량은 Bio-Rad protein 

assay kit (Bio-Rad, Hercules, CA, USA)를 이용하였다.  

 

4. 대상 세포주 및 종양조직에서 MSI 판정 

 

MSI 종양을 식별하기 위하여 1997년 NCI meeting 에서 정한 5개의 

표지자(BAT26, BAT25, D2S123, D5S346, D17S250)를 사용하여 



 

- 10 - 

중합효소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PCR)을 수행하였다.38 이 중 

2개의 표지자 이상에서 양성인 종양을 MSI-H, 1개의 표지자에서 양성인 

종양을 MSI-L로 세분하여 해당 유전자 및 관련 유전자의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세포주에서는 BAT26과 BAT25 표지자로 분석하였다. PCR 

반응은 50 ng의 genomic DNA에 총 20 ㎕가 되도록 1.5 mM MgCl2, 20 

pmol 프라이머, 0.2 mM dATP, dGTP, dTTP, 5 μM dCTP, 1 μCi [α-

32P] dCTP (3,000 Ci/mmol; NEN DuPont, Boston, MA, USA), 1 X PCR 

buffer와 1.25 U Taq polymerase (Life Technologies)를 첨가하였다. DNA 

변성(denaturation)을 위하여 95℃에서 5분간 가열하였고 80℃에서 10분간 

반응을 멈추는 동안 Taq polymerase를 첨가하였으며, 이후 95℃에서 

30초간의 변성과정, 55℃~60℃에서 30초간의 재결합(annealing)과정, 

그리고 72℃에서 15초간의 신장(extension) 과정 등 3과정을 20회에서 

30회 반복 시행하였고, 마지막으로 추가 신장과정을 72℃에서 5분간 

진행하였다. 이상과 같이 합성된 PCR 산물을 같은 부피의 loading buffer 

(95% formamide, 20 mM E`DTA, 0.05% xylene cyanol FF, 0.05% 

bromophenol blue)에 섞어 95℃에서 10분간 가열한 다음 즉시 얼음에 넣고, 

그 중 5 ㎕만을 7.5 M의 urea를 포함하는 6% 변성 폴리아크릴아마이드 

젤에 loading하여 60 W로 1시간 30분에서 2시간 동안 전기영동시켰다. 

전기영동이 끝난 젤을 젤건조기에서 1시간 동안 말린 후 Kodak XAR-5 film 

(Kodak, Rochester, NY, USA)에 현상하여 합성물을 판독하였다. 이때 

현미부수체의 삽입이나 결손이 있으면 정상 대조군의 조직에서 합성된 

DNA의 띠와는 다른 크기의 합성 DNA가 종양조직에 나타나는데 이를 

체이동돌연변이로 판정하였다.  

 

5. PCR을 이용한 체이동돌연변이 분석 

 

각 유전자의 체이동 돌연변이 분석은 상기에서 기술한 MSI 분석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PCR에 이용된 프라이머는 Table 3에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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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rimers used for the detection of coding mononucleotide repeat length 

Gene name Forward primer Reverse primer 

PCR 

product 

length 

TGF-β RII 5'-CTTTATTCTGGAAGATGCTGC 5'-GAAGAAAGTCTCACCAGG 73 

TAF1B 5'-CCAAATAAAAGCCCTCAACC 5'-TGTCCTGACATCATGAAGGTG 115 

FLJ11383 5'-GGAAAATTATGAACAGCCACAA 5'-GCAGCCAAATGCTTGTTATG 121 

MARCKS 5'-CCGCCTCCTCGACTTCTT 5'-AGCCGCTCAGCTTGAAAGAC 120 

AIM2 5'-CCACTCATCGACTGCATCTC 5'-TGGCTTGAATTGGTCCTTTT 102 

FLJ11186  5'-GCAAGAACAGCCATCAAGAA 5'-GGAATGATTTGTTGTTTTCCTT 143 

SEC63 5'-AGTAAAGGACCCAAGAAAACTGC 5'-TGCTTTTGTTTCTGTTGCTTTG 104 

Caspase 5 5'-CAGAGTTATGTCTTAGGTGAAGG 5'-ACCATGAAGAACATCTTTGCCCAG 141 

TCF6L1 5'-TTGGAAAAAGAAATCATGGACA 5'-AATCTCAATTCTTTACCATAAGAAAA 104 

KIAA1470  5'-GCATTTGTTCTGGAAGCTCGT 5'-GTGATGAGAAACCGGAGAGAA 143 

OGT 5'-TCACTTTTGGCTGGTCAGAG 5'-GGGAGGGAAAGGAGGTAAAG 116 

UVRAG 5'-TTTATTTTTAAACATTGTGAGTATG 5'-TTTTTAACTGCAGGCATTCAC 116 

KIAA1052  5'-GTCAACTTCTGGGGCCATTA 5'-GAGGCATCCACTGACTCACC 104 

SPINK5 5'-TGAGGCGTTTGTTCACTTTG 5'-TGCTCCTGTCTTCATCCTCTT 99 

FLJ20139  5'-GCCAACACAAAGTGTCTCCTC 5'-GACTGTTGGATGGATGATGC 89 

ATR 5'-GCTTCTGTCTGCAAGCCATT 5'-TGAAAGCAAGTTTTACTGGACTAGG 70 

FLJ11222  5'-GCTGCAGAAGACAAACGAAAC 5'-GCAGCTGCTCATAAGCTTCC 106 

FLJ13615  5'-GTTGATTATTTTCTTGGCTGAAC 5'-GCACTTCTTTTTCCTCTTTCTTGA 136 

MBD4 5'-5'-TGACCAGTGAAGAAACAGC 5'-GTTGTGTTCTGAGTCTTTGG 138 

SYCP1 5'-CCCCTTCATCTCTAACAACCC 5'-CACTGATTCTCTGAAATTAAACAAATAAC 153 

ABCF1 5'-CCTGGGCTTCATTTTCTCAC 5'-CCTGCCTTTTCGGGTATCTC 73 

PRKWNK1 5'-AGTTGGTACGGGAGGAGCA 5'-CTGGGAAGCACTGGATTGTT 83 

KIAA1268  5'-GTTTCCTCTGTTTTGCAGGA 5'-GACAGCCAGAGGCTACGAAC 90 

RFC3 5'-TTTTCTTTGTCCACAGACTCCA 5'-AAGGTGGTAGTTACTTGCAATGG 70 

GART 5'-AGTGTTGAAGAATGGCTCCC 5'-TGTTCCAGATATTAAGACAGCCAC 82 

FLJ20333  5'-GGCAAGGCAGCAAATTTAGA 5'-GCATCTAAGGCACTATTCCAGA 124 

DKFZp564C2478  5'-GGAGAGATGCCAAGGTGAAA 5'-GCCTTGGGTTAGGATGACAG 143 

PRKDC 5'-GACTCATGGATGAATTTAAAATTGG 5'-TTTGAAAATAACATGTAAATGCATCTC 113 

FLJ11712 5'-GGCTAAAGTTGACAAGAGTGGAA 5'-GTCAGGAAGGACAAACTGAAACA 147 

CHD2  5'-CTATCCCTGTGGACCCTGAA 5'-ACGGTACGACCATCTAAGCA 71 

KIAA1096 5'-GGCAAATGAAGAATGGGAAA 5'-GGAGGTAGAACATTCTCTCCAA 129 

MAC30 5'-TGTTGCGGAGCCCCTAC 5'-AACCACCCTGTAGGCATCTC 93 

HMG2L1  5'-CTCCACACAGATGGGCATAG 5'-CCCCCACCACACTTAAAAGA 103 

hRAD50 5'-AACTGCGACTTGCTCCAGAT 5'-CAAGTCCCAGCATTTCATCA 87 

hMSH6 5'-GGGTGATGGTCCTATGTGTC 5'-CGTAATGCAAGGATGGCGT 94 

ATM 5'-CATGCTGTTACCAAAGGATGC 5'-TCGCACACTGAATAGCCTTG 89 

BLM 5'-CTCTGCCACCAGGAAGAATC 5'-ACAGCAGTGCTTGTGAGAAC 153 

NBS1 5'-AGCAGACCAACTCCATCAGA 5'-CAGAGACATGAGAGAAGTTATC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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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염기서열 분석 

 

체이동 돌연변이로 판정된 PCR 산물을 변성 폴리아크릴아마이드 젤에서 

잘라낸 다음, 100 ㎕의 증류수에 넣고 5분간 끓인 후, 이중 2 ㎕ 만을 

이용하여 PCR을 다시 실시하였다. 반응 산물을 TOPO 벡터 (Invitrogen, 

Carlsbad, CA, USA)에 ligation시킨 후 Top 10F 세포에 

transformation시킨 다음, 각각 5예의 콜로니를 5 mL의 LB배지로 옮겨 

배양한 후 minispin kit (Qiagen)를 이용하여 PCR 산물이 포함된 플라스미드 

DNA를 순수분리하였다. 염기서열 분석은 Sanger의 dideoxy chain 

termination method로 수행하였고, 염기서열 분석은 T7 DNA sequencing 

kit (Amersham Pharmacia Biotech Inc., Piscataway, NJ, USA)를 사용하고 

기본적으로 제작사의 추천된 방법에 따라 PCR에 이용된 프라이머를 이용하여 

체이동 돌연변이된 염기서열을 확인하였다. 

 

7.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 

 

1 ㎍의 총RNA에 1 ㎍의 random hexamer (Pharmacia, Uppsala, 

Sweden), 1 ㎕의 10mM dNTP, MMLV reverse transcriptase (Life 

Technologies) 200 U를 첨가한 다음, 42℃에서 1시간, 37℃에서 1시간동안 

반응시킨 뒤, 65℃에서 10분동안 반응하여 반응을 중지시켰다. 제조된 

cDNA를 주형으로 하여 총 30 ㎕가 되도록 1.5 mM MgCl2와 각각의 

primer에 합당한 primer 조합을 넣고 0.2 mM dATP, dGTP, dTTP, 5 μM 

dCTP, 1μCi [α-32P] dCTP (3000 Ci/mmol; NEN DuPont), 1 X PCR 

buffer와 1.25 U Taq polymerase (Life Technologies)를 첨가하여 PCR 

반응을 실시하였다. PCR 산물을 7.5 M urea를 포함하는 6% 변성 

폴리아크릴아마이드 젤에 전개한 후, X-ray 필름에 감광시키고 자동현상기를 

이용하여 필름을 현상하였다.  

PCR을 위해 95℃에서 5분간 가열하였고, 80℃에서 10분간 반응을 멈추는 

동안 Taq polymerase를 첨가하였으며, 이후 95℃에서 2분, 55℃에서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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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에서 15초의 과정을 3회 반복한 다음, 95℃에서 30초, 55℃에서 30초, 

72℃에서 15초의 과정을 22회 반복 시행하였고 추가  신장 과정을 72℃에서 

5분간 진행하였다. RT-PCR primer로는 BAX 유전자는 BAX-F 5'-TGC 

TTC AGG GTT TCA TCC, BAX-R 5'-ACT CGC TCA GCT TCT TGG 

TG; hMSH6 유전자는 hMSH6-F 5'-ATC GCA GTG TTG GAT GTT TT, 

hMSH6-R 5'-CGT AAT GCA AGG ATG GCG T; hRad50 유전자는 

hRad50-F 5'-AAC TGC GAC TTG CTC CAG AT, hRad50-F 5'-AAT 

CAA TTA TGC TTT GCC TCA; TCF-4 유전자는 TCF-4-F 5'-GG GAC 

AAG CAG CCG GGA G, TCF-4-R 5'-CAC CTT GTA TGT AGC GAA 

CGC을 이용하였다.  

 

8. Western blotting 

 

조직 및 세포로부터 추출된 단백질 20 ㎍을 SDS-PAGE로 전개한 후 

Bio-Rad Western Blotter로 2시간동안 30 mA의 전류를 흘려 단백질들을 

젤로부터 PVDF membrane으로 옮겼다. PVDF membrane을 5%의 무지방 

우유를 함유한 TBST (10 mM Tris [pH 7.6], 120 mM NaCl, 0.1% Tween 

20) 용액으로 1시간동안 교반한 뒤, TBST를 사용하여 5분 간격으로 3회간 

실온에서 흔들어 주며 세척하였다. 세척한 membrane을 0.5%의 무지방 

우유를 함유한 TBST에 1차 항체를 넣고 실온에서 2시간 동안, 혹은 

4℃에서 밤새도록 천천히 흔들면서 반응시켰다. 일차항체 배양후 

membrane을 15분 간격으로 TBST로써 흔들며 3회 씻어낸 뒤, 0.5%의 

무지방 우유를 함유하는 TBST에 적당히 희석시킨 AP-conjugated anti-

rabbit IgG (Santa Cruz Biotech.)와 1시간 반응시킨 후 TBST 를 사용하여 

상기한 방법으로 세척한 다음, ECL plus Kit (Amersham Pharmacia) 을 

사용하여 발광을 유도하고 X-Ray 필름에 노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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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MNR 을 포함하는 유전자의 체계적 동정  

 

유전체 내에 분포한 cMNR을 동정하기 위하여 NCBI의 사람 UniGene 

데이터베이스(ftp://ncbi.nlm.nih.gov/repository/UniGene) 중 각 유전자에서 

대표 염기서열만을 취합한 Hs.seq.uniq 파일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cMNR을 

포함하는 유전자의 선발은 본 연구를 위해 개발된 Exact Tandem Repeat 

Finder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암호화 서열이라고 명기되어있는 염기서열은 

NCBI 홈페이지내의 LocusLink (http://ncbi.nlm.nih.gov/LocusLink), UCSC 

Human Genome Project Working Draft 웹사이트(http://genome.ucsc.edu) 

를 이용하여 유전자의 구조 및 기능을 분석하였다. 최초로 선택한 cMNR 

포함 유전자가 타 데이터 베이스에서 비암호화 서열부위로 지칭되거나, 

엑손-엑손 결합부위에 cMNR이 나타난 경우, pseudogene으로 등록된 

유전자의 경우는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여러 차례에 걸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10개 이상의 cMNR을 포함하는 유전자를 이용하여 

돌연변이를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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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1. MSI-H 대장암과 위암의 임상병리학적 특성 

 

MSI-H 대장암의 경우 우측 대장암이 대부분이었는데, 39예중 31예가 

splenic flexure의 근저부위에 위치하고 있었다. MSI-H 위암은 주로 

유문부에 위치하였다(32/40). 조직병리학적으로 MSI-H 대장암은 MSI-H 

위암에 비해 나쁜 분화도(22/39 vs. 15/40 p=0.15)와 점액형(19/39 vs. 

8/40, p=0.11) 특성을 나타내었다. 종양인접부위 림파구의 침윤은 MSI-H 

대장암과 위암에서 모두 높았다(18/39 vs. 23/40, p=0.43). 

 

2. 대장암과 위암에서 MSI 빈도  

 

조사된 5개의 표지자중 2개 이상의 표지자에서 양성반응을 나타났을 때 

MSI-H이라고 정의하였다. MSI-H 종양의 빈도는 위암에 비해 대장암에서 

약간 높게 나타나, 대장암에서는 230예 중 39예(17%)가 양성이었으며, 

위암에서는 495예중 40예(8%)가 양성이었다(P=0.002 χ2 -test). 

 

  3. MSI 양성 대장암과 위암에서 hRad50, BLM, hMSH6, BRCA1, 

ATM, NBS1 유전자의 체이동돌연변이 분석 

 

BASC를 구성하는 유전자중 cMNR을 포함하는 유전자들의 체이동 

돌연변이를 분석하였는데, 이중 hRAD50과 BLM은 (A)9을, BRCA1 

유전자는 (A)8, hMSH6 유전자는 (C)8, NBS1은 (A)7, ATM 유전자는 

(T)7 단반복 염기서열을 단백질 지령부위내에 포함하고 있었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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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requency of frameshift mutations of the six genes involved in DNA repair in 

75 MSI-H gastrointestinal carcinomas 

 

Incidence of frameshift mutation 

Gene 
Type of nucleotide 

repeat Colon cancer 

[N=39] 

no.  (%) 

Stomach cancer 

[N=36] 

no.  (%) 

hRAD50 (A)9 13  (33) 10  (28) 

BLM (A)9 7  (18) 9  (25) 

hMSH6 (C)8 9  (23) 7  (19) 

BRCA1 (A)8 1  (3) 0  

ATM (T)7 1  (3) 2 (6) 

NBS1 (A)7 0  0  

 

 

hRAD50 유전자의 돌연변이는 13예의 MSI-H 대장암(33%)과 10예의 

MSI-H 위암(28%)에서 발견되었다. hRAD50 유전자의 돌연변이는 (A)9 

반복부위에서 1개나 혹은 2개의 염기의 결실이나 1개의 염기 삽입으로 

발생하였으며 (Figure 1),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단반복 염기서열의 삽입과 

결실을 확인하였다(Figure 2). BLM 유전자의 체이동 돌연변이는 7예의 

MSI-H 대장암(18%)과 9예의 MSI-H 위암(25%)에서 발견되었다. 모든 

BLM 유전자의 체이동 돌연변이는 1개의 염기서열 결실을 통해 나타남을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hMSH6 유전자의 체이동 돌연변이는 

9예의 MSI-H 대장암(23%)과 7예의 MSI-H 위암(19%)에서 발견되었다. 

이에 반해 BRCA1, ATM, NBS1 유전자의 체이동 돌연변이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BRCA1 유전자의 체이동 돌연변이는 MSI-H 대장암 1예(3%) 

에서만 발견되었고, ATM 유전자의 체이동 돌연변이는 1예의 MSI-H 

대장암(3%)과 2예의 MSI-H 위암(6%)에서만 발견되었다. NBS1 유전자의 

체이동 돌연변이는 MSI-H 대장암과 위암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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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lterations of the coding polydeoxyadenosine mononucleotide repeat 
numbers of the hRAD50 gene in the MSI-H colorectal (A) and gastric carcinomas 
(B). N denotes DNA from normal tissue, T denotes DNA from carcinoma tissue. 

 

 

 

Figure 2. Nucleotide sequence analysis of the representative clones of hRAD50 from 
MSI-H gastric carcinomas. Arrowheads pointing up or down indicate insertion or 

deletion of one nucleotide in the polydeoxyadenosine mononucleotide repeats, 

respectively. 

 

  4. 아데노신 단반복염기서열의 길이와 돌연변이율과의 상관관계 

 

단반복 염기서열의 길이와 돌연변이율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암호화 서열내에 아데노신 반복 염기서열을 포함하고 있는 12개 유전자의 

체이동 돌연변이를 MSI-H 대장암과 위암에서 조사하였다(Figure 3). TGF-

βRII, Caspase 5, ATR, MBD4 유전자는 10개의, hRad50, TCF-4, B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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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QL 유전자는 9개의, hMSH3, PMS2, BRCA1, BRCA2는 8개의 아데노신 

반복 염기서열을 포함하고 있다. TCF-4를 제외한 11개 유전자의 체이동 

돌연변이율은 MSI-H 대장암과 MSI-H 위암간에 큰 차이는 없었다. TCF-4 

유전자의 체이동 돌연변이율은 MSI-H 대장암이 MSI-H 위암에 비해 훨씬 

높았다(26/39 vs. 6/40, p<0.001) (Table 5).  

체이동 돌연변이율은 아데노신 반복염기서열의 수가 많을수록 

높았다(p<0.001). MSI-H 대장암과 위암에서 평균 돌연변이율은 (A)10 

반복이 각각 2.03과 1.95였고, (A)9 반복은 1.23과 0.73, (A)8 반복은 

0.61과 0.48이었다. 동일한 반복 염기서열을 가진 유전자간이라고 할지라도 

돌연변이율은 서로 상당히 차이가 났다. (A)10 반복에서는 TGF-βRII 

유전자가, (A)9 반복에서는 TCF-4 유전자가, (A)8 반복에서는 hMSH3 

유전자가 가장 높은 돌연변이율을 나타냈다(Figure 4).  

 

Figure 3. Alterations of the coding polydeoxyadenosine mononucleotide repeat 

numbers of TGF-βRII, hMSH3 and TCF-4 genes in colorectal (A) and gastric 
carcinomas (B). In each case, the carcinoma (T) and corresponding normal mucosa 

tissue (N) are shown. Abnormal bands with base insertion and deletions are indicated 
(arrow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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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haracteristics and incidence of frameshift mutations of the 12 target genes 

in the MSI-H colorectal and gastric carcinomas 

 

% of mutation 

Genes 
Polyadenosine 
repeat number Location 

Function of 

wild-type gene product 
Colon 

cancer 

(n=39) 

Gastric 

cancer 

(n=40) 

p value 

TGF-βRII 10 125-128 Tumor suppressor 87  83 0.74 

Caspase 5 10 49-52 Apoptosis 54  53 1 

ATR 10 771-774 Checkpoint kinase 31  30 1 

MBD4 10 310-313 DNA glycosylase, Methyl-

CpG binding protein 

31  30 1 

hRad50 9 719-722 Cellular response to double 

strand breaks  

33  28 0.75 

TCF-4 9 459-462 Transcription factor (Wnt 

signaling) 

67  15 0.001 

BLM 9 512-515 DNA helicase 18  25 0.63 

RECQL 9 38-40 DNA helicase 5  5 1 

hMSH3 8 381-383 DNA mismatch repair 56  48 0.57 

PMS2 8 411-413 DNA mismatch repair 0  0  

BRCA1 8 652-654 Tumor suppressor 3  0 0.99 

BRCA2 8 1443-1450 Tumor suppressor 3  0 0.99 

 

 
Figure 4. Frequency of frameshift mutations of 12 genes in 39 MSI-H colorectal 

carcinomas (filled bar) and 40 MSI-H gastric carcinomas (empty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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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SI-H 종양에서 체이동 돌연변이의 증가와 임상병리학적 

특성과의 상관관계 

 

연구에 포함된 39예의 MSI-H 대장암과 40예의 MSI-H 위암에서 체이동 

돌연변이의 빈도와 임상병리학적 특징을 비교한 결과, MSI-H 위암에서는 

체이동 돌연변이의 증가가 조직학적으로 미만형(diffuse type) 종양 

(2.0)보다는 장형(intestinal type) 종양(3.6)과 상관관계가 있었다(p=0.02). 

대장암에서는 우측에서 발생한 대장암이 더 많은 체이동 돌연변이를 

나타냈다(4.2 vs. 2.8, p=0.1). 종양 시기, 분화도, 점액 분비, 종양 인접부위 

림파구 반응은 MSI-H 대장암과 위암 모두에서 돌연변이율과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Table 6). 

 
Table 6. Frameshift mutations of target genes and clinicopathologic features of the 

MSI-H colorectal and gastric carcinomas 

 

Type of 

Tumor 
Variables Categories 

 Number 

of cases 

Number of 

frameshft 

mutations* 

p value 

Site Right 31 4.16 0.1  

 Left 8 2.75  

Tumor stage 1 & 2 28 3.61 0.09 

 3 & 4 11 4.54  

Differentiation Well & Moderate 17 3.35 0.1 

 Poor 22 4.27  

Absent 20 3.85 0.94 Mucin component 

Present 19 3.89  

Absent 21 3.57 0.26  

Colorectal 

carcinomas 

Peritumoral lymphoid  

reaction Present 18 4.22  

Site Proximal 8 2.25 0.1  

 Distal 32 3.38  

Tumor stage 1 & 2 24 3 0.5 

 3 & 4 22 3.38  

Differentiation Well & Moderate 25 3.36 0.32  

 Poor 15 2.8  

Absent 32 3.16 0.96  Mucin component       

 Present 8 3.13  

Absent 17 2.76 0.22  Peritumoral lymphoid  

reaction Present 23 3.43  

Intestinal 31 3.52 0.01 

Gastric 

carcinomas 

Lauren classification 

Diffuse 9 1.88  

* Mean number of frameshift mutations of the 12 examined target ge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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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람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에서 단백질 지령부위내에 단반복  

   염기서열을 포함하는 유전자의 탐색  

 

데이터베이스 탐색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작한 후, UniGene 

데이터베이스(http://www.ncbi.nlm.nih.gov/UniGene)를 검색한 결과, 단백질 

지령부위내에 7개이상의 단반복 염기서열을 포함하는 4071개의 유전자를 

동정하였다(A 반복 2248개, T 반복 690개, G 반복 369개, C 반복 764개) 

(Figure 5). 이중 102개의 유전자는 10개 이상의 단반복 염기서열을 

포함하고 있었다(A반복 56개, T반복 38개, G반복 5개, C반복 3개). 

 

Figure 5. Distribution of cMNR candidate sequences from UniGene databases. 

MNRs are illustrated according to repeat length and nucleotide type; the inset 

displays an enlarged view of cMNRs with a length of 10 or more nucleotides. 

 

  7. 단백질 지령부위내에 단반복 염기서열을 포함하는 유전자의 

재확인 및 선별 

 

본 연구에서는 탐색된 유전자군들 중에서 유전체 데이터베이스와 EST 

데이터베이스 모두에서 단백질 지령부위임이 확인된 유전자와 체이동 

돌연변이가 정상 점막 조직, MSS 종양, 복제오류교정 정상 세포주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유전자들만을 이용하였다. 돌연변이율은 단반복 염기서열의 

길이가 길수록 증가하였기 때문에, 우선 10개이상의 단반복 염기서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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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는 102개의 유전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여러 유전체 염기서열 정보와 

EST 염기서열 정보등을 취합하여 최종적으로 33개의 유전자만을 

선별하였다(Figure 6). 

최종적으로 선별된 33개의 유전자 중에서 5개의 유전자(TAF1B, 

MARCKS, FLJ11186, KIAA1052, FLJ13615) 는 11개의 아데노신 반복, 

27개의 유전자는 10개의 아데노신 반복을, 1개의 유전자는 10 개의 싸이미딘 

반복을 단백질 지령부위내에 포함하고 있었다. 이중 11개의 유전자는 이전의 

연구에서 MSI-H 종양에서의 표적유전자 후보로 알려진 

유전자였으나(TGF-βRII, AIM2, SEC63, Caspase 5, OGT, ATR, MBD4, 

SYCP1, GART, PRKDC, MAC30),30,33,42-44 나머지 22개의 유전자는 

현재까지 연구가 수행된 바 없었다(Table 7).  

 

 
Figure 6. Database search for coding sequences with MNR and confirmation and 

selection of candidate target genes containing cM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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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List and description of genes analyzed 

 
GenBank 

accession no. 

Gene description Gene name Type of 

repeat 

Chromosomal 

location 

D50683 Transforming growth factor, beta receptor 

II 

TGF-βRII  A(10) 3p22 

L39061 TATA box binding protein (TBP)-

associated factor, RNA polymerase I, B, 

63kD 

TAF1B A(11) 2p25 

NM_024938 FLJ11383   A(10) 1 

NM_002356 Myristoylated alanine-rich protein kinase C 

substrate (MARCKS, 80K-L) 

MARCKS A(11) 6q22.2 

NM_004833 Absent in melanoma 2 AIM2 A(10) 1q22 

NM_018353 FLJ11186  A(11) 14q13.1-

14q21.3  

NM_007214 Endoplasmic reticulum translocon 

component (S. cerevisiae) like 
SEC63 A(10) 6q16-22 

NM_004347 Apoptosis-related cysteine protease Caspase 5 A(10) 11q22.2-q22.3 
NM_003201 Transcription factor 6-like 1 

(mitochondrial transcription factor 1-like)  

TCF6L1 A(10) 7pter-cen 

AB040903 KIAA1470   A(10) 1 

NM_003605  O-linked N-acetylglucosamine (GlcNAc) 

transferase (UDP-N-acetylglucosamine: 

polypeptide-N-acetylglucosaminyl 

transferase) 

OGT T(10) X  

NM_003369 UV radiation resistance associated gene UVRAG A(10) 11q13.5 

NM_014956 KIAA1052 protein  A(11) 11 

NM_006846 Serine protease inhibitor Kazal type 5  SPINK5 A(10) 5q32 

NM_017685 FLJ20139  A(10) 1 

NM_001184 Ataxia telangiectasia and Rad3 related ATR A(10) 3q22-24 

NM_018365 FLJ11222   A(10) 15q11.2 

NM_025114 FLJ13615   A(11) 12 

NM_003925 Methyl-CpG binding domain protein 4 MBD4 A(10) 3q21-22 

NM_003176 Synaptonemal complex protein 1 SYCP1 A(10) 1p13-12 

NM_001090 ATP-binding cassette, sub-family F 

(GCN20), member 1  

ABCF1 A(10) 6p21.33 

NM_018979 Protein kinase; lysine deficient 1 PRKWNK1 A(10) 12p13.3 
AB033094 KIAA1268   A(10) 3 

NM_002915 Replication factor C (activator 1) 3 (38kD)  RFC3 A(10) 13q12.3-q13 

NM_000819 Phosphoribosylglycinamide 

formyltransferase, 

phosphoribosylglycinamide synthetase, 

phosphoribosylaminoimidazole synthetase  

GART A(10) 21q22.11 

AB037754 FLJ20333 (KIAA1333)  A(10) 14 

AL136680 DKFZp564C2478   A(10) 1 

U47077 Protein kinase, DNA-activated, catalytic 

polypeptide 

PRKDC A(10) 8q11 

NM_024570 FLJ11712  A(10) 13 

NM_001271 Chromodomain helicase DNA binding 

protein 2  

CHD2  A(10) 15q26 

AL096857 KIAA1096  A(10) 1 

L19183 Differentially expressed in neuroblastoma 

(MAC30) 

 A(10) 17q11.2 

AL008635 High-mobility group protein 2-like 1 HMG2L1  A(10) 22q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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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cMNR을 포함하는 유전자들의 체이동 돌연변이율 

 

39예의 MSI-H 대장암과 8예의 복제오류교정 결함 대장암 세포주를 

대상으로 선별된 33개의 유전자들의 체이동 돌연변이를 조사하였다. MSI-H 

대장암 환자의 정상 점막조직과, MSS 대장암환자의 정상 및 암조직, 3예의 

복제오류교정 정상 세포주를 대조군으로 이용하였다. 39예의 MSI-H 대장암 

환자중 1예를 제외한 나머지 예는 1개 이상의 유전자에서 돌연변이를 

나타냈지만, MSS 대장암에서는 돌연변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조사된 33개의 

유전자 중에서 11개 유전자는 MSI-H 대장암에서 빈번한 체이동 돌연변이 

(>40%)를 나타냈다. 이 11개의 유전자 중 5개 유전자는 TGF-βRII (85%), 

AIM2 (67%), SEC63 (56%), Caspase 5 (49%), OGT (41%)로, 이전에 

MSI-H 대장암에서 높은 돌연변이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된 

것들이다.30,33,42,44  

나머지 6개의 유전자는 TAF1B (82%), FLJ11383 (74%), MARCKS 

(72%), FLJ11186 (64%), TCF6L1 (49%), KIAA1470 (44%)으로 이전의 

연구에서는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유전자였다. 복제오류교정 결함 대장암 

세포주 8예에서의 돌연변이율은 MSI-H 대장암과 대개 유사하였다. 

70%이상의 돌연변이를 나타내는 4개의 유전자중 TGF-βRII (52%), 

FLJ11383 (21%), MARCKS (26%)는 MSI-H 대장암에서 높은 동형 

돌연변이를 나타냈지만, TAF1B (3%)는 낮은 동형 돌연변이를 

나타냈다(Figure 7, 8, 9).  

 

Figure 7. Alterations of the cMNR number of the MARCKS, FLJ11383 and TAF1B 
genes in MSI-H colorectal carcinomas. N, DNA from normal mucosal tissue; T, DNA 

from carcinoma tissue. Lanes 1-20 represent PCR products derived from paired 

tissues of MSI-H colorectal carcinomas. Lanes 21-31 represent PCR products 
derived from cell lines. LS-174T, HCT-8, NCI-H747, SNU-C2A, SNU-C4, DLD-1, 

HCT-116 and LOVO cell lines are MMR-deficient cell lines and the 3 remainings are 

MMR-proficient. 



 

- 25 - 

 

Figure 8. Nucleotide sequence analysis of the representative clones of MARCKS, 
FLJ11383 and TAF1B from MSI-H colorectal carcinomas. Arrowheads pointing up or 
down indicate insertion or deletion of one nucleotide in the polydeoxyadenosine 

repeats, respectively. WT denotes wild type. 

 

 
 

 
Figure 9. Frequency of frameshift mutations of 33 genes in 39 MSI-H colorectal 

carcinomas (dark bar) and 8 MMR-deficient cell lines (white bar). Four genes, 

TGFβ-RII, TAF1B, FLJ11383 and MARCKS, showed mutational rates of more than 
70% in MSI-H colorectal carcino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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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복제오류교정 결함 세포주에서 표적유전자의 돌연변이형 

     전사체 발현 탐색 

 

표적유전자의 체이동 돌연변이가 세포내에서 발현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우선 세포주들의 표적유전자인 TGF-βRII, BAX, hRad50, hMSH3, hMSH6, 

TCF-4의 체이동 돌연변이를 조사한 다음, RT-PCR 연쇄반응을 통해 

돌연변이형 전사체의 발현을 조사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사람 위암 세포주중 

SNU-1, SNU-638, 사람 대장암 세포주중 LS174T, HCT-8, NCI-H747, 

SNU-C2A, SNU-C4, DLD-1, HCT116, LOVO는 복제오류교정 유전자에 

결함이 있는 세포주이다. 표적유전자의 체이동 돌연변이를 통해 나타나는 

돌연변이형 전사체는 TGF-βRII, BAX, TCF-4에서 관찰되었다(Figure 10). 

 

 
Figure 10. Analysis of frameshift mutations and expression profiles of BAX, and 
TCF-4 in 16 cell lines. SNU-1, SNU-638, LS-174T, HCT-8, NCI-H747, SNU-
C2A, SNU-C4, DLD-1, HCT-116 and LOVO cell lines are MMR-deficient cell lines 

and the remaining 6 are MMR-proficient. 

 

나머지 hMSH3, hMSH6, hRad50 유전자의 돌연변이형 전사체는 관찰되지 

않거나 극히 적은 양만이 관찰되었다(Figure 11). hMSH3, hMSH6, hRad50 

유전자의 돌연변이형 전사체의 발현억제가 전사후에 세포질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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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되었다는 것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백질 번역개시 과정 방해 기전을 통해 

NMD 경로를 억제하는 puromycin을 처리한 후, RT-PCR을 실시하였다. 

정상적인 상태에서 퇴화되었던 hMSH3, hMS6, hRad50 돌연변이형 전사체가 

puromycin 처리를 통해 다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Figure 11). 

 

 

Figure 11. Frameshift mutation and expression profiles of hRAD50 and hMSH6 in 16 
cell lines and stabilization of the mutant mRNA with puromycin. RT-PCR analysis of 

total RNA isolated from cell lines before or after treatment with 30 ㎍/mL puromycin 

for 3 hours. Arrowheads indicate stabilized mutant transcripts after treatment with 

puromycin. 

 

  10. 복제오류교정 결함 세포주에서 표적유전자의 돌연변이형  

       단백질 발현 탐색 

 

RT-PCR을 통해 NMD경로를 거치지 않는 유전자중 MARCKS 유전자의 

단백질 발현을 검사하였다. Western blot에 이용한 항체는 MARCKS 

유전자의 체이동돌연변이의 앞쪽에 위치한 아미노 말단부위를 항원부위로 

인식한다. 체이동 돌연변이가 발생한 SNU-C4, LOVO 세포주에서는 

MARCKS 단백질의 발현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체이동 돌연변이를 통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65Kd의 단백질 산물은 확인할 수 없었다(Figure 

12). MARCKS 유전자의 동형 돌연변이를 가지는 SNU-C4 세포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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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테아좀 억제제인 lactacystin과 MG132에 의해 돌연변이형 단백질의 

분해가 억제됨을 발견하였다(Figure 13). 정상형 MARCKS 유전자를 가지는 

HCT116과 SW480 세포주에서도 SNU-C4와 같은 길이의 단백질이 

발현됨을 알 수 있으나, 이는 기존의 보고에 의하면49 MARCKS 단백질의 

활성화 부위내에 존재하는 cathepsin B 절단위치에서 절단된 단백질로 

추정하였다.  

 

 

 
그림 12. Immunoblot analysis of MARCKS protein in colon cell lines. Immunoblot 
analysis showed that SNU-C4 and LOVO cells, which contain no wild-type MARCKS 
alleles, did not express detectable amounts of MARCKS protein  

 

 
 

Figure 13. Prevention of degradation of MARCKS frameshift mutant protein and 

cathepsin B cleaved fragment by proteasome inhibitors. SNU-C4, HCT116 and 

SW480 cells were treated for 24 hours with 10 mM Lactacystin or 50 mM MG132 

and immunoblotted with MARCKS. The migration position of MARCKS and a smaller 
fragment of MARCKS are indicated. After treatment of proteasome inhibitors, 

frameshift mutant protein of MARCKS, which is similar to the size of cathepsin B-

cleaved protein in SW480, was detected in SNU-C4 bearing biallelic frameshift 

mutation of MAR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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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MSI-H 종양은 고변이 표현형 종양으로 복제오류교정 유전자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며, 발암관련 유전자, 종양억제유전자, 세포고사관련 유전자, DNA 

수선 관련 유전자와 같은 종양관련 유전자에서 돌연변이가 주로 발생한다고 

알려졌다. 가장 독특한 MSI-H 종양의 특징은 림프구 침윤, 침습성 감소, 

좋은 예후, MSI 대장암 세포의 주위에 상당히 많은 활성화된 세포 독성 T 

림프구의 침윤과 인접한 세포의 고사 발생 등이다.12,50 이러한 종양주변의 

염증반응과 그에 따른 임상특성은 MSI-H 종양에서 표적유전자의 체이동 

돌연변이로 인한 변이형 단백질이 면역항원으로 작용하는 것이 한가지 원인일 

것이라는 가설을 제기할 수 있다. 최근, MSI-H 대장암의 특성을 면역치료에 

이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51 현재까지, TGF-βRII를 비롯해 

여러 표적유전자의 변이형 단백질이 T 세포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되었으나,52 MSI-H 종양은 상당히 다양한 유전자에서 돌연변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실제적인 응용을 위해서는 단백질 항원으로 이용될 수 

있는 다양한 표적유전자를 동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표적유전자들의 동정과 돌연변이의 기능분석을 

위하여 특정한 기능군에 속해있는 유전자중 cMNR을 포함하는 유전자의 

빈도와 해당 유전자들의 체이동 돌연변이를 조사하여 MSI-H 종양의 

표적유전자와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DNA 손상에 대한 감지기 역할을 

거대복합체로 알려진 BASC의 구성 유전자중 cMNR을 포함하는 유전자는 

hRAD50, BLM, BRCA1, hMSH6, NBS1, ATM였으며, MSI-H 대장암과 

위암에서 체이동 돌연변이율이 가장 높은 유전자는 hRad50이었다. hRad50은 

coiled-coil 구조를 가지는 ATP 의존형 DNA 결합 단백질이다. hRad50은 

체이동 돌연변이 위치의 앞쪽에 있는 752번째 아미노산과 아미노 말단 

사이에 BRCA1과 결합하는 부위를 가지고 있다.53 hRad50은 hMRE11과 

NBS1과 복합체를 형성하여 동형 재조합(homologous recombination), 세포 

주기 검사, 비동형 말단 결합(nonholomogous end joining), 생식세포분열 

재조합 (meiotic recombination)과 텔로미어 유지와 같은 기능을 한다.54,55 

DNA 이중 나선의 절단은 동형 재조합과 비동형 말단 결합에 의해 

수선되는데 hRad50-hMRE11-NBS1 복합체는 양쪽 기전에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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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여한다.54 hRad50-hMRE11-NBS1 복합체의 결함은 염색체 불안정형과, 

이온화 방사선에 대한 민감성, 발암율의 증가와 같은 특성을 지닌 상염색체 

열성 유전병인 Nijmegen breakage syndrome을 유발한다.56 hRad50의 

구조적 기능적 특성에 근거하여, MSI-H 종양에서 발생한 hRad50 유전자의 

결함은 종양의 생성과 진행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추정된다. 

단반복 염기서열의 길이와 돌연변이율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암호화 서열내에 아데노신 반복 염기서열을 포함하고 있는 12개 유전자의 

체이동 돌연변이를 MSI-H 대장암과 위암에서 조사한 결과, TCF-4를 

제외한 11개 유전자의 체이동 돌연변이율은 MSI-H 대장암과 MSI-H 

위암간에 큰 차이는 없었다. TCF-4 유전자의 체이동 돌연변이율은 MSI-H 

대장암이 MSI-H 위암에 비해 훨씬 높았다. TCF-4와 함께 APC/β-

catenin/TCF-4경로를 구성하는 APC와 β-cateinin의 변화는 대장암에서만 

주로 나타나고, 위암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는 

대장암의 발암과정이 위암의 발암과정과 상이하다는 것을 나타낸다.57 체이동 

돌연변이율은 아데노신 반복염기서열의 수가 많을수록 높았으나, 동일한 반복 

염기서열을 가진 유전자간이라고 할지라도 돌연변이율은 서로 상당히 차이가 

났는데, 이는 발암과정에서 특정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선택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반복 염기서열의 길이가 길수록 평균 돌연변이율은 높아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베이스 탐색을 통해 확인된 유전자중 10개이상의 

단반복염기서열을 포함하는 유전자만의 돌연변이율을 선택하였다. 11개의 

단반복 염기서열을 포함하는 5개의 유전자는 10개의 단반복 염기서열을 

포함하는 유전자에 비해 높은 돌연변이율을 나타냈다(55% vs. 31%). 이러한 

돌연변이율은 기존에 연구된 표적유전자의 돌연변이율에 비해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들중 일부 유전자는 잠재적으로 중요한 표적유전자임을 의미한다. 

확인된 돌연변이중 MARCKS, FLJ11383, TAF1B유전자의 돌연변이는 

현재까지 MSI-H 종양에서 가장 잘 알려진 중요한 표적유전자인 TGF-βRII 

유전자와 비슷할 정도로 높은 돌연변이율을 나타내었다. 특히, TGF-βRII, 

MARCKS, FLJ11383 유전자에서 동형 돌연변이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표적유전자가 종양의 개시와 진행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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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KS (Myristoylated alanine-rich C kinase substrate)는 세포의 

증식과 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8 MARCKS는 

PKC에 대한 세포내에서 가장 중요한 기질이며, 조사된 거의 모든 종류의 

세포에서 광범위하게 발현한다. 최근 MARCKS의 세포 증식 조절기능이 

보고되었는데, MARCKS의 농도가 여러 종양 세포주에서 낮아져 있으며, 

이러한 MARCKS 발현억제는 PKC 의존적, 비의존적 경로를 통해 

나타났다.59 MARCKS 단백질의 양은 세포가 활동적으로 생장할때는 

감소하지만, 분열을 중지하면 급격히 늘어난다.60 또한 MARCKS를 

과발현시키면 사람의 종양에서 유래된 맹락막 흑색종(choroidal melanoma) 

세포의 생장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한다.61 MARCKS 단백질의 PKC 

기질로서의 기능과 세포내 위치, 분해는 effector domain에 위치한 세린 

152/156 잔기의 인산화를 통해서 발생하는데, 단반복 염기서열은 이 부위의 

바로 앞에 존재한다. 따라서 MARCKS 유전자의 단반복 염기서열에서 발생한 

체이동 돌연변이는 MARCKS 단백질의 기능적, 구조적 결함을 초래할 것이며, 

이러한 MARCKS의 불활성화는 암발생과정에 관여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TAF1B와 FLJ11383은 체이동 돌연변이의 빈도가 높기는 하지만, 발생한 

돌연변이와 발암과정과의 상관관계가 MARCKS처럼 분명하지는 않다. 이것은 

아직까지 이들 두 유전자의 발암과정에서의 기능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TAF1B (TAFI63)은 리보솜 RNA의 합성에 관여하는 

TIF-1B/SL1의 subunit으로 세포의 성장과 발생에 관해서 알려진 바 없다. 

FLJ11383은 아직까지 기능과 어떠한 연구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표적유전자의 체이동 돌연변이형 전사체의 세포내에서 발현을 조사하였을 

때, 조사된 유전자중 TGF-βRII, BAX, TCF-4 및 MARCKS에서 돌연변이형 

전사체를 관찰할 수 있었으나, hMSH3, hMSH6, hRad50 등의 유전자에서는 

전사체를 관찰하지 못하였다. hMSH6, hRad50에서 관찰되지 않은 돌연변이형 

전사체가 puromycin 처리 후 관찰된 것은 이들이 세포질내에서 능동적으로 

퇴화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돌연변이형 mRNA 

중 premature stop을 보이는 것은 NMD 기전을 통해 퇴화됨이 밝혀져 

있다.62-64 MSI-H 종양에서 발견되는 대부분의 표적유전자들의 돌연변이는 

premature stop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들이 NMD 기전으로서 퇴화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TGF-β RII, BAX, TCF-4 및 MARCKS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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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변이형 전사체는 퇴화가 안되고, 나머지 표적유전자들의 돌연변이형만 

퇴화가 되는 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으며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돌연변이형 전사체가 표현된 MARCKS와 BAX 

표적유전자의 단백질 발현을 조사하였는데, Western blotting에서 정상형의 

단백질만 관찰하였을 뿐 돌연변이형 단백질은 관찰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돌연변이형 전사체가 퇴화되지 않더라고 단백질 합성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합성된 단백질이 일찍 퇴화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퇴화된 

BAX 단백질은 매우 작은 크기 이기 때문에 (~6 Kd) 본 연구에서는 

MARCKS를 대상으로 프로테아좀 억제 실험을 수행하여 MARCKS의 

돌연변이형 단백질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MSI-H 종양의 표적유전자 

돌연변이중 일부는 돌연변이형 단백이 합성된다는 증거를 확보하였으며, 

이들은 매우 빨리 프로테아좀에 의해 분해된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었다. 

이러한 돌연변이형 단백질이 암의 발생과 진행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들이 분해된 후 새로운 항원으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MSI-H 종양에서의 종양특이 항원에 대한 연구가 돌연변이형 

단백질들을 중심으로 지속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Figure 14).  

 

 

 

Figure 14. Molecular carcinogenesis pathway and major biological reaction 

processes to abolish the aberrant products resulting from the frameshift 

mutation of coding sequences of target genes in MSI-H tum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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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본 연구에서는 MSI-H 종양에서 새로운 표적유전자의 동정과 돌연변이형 

유전자 산물의 발현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우선, DNA 손상에 대한 감지기 

역할을 거대복합체로 알려진 BASC의 구성 유전자중 cMNR을 포함하는 

유전자의 체이동 돌연변이를 조사하였고, UniGene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cMNR을 포함 유전자군 탐색과 MSI-H 대장암에서의 체이동 돌연변이율 

조사를 통해 새로운 표적유전자를 동정하였으며 발굴한 표적유전자들의 

돌연변이형 전사체 및 단백질의 발현여부와 퇴화 기전을 조사하였다.    

실험결과 BASC 복합체를 형성하는 유전체 중 hRAD50 (31%), BLM 

(21%), hMSH6 (21%)에서 빈번한 체이동 돌연변이가 나타났으며, BRCA1, 

ATM, NBS1에서는 돌연변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UniGene 

데이터베이스 탐색을 통해 10개이상의 cMNR을 포함하는 33개의 유전자를 

선별한 다음, MSI-H 대장암에서의 체이동 돌연변이를 조사하였는데, 가장 

높은 돌연변이율을 나타낸 신규 표적유전자는 MARCKS (72%), FLJ11383 

(74%), TAF1B (82%)였으며, 이중 MARCKS (26%)와 FLJ11383 

(21%)은 동형 돌연변이 빈도가 높았다. 돌연변이형 전사체는 TGF-βRII, 

BAX, TCF-4 및 MARCKS 에서 관찰할 수 있었으며 hMSH3, hMSH6, 

hRad50 유전자의 돌연변이형 RNA는 세포질내에서 퇴화됨을 확인하였으며, 

돌연변이형 전사체가 있는 경우도 생성된 단백질이 프로테아좀에 의해 

퇴화되어 표현이 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 본연구를 통해 MSI-H 종양의 신규 표적유전자를 

선별하였으며, 발생한 돌연변이는 RNA 혹은 단백질 수준에서 제거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체이동 돌연변이를 통해 발생한 돌연변이의 

유전자 산물이 RNA 혹은 단백질 수준에서 제거되는 것은 절단된 펩타이드에 

의한 독성 작용을 회피하기위한 세포내 방어기전이 작용한 것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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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tant gene products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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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mors with high microsatellite instability (MSI-H) are caused by 

defects in DNA mismatch repair genes and progress with by 

accumulating frameshift mutations in coding microsatellite sequences of 

various cancer-related genes including tumor suppressor genes, 

apoptosis-related genes and DNA repair genes. The mutant products 

from frameshift mutations in target genes containing nucleotide repeat 

sequences can be used for diagnosis or immune therapy in MSI-H 

tumors. So, it is essential to identify various target genes and validate 

the expression of mutant gene products in MSI-H tumors. Initially, 

frameshift mutations of genes which in a large complex named BASC 

(BRCA1-associated genome surveillance complex), that serves as a 

sensor for DNA damage were examined. Furthermore, a number of genes 

containing cMNR were identified by genome-wide systematic database 

search and the frameshift mutations in these repetitive sequences in 

MSI-H colorectal carcinomas are investigated. Expression of mutant 

transcripts and proteins were also ex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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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t mutations in genes forming a BACS complex were found in 

hRAD50 (31%), BLM (21%), hMSH6 (21%), however rare mutations in 

BRCA1 (1%) and ATM (4%), and no mutation in NBS1 were found. 

Thirty-three genes which containing cMNR with a length of 10 or more 

nucleotides were identified by a systematic database search. The most 

frequently mutated novel genes in MSI-H colorectal carcinomas were 

MARCKS (72%), FLJ11383 (74%) and TAF1B (82%). Biallelic 

inactivation in MARCKS (26%) and FLJ11383 (21%) was also frequent 

in the MSI-H colorectal carcinomas.  

Expression of mutant transcripts were identified in TGF-βRII, BAX, 

TCF-4 and MARCKS genes. Mutant transcripts of hMSH3, hMSH6 and 

hRad50 genes were nearly undetectable. However, these transcripts 

were identified in the presence of the translation inhibitor puromycin, 

implying that mutant hMSH6 and hRad50 mRNAs are degraded, possibly 

by the mechanism of nonsense mediated mRNA decay. SNU-C4 cell, 

which contains biallelic mutant MARCKS allele, did not express the 

detectable amount of MARCKS protein. However, mutant MARCKS 

protein was protected from proteolysis by adding specific proteasome 

inhibitors.  

In conclusion, we identified several target genes in MSI-H tumors and 

their mutant products were eliminated in RNA or protein level. Taken 

together, these data demonstrate the mechanism of evoking intense 

immune reaction and also explain the immune escape mechanism in a 

subset of MSI-H tum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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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onucleotide repeats, frameshift mutation, colorec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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