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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소아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에서의
glutathione S-transferase 유전자 다형성

Glutathione S-transferase (GST)는 세포질에 존재하는 효소로서 여러 유전자 다형성
(polymorphism)을 보이며, 동형접합체의 소실이나 변형 등으로 인해 효소의 기능이 저
하되거나 소실되면 발암물질의 해독능력이 감소하여 암 발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이에 저자는 소아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acute lymphoblastic leukemia, ALL)
환자에서 GST의 유전자 다형성에 대해 조사를 시행하여 GSTM1, GSTT1, GSTP1 유전자의
다형성이 정상인과 소아 ALL에서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조사하였다.
소아 ALL환자 26명으로부터 골수세포를 채취하였으며, 정상 대조군으로는 13명의 말
초혈액을 채취하였다. 채집된 골수세포 및 말초혈액에서 DNA를 추출하였으며, GSTM1,

GSTT1 유전자형은 중합 효소 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PCR)을 이용하여,
GSTP1 105 codon 및 114 codon에 대해서는 증폭된 PCR 산물로 제한효소를 이용한 제한
효소절편길이 다형성 분석법(restriction fragment length polymorphism, RFLP)을 시행
하여 유전자형 검사를 시행하였다.

GSTT1 null type이 소아 ALL에서 정상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많지 않은
것에

비해

Confidence

GSTM1 null type은 소아 ALL에서 2.6배[odd ratio(OR), 0.38; 95%
interval(CI),

0.1-1.5;

P=0.043]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GSTP1

Val105/Val105 유전형의 경우 Ile105/Val105유전형과 Val105/Val105유전형을 합한 군에 비해
소아 ALL이 정상 대조군에 비해 1.6배(OR, 0.63; 95% CI, 0.16-2.43; P=0.38)많은 것으
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인 의미는 없었다.
본 연구는 비교적 적은 수의 환자군 및 대조군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GST 유전자의 인종간 차이 및 소아 ALL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대변한다고 할 수는 없
으나, 결과적으로 GST 유전자의 다형성, 특히 GSTM1 null type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소아 ALL에서 정상 대조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핵심되는 말 : glutathione S-transferase, 다형성,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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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에서의
glutathione S-transferase 유전자 다형성

<지도교수 유 철 주>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원 성 철

Ⅰ. 서론

Glutathione S-transferase (GST)는 세포질에 존재하는 효소로서 세포 외
부 혹은 내부에서 유래된 독성 물질을 해독하는 역할을 한다. GST는 이합체
(dimer)를 형성하여 돌연변이 유발 친전자성 물질(mutagenic electrophilic
substrate)을 glutathione과 결합시켜 처리하는 작용을 한다1. 사람에서는
GST가 GSTα, GSTμ, GSTθ, GSTπ의 4개의 군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군은 또 다시 몇몇의 구성 요소로 나눌 수 있으며, 이러한 것은 GST 유전자
의 다형성(polymorphism)에 의하여 결정된다. GSTμ 군 내에는 GSTM1을
coding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가 동형 접합의 소실(homozygotic
deletion)이 되는 경우에는 이 효소가 만들어지지 않게 된다(GSTM1 null).
같은 기전으로 GSTθ 군에는 GSTT1이 관여된다. GSTπ 군에는 GSTP1이
해당되며, 이에 해당하는 유전자의 105 codon (Ile105Val)과 114 codon
(Ala114Val)에 의하여 다형성체가 생기게 된다. 특히 GSTP1 내에서의 다형
성체는 각각 다른 촉매활성도를 보이는 것으로 되어 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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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 환경에서 benzopyrene과 polyaromatic hydrocarbon과 같은 중요한
발암물질은 GST가 관여하여 해독을 시키게 된다1. GST가 여러 다형성을 보
이는 경우 각각의 다른 효소 활성도를 보이게 되므로, 이에 따라 발암의 정
도도 다르게 나타난다. 즉, GSTM1, GSTT1, GSTP1의 유전자형에 따라 흡
연과 연관된 암종3-6, 방광암7, 유방암8-10, 위암11, 대장암12 등의 유발 정도가
달라지게 된다. 또한 GST는 항암제를 투여하는 경우 항암제에 대한 내성에
도 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예를 들어, GST 효소의 활성도가 높은 경우
에는 암이 발생할 확률이 낮은 반면, 암이 생긴 경우 항암제를 투여할 때 항
암제 해독작용이 증가되어 항암제 효과를 감소시키게 된다. GST 효소와 관
계되는 항암제로는 chlorambucil, melphalan, cyclophosphamide, steroid 등이
있다. 또한 간접적으로는 adriamycin, mitomycin C, carboplatin, cisplatin 약
제의 해독작용에도 관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13-16.

현재까지 보고된 GST 유전자 다형성에 대한 결과로는 인종간의 차이에
대하여 Chen 등17의 보고에 의하면, GSTM1 null 유전자 표현형이 백인에서
는 50% 정도이며, 미국내 흑인에서는 35%를 차지하였다. GSTT1 null 유전
자 표현형은 건강한 백인에서 15∼38%로 보고되고 있으며 흑인에서는 조금
더 많은 수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있다. 소아 백혈병과의 연관성에 대한
결과로는 GSTM1, GSTT1의 두 가지 효소 모두 표현되지 않은 환자가 흑인
18
에서 백인에 비하여 통계학적으로 의미있게 많다고 하였다. 또한 Hall 등 의

보고에 의하면 GSTM1 표현은 소아 ALL 예후 인자인 진단 당시 나이, 말
초혈액 백혈구 수와는 관계없이 독립적인 변수로서 작용하며 예후 결정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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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acute lymphoblastic leukemia, ALL)은 소아에
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종양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치료 방침에 따라 약
70%의 높은 완치율을 보이는 질환이다. 이 질환의 원인에 대하여는 아직 뚜
렷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 또한 발병하게 되는 환자의 특성에 대하여도 밝혀
진 것은 없다. 이 질환의 치료 성적을 좌우하게 하는 예후인자에는 진단 당
시 연령과 진단 당시 말초혈액 백혈구 수치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
으며, 이외에도 백혈병 세포의 immunophenotype, 염색체 전좌의 유무, DNA
ploidy 등이 보고되어 지고 있다19,20.

이와같이 아직 GST 유전자 다형성과 소아 ALL과의 연관관계는 확실히
밝혀져 있지 않으며, 또한 여러 군의 유전자 다형성을 종합적으로 취급한 연
구가 없는 실정이며, 우리나라에서는 GST 유전자 다형성에 대하여 소아
ALL 환자와 일반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연구의 중요
성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아 ALL 환자에서의 GST 유전자 다형성에 대하
여 조사를 함으로서 일반 대상자의 결과와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여, ALL 집
단에서 다형성의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여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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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 대상

세브란스병원 소아과에서 ALL로 진단받은 후 치료 중에 있는 혹은 치료
종료된 소아 환자 26명과 다른질환으로 응급실 내원 혹은 입원 중인(일반 대
상자) 1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소아 ALL 환자는 진단당시 및 재발된 경우
가 포함되어 있으며, 재발된 환자의 경우 재발당시 골수검사로부터 골수세포
를 채취하였다.

2. 유전자형 검사

소아 ALL 환자의 골수세포 및 일반 대상자의 말초혈액을 한 차례 혹은
여러차례에 걸쳐 얻어 골수세포는 Ficoll Hypaque(Sigma Diagnostics, St.
Louis, U.S.A.)를 이용하여 단핵구층을 분리한 후 -80℃에 보관하였다.

소아 ALL 환자의 잔단 당시 골수세포 혹은 일반 대상자로부터 얻어진 말
초혈액의

단핵구로부터

DNA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DNA는

260nm의

sphectrophetometer로 측정하여 실험 사용여부를 결정하였다.

GSTM1과

GSTT1

유전자형

검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polymerase chain reaction(PCR)을 시행하였다17.

GSTM1 primer(Bioneer, Korea) :
sense ; 5'- GAA CTC CCT GAA AAG CTA AAG C -3'
anti-sense ; 5'- GTT GGG CTC AAA TAT ACG GTG 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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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TT1 primer(Bioneer, Korea) :
sense ; 5'- TTC CTT ACT GGT CCT CAC ATC TC -3'
anti-sense ; 5'-TCA CCG GAT CAT GGC CAG CA -3'

GSTM1 시발체(primer)는 GSTM1 유전자의 2401-2422 부위와 2598-2619
부위로 각각 결정하였다. GSTT1 시발체는 GSTT1 유전자 cDNA의 469-491
부위와 704-723 부위로 각각 결정하였다.
DNA template 2㎕, 시발체는 각각 2㎕(40 pmole), 1.5 mM MgCl2, 2.5mM
dNTP, 2.5U(0.5㎕) Taq DNA polymerase(Perkin-Elmer, Norwalk, CT,
USA), 10× PCR buffer 5㎕와 증류수로 최종 양을 50㎕로 하였다. 초기 변성
은 94℃에서 3분간, 시발체 결합반응은 60℃ 30초(GSTM1의 경우, GSTT1은
62℃), 연장반응은 72℃ 30초, 변성은 94℃ 30초로 하여 35회 시행한 후 마지
막 연장반응으로 72℃ 7분간 시행하였다. PCR product를 2% agarose gel에
전기 영동하여 GSTM1은 219 bp 크기, GSTT1은 480 bp 크기의 band를 확
인하여 homozygous혹은 null type의 유형을 판별하였다.

GSTP1 105 codon 및 114 codon 유전자는 증폭된 PCR 산물로 제한효소
를 이용한 제한효소절편길이 다형성 분석법(restriction fragment length
polymorphism, RFLP)을 시행하여 유전자형 검사를 시행하였다.

GSTP1 105 codon 확인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PCR을 시행하였
다21.

GSTP1-105 codon primer(Bioneer, Korea) :
sense ; 5'-ACC CCA GGG CTC TAT GGG AA -3'
anti-sense ; 5'-TGA GGG CAC AAG AAG CCC CT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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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TP1-105

codon

시발체는

GSTP1

유전자의

1481-1500

부위와

1641-1670 부위로 각각 결정하였다.

DNA template 2㎕, 시발체는 각각 2㎕(40 pmole), 1.5 mM MgCl2, 2.5mM
dNTP, 2.5U(0.5㎕) Taq DNA polymerase, 10× PCR buffer 5㎕와 증류수로
최종 양을 50㎕로 하였다. 초기 변성은 94℃에서 3분간, 시발체 결합반응은
60℃ 30초, 연장반응은 72℃ 30초, 변성은 75℃ 30초로 하여 35회 시행한 후
마지막 연장반응으로 72℃ 7분간 시행하였다.
PCR 시행후 PCR 산물 13㎕, BsmAI(New England BioLabs Inc., MA,
USA) 0.5㎕(2.5U) 와 10× Buffer 1.5㎕ 로 최종양을 15㎕로 하여 55℃에서 1
시간동안 반응시킨 후 2% agarose gel에 전기 영동하여 band를 확인하여
homzygous, heterozygous, 및 null type의 유형을

판별하였다.

GSTP1 114 codon 확인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PCR을 시행하였
다22.

GSTP1 114 codon primer(Bioneer, Korea) :
sense ; 5'-GTT GTG GGG AGC AAG CAG AGG -3'
anti-sense ; 5'- CAC AAT GAA GGT CTT GCC TCC C -3'

GSTP1-114

codon

시발체는

GSTP1

유전자의

7971-7991

부위와

8186-8188 부위로 각각 결정하였다.

DNA template 2㎕, 시발체는 각각 2㎕(40 pmole), 1.5 mM MgCl2, 2.5mM
dNTP, 2.5U(0.5㎕) Taq DNA polymerase, 10× PCR buffer 5㎕와 증류수로
최종 양을 50㎕로 한다. 초기 변성은 94℃에서 3분간, 시발체 결합반응은 62
℃ 30초, 연장반응은 72℃ 30초, 변성은 75℃ 30초로 하여 35회 시행한 후
마지막 연장반응으로 72℃ 7분간 시행하였다.
- 7 -

PCR 시행후 PCR product 13㎕, Cac8I(New England BioLabs Inc., MA,
USA) 0.5㎕(2U) 와 10× Buffer 1.5㎕ 로 최종양을 15㎕로 하여 37℃에서 1
시간 30분간 반응시킨 후 2% agarose gel에 전기 영동하여 band를 확인하
여 homzygous, heterozygous, 및 null type의 유형을

판별하였다.

3. 자료분석 방법
GST 유전자 다형성에 따른 소아 ALL 환자의 발생 위험도의 분석은
conditional logistic regression 방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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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GSTM1, GSTT1에 대한 PCR 결과는 Fig. 1., GSTP1 105 codon에 대한
결과는 Fig. 2. 와 같다.
M

1

2

3

4

← 480 bp GSTM1
← 268 bp β-actin
← 219 bp GSTT1

Fig. 1. Genotype analysies of GSTM1 and GSTT1.
Agarose gel electrophoresis of PCR products from a
multiplex PCR experiment for simultaneous assessment
of GSTM1 and GSTT1 status. The PCR products
amplified from the GSTM1 and GSTT1 loci are 219
bp and 480 bp in size, respectively. A 268 bp
fragment from the β-globin locus was coamplified for
internal control purposes. Lane 1 shows an individual
with a homozygous deletion of GSTM1 and GSTT1.
Lane 2 shows an individual in which GSTM1 can be
detected but GSTT1 is homozygously deleted. In lane
3, GSTM1 is absent while a PCR product from the
GSTT1 locus can be detected. In lane 4, both GSTM1
and GSTT1 are present. M: DNA size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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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1

2

3

← 176 bp
← 91 bp
← 85 bp
Fig. 2. Genotype analysies of GSTP1 105 codon.
Detection of GSTP1 codon 105 genotypes by
agarose gel electrophoresis of PCR products after
digestion with the restriction endonucleases BsmAI.
The sequence polymorphism at GSTP1 codon 105
creates a restriction site for BsmAI within the
resulting 176 bp PCR product, leading to the
generation of 2 fragments of 91 bp and 85 bp,
respectively. Thus, in individuals homozygous for
this polymorphism(Val105/Val105) the 176 bp PCR
product is completely digested into 2 fragments(lane
1). Lane 2 displays a heterozygous individual
(Ile105/Val105), and in lane 3 an individual
homozygous for the Ile105-coding allele is shown. M:
DNA size standard.

총 26명의 소아 ALL 환아 중 GSTM1 null type은 18명으로 69.2% 였으
며, GSTT1 null type은 10명으로 38.5%를 차지하였다. 이중 GSTM1 및
GSTT1에서 모두 null type을 보인 경우는 6명으로 23%를 차지하였다. 정상
대조군에서는 총 13명중 GSTM1 null type은 6명으로 46.2%, GSTT1 null
type은 7명으로 53.8% 였으며, GSTM1 및 GSTT1에서 모두 null type을 보
인

경우는

2명으로

15.4%에

해당하였다.

GSTM1

null

type에서

odd

ratio(OR)는 0.38(95% confidence interval, CI, 0.09-1.50)이고 P 값은 0.043
으로 소아 ALL에서 정상대조군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GSTT1 null

- 10 -

type에서는 OR가 1.88(95% CI, 0.49-7.18; P=0.454)로 ALL 군에서 오히려
적은 것처럼 나타났으나, P 값이 0.454로 통계적인 의미는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GSTP1 105 codon의 경우 Ile/Ile, Ile/Val, Val/Val 각각 소아 ALL 환
아와 정상 대조군 사이에 큰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Val/Val 군과 Ile/Ile 및
Ile/Val 군을 통합한 군과의 비교 시 소아 ALL군이 정상 대조군에 비해서
OR가 0.63(95% CI, 0.16-6.43; P=0.383)으로 약 1.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
나 P 값이 0.383으로 통계적인 의미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GSTP1 114
codon의 경우 Val/Val 군이 정상대조군에서 오히려 15.4%로 소아 ALL 환자
의 3.8%에 비해 높았으며, Ala/Val 군과 Val/Val 군을 합하여 Ala/Ala 군과
대조해 보았을 때 소아 ALL군이 Ala/Val 및 Val/Val 군에서 OR가 2.3(95%
CI, 0.39-13.42; P=0.092)으로 정상 대조군에 비해 오히려 적은 것으로 보이
지만 P 값은 0.092로 통계적인 의미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1. Distribution of GSTM1, GSTT1, GSTP1
genotypes in ALL
No. of Subjects
and Prevalence (%)
Cases
Controls

OR(95% CI)

P Value

GSTM1
*
Present
8(30.8)
7(53.8)
1.00
Null
18(69.2)
6(46.2)
0.38(0.09-1.50) 0.043
GSTT1
Present
16(61.5)
6(46.2)
1.00*
Null
10(38.5)
7(53.8)
1.88(0.49-7.18) 0.454
GSTP1 codon 105
Ile/Ile
1(3.8)
1(7.7)
Ile/Val
12(46.2)
4(30.8)
1.00†
Val/Val 13(50.0)
8(61.5)
0.63(0.16-2.43) 0.383
GSTP1 codon 114
‡
Ala/Ala 23(88.5)
10(76.9)
1.00
Ala/Val 2(7.7)
1(7.7)
2.3(0.39-13.42) 0.092
Val/Val 1(3.8)
2(15.4)
*
.
Reference category.
†
Reference category was a combined category of Ile105/Ile105
and Ile105/Val105 genotypes.
‡
OR for the combined category of Ala114/Val114 and
Val114/Val114 genotypes with reference to the Ala114/Ala114
category.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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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이전의 연구들에서 살펴보면, GST와 백혈병과의 상관관계는 다른 결과들
을 보고하고 있다.

23
Davis 등 이 총 710명의 소아 ALL 환아와 733명의 정상 대조군을 비교한

Children's Cancer Group(CCG) 연구에서는 GSTM1 및 GSTT1 null type은
소아 ALL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으며, 또한, Crump 등
24

이 성인 급성 골수구성 백혈병(acute myeloid leukemia, AML)환자 297명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GSTT1 null type이 AML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반해 Krajinovic 등25이 St. Jude Children's Research Hospital의 소
아 ALL 환자 197명 및 정상 대조군 304명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GSTM1
null type의 경우 소아 ALL의 발생위험이 더 높다고(OR, 1.8; 95% CI,
1.2-2.6; P=0.004) 발표하였으며, Chen 등17의 발표에 따르면 흑인의 경우
GSTM1과 GSTT1이 모두 null type인 경우가 소아 ALL 환자는 23.5%이고
정상 대조군은 3.9%로, 백인의 경우 각각 6.1%와 8.0%인 것에 비해 높다고
발표하였다.

23
단지, 이상의 연구들에서는 동양인이 포함된 경우는 없으며, Davis 등 의

연구에서만 6명의 동양인이 포함되어있을 뿐으로, 위의 연구들이 동양계를
대별할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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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결과를 보면 GSTM1 null type이 소아 ALL에서 정상 대조군에 비
25
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Krajinovic 등 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사료되나 Davis 등23의 연구와는 상충되는 결과로 보여진다.
이는 아마도 인종간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로 생각되어지며, Chen 등
17

의 발표에서 보면 GSTM1 null type이 흑인과 백인 정상 대조군에서 각각

53.5%와 27.6%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GSTT1 null type도 각각 15.0%와
24.1%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GST의 다형성은 인
종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자의 연구결과와 이전에 타 인종에서 시행되었던 연구
결과를 비교하여 보면 Table 2. 와 같다.

특히 차이를 보이는 부분들은 GSTM1에서 Chen 등17과 Rollinson 등26의
이전의 타 연구에서는 null type과 present type의 비가 거의 비슷한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소아 ALL 환자군에서는 3:7 정도의 비율로 null type의
GSTM1의 비중이 높았다.

17
26
GSTT1의 경우 Chen 등 과 Rollinson 등 의 연구를 보면 소아 ALL이나

정상 대조군에서 present type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는데, 본 연구를 보면
정상 대조군에서는 present type과 null type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관찰되고
있다. 또한 GSTP1 105 codon의 경우 Rollinson 등26의 연구결과에서는
Ile/Ile type과 Ile/Val type이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두 대립유전자가 모두
다형성을 일으킨 Val/Val type이 가장 적은 분포를 보이며, 이는 환자군과
대조군에서 모두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고, 이는 Stanulla 등27의 연구에서
도 보여지고 있는 분포이나, 본 연구에서는 환자군과 대조군에서 모두
Val/Val type이 가장 우위를 차지하며 Ile/Ile type이 가장 적은 분포를 보이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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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인종의 차이는 Lee 등28이 국내 재생불량성 빈혈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정상 대조군의 경우 GSTT1 null type이 45.3%로 다른 연구
들에 비해 좀더 높은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미루어 보더라도 알 수 있다.

Table 2. A comparative table of GSTs between previous and current study
27

17

Stanulla et al.
ALL
Patients(%)
GSTM1

GSTT1

26

Rollinson et al.

Current study

ALL
Control
ALL
Control
ALL
Control
Patients(%) Number(%) Patients(%) Number(%) Patients(%) Number(%)

Present

193(65.0)

246(59.1)

35(50.0)

58(51.3)

8(30.8)

7(53.8)

Null

104(35.0)

170(40.9)

35(50.0)

55(48.7)

18(69.2)

6(46.2)

Present

342(90.7)

335(80.5)

55(78.6)

104(92.0)

16(61.5)

6(46.2)

35(9.3)

81(19.5)

15(21.4)

9(8.0)

10(38.5)

7(53.8)

Null
GSTP1

Chen et al.

Ile/Ile

65(47.1)

30(45.5)

50(44.6)

1(3.8)

1(7.7)

59(42.8)

26(39.4)

46(41.1)

12(46.2)

4(30.8)

Val/Val

14(10.1)

10(15.1)

16(14.3)

13(50.0)

8(61.5)

Ala/Ala

50(64.1)

23(88.5)

10(76.9)

Codon114 Ala/Val

27(34.6)

2(7.7)

1(7.7)

1(1.3)

1(3.8)

2(15.4)

Codon105 Ile/Val
GSTP1

Val/Val

GSTT1 null type의 경우에는 Krajinovic 등25의 연구에서 소아 ALL의 발
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OR, 0.9; 95% CI, 0.5-1.5; P=0.80) 보고하였다.
Davis 등21의 연구에서도 GSTT1 null type이 백인의 경우 소아 ALL 환자와
정상 대조군이 각각 16%씩 이었으며, 흑인의 경우에 각각 28%와 17%로 인
종간의 차이에 상관없이 소아 ALL 환자에서 GSTT1 null type이 의미있게
많은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GSTT1 null type의 경우 오히려 소아 ALL군에서 적
은 것으로 나왔으나(OR, 1.88; 95% CI, 0.49-7.88; P=0.454) 통계적인 유의성
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이전의 연구들의 결과들과 대동소이한
결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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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소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종양인 ALL에서 여러종류의 발
암원을 해독하는 기능을 가진 GST유전자 다형성을 알아보고자, 세브란스 병
원 소아과에서 진단받고 치료중인 ALL환자 26명과 정상 대조군에서 PCR
법을 통해 GSTM1, GSTT1, GSTP1 105 codon 및 114 codon의 다형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PCR 결과 GSTM1 null type의 경우 정상 대조군에 비해 ALL 군에서 의
미있게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 GST 유전자의 다형성은 각 인종마다 서로 상이하게 나타
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GSTM1 null type이 소아 ALL에서 정상
대조군에 비해 많이 나타난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 연구는 비교적 적은
수의 환자군 및 대조군으로 이루어진 연구로 우리나라에서 GST 유전자의
인종간 차이 및 소아 ALL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 대변한다고 할 수는 없으
며, 이는 좀더 많은 수의 환자군과 대조군을 포함하는 연구를 통해 극복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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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lymorphisms within glutathione S-transferase genes
in childhood acute lymphoblastic leukemia

Sung Chul, Won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Chuhl Joo, Lyu)

Glutathione S-transferases (GSTs) are polymorphic genes. Absence of enzyme
activity is due to homozygous or heterozygous deletion of the gene, reducing
detoxification of carcinogens and potentially increasing cancer risk.
DNA was extracted from bone marrow aspirates of 26 acute lymphoblastic leukemia
(ALL) patients and from peripheral blood of 13 controls. PCR amplification was
used to assign GSTM1, GSTT1, and GSTP1 at codon 105 and 114 genotypes for cases
and controls.
We investigated the polymorphisms within the GSTM1, GSTT1, and GSTP1 genes in
children with ALL. The null (absence of both alleles) genotype for GSTM1 was
2.6-fold [odd ratio (OR), 0.38; 95% confidence interval(CI), 0.1-1.5; P=0.043]
increased in children with ALL, whereas the frequency of GSTT1 null genotype in
ALL cases was not statistically different from controls. GSTP1 Val105/Val105
genotype showed a 1.6-fold (OR, 0.63; 95% CI, 0.16-2.43; P=0.38) increased in ALL
in comparison to the combined category of Ile105/Val105 and Ile105/Ile105 genotypes.
Current study includes small size ALL group and control group. So, present
study do not represents racial differences in GST genotype and risk of pediatric
ALL.
Our

results

suggest

that

polymorphisms

within

genes

of

the

GST

superfamily(especiallly GSTM1 null type) may be increased in childhood ALL.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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