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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이 연구는 구순 구개열과 관련된 유전적 요인을 밝히기 위하여 구순 구

개열을 보이는 환아(52명)와 부, 모(104명)를 중심으로 한 TDT(Transmission 

Disequilibrium Test)분석과 건강대조군(96명)을 이용한 환자-대조군 분석을 

시행한 연구이다. 

구순 구개열과 연관성을 보이는 유전자 MSX1(4p16)에서는 한국인 고유의 

염기다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promoter를 포함한 9.8kb를 염기서열 분석하

고, TGFα(2p13), TGFβ3(14q24) 유전자에서는 기존에 밝혀진 질병관련 단일

염기 다형성(SNP)을 이용하여 한국인 고유의 빈도와 분포를 확인하 다.

연구 대상 중 환자군은 세브란스병원 성형외과 외래 및 입원 환자 중에

서 연구에 동의를 얻은 non-syndromic cleft lip with/without palate로 진단

된 환자와 부모를 대상으로 하 으며 대조군은 같은 병원 산부인과에 신체

검사 목적으로 내원했던 건강 문제가 없는 40~50대 여성과 20-60대의 건강

한 남성 병원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 다. 혈액을 채취하여 유전자를 추출

하 고 설문지를 통하여 관련 변수를 수집하 다. 추출된 유전자로 염기서

열분석 및 genotyping을 하 다.  SAS Genetics. 9.1.2로 통계 분석하 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MSX1을 염기서열 분석한 결과, 총 14개의 단일염기 다형성(SNP)를 확

인하 고 그 중 9개의 한국인 고유의 SNP를 확인하 고 본 연구에서는 

exon에서 4개, promoter region에서 3개의 SNP를 선택하여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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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age 분석을 실시하 다. 환자 대조군 분석결과 3‘UTR의 1170G/A(exon 

2)에서 구순 구개열과의 관련성을 보 다(OR: 1.97, 95% CI: 1.13-3.44;  trend 

p-value: 0.01).

2. TGFα는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4개의 변이를 genotyping하 는데 모든 변

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인종별로 일관된 결과를 나타

내지 않았던 Taq I의 경우 한국인에게서는 환자군, 대조군간의 차이가 없었다.

3. TGFβ3는 intron 5의 SfaN1 의 변이를 확인하 다. 환자, 대조군간의 차

이는 없었고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TDT분석에서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 환자와 부모로 구성된 가족 연구에서는 TDT분석을 실시하 는데 연

구 대상 유전자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5. MSX1과 TGFα의 SNP를 haplotype을 구성하여 환자, 대조군을 비교한 

결과 MSX1에서는 차이를 보 고 TGFα에서는 환자, 대조군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htSNP를 선정하여 구성된 haplotype으로 

환자대조군 연구와 TDT분석을 시행한 결과 6개의 SNP로 구성된 한 개의 

haplotype에서 환자-대조군에서 차이를 보 고 나머지 구성에서 통계적 의

의를 갖는 결과를 볼 수 없었다. Haplotype TDT에서는 통계적으로 의의있

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핵심되는 말 : 구순 구개열, MSX1, TGFα, TGFβ3, 환자-대조군 연구, TDT, 

haplo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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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배경

구순 구개열(Non-syndromic cleft lip with or without palate(CL/P))은  

안면부에서 가장 흔한 기형으로서 안면부가 형성되는 임신 초기에 구순 및 

구개를 형성하는 간엽조직의 융합 및 침투(penetration)가 정상적으로 일어

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상구순 및 구개의 조직 결손이다. 

구순 구개열의 발생원인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지 못했으나 유전적인 요인, 임신 중 태내 환경, 기타 환경

적인 요소로서 발생한다고 생각되어지고 있다. 안면과 구강 부위의 발생에 

관여하는 많은 요소들의 복합 작용으로 발생하는 구순 구개열은 세포 분화, 

성장, apoptosis, cell-cell adhesion, inter- 그리고 intracellular signalling등이 

복합적으로 관여하는데 유전의 향도 이런 복잡한 형성 과정 속에서 상당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Zeiger et al., 2002; Mitchell, 2002). 

쌍둥이 연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많은 부분을 유전적 향으로 설명

하고 있는데 monozygotic twins(36%)이 dizygotic twins(4.7%)에 비해 상대

적으로 많은 유전적 설명력을 갖는 것을 알 수 있고(Mitchell & Risch, 1992) 

monozygous twin의 위험도가 50~60%에 해당한다고 하 다(Murray, 2002).

 구개열을 포함한 구순 구개열은 유전적으로 복잡한 다인자적 원인을 갖

는 질병임을 알 수 있다(Wyszynski et al., 1996;  Murray,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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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구인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연구들에서 제시되고 있는 유전

자들과 그 다형성을 기반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가족자료에서도 같은 상관관

계를 보이는 지를 확인하 고 한국인에서의 특이적 다형성을 새롭게 밝혔으

며  환자 대조군 분석을 통하여 질병과 연관성을 보이는 단일염기 다형성을 

비교 분석하 고 가족자료를 이용하여  TDT(Transmission Disequilibrium 

Test)분석을 시행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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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인 구순 구개열 환자의 발생에 관여하는 유전자, 단일염기 다

형성(SNP)의 분포와 빈도를 확인한다.

둘째, 염기 배열 분석을 통하여 구순 구개열 발생과 관련한 유전자 MSX1

의 새로운 SNP을 발굴한다.

 

셋째, 한국인 구순 구개열 발생과 관련한 유전자 MSX1의 새로운 SNP와 

TGFα, TGFβ3의 SNP, haplotype위주로 환자군과 대조군간의 발생

차이를 확인하고 TDT분석을 통하여 linkage와 association을 규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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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론적 고찰

가. 구순 구개열의 구분

구순 구개열은 구순열을 갖으면서 구개열이 있거나 없는 경우를 구분하

여 NSCL/P(=non syndromic cleft lip with or without palate)를 묶어서 설

명한다. 이는 구순열과 구순 구개열은 같은 원인으로 이해하거나 혹은 발생

학적으로 동일한 성격을 띠고 있으나 구개열(CPO)은 다른 원인으로 생긴다

고 구별하기 때문이다.

구순열

상구순은 임신 4주기경에 발생하기 시작하여 임신 7주기경에 완성된다. 

임신 6-7주경에 mesenchymal replacement(간엽대치)와 상피화가 일어나서 

상구순이 형성된다. 이 과정에서 간엽대치의 장애가 있으면 구순열이 발생

하게 되며 그 기전에 관하여는 여러 학설이 있으나 중간엽 세포의 형성부족

(failure of mesodermal reinforcement), 증식부전, 돌기의 성장 장애 등으로 

구순열이 발생한다고 한다. 구순열은 abortive type(홍순부의 경미한 함몰 정

도만 있는 구순열) 또는 비익연골, 비중격 연골의 변형까지 보이는 양측성 

완전 구순열 등 다양한 형태를 나타낸다.

구개열

구개열의 형성에 관하여는 일, 이차성 구개의 형성을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절치공(incisive foramen)을 중심으로 그 전방을 일차성 구개(pri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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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ate), 그 후방을 이차성 구개(secondary palate)라 하며 이 후방부위는 임

신7주부터 시작하여 12주 경에 완성된다. 구개가 수평위치에 이르는 시기는 

남자가 7주, 여자가 8주 경이며 이와 같이 여성에서 구개가 열려 있는 시간

이 더 긴 현상 때문에 구개열의 발생 빈도가 여자가 더 많은 이유라고 발생

학적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나. 구순 구개열의 발생

전 세계적으로 약 600명당 1명꼴로 발생하고 있으며 인종마다 발생율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구순구개열은 Caucasian의 경우 1000명당 1명, 일

본인의 경우 1000명당 2명, Native(north) American의 경우 1000명당 3.6명

으로 보고 있으며 구개열의 경우 지역적 차이는 크지 않으며 전체적으로 

1000명당 0.5명을 나타내고 있다(WHO, 2002).  

 특히 아시아계에서 높은 발생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보

험 연합회의 1993년에서 1995년까지의 자료에서 보면 총발생률은 1000명당 

1.81명으로 나타났다(Kim S et al., 2002).

발생률의 추이를 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도 보이지 않고 

특별한 사회경제적 원인도 없으며 계절적인 유행경향도 나타나지 않으나  

아직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로 이와 같은 향이 보이지 않을 

수 있다(WHO, 2002). 



- 6 -

다. 구순구개열의 성별, 전체 빈도

구순 구개열을 동시에 보이는 경우는 전체 환자 중에서 약 45%를 차지하

고 구개열만을 보이는 환자는 35%, 구순열만을 보이는 환자는 약 25%를 차

지한다(Gorlin, 1990). 우리나라의 경우 1993년에서 1995년까지의 발생률 분

포 중 구순열만을 보이는 환자는 34.1%이었고 구순 구개열을 보이는 환자는 

30.1%, 구개열만을 보이는 환자는 35.8% 다.

남여의 성비를 보면 구순열의 경우 남자가 여자보다 2.1배 많고 구순 구

개열의 경우도 2.5배 많으나 구개열의 경우 0.95배인 것으로 나타났다(Kim 

S  et al., 2002).

라. 위험요인

사회경제적 수준은 특히 여성에게서 중요한 변수이다. 특히 산모의 양

이나 태아의 식품섭취와 함께 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즉 사

회경제적 수준을 양섭취 또는 흡연이나 음주, 다른 질환이나 감염 유무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아직 전 세계적으로 사회경제적 수준

이 출생아의 구순 구개열과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는 미비하며 사회경제적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 수준이 없으므로 적절한 결론을 얻기 어렵다.

산모의 양과 관련하여 peri-conceptional 엽산 보충제 섭취는 신경관결

손의 위험을 줄인다는 연구(MRC Vitamin study research group, 1991)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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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구순 구개열과 관련해서는 아직 논란이 여지가 있다. 엽산 및 비타민

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

산모의 임신 초기의 엽산 보충제는 임신기간의 빈혈과 관련하여 섭취가 

권고된다. 배 발생기간에 해당하는 임신초기의 선천적 기형의 발생을 억제

하는 기능에 대하여 연구가 되어오고 있으나 구순 구개열과 관련하여서 일

관된 연구 결과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WHO, 2002). 엽산은 엽산자체로 

인해 구순 구개열이 발생한다기보다 산모의 혈중 엽산농도의 저하가 혈중 

호모시스테인의 저하로 이어지고 이 호모시스테인이 teratogen의 역할을 하

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Rosenquist et al., 1996). 엽산 이외에도 비타민 

B6, 비타민A, 아연 등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가 있다.

구순 구개열의 발생과 관련하여 임신기간 특히 초기 3 개월간 

benzodiazepin에 노출될 경우 구순 구개열의 발생이 높아진다는 보고(Saxen, 

1975)가 있고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 약제를 복용한 경우 구개열이 아닌 구

순 구개열의 발생을 높인다는 연구(Ericson et al., 2001)도 있다. 이 외에도 

corticosteroids, isotretinoin의 노출이 구순 구개열과 관련 있다고 보고 되고 

있다(Lammer et al., 1985; Rodriguez-Pinilla et al., 1998). 

연구자들마다 동일한 연구가 되어온 것은 아니지만 산모의 연령 및 태어

난 순서와도 상관관계를 보이는 연구가 있고(Vieira, 2002) 어머니의 간질이 

자식의 구순 구개열과 연관 있다는 연구(Abrishamchian et al., 1994)도 있

다.

흡연은 가장 강력한 환경요인 중의 하나이다. 산모의 흡연력에 대하여는 

양의 상관관계를 밝힌 바 있으며(Khoury, 1987), 그 후 Wyszynski는 메타 

분석을 통하여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odds ratio를 발표하 으며(OR=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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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CI=1.18-1.42) (Wyszynski, 1997), 더 나아가 흡연양의 dose-response 관

계를 밝히는 연구에서는 흡연량이 증가 할수록 OR가 증가함을 발표하 다

(Jeff S, 1999). 

음주와의 관련성에 관한 결과는 구순 구개열 발생과 음주와의 관련성이 

존재함을 보여주는데 월 10잔 이상의 음주를 하는 과음주군과 대조군의 연

구에서 OR가 3.0(95%CI=1.1-15.1)로 나타나는 연구가 있었다(Munger et al., 

1996). 그러나 음주가 단독으로 구순 구개열의 원인이라기보다 잠재적인 혼

란변수일 가능성이 크다(WHO, 2002).

환경과 유전의 상호작용에 관하여는 산모의 음주와 흡연에 대하여 연구

가 이루어져 왔다. 흡연하는 산모가 TGFα의 유전자에서 rare allele (Taq 1 

RFLP)를 갖는다면 그 위험도가 더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다(Hwang et al., 1995; 

Shaw et al., 1996; Beaty TH, 1997). 또한  TGFβ3, MSX1등의 genotype과 산

모의 흡연, 음주와의 관련성을 연구한 결과도 있다(Romitti, 1999). 

라. 유전 연구

구순 구개열에 향을 미치는 유전적 접근은 가족 집적성을 보이는 많은 

사례들을 관찰하면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Human Genome Project이후 

가속화되었다. 특히 구순 구개열이 배 발생 초기에 형성되는 발생학적 문제

를 보이므로 배 발생과 관련한 유전적 요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유전이 질병에 어떻게 향을 주는 가에 관하여 연구는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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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ion study와 Linkage study가 있을 수 있다. Association연구에서는 

주로 일반 연구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적용한다. linkage 연구에서

는 가족자료를 얻을 수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주로 멘델유

전을 하고 하나의 유전자로 질병을 설명하기에 가족자료를 이용한 linkage

연구를 하게 되며 높은 penetrance를 갖지만 드물게 생기는 질환에서 주로 

적용된다. 반면 유전-환경 복합적 원인에 의하여 생기는 polygenic한 원인을 

갖는 질환의 경우 그 유전양상이 복잡하고 다양하고 많은 유전적 marker를 

이용할 수 있을 때에 일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association연구가 적

용이 될 수 있다(Risch & Merinkangas, 1996).

구순 구개열에 관여하는 원인으로서 유전, 환경 및 상호작용에 대한 많은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으나 각각의 연구들만으로 일관된 결론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인종적인 차이, 환경적인 차이, behavior의 차이

에서 오는 연구 대상의 차이점 뿐 아니라 연구 대상자 크기라든가, 연구 디

자인의 차이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Mitchell et al., 2002). 특히 유전

적 원인 분석에서 population admixture의 문제와 표본의 크기 문제는  유

전자와 구순 구개열의 발생에 관하여 기존의 견해와 다른 반대의 결론에까

지 이르는 원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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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존의 유전자

유전적 원인을 밝히려는 연구들은 주로 association연구, linkage연구, 

linkage disequilibrium연구 genome wide scan 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

기에 관여하는 유전자로서 syndromic orofacial cleft에서 나타나는 유전자 

이 외에 MSX1, TGFα(transforming growth factor α), TGFβ3(transforming 

growth factor β3), BCL(B-cell leukemia lymphoma-3), RARA(Retinoic acid 

receptor A) 등이 있다.

MSX1 유전자는 세포증식에 관여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유전자의 

단백질은 homeo domain이라는 helix-turn-helix의 특징적 구조를 갖으면서 

다른 DNA에 붙어서 그 유전자의 전사를 조절한다고 알려져 있다(Gehring 

et al., 1994). 이 유전자는 복잡한 발생과정을 거쳐 다양한 기관 및 조직으로 

분화되며 그 개체만의 특징적인 형태를 갖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전자로 알려져 있다. 유전자는 exon1과  exon2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1.6kb의 intron이 그 사이에 있다. Homeo box region은 exon2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양한 종에서 homology를 보이며 잘 보존된( conserved ) 염기 배

열을 나타내고 있다. 4번 염색체의 단완 16.3-16.1에 위치하며 4053개의 염기

로 이루어져 있다. 

TGFα(transforming growth factor alpha)는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case-control study에서 질병과의 association이 증명된 바 있고  TDT 

(Transmission Disequilibrium Test)결과에서는 modifying gene으로 간주되

고 있다(Feng et al., 1994; Shaw et al., 1996; Maestri et al., 1997). 특히 

palatal epithelia 와 palatal seam에서 이 유전자의 단백질 TGFA가 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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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현되는 것은 구개 형성시기에 향을 미치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 그러나 

이런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연구를 보면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가 더 중요하며 TGFα는 이 receptor의 ligand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Miettinen et al., 1999). 유전자의 크기는 106kb 정도이고 2번 

염색체 단완(2p13)에 위치하며 6개의 exon으로 구성되어 있고 mRNA의 길

이는 4086bp이다.

TGFβ3(transforming growth factor beta 3)는 이미 많은 연구들에서 구순 

구개열과의 관련성을 증명하고 있다. TGFβ군은 특별히 구개형성과 관련이 

있다. 이 중 TGFβ3는 가장 초기에 발현이 되고 발생초기 vertical shelve의 

상피조직에서 발견이 된다. 또한 medial edge epithelia(MEE)에서 늦게 나타

나기도 한다. 이 유전자로 인한 단백질은 성장 억제와 최초 접합상호작용

(adhesive interaction)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on

은 7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전자 길이는 약 23kb이다. 이 유전자는 14번 

염색체 장완에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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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의 환자군은  2003년 4월부터 2004년 5월까지 세브란스병원 성형

외과에 내원한 환자 52명이었다. 연구 대상자는 주치의의 진단으로 확진된 

Non syndromic cleft lip with/without palate환자를 대상으로 하 고 외래 

환자들과 수술 후 입원한 환자들을 모두 포함하 다. 대상자들은 EDTA전혈

과 혈청을 분리하기위한 혈액을 채취하 고 유전 연구에 동참한다는 동의

서, 설문지를 받았다.

대조군은 남녀 96명을 대상으로 유전자원을 채취하 다. 여성대조군 48명

은 세브란스 병원 산부인과에 건강검진으로 내원한 40세에서 50세 사이의 

질병력이 없고 건강한 여성을 대상으로 유전자원을 확보하 고 남성 대조군

은 현재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건강검진 수검자 중에서 건강문

제가 없고 구순 구개열이 없는 20-60대 사이의 남성 48명을 대상으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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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수집

가. 혈액 채취

혈액 채취는 EDTA전혈시험관과 혈청용 시험관에 각각 4ml 이상 채혈하

다. 4ml 채취가 어려운 소아의 경우 EDTA전혈만 채취하 으며 채취 후 

약 4시간 이내에 혈청 분리 및 혈액 냉동 보관을 하 다.  EDTA전혈은 

Puregene kit(Gentra systems, Plymouth, MN, USA)를 이용하여 DNA를 분

리하 다.

나. 설문조사 

본 연구에 쓰인 설문은 환자의 진단, 생후 발달 상황, 건강상태들과 출산

시 체중, 키, 부모의 나이, 재태 기간, 출산 형태, 가족력 등을 기록하 고 부

모의 경우 기존질환의 유무, 흡연실태, 음주실태, 직업력, 화학물질 및 방사

선 등의 위험요인에의 노출 등을 설문지로 조사하 다. 특별히 산모의 경우 

임신 기간 중의 복용한 약제와 복용기간, 기타 건강문제와 체중 증가 등을 

추가 조사하 고 각 가계별로 가계도(pedigree)를 작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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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방법

가. MSX1 

여성 대조군 48명을 대상으로 염기 분석을 시도하 다. MSX1유전자는 

전체 유전자 크기를 작은 단위로 분화하여 중복되는 범위를 가지고 

sequencing하 다. 포함된 부위는 mouse와 homology를 보이는 Promoter 

region의 최대 5kb 부위와 intron 1.6kb를 제외하고 exon1, exon2를 중복되

게 증폭하 다. 

Promoter region의 5kb는 mouse와 homology를 보이는 부위를  

GenomeVista( http://pipeline.lbl.gov/cgi-bin/GenomeVista)를 이용하여 선

정하 다. 증폭된 산물들은 ABI Prism 3700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DNA Sequencing

10㎕의 전체 반응물 내에 원하는 부위를 증폭되도록 고안된 5‘ , 3’ 시발

체를 각각 10pmol, dNTP mix를 0.25mM, MgCl2를 3mM, AmpliTaqGold 

DNA polymerase(Roche, Branchburg, NJ, USA) 0.25unit를 넣고 thermal 

cycler에서 처음 95℃에서 30초, annealing시 1분, 72℃에서 1분간 반복하여 

총 35회 증폭하고 마지막 72℃에서 10분을 추가 반응시켰다.  생성된 증폭산

물은 Montage  PCR96 Cleanup Kit(Milipore, Billerica, MA, USA)로 정제한 

후 20㎕ 증류수로 elution시켰다. BigDye Terminator V 3.1 Cycle 

Sequencing kit (Perkin Elmer, Foster City, CA, USA)을 이용하여 전체 20

㎕ 중에 terminator ready reaction mix 8.0㎕와 정제된 증폭산물 DNA 3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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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er set 각각 3.2 pmol이 되도록 조정하고  thermal cycler에서 96℃에서 

10초, 50℃에서 10초 , 60℃에서 4분간 반복하여 총 25회 증폭시켰다. 여분의 

dye terminator를 제거하기 위해 multiscreen SEQ 384 Well filter 

plate(Milipore, Billerica, MA, USA)을 이용하여 정제한 다음 20㎕ 증류수로 

elution하여 ABI Prism 3700 Genetic Analyzer(Applied Biosystems, Foster 

City, CA, USA)를 이용하여 전기 동하 다. 

나. MSX1, TGFα, TGFβ3유전자의 SNP 분석

MSX1 유전자의 sequencing을 통하여 확인된 변이를 토대로 SNP를 선정

하 고 TGFα, TGFβ3는 문헌고찰을 통하여  SNP를 선정하 다.  환자군 52

명과 그 부모 104명, 대조군 96명에서 각 변이의 와 그 분포를 보기 위하여  

Single base pair primer extension assay 의 원리를 이용하 다. 

Genotyping

ABI SNaPshot Multiplex kit(Applied Biosystems, Foster City, CA, USA)

를 이용하여 genotyping하 다. 

각 SNP를 포함하는 부위를 약500 kb이상의 크기를 갖는 증폭산물을 얻

도록 PCR로 증폭하고 2차 PCR반응을 위하여 증폭산물을 정제한 후 SNP부

위의 바로 앞까지 결합되도록 시발체를 제조하 다(Bioneer, Seoul, Korea). 

제조된 시발체를 denature된 증폭산물과 결합(annealing)시킨 후 4가지 형광

물질로 표지된 dideoxynucleotide와 Taq polymerase를 첨가하여 96℃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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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초, 50℃에서 5초, 60℃에서 30초 과정을 반복하여 총 25회 증폭시킨다. 반

응 후 남은 dNTP와 시발체를 제거하기 위하여 Shrimp Alkaline 

Phosphatase(SAP)(Roche, Indianapolis, IN, USA)을 primer extension reaction 

product와 혼합하여 37℃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효소를 불활성화 시

키기 위하여 72℃에서 15분간 반응시키는 정제과정을 거쳤다. 얻어진 산물

을 ABI Prism 3700 Genetic Analyzer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TGFα는 95℃ 

10분,   95℃ 30초, 50℃ 1분, 72℃ 1분의  35cycles 과 72℃ 7분의 PCR과정

을 거친 후 효소 처리하여 TaqI으로 잘려진 반응산물을 전기 동으로 확인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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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분석에 이용된 SNP와 시발체

gene location SNP 
base 

change
PCR primer

MSX1 4p11

-4115T/G T/G

F*: CAGGAAACAGCTATGACCCCAGGTCTGTGTCGTGGA
R: TGTAAAACGACGGCCAGTTACACCACTCCCGTGCAA

-3973G/T G/T

-3964C/A C/A

-3958T/C T/C

-2863C/T C/T
F: CAGGAAACAGCTATGACCCCTTCTCTGCCGATGCAC

R: TGTAAAACGACGGCCAGTGACAACTTCGGGGGCTCT

-2010G/A A/G

F: CAGGAAACAGCTATGACCTGCCCTACAGCCTTGCTC
R: TGTAAAACGACGGCCAGTGTTGGGGTCAGGGGAGAT

-1836G/A G/A

-1508C/A C/A

-1507G/A G/A

G24S A/G

F: CAGGAAACAGCTATGACCCAGTGCTGCGGCAGAAGG
R: TGTAAAACGACGGCCAGTGGCCAAGGCGAGGAGGTA34G C/G

G110G C/T

900C/T T/C
F: CAGGAAACAGCTATGACCTTGGCGGCACTCAATATC

R: TGTAAAACGACGGCCAGTTGGAGCAGTGTGAGGGTTA

1170G/A G/A
F: CAGGAAACAGCTATGACCCCAGCCGATTCCTCCAG

R: TGTAAAACGACGGCCAGTGGGATGTTTGAGAGCCACA

TGFα 2p13 C3296T C/T
F: GCTTCCTTTGGCACTGAAA

R: CCAACTGCTGCACACACC

G3822A G/A
F: TTGCCTACTGGGGAAGAAA

T3851C T/C
R: AGCAACAAACCAACCAAGC

TaqI**
F: CGGCTTACCCTCGGTTT

R: TGTCCAGCCTCCCAGAAG

TGFβ3 14q24 IVS5-104A/G A/G
F: CTTCCCCTTTCTGCACCT

R: AGCAACACTCCTCCTCACA

*    : F=forward primer, R=reverse primer
**   : RFLP방법을 이용해서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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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통계 분석

환자군, 대조군에서 MSX1, TGFα, TGFβ3에서 나타난 한국인 고유의 SNP

의 빈도를 비교 분석하 다. minor allele의 빈도가 5%이상인 경우 분석하

고 HAPLOVIEW(http://www.broad.mit.edu/personal/jcbarret/haploview)를 

이용하여 LD를 확인을 하 으며 haplotype분석 시 이용하 다. Hardy 

Weinberg Equilibrium과 D' 통계, 환자 대조군 분석, 가족으로 구성된 52 

triad를 이용하여 TDT 및 haplotype분석을  SAS Genetics ver.9.1.2로 확인

하 다.  

gene location SNP 
base 

change
Genotyping primer

MSX1 4p11

-1836G/A G/A CATCTGTCCACAGGCCGC

-1508C/A C/A AGCCGCTGGCCTGGGCCG

-1507G/A G/A CTTTATGGCCTCTCCTCC

G24S A/G TTCGGCAAGCCGGCGGGGGGAGGCGCG

A34G C/G CAGCGCCGCCGCGGCCACGG

G110G C/T TCCCCCCACCGAGAAATG

1170G/A G/A TCAATTCTGCTGGGGACC

TGFα 2p13 C3296T C/T CCTCCTCTGGGCTCTTCA(Reverse)

G3822A G/A GCTGTATCCTCTAACCAC

T3851C T/C CCAGCCCAACATCTTCCA

TGFβ3 14q24 IVS5-104A/G A/G CAACAGAGGGTCCCTG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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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의  특성

가. 환자군의 일반적 특성

전체 연구 대상자들 중에서 구순열과 구개열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

(Cleft lip with palate)는  30명이었다.  전체, 남자는 24명이었고 여자는 28

명이었다.  구순열 만을 갖는 환자는 14명이었고 남자는 4명, 여자는 10명이

었다. 구개열 만을 갖는 환자는 8명이었으며 남자는 2명, 여자는 6명이었다.  

전체적으로 구순열은 26.9%, 구개열은 15.4%, 구순 구개열을 동시에 보이는 

경우는 57.7%이었다. 

환아 출생 시 부모의 연령은 아버지의 경우 평균 33.4세 이었고 어머니의 

경우 30.6세 이었다.  재태 기간의 범위는 36주부터 41주 사이 고 임신 중 

산모의 몸무게는 평균 13.3kg이 증가하 다. 임신 기간 중 산모는 철분 보충

제를 전체 52명 중 38명이 복용하 고 엽산 보충제는 37명이 복용하 고  

이 외에 종합 비타민제, 한약 등을 복용하 다.  임신 중 질환으로는  심한 

입덧, 하혈, 감기, 빈혈, 부종, 결막염, 방광염, 임신 중독 등이 있었다.

임신 기간 중에 엽산을 임신 초기 3개월 이내 복용한 경우는 7명 이었다. 

어머니의 경우 흡연자는 총 5명 이었으며 그 중 임신 기간 중에 흡연한 경

우는 없었고 같은 기간에 간접흡연에 노출된 경우도 없었다. 어머니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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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하는 경우는 총 52명 중 12명이었고 임신 중에 음주한 경우는 2명이었

다. 

 아버지의 경우 흡연자는 40명이었고 그 중 과거 흡연자는 8명이었다. 흡

연기간은 평균 13년이었고  흡연량은  하루  2 개피에서 60 개피 고 평균

15 개피의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52명의 아버지 중 31명이 현

재 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중 화학물질 및 방사선에 노출된 경

우는 1건 이었고 브롬에 노출되었다. 본 연구에 포함된 환자와 가족(부, 모)

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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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Cleft 타입별 환자와 가족들의 일반적 특성

Type of cleft
  CL   CP   CLP X2

(F)
p-value

N(%) or Mean±S.D

sex
male 4(28) 2(25) 18(60)

5.49 0.06

female 10(72) 6(75) 12(40)

family history yes 1(7) 1(13) 8(26)* 2.61 0.27

at proband's birth
mother's age 30.5±2.7 29.6±3.6 31.8±4.0 1.26 0.29

father's age 33.4±3.3 32.0±3.6 34.8±4.0 1.73 0.19

weight again during pregnancy(kg) 13.4±6.9 14.6±2.8 12.9±3.9 0.39 0.67

 supplement

intake

during pregnancy

Fe
++

10(77) 5(60) 23(80) 0.97 0.61

folate 7(54) 6(75) 24(83) 6.78 0.14

multivitamin 1(13)** 1(8) 3(10) 0.91 0.92

supplement duration(week) 13.1±11.3 14.6±2.8 12.8±11.6 0.07 0.93

mother's smoke current
***

2(14) 1(13) 2(7) 0.87 0.67

father's smoke

current 8(57) 4(50) 20(67)

3.72 0.44ex-smoke 4(28) 1(13) 3(10)

non-smoke 2(14) 3(37) 7(23)

mother's drink yes 2(14) 3(38) 7(23) 1.54 0.46

father's drink yes 8(57) 5(63) 18(62) 0.10 0.94

*    :  including family history in 1st degree relatives of 2 cases
**   :  including multivitamin supplement intake during early 3 month
***  :  no smoke during pregna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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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SX1 

 

가. Genomic structure

그림 1. MSX1 유전자의 구조 

출처: http://genetics.uiowa.edu/data/candidateGenes/MSX1.html

본 연구에서 밝혀진 MSX1의 단일 염기 다형성은 exon1과 exon2 사이의 

intron을 제외하고 promoter region을 포함한 9.8kb의 범위를 분석하 다. 

Exon 1에서는 모두 3개의 다형성이 나타났고 exon 2에서는 2개의 다형성이 

나타났다. Promoter region에서 총 9개의 다형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

나 5% 이하의 빈도를 보이는 다형성은 총 5개로 나타났다.  총14개 중에서 

이미 발표된 다형성은 5개 다(6839186, 3821947, 8670(NCBI rs number), 

A34G, G110G).  각각의 다형성은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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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MSX1의 변이

SNP
dbSNP

number

SNP

(location)

SNP

(position)
change

HWE

(p-value)

minor  

allele

frequency

1 -4115T/G promoter T>G 1 0.011

2 -3973G/T promoter G>T 1 0.058

3 -3964C/A promoter C>A 0.613 0.337

4 -3958T/C promoter T>C 1 0.058

5 -2863C/T promoter C>T 0.021 0.021

6 -2010G/A promoter G>A 1 0.011

7 6839186 -1836G/A promoter G>A 1 0.064

8 -1508C/A promoter C>A 1 0.293

9 3821947 -1507G/A promoter G>A 0.908 0.402

10 G25S exon1 G>A 0.024 0.023

11 A34G exon1 C>G 0 0.067

12 G110G exon1 C>T 0.037 0.092

13 8670 900C/T exon2(3'UTR) C>T 1 0.032

14 1170G/A exon2(3'UTR) G>A 1 0.417

분리된 14가지 변이는 Hardy-Weinberg equilibrium에서 벗어나는 가를 

평가하여 유의수준 0.05 이하의 다형성은 제외하 다. 5%의 빈도가 되지 않

는 minor allele를 갖는 다형성 부위는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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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MSX1의 변이들 간의 Linkage Disequilibrium

SNP SNP D' LOD r
2

cllow
*

clhi
**

distance
***

T-int
****

-3973G/T -3958T/C 1 6.78 1 0.71 1 15 14.37

-3973G/T -1836G/A 1 6.73 1 0.71 1 2137 -

-3973G/T -1508C/A 0.25 0.01 0 0.03 0.96 2465 -

-3973G/T -1507G/A 1 0.61 0.05 0.09 0.99 2466 -

-3973G/T G110G 1 0.24 0.01 0.05 0.98 4302 -

-3973G/T 1170G/A 0.13 0.01 0 0.02 0.83 7474 -

-3958T/C -1836G/A 1 6.73 1 0.71 1 2122 15.2

-3958T/C -1508C/A 0.25 0.01 0 0.03 0.96 2450 -

-3958T/C -1507G/A 1 0.61 0.05 0.09 0.99 2451 -

-3958T/C G110G 1 0.24 0.01 0.05 0.98 4287 -

-3958T/C 1170G/A 0.13 0.01 0 0.02 0.83 7459 -

-1836G/A -1508C/A 0.65 0.05 0.01 0.04 0.96 328 2.55

-1836G/A -1507G/A 1 0.5 0.05 0.08 0.98 329 -

-1836G/A G110G 1 0.26 0.01 0.05 0.98 2165 -

-1836G/A 1170G/A 0.01 0 0 0.01 0.72 5337 -

-1508C/A -1507G/A 1 4.92 0.28 0.69 1 1 10.58

-1508C/A G110G 1 0.78 0.04 0.12 0.99 1837 -

-1508C/A 1170G/A 0.76 2.4 0.18 0.37 0.91 5009 -

-1507G/A G110G 0.73 1.13 0.08 0.18 0.92 1836 9.67

-1507G/A 1170G/A 0.63 4.6 0.37 0.42 0.77 5008 -

-1507G/A 1170G/A 1 2.05 0.15 0.37 1 3172 9.06

*   :  cllow is the 95% confidence lower bound on D'
**   :  clhi is the 95% confidence upper bound on D'
***   :  unit=base
****  :  T-int is a statistic used by the HapMap Project to measure the 

completeness of information represented by a set of markers in a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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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MSX1 유전자의 새로운 변이들 간의 Linkage disequilibrium 

각 locus들 간에 D'=1, LOD≥2, r
2 >0.8을 보이는 locus들은 강한 

LD(strong linkage disequilibrium)을 보이는 것으로 간주하여 haplotype 분

석에서 block설정에 참고하 고 강한 LD를 보이면서 heterogeneous 하지 않은 

locus는 분석에서 제외하 다. 

분리된 14가지 변이 중에서 최종적으로 genotyping분석에 포함될 다형은 

Hardy-Weinberg equilibrium을 평가했으며 allele heterogeneity을 확인하

고  single base pair primer extension assay를 이용할 수 없었던 -3964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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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분석에서 제외하 다.

최종적으로 genotyping 대상 다형성은  -1836G/A, -1508C/A, -1507G/A, 

G24S(G70A), A34G(C101G), G110G(C330T), 1170G/A가 선택되었다.

-1836G/A

-1508C/A

-1507G/A G24S

A34G

G110G 1170G/A-1836G/A

-1508C/A

-1507G/A G24S

A34G

G110G 1170G/A

그림 3. 최종 분석에 이용된 MSX1 유전자의 SNPs 

나. 한국인의 고유 다형성 확인

분리된 14가지 다형성 중에서 기존의 5개의 알려진 다형성을 제외하고 9

개의 새로운 다형성을 확인하 다.  Upstream의 5 kb에서 7개의 새로운 다

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중에서 minor allele frequency가 0.05를 넘는 

다형성은  -3973G/T, -3964C/A, -3958T/C, -1508C/A 이었고  minor allele 

frequency는 각각 0.058, 0.337, 0.058, 0.293 이었으며 모두 Hardy-Weinberg 

equilibrium을 만족하 다. Exon1의 위치에서 확인된 한국인 고유 다형성은 

모두 3개이었으나 Hardy-Weinberg equilibrium을 만족하지 못하는 다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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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allele heterogeneity가 낮은 것을 제외하고 11번째 다형성 A34G만 확인

하 다. Exon2에서는 3‘ UTR의 900C/T와 1170G/A가 나타났으나 900C/T

는 T allele의 분률이 3.2%에 불과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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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GFα, TGFβ3

 

가. Genomic structure

그림 4. TGFα, TGFβ3 유전자의 구조 

출처: http://genetics.uiowa.edu/data/candidateGenes/TGFA.html

TGFα는 기존에 알려진 부위를 genotyping을 하 으며 주요 변이들 중에

서 SNP를 위주로 선정하 다. TGFβ3는 한국인 대상 구순 구개열 질환에 

susceptible하다고 발표된 자료(Kim MH et al., 2003)로부터 변이를 선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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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SX1, TGFα, TGFβ3유전자의 Genotyping

 가. TGFα, TGFβ3의  Genotype결과

 

a. TGFα  : C3296T

b. TGFα  : G3822A

c. TGFα  : T3851C

   그림 5. 분석된 TGFα 4개 SNP와 TGFβ3의 1개SNP



marker                                                         MM   WM WW   WW   WM WM  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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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TGFα  : Taq I

e. TGFβ3 :  IVS5 104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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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자 대조군 분석(Case control study) 및 TDT분석

가. 유전형(genotype)별, 대립유전자(allele)별 환자 대조군 분석 

분석에 이용된 유전자 TGFα,TGFβ3, MSX1은 각각 3개, 1개, 7개의  SNP

를 분석하 다. 환자 대조군에서 비차비를 구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

과를 보인 SNP는 없었다. 그러나 MSX1의 두 번째 exon의 1170G/A에서 유

의한  allele trend(p-value:0.01)를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AA 

genotype를 기준 하 을 경우 GG genotype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odds 

ratio를 나타내었다(OR: 3.87, 95% CI: 1.01-14.82).

Allele별로 환자 대조군을 비교하여 보면 MSX1의 1170G/A의 경우 

minor allele인 A allele에 비하여 major allele인 G allele이 1.97의 비차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95% CI= 1.13~3.44). 

Assocation과 Linkage의 복합 분석에 해당하는 TDT분석을 해 본 결과, 

분석에 쓰인 3개 유전자 12개의 SNP에서는 유의한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 32 -

표 5. MSX1, TGFα, TGFβ3의  대립유전자(allele),유전형(genotype)의 분포

 gene
N

total/case
SNP allele

allele frequency genotype frequency HWE(p-value)

total case control total case control total case control

TGFα

147/52 C3296T
C 0.741 0.683 0.774 CC 0.585 0.480 0.642

0.026 0.624 0.015CT 0.313 0.403 0.263
T 0.259 0.317 0.226 TT 0.102 0.115 0.095

147/52 G3822A
G 0.799 0.827 0.784 GG 0.605 0.653 0.579

0.011 0.131 0.038GA 0.388 0.346 0.411
A 0.201 0.173 0.216 AA 0.007 0.0 0.010

148/52 T3851C
T 0.888 0.904 0.880 TT 0.777 0.807 0.760

0.126 0.443 0.182CT 0.223 0.192 0.240
C 0.112 0.096 0.120 CC - - -

138/44 Taq I
C1* 0.877 0.898 0.867 C1C1 0.804 0.818 0.798

0.0001 0.375 0.001C1C2 0.145 0.159 0.138
C2 0.123 0.102 0.133 C2C2 0.051 0.022 0.064

TGFβ3 146/51
IVS5  

106A/G

A 0.490 0.539 0.463 AA 0.260 0.294 0.242

0.323 0.923 0.279AG 0.459 0.490 0.442
G 0.510 0.461 0.537 GG 0.281 0.215 0.316

MSX1

140/44 1170G/A
A 0.364 0.261 0.411 AA 0.136 0.068 0.167

0.878 0.996 0.915AG 0.457 0.386 0.489
G 0.636 0.739 0.589 GG 0.407 0.545 0.344

147/52 -1836G/A
A 0.048 0.029 0.058 AA - - -

0.544 0.830 0.549AG 0.095 0.057 0.116
G 0.952 0.971 0.942 GG 0.905 0.943 0.884

145/51 -1508C/A
A 0.303 0.344 0.282 AA 0.083 0.078 0.085

0.595 0.212 0.787AC 0.441 0.529 0.394
C 0.697 0.656 0.718 CC 0.476 0.392 0.521

145/51 -1507G/A
A 0.379 0.333 0.404 AA 0.165 0.117 0.192

0.268 0.833 0.258AG 0.428 0.431 0.425
G 0.621 0.667 0.596 GG 0.407 0.451 0.383

95/52 G24S(G→A)
G 0.989 1.000 0.977 AA 0.011 - 0.023

<0.0001 - <0.0001AG - - -
A 0.010 0.0 0.023 GG 0.989 1.000 0.977

145/52 A34G(C→G)
C 0.948 0.961 0.940 CC 0.917 0.924 0.914

<0.0001 0.773 <0.0001CG 0.062 0.076 0.054
G 0.052 0.039 0.060 GG 0.021 - 0.032

138/52 G110G(C→T)
C 0.920 0.914 0.924 CC 0.856 0.826 0.872

0.192 0.494 0.019CT 0.130 0.174 0.105
T 0.080 0.086 0.076 TT 0.014 - 0.023

*  :  C1 is not cut by TaqI, C2= cut by Taq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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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최종 분석에 쓰인 TGFα , MSX1 의 SNP들의 linkage disequilibrium ( case, control )

gene SNP SNP
D' LOD r

2
cllow clhi T-int

case control total case control case control case control case control case control

TGFα

TaqI C3296T 0.51 0.15 0.26 0.57 0.04 0.01 0.0 0.09 0.01 0.91 0.64 15.19 4.09

TaqI G3822A 1.0 0.13 0.33 0.45 0.02 0.01 0.0 0.08 0.01 0.9 0.67 - -

TaqI T3851C 0.87 0.47 0.56 14.17 4.03 0.71 0.2 0.66 0.27 0.93 0.63 - -

C3296T G3822A 1.0 1.0 1.0 5.24 3.51 0.1 0.08 0.7 0.58 1.0 1.0 22.33 9.11

C3296T T3851C 1.0 1.0 1.0 2.47 1.55 0.03 0.04 0.46 0.27 1.0 1.0 - -

G3822A T3851C 1.0 0.77 1.0 1.24 0.22 0.02 0.02 0.2 0.06 1.0 0.97 17.88 5.8

MSX1

1170G/A -1836G/A 1.0 0.48 0.46   0.73 0.2 0.01 0.01 0.11 0.04 099 0.87 - -

1170G/A -1508C/A 0.37 0.44 0.44 0.30 1.2 0.01 0.05 0.02 0.13 0.45 0.67 - -

1170G/A -1507G/A 0.48 0.47 0.47 6.14 5.66 0.17 0.21 0.3 0.32 0.57 0.59 - -

1170G/A A34G 1.0 1.0 1.0 3.34 2.99 0.08 0.09 0.53 0.51 1.0 1.0 - -

1170G/A G110G 1.0 1.0 1.0 5.63 3.61 0.13 0.12 0.68 0.58 1.0 1.0 16.14 13.66

-1836G/A -1508C/A 0.13 1.0 1.0 0.7 0.44 0.01 0.02 0.1 0.07 0.99 0.98 2.42 1.24

-1836G/A -1507G/A 1.0 1.0 1.0 0.81 0.47 0.01 0.04 0.12 0.08 0.99 0.98 - -

-1836G/A A34G 1.0 0.03 0.02 0.07 0.04 0.0 0.0 0.04 -0.01 0.97 0.28 - -

-1836G/A G110G 1.0 0.95 1.0 0.11 0.09 0.0 0.01 0.04 0.04 0.97 0.97 - -

-1508C/A -1507G/A 1.0 1.0 1.0 15.56 9.5 0.29 0.27 0.88 0.82 1.0 1.0 19.92 13.02

-1508C/A A34G 1.0 0.51 0.29 0.29 0.21 0.01 0.01 0.04 0.05 0.72 0.87 - -

-1508C/A G110G 1.0 1.0 1.0 2.05 1.31 0.03 0.03 0.38 0.22 1.0 1.0 - -

-1507G/A A34G 1.0 0.01 0.04 0.34 0.0 0.01 0.0 0.06 0.0 0.89 0.49 13.87 11.45

-1507G/A G110G 0.76 0.85 0.81 3.84 2.74 0.09 0.09 0.51 0.43 0.97 0.96 - -

A34G G110G 1.0 1.0 1.0 0.23 0.39 0.0 0.01 0.05 0.06 0.98 0.98 16.7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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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환자 대조군의 유전자형(genotype)빈도의 차이 비교

gene SNP genotype(n)
p-value

(X2)

p-value

(trend)
OR 95% CI

base case control

TGFα

C3296T

CC 25 61

0.152 0.117

1.0

TC 21 25 2.04 0.97 4.31

TT 6 9 1.62 0.52 5.05

G3822A

AA 0 1

0.543 0.325
1.0

GA 18 39

GG 34 55 1.37* 0.68 2.77

T3851C

CC 0 0

0.509 0.509

- - -

CT 10 23 1.0

TT 42 73 1.32 0.57 3.04

Taq I

C2C2 1 6

0.576 0.530

1.0

C1C2 7 13 3.23 0.32 32.48

C1C1 36 75 2.88 0.33 24.82

TGFβ3
IVS5

104A/G

AA 15 23

0.428 0.233

1.0

AG 25 42 0.91 0.40 2.06

GG 11 30 0.56 0.21 1.45

MSX1

1170G/A

(exon2)

AA 3 16

0.053 0.01

1.0

GA 17 47 1.92 0.49 7.45

GG 24 33 3.87 1.01 14.82

-1836G/A

(promoter)

AA 0 0

0.251 0.251

- - -

GA 3 11 1.0

GG 49 84 2.13 0.57 8.04

-1508C/A

(promoter)

AA 4 8

0.278 0.268

1.0

AC 27 37 1.45 0.39 5.34

CC 20 49 0.81 0.22 3.01

-1507G/A

(promoter)

AA 6 18

0.480 0.255

1.0

GA 22 40 1.39 0.41 4.71

GG 23 36 1.80 0.52 6.17

G24S(A→G)

(exon1)

AA 0 1

0.542 0.268

-

AG 0 0 - - -

GG 52 42 - - -

A34G(C→G)

(exon1)

CC 48 85

0.373 0.514

1.0

CG 4 5
0.88** 0.25 3.09

GG 0 3

G110G(C→T)

(exon1)

CC 43 75

0.293 0.757

1.0

CT 9 9
1.42*** 0.54 3.71

TT 0 2

*    :  GA+AA vs. GG
**
    :  CC vs.CG+GG

***   
:  CC vs.CT+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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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환자 대조군의 대립유전자 빈도의 차이 비교

gene SNP
allele(%) X2

p-value
OR 95% CI

base     case      control

TGFα

C3296T
C 71(0.68) 147(0.77)

0.088
1.0

T 33(0.32) 43(0.23) 1.59 0.931 2.712

G3822A
A 18(0.17) 4(0.22)

0.382
1.0

G 86(0.83) 149(0.78) 0.12 0.042 0.391

T3851C
C 10(0.10) 23(0.12)

0.537
1.0

T 94(0.90) 169(0.88) 1.27 0.584 2.802

Taq I
M 9(0.10) 25(0.13)

0.469
1.0

W 79(0.90) 163(0.87) 1.34 0.600 3.020

TGFβ3
IVS5

104A/G

A 55(0.54) 88(0.46)
0.215

1.0

G 47(0.46) 102(0.54) 0.73 0.455 1.194

MSX1

1170G/A
A 23(0.26) 79(0.41)

0.015
1.0

G 65(0.74) 113(0.59) 1.97 1.133 3.443

-1836G/A
A 3(0.03) 11(0.06)

0.263
1.0

G 101(0.97) 179(0.94) 2.06 0.564 7.589

-1508C/A
A 35(0.34) 53(0.28)

0.278
1.0

C 67(0.66) 135(0.72) 0.75 0.447 1.261

-1507G/A
A 34(0.33) 76(0.40)

0.235
1.0

G 68(0.67) 112(0.60) 1.35 0.819 2.247

G24S(A→G)
A 0(0) 2(0.02)

0.117
-

G 104(100) 84(0.98) - - -

A34G(C→G)
G 4(0.04) 11(0.06)

0.445
1.0

C 100(0.96) 175(0.94) 1.57 0.487 5.065

G110G(C→T)
T 9(0.09) 13(0.08)

0.744
1.0

C 95(0.91) 159(0.92) 0.863 0.355 2.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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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TDT 분석(Transmission Disequilibrium Test)

표 9.  대상군별 TDT 

allele
CL/P+CP CL/P

T* UT X
2

p-value T UT X
2

p-value

C3296T C 21 20 0.024 0.875 15 17 0.030 0.861

G3822A G 16 15 0.032 0.857 12 12 0.000 1.000

T3851C T 4 10 2.571 0.106 4 9 1.923 0.165

Taq I C1 5 7 0.333 0.563 5 6 0.090 0.763

IVS5 104A/G A 31 23 1.185 0.276 23 19 0.581 0.445

1170G/A G 26 16 2.380 0.122 22 15 1.324 0.249

-1836G/A G 1 3 1.000 0.317 1 2 0.333 0.563

-1508C/A C 19 20 0.025 0.872 15 17 0.125 0.723

-1507G/A G 27 22 0.510 0.475 22 21 0.023 0.878

G24S(A→G) G - - 0.00 - - - 0.00 -

A34G(C→G) C 4 4 0.00 1.0 4 4 0.00 1.000

G110G(C→T) C 4 9 1.92 0.165 2 8 3.600 0.057

*   : T=Transmitted, UT=Untrans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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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Haplotype 분석

가. Haplotype 분석

본 연구에서는 TGFα와 MSX1의 SNP를 이용하여 haplotype을 구축하

다. haplotype은 1%이상의 빈도를 보이는 경우에 분석에 포함하 다.

TGFα의 경우 모든 SNP을 포함한 haplotype에서는  환자군과 대조군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X
2
=11.37, p-value: 0.41), MSX1의 경우 모든 SNP를 

포함한 full model에서는 환자군과 대조군에서 차이를 나타냈다(X
2
=34.75, 

p-value: 0.03). TGFα와 MSX1를 각 haplotype별로 차이를 비교하 을 때 환

자-대조군에서 차이가 있는 haplotype은 없었다(표 10, 11). 

MSX1는 htSNP을 구하여 haplotype을 재구성하고 다시 환자-대조군비교, 

TDT를 분석하 다.  htSNP은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하 다. 

SAS(SAS ver 9.1)를 이용하여 각 reduced set를 구하 고 Stram의 방법

(Stram DO, Haiman CA et al., 2003)과 Partition recognition방법(Ke, 

Cardon,  2003)으로 확인하여 6개의 SNP로 구성된 haplotype과 5개, 4개로 

구성된 haplotype을 선정, 분석하 다. SAS 분석에서는 haplotype의 최저 

빈도를 0.05로 정하고 각 haplotype의 개수를 감소시키면서 PDE(proportion 

of diversity explained)값이 1로 유지되는 haplotype구성만을 선택, 분석하

으며(Clayton, 2001), haplotype-TDT는 Zhao에 의해 고안된 방법을 MATLAB 

(MATLAB ver 6.5)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Zhao,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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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TGFα haplotype* 빈도-환자 대조군 비교

Haplotype
control case

(n=96) (n=52)

1 0-0-0-0 0.416 0.413

2 0-1-0-0 0.200 0.301

3 0-0-1-0 0.196 0.173

4 1-0-0-1 0.065 0.076

5 0-0-0-1 0.054 0.019

6 1-1-0-0 0.027 0.015

7 1-0-1-0 0.020 -

8 1-0-0-0 0.019 -

X
2  

(p-value) 11.37 (0.412)

*  
: haplotype= Taq I-C3296T-G3822A-T3851C

표 11. MSX1 haplotype* 빈도- 환자 대조군 비교

Haplotype
control case

(n=96) (n=52)

1 0-0-1-0-0-0-0 0.201 0.259
2 0-0-0-0-0-0-0 0.198 0.289
3 1-0-0-1-0-0-0 0.172 0.096
4 0-0-0-1-0-0-0 0.126 0.161
5 1-0-0-1-0-0-1 0.070 0.074
6 1-0-1-0-0-0-0 0.064 0.039
7 0-1-0-0-0-0-0 0.053 0.022
8 1-0-0-0-0-1-0 0.032 -
9 1-0-0-0-0-0-0 0.027 -
10 1-0-0-1-0-1-0 0.018 -
11 1-0-0-1-1-0-0 0.012 -
12 1-0-1-0-0-1-0 - 0.038
13 1-0-0-0-0-0-1 - 0.012

X
2  

(p-value) 34.75 (0.030)

 *
  : haplotype=1170G/A-(-1836G/A)-(-1508C/A)-(-1507G/A)-G24S-A34G-G11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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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MSX1의 htSNP로 구성된 Haplotype분석 -환자-대조군 및 TDT분석

  

reduced 

set of 

markers

Haplotype Case-Control TDT

1170 

G/A

-1836

G/A

-1508

C/A

-1507

G/A
G24S A34G G110G X

2
p-value X

2
p-value

7(full) ○ ○ ○ ○ ○ ○ ○ 34.75 0.03 17.30 0.15

6 ○ ○ ○ ○ ○ ○ 17.38  0.83 17.16 0.15

○ ○ ○ ○ ○ ○  18.35 0.49 14.59 0.12

○ ○ ○ ○ ○ ○ 31.70 0.01 16.53 0.14

5 ○ ○ ○ ○ ○ 14.50 0.80 16.27 0.14

○ ○ ○ ○ ○ 16.69 0.33 13.79 0.09

○ ○ ○ ○ ○ 14.22 0.77 14.36 0.12

4 ○ ○ ○ ○ 12.51 0.63 13.35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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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Linkage disequilibrium

그림 7. MSX1의 1170G/A를 기준으로 배열된 SNP들 간의 LD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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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고  찰

이 연구는 구순 구개열의 발생에 향을 주는 유전적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유전자 MSX1, TGFα, TGFβ3을 선정하여 염기서열분석, genotyping

하 고 환자-대조군연구, 가족자료 분석, haplotype분석을 시행하 다. MSX1

에서는 총 7개의 SNP를 분석하 는데 통계적 의의를 갖는 변이는 확인하지 

못하 으나 두 번째 exon의 염기 1170G/A에서 환자군과 대조군간의  

association을 확인할 수 있었고 TDT분석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TGFα에서는 총 4개의 변이 중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없

었으며  TGFβ3에서는 기존 Kim MH 등의 연구에서 유의한 상관성을 보여

준 결과와는 반대로 통계적인 의의를 갖는 환자-대조군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유전 향을 설명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가족력을 설명하고 있는데 구순 

구개열을 갖는 환자의 경우 친인척 내에서 같은 기형을 많이 보인다고 하

고(Mazaheri, 1958) 우리나라의 경우 약 2.4%에서 많게는 7.6%를 보인다고 

하 다(김 등, 1987;  김 등, 1982; 오석준, 1974). 최근 Kim 등에 의하면 구

순 구개열의 가족력이 7%라고 밝히고 있다(Kim Sukwha, 2002). 본 연구는 

구순 구개열 발생에 향을 미치는 유전적 요인 중에서 3개의 유전자를 선

정하여 질병 발생에의 향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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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대상이 되는 3가지 유전자는 연구방향을 다르게 설정하여 접

근하 다. MSX1의 경우 유전자에서 변이를 보이는 부위를 확인하면서 질병

유전자에 대한 접근을 하는 방법으로 분석하 다. 이는 기존에 발표된 감수

성 있는 변이가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전자 

크기가 크지 않아  scanning하는 방법이 효율적으로 생각되었으며 TGFα의 

경우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candidate gene approach를 선택하 고 TGFβ

의 경우 연구 대상군인 한국인을 대상으로 연구된 결과가 있으므로 기존의 

연구를 재평가하는 방법으로 분석하 다. 

MSX1는 1170G/A에서 minor allele이 protective한 형태로 나타났으나 

protective한 역할을 하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기능 연구가 되어져야 하고 이

미 알려져 구순 구개열 발생과의 연관성을 보이는 MSX-CA repeats 등의  

marker들을 추가  genotyping하여 linkage disequilibirum에 의한 불완전한 

정보인지를 확인하는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MSX1의 기능이 배 발생

에서 다른 유전자들의 발현에 modifier의 역할을 하므로 직접적인 향이 

아닌 관계를 보일 수 있다. 그러므로 MSX1 유전자의 genetic pathway상에

서 역할 및 기타 유전자들 간의 상호관계 속에서 그 기능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Zhang et al., 2002).

           

이 SNP는 환자-대조군 연구에서 allele별로 odds ratio를 비교하여 본 결

과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며 genotype별로 비교할 때도  같은 경향을 보여준

다.  MSX1에서는 exon2보다 exon1의 변이가 많이 밝혀져 왔는데 이는 이 

부위가 보존이 매우 잘 되어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직은 밝혀지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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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ory element가 있을 것으로 제시되는데(Jezewski PA, 2003) 3‘UTR 위

치의 변화는 유전자의 발현조절에 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나타

난 1170G/A의 변화는 MSX1유전자의 향을 설명할 수 있는 좋은 변이가 

될 수 있으며 이 위치의 염기 변화와 관련하여 전사, 복제 시 기능 변화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

환자 대조군 연구에서는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trio연구에서는  

G110G 부위의 약한 linkage를 확인할 수 있었다. minor allele인 T allele의 

빈도가 낮고 homozygotic genotype이 많아 현재의 표본수로는 적절한 결과

를 얻기는 어려웠으나 association study에서 G110G의 경우 동양인에게서 

비교적 큰 환자 대조군의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Jezewski PA, 2003)가 있으

므로 이 위치의 변이도 계속 연구해야 할 부위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로 밝혀진 새로운 변이들이 coding region, non-coding 

region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데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coding sequence는  

기능에 대하여 추후 연구가 필요하고  coding sequence가 아닌 부위는  

promotor activity, RNA stability, RNA-protein interaction, 조절 기능과 유

전자-유전자 상호작용 및 다른 marker들 간의 linkage disequilibrium에 관

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coding region에서의 염기 변화가 

아미노산의 변화를 일으키는 부위는 MSX1의 첫 번째 exon의 두 개 SNP 

즉, glycine에서 serine으로 바뀐 G24S와 alanine에서 glycine으로 바뀐 

A34G 두개가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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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GFα의 경우 조사된 모든 변이에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 이미 많이 

연구된 Taq I의 경우 기존의 다른 인종을 연구한 연구들에서 일관된 상관성

을 발표하고 있지 않는데 본 연구에서도 환자대조군, 가족 연구에서 의의 

있는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TGFβ3의 경우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인구를 중심으로 5번째 intron의 변이

-SfaN1을 관찰하여 환자 대조군을 연구한 연구(Kim MH, 2003)를 기반으로 

동일 위치의 변이를 알아보았다. Kim 등의 연구에서는 환자군 28명과 대조

군 41명을 대상으로 한 환자대조군 연구이다. Kim 등의 연구에서는 G allele

의 odds ratio가 강하게 나타났으며(OR=15.92, 95% CI =6.3~41.0) 본 연구에

서는 통계적으로 의의 있게 나타나지 않았고 TDT분석에서도 통계적 의의있

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동일한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에서 

같은 결과가 재현되지 않는 것은 Kim 등의 연구에서 대상들의 allele 

frequency가 본 연구와 같게 나타나지 않은 점과 환자군의 표본수의 차이 

등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Association study는 비유전적 요소와 유전적 요소가 동시에 향을 받는 

질환에 있어서 비유전적 요소의 향에 대하여 검증할 수 없는 단점이 있으

며 대상자들이 서로 다른 이질적 집단에서 추출된 표본일 경우 잘못된 상관

성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한 가족에서 상관성을 가정하고 linkage를 확

인하고 가족 내 상관성을 평가할 수 있는 통계량으로 TDT가 적절하게 이용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McNemar검정한 결과 p-value 0.05의 유의수준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면서 어떤 SNP가 구순 구개열의 원인이라고 추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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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것은 없었다. 

TDT통계량은 본 연구와 같이 multiplex family를 찾아서 linkage study

를 할 수 없는 경우 유용한 방법이기도 하고 비모수적 접근보다 power가 

더 큰 장점이 있으나 집단 내에서 세대를 거쳐 형성된 linkage 

disequilibrium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linkage를 확인할 수 없는 단점이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추정에 쓰인 모든 marker에서 linkage를 확인할 수 없었다. 

TDT 검정에서 통계적 정보력이 떨어지는 것은 minor allele의 빈도가 매우 

작거나 homozygous genotype을 갖는 부모의 수가 많은 것( MSX1의 

-1836G/A, G24S, A34G 등)으로 통계적 응용의 한계를 갖고 있어서 TDT의 

power의 소실로 인해 association study와 일관된 결론을 나타내지 못한 것

으로 생각된다.

Haplotype 분석은 단일 염기 다형성보다 검정력이 높고 allelic 

association을 기반으로 하며 구순 구개열의 위험과 연관이 있는 TGFα, 

MSX1 내의 다형성들을 검출하기 쉽게 하기 위해 시행하 다(Fallin MD. et 

al, 2003). haplotype을 환자 대조군 비교하여 본 결과 두 MSX1의 경우 환자

군과 대조군에서 차이를 나타냈으며 TGFα는 두 군에서 차이는 없었다.

Haplotype분석의 경우 htSNP(haplotype tagging SNP)를 구하여 구해진 

각 haplotype별 환자-대조군분석을 하 고 haplotype TDT를 분석하 다. 각 

haplotype선정은 Clayton에 의해 고안된 PDE라는 값을 이용하 는데 각 

PDE값이 1을 보이는 haplotype만을 선정하 다. 또한 Stram에 의해 고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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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
2 
값을 비교하고 pattern recognition(Ke et al. 2003)의 방법을 이용하여 

공통적으로 선택된 SNP만을 선정하 다. 4개의 SNP로 구성된 haplotype 1

개, 5개의 SNP로 구성된 haplotype 3개, 6개의 SNP로 구성된 haplotype 3

개를 최종  환자-대조군 및 TDT분석 하 다. 7개의 SNP로 구성된 full 

model에서는 환자-대조군 분석에서 차이를 나타냈고 htSNP로 구성된 

haplotype에서는 1170G/A-(-1508C/A)-(-1507G/A)-G24S-A34G-G110G, 즉, 6

개의 SNP로 구성된 haplotype만이 환자군과 대조군에서 차이를 나타냈으며

(X2
=31.70   p-value= 0.01) 다른 haplotype은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haplotype-TDT분석에서는 p-value가 0.05기준일 경우 모든 haplotype에서 

통계적인 의의를 갖는 결과를 얻지 못하 다. 

genotyping에서 나타나는 error를 방지하기 위하여 MSX1의 경우 

sequencing은 forward와 reverse를 기본으로 하 다. 가족자료를 이용하여 

mistyping error를 확인하 고 haplotype reconstruction에서 나타난 자료를 

이용하여 genotyping을 재확인한 결과 2가족 3개 부위에서 error가 나타났

으며 재검사한 결과 동일한 genotyping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sporadic 

mutation으로 생각되어진다.

본 연구의 문제점으로는 MSX1의 marker선정에 있다. 대조군의 유전자를 

sequencing하여 variant를 선정하 으므로 대조군의 variation을 반 하는 

SNP를 선정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 환자군을 적절히 설명하는  

marker, haplotype 분포구조가 제대로 선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SNP를 

이용한 association study를 할 때 sub-sample을 통하여 haplotype을 구성하

고 htSNP를 선정하여 다시 원 표본에서 추출하는 과정을 통해 association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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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는 방식으로 효율적인 association study를 할 수 있을 것이다

(Thompson D, 2003). 

이미 많은 연구가 된 외국의 자료는 SNP이외에 많은 다형성을 보이는 

marker를 주로 선정하 는데 본 연구에서는 SNP를 marker로 이용하 다. 

통계적인 정보력을 상실하지 않기 위하여 microsatellite marker를 이용하여 

mapping하거나 association, linkage study를 활용하는 방법을 추후 연구하

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질병 유전자와 marker유전자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

여 본 연구에서만 관찰된 SNP로 marker들을 구성되었으며 이미 많은 다른 

연구에서 의의가 있다고 추정된 microsatellite marker와의 관계, linkage 

disequilibrium에 관하여는 정보가 없어 단정적 결론에 이를 수는 없으므로 

이에 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통계적인 방법으로 원인 유전자의 차이를 보여주기 위하여 적절한 표본

수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표본수가 작은 것을 여러 분석단계

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유전연구에 있어서 검정력이 있는 적절한 분석 방

법과 표본수는 실제 상관관계를 밝히는데 중요한 요인이다. 

측정되지 않거나 고려하지 못한 혼란변수나 관찰연구에서 불가피하게 생

기는 편견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원인이 다른 질환이 섞여서 생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Koury MJ, 1989). 특히 본 연구의 non-syndromic 

cleft의 경우 정확한 진단이 etiologic heterogeneity의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단독 구개열(CPO)과 구순 구개열(CLP)의 원인이 생화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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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차이를 보이므로 층화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non-syndromic 한 

구순 구개열의 연구는 생화학적 분석이나 원인이 연구되어 명확한 발생을 

보이는 다른 syndromic한 구순 구개열의 정보를 이용하면 보다 효과적인 연

구가 가능하다(Stanier P, 2004).

이 외에도 후향적 연구를 할 때 있을 수 있는 문제점들을 배제할 수 있

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유전연구를 할 때 항상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의 

향문제를 고려하는데 모태의 환경과 부, 모의 흡연, 독성물질의 노출 등을 

환경 요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임신 중의 양, 유전과 상호 작용

한다고 밝혀진 엽산, 비타민 등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런 몇 가지 제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대상자들의 인구집

단의 층화가 적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서 외국의 다인종국가에서 나타나는 

오류를 많이 극복할 수 있다. 대부분 한국인 단일 민족으로서 genetic 

homogeneity가 보장된다는 점은 우리나라에서 연구할 때 갖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분석방법으로 association과 linkage를 이중으로 분석하여 

남아있을 수 있는 인구집단 층화 현상으로 인한 오류를 가족 단위연구로 해

결할 수 있었다.  구순 구개열은 동양인에게서 발생률이 높게 측정되어 있

는 바, 동양인의 유전적 감수성에 대한 기초적 자료로서  생화학적 분석 및 

유전 연구의 방향성을 가질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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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이 연구는 구순 구개열을 보이는 환아와 가족을 중심으로 한 가족기반 

유전 분석과 건강대조군을 이용한 환자-대조군 분석을 병행한 연구이다. 

구순 구개열의 발생과 연관성을 보이는 유전자 MSX1, TGFα, TGFβ3을 

대상으로 MSX1에서 새로이 나타난 SNP들과 TGFα, TGFβ3에서는 이미 알려

진 부위를 중심으로 association , linkage study와 haplotype으로 분석하

다. 본 연구의 결론으로

첫째, 유전자 MSX1을 염기서열 분석한 결과 총 14개의 단일 염기 다형성

(SNP)가 발견되었으며 이중 이미 발표된 5개를 제외한 9개의 SNP는 

한국인에게서 발견되는 새로운 변이 다.

둘째, 한국인에게서 나타나는 MSX1의 변이 중에서 본 연구에 포함된 총 7

개의 SNP중 두 번째 exon의 1170G/A에서 질병과의 association을 확

인하 고 나머지 SNP에서는 환자 대조군연구와 가족자료를 이용한 

TDT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의의 있는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TGFα는 기존 연구들에서 나타난 4개의 변이를 확인하 는데 Taq I 변

이에서는 환자대조군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고 나머지 3개의 변

이에서도 질병 발생의 상관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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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TGFβ3는 환자 대조군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TDT분석에서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섯째, MSX1과 TGFα의 SNP를 haplotype을 구성하여 환자, 대조군을 비교

한 결과 MSX1에서는 차이를 보 고 TGFα에서는 환자, 대조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MSX1의 htSNP으로 구

성된 haplotype의 경우 한개의 haplotype을 제외하고 모든 경우에서 

환자-대조군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TDT분석에서도  의의 있

는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구순 구개열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

려진 유전자 MSX1, TGFα, TGFβ3는 본 연구에서 밝혀진 새로운 다형성 중

심으로 하여 생화학적 규명, 다른 인종에서의 비교,  환경 인자와의 상호 작

용 등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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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L CLEFT STUDY

Clinical Exam Form

 Clinic Site:                                 Examiner:                                

 Date of exam:                              Study ID Number:                         

              
MM  DD YYYY

Contact Information

Patient's Name:                                   Date of Birth:     /      /      

               
 Last            First         Mi                    MM    DD    YYYY

Sex:           Male          Female              Patient's Race:                                 

                                                   
Caucasian, African American, Asian, American, Indian, Hispanic, Other

 Mother's Name:  Home Telephone:

 Address:  Work Telephone:

 HP:

 Date of Birth:(MM/DD/YYYY)

주민번호:  Race:

 Father's Name:  Home Telephone:

 Address:  Work Telephone:

 HP:

 Date of Birth:(MM/DD/YYYY)

주민번호:  Race:

Patient Birth History                                    

Birth Weight:           kg.                   Birth Length:        cm.

Gestational Age:       Weeks                 Number of days before going home from hospital:     

Delivery:       vaginal     cesarean           Presentation:   vertex             bre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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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ient's General Health History                               

Height:         cm      Weight:      kg.

Cleft Classification:

                                                         

            Zones:    (Circle Affected Zones)             

                                                         

            Left     1    2    3    4    5      6 

            Right    1    2    3    4    5      6

History of Hearing Problems:                                                                 

Hearing:      Normal        Loss     [Sensory-neural      Mixed        Conductive    Unknown]

Normal Speech Development:     No      Yes    If no, explain:                               

Medical problem history in the following organ systems:

 Skin:  Ocular:

 Cardiopulmonary:  Gastrointestinal:

 Renal:  Endocrinologic:

 Neurologic:  Other:

Developmental History:  Current Age:           years        months

Developmental Stages - Age at:

3-6 mo. Rolling over No   Yes         yrs.         mos.

6-9 mo. Sitting No   Yes         yrs.         mos.

9-12 mo. Standing No   Yes         yrs.         mos.

15-18 mo. Words No   Yes         yrs.         mos.

18-24 mo. Short Sentences No   Yes         yrs.         mos.

3 and up Normal school class room No   Yes

3 and up Age appropriate grade level No   Yes

3 and up Special education program No   Yes

3 and up Any identified learning disabilities No   Yes Expl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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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al Exam         

HEAD & FACIES: (mark as many as apply)

Head Shape Normal Abnormal

Hair Normal Abnormal

Eyes

A. Outer Canthal Distance:           cm

B. Inner Canthal Distance:            cm

C. Interpupillary Distance:             cm

Eyebrows Normal Abnormal Missing

Eyelashes Normal Abnormal Missing

Eyes Normal Asymmetric Epicanthal folds Deeply set

Ptosis Strabismus Cataracts Coloboma

Facial

symmetry
Normal Asymmetric

Hypoplastic

midface

Nares Symmetric Asymmetric

Philtrum Normal Flat Long

Palate Normal High Narrow Both

Cleft

U shaped

Cleft

V shaped

Cleft soft

palate

Cleft

repaired

Uvula Normal Bifurcated Absent

Lips Symmetric Asymmetric Pits

Left Cleft Right Cleft Cleft Repaired

Teeth
Normal

occlusion
Overbite Supernumerary Not present

Tongue

Frenulum
Normal Attached

Chin Normal Abnormal

EARS: (mark as apply)

Position Normal Lowset Posteriorly Rotated

>15%

Pits Tags

Helices Crumpled Simple So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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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PHYSICAL FEATURES:

Circle appropriate response to the hollowing and explain as necessary.

Skin:  Normal     Abnorma       Explain:                                                         

Nails: Normal     Abnormal      Explain:                                                         

Neck:    Normal        Webbed

Hands:  Normal     Short digits     Long digits     Polydactyly      Syndactyly      Ectrodactyly 

Feet:    Normal     Short digits     Long digits     Polydactyly      Syndactyly      Ectrodactyly 

SKELETAL: Joint Mobility: Normal     Abnormal     List Abnormal Joints:                       

              Anterior chest deformity: None     Excavatum    Carinatum    Combination

CARDIOPULMONARY:  Normal        Abnormal     List Abnormal Joints:                       

ABDOMEN: Normal        Abnormal      List Abnormalities:                                     

            Hernia:  umbilical:    No      Yes    Repaired

                     inguinal:     Unilateral       Bilateral       Repaired

NEUROLOGIC: Normal        Abnormal      List Abnormalities:                                   

GENITALIA:   Normal        Abnormal      List Abnormalities:                                   

Postnata Karyotype:  No     Yes         Results:                                                  

 FINAL DIAGNOSIS:    Isolated Cleft:         No      Yes

                          Syndromic:    No     Yes     Please specify:                          

 Dysmorphic features & physical anomalies:                 Growth and development:

 1.                                                               Mental retardation

 2.                                                               Mental retardation

 3.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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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her's Medical History                           

Maternal weight gain during pregnancy :       kg.

Did you take X/week -3 -2 -1 1 2 3 4-6 7-9

Multivitamin? No Yes

Prenatal? No Yes

Calcium? No Yes

Other: No Yes

During this pregnancy, did you have any acute illnesses, bleeding, complications, take any 

medication(prescribed or over-the-counter), have surgery, or have any medical tests (invasive or noninvasive)? 

No  Yes

Type Month(s) of Pregnancy Length (specify days or weeks)

Do you Amount -3 -2 -1 1 2 3 4-6 7-9

Smoke? No  Yes packs/day

 흡연시작연령        세 흡연기간     년  No 인 경우?  1) 전혀 안피웠다  2) 끊었다, 언제?______

Drink:

  Beer? No  Yes /week

  Wine? No  Yes /week

  Liquor? No  Yes /week

Exposed to

secondhand 

smoke

No  Yes

________hrs/da

y

Where:________

______________

In general, do you have any chronic diseases?     No     Yes    If yes, please list:
such as diabetes, high blood pressure, epilepsy, cancer, mental illness, blood disorders or autoimmune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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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ease Age at Dx Treatment Current Medication

What is your occupation? 미용사, 가죽, 세탁, 기타?                                                 

Are you exposed to chemicals, radiation or radioactivity at work?                                  

Father's Medical History                           

Have you ever been told by a doctor that you had any chronic disease such as diabetes, high blood pressure, 

epilepsy, cancer, mental illness, blood disorders or autoimmune diseases?  No    Yes   If yes, please list:

Disease Age at Dx Treatment Current Medication

Do you smoke?             No   Yes   Amount

No 인 경우?  1) 안피웠다 2) 끊었다   언제_________      packs/day

 흡연시작연령:       세 흡연기간:       년 부인 임신중 흡연:   예,   아니오

Drink:

  Beer? No   Yes       bottles/week

  Wine? No   Yes       glasses/week

  Liquor? No   Yes       ounces/week

What is your occupation? 미용사, 가죽, 세탁, 기타?                                               

Are you exposed to chemicals, radiation or radioactivity at work?                               

흡연에 대한 추가 질문

흡연자: _______________

1) 흡연습관:  1) 깊이 들이 마심    2) 중간정도     3) 뻐끔 담배  

2) 흡연길이:           4/4   3/4   2/4   1/4

3) 담배종류(상품명):______________,  ______________,  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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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 _______________

1) 흡연습관:  1) 깊이 들이 마심    2) 중간정도     3) 뻐끔 담배  

2) 흡연길이:           4/4   3/4   2/4   1/4

3) 담배종류(상품명):______________,  ______________,  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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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gre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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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SX1, TGFα, TGFβ3  gene polymorphisms in

 Korean nonsyndromic cleft lip and palate patients : 

Case-control and family study

Jung Yong Park

Department of Public Health

The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un Ha Jee, Ph.D., MHS)

Nonsyndromic cleft lip with or without palate(=NSCL/P) is a common 

birth defect, with a birth prevalence 1 /600-800 live births among Korean 

population. Genes and loci that have been considered for a role in 

clefting include TGFA, TGFB3, MSX1.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ssociation between SNPs , 

haplotypes of MSX1, TGFA, TGFB3, and NSCL/P using case-control 

design and family based transmission disequilibrium test in Korean cleft 

probands, their biological parents and normal controls.

Blood sample were obtained from  52 patients with cleft, and t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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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ents, and 48 women, 48 men as normal controls. With these blood 

samples, genomic DNA were isolated, MSX1 sequence analysed with 

DNA from the controls. 

We identify 15 SNPs, among them 7 were tested case-control 

comparison, TDT and haplotype analysis. We performed case-control 

comparison , TDT with a SNP of TGFB3, 4 SNPs of TGFA, with TGFA 

haplotype analysis. There's no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MSX1, 

TGFA, TGFB3 with NSCL/P except 1170G/A of MSX1.  G allele of 

1170G/A is associated with the increased risk of NSCL/P(OR: 1.97, 95% 

CI: 1.13-3.44). In TDT, no significant results were found with MSX1, 

TGFA, TGFB3. Haplotype analysis was performed with full set of 

markers of MSX1, TGFA ,with htSNPs of each of them. Full set of MSX1 

markers haplotype and one of reduced set of markers which was made 

of 6 htSNPs showed statistical significance( X
2
=34.75, p-value: 0.03, 

X
2
=31.70, p-value: 0.01) in case-control comparison. But no significant 

results in Haplotype-TDT analysis.

We performed several study design for detecting the association and 

linkage between MSX1, TGFA, TGFB3 and NSCL/P. and this study 

encourages further focus on the MSX1 TGFA, TGFB3 gene region as 

specific variants predisposing to oral clefts. 

Key words : nonsyndromic cleft lip with/without palate, MSX1,TGFA, 

TGFB3, case-control study, TDT, haplotyp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