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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 요요요약약약

위위위장장장관관관 검검검체체체에에에서서서 분분분리리리한한한 HHHeeellliiicccooobbbaaacccttteeerrrpppyyylllooorrriii의의의
중중중합합합효효효소소소 연연연쇄쇄쇄반반반응응응에에에 의의의한한한 CCCaaagggAAA 분분분류류류

H.pylori의 CagA 단백은 제4형 분비계를 이용하여 위상피세포 내로 주입되고
타이로신 인산화가 되어 SHP-2와 결합을 하면서 신호전달체계를 교란시키고 세
포의 증식,분화,자사멸,형태변화에 영향을 미친다.이러한 작용은 서양지역에서
분리한 균주보다 동아시아지역에서 분리한 균주에서 SHP-2와 더 높은 결합력을
보이고 있어 다양한 위장질환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본 실
험에서는 위장관 검체로부터 원인세균을 분리 배양하여 PCR 방법으로 Western
cagA type과 EastAsiancagA type을 분리,동정하였다.2005년 8월에서 11월까
지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하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용인세브란스병원에서
위장관 검체로 부터 분리한 73균주를 대상으로 고안한 primersset를 이용하여 각
각의 subtype을 결정하였다.MultiplexPCR를 이용하여 보다 신속하게 분리,동정
할 수 있고 또한 WSS가 포함되는 C영역의 반복되는 횟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임상분리균주 중 WesterncagA type은 4.1%로 낮으며 EastAsiacagA type은
94.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임상 질환군에서도 chronic gastritis는
94.9%,gastriculcer는 100%,duodenalulcer는 88.9%로 매우 높은 분포율을 보이
고 있다.

핵심되는 말:H.pylori,CagA,SHP-2,Western,EastAsian,subtype,
multiplexP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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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111장장장 서서서 론론론

Helicobacterpylori(이하 H.pylori)는 Gram 음성,나선형이며 끝단에는 양편
모 또는 단편모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미호기성(microaerophilic)으로 37℃조건에
서 성장하는 균주이다.적어도 전세계 인구의 50% 이상 감염률을 나타내며 특히
우리나라 인구의 80%가 감염되어 있으며 감염된 대부분에서 chronicgastritis를
일으키고 15∼20%는 gastric ulcer나 duodenalulcer로 악화되고 1%미만에서
gastriccancer로 진행시키는 중요한 위험 인자로 인정하고 있다(17,21,29).
1983년에 Marshall과 Warren은 활동성 만성위염환자의 위점막에서 만곡형 간

균을 관찰하고 인공배지에서 처음으로 순수 분리 배양하는데 성공하면서 인체 위
염의 일차적인 원인균임을 증명하였다(15, 16). 1994년에는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산하기관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IARC)로부터 GroupⅠcarcinogen으로 지정되었지만(11)H.pylori는 위 점
막에서 장기간 서식하면서 다양한 질환을 유발하여 과거의 병인론과 발병기전으
로 이해하기 어려웠다.최근에 분자생물학적인 병리기전이 보고되면서 발병결정인
자(pathogenicdeterminant)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H.pylori는 1.56x106bp길이의 유전체를 가지며 약 1,500개의 유전자를 함

유하고 있고(21),이 중 47개 유전자는 세균의 생존에 필수적인 단백질을 암호화
하며 다른 대부분의 인자는 숙주 상피세포 내로의 이동,부착 및 생존에 관련되고
더 나가 질환의 유무 및 진행 예후에 중요한 결정인자로 작용한다.주로 알려진
virulencefactor로 cytotoxinassociatedgeneA (cagA)에 의한 숙주세포의 하위
신호전달체계를 활성 또는 교란시키고 vacuolatingcytotoxin(vacA)은 숙주세포
내에서 공포(vacuole)를 형성하여 조직손상을 초래하고 면역세포의 사멸 및 염증
사이토카인 분비를 증가시켜 면역계를 교란시키는 보고가 있다(4,8,19,20).
Urase의 강한 생산능력은 urea를 CO2와 NH3로 가수분해하여 강산을 중화시키

므로 이 세균의 생존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편모는 운동 단백질인 FlaA와 F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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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달되고 collagenase를 분비하여 두꺼운 점막층을 쉽게 이동하여 군집을 형성
한다(14,22).H.pylori의 BabA는 상피세포 막의 fucosylated LewisB blood
groupantigen에 adhesionfactor로 작용하고 있다(7).이러한 모든 riskfactor는
위염,위궤양,십이지장궤양,위암으로 악화시키는 발병결정인자로 주목되고 있다.
특히 cagA gene을 통해 발현되는 CagA protein은 면역원성이 높은 단백질로서
H.pylori의 virulencefactors로 가장 많이 연구가 이루어진 것 중에 하나이다.
cagA 양성인 H.pyloristrains은 atrophicgastritis와 gastriccancer로 발전되는
유의성이 높은 factor로 보고되고 있다.하지만 H.pyloricagA 양성에 따른 임상
결과로는 광범위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동아시아지역에서 H.pyloricagA
양성균주의 높은 보균율에도 불구하고 질환군에서 유의성의 차이가 없다는 보고
(28)는 암의 발병기전에 있어서 다른 여러 가지 factor가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
다.
최근 연구에서 CagA에 대한 생물학적인 활성에 차이가 있는 EastAsiantype

과 Westerntype확인으로 숙주세포의 SHP-2와 CagA의 결합력 차이가 gastric
carcinoma 발병률에 있어서 서로 다른 차이를 뒷받침하고 있다(9). cag
pathogenicity island(cagPAI)는 H.pylori의 병원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로 인식되며 총 40kb길이로 31개의 유전자와 감염된 세포의 숙주내로 분비
할 수 있는 typeⅣ secretionsystem을 암호화한다.CagA 단백질은 cagPAI의
말단에 위치하며 120～145kDa의 다양한 크기를 가지고 있다(5,8).CagA 단백질
은 typeⅣ secretionsystem에 의하여 bacterial막을 통과하여 다른 세포나 세포
밖으로 대량의 다양한 분자복합체를 이동시킨다(3).CagA의 carboxyl말단에는
특정 아미노산 서열이 잘 보존된 Glu-Pro-ILe-Tyr-Ala(EPIYA)motifs가 다수
존재하며 숙주세포의 c-Src,Fyn,Yes같은 Srcfamilykinase에 의해 tyrosine이
phosphorylation된다(16, 19). Src homology 2 domain-containing tyrosine
phosphatase(SHP-2)는 세포에서 spreading,migration,adhesion의 조절에 능동
적으로 관여하는 역할을 하는데(9),최근에 phosphorylation-dependent방식인
SHP-2와 인산화한 CagA와 복합체를 형성하여 숙주세포의 하위 신호전달체계와
조절을 방해하고 교란함으로써 세포성장과 세포자사멸(apotosis),세포형태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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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mingbirdphenotype)을 일으키고 염증 사이토카인의 생산 등에 관련된 신호
전달 체계를 유도한다(8).H.pylori는 다른 지리적인 분포에 따라 병원성에 차이
가 있는 집단으로 나눠지고 Asian에서 부터 분리된 균주는 cagA genefragments
가 다른 지역에서 분리된 균주와 비교하여 핵산의 염기서열이 다르게 구별된다(1,
9).CagA protein크기의 차이는 3‘영역의 특정염기서열이 반복되는 수와 관련되
고 phosphorylation부위도 이와 같은 위치에서 일어난다(10,23).
최근에 CagA는 gastriccancer로 널리 알려진 동아시아(EastAsia)지역에서

분리된 것은 WesternCagA의 반복되는 핵산의 염기서열에 상응하는 영역에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tyrosine이 phosphorylation이 된 후 Westernspecific
sequence(WSS)보다 EastAsianspecificsequence(ESS)는 SHP-2와 더 강한
결합력이 있어 transformingactivities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9).CagA 단백
질 중 EPIYA motif가 포함된 아미노산 서열이 EPIYA-A, EPIYA-B,EPIYA-C,
EPIYA-D 나눠지며 서양(Western) 지역에서 분리된 균주는 EPIYA-A-B-C,
EPIYA-A-B-C-C,EPIYA-A-B-C-C-C로 반복되는 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반면에 동아시아(EastAsian)지역에서는 EPIYA-A-B-D형태가 주류이다(10).
숙주세포의 기능을 방해하는 CagA의 virulencefactor는 SHP-2와 결합하는 정

도에 의하여 결정되고,CagA phosphorylation 부위 다양성은 아마도 다른 H.
pylori균주와 상호작용 등에 의한 임상적인 예후의 중요한 변수로 결정되는 것으
로 생각된다.그러므로 질환의 진행 예측과 제균 치료에 있어서 기초방침을 위하
여 EastAsian-cagA과 Western-cagA 사이에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다.
최근 CagA의 EastAsian과 Western type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주로

EPIYA-C와 EPIYA-D 영역 중에서 92bp크기 해당하는 핵산 염기서열 증폭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사용한 primer들은 중합효소연쇄반응으로 East
Asian-cagA인 경우는 증폭산물의 크기와 양이 작아 gelelectrophoresis에서 구분
하기 어려웠고 Western-cagA은 증폭산물의 경우는 확인이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으며 또한 국내에서는 두 아형에 대하여 보고되어진 자료와 위장질환과의 유의
성 관계를 분석한 자료가 미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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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새로운 primers을 고안하고 실용화된
중합효소 연쇄반응으로 cagA의 Westerntype과 EastAsiantype을 분리하였으며
또한 국내에서의 두 아형에 대한 분포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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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222장장장 재재재료료료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111...HHHeeellliiicccooobbbaaacccttteeerrr표표표준준준균균균주주주 및및및 대대대조조조균균균주주주
본 실험에 사용한 표준균주는 H.pyloriAmerican TypeCultureCollection

(ATCC)43504와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내원한 환자에서 분리 동정한
HP51균주를 사용하였다.

222...환환환자자자 및및및 임임임상상상 검검검체체체 수수수집집집
2005년 8월에서 11월까지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용인세브란스병원에 내원하여 진단 목적으로 내시경을 시행 받은 환자의 위
전정부에서 생검조직을 채취하여 Rapid urease test(CLOTM Kimberly-Clark,
Roswell,U.S.A)를 시행하고,원인 세균배양검사,Helicobacter속 특이 PCR,H.
pylori특이 PCR에 의해서 확인한 73균주를 사용하였다.임상환자의 질환은 내시
경시술 소견과 조직병리결과 바탕으로 위염 39예,위궤양 16예,십이지장궤양 18예
이며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질환의 분포는 Table3과 같다.

333...UUUrrreeeaaassseee ttteeesssttt
333---111RRRaaapppiiiddduuurrreeeaaassseeettteeesssttt
위 전정부에서 채취한 조직 한 개의 절편을 즉시 상품화된 gel검사키트

(CLOTM Kimberly-Clark,Roswell,U.S.A)에 접종하여 37℃에 배양하면서 1차 판
독은 20분 후에 자홍색으로 변하는 것을 양성으로 판정하였고 2차 판독을 24시간
이 지난 후 다시 확인하였다.

333---222UUUrrreeeaaassseeebbbrrrooottthhhttteeessst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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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양된 colony를 생화학적 동정검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BactoUreabrothBase
Dehydrated(증류수ℓ당 1 g Bacto pepton,1 g Bacto dextrose,5 g sodium
chloride,2gpotassium phosphatemonobase,20gureaDifco,0.012gBacto
phenolred)로 조제방법에 따라 만들어 배양된 colony를 접종하여 자홍색으로 변
하는 집락을 양성으로 판정하였다.

444...HHHeeellliiicccooobbbaaacccttteeerrrpppyyylllooorrriii배배배양양양
위내시경에서 채취한 위생검 조직은 즉시 homogenizer를 사용하여 완전히 분쇄

하고 분쇄액을 Műller-Hintonagar(BBL),10% bovineserum,supplement(10㎍/
㎖ vancomycin,25 ㎍/㎖ nalidixic acid,1 ㎍/㎖ amphotericin B,8 IU/㎖
polymyxinB)가 혼합된 배지에 접종한 후 5∼10% CO2,100% 습도유지하고 37℃
에서 3∼5일간 배양하여 단일 집락(대략 1mm크기의 희미한 우유빛,작은 모래알
성상)을 택하여 ureasebrothtest,oxidasetest양성 확인 후 동일조건으로 증균
하였다.
분리된 균주는 생장상태의 보존을 위해 10% bovineserum 과 20% glycerol이

첨가된 Műller-Hintonbroth에 suspension하여 -196℃의 액체질소에 보관하였다.
또한 plate에 남아 있는 균을 모아 genomicDNA를 extraction하여 -80℃이하에
보관하였다가 본 실험에 사용하였다.
-196℃의 액체질소에 보관중인 대조검체는 37℃에 급속 해동시켜 임상검체와

동일한 방법으로 배양하였다.

555...검검검체체체로로로부부부터터터 DDDNNNAAA 추추추출출출
위생검 조직으로부터 분리배양한 집락을 AccuPrep® GenomicDNA Extraction

Kit(BioneerCo.,Daejeon,Korea)를 이용하여 시행하였으며 균주 104∼108을
proteinaseK와 bindingbuffer로 혼합한 후 60℃에서 10분 동안 incubation시키고
isopropanol를 넣었다.이후 bindingcolumntube에 옮긴 후 완전히 침전시킨 후 2
회 반복하여 세척하고 마지막으로 Elutionsolution으로 genomicDNA를 추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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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그 외 kit사용에 있어서 주의사항은 제조회사의 술식에 따랐다.대조검체도 위
와 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666...OOOllliiigggooonnnuuucccllleeeoootttiiidddeeeppprrriiimmmeeerrrsss
H.pyloricagA 유전자 보유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GenusHelicobacter특이

염기서열 중합효소 연쇄반응에는 FoxJG(6)등이 사용한 primer,H.pylori특이
중합효소 연쇄반응에는 Jong-BaeKim(12)등이 사용한 primer,H.pyloricagA
특이 중합효소 연쇄반응에는 KiddMe(13)등이 사용한 primer를 사용하고 핵산
염기서열과 PCR에 필요한 조건은 Table1에 나타내었다.Fig1,Fig2와 같이
EPIYA-motif가 포함된 염기서열을 A,B,C,D 영역으로 구분할 때 일정한 규칙
을 가지고 있다.대부분 첫 번째(A)와 두 번째(B)motif는 모두 가지고 있으며
cagA-Western인 경우 A,B에 이어서 C 영역이 1～3회 반복하게 되고 East
Asian-cagA인 경우는 A,B에 이어서 D group이 오게 된다(9).Western
CagA-specific, SHP-2 binding sequence (WSS) 한 것과 East Asian
CagA-specific,SHP-2bindingsequence(ESS)에 특이한 primer를 위하여 각각 C
영역,D영역에 특이적인 forwardprimer위치를 찾고 reverseprimer는 두 type의
공통영역 위치에서 PCR에서 구분할 수 있는 크기를 찾았다.
NCBI (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mation) web site

(http://www.ncbi.nlm.nih.gov/)를 통해서 Western type primer는 accession
number AB015413를 기초로 40개 염기서열과 East Asian type primer는
accessionnumberAB190945를 기초로 하여 27개 염기서열을 Multiplesequence
alignment를 시행하고 이을 바탕으로 Oligoprogram Version6(Wojciech& Piotr
RyChilk,WestLascade,U.S.A)를 이용하여 PCR primer를 고안하고 주문 제작
(BioneerCo.,Daejeon,Korea)하여 사용하였다.

777...중중중합합합효효효소소소 연연연쇄쇄쇄반반반응응응
PCR 반응의 mixture은 templateDNA 2㎕에 dATP,dGTP,dTTP,dCTP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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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2.5mM이 되도록 혼합한 dNTPs를 최종농도가 200㎛이 되도록 넣었다.그
후 10x buffer(10mM Tris-HCl,400mM KCl,15mM MgCl2)2㎕,Taq
polymerase0.5U을 첨가하고 각각 primerset40pmol/㎕를 최종 반응 농도가 4
pmol이 되도록 넣은 후 멸균 증류수로 최종 반응하는 양이 20㎕가 되도록 하였
다.반응조건은 table2.에서와 같이 thermalcycler(GeneAmp® PCR System
2700,Perkin-ElmerCetus,Boston,U.S.A.)를 사용하여 DNA를 증폭하였다.
반응이 종료된 후 0.5㎍/㎖의 ethidium bromide를 첨가한 agarosegel에 전기

영동하여 ultraviolettrans-illuminator(Vilberlouramat,MameLaValle,France)
로 각각의 증폭 산물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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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ggguuurrreee 111... NNNuuucccllleeeoootttiiidddeee ssseeeqqquuueeennnccceee ooofff WWWeeesssttteeerrrnnn---cccaaagggAAA tttyyypppeee (((GGGeeennnBBBaaannnkkk
aaacccccceeessssssiiiooonnnnnnuuummmbbbeeerrr:::AAABBB000111555444111333)))iiinnnttthhheee333'''rrreeegggiiiooonnnooofffttthhheeecccaaagggAAA gggeeennneee... Each
position offorward and reverseprimersisunderlined and 5EPIYA motifs
positionisindicatedasboldtypeletter.

AAGAAAGAATTGAATGAGAAATTTAAAAATTTCAATAACAATAACAATAATGGA
CTCGAAAACGAACCCATTTATGCT AAAGTTAATAAAAAGAAA

ACAGGACAAGTAGCTAGCCCTGAAGAACCCATTTACGCT CAAGTTGCTAAAAA
GGTGAATGCAAAAATTGACCGACTCAATCAAGCAGCAAGTGGTTTGGGTGGTG
TAGGGCAAGCGGGC

TTCCCTTTGAAAAGGCATGATAAAGTTGATGATCTCAGTAAGGTAGGGCGAT
CAGTTAGCCCTGAACCCATTTATGCT ACGATTGATGATCTCGGCGGACCT

TTCCCTTTGAAAAGGCATGATAAAGTTGATGATCTCAGTAAGGTAGGGCTTTCA
AGGAATCAAGAATTGGCTCAGAAAATTGACAATCTCAGTCAAGCGGTATCAGA
AGCTAAAGCAGGTTTTTTTAGCAATCTAGAGCAAACGATAGACAAGCTCAAAG
ATTCTACAAAATACAATTCTGTGAATCTATGGGTTGAAAGTGCAAAAAAAGTGC
CTGCTAGTTTGTCAGCGAAACTAGACAATTACGCTACTAACAGCCACACACGCA
TTAATAGCAATATCCAAAATGGAGCAATCAATGAAAAAGCGACCGGTATGCTA
ACGCAAAAAAACCCTGAGTGGCTCAAGCTCGTGAATGATAAGATAGTTGCGCA
TAATGTGGGAAGCGTTCCTTTGTCAGAGTATGATAAAATTGGCTTCAACCAGAA
GAATATGAAAGATTATTCTGATTCGTTCAAGTTTTCCACCAAGTTGAACAATGC
TGTAAAAGACGTTAAGTCTAGCTTTACGCAATTTTTAGCCAATGCATTTTCTACA
GGATATTACTCCTTGGCGAGGGAAAATGCGGAGCATGGAATCAAAAATGTTAA
TACAAAAGGTGGTTTCCAAAAATCTTAA

TTCCCTTTGAAAAGGCATGATAAAGTTGATGATCTCAGTAAGGTAGGGCGAT
CAGTTAGCCCTGAACCCATTTATGCT ACGATTGATGATCTCGGCGGACCT

TTCCCTTTGAAAAGGCATGATAAAGTTGATGATCTCAGTAAGGTAGGGCGAT
CAGTTAGCCCTGAACCCATTTATGCT ACGATTGATGATCTCGGCGGACCT

A

C (WSS)
C

C

B

2605

2923

3025

3127

2821

2701

285 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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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ggguuurrreee222...NNNuuucccllleeeoootttiiidddeeessseeeqqquuueeennnccceeeooofffEEEaaassstttAAAsssiiiaaannn---cccaaagggAAA tttyyypppeee(((GGGeeennnBBBaaannnkkk
aaacccccceeessssssiiiooonnnnnnuuummmbbbeeerrr:::AAABBB111999000999444555)))iiinnnttthhheee333'''rrreeegggiiiooonnnooofffttthhheeecccaaagggAAA gggeeennneee... Each
positionofforwardandreverseprimersisunderlinedand3EPIYA motifs
positionisindicatedasboldtypeletter.

AGGAAAGAATTGAACGAGAAATTATTTGGAAATTCCAATAACAATAATAATGGA
CTCAAAAACAGCACAGAGCCTATTTACGCT AAAGTTAATAAAAAGAAA

GCAGGACAAGCAGCTAGCCCTGAAGAGTCTATTTACGCT CAAGTTGCTAAAAAGGT
GAGTGCAAAAATTGACCAACTCAACGAAGCTACATCAGCAATAAATAGAAAAATTG

ACCGGATTAACAAAATTGCATCAGCAGGTAAAGGAGTG
GGCAATTTCAGTGGAGCAGGGCGATCAGCTAGCCCTGAACCCATTTACGCT ACA
ATTGATTTTGATGAGACAAATCAAGCAGGC

TTCCCTCTTAGGAGAAGTGCTGCAGTTAATGATCTCAGTAAAGTAGGGCTTTCA
AGGGAACAAGAATTGACTCGTAGAATTGGCGATCTCAATCAGGCGGTATCAGA
AGCTAAAACAGGTCATTTTGACAACCTAGAACAAAAGATAGATGAACTCAAAG
ATTCTACGAAAAAGAATGCTTTGAAGTTATGGGCTGAAAGCACGAAACAAGTG
CCTACTGGTTTGCAGGCGAAATTGGACAATTACGCTACTAACAGCCACACACGC
ATTAATAGCAATGTCCAACATGGAACAATCAATGAAAAAGCGACCGGCATGCT
AACGCAAAAAAACCCTGAGTGGCTCAAGCTCGTGAATGATAAGATAGTTGCAC
ATAATGTGGGAAGCGCTCATTTGTCAGAGTATGATAAAATTGGATTCAACCAAA
AGAATATGAAAGATTATTCTGATTCGTTCAAGTTTTCCACCAAGT
TGAACAATGCCGTAAAAGACATTAAGTCTAGCTTTGTGCAATTTTTAACCAATA
CATTTTCTACAGGAGCTTACAACTTGATGAAGGCAAATGTGGAACATGGAGTCA
AAAACACTACAAAAGGTGGTTTCCAAAAATCTTAA

A

D (ESS)

B

577 bp

2569

2905

2782

2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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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Taaabbbllleee111...TTThhheeessseeeqqquuueeennnccceeesssooofffPPPCCCRRR ppprrriiimmmeeerrrsssuuussseeeddd fffooorrrdddeeettteeeccctttiiiooonnn ooofffgggeeennnuuusss
HHHeeellliiicccooobbbaaacccttteeerrr---ssspppeeeccciiifffiiiccc,,,HHH... pppyyylllooorrriii---ssspppeeeccciiifffiiiccc,,, cccaaagggAAA,,, WWWeeesssttteeerrrnnn---cccaaagggAAA,,, aaannnddd
EEEaaassstttAAAsssiiiaaannn---cccaaagggAAA

*NucleotidepositioninthecagA geneofH.pylori(GenBankaccessionno.AB015413)
**NucleotidepositioninthecagA geneofH.pylori(GenBankaccessionno.AB190945)

                               Oligonucleotide  Sequence (5’ to 3’)
Expected Size of 

PCR Product
References

Helicobacter spp.    
   C97            GCT ATG ACG GGT ATC C 
  C05            ACT TCA CCC CAG TCG CTG

1200 bp 6

H. pylori          
 HPU185      CCT ACG GGG GAA AGA TTT AT                
 HPU826      AGC TGC ATT ACT GGA GAG ACT

642 bp 12

cagA               
   F1               GAT AAC AGG CAA GCT TTT GAG GG        
   B1              CTG CAA AAG ATT GTT TGG CAG A

349 bp 13

Western-cagA       
   WF2           ATG ATC TCG GCG GAC GAC CTT T
  WR1          TGC GTG TGT GGC TGT TAG TAG

285 bp This study*

East Asian-cagA     
   EF1            GCA TCA GCA GGT AAA GGA GTG    
  ER1           ACT TGG TGG AAA ACT TGA ACG

577 bp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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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Taaabbbllleee 222... TTThhheee PPPCCCRRR cccooonnndddiiitttiiiooonnnsss uuussseeeddd fffooorrr dddeeettteeeccctttiiiooonnn ooofff GGGeeennnuuusss
HHHeeellliiicccooobbbaaacccttteeerrr---ssspppeeeccciiifffiiiccc,,,HHH...pppyyylllooorrriii---ssspppeeeccciiifffiiiccc,,,cccaaagggAAA,,,WWWeeesssttteeerrrnnn---cccaaagggAAA,,,aaannndddEEEaaasssttt
AAAsssiiiaaannn---cccaaagggAAA

*MultiplexPCR,Western-cagA andEastAsian-cagA primersetasWF2-EF1-WR1

2.0 %2.0 %2.0 %2.0 %2.0 %1.5 %TBE Agarose gel (%)

10' 0010' 0010' 007' 0015' 0015' 00
Additional extension 
72℃℃℃℃

303030301' 30 1' 30 
Extension 
72℃℃℃℃

57 ℃℃℃℃

30

57 ℃℃℃℃

30

55 ℃℃℃℃

30

57 ℃℃℃℃

30

52 ℃℃℃℃

1' 00

55 ℃℃℃℃

1' 00

Annealing Tm
(℃℃℃℃)

303030301' 001' 00
Denaturation
95℃℃℃℃

5' 005' 005' 005' 002' 302' 30
Initial denaturation
95℃℃℃℃

Multiplex*
PCR

East Asian-
cagA

Western-
cagA

cagAH. pylori     
Helicobacter. 

spp

2.0 %2.0 %2.0 %2.0 %2.0 %1.5 %TBE Agarose gel (%)

10' 0010' 0010' 007' 0015' 0015' 00
Additional extension 
72℃℃℃℃

303030301' 30 1' 30 
Extension 
72℃℃℃℃

57 ℃℃℃℃

30

57 ℃℃℃℃

30

55 ℃℃℃℃

30

57 ℃℃℃℃

30

52 ℃℃℃℃

1' 00

55 ℃℃℃℃

1' 00

Annealing Tm
(℃℃℃℃)

303030301' 001' 00
Denaturation
95℃℃℃℃

5' 005' 005' 005' 002' 302' 30
Initial denaturation
95℃℃℃℃

Multiplex*
PCR

East Asian-
cagA

Western-
cagA

cagAH. pylori     
Helicobacter. 

spp

35 cycle35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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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333장장장 연연연구구구 성성성적적적 및및및 결결결과과과

111...대대대상상상 환환환자자자의의의 질질질환환환
본 실험에 사용된 분리 균주에 대한 환자의 질환은 위염 39예(53%)로 가장 많

았고,다음은 십이지장궤양이 18예(25%),위염이 16예(22%)였다.위염은 남자(22
예,48%)보다 여자(17예,63%)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십이지장궤양은 여자(4예,
15%)보다 남자(14예,30%)가 높게 나타났다(Table3).

TTTaaabbbllleee333...CCCllliiinnniiicccaaalllppprrrooofffiiillleeeooofffttthhheeessstttuuudddiiieeedddgggrrrooouuupppsss

　 Chronicgastritis Gastriculcer Duodenalulcer

Numberof
isolates 39(53%) 16(22%) 18(25%)

Meanageof
patients 50 54 47

Female  
            

Male
17(63%)  
22(48%)

 6(22%)
10(22%)

4(1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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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HHHeeellliiicccooobbbaaacccttteeerrrgggeeennnuuusss---ssspppeeeccciiifffiiicccCCCLLLOOOttteeesssttt및및및 배배배양양양
위 전정부로부터 생검조직 151 검체를 채취하여 CLO test에서 양성

54%(82/151),음성 46%(69/151)로 나타났으며 배양한 모든 검체 중 48.3%(73/151)
에서 Helicobacterpylori를 분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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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HHHeeellliiicccooobbbaaacccttteeerrrgggeeennnuuusss특특특이이이염염염기기기서서서열열열,,,HHH...pppyyylllooorrriii특특특이이이염염염기기기
서서서열열열,,,cccaaagggAAA의의의 검검검출출출
분리배양으로부터 얻은 임상검체 73주 Helicobactergenus특이 염기서열,H.

pylori특이염기서열,cagA 유전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미 알려져 있는 각각의
primers(Table 1.)를 사용하여 중합효소 연쇄반응을 시행하였다.Helicobacter
spp.는 1200bp,H.pylori는 642bp,cagA는 349bp각각의 예상하였던 특이 염
기서열을 양성대조균주 ATCC43504,HP51,임상검체에서 증폭산물을 확인하였으
며 Helicobacterspp.,H.pylori는 100%(73/73),cagA는 94%(69/73)로 검출되었다
(Tabl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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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WWWeeesssttteeerrrnnn---cccaaagggAAA의의의 검검검출출출
Westerntype를 결정하기 위하여 고안한 primer(Table1.)를 사용하여 PCR을

시행하였으며 한 개의 WSS영역은 102 bp 크기이며 보통 1～3번 반복하므로
ATCC43504에서 예상하였던 285bp,387bp,489bp의 산물의 C-C-Ctype을 검
출하여 하였다(Figure.3.).H.pylori로 확인 된 73주를 모두 시행하여 Figure.3.
에서 같이 285bp(YS6,7,53),387bp(YS6)각각의 Western-cagA type으로 확
인하였으며 또한 WSS영역의 반복 횟수를 통하여 C-C type(YS6),C type(YS7,
53)각각 확인하였다.본 실험에 사용된 임상검체에서 Western-cagA의 보균율은
4.1%(3/73)로 나타났다(Table4.). Figure.3에서 증폭되지 않은 Lane2(HP51,
D-type),Lane6(YS51,A-Btype),Lane7～12(YS14,32,79,81,73,74)은 East
Asian-cagA type검출 과정에서(Figure.4)확인이 되었다.

FFFiiiggguuurrreee...333...PPPCCCRRR aaammmpppllliiifffiiicccaaatttiiiooonnn ooofffWWWeeesssttteeerrrnnn---cccaaagggAAA ssspppeeeccciiifffiiiccc ppprrriiimmmeeerrr ssseeettt,,,
WWWFFF222---WWWRRR111...Lane M,DNA molecularsize standard[(100-bp laddermarker)
(Bioneer Co.,Taejun,Korea)];Lane 1,ATCC43504(C-C-C type);Lane 2,
HP51(D type);Lane3,YS6(C-C type);Lane4,YS7(C type);Lane5,YS53(C
type); Lane 6～12, YS51, 14, 32, 79, 81, 73, 74; Lane N, Negative
control(autoclavedwater).

285 bp

489 bp 

387 bp

M 1  2 3 4 5 6    7     8 9    10 11 12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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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EEEaaassstttAAAsssiiiaaannn---cccaaagggAAA의의의 검검검출출출
EastAsiantype를 결정하기 위하여 고안된 primer(Table1.)를 사용하여 PCR

을 시행하였으며 ESS영역을 포함한 예상하였던 577bp(D type)의 산물을 양성대
조검체 HP51에서 검출하였다(Figure.4.).본 실험에 사용된 검체에서 East
Asian-cagA의 보균율은 94.5%(69/73)로 나타났다(Table4.).
Figure.4에서 증폭되지 않는 Lane2(ATCC43504,C-C-C type),Lane3(YS6,

C-C type),Lane4(YS7,C type),Lane5(YS53,C type),Lane6(YS51,A-B
type)은 Western-cagA type검출 과정에서(Figure.3)확인이 되었다.

FFFiiiggg...444...PPPCCCRRR aaammmpppllliiifffiiicccaaatttiiiooonnn ooofff EEEaaasssttt AAAsssiiiaaannn---cccaaagggAAA ssspppeeeccciiifffiiiccc ppprrriiimmmeeerrr ssseeettt,,,
EEEFFF111---EEERRR111...Lane M,DNA molecular size standard[(100-bp ladder marker)
(BioneerCo.,Taejun,Korea)];Lane1,ATCC43504;Lane2,HP51(D type);
Lane3～6,YS6,7,53,51:Lane7,YS14(D type);Lane8,YS32(Ctype);Lane
9,YS79(D type);Lane10,YS81(D type);Lane11,YS73(D type);Lane12,
YS74(Dtype);LaneN,Negativecontrol(autoclavedwater).

577 bp

M 1  2 3 4 5 6    7     8 9    10 11 12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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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WWWeeesssttteeerrrnnn---cccaaagggAAA 과과과 EEEaaassstttAAAsssiiiaaannn---cccaaagggAAA의의의 mmmuuullltttiiipppllleeexxxPPPCCCRRR
Western과 EastAsian type를 한 번의 PCR를 시행하여 구별하고자 각각의

forwardprimers WF2,EF1과 공통의 reverseprimerWR1를 사용하여(Table1.)
PCR를 시행하였다.Figure.5.에서 Westerntype으로 예상한 285bp(ATCC43504,
YS6,7),387bp(ATCC43504,YS6),489bp(ATCC43504)를 각각 확인하였으며 반
복 횟수를 통하여 C-C-C type(ATCC43504),C-C type(YS6),C type(YS7)으로
1～3회 반복되는 경우의 예를 Figure.3과 같이 동일한 결과를 확인하였다.East
Asian-cagA type으로 ESS영역이 포함된 373bp(HP51,YS79,81)의 예상한 증
폭산물을 확인하였으며 Western-cagA type과 크기가 다른 산물을 얻어 구분 할
수 있었다.

FFFiiiggguuurrreee...555...MMMuuullltttiiipppllleeexxx PPPCCCRRR aaammmpppllliiifffiiicccaaatttiiiooonnn ooofff WWWeeesssttteeerrrnnn---cccaaagggAAA aaannnddd EEEaaasssttt
AAAsssiiiaaa---cccaaagggAAA ssspppeeeccciiifffiiicccppprrriiimmmeeerrrssseeettt,,,WWWFFF222---EEEFFF111---WWWRRR111...LaneM,DNA molecular
size standard[(100-bp laddermarker)(BioneerCo.,Taejun,Korea)];Lane 1,
ATCC43504(C-C-Ctype);Lane2,HP51(Dtype);Lane3,YS6(C-Ctype);Lane
4,YS7(C type);Lane 5,YS79(D type);Lane 6,YS81(D type);Lane N,
Negativecontrol(autoclavedwater).

373 bp

M        1 2 3 4 5 6 N

285 bp

489 bp 

387 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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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Taaabbbllleee444...DDDiiissscccrrriiimmmiiinnnaaatttiiiooonnnbbbeeetttwwweeeeeennnEEEaaassstttAAAsssiiiaaannn---cccaaagggAAA aaannndddWWWeeesssttteeerrrnnn---cccaaagggAAA iiinnn
iiisssooolllaaattteeesssfffrrrooommm gggaaassstttrrriiicccbbbiiiooopppsssiiieeesss

*CG,chronicgastritis;GU,gastriculcer;DU,duodenalulcer.
**D,EastAsian-cagAtype;C,Western-cagA type;-,A-Btype

YS No. Age Sex Diagnosis * CLO test
Helicobacter 

spp.
H. pylori cagA East Asian /Western  **

1 53 F GU  +  +  + + East Asian (D)

2 45 M DU  + + + + East Asian (D)

3 66 M CG  + + + + East Asian (D)

4 23 F DU  + + + + East Asian (D)

5 58 M CG  + + + + East Asian (D)

6 54 M CG  + + + + Western (C-C)

7 46 F CG  + + + + Western (C) 

8 44 F CG  + + + + East Asian (D)

9 45 F CG  + + + + East Asian (D)

10 44 F DU  + + + + East Asian (D)

11 41 M CG  + + + + East Asian (D)

12 49 M DU  + + + + East Asian (D)

13 61 M DU  + + + + East Asian (D)

14 55 M CG  + + + (-) East Asian (D)

15 60 M DU  + + + + East Asian (D)

16 60 F DU  + + + + East Asian (D)

17 47 M CG  + + + + East Asian (D)

18 35 M CG  + + + + East Asian (D)

19 54 F CG + + + + East Asian (D)

21 49 M DU + + + + East Asian (D)

24 49 M CG + + + + East Asian (D)

26 45 F CG + + + + East Asian (D)

27 49 M GU + + + + East Asian (D)

28 64 F GU + + + + East Asian (D)

32 42 M CG + + + (-) East Asian (D)

33 68 F CG + + + + East Asian (D)

35 44 F CG + + + + East Asian (D)

36 46 F DU + + + + East Asian (D)

37 62 F CG + + + + East Asian (D)

38 48 M CG + + + + East Asian (D)

39 79 M GU  + + + + East Asian (D)

40 50 M CG + + + + East Asian (D)

41 48 M CG + + + + East Asian (D)

42 46 M GU + + + + East Asian (D)

43 54 M CG + + + + East Asian (D)

44 56 M GU + + + + East Asian (D)

45 40 M CG + + + + East Asian (D)

46 45 F CG + + + + East Asian (D)

47 68 F GU + + + + East Asian (D)

48 40 F CG + + + + East Asian (D)

49 46 M GU + + + + East Asian (D)

50 25 M DU + + + + East Asian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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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ooonnntttiiinnnuuueeeddd

*CG,chronicgastritis;GU,gastriculcer;DU,duodenalulcer.
**D,EastAsian-cagA type;C,Western-cagAtype;-,A-Btype

YS No. Age Sex Diagnosis * CLO test
Helicobacter 

spp.
H. pylori cagA East Asian /Western  **

51 47 M DU + + + + AB type (-)

52 69 F CG + + + + East Asian (D)

53 49 M DU + + + + Western (C) 

54 48 M CG + + + + East Asian (D)

55 59 M CG + + + + East Asian (D)

56 59 M CG + + + + East Asian (D)

57 37 M GU + + + + East Asian (D)

58 70 M CG + + + + East Asian (D)

59 60 M GU + + + + East Asian (D)

60 39 M DU + + + + East Asian (D)

61 48 M GU + + + + East Asian (D)

62 40 M GU + + + + East Asian (D)

63 50 M DU + + + + East Asian (D)

64 47 M DU + + + + East Asian (D)

65 45 M DU + + + + East Asian (D)

66 59 M DU + + + + East Asian (D)

67 41 F CG + + + + East Asian (D)

68 51 F GU + + + + East Asian (D)

69 40 F CG + + + + East Asian (D)

70 48 F CG + + + + East Asian (D)

71 28 F CG + + + + East Asian (D)

72 48 M DU + + + + East Asian (D)

73 35 M CG + + + + East Asian (D)

74 44 F GU + + + + East Asian (D)

75 70 F CG + + + + East Asian (D)

76 52 F CG + + + + East Asian (D)

77 59 F GU + + + + East Asian (D)

78 55 M CG + + + + East Asian (D)

79 52 M CG + + + (-) East Asian (D)

80 46 M CG + + + + East Asian (D)

81 70 M GU + +  + (-) East Asian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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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444장장장 고고고 찰찰찰

H.pylori에 감염되면 대부분이 만성위염을 유발하며 이들 환자중 15～20%는
위궤양이나 십이지장궤양으로 악화되고 1% 미만에서 위선암이 발생한다(17).이와
같이 임상표현형은 경미한 무증상 위염에서 위암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
타나는 것은 다양한 인자들과 상호작용에 의해 질환의 표현형이 결정됨을 암시한
다.세계적으로 H.pylori에 감염된 집단에서 나타나는 병원성 질환의 임상 표현
형이 지리적인 분포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서구(Western)지역에서 보
다 동아시아(EastAsian)지역에서 더욱 높은 위암발병률이 보고되고 있다(3).
동아시아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cagA의 양성율이 질병과의 관계에서
유의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지만 병리기전을 이해하기에는 광범위한 지지를 받
지 못하고 있어 본 실험에서는 cagA 양성균주에서 서로 다른 아형을 구별하고
국내에서의 분포도를 확인하여 다양한 임상표현형을 이해하는데 기초가 되고자
하였다.서양에서 분리한 균주와 동아시아에서 분리한 균주 사이에 cagA의 염기
서열이 구별이 되며(1)이러한 염기서열이 위 질환에서 염증의 정도,위염의 활성
도,위축과 위암의 발생이 EastAsian-cagA 양성 균주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cagA 음성 또는 Western-cagA 양성 균주를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 보다 더 높은
발병률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2).
H.pyloricagA 3'영역에서 특정한 핵산의 염기서열(Figure1.2)이 존재하며

EPIYA(Glu-Pro-ILe-Tyr-Ala)motifs를 포함한 다양한 크기와 횟수가 일정하
게 반복되어 있다.이러한 아형들은 A영역,B영역은 공통으로 가지고 있고 서양지
역에서는 C영역을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D영역을 가지고 있다.cagA의 EPIYA
motifs포함된 핵산염기서열이 각각의 A-type,B-type,C-type,D-type으로 구분
할 수 있다.Western-cagA type은 주로 A-B-C,A-B-C-C,A-B-C-C-C,East
Asian-cagA type은 A-D, A-B-D, A-A-B-D, B-A-B-D, A-B-B-D,
A-B-A-B-D,A-B-D-B-D,A-B-D-A-B-D,Non-Western EastAsian-ca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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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은A-B-B으로 조합되어 나타난다(2). cagA에 모두 존재하는 A-type과
B-type은 EPIYA motifs에서 tyrosine이 인산화가 되어 숙주세포의 SHP-2와 결
합능력이 거의 없으며 C-type 과 D-type은 높은 결합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C-type이 1개 보다 2～3개 반복되는 균주에서 높은 결합력을 보이고 D-type을 가
진 균주에서는 이 보다 더욱 높은 결합력이 세포의 hummingbirdphenotype으로
나타난다(9).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면 한 지역에서 더 높은 병독성이 있는
CagA proteins을 가진 H.pylori가 EastAsian지역에서 위암의 발생에서 영향이
있음을 뒷받침 하고 있다.
2005년 8월에서 11월까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용인세브란스병원 소화기

내과에 내원하여 내시경을 시행 받은 환자에서 H.pylori73균주를 분리 배양하여
GenusHelecobacter특이 염기서열,H.pylori,cagA를 확인하고 cagA의 아형 분
포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Western-cagA primer set인 WF2,WR1과 East
Asian-cagA primerset EF1,ER1으로 PCR에서 예상한 산물을 확인하였다.
Western-cagA type은 4.1%(3/73)의 낮은 분포율을 보였다.이 중에서 1개의 균주
에서는 C-C(YS6)type으로 검출되고 2개의 균주에서는 Ctype으로 검출이 (YS7,
53)되었으며 양성대조균주 ATCC43504에서는 C-C-C type이 Western-cagA
primerset으로 반 복 되는 횟수 까지 알 수 있었다.기본적으로 하나의 C type
산물이 285bp이며 1회 반복되는 크기의 102bp만씩 증가하게 된다(Figure3.).
EastAsian-cagA type분포율은 94.5%(69/7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임상질환
과의 관계에서 gastric ulcer에서 100%(16/16), chronic gastritis에서
94.9%(37/39),duodenalulcer에서 88.9%(16/18)로 모든 질환에서 높은 분포율을
가지고 있었다.Azumaetal.:(2004)에 의하면 EastAsian-cagA 음성인 균주와
Western-cagA 양성인 균주보다 EastAsianCagA양성인 균주에서 염증의 정도,
위염의 활동성,위염의 위축성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2).
H.pyloricagA의 PCR검사에서는 94.5%(69/73)로 검출되었으나 cagA음성인 4

개의 균주는(YS14,32,79,81)는 EastAsian-cagA type의 정확한 증폭산물을 검
출하였다.본 실험실에서 고안된 primer는 NIBC BLAST (http://www.ncbi.
nlm.nih.gov/blast/)에서 확인이 되었으며 이 것은 cagA gene의 다양한 변화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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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아마도 본 실험에 사용한 cagA primer(13)는 해당 산물을 증폭하지 못한 것으
로 추정한다.YS51균주는 양쪽 모두에서 검출되지 않았다.Azumaetal.(2),
Yamazakietal.(24)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A-B,A-B-Btype로 추정할 수 있다.
위에서 사용된 primers를 기본으로 두 아형을 쉽게 진단 할 수 있는 multiple
PCR을 시행하였다.두 아형의 특이적인 forwardprimerWF2,EF1을 사용하고
reverseprimers는 두 아형이 공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개의 primersWR1,
ER1중에 변별력이 우수한 WR1을 사용하였다.Figure5.와 같이 Western-cagA
type은 Figure3.과 동일한 산물을 얻었으며 EastAsian-cagA type에서는 577bp
보다 작은 크기의 373bp산물을 통하여 구별할 수 있었다.
최근 cagA의 두 아형을 구분할 수 있는 검사법은 C 영역과 D 영역 중에서

92bp크기 해당하는 핵산 염기서열 증폭을 시도하였다.그러나 전통적인 중합효
소 연쇄방법으로 EastAsian-cagA인 경우는 증폭산물의 크기와 양이 작아 gel
electrophoresis에서 구분하기 어려웠고 Western-cagA은 증폭산물이 확인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본 실험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위장관 검체에서 분리한 H.pylori-cagA의 아형

분류를 위해 새로 고안한 Western-cagA와 EastAsian-cagA primersset를 사용
하여 분류할 수 있었으며 또한 muliplex이용과 WSS의 반복되는 수를 확인 할
수 있었다.위생검 조직에서 분리한 H.pylori73균주에서 Western-cagA type은
4.1%의 낮은 분포율을 보였으며 EastAsian-cagA type에서는 94.5%로 매우 높은
분포율을 확인 할 수 있었다.그러나 임상질환군 관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
으며 앞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CagA 아형 분류를 하여 여러 임상질환 연구에 활
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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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555장장장 결결결 론론론

2005년 8월에서 11월까지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용인세브란스병원에서 내시경 시술을 시행한 환자로 부터 H.pylori73균주
를 분리 배양하였다.그리고 중합효소 연쇄반응을 이용하여 CagA 아형 분류를
시도하였다.
Western-cagA type과 EastAsian-cagA type의 핵산 염기서열을 증폭할 수

있는 primersset를 고안하여 72균주에서 아형을 분류하였다.EastAsian-cagA
type이 94.5%의 높은 분포율을 보였으며 반면에 Western-cagA type은 4.1%의 낮
은 분포율을 보였다.cagA 양성이었으나 분류되지 않은 1균주에 대해서는 A-B,
A-B-B type으로 분류할 수 있었으며 또한 4균주에서 cagA 음성이었으나 아형
분류에서는 EastAsian-cagA type(D type)로 판정하였다.Western-cagA type로
판정한 3균주 가운데 2균주에서 C type,1균주에서 C-C type,ATCC43504에서
C-C-Ctype의 반복되는 WSS횟수를 확인 할 수 있었다.
Multiplex PCR을 이용하여 cagA을 쉽게 분류 할 수 있었으며 두 아형의

forwardprimers와 reverseprimer는 공통적인 하나만을 사용하여 서로 다른 길
이의 증폭산물을 확인하였다.EastAsian-cagA type양성은 각각 위염 94.9%,위
궤양 100%,십이지장 궤양 88.9%로 높은 분포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임상질환별
관계에서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위 결과는 이전에 보고된 자료와 같이 동아
시아지역에서의 높은 분포도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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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lllaaassssssiiifffiiicccaaatttiiiooonnnooofffCCCaaagggAAA TTTyyypppeeeiiinnnHHHeeellliiicccooobbbaaacccttteeerrrpppyyylllooorrriii
SSStttrrraaaiiinnnsssIIIsssooolllaaattteeedddfffrrrooommm GGGaaassstttrrroooiiinnnttteeessstttiiinnnaaalllTTTrrraaaccctttuuusssiiinnnggg

PPPooolllyyymmmeeerrraaassseeeCCChhhaaaiiinnnRRReeeaaaccctttiiiooonnn

An,ByoungRak
Dept.ofBiomedicalLifeScience

TheGraduateSchoolofHealthandEnvironment
YonseiUniversity

H.pyloriCagA proteinusestypeⅣ secretionsystem tobeinjectedinto
gastricepitherialcellstoundergotyrosinephosphorylation,andiscombined
with SHP-2(Src homology 2 domain-containing tyrosine phosphatase) to
disturbsignaltransmissionsystem,affectingcell'sproliferation,differentiation,
apoptosis,andformationofhummingbirdphenotype.
Thisreaction manifestshigherbonding capacity in EastAsian isolates,

thaninWesterngeographicisolates,whichleadstothepresumptionthatit
playsan importantrolein diversesetsofgastrointestinaldiseases.In this
experimentatotalof73H.pyloristrainsisolatedfrom Koreangastrointestinal
tractwereexaminedthedistributionofWesterncagA typeandEastAsian
cagA typeusingPCR(PolymeraseChainReaction).
ExperimentwasconducedattheYong-InSeveranceHospitalattachedto

YonseiUniversityCollegeofMedicine,from AugusttoNovember2005. With
multiplex PCR,designed in thisexperiment,itwaspossibletoidentif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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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cy ofrepetition for C domain thatincludes WSS(Western specific
sequence).DistributionratioofWesterncagA typeislow with4.1%,andthat
ofEastAsiacagA typecomprisesthemostwith94.5%.Therelationshipof
CagA typeofH.pyloriandthegastrointestinaldiseaseprogressionshouldbe
furthermorestudied.

Keywords:H.pylori,CagA,SHP-2,Western,EastAsian,subtype,
multiplexP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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