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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f Microsatellite Alterations of 3p and 11q 
Chromosomes in Uterine Cervical Adenocarcinoma

Eung Seok Lee, Hye Jin Jeong, Hee Jeoung Kim and Insun Kim

Department of Pathology, Korea University Medical College, Seoul, Korea

Background : Uterine cervical cancer is the most prevalent cancer in Korean women, and
the incidence of adenocarcinoma has been increasing. Loss of heterozygosity (LOH) analy-
sis is used to identify regions which harbor a putative tumor suppressor gene. Methods :
DNA was extracted from the microdissected normal and malignant lesions of 34 uterine cer-
vical adenocarcinomas, 2 adenosquamous cell carcinomas, 13 squamous cell carcinomas,
and 10 endometrial adenocarcinomas. LOH and microsatellite instability (MSI)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microsatellite markers, D3S4103 (3p14.2), D3S1284 (3p12), D3S1289
(3p21.2-21.1), D3S1307 (3p25-ter), THRB (3p22-24.1), and D11S35 (11q22). The expres-
sion of Fhit protein was compared with the genetic abnormalities. Results : Microsatellite
alterations at 3p were detected in 37% of cervical adenocarcinomas, 16% of squamous cell
carcinomas, and 43% of endometrial adenocarcinomas. The alterations of 11q were found in
17% of cervical adenocarcinomas. Microsatellite alterations of D3S1307 and D11S35 were
detected in uterine cervical adenocarcinomas with high frequency. The frequency of FHIT
protein loss is higher in the cervical squamous cell carcinoma than in cervical and endometri-
al adenocarcinomas. Conclusions : Tumor suppressor gene of uterine cervical adenocarci-
noma may be located in 3p25-ter and 11q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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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 선암에서 3p와 11q 염색체의 Microsatellite 변이에 한 연구

자궁경부암은 한국 여성암 중 가장 발생빈도가 높고 전 세계

적으로도 두 번째로 많은 여성암이다. 자궁경부 선암의 유병률

은 경구피임제 사용의 증가로 인해 최근 상 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자궁경부암의 원인인자로서 Human Papil-

loma Virus (HPV)의 감염이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으

나 아직 그 암 발생 기전은 완전히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1,2 자

궁경부암의 발생과정에서도 정상의 자궁경부세포가 자궁경부 상

피내종양, 그리고 침윤성 암으로 발전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암

유전자의 활성화 또는 암억제 유전자의 불활성화가 동반되는 다

단계의 유전자 변이과정을 거치게 된다.3,4 자궁경부 편평세포암

의 병인 및 성상에 한 연구는 활발한 반면 선암종을 비롯한

자궁경부 선상피 기원 종양에 한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형성이 높은 DNA 표지자인 microsatellite

를 이용하여 자궁경부 선암 발생과정에서 일어나는 유전자 변이

를 조사하고자, 자궁경부암에서 이형성 소실(loss of heterozy-

gosity: LOH)의 빈도가 높다고 보고되고 있고 암억제 유전자

로서의 가능성이 높은 FHIT (fragile histidine triad) 유전자와

VHL (von Hippel-Lindau) 유전자가 존재하는 3번 염색체의

단완(3p)과 11번 염색체의 장완(11q) 역의 변이 연구를 시행

하 다. 또한 자궁경부암,5 자궁내막선암,6 난소암,7,8 유방암,9-11

장암,12,13 구강 편평세포암,14,15 윌름즈종양,16 신경모세포암7,18

등과 같은 다양한 악성 종양에서 유전자 변이의 유무가 예후에

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참고하여 자궁경부 선암의 종양 크기,

침윤 깊이, 림프절 전이 등의 예후 인자와 유전자 변이와의 관

계를 조사하고자 연구를 시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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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수술을 시행하여 자궁경부 선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파

라핀 블록 보관 상태가 양호하고, 정상 조직을 포함하고 있는

34예를 상으로 하 다. 조군으로는 자궁경부 선편평세포암

2예, 편평세포암 13예, 자궁내막 선암 10예를 사용하 다.

미세절제술과 DNA 추출

조직 내 DNA 채취를 위하여 정상 자궁경부 세포와 종양세

포를 포함하는 파라핀 포매조직을 6 m두께의 연속절편으로

만들어 HE 염색을 한 후, 슬라이드를 2% 리세롤용액에 2분

간 담가두었다가 꺼내, 현미경하에서 저배율로 관찰하면서 미세

절제기를 이용하여 정상 조직과 종양 조직으로 나누어 절제하

다(Fig. 1). 슬라이드로부터 어낸 정상 조직과 종양 조직을

각각 DNA extraction buffer (100 mM Tris-Hcl, pH 8.0;

1% Tween 20, 0.1 mg/mL proteinase K)가 들어 있는 1.5

mL eppendorf tube에 넣은 후, 52℃ 수욕조에서 2일 동안 방

치시켰다. 반응이 끝난 시료는 끓는 물에 10분간 방치하여 pro-

teinase K의 반응을 불활성화시킨 후, 냉장 보관하면서 이 중

용액 1 L를 중합효소연쇄반응(이하 PCR) 증폭 시 주형

DNA로 사용하 다.

LOH 분석

6개의 microsatellite 표지자들-D3S4103 (3p14.2), D3S1284

(3p12), D3S1289 (3p21.2-21.1), D3S1307 (3p25-ter), THRB

(3p22-24.1), D11S35 (11q22)을 사용하 는데, 이 중

D3S4103은 FHIT 유전자와 연관된 표지자이고, D3S1307은

VHL 유전자와, THRB는 갑상선 호르몬 수용체와 관련이 있으

며, D3S1284와 D3S1289는 자궁경부 편평세포암에서 LOH의

빈도가 높다고 보고된 표지자들로 TAKARA 회사에서 제작된

것을 사용하 다. 

종양 세포와 정상 세포에서 추출한 DNA를 주형으로 하여 각

각 PCR을 시행하 다. 각각의 PCR 용액은 주형 DNA, 0.2

mM dNTP, 10×buffer, 10 pmol/L primer, 1U Taq poly-

merase에 증류수를 가하여 12 L가 되게 하 다. PCR은 각

표본에 하여 35주기를 반복 실시하 으며, 모든 반응은 ther-

C D

A B

Fig. 1. Malignant cells of adenocarcinoma and squamous cell carcinoma in situ are microdissected. (A) beginning of microdissection
with a 30G1/2 needle at preselected gland of adenocarcinoma, (B) the same section after microdissection of adenocarcinoma, (C)
before microdissection of squamous cell carcinoma in situ, (D) after microdissection of squamous cell carcinoma in situ.



mal cycler (Perkin Elmer Cetus 9700, U.S.A.)에서 시행하

다. 각 주기에서 변성 반응은 94℃에서 30초, 결합 반응은

55-60℃에서 30초, 연장 반응은 72℃에서 40초씩 하고 마지막

주기의 연장 반응은 72℃에서 10분간 반응시켰고, 증폭된 PCR

산물을 2% agarose gel 전기 동으로 확인하 다. 각 표지자

들에 한 염기쌍 및 서열은 Table 1과 같다.

PCR 산물 3 L과 formamide loading dye (95% for-

mamide, 20 mM EDTA, 10 mM NaOH, 0.05% bromphenol

blue, 0.05% xylene cyanol) 3 L를 취해 98℃에서 5분간 끓

여 변성시킨 후, 얼음으로 급히 냉각시킨 다음 3 L 만 전기

동에 사용하 다. 7M urea를 포함하는 6% polyacrylamide gel

(40% polyacrylamide stock, 1×TBE)은 한쪽 유리판을 sig-

macoat (Sigma Chemical Co., MO, U.S.A.)로, 다른 쪽 유리

판을 binding solution (Bionexus Inc., CA, U.S.A.)으로 도포

한 후 만들었다. 전기 동을 1,400 V에서 1시간 반 동안 시행한

후 겔을 은 염색하 다. 은 염색은 결합용액에 의해 겔이 붙어

있는 유리판 쪽을 그 로 염색 용기에서 10% acetic acid로 30

분간 고정시킨 후, 증류수로 3분씩 2회 반복하여 세척하 다. 그

리고, 질산은 용액에서 30분간 반응시킨 다음 증류수에서 신속히

세척을 한 후, 탄산나트륨용액에서 띠가 뚜렷이 보일 때까지 발

색시키고, 앞 과정에서 사용한 고정액 10% 아세트산을 혼합하

여 반응을 중지시킨 후 띠의 소실 여부를 관찰하 다.

FHIT 단백질에 한 면역조직화학 염색

면역조직화학적 염색을 위해 포르말린 고정-파라핀 포매조직

을 4 m두께로 박절하여 슬라이드에 부착시킨 후 항온기(67

℃)에서 한 시간 가온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탈파라핀 한 후 각

각 다른 농도의 알코올로 함수한 후에 증류수로 수세하 다. 내

인성 과산화효소의 활성을 억제시키기 위해 3% 과산화수소수

를 사용하여 10분간 처리한 후 Tris 완충용액(Tris 3.025 g,

NaCl 40 g, 1M HCl 22 mL in H2O 5 L, pH 7.4)에 씻었다.

항원 회복을 위해 시트르산 완충용액 3 L (sodium citrate 14.7

g, 1M HCl 27 mL in H2O 5 L, pH 6.0)를 압력솥에 채우고

끓인 다음에 슬라이드를 넣고 압력이 최고(103 kPa)에 도달한

후부터 2분간 더 끓인 후 압력을 내리고 슬라이드를 꺼냈다. 차

단항체를 실온에서 10분간 반응시킨 후 일차항체를 실온에서 한

시간 반응시켰다. 사용한 일차항체는 미국의 Zymed사로부터

구입한 FHIT 단클론성 항체로서 1:200으로 희석하여 사용하

다. 조직을 Tris 완충액으로 수세하고 바이오틴결합된 2차항체를

가하여 실온에서 40분 반응시켰다. 다시 Tris 완충액으로 수세한

후 peroxidase가 결합된 streptavidin 용액을 가하여 20분간 반응

시키고 이를 다시 Tris 완충액으로 수세한 다음 발색제인 DAB

(3,3′-diaminobenzidine) 용액을 가하여 10분간 반응시켰으며,

hematoxylin으로 조염색, 알코올로 탈수한 후 봉입하 다.

결과 판정과 통계 처리

겔 상의 띠를 도 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정상 조직에

비해 종양 조직에서 50% 이상의 소실이 있는 경우를 LOH로

판정하 다. 정상 조직에 비해 추가 띠가 생긴 경우는

microsatellite instability (MSI)로 판정하 다. 실험 결과 중

동형접합성을 보이는 경우와 종양 세포와 조군 세포 중 어느

하나에서라도 PCR이 되지 않아서 유전자 변이를 확인할 수 없

는 경우(non-informative)는 제외하 다.

면역효소염색의 결과는 현미경 하에서 관찰하여 전체 종양 세

포 중 양성으로 염색된 세포의 비율을 구해, 염색 반응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음성, 양성으로 염색된 세포의 비율이 10% 이하

일 때는 1+, 그 이상일 때는 2+로 판독하 다. 

통계학적 분석은 자궁경부 선암과 선편평세포암, 편평세포암,

자궁내막 선암에서 각 microsatellite 표지자에 한 LOH와

MSI의 빈도를 백분율로 분석하 고, Fhit 면역조직화학 염색

결과와 FHIT microsatellite 표지자인 D3S4103과의 관계는 2

검정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결 과

염색체 3번과 11번에서의 유전자 변이

실험에 사용되었던 자궁경부 선암 34예, 선편평세포암 2예,

편평세포암 13예, 자궁내막선암 10예 중 5개의 염색체 3번

microsatellite 표지자들(D3S1284, D3S1289, D3S1307,

D3S4103, THRB)과 한 개의 염색체 11번 표지자인 D11S35에

한 LOH와 MSI의 빈도를 비교해 볼 때, 3번 단완에서 유의

한 예는 자궁경부 선암, 선편평세포암, 편평세포암, 자궁내막

선암에서 각각 19예, 1예, 13예, 7예 으며, 11번 장완에서 유

의한 예는 각각 24예, 2예, 11예, 5예 다. 자궁경부와 자궁내막

선암의 3번 단완의 유전자 변이는 37% (LOH 26%, MSI

11%)와 43% (LOH 29%, MSI 14%)로 자궁경부 편평세포

자궁경부 선암에서 3p와 11q  139

D3S4103 128 bp  forward   5' TTCTACTGCAATCCAGCCTGG 3'
reverse   5' GCCTTGGGTAGATTTATACCT 3'

D3S1284 155-178 bp forward  5' GCCTTGGGGGTAAATACTCT 3'
reverse   5' GGAATTACAGGCCACTGCTC 3'

D3S1289 197-215 bp forward  5' AAGCAACTTGTAAGAGAGCA 3'
reverse 5' CTCCTAGATATAATCACTGGCA 3'

D3S1307 237-251 bp forward  5' TAAATGACACTCCAGCAGCA 3'
reverse   5' GCACTCATCAATGTATGGGG 3

THRB 197-209 bp forward  5' GATCACAAGGATGCTAGAGT 3'
reverse   5' TCAAAGGAGTCAGGCTGTAG 3

D11S35 165 bp forward  5' ACAATTGGATTACTACTAGC 3'
reverse   5' TGTATTTGTATCGATTAACC 3'

Table 1. Primers used in study  



암의 16% (LOH 8%, MSI 8%)와 선편평세포암 0%보다 훨

씬 높았다. 그리고, 11번 장완에서의 유전자 변이는 자궁경부

선암에서만 17% (LOH 13%, MSI 4%) 고, 자궁경부 편평

세포암, 선편평세포암, 자궁내막 선암에서는 모두 관찰되지 않

았다(Table 2).

D3S1284는 자궁경부 선암 16예, 선편평세포암 1예, 편평세포

암 13예, 자궁내막 선암 4예에서 분석이 가능하 다. 자궁경부

선암에서는 1예의 LOH (6%)와 1예의 MSI (6%)가 있었으

며, 그 외는 LOH와 MSI가 관찰되지 않았다(Fig. 2, Table 3).

D3S1289는 자궁경부 선암 14예에서 분석이 가능하 는데 그

중 1예에서 LOH가 있었다(7%). 1예에서 MSI가 있었다(7%).

선편평세포암 1예, 편평세포암 10예, 자궁내막 선암 7예에서 분

석이 가능하 는데 선편평세포암과 편평세포암에서는 LOH와

MSI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자궁내막 선암 1예에서 MSI가 관찰

되었다(14%)(Table 3). D3S1307은 자궁경부 선암 9예, 편평

세포암 11예, 자궁내막 선암 4예에서 분석이 가능하 는데 자궁

경부 선암 3예에서 LOH가(33%), 편평세포암 1예에서 MSI가

있었으며(9%), 자궁내막 선암 2예에서 LOH가 관찰되었다

(50%)(Table 3). D3S4103은 자궁경부 선암 6예, 선편평세포

암 1예, 편평세포암 8예, 자궁내막 선암 4예에서 분석이 가능하

는데 자궁경부 편평세포암 1예에서 LOH가 관찰되었다

(13%)(Table 3). THRB는 자궁경부 선암 10예, 편평세포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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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p region                     11q

LOH          MSI        LOH       MSI

Uterine cervix
Adenocarcinoma 26% 11% 13% 4%
Squamous cell carcinoma 8% 8% 0% 0%
Adenosquamous cell carcinoma 0% 0% 0% 0%

Endometrial adenocarcinoma 29% 14%  0% 0%

LOH: loss of heterozygosity, MSI: microsatellite instability. 

Table 2. Microsatellite alteration according to the histologic
type and gene locus

Histologic types

LOH MSI

Histologic type   Frequency     Histologic type   Frequency

D3S4103 SCC 13% (1/8) 
D3S1284  AC     6% (1/16)      AC 6% (1/16)
D3S1289 AC     7% (1/14)    AC        7% (1/14)
D3S1307 AC    33% (3/9)     SCC     9% (1/11)

EAC      14% (1/ 7)
EAC   50% (2/4)

D11S35   AC    13% (3/24)    AC 4% (1/24)

AC: cervical adenocarcinoma, SCC: cervical squamous cell carcino-
ma, EAC: endometrial adenocarcinoma,  LOH: loss of heterozygosity,
MSI: microsatellite instability.

Table 3. LOH and MSI analysis of microsatellite markers

Fig. 2. Loss of heterozygosity (arrow) and microsatellite instability (arrow head) at D3S1284, D3S4103, D3S1307, D3S1289, and D11S 35
are shown. S: squamous cell carcinoma, N: normal tissue, T: tumor.

N T N T N T N T N T N T

N T N T N T N T T N T N T N T N T N T N T N T

N T N T N T N T

D3S1307 D3S1289 D11S35

D3S4103D3S1284

14

1 5 9 11 17 20 31 25 25 28 30 31

15 16 17 21 24 S8 S10 S11 S12



예, 자궁내막 선암 2예에서 분석이 가능하 으나, 모든 예에서

LOH와 MSI가 관찰되지 않았다(Table 3). 

사용된 표지자들 중 자궁경부 선암에서는 D3S1307 표지자에

서 가장 높은 빈도(33%)의 유전자 변이가 관찰되었고, D11S35

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빈도(17%)의 유전자 변이가 관찰되었다.

편평세포암에서는 D3S4103 표지자에서 가장 높은 빈도(13%)

의 유전자 변이가 관찰되었고, D3S1307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빈

도(9%)의 유전자 변이가 관찰되었다. 자궁내막 선암에서는

D3S1307 표지자에서 가장 높은 빈도(50%)의 유전자 변이가

관찰되었고, D3S1289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빈도(14%)의 유전

자 변이가 관찰되었다(Table 4). 

자궁경부 선암 34예 중 전자궁절제술을 시행한 20예의 종양

크기와 침윤 깊이, 림프절 전이를 microsatellite 유전자 변이와

비교해 볼 때 자궁경부 선암들의 종양 크기는 장경 1.5 cm에서

5.5 cm 사이 다. 침윤 깊이는 0.4 cm에서 3.5 cm 사이 으며,

이 중 D3S1307에 LOH가 발견된 자궁경부 선암 3예의 종양 크

기는 각각 1.5 cm, 1.5 cm, 2 cm 고, 침윤 깊이는 각각 0.7

cm, 0.7 cm, 1.6 cm로 종양 크기와 침윤이 적은 종양에서

D3S1307의 LOH가 관찰되었다. D3S1289에서 MSI가 발견된

자궁경부 선암 1예는 종양 크기가 4 cm, 침윤 깊이가 0.7 cm이

었고, D11S35에서 LOH가 발견된 자궁경부 선암 2예는 종양

크기가 각각 2.4 cm, 3 cm, 침윤 깊이가 1.1 cm, 3.5 cm의 침

윤이 큰 종양이었다. 림프절 절제를 시행한 17예 중 10예에서

전이가 없었으며, 전이가 있는 7예 중 가장 많은 전이 림프절

수는 8개 다. 이 중 D3S1307에 LOH가 발견된 3예 중 림프절

절제를 시행한 2예와 D3S1289에서 MSI가 발견된 1예, D11S35

에서 LOH가 발견된 2예에서 모두 림프절 전이가 없었다.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통한 Fhit 단백질 발현분석

면역조직화학 염색에 의한 Fhit 단백질의 발현 양상을 보면,

정상의 자궁경부 편평상피세포에서는 그 발현이 미약하며 주로

기저층 세포에 염색되었고, 상피세포가 분화하여 위층으로 올라

갈수록 그 발현이 낮아졌으며, 자궁경부 내막의 선상피세포와 변

형 의 편평상피화생에서도 강한 염색 양상을 보 다. 그리고 자

궁경부 선암 34예 중 9예(26%)에서 음성, 선편평세포암에서는

2예 모두 양성, 편평세포암에서는 13예 중 5예(38%)에서 음성,

자궁내막 선암 10예 모두에서 양성으로 염색되어, Fhit단백질 소

실은 자궁경부 편평세포암과 선암에서 높게 나타났다(Fig. 3). 

고 찰

자궁경부암 발생의 원인 인자로 HPV의 감염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려져 있으나 아직 그 암 발생의 분자적 기전은 완전히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1,2 암 발생 과정에서 유전적 변이의 한 축

을 이루는 암억제 유전자는 핵 전사와 세포 주기, 세포 증식 신

호전달 체계, 세포 표면 수용체 등을 조절하여 종양의 발생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 현재까지 알려진 암억제 유전

자로는 Rb, p53, APC, NF-1, NF-2, WT-1, VHL 유전자

등이 있다. 암억제 유전자의 불활성화를 가져오는 변화는 2개의

립 유전자에서 일어난 돌연변이와 돌연변이, 돌연변이와 결손,

결손과 결손의 3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으며, 이 중 립 유

전자의 결손은 LOH 분석으로 알 수 있다. 

종양 세포의 한 유전자 부위에서 고빈도의 유전자 변이가 존

재하는 것은 이 위치에 암억제 유전자가 존재할 가능성을 강하

게 시사하는 소견으로, 유전자 변이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한 쌍

의 립 유전자(allele)를 각각 구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연구

하고자 하는 유전자에 다형성이 많아야 한다. 다형성이 적을수

록 그 DNA 표지자는 동형접합이 될 가능성이 높고, 부친과 모

친에서 유래한 립유전자가 구별이 안되므로, 유용한 유전 정

보를 얻을 수 없게 되어 유전자 변이 분석에 이용할 수 없다.

Microsatellite는 CACACA…와 GTGTGT… 등과 같이 2개

내지 여러 개 염기서열의 단순한 반복 구조로, 부친과 모친에서

받은 한 쌍의 립 유전자에서도 부분 microsatellite의 염기쌍

의 반복 배열수가 다르므로 이형접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DNA 표지자이다.19

그 동안 자궁경부암의 발생에 관여하는 암억제 유전자를 발견

자궁경부 선암에서 3p와 11q  141

Histologic types                                           Microsatellite markers

Cervical cancer    
Adenocarcinoma               D3S1307 (33%)     D11S35 (17%)
Squamous cell carcinoma        D3S4103 (13%)     D3S1307 (9%)      
Adenosquamous cell carcinoma      

Endometrial adenocarcinoma   D3S1307 (50%)      D3S1289 (14%)

Table 4. Frequency of microsatellite alteration according to the
histologic type

Fig. 3. Negative immunostaining for Fhit suggests loss of Fhit pro-
tein.



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자궁경부암은 다른 암에

비해서 암억제 유전자의 존재를 알 수 있는 LOH의 빈도가 낮

은 것으로 알려져 왔다.20 그러나, 최근 민감도가 높은 방법인

microsatellite 표지자와 미세절제술을 이용한 연구에 의해 3p,

11q, 17p에서 높은 빈도의 LOH가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19,21,22

그러나 그 빈도와 암억제 유전자의 위치에 해서는 연구마다

다른 결과가 보고되고 있어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미세절

제술은 현미경 하에서 종양 세포를 추출할 수 있는 반면, 극도

의 정 성과 함께 미세절제기를 숙련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

이 필요하고, 한번의 과정에서 추출할 수 있는 세포수가 20-30

개 정도로 제한되기 때문에 수천 개의 세포를 채취하기 위해서

는 한 증례당 4시간 이상의 많은 시간이 필요하 다. 문헌 고찰

결과 미세절제술을 이용한 자궁경부 편평세포암의 암억제 유전

자에 한 연구는 있지만, 자궁경부 선암에 한 연구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자궁경부 선암의 경우 편평세포

암보다 훨씬 종양 세포를 채취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다. 종양 세포의 군집 내에 다수의 염증 세포가 침윤하거나 정

상 세포가 함께 채취된 경우 LOH의 판독이 어렵게 되지만 이

때에도 암세포의 비율이 80% 이상이면 LOH 분석은 가능하

다. 그리고 MSI 판독 시 microsatellite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PCR의 annealing 또는 extension 과정에서 여러 가지 het-

eroduplex band가 생성되었다. 저자들의 연구에서 염색체 3번

단완의 microsatellite 유전자 변이는 자궁경부 선암의 37%, 편

평세포암의 16%, 자궁내막 선암의 43%에서 관찰되었고, 11번

장완에서의 유전자 변이는 자궁경부 선암의 17%에서만 관찰되

었다. 이상의 결과 자궁경부 선암은 편평세포암에 비하여 3번

단완과 11번 장완의 유전자 변이가 높고, 자궁경부 선암의

3p25-ter 역과 11q22 역의 microsatellite에서 높은 빈도의

유전자 변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것은 종양 발

생 억제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이 역에 위치하고 있을 가능성

이 높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자궁내막 선암과

자궁경부 편평세포암에서도 3p25-ter 역의 유전자 결손이 관

찰되어 이 역의 유전자가 자궁경부와 자궁내막의 암종 발생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Ohta 등23은 상피세포암 세포주로부터 가족성 신세포암의 염

색체 전좌와 관련된 breakpoint인 3p14.2에 위치하는 유전자를

위치 클로닝 한 결과, 이 유전자는 아미노산 상동성 분석 상에

서 histidine 잔기 3개(histidine triad)가 잘 보존됨을 착안하여

염색체 절단부위라는 의미의 조각(fragile)의 첫 자“F”를

histidine triad 앞에 붙여서 FHIT (fragile histidine triad)로

명명하고, 이 유전자가 약 50%의 소화기암에서 비정상적인

mRNA를 만듦을 처음 보고하 다. 최근에는 Fhit 발현 이상의

빈도가 폐암,24 유방암,25,26 위암,27 두경부암28 등 여러 암에서 높

게 보고되어 이 유전자가 암억제 유전자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

다. 자궁경부암에서도 염색체 표지자의 연구를 통하여 FHIT

유전자 역에 LOH가 있음이 관찰되었고, 이러한 변화는 자궁

경부암 발생의 초기에 일어나는 현상임이 시사되었다.29 FHIT는

10개의 엑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4번 엑손은 5′UTR을 형

성하고 5번 엑손에서 가장 높은 결손 빈도를 보인다. 저자들의

연구에서는 FHIT유전자와 연관된 D3S4103에 자궁경부 편평세

포암 1예에서 LOH가 관찰되었다. D3S4103에 유의한 19예 중

14예가 Fhit면역조직화학 검사에 양성, 5예가 음성이었고, 면역

조직화학검사에 양성인 14예 중 13예에서 D3S4103에 유전자

변이가 없어 높은 상관 관계를 보여 주었다(p<0.01). 나머지 5

예에서는 면역조직화학 검사와 D3S4103 유전자 변이 모두 음

성을 보 는데, 이는 D3S4103 이외의 FHIT 유전자 내에서 다

른 부위의 이상으로 인해 Fhit 단백질 소실이 있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von Hippel-Lindau씨 병은 망막의 혈관종, 중추신경계의 혈

관모세포종, 신세포암, 갈색세포종, 췌장 및 신의 낭형성 등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이 질환과 관련된 유전자인 VHL 유전자는

3p25에 위치하고 있고 유전성 질환이나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종양에서 2개의 립형질이 모두 소실되거나 돌연변이 등으로

인한 불활성화를 보이고 있어 암억제 유전자로 알려져 있으며,30

신장에서 발생하는 종양에 한 gatekeeper 유전자로 생각된다.

자궁경부 선암을 상으로 한 저자들의 연구에서도 VHL 유전

자가 있는 3p25에 위치하는 D3S1307에서 가장 높은 빈도의 유

전자 변이가 관찰되었다.

자궁경부암에서 가장 중요한 예후인자는 임상병기이고 낮은

병기의 종양에서는 림프절 전이, 종양의 크기, 침윤 깊이, 자궁

방 조직으로의 침윤 등이 중요한 예후인자들이다. 그러나 자궁

내막 선암,6 난소암,7,8 유방암,9-11 장암,12,13 구강 편평세포

암,14,15 윌름즈종양,16 신경모세포암17,18 등의 종양에서는 LOH

유무가 예후에 향을 준다는 보고가 있다. 자궁경부 편평세포

암에서도 11q에 LOH가 있는 자궁경부암이 림프절 전이가 많고

침윤 깊이는 적으며 재발을 많이 한다는 문헌이 보고되었다.5 자

궁경부 선암을 상으로 한 저자들의 연구에서는, D3S1307

microsatellite 유전자 변이는 크기와 침윤 깊이가 작은 종양 3

예에서, D11S35의 유전자 변이는 침윤 깊이가 큰 종양 2예에서

관찰되었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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