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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s Gene Mutations in Malignant Fibrous Histiocyt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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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ras gene mutations have been described in various human malignancies,
suggesting that their activation may play a role in oncogenesis. However, there are few
reports concerning ras gene alterations in malignant fibrous histiocytomas. We therefore
designed a study to determine the prevalence and type of mutations in the first exons of H-
ras and K-ras genes in these tumors. Methods : Twenty-seven malignant fibrous histiocy-
tomas were investigated by direct sequencing analysis with the automated DNA sequencing
of polymerase chain reaction-amplified ras sequences. Results : Twenty-four mutations
were found in 18 (67%) of the tumors: GGC to GAC transition mutations at codon 13 of K-ras
(coding for aspartic acid instead of glycine) in 18 of the samples and GGC to GTC transver-
sions at codon 12 of H-ras (coding for valine instead of glycine) in six of the lesions. Conclu-
sions : Our data suggest an involvement of the ras gene mutation in conjunction with other
yet unknown events in the tumorigenesis and/or progression of malignant fibrous histiocy-
tomas. The K-ras gene activation predominated in these tumors by a mutation at codon 13. It
is noteworthy that H-ras mutations were detected only in association with the lesions contain-
ing K-ras mutated genes, the significance of which remains to be deter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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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섬유성조직구종에서 ras 유전자의 돌연변이

ras 유전자에 관한 연구는 인체 여러 종류의 암종에서 활발히

진행되어 췌장암1,2과 장암3,4에서 특히 높은 빈도의 돌연변이

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ras 유전자는 비슷한 구조를 가

진 세 가지 유전자(H-ras, K-ras, N-ras)로 나뉘어지는데, 각

각 서로 다른 암종에 관여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들은 모두

p21ras 단백을 coding한다.5 정상적으로 p21ras 단백은 삼인산 구

아노신 및 이인산 구아노신과 결합해서 GTPase 활성을 하게되

며 이에 따라 ras 단백이 비활성화된다. 그러나 ras 유전자에 돌

연변이가 일어나면 활동성 암유전자로 바뀌어 p21ras 단백내의

GTPase 기능이 감소하게 되어 결국 세포 성장을 촉진한다.

돌연변이는 거의 부분 codon 12, 13, 61에서 하나의 염기가

교체되어 일어난다.6 Harvey와 Kirsten 마우스 육종 바이러스

(murine sarcoma virus)의 변형 유전자로서 처음 기술된 이

ras 유전자는, 세포 배양에서 변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바, ras

변환 세포는 육종 세포와 유사한 모양을 보이면서 누드 마우스

에 주입하면 육종이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7-9 또한 인체 횡

문근육종에서 추출한 변형 유전자가, 교잡 분석(hybridization

analysis)을 한 결과 Kirsten 마우스 육종 바이러스와 관련이

있음이 보고되었다.10 Hall 등11은 횡문근육종과 섬유육종의 세

포주에서 얻은 변형 유전자가 N-ras임을 밝혀내어 인체 육종과

ras 유전자의 연관성을 시사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

지 육종에서의 ras 유전자 돌연변이에 관한 연구는 매우 드물어

자료가 제한적이기에, 저자들은 악성 섬유성조직구종에서 ras

유전자의 돌연변이 여부 및 조직병리학적 소견들과의 연관성을

알아보고자 본 실험을 시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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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었다. 연령 분포는 16세부터 71세까지 으며, 평균 연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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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세 다. 그중 60 군이 9예(33.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이 50 군으로 8예(29.6%) 으며, 50-60 군이 63%를 차지하

다. 남자는 8예(29.6%) 고 여자는 19예(70.4%)로 남녀 비

는 0.42:1이었다. 5-65개월간의 추적 관찰이 가능하 던 총 16

예 중 재발하거나 원격 전이한 환자는 3예 다.

방법

DNA 추출

신선한 조직을 10% 중성 포르말린에 고정한 후 통상적인 방

법에 따라 파라핀 포매괴를 제작해서 HE염색을 하여 진단한 다

음, 파라핀 포매괴 중 조직 면적이 1 cm2 이상으로 괴사나 출혈

이 없으며 전체의 80% 이상이 종양 세포로 구성된 포매괴만 선

택하 다. 종양이 침윤되지 않은 주위 조직은 정상 DNA 추출

에 이용하 다. 10 m 두께의 연속 절편을 5매씩 얻어 eppen-

dorf tube에 넣어 xylene과 알콜을 거쳐 파라핀을 제거하 다.

다른 조직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절편 제작시 박절기 칼

을 바꾸어 사용하 고, 정상 부위와 종양 부위의 DNA 분리는

페놀 추출법12으로 하 다. 파라핀을 제거한 검체에 400 g/mL

의 단백분해효소(proteinase K)가 포함된 용해 완충액(lysis

buffer; 1 M Tris, 0.5 M EDTA, 10% sodium dodecyl sul-

fate)을 넣어 53℃ 수조에서 하룻밤 방치시킨 후 동량의 페놀과

이소아 알콜을 함유한 클로로포름 혼합액(Phenol:CHCl6:

Isoamyl alcohol, 25:24:1)으로 2회, 그리고 다시 이소아 알콜

을 함유한 클로로포름(CHCl6:Isoamyl alcohol, 24:1)으로 2회

처리하여 수용액 상태의 DNA를 얻었다. 그 다음 동량의 ether

를 가하여 원침시켜서 상층액을 제거하고, -20℃에 보관한 무수

알콜과 5 M NaCl을 넣어 -20℃에서 12시간 동안 두었다가 다

시 원침시켰다. 침전된 DNA는 1x TE 완충액(10 mM Tris, 1

mM EDTA)으로 용해시켜 표적 DNA로 사용하기 위하여 -20

℃에 보관하 다.

중합효소연쇄반응

올리고누클레오티드 시발체(oligonucleotide primer)는 ras

유전자의 염기배열 지도에 따라 설계된 것으로서 주문하여 사용

하 다(Table 1).

중합효소연쇄반응을 위해 조직에서 추출한 DNA 2 L (1

g/100 L)에 각 primer 1.6 L씩 넣고 증류수로 전체 양이

10 L가 되도록 한 다음 광유 한 방울을 점적하 다. 그리고

dNTPs (Pharmacia, LKB, Gaithersburg, MD, U.S.A.) 2 L,

Taq 중합효소(Cetus-Perkin-Elmer, Norwalk, CT, U.S.A.)

0.25 L, 2 L의 10x McCarthy buffer, 1.2 L의 MgCl2를

증류수 4.8 L와 혼합하여 첨가한 후, 94℃에서 3분간의 변성

과정을 거친 다음, 중합효소연쇄반응(MJ Research PTC-100,

Watertown, MA, U.S.A.)은 94℃에서 1분, 55℃에서 1분, 72

℃에서 1분의 순환을 35회 반복 시행하고 마지막에는 72℃에서

10분간 두었다.  

중합효소연쇄반응 후 반응물 중 3 L를 취하여 2% agarose

gel에서 80 volt로 20분간 전기 동 후 자외선 조사기(Model

TR-302, 서린과학, Seoul, Korea)를 사용하여 증폭된 DNA 띠

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 다음, 폴라로이드 카메라(UV DNA SL

II Camera System, 서린과학, Seoul, Korea)로 촬 하 다.

DNA Sequencing

중합효소연쇄반응이 끝난 반응물은 QIAquick PCR purifi-

cation kit (Qiagen, Valencia, CA, U.S.A.)를 이용하여 정제

하고 염기서열 분석은 373A DNA 자동 분석기(Applied

Biosystems, Foster City, CA, U.S.A.)를 사용하 다. 모든 검

체에서 돌연변이의 유무와 그 확인을 위하여 양쪽 가닥이 함께

검색되었으며 정상 조직으로부터의 검체도 염기서열 분석이 실

시되었다.

통계처리

통계처리는 SPSS 통계프로그램(version 7.0 for Windows)

을 이용하여 Fisher's exact test로 분석하 고 유의수준은 0.05

미만으로 하 다. 

결 과

상 증례 27예 중 다형성-차륜(pleomorphic-storiform) 아

형이 20예로 가장 많았고 점액성 아형이 4예, 거 세포 아형이

3예 다. 중합효소연쇄반응 후 ethidium bromide로 염색한

agarose gel의 전기 동으로 모든 검체에서 예상되는 크기의

증폭된 DNA 띠를 확인할 수 있었다.  

조군과 27예의 악성 섬유성조직구종을 상으로 하여 자동

염기서열 분석법으로 H-ras와 K-ras 유전자의 codon 12와 13

을 포함하는 exon 1을 검색한 결과, 조군은 모두 정상 염기서

열을 보 으나 암종에서는 18예(67%)에서 총 24개의 ras 유전

자 돌연변이가 관찰되었다(Table 2). 모든 돌연변이는 하나의

염기 치환으로 이루어졌고, 1예에서 이종접합성 돌연변이가 관

찰되었다(Fig. 1). K-ras 돌연변이는 18예에서 관찰되었는데

Primer sequence
(sense/antisense)

size of 
amplified 
fragment 

(base pairs)

H-ras 5'-CTG-AGG-AGC-GAT-GAC-GGA-ATA-TAA-GC-3' 121
5'-CTC-TAT-AGT-GGG-GTC-GTA-TTC-GTC-CA-3' 

K-ras 5'-ATG-ACT-GAA-TAT-AAA-CTT-GTG-GTA-3' 113
5'-AC-CTC-TAT-TGT-TGG-ATC-A-3'

Table 1. Oligonucleotide primer pairs to amplify fragments of
the ras gene



 234 유진 ㆍ이아원ㆍ강석진 외 1인

모두 Codon 13의 두 번째 염기에서 일어나(GGC→GAC) 정

상 라이신이 아스팔테이트로 치되었다(Fig. 2). Codon 12

는 정상이었다. K-ras 돌연변이가 있는 암종들을 아형별로 보

면 다형성-차륜 아형이 15예(총 20예 중 75%)이고, 점액성 아

형이 3예(총 4예 중 75%)로 거 세포 아형에서는 돌연변이가

발견되지 않았다(Table 3).  

한편 H-ras의 경우 돌연변이가 6예에서 관찰되었는데 모두

codon 12의 두번째 염기 G가 T (GGC→GTC)로 치환되어

라이신 신 발린으로 바뀌었다(Fig. 3). Codon 13은 정상이었

다. H-ras 돌연변이가 일어난 예들은 모두 다형성-차륜 아형이

었는데 특이하게 K-ras 돌연변이도 함께 일어나 결국 이중 돌

연변이 다. H-ras와 K-ras 유전자의 돌연변이와 암종의 조직

학적 아형이나 크기, 위치 및 재발 사이에 통계적으로 의의 있

는 상관 관계는 없었다(Table 3, 4).

고 찰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췌장암의 75% 이상,1 장암의

50%,3 그리고 폐암의 25%13에서 ras 유전자의 활성이 관찰되어

ras 유전자와 암 유발 사이에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 다. 그러

나 ras 유전자가 발암 과정에 미치는 기전이나 임상적 의의는

아직 명확히 밝혀진 바 없다. 육종은 간엽세포에서 발생하는 여

러 가지 암종을 통칭한다. 육종에서 ras 유전자의 돌연변이에

한 자료는 매우 제한적이며 산발적이다. 학자들에 따라 그 발

생 빈도는 다양하게 기술되어, 횡문근육종의 35%에서 K-ras나

N-ras의 돌연변이가 있었고,14 평활근육종의 14%에서 K-ras

돌연변이가 관찰되었으며,15 골육종에서는 ras 유전자의 돌연변

이가 없었다고16 보고되었다. 한편 비닐 클로라이드에 노출된 적

이 있었던 환자에게서 발생한 간의 맥관육종의 경우, 6예 중 5

예(83%)에서 K-ras codon 13에 돌연변이가 확인되었다.17 본

연구에서는 연부조직 육종 중 가장 흔한 악성 섬유성조직구종을

상으로 H-ras와 K-ras 유전자의 돌연변이 여부를 살펴보고,

조직학적 아형이나 기타 소견들과 비교하여 상관 관계가 있는지

를 알아보고자 하 다.  

본 연구 결과 ras 유전자의 돌연변이는 총 27예의 악성 섬유

GCCCACACCGACGGCGCCCAC
50 60

A in tumor

T in tumor

▼

�
�

3’CAC- CCG- CGG- CCG- CCA- CAC- CCG5’
5’GTG- GGC- GCC- GGC- GGT- GTG- GGC3’

Normal “antisense”
Normal “sense”

Fig. 3. Case PS-15 shows a transversion mutation (GGC�GTC)
in the second base of H-ras codon 12. This figure also demon-
strates sequencing of the antisense strand.

CTTGCCTACGNCACCAGCTCC
60 70

C&T in tumor

G&A in tumor

▼

↘↙

↘↙

3’CCT- CGA- CCA- CCG- CAT- CCG - TTC5’
5’GGA- GCT- GGT- GGC- GTA- GGC- AAG3’

Normal “antisense”
Normal “sense”

Fig. 1. Demonstration of K-ras mutation in exon 1 (case PS-11).
There is a heterozygous mutation in the second base of codon
13, as evidenced by a C-to-C&T mutation in the antisense strand
of the sequence. The sequence printout is color coded as fol-
lows: G, black; A, green; T, red; C, blue.

CTTGCCTACGTCACCAGCTCC
50 60

T in tumor

A in tumor

▼

�

�

3’CCT- CGA- CCA- CCG- CAT- CCG - TTC5’
5’GGA- GCT- GGT- GGC- GTA- GGC- AAG3’

Normal “antisense”
Normal “sense”

Fig. 2. In this figure, which represents tumor tissue from case
MYX-2, the second base position of K-ras codon 13 of the sense
strand is mutated from G to A as indicated by a C-to-T mutation
seen in the antisense strand of the 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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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조직구종 중 18예(67%)에서 24개가 관찰되어, ras 유전자가

이 암종의 발생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H-ras codon 12의 돌연변이가 6예(22%)에서 확인되었다.

Wilke 등18은 6예의 악성 섬유성조직구종, 5예의 횡문근육종과

1예의 평활근육종을 상으로 한 H-ras 유전자 연구에서 2예

(33%)의 악성 섬유성조직구종과 1예(20%)의 횡문근육종에서

돌연변이를 발견하 다고 보고하 다. 그들의 증례에서 보인 돌

연변이는 악성 섬유성조직구종 2예 모두 codon 12의 GGC가

GAC로 치환되어 정상 라이신 신에 아스팔테이트로 바뀌었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H-ras 돌연변이를 보인 증례 모두 동

일 염기 부위가 GTC로 치환되어 Bohle 등19의 연구 결과와 부

합하 다. 본 연구를 포함한 연구 결과들은 악성 섬유성조직구

Case Age/Sex Site
H-ras K-ras

Mutation

PS-1 56/M Upper arm codon 12/GTC/homo codon 13/GAC/homo
PS-2 59/F Mesentry codon 12/GTC/homo codon 13/GAC/homo
PS-3 62/M Buttock codon 12/GTC/homo codon 13/GAC/homo
PS-4 28/F Thigh absent absent
PS-5 16/F Calf absent absent
PS-6 60/F Thigh absent absent
PS-7 58/M Back absent absent
PS-8 28/F Shoulder codon 12/GTC/homo codon 13/GAC/homo
PS-9 56/M Upper arm absent codon 13/GAC/homo
PS-10 49/F Calf codon 12/GTC/homo codon 13/GAC/homo
PS-11 29/M Popliteal area absent codon 13/GAC/hetero
PS-12 65/M Scalp absent codon 13/GAC/homo
PS-13 63/M Oral cavity absent absent
PS-14 49/F Thigh absent codon 13/GAC/homo
PS-15 65/F Buttock codon 12/GTC/homo codon 13/GAC/homo
PS-16 67/F Thigh absent codon 13/GAC/homo
PS-17 68/F Thigh absent codon 13/GAC/homo
PS-18 54/F Knee absent codon 13/GAC/homo
PS-19 51/F Sacral area absent codon 13/GAC/homo
PS-20 71/F Thigh absent codon 13/GAC/homo
MYX-1 21/F Shoulder absent absent
MYX-2 16/F Calf absent codon 13/GAC/homo
MYX-3 39/F Back absent codon 13/GAC/homo
MYX-4 56/M Back absent codon 13/GAC/homo
GC-1 60/F Thigh absent absent
GC-2 61/F Retroperitoneum absent absent
GC-3 55/F Knee absent absent

MFH: malignant fibrous histiocytoma, PS: pleomorphic-storiform MFH, MYX: myxoid MFH, GC: giant cell MFH, homo: homozygous, hetero: heterozy-
gous, M: male, F: female.

Table 2. Patients, tumor data and results of ras gene direct sequencing of MFHs

No. of
Cases

Mutation

H-ras K-ras
Histologic subtype

NS NS
Pleomorphic-storiform 20 6 (30%) 15 (75%)
Myxoid 4 0 3 (75%)
Giant cell 3 0 0
Total 27 6 (22%) 18 (67%)

Table 3. ras gene mutations found in the different subtypes of
MFHs

MFH: malignant fibrous histiocytoma.

H-ras mutation K-ras mutation

- + p-value - + p-value

Tumor site NS NS
Upper extremity 12 0 5 8
Lower extremity 1 1 0 2
Retroperitoneum 1 1 1 0
Others 7 4 3 8

Tumor size NS NS
<5 cm 4 1 1 4
5-10 cm 13 4 5 12
>10 cm 4 1 3 2

Prognosis NS NS
Relapsed (n=3) 3 0 2 1

Table 4. Correlation between ras mutations and clinicopatho-
logic parameters



종에서 H-ras 돌연변이가 일어날 때에는 codon 12의 두 번째

염기가 가장 민감하다는 것을 증명하 다. Bohle 등19은 점액성

아형이 가장 높은 빈도(9예 중 4예)의 H-ras 돌연변이를 보

다고 하 으나, 본 연구에서는 4예의 점액성 아형 모두 H-ras

돌연변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암종의 아형과 H-ras 돌연

변이와의 상관 관계는 확실치 않으며 앞으로 좀더 많은 상 증

례의 실험을 거쳐 돌연변이와 조직병리학적 아형과의 상관 관계

여부가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K-ras 돌연변이는 18예(67%)에서 일어나 다른 저자의 결과

와 비교할 때 높은 발생 빈도를 보 다. Bos 등5은 10예의 악성

섬유성조직구종의 올리고누클레오티드 교잡법에 의한 ras 유전

자 연구에서 돌연변이의 증거가 관찰되지 않았다고 보고하 으

며, Gill 등20의 NIH-3T3 DNA transfection assay를 이용한

연구에서도 3예의 악성 섬유성조직구종 모두 전환 활성도

(transforming activity)가 없었다고 하 다. 이 두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직접적인 염기서열 분석법에 비해 덜 민감한 방법들

이 이용되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러한 결과의 차이가 연

구 방법에 따른 차이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한편

Bohle 등19은 직접적인 염기서열 분석법으로 악성 섬유성조직구

종에서 ras 돌연변이를 살펴본 결과, 9개의 돌연변이를 발견하

으나 모두 H-ras 돌연변이로, K-ras 돌연변이는 없었다고 하

다. 본 연구와 이들의 연구에서 K-ras 돌연변이의 빈도 차이

는, 상 증례의 분화도, 조직학적 소견 및 임상 병기의 차이나

암종 체취, DNA 추출, 중합효소연쇄반응, 염기서열 분석 등을

포함하는 시행 과정의 차이 때문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본 연구에 이용된 예들은 모두 한국인 환자들의 조직인 데 비해

그들의 증례들은 유럽 중부 지역의 환자들로 구성되었다는 점에

서, 지역적∙종족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인지 확실하지 않으나 그

차이도 감안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를 확인하기 위

해서는 이민자들을 포함한 다종족으로 구성된 증례들에 한 광

범위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문헌을 살펴보면 어떤 ras 유전자가 어느 암종과 더 상관 관

계가 있는지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K-ras는 폐, 

장, 췌장 및 담관에 발생하는 선암종에서, H-ras는 방광암에서,

N-ras는 혈액암에서 많이 관찰된다고 한다.19 본 연구에서는 K-

ras 돌연변이가 H-ras 돌연변이보다 많아(67% vs. 22%), 악

성 섬유성조직구종의 경우 K-ras 활성이 더 우세함을 보여주었

으며 codon 13이 K-ras 돌연변이의 우선 표적임을 시사하 다.

인체의 K-ras 돌연변이는 부분 codon 12에서 일어나고

codon 13의 돌연변이는 드물다. 췌장암에는 codon 13의 돌연변

이가 거의 없으며 폐암종과 위장관암종의 경우에는 K-ras 돌연

변이 중 codon 13의 돌연변이 비율이 각각 7%13와 10%21에 불

과하 다. 평활근육종에서는 총 7개의 K-ras 돌연변이 중 6개

가 codon 12의 돌연변이이고 한 개만 codon 13의 돌연변이15

다. 반면에 간에 발생한 맥관육종 6예에서는 5개의 K-ras 돌연

변이 모두 codon 13에서 관찰되어17 돌연변이가 일어난 K-ras

유전자 위치와 암종의 연관성은 확실하지 않다.  

H-ras와 K-ras 유전자의 이중 돌연변이는 6예에서 관찰되었

다. 이들은 한 개의 돌연변이만 있거나 돌연변이가 없는 예들과

비교할 때 조직학적 소견이나 임상 소견상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악성 섬유성조직구종에서 이중 돌연변이에 한 보고는 아직까

지는 없었기에 그 의의나 중요성은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악성 섬유성조직구종에서 ras 돌연변이는 K-ras 돌연변이만 있

든지 K-ras와 H-ras 돌연변이가 모두 보이든지 하는 점으로 미

루어 보아 H-ras 돌연변이가 일차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아마도 K-ras 돌연변이가 일단 일어나고 이차적으로 H-ras 돌

연변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측되는데, 무엇이 이차적인 돌연변

이를 유발하는지는 앞으로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까지의 문헌에서 다양한 육종이 산발적으로 연구되었고 상 증

례수도 많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검색된 ras 유전자 종류도 일관

되지가 않았기에 추후 좀더 체계적이고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

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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