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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Cyclin-dependent kinase-associated phosphatase (KAP) is a human dual-speci-
ficity protein phosphatase that dephosphorylates Cdk2 on threonine160 in a cyclin-dependent
manner and that is known as an up-regulated molecule in some malignant tumors. We investi-
gated the expression and clinicopathologic significance of KAP protein in relation to tumorige-
nesis of colorectal carcinoma. Methods : The expression patterns of KAP protein in tumor tis-
sue were examined by reverse transcription-PCR and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Results :
An enhanced transcriptional level of KAP mRNA was observed in 11 out of 12 colorectal car-
cinoma specimens. Immunohistochemical examination showed that KAP protein was more
highly expressed in the tumors than that in the adjacent non-neoplastic mucosal tissues for
52 of 102 colorectal cancer tissues. The statistical analysis showed that an increased level of
KAP protein in the colorectal cancer tissues was inversely correlated with the histologic grade,
tumor size and Duke’s stage. Conclusion : The present study suggests that alteration of KAP
might play a role, at least in part, in the tumorigenicity of colorectal carcinoma through the
mechanism of cell cycle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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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암에서 Cyclin-Dependent Kinase-Associated Protein Phosphatase

단백의 발현

장암은 국내외에서 높은 증가율과 사망률을 가진 표적인

종양 중의 하나다.1 장암의 발병기전으로는 유전적 불안정성

과 관련된 여러 가지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각기 다른 시기에 다

단계의 변화과정을 거쳐 일어남으로써 악성종양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2-4 이러한 변화는 정상 세포기능의 조절 이상과 관

련되며 결국 종양세포로의 형질전환과 침윤으로의 진행을 초래

하게 된다. 즉 정상 세포기능 중에서 세포주기의 규칙적인 조절

기능은 정상 세포증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세포주기를 조절

하는 유전자의 변화는 종양의 발생 및 진행에 접하게 관련될

수 있음이 보고되어 왔다.5-7

인간세포의 세포분열 과정에서 주기의 진행은 많은 사이클린

의존성 키나제를 필요로 한다.8 이러한 키나제의 활성은 세포주

기 동안에 사이클린이라고 알려진 조절단백계들과의 상호작용에

의존한다. 사이클린 의존성 키나제와 상호작용을 하는 단백들은

세포주기 조절과정에서 각 주기에 따라 분명하고 특별한 역할을

한다. 이들 중 포유동물에 존재하는 G1 사이클린 의존성 키나제

억제제는 손상된 DNA의 복구, 종양세포의 분화, 종양성장의

억제 그리고 세포노화와 관련된 다양한 과정 등과 연관되어 있

다고 알려져 있으며 KAP 단백도 사이클린 의존성으로 키나제

를 억제하는 인산분해 효소 중의 하나다.9,10 포유동물에서 후기

G1-세포주기에서 초기 S-세포주기 사이에 작용하는 KAP 단백

은“cyclin dependent kinase interactor 1 (Cdi1)”로도 불리며,

단백 타이로신 인산분해효소의 특징인 HCXX-XXGR 구조를

포함하고 있다.11,12 세포 내에서 KAP 단백은 사이클린 의존성

키나제 2 (Cdk2)에 결합한 후 트레오닌160을 탈인산화함으로써

Cdk2를 불활성화시키고 관련 사이클린의 소단위가 분해된다고

알려져 있다. 즉, G1-S 세포주기 과정에서 Cdk2의 활성화는

트레오닌160의 인산화와 사이클린A의 해리가 필요하며 KAP 단

백이 자연 단량체 Cdk2에서 트레오닌160만을 선택적으로 탈인산

화시킴으로써 Cdk2와 사이클린A의 활성을 억제한다. 최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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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KAP 단백이 조혈세포의 세포주기 조절자로 알려진 HTm4

와 결합됨으로써 KAP의 탈인산화 기능이 가속화된다고 보고하

다.13 KAP 유전자는 염색체 14q22에 위치하고 있으며,14 유방

암과 전립샘암,15 간암,16 뇌종양17에서 KAP 유전자 또는 단백의

과발현이 알려져 있으나 생체 내의 다양한 종양에서 세포주기

조절에 관련된 KAP 단백의 전반적인 역할과 임상-병리학적 의

의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수술로 치료한 장암 환자 102명의

장암조직에서 KAP에 한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시행하 고

KAP 단백의 발현양상과 여러 가지 임상-병리학적 예후인자들

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 다. 

재료와 방법

연구재료

장암조직은 2002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을지 학병원

외과학교실에서 장의 샘암종으로 진단받은 후 수술을 시행받은

환자로부터 얻어졌다. Reverse transcription-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 분석을 위하여 수술 직후 종양성 병변과

이웃하고 있는 정상 장점막조직을 얻은 직후 액체질소에 저장

하 고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시행하기 위하여 10% 중성완충

포르말린용액에 24시간 동안 처리하 다. 각 장암종은 WHO

분류에 의거하여 조직학적 분화도를 분류하 고 환자의 임상정

보는 종괴의 크기, 림프절전이 유무, 원격전이 유무 등의 병리조

직학적 분류를 중심으로 Duke 병기로 분류하 다. 

RT-PCR 분석

102명의 장암 환자 중 12개의 장암조직과 주변 정상점막조

직에서 AGPC 방법을 이용하여 전 RNA를 추출하 다.18 추출

된 RNA는 cDNA 합성키트(Stratagene, La Jolla, CA, USA)

를 이용하여 cDNA로 역전사하 으며 여기에는 역전사 효소를

포함한 50 L의 용액에 전 RNA 5 g과 oligo (dT) 시발체가

들어갔다. 역전사된 cDNA는 PCR에 의하여 280-bp 조각의

KAP으로 증폭하 다. 내부 비교군으로는 증폭된 GAPDH 조

각이 사용되었다. KAP의 PCR 상향 시발체는 5′-ACTGAAT-

TCGATGAAGCCGCCCAGTTC-3′이었고 하향 시발체는 5′-

TGCTATTTGAATTCCTTTATCTTGA-3′이었다. GAPDH

의 상향 시발체는 5′-CCCCTGGCCAAGGTCATCCATGA-

CAACTTT-3′이었으며 하향 시발체는 5′-GGCCATGAGGT-

CCACCACCCTGTTGCTGTA-3′이었다. PCR은 MinicyclerTM

PCR 시스템(MJ Research, Inc.)을 사용하 으며 94℃에서 1분,

55℃에서 1분 그리고 72℃에서 1분의 시간을 주기로 25회 반복

하여 유전자를 증폭한 다음 전기 동하 다.

면역조직화학 염색

면역조직화학 염색은 102예의 장암 종양조직에서 KAP 단

백의 발현양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시행하 다. 일차항체로 KAP

(Transduction Labs and Santa Cruz Biotechnology Inc.,

USA)에 한 항마우스 단클론 항체를 사용하 다. 10% 중성

포르말린에 고정하여 파라핀에 포매한 조직을 4 m 두께로 박

절하여 코팅슬라이드에 부착시키고 50℃에서 2시간 동안 건조시

켰다. 10분간 3회 크실렌에 두어 파라핀을 제거하고 단계적으로

에탄올에 처리한 다음 세척하 다. 항원성 회복을 위하여 pH 6.0

구연산 완충용액에 슬라이드를 담근 후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에

서 15분간 전처리를 시행하 다. 내재성 peroxidase 활성을 제

거하여 위하여 0.3% 과산화수소 용액에서 20분간 처치한 후 트

리스 완충액을 이용하여 세척한 다음 비특이반응을 줄이기 위하

여 1% BSA를 처리한 후 일차 항체를 도포하 다. 일차 항체

KAP은 1:100의 배율로 희석하여 실온에서 90분 동안 배양한

후 세척하고, 바이오틴이 부착된 항마우스 이차 항체에 20분간

배양한 후 세척한 다음, streptavidin-horseradish-peroxidase에

20분간 배양하 다. 3-amino-9-ethyl carbazole (AEC)로 발색

하고 메이어 헤마톡실린으로 조 염색한 후 리세롤로 봉합하

다. 음성 조군으로 일차항체를 비면역항 IgG와 1차 항체 희

석액을 사용하 다.

면역조직화학 염색판정 및 통계학적 분석

KAP 단백은 핵 주변 또는 세포질에 발현되는 것을 양성으로

하 다. KAP 단백의 염색강도에 따라 0, 1, 2점으로 점수화하

고 염색된 종양세포의 백분율에 따라 20% 미만은 0점, 20-70%

는 1점, 70% 이상은 2점으로 하 다. 정상점막에서의 발현 정도

보다 강한 발현을 보이면서 과발현되는 종양세포가 전체의 20%

이상인 경우를 양성으로 판독하 다.

정상 장 점막 및 장암에서 발현되는 KAP 단백에 한 통

계학적 유의성은 SASR software package (version 8.01; SAS

Institute, Cary, NC, USA)의 proc logistic module을 사용하

여 단변량 및 다변량 분석을 시행하 으며, p<0.05인 경우 유의

한 것으로 판정하 다.

결 과

장암종에서 KAP mRNA 및 단백의 발현

12명의 환자로부터 채취한 장암 조직과 같은 환자의 종양병

변에 이웃하고 있는 정상점막조직을 이용하여 시행한 RT-PCR

분석을 보면 11개의 장암조직에서 이웃하고 있는 정상 장점

막 조직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KAP mRNA가 증가하 다(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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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AP 단백에 한 특이적 단클론항체를 이용한 면역조직화

학 염색에서 총 102예 중 52예(54%)에서 주위 정상 장점막과

비교하여 높은 KAP 단백의 발현을 보 다. KAP 단백은 주위

정상 장점막에서는 선와의 기저부를 중심으로 음성소견을 보

이거나 약한 발현양상을 보 으며 선와 상부로 갈수록 핵 주변

부에서 다소 증가되는 양상을 보 다(Fig. 2A). 악성종양의 경

우 KAP 단백은 종양세포의 세포질과 핵 주변부를 중심으로 점

상의 균질한 미만성 발현양상을 보 다. 조직학적 분화도가 좋은

환자의 샘암종 세포에서 KAP 단백의 증가된 발현을 보 으며

분화도가 감소할수록 발현 정도가 감소하거나 음성소견을 보

다(Fig. 2B, C). 같은 환자의 종양 내에서도 조직학적 분화가

좋은 종양세포에서 그렇지 않은 종양세포와 비교하여 더욱 강한

KAP 단백 양성반응을 보 다. 종양세포가 장벽으로 침윤이

증가될수록 KAP 단백의 발현이 감소되는 경향을 보 으며 종

양세포 주변의 결합조직이나 혈관내피세포 그리고 염증세포에서

는 KAP 단백의 발현이 관찰되지 않았다.

장암종에서 KAP 단백발현과 임상-병리학적 예후인자들

과의 상관관계

102예의 장암 중에서 KAP 단백의 발현증가는 여러 가지

임상-병리학적 예후인자들과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

다. 즉 단변량 분석에서 KAP 단백의 발현정도는 종양의 크기

가 작은 경우 KAP 단백의 발현이 증가되었고(p=0.0115), 조

직학적 분화도가 높은 경우 분화도가 나쁜 종양군에 비교하여

Fig. 2.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for colorectal mucosa demonstrated that KAP protein shows weak perinuclear positivity in the nor-
mal epithelial cells (A). KAP expression is increased in the tumor cells of well to moderately differentiated colorectal adenocarcinoma (B)
when compared with those of poorly differentiated colorectal adenocarcinoma (C).  

A B C

Fig. 1. Comparative expression levels of KAP mRNA were shown
in 12 normal and colorectal carcinoma samples. The expression
of KAP mRNA were increased in tumor tissues when compared
with corresponding non-tumorous t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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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 expression
Variables

Negative 
expression (%)

Positive 
expression (%)

p
value

Age (years) NS*
<50 13/24 (54.2) 11/24 (45.8)
≥50 37/78 (47.4) 41/78 (52.6)

Gender NS
Male 24/53 (45.3) 29/53 (54.7)
Female 26/49 (53.1) 23/49 (46.9)

Site NS
Right/transverse 15/28 (53.6) 13/28 (46.4)
Left 35/74 (47.3) 39/74 (52.7)

Size p=0.0115
< 5 cm in diameter 30/73 (41.1) 43/73 (58.9)
≥5 cm in diameter 29/38 (76.3) 9/38 (23.7)

Differentiation p<0.0001
Well differentiated 5/28 (17.9) 23/28 (82.1)
Moderate differentiated 27/53 (50.9) 26/53 (49.1)
Poorly differentiated 18/21 (85.7) 3/21 (14.3)

Depth of invasion p=0.0753
pT1 0/4 (0) 4/4 (100)
pT2 6/18 (33.3) 12/18 (66.7)
pT3 39/72 (54.2) 33/72 (45.8)
pT4 5/8 (62.5) 3/8 (37.5)

Nodal status p=0.0635
pN0 19/49 (38.8) 30/49 (61.2)
pN1 31/53 (58.5) 22/53 (41.5)

Distant metastasis NS
M0 46/94 (48.9) 48/94 (51.1)
M1 4/8 (50.0) 4/8 (50.0)

Duke stage p=0.03
A 4/18 (22.2) 14/18 (77.8)
B 15/31 (48.4) 16/31 (51.6)
C 31/53 (58.5) 22/53 (41.5)

*, nonsignificant. KAP, kinase-associated protein phosphatase.

Table 1. Relationship between KAP protein expression and clin-
icopathological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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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 단백의 발현이 증가되는 통계학적 유의성을 보 다(p<
0.0001). 그리고 병변의 진행 초기에 해당하는 Duke 병기일수록

KAP 단백의 발현이 높은 경향을 보 다(p=0.03) (Table 1).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KAP

단백의 발현이 낮은 경향을 보 으나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다.

그러나 나이, 성별, 종양의 위치 등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관찰

되지 않았다. KAP 단백의 발현과 여러 가지 임상-병리학적 예

후인자들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다변량 분석에서 KAP 단

백의 발현증가는 조직학적 분화도(Odds ratio:0.033 95% con-

fidence limits:0.006-0.197) 및 종양의 크기(Odds ratio:0.956

95% confidence limits:0.926-0.988)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상

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 다(p<0.0001, p=0.0084, Table 2). 

고 찰

장암은 국내외에서 가장 발생빈도가 높은 악성종양 중의 하

나로서 한국인의 경우 환경과 식생활 습관의 서구화와 더불어

발생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1 지난 수십 년 동안 조

기발견과 적극적 치료가 눈부시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장

암의 예후는 크게 변화되지 않았으며, 장암의 꾸준한 증가로

지금도 많은 환자들이 악성종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장암

은 발생과정 중 여러 가지 유전자, 즉 ras, p53, APC 유전자 등

의 돌연변이 또는 립유전자의 소실이 전암 단계로부터 단계적

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9-21 그러므로 장

암의 병태생리학적 발병과정에 관련된 기존의 생물학적 종양표

지자의 연구와 더불어 새로운 종양표지자에 한 탐색이 매우

중요하다.22,23 연구자들은 장암의 종양발생과 진행과정에서 특

이적으로 발현되는 종양연관 유전자들의 탐색과정 중 장암 조

직에서 주변 정상 점막조직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증가하는 유전

자들 중의 하나가 KAP 유전자임을 확인하 으며 KAP 단백의

발현이 인간종양에 하여 제한적으로 연구되었음을 확인하 다.

따라서 이 단백이 장암 조직에서 보이는 단백발현 양상과 더

불어 어떠한 임상-병태생리학적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자 하 다.

본 연구의 RT-PCR을 이용한 KAP mRNA 분석에서 12예

중 11예(91%)의 장암에서 주위 정상 장점막조직과 비교하

여 유의하게 KAP mRNA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종

양에서의 증가된 mRNA 발현정도와는 달리 면역조직화학 염색

에서 KAP 단백의 과발현은 54%에서만 관찰됨을 확인하 으며

특히 KAP 단백의 발현 정도가 종양의 침습이 진행될수록 감소

하는 경향을 보 다. 일반적으로 단백발현은 유전자 수준에서의

과메틸화(hypermethylation)나 이상 스플라이싱(aberrant splic-

ing) 등에 의하여 조절받을 수 있다. Yeh 등16과 Yu 등17은 각

각 간암과 뇌종양세포에서 KAP 유전자의 이상 스플라이싱이

발견됨을 보고하 다. 본 연구결과에서 보인 KAP mRNA의

발현과 KAP 단백발현의 정도 차이는 이러한 유전자 조절이상

에 의하여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즉 장암의

발생 초기에는 KAP mRNA의 증가와 이에 따른 KAP 단백의

과발현이 발생하지만 종양의 침습이 진행될수록 KAP mRNA

의 이상 스플라이싱 등에 의한 KAP 단백의 발현감소가 일어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장암에서의 KAP 유

전자의 조절기작에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KAP 단백의 고유기능은 Cdk2의 탈인산화를 통한 세포주기

의 억제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KAP 단백이 세포조절 기능

이외에 cdc2 단백제어를 통하여 세포의 이동을 억제한다고 보고

되었으나 아직까지 KAP 단백이 인체종양에서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하는지에 하여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유방암과

전립샘암 등 인체의 여러 가지 악성 종양들15-17에서 KAP 유전

자 또는 단백의 과발현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LEE 등15은 HeLa

및 LNCap 종양세포주에서 KAP 발현의 선택적인 억제는 S 세

포주기의 종양세포군 감소와 Cdk2 키나제 활성의 감소를 초래

하며 면역억제생쥐에서 종양의 성장억제에 향을 줄 수 있음을

보고하 다. 그러나 Yu 등17은 교모세포종과 같은 악성종양에서

KAP 유전자의 스플라이싱에 따른 Cdk2의 탈인산화 기능을 갖

는 KAP 단백발현의 감소를 통하여 종양세포의 증식능과 침윤

활성을 촉진한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의 통계학적 분석에서

KAP 단백의 발현은 종양의 크기가 작고 조직학적 분화도가 좋

을수록 증가되었으며 종양의 침습이 진행될수록 KAP 단백발현

이 감소되었다. 지금까지 보고된 연구결과들을 토 로 분석하여

보면 KAP 단백은 종양억제단백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종양발생 과정 중 초기 장암세포의 G1-S 세포주기를 조절하

면서 악성종양으로의 형질전환 및 종양세포의 성장과 분화과정

에 관여하지만 종양의 침습이 진행될수록 KAP 유전자의 조절

이상 등을 통한 KAP 단백의 생산저하에 따른 고유기능 억제와

더불어 보다 강력한 다른 종양조절단백과의 역학관계를 통하여

장암의 생물학적 악성도에 향을 미칠 가능성을 보여준다. 

세포주기는 많은 유전단백들이 관련된 복잡한 과정으로 세포

주기의 진행은 여러 가지 사이클린 의존성 키나제를 필요로 하며

이들의 지속적인 활성화와 불활성화에 의하여 조절된다.8 즉 사

이클린 의존성 키나제는 인산화와 탈인산화의 기질로써 키나제

의 인산화는 여러 가지 조절키나제와 인산분해효소에 의하여 조

절된다. 이러한 세포주기단백의 인산화의 탈조절은 종양의 형질

Variables p value Odds ratio 95% confidence
limits

Differentiation p<0.0001
Mod vs well 0.217 0.066---0.714
Poorly vs well   0.033 0.006---0.197

Tumor size p=0.0084 0.956 0.926---0.988

Table 2. Results of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ith
KAP protein expression 

KAP, kinase-associated protein phosphat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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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과정에서 중요한 열쇠며 그 역할을 담당하는 인산분해효소

는 종양의 신호전달의 조절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24-26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표적인 인산분해효소들 중 종양의 발생

과 접하게 관련된 것으로는 protein phosphatase 2A,27 PTEN/

MMAC1,28 그리고 CDC25A와 CDC25B29 등이 있다. KAP 단

백의 기능 중 시험관내에서의 연구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KAP

단백이 Cdk2와 견고한 복합체를 형성할 뿐 아니라 cdc2와 Cdk3

와도 복합체를 형성할 수 있으며11,12 이러한 다양한 복합체의 형

성정도가 세포주기와 관련되어 종양세포의 형질전환, 증식 그리

고 침윤과정에 어떠한 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한 궁금증을

갖게 한다. 

본 연구는 KAP 유전자 및 단백이 장암에서 차별되어 발현

됨을 보여주는 최초의 논문으로써, KAP 단백이 장암의 발생

초기과정에서 종양성장과 분화과정에 관련되어 종양억제단백으

로서의 생물학적 활성을 가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앞으로도

장암의 침습 진행에 따른 KAP 단백발현의 조절기작에 한 연

구와 더불어 다른 종양관련 유전자와의 상호관계를 명확하게 규

명할 수 있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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