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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은 논문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고마움이 

배어 있는지 새삼스레 놀라게 됩니다. 먼저 과학의 길로 인도해주시고 매 

순간순간 과학적 토론과 자상한 격려로 저를 여기까지 이르게 해주신 김호

근 지도교수님, 언제나 학문하는 사람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미생물학교실 

박전한 교수님과 병리학교실 박찬일 교수님, 임상의 격무 속에서도 애정 

어린 관심을 잃지 않으시는 내과학교실 김원호 교수님과 외과학교실 김남

규 교수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proteomics 실험을 가르

쳐주신 연세대학교 이과대학의 백융기 교수님과 박강식 박사님, 그리고 

microarray 실험을 가르쳐주신 카톨릭 의과대학의 남석우 교수님께 과학

적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실험을 진행하는데 있어 쉼 없었던 과학적 토론으로 연구의 재미를 흠

뻑 느끼게 해주었던 실험실 선배 김남균 박사님, 많은 시간 실험실 생활의 

희로애락을 같이 했던 연변의과대학 병리학교실 이용산 박사님, 어느새 과

학적으로 믿음직한 동료가 된 후배 강현주, 고귀혜, 유권태, 양은기 선생님, 

그리고 실험실의 발전에 큰 밑거름이었던 실험실 선배, 김정진, 김윤희, 백

명진, 최연락 선생님 모두에게 가족과 같은 사랑과 고마움을 드립니다. 그

리고 먼발치지만 따뜻한 시선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병리학교실 교수

님들과 의국 선생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있어 삶의 근거이자 목적인 사랑하는 가족인, 어린 

시절부터 공부하는 모범을 보여주던 듬직한 형과 동생답지 않게 자상한 귀

여운 여동생 그리고 한없는 사랑과 헌신으로 저를 키워주시고 가르쳐주신 

아버지 어머니께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과 고마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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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수행된 대장암의 분자유전학적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장암은 

유전체의 불안정성 형태에 따라 크게 염색체 불안정형(chromosomal 

instability; CIN) 표현형대장암과 현미부수체 불안정형(high microsatellite 

instability; MSI-H) 표현형 대장암으로 분류할 수 있다. 대장암의 10-

15%를 차지하는 MSI-H 대장암은 현미부수체 안정형(microsatellite 

stable, MSS) 대장암과 구분되는 독특한 임상, 병리학적 특징을 보이며, 

복제오류 교정 유전자계의 기능상실로 인한 종양억제 유전자들의 체이동돌

연변이 발생이 중요한 기전으로 알려져 있고 새로운 표적유전자를 발굴하

는 작업은 MSI-H 대장암의 발생, 진행기전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연구 모

델이 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표적 유전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이차원적 전기영

동법과 DNA microarray 기술을 이용하여 정상 대장 점막, MSS 대장암 

및 MSI-H 대장암의 단백질체(proteome) 및 전사체(transcriptome) 발현 

패턴을 비교하여 단백체 및 전사체 수준에서 MSI-H 대장암이 MSS 대장

암과 구분되는지를 확인하고 MSI-H 대장암 특이적으로 발현이 증가 혹은 

감소한 단백질을 동정하고자하였다.  

대장암 14예와 대응 정상 대장점막을 대상으로 이차원적 전기영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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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MALDI-TOF MS 분석을 통해 대장암에서 발현이 증가 혹은 감소하는 

14개의 단백질을 동정하였다. 이들 중에서 selenium binding protein 1 

(SELENBP1)은 선종에서는 발현 감소가 없었으나 선암에서 특이적으로 

발현이 감소하였다. 대장암 309예를 조직 array를 이용, 면역조직화학 염

색 결과 SELENBP1을 발현하지 않는 대장암 집단의 예후가 불량하였다(p 

= 0.021). 

DNA microarray를 이용하여 MSI-H 대장암 18예와 대응되는 정상 대

장점막을 분석한 결과, 전사체 발현 양상만으로 정상 대장점막군과 대장암

군이 나누어지고, 대장암군 내에서 다시 MSI-H 대장암군과 MSS 대장암

군이 나누어짐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를 토대로 정상 대장점막과 비교하여 

대장암에서 2배 이상 유의하게(p<0.01) 발현이 증가하는 285개의 유전자

/EST와 발현이 감소하는 235개의 유전자/EST를 선별하였다. 또한 MSS 

대장암에 비하여 MSI-H 대장암에서 2배 이상 유의하게(p<0.01) 발현이 

증가 혹은 감소하는 65개의 유전자/EST를 동정하였으며, 이를 6예의 

MSI-H 대장암과 5예의 MSS 대장암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실험군에 적용

한 결과 MSS 대장암과 MSI-H 대장암이 구분됨을 확인하였다. 이들 중에

는 MUC1, MUC5AC, granulysin과 같은 MSI-H 대장암의 특징적인 병리

학적 소견(점액성 분화, 종양 면역반응)과 관련이 있는 유전자와 MSS 대

장암의 분자유전학적 특징인 APC/β-catenin 유전자계 이상과 관련 있는 

PLA2G2A, AXIN2를 발견할 수 있었다. MUC1과 MUC5AC에 대하여 57

예의 MSI-H 대장암과 109예의 MSS 대장암의 발현도 차이를 분석한 결

과, 두 그룹간에 발현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MUC1; p=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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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C5AC; p=0.002).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이차원적 전기영동법을 이용하여 대장암 특이

발현 단백질 14개를 동정하였으며, 이들 중에서 SELENBP1의 대장암 특

이 발현 저하는 선종-대장암 연속 발암과정에서 후기에 일어나고 이러한 

발현 저하는 불량한 예후와 관계가 있었다. 또한 DNA microarray를 이용

하여 285개의 대장암 특이 과발현 유전자/EST와 235개의 대장암 특이 저

발현 유전자/EST를 선별하였고, MSI-H 대장암과 MSS 대장암이 유전자 

발현양상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65개의 MSI-H 대장

암 특이발현 유전자/EST를 동정하였다. 이러한 MSI-H 특이 발현 유전자

는 MSI-H 대장암에 대한 이해와 진단 및 예후 판정에 있어 중요한 발전

을 가져올 것을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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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Ⅰ. . . . 서론서론서론서론    

    

대장암은 2001년 미국 통계에 의하면1 발생률은 인종에 관계없이 남성

에게 있어서 전립선암과 폐암에 이어 3번째, 여성에게 있어서 유방암과 폐

암에 이어 3번째로 높고, 암 관련 사망률 또한 남성에게 있어서는 폐암과 

전립선암에 이어 3번째, 여성에게 있어서는 폐암과 유방암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암으로, 보건사회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질환이다. 또한 대장암은 인

간의 고형암종들 중에서 정상 점막에서부터 이형성상피, 선종, 선암에 이

르는 단계적인 암발생 과정과 이에 원인이 되는 유전자들의 소실, 혹은 돌

연변이에 대한 분자유전학적 연구가 가장 잘 밝혀진 암으로 암 발생기전 

연구 모델 질환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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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까지 수행된 대장암의 분자유전학적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장암은 

유전체의 불안정성 형태에 따라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염색체 불안정형(chromosomal instability; CIN) 표현형이고, 다른 하나는 

현미부수체 불안정형(hign microsatellite instability; MSI-H) 표현형 대장

암이다. 5  

 CIN 대장암은 전체 대장암의 75-80%를 차지하며,2, 6 CIN 대장암 발암

기전의 분자유전학적 이해는 가족성 용종증(familial adenomatous 

polyposis; FAP) 연구로부터 시작되었다. 가족성 용종증은 APC 

(adenomatous polyposis coli) 유전자의 배선돌연변이(germline mutation)

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이 알려지고,7, 8 특발성 대장암에서도 APC유전자의 

돌연변이가 관찰된다는 것이 알려진 후8 대장암의 암발생 과정은 APC / 

β-catenin의 기능상실 돌연변이에 의해 시작되어 K-ras와 같은 종양형성 

유전자의 기능활성 돌연변이와 p53(17p), Smad2(mothers against 

decapentaplegic homolog 2; 18q), Smad4(18q)와 같은 암억제 유전자의 

결손 혹은 기능 소실 돌연변이가 정상 대장 점막에서부터 이형성상피,  선

종, 선암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순차적으로 누적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3, 9-12  

현미부수체란 유전체 전체에 퍼져서 존재하는 1개에서 4개 혹은 6개 

단위의 염기서열이 반복적으로 존재하는 염기서열을 의미하는데, 개체간 

다형성 빈도가 높아 유전지표로서 사용되어 왔다. 현미부수체는 DNA 복

제 과정 중 작은 부정합 고리 형성으로 인하여 염기의 삽입과 결손이 일어

나는 미끄럼(slippage) 현상에 의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특성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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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13 그러나 정상세포에서는 복제오류 교정 유전자들에 의해 교정되기 

때문에 현미부수체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MSI-H 대장암은 이러한 현미부수체의 길이 변화가 빈번함을 그 특징

으로 하는데, 가족성 비용종성 대장암(hereditary nonpolyposis colorectal 

carcinoma, Warthin-Lynch syndrome; HNPCC)의 대부분에서 MSI-H 표

현형이 나타나고, 이후 DNA 복제오류 교정(mismatch repair; MMR) 유전

자의 배선돌연변이가 HNPCC의 원인 유전자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서 

MSI-H 대장암의 암발생 기전들이 밝혀지게 되었다.14, 15 

DNA 복제오류 교정에 관여하는 인간의 유전자는 hMSH2(human MutS 

homolog 2), hMSH3, hMSH6, hMLH1(human MutL homolog 1), 

HPMS1(human postmeiotic segregation 1), hPMS2 등, 10여개가 발견되

었는데, 서구의 경우 HNPCC에서 이들 유전자들 중에서 배선 돌연변이는 

hMLH1이 33%, hMSH2가 31%, hPMS2 및 hPMS1이 2%가 발견되었으며, 

hMSH6나 hMSH3의 돌연변이는 보고되지 않았다.16  우리나라의 경우 

HNPCC에서 hMLH1의 돌연변이가 32%에서 발견되었으며, hMSH2의 돌

연변이는 발견되지 않았다.17  

MSI-H 특발성 대장암에서 DNA 복제오류 교정 유전자 불활성화는 

HNPCC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는데, hMLH1 유전자의 돌연변이는 발견

되지 않으며, 대신 프로모터 부위 CpC island의 cytosine의 메틸화에 의해 

유전자 발현이 억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8-21 MSI-H 특발성 대장암은 

전체 대장암의 10-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21,22 MSI-H 

유형의 암은 대장암 외에 위암,23 자궁내막암,24 췌장암,25 등에서도 발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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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현미부수체 불안정성에 따라 대장암은 1997년 NCI 모임에서 정한 5개

의 표지자(BAT26, BAT25, D2S123, D5S346, D17S250) 중 2개 이상의 

표지자에서 불안정성이 보이면 MSI-H, 1개의 표지자에서 불안정성이 보이

면 저빈도 현미부수체 불안정형(low microsatellite instability, MSI-L), 나

머지군은 현미부수체 안정형(microsatellite stable, MSS)으로 나눌 수 있

고,26 CIN 대장암은 이 중 MSI-L 대장암과 MSS 대장암이 포함된다. 

MSI-H 대장암의 유전적 특징은 CIN 대장암의 암 발생에 중요한 유전

자로 알려진 p53, k-ras, APC 등과 같은 종양유전자나 종양억제유전자의 

변이는 오히려 드물게 발견되고 염색체 이상과 DNA 함량의 변화가 적게 

발견되며,10,27,28 병리학적 특징으로는 빈번하게 발견되는 나쁜 분화도, 점

액성 분화, 림프구 침윤 및 종양주위 림프양 반응과 침습성 감소를 보이고, 

임상적 특징으로는 양호한 예후, 근위부 발생과 같은 독특한 특징을 나타

낸다. 21, 29  

MSI-H 대장암의 발암기전은 DNA 복제오류 기능의 상실로 인하여 암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전자 중에서 단백질지령 부위에 단반복 염기

서열이 존재하는 경우 발생한 체이동돌연변이(framshift mutation)에 의한 

해당 유전자의 기능소실이 중요한 기전으로 생각되어지고 있으며,30-32 

TGF-βRII,33 Caspase-5,34 IGFIIR,35 BAX,36 hMSH3,37 TCF-4,38 

MBD439  등과 같이 암세포의 성장과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전자

들에서 단반복염기서열의 체이동돌연변이가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다.  이

렇게 MSI-H 유형의 대장암에서 체이동돌연변이가 발견되는 유전자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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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체이동돌연변이의 빈도가 높고, 동형 돌연변이가 존재하며, 기능적으

로 종양억제 유전자 기능을 하는 유전자들은 MSI-H 대장암의 표적유전자

로 여겨지며, 이러한 표적유전자를 발굴하고 그 기능을 이해하는 작업들은 

MSI-H 유형 암의 발생, 진행 기전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연구 모델이 되

어왔다. 26  

MSI-H 대장암의 새로운 표적유전자를 발굴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으

로 최근 수년간 급속도로 발전하고있는 high-throughput 분석 방법을 이

용할 수 있다. DNA microarray와 proteomics로 대표되는 이 high-

throughput 분석 방법은 분자유전학, 분자생물학적 연구방법에 하나의 혁

명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유전체(genome) 수준에서는 CGH(comparative 

genomic hybridization)와 array-based CGH가, 전사체(transcriptome) 

수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DNA microarray 기술이, 그리고 단백질체

(proteome) 수준에서는 이차원적 전기영동법(two-dimensional gel 

electrophoresis; 2DE)과 펩타이드 질량분석 기술인 marix-assisted laser 

desorption/ionization-time of flight mass spectroscopy(MALDI-TOF 

MS) 기술, 조직 array와 항원-항체반응을 이용한 protein chip 등이 최근 

개발되고 있는 대표적인 high-throughput 분석 방법이다. 40-42  

현재까지 MSI-H 대장암에서 DNA 수준에서의 표적유전자를 동정하려

는 많은 시도가 있었고, 고전적인 방법은 암 발생과 진행에 중요하다고 알

려진 중요한 유전자들 중에서 단백지령부위(coding sequence)내의 현미부

수체가 존재하는 유전자들을 찾아 체이동돌연변이 빈도를 조사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축적된 인간게놈 프로젝트의 연구 성과인 유전자 염기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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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base를 대상으로 검색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전자의 단백지령부위내 

단반복염기서열 유무를 검색함으로서 표적유전자를 발굴하는 일련의 연구

들을 통해서 많은 표적유전자가 보고되었다.43-45 그러나 단백질 지령부위

의 단반복 염기서열을 갖는 유전자의 수는 한 보고에 의하면, 단반복염기

서열의 수가 7개이상 10개 미만일 경우 3969개나 될뿐더러 단반복염기서

열 이외에 다반복염기서열 즉, 2개에서 4개의 염기서열이 반복된 염기서열

을 갖는 유전자의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45 따라서 모든 

경우에서 직접 그 체세포돌연변이의 빈도를 조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

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MSI-H 대장암에서 발생하는 유전적 불안정성이 

현미부수체에서만 국한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 또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MSI-H 대장암에서의 microarray 기술을 이용한 전사체 수준의 

MSI-H 대장암 특이 발현 유전자 발굴과 이차원적 전기영동법과 MALDI-

TOF 기술을 이용한 단백질체 수준의 MSI-H 대장암 특이 발현 단백질 동

정을 통해 기존의 방법으로 발견하기 어려웠던 표적유전자를 발견할 수 있

을 것을 기대된다. 또한 이렇게 발견된 MSI-H 대장암 특이 유전자는 

MSI-H 대장암의 발암기전 및 독특한 임상, 병리학적 특징들에 대한 분자 

유전학적 이해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MSI-H 대장암과 

MSS 대장암의 상이한 암발생 기전을 구체화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

으로 사료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이차원적 전기영동법과 MALDI-TOF 

MS 기술과 DNA microarray 기술을 이용하여 정상 대장 점막, MSS 대장

암, 그리고 MSI-H 대장암의 전사체 및 단백질체 발현 패턴을 비교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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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전사체 및 단백체 수준에서 MSI-H 대장암이 MSS 대장암과 구분되어

지는지를 확인하고, MSI-H 대장암 특이적으로 발현이 증가 혹은 감소한 

단백질을 확인, 동정한 후, 발현이 현저히 감소한 유전자의 경우는 발현이 

감소한 원인을 조사하여 대장암의 유전 유형에 따른 원인 유전자 및 발현 

이상 유전자의 종류와 발현 이상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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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II. II. II. 재료재료재료재료    및및및및    방법방법방법방법    

 

1. 1. 1. 1. 대장암대장암대장암대장암    조직과조직과조직과조직과    세포주의세포주의세포주의세포주의    선택선택선택선택        

 

가. 증례 선택  

1996년 12월부터 1999년 11월까지 연세조직은행에 수집된 -70℃에 

보관 중인 대장암 중, 15예(cases 1-8, 19-24, H1)의 MSI-H 대장암과 20

예(cases 9-18, 25-29, A1-A4, S1)의 MSS 대장암 조직, 그리고 각각 예

의 정상 대장점막 조직을 사용하였다. 이 중 14예(cases 1, 2, 4, 6, S1, 11, 

12, 14, 16, A1-A4, H1)는 2DE, MALDI-TOF MS를 이용한 단백질체 발

현 분석 실험에 사용하였고, oligonucleotide microarray를 이용한 전사체 

발현 분석 실험에 사용한 29예(cases 1-29) 중 18예(cases 1-18)는 본실

험에, 11예(cases 19-29)는 전향실험에 사용하였다. 연구에 포함된 35예 

중, 4예(A1-A4)에서는 동반된 선종 조직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들은 단

백질체 발현 분석에 사용하였다. 대장암 조직은 조직을 채취할 때 준비한 

동일 부위 암조직의 hematoxylin-eosin 염색 슬라이드를 통하여 암세포의 

함유량을 확인하고 cryostat 분획 방법을 통하여 선택적으로 암세포를 분

리, 시료의 암세포 함유량이 80%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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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Table 1.Table 1.Table 1. Clinicopathologic features of 35 colorectal carcinomas 

Case # Sex Age Stage Site Differentiation MSI 2DE  Array 

1 F 66 C2 Rt MD MSI-H o o 

2 M 67 B2 Rt MD MSI-H o o 

3 F 40 B2 Rt MD MSI-H  o 

4 F 61 B2 Rt MD MSI-H o o 

5 F 67 B2 Rt MD MSI-H  o 

6 F 50 B1 Rt MD MSI-H o o 

7 M 53 B2 Rt MD MSI-H  o 

8 F 64 B2 Rt PD MSI-H  o 

9 M 48 B2 Lt MD MSS  o 

10 F 50 D Rt MD MSS  o 

11 F 36 C2 Rt MD MSS o o 

12 M 74 B2 Lt MD MSS o o 

13 M 43 C2 Lt MD MSS  o 

14 F 56 B2 Lt MD MSS o o 

15 M 61 B2 Rt MD MSS  o 

16 M 37 C2 Rt MD MSS o o 

17 F 61 B2 Lt MD MSS  o 

18 F 57 B2 Lt MD MSS  o 

19 M 66 B2 Lt PD MSI-H  o 

20 M 30 C2 Lt PD MSI-H  o 

21 F 38 C2 Rt MD MSI-H  o 

22 M 52 B2 Rt MD MSI-H  o 

23 M 44 B1 Rt MD MSI-H  o 

24 F 69 C2 Rt MD MSI-H  o 

25 F 57 D Lt MD MSS  o 

26 M 78 B2 Lt MD MSS  o 

27 M 59 B1 Rt MD MSS  o 

28 M 73 B2 Lt WD MSS  o 

29 M 54 B2 Lt MD MSS  o 

A1 M 58 B1 Lt MD MSS o  

A2 F 75 B2 Lt MD MSS o  

A3 M 71 B2 Lt MD MSS o  

A4 M 65 B2 Rt WD MSS o  

H1 M 80 B2 Lt MD MSI-H o  

S1 M 78 C2 Lt MD MSS o  

Stage: Astler-Coller classification of carcinomas of the colon and rectum 

WD: well differentiated, MD: moderately differentiated, PD: poorly differentiated 

2DE: Cases used in 2DE, MALDI-TOF MS analysis were indicated as ‘o’. 

Array: Cases used in oligonucleotide microarray analysis were indicated as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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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포주 배양  

사람 대장암 세포주 LS174T, HCT-8, NCI-H747, NCI-H508, SNU-

C2A, SNU-C4, DLD-1, HCT116, LOVO, SW480, HT-29와 사람 위암 세

포주 SNU-1, SNU-16, SNU-601, SNU-638, SNU-719은 ATCC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Manassas, VA, USA)와 한국세포주

은행 (KCLB, Korean Cell Line Bank, Seoul, Korea)에서 분양받아 10% 

우태아혈청 (Life Technologies, Grand Island, NY, USA)과 100 U/mL의 

penicillin, 100 ㎍/mL의 streptomycin이 첨가된 RPMI 1640 (Life 

Technologies) 배지에서 5% CO2를 포함하는 37℃ 배양기에서 배양하였

다.  

 

2. 2. 2. 2. 이차원적이차원적이차원적이차원적    전기영동전기영동전기영동전기영동    분석법을분석법을분석법을분석법을    이용한이용한이용한이용한    단백질체단백질체단백질체단백질체    발현발현발현발현    분석분석분석분석        

 

가. 단백질 추출  

신선 동결 상태의 MSI-H 대장암 5예(cases 1, 2, 4, 6, H1)와 MSS 대

장암 8예(cases 11, 12, 14, 16, A1-A4, S1) 그리고 각각의 예에 대응되는 

정상 대장 점막 조직으로부터 전체 단백질을 추출하였다. 먼저 약 100 mg

의 동결 조직을 이차원전기영동 lysis buffer (40 mM Tris, 7 M urea, 2 M 

thiourea, 4% CHAPS, 100 mM 1,4-dithioerythritol, protein inhibitor 

cocktail)에 넣고 40초에서 1분간 sonication 후, 100,000 g에서 45분간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을 취하였다. 상층액의 단백질의 농도는 Bio-Rad 

protein assay kit (Bio-Rad, Hercules, CA, USA)를 이용하여 정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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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된 단백질 용액은 -70℃에서 보관하여 이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나. 일차 전기영동(first-demension isoelectric focusing) 

이미지 분석을 위해서는 200 ㎍의 단백질을, 단백질 분석을 위해서는 

1-2 mg의 단백질을 immorbilized pH-gradient dry strip (18 cm, pH 3-

10, non-linear type) (Amersham Biosciences, Uppsala, Sweden)을 이용

하여, IPGphore (Amersham Biosciences)에서 각 단백질의 고유 pI 값에 

따라 분리하였다. 이를 isoelectric focusing이라 하는데, 먼저 step and 

hold 모드에서 100 V에서 1000 V까지 적용하여 100 V에서 2시간, 200 V

에서 2시간, 500 V에서 1시간, 1000 V에서 1시간, 경사 모드로 8000 V에

서 1시간, 다시 step and hold 모드에서 8000 V에서 12시간 동안 총 

8000 Vhrs를 적용하였다.  

 

다. 이차 전기영동(second dimension SDS-PAGE) 

일차전기영동이 끝난 strip을 10 ml의 평형 용액 (6 M urea, 2% SDS, 

1.5 M Tris, pH 8.8, 20% w/v glycerol, 2.5% w/v polyacrylamide, 0.14% 

w/w TBP)에 넣고 7분 동안 잘 흔들어 준 후 strip을 9-16% gradient 

SDS-PAGE에 적용하였다. 전기영동은 Hoefer DALT (Amersham 

Biosciences) 전기영동 기구를 이용하여 전기영동 용액 (25 mM Tris-HCl, 

pH 8.3, 192 mM glycine, 0.1% SDS)에서 10개의 시료를 동시에 젤당 30 

mA의 속도로 4℃를 유지하면서 16-20시간 동안 전기영동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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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SDS-PAGE 염색  

전기영동이 끝난 젤을 단백질 분석용 젤의 경우는 colloidal coomassie 

G250 (Bio-Rad) 염색을, 이미지 분석용 젤의 경우는 silver로 염색하였다. 

Colloidal coomassie G250 염색은 먼저 고정용액(40% methanol, 5% 

phosphoric acid)에서 1시간 동안 고정시킨 후, coomassie 염색용액(0.1% 

coomassie G-250, 34% methanol, 17% ammonium sulfate, 3.6% 

phosphoric acid)에 2-3일간 염색하였다. 염색된 젤을 증류수로 수회 세척

하여 배경염색을 탈색하였다. Silver 염색은 일차고정액(40% methanol, 

10% acetic acid)에 1시간, 이차고정액(30% methanol, 0.5% 

gulteraldehyde, 4.5% soudiun acetate)에 1시간 동안 처치한 후, 증류수

로 10분간 3회 세척하고, silver 염색액(0.6% silver nitrate, 1.5% 

ammonia solution, 0.08% sodium hydroxide)에 1시간 동안 처치하였다. 

다시 증류수로 10분간 3회 세척하고, 발색액(0.1% formaldehyde, 0.01% 

citric acid)에 처치하여 단백질 염색 이미지를 얻고, 바로 중지액(5% 

acetic acid)에서 염색 이미지를 고정하였다. 

 

마. 이미지 분석  

염색이 된 젤의 이미지를 Bio-Rad G710 scanner (Bio-Rad)로 스캔하

여 컴퓨터에 저장하여 이후 이미지 분석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젤 이미지분석 프로그램으로는 Melanie Ⅲ™ (GenBio, Geneva, 

Switzerland)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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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단백질 추출 및 in-gel trypsin 처치 

Silver 염색 젤의 단백질 점과 대응되는 단백질 점을  coomassie 염색 

젤에서 찾아 단백질 점을 절개한 후, 젤 조각을 400 ㎕의 탈색 용액(50% 

acetonitrile, 25 mM NH4HCO3 buffer, pH 8.0)에 15분간 처치하는 과정을 

2-3회 반복하여 탈색 과정을 거쳤다. 이 젤 조각을 100% acetonitrile 용

액에 5분간 처치하여 탈수한 후 10 ㎕ typsin 용액(10 ㎍/ml trypsin, 25 

mM NH4HCO3 buffer, pH 8.0)으로 37℃에서 16시간 동안 in-gel 소화과

정을 거친 후, 50 ㎕ 추출 용액(50% acetonitrile, 5% trifluoroacetate)에 

1시간동안 처치하여 펩타이드를 추출해냈다. 추출된 펩타이드 용액은 건조

기 (Speed-Vac™, Savant, Ramsey, MN, USA)에서 2-3 ㎕이 되도록 건

조하여 MALDI-TOF 분석에 사용하였다.  

 

사. 펩타이드 질량 분석과 단백질 동정    

Trypsin으로 처리된 펩타이드 추출액에 Matrix인 CHCA (α-cyano-4-

hydroxycinnamic acid) (Sigma-Aldrich, St. Louis, MO, USA)용액 (10 

mg/ml CHCA, 50% acetonitrile, 0.1% trifluoroacetate) 동량을 섞어 

MALDI-TOF 질량분석기 시료 금속판에서 건조시켰다. 질량분석결과 값이 

부정확한 경우는 ZipTip™ (Millipore, Bedford, MA, USA)를 이용하여 펩

타이드 추출물을 정제하여 분석하였다. 

MALDI-TOF 질량분석기 (Voyager™, Applied Biosystems, Foster 

City, CA, USA)를 사용할 때, trypsin 펩타이드를 이용하여 내보정을, 기준 

펩타이드 (ProteoMass™, Sigma-Aldrich)를 이용하여 외보정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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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oisotopic 값을 구하였다.  이렇게 얻어진 펩타이드 질량값을 펩타이

드 질량 지문 분석의 원리를 이용한, 단백질 데이터베이스 내의 상동성이 

가장 높은 단백질 후보를 검색하는 전문 검색 엔진인, MS-fit 

(http://prospector.ucsf.edu) 혹은 MASCOT 

(http://www.matrixscience.com)에 적용하여 단백질 database로부터 미

지의 단백질의 정체를 밝혀내었다. 이 때, 허용 오차값은 +/- 50 ppm으로, 

mis-cleavage 값은 1로 제한하였다. Albunim, actin, myosin, hemoglobin 

등 단백질의 일부는 SWISS-2DPAGE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추정하였

다.  

 

3. 3. 3. 3. OligonucleotideOligonucleotideOligonucleotideOligonucleotide    microarraymicroarraymicroarraymicroarray를를를를    이용한이용한이용한이용한    전사체전사체전사체전사체    발현발현발현발현    분석분석분석분석        

 

가. Oligonucleotide microarray  

본 실험군인 MSI-H 대장암 8예(case 1-8)와 MSS 대장암 10예(case 

9-18) 그리고 각각의 예에 대응되는 정상 대장 점막 조직에 대하여 

Compugen에서 디자인하고 Sigma-aldrich에서 합성한 60 mer 길이의 

oligonucleotide (OligolibraryTM)를 이용, Singapore의 Genome Institute

에 있는 array core facility에서 제작된 microarray를 사용하였다. 사용한 

OligolibraryTM는 18,664개의 유전자/EST와 대조 유전자인 197개의 

glyceraldehydes-3-phosphate, 총 18,861개의 oligonucleotide로 구성되

어 있다. 이후 전향 실험군인 MSI-H 대장암 6예(case 19-24)와 MSS 대

장암 5예(case 25-29)에 대해서는 카톨릭 의과대학 병리학교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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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array core facility에서 제작한 동일한 OligolibraryTM가 집적되어 있

는 microarray를 사용하였다.  

 

나. RNA 추출 및 hybridization  

MSI-H 암 8예와 MSS 암 10예 그리고 각각의 예에 대응되는 정상 대

장 점막 조직을 각각 100-200 mg을 취하여 RNeasy kit (Qiagen, 

Valencia, CA, USA)를 이용, 총 RNA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RNA는 1% 

agarose gel에서 전기영동을 실시하고, 흡광도를 측정하여 RNA의 질을 

확인하였다.  

총 RNA 20 ㎍을 Oligo-dT (Invitrogen, Carlsbad, CA, USA) 4 ㎍과 

섞은 후 65℃에서 10분간 배양한 후 얼음에 식히고, superScripII enzyme 

(Invitrogen), Cy-3 dUTP (Amersham Bioscience), RNaseOUT 

(Invitrogen), 그리고 dNTP (Promega, Madison, WI, USA)와 섞은 후 

42℃에서 60분간 반응시켜 Cy-3로 표지된 cDNA를 합성하였다. 기준 

RNA는 개개인간의 편차를 극복하고 새로운 실험군 간에도 데이터를 비교, 

공유할 수 있도록 상품화된 Universal Human Reference RNA 

(Stratagene, La Jolla, CA, USA)를 사용하였다. 각 실험마다 20 ㎍의 기준 

RNA를 조직의 cDNA 합성과 동일한 방법으로 단, Cy-3 dUTP 대신, Cy-

5 dUTP를 사용하여 Cy-5로 표지된 cDNA를 합성하였다. 합성된 각각의 

cDNA는 Micorcon-YM30 (Millipore, Billerica, MA, USA)를 사용하여 

900 ㎕ TE buffer로 세척한 후, Cy-3로 표지된 조직의 cDNA와 Cy-5로 

표지된 기준 RNA의 cDNA를 40 ㎍의 Herring Sperm DNA (Invitro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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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20 ㎕의 DIG Easy Hyb 용액 (Roche, Penzberg, Germany)과 섞은 후 

슬라이드에 적용한 후 Hybrislip (Sigma-Aldrich)으로 덮고 슬라이드를 

Array chamber (Genomictree, Seoul, Korea)에 넣고 42℃에서 16시간 동

안 hybridization을 시켰다. Hybridization이 끝난 슬라이드는 2 X SSC, 1 

X SSS, 0.5 X SSC, 0.05 X SSC 용액에 순차적으로 세척한 후 100 g에서 

4분간 원심분리하여 건조시켰다. 건조가 끝난 슬라이드는 GenePix 4000B 

(Axon instruments, Union, CA, USA) scanner를 이용하여 결과를 얻었다. 

얻어진 microarray 결과는 GenePix pro 5.0 프로그램 (Axon 

Instrument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다. Oligonucleotide microarray data 분석  

MSS 대장암 세포주 2예(HT29, SW480)와  MSI-H 대장암 세포주 4예

(LS174T, HCT8, HCT116, SNU-C4) 그리고, 17예의 대장암과 15예의 정

상 대장 점막 조직으로부터 얻어진 microarray 결과를 먼저 전사체 수준

에서 현미부수체 불안정성에 따라 구분되는지를 확인하였다. 이때, Cluster 

version 2.20 (http://rana.lbl.gov/EisenSoftware.htm) 프로그램을 이용, 

75%이상 data 존재, 표준편차가 0.35이하의 filtering 기준을 적용하여 유

전자를 선별하여 unsupervised hierarchical clustering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이 완료된 결과는 Treeview version 1.60 

(http://rana.lbl.gov/EisenSoftware.htm)프로그램을 이용하여 clustergram 

및 발현지도를 작성하였다. MSI-H 대장암과 MSS 대장암 간에 발현도가 

차이가 나는 유전자를 선택하기 위해 먼저 MSI-H 대장암 8예와 MSS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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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암 9예에서 얻어진 결과에서 유전자별 두 그룹간의 p value를 Mann-

Whitney rank-sum test를 적용하여 구한 다음, 유전자별 두 그룹간의 발

현도 평균값을 구하고, p value < 0.01 이면서 발현도가 2배 이상 차이나

는 유전자를 선택하였다.  

 

4. 4. 4. 4. 중합효소중합효소중합효소중합효소    연쇄반응연쇄반응연쇄반응연쇄반응----이형접합소실이형접합소실이형접합소실이형접합소실    검사검사검사검사 (PCR (PCR (PCR (PCR----LOH)LOH)LOH)LOH)    

    

중합효소 연쇄반응은 genomic DNA 50 ng에 1.5 mM MgCl2, 20 pmol 

primer, 0.2 mM dATP, dGTP, dTTP, 5 μM dCTP, 1 μCi [α-32P] dCTP 

(3,000 Ci/mmol; NEN DuPont, Boston, MA, USA), 1 X PCR buffer와 

1.25 U Taq polymerase (Invitrogen)를 총 20 ㎕가 되도록 첨가하여 수행

하였다. DNA 변성을 위하여 95℃에서 5분간 가열하였고, 이후 95℃에서 

30초간의 변성(denaturation) 과정, 60℃에서 30초간의 재결합(annealing) 

과정, 그리고 72℃에서 15초간의 신장(extension) 과정 등 세 과정을 20

회에서 30회 반복 시행하였고, 마지막으로 추가 신장과정을 72℃에서 5분

간 진행하였다. 이상과 같이 합성된 PCR 산물을 같은 부피의 loading 

buffer (95% formamide, 20 mM EDTA, 0.05% xylene cyanol FF, 0.05% 

bromophenol blue)에 섞어 95℃에서 10분간 가열한 다음 즉시 얼음에 넣

고, 그 중 5 ㎕만을 7.5 M의 urea를 포함하는 6% 변성 PAGE 젤에 적용

하여 60 W로 1시간 30분에서 2시간 동안 전기영동시켰다. 전기영동이 끝

난 젤을 젤 건조기에서 1시간 동안 말린 후 Kodak XAR-5 film (Kodak, 

Rochester, NY, USA)에 현상하여 합성물을 판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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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 5. 5. 복합복합복합복합    역전사역전사역전사역전사    중합효소중합효소중합효소중합효소    연쇄반응연쇄반응연쇄반응연쇄반응 (multiplex RT (multiplex RT (multiplex RT (multiplex RT----PCR) PCR) PCR) PCR)     

    

이차원적 전기영동 분석과 oligonucleotide microarray 분석을 통하여 

이상발현이 확인된 유전자는 multiplex RT-PCR을 통해서 그 결과를 확인

하였다. 먼저 1 ㎍의 총 RNA에 1 ㎕의 20 pM random hexamer 

(Qiagene), 1 ㎕의 10 mM dNTP, 1 ㎕의 MMLV reverse transcriptase 

(Life Technologies) 200 U를 첨가한 다음, 42℃에서 1시간, 37℃에서 1시

간 동안 반응시킨 뒤, 65℃에서 10분 동안 처리하여 반응을 중지시켜 

cDNA를 합성하고, 이 cDNA 용액의 양을 50 ㎕이 되게 한 다음, 2 ㎕의 

cDNA 용액을 주형으로 하여 총 20 ㎕가 되도록 1.5 mM MgCl2와 20 pM

의 각각의 primer와 2-10 pM의 β-actin의 primer 조합을 넣고 10 mM 

dATP, dGTP, dTTP, dCTP, 1 X PCR buffer와 1U Taq polymerase (Life 

Technologies)를 첨가하여 PCR 반응을 실시하였다. PCR의 annealing 온

도는 각각의 primer가 갖는 Tm 값에 따라 정하였고, PCR cycle은 serial 

PCR 반응을 통하여 선형 증폭 구간에 오도록 정하였으며, β-actin primer

의 농도는 agarose gel에서 보이는 각각의 유전자의 PCR 산물의 양과 β-

actin의 PCR 산물의 양이 비슷하게 되도록 정하였다. 이 때 사용한 RT-

PCR primer는 Primer 3 프로그램(http://frodo.wi.mit.edu)을 이용하여 

exon-exon junction을 포함하도록 디자인하였다. 반응이 끝난 PCR 산물

은 etidium bromide가 첨가된 1.5%-2% agarose gel에서 전기영동을 하

여 PCR 산물의 양을 확인한 뒤 β-actin의 PCR 산물의 양과 비교하여 유

전자의 발현 정도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RT-PCR pimer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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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와 같다.  

 

Table 2Table 2Table 2Table 2. Primer sequences used in multiplex RT-PCR 

Gene  
Gene Bank 
accession 
number 

forward primer reverse primer 

hMLH1 NM_000249 5'AGATCACGGTGGAGGACCTT3' 5'CCACATTCTGGGGACTGATT3' 

PLA2G2A NM_000300 5'CCTGGGGATACAACTCTGGA3' 5'TTGCACAGGTGATTCTGCTC3' 

MUC1 NM_002456 5'AGTTCAGGCCAGGATCTGTG3' 5'CCCCTACAAGTTGGCAGAAG3' 

Axin2 NM_004655 5'GTGTGAGGTCCACGGAAACT3' 5'TTCATCCTCTCGGATCTGCT3' 

CXCL14 NM_004887 5'TGTGGACGGGTCCAAATG3' 5'CTGCGCTTCTCGTTCCAG3' 

β-actin NM_001101 5'TGCTATCCCTGTACGCCTCT3' 5'GTACTTGCGCTCAGGAGGAG3' 

 

6. Western blot 6. Western blot 6. Western blot 6. Western blot 분석분석분석분석        

    

대장암과 정상 대장 점막조직을 4℃의 lysis buffer (50 mM Tris, pH 

7.4, 1% Triton X-100, 5 mM EDTA, 1 mM KCl, 140 mM NaCl, 2 mM 

MgCl2, 1 mM phenylmethylsulfonyl fluoride, 1 mM sodium fluoride, 1% 

aprotinin, 1 μM leupeptin, and 1 mM sodium orthovanadate)에 넣고 

sonication을 1분 동안 시행하여 조직과 DNA를 분쇄하고, 20,000 g에서 

15분 동안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을 취하였다. 단백질 정량은 protein assay 

kit (Bio-Rad)을 이용하였고 실험 전까지 -70℃에 보관하였다. 5-12%의 

SDS-PAGE gel에 30 ㎍의 단백질을 전기영동시킨 후 polyvinylidene 

difluoride membrane에 1시간 동안 30 V의 전압을 걸어 전기영동된 단백

질을 이동시켰다. 이동이 끝난 membrane은 5% 무지방우유와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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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een 20을 함유한 Tris-buffered saline에 1시간 이상 두어 blocking을 

시키고 일차항체인 SELENBP1 (human selenium bingding protein 1) 항

체 (MBL, Nagoya, Japan)와 반응시키고 세척 후, 일차항체에 맞는 

horseradish peroxidase-conjugated 이차항체(Amersham Pharmacia 

Biotech)와 반응, 세척과정 후 ECL-Plus (Amersham Pharmacia Biotech)

용액을 이용하여 발색반응을 거쳐 단백질의 존재와 양을 확인하였다.  

 

7. 7. 7. 7. 면역조직화학면역조직화학면역조직화학면역조직화학    염색염색염색염색        

    

 대장암 파라핀 포매 조직 329예로 이루어진 조직 array를 이용하여 

SELENBP1에 대한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시행하였다. 또한 57예의 MSI-

H 대장암과 109예의 MSS 대장암 조직으로 이루어진 조직 array를 이용

하여 MUC1 (mucin 1)과 MUC5AC (mucin 5, A and C)에 대하여 면역조직

화학 염색을 시행하였다. 먼저 조직 array 블록을 6 μm 절편으로 만들어 

xylene과 alcohol을 이용, 탈파라핀 과정과 재수화 과정을 거친 후, 0.3% 

hydrogen peroxidase에 10분간 처리하였다. 일차항체로는 SELENBP1 항

체를 1:100으로, MUC1 항체 (Novocastra Laboratories, Newcastle, UK)

를 1:200으로, 그리고 MUC5AC 항체 (Novocastra Laboratories)를 

1:200으로 사용하여 상온에서 1시간, 4℃에서 12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발색제인 diaminobenzidine을 이용, avidin-biotin complex 방법을 사용하

여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수행하였다. 최종적으로 Mayer hematoxylin을 이

용 대조염색을 하였다. 각각의 단백질 발현 판독은 SELENBP1의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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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세포질 염색 패턴은 음성, 나머지는 양성, MUC5AC은 10% 이상의 세

포질 염색 패턴은 양성, 10% 미만은 음성으로 MUC1은 10% 이상의 세포

질 또는 세포막 염색 패턴은 양성, 10% 미만은 음성으로 판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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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III. III. III. 결과결과결과결과    

    

1. 1. 1. 1. 대장암대장암대장암대장암    단백질체단백질체단백질체단백질체    발현발현발현발현    분석분석분석분석    및및및및    특이특이특이특이    단백질단백질단백질단백질    동정동정동정동정        

    

14예의 대장암(MSI-H 대장암 5예, MSS 대장암 9예)과 각각에 해당되

는 정상 대장점막 조직의 단백질체 발현 분석결과, 대장암 특이 과발현 단

백질 점 7개, 대장암 특이 저발현 단백질 점 14개를 발견하였고 이 중 

MALDI-TOF MS 분석결과 14개의 특이 발현 단백질을 동정할 수 있었다. 

Tryptophanyl-tRNA synthetase은 MSI-H 대장암에서 발현 증가하였으며, 

9개의 단백질(calponin H1, aldoketoreductase 7, alpha-B crystallin, 

transgelin, acylco-A dehydrogenase, tryptase I , selenium binding 

protein 1, aldehyde dehydrogenase 1A1, carbonic anhydrase I)은 MSI-

H 대장암과 MSS 대장암 모두에서 발현이 감소하였으며 4개의 단백질

(proteasome activator complex subunit 3,  annexin III, pyruvate kinase 

M1, high-mobility group box 1)은 MSI-H 대장암과 MSS 대장암 모두에

서 발현이 증가하였다 (Figure 1, 2)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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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Figure 1. Figure 1. Figure 1. Representative 2DE image of normal colonic mucosa of case 12.    



 

 

27 

 

Figure 2. Figure 2. Figure 2. Figure 2. Representative examples of silver-stained 2DE gel images of 

annexin 3, tryptophanyl-tRNA synthetase, selenium binding protein 1 and 

carbonic anhydrase 1. 2DE exp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in 5 MSI-H and 

8 MSS carcinomas(T) and matched normal mucosae(N). The decreased 

expressions of annexin 3, selenium binding protein 1, and carbonic anhydrase 

1 in tumors and the increased expression of tryptophanyl-tRNA synthetase in 

tumors are no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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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TableTableTable    3333. 14 dysregulated proteins identified in colorectal carcinomas  

Identified protein Symbol Unigene ID 
Swiss-Prot 
accession # 

M.W. P.I 

Increased in MSI-H carcinomas      

 Trytophanyl-tRNA synthetase WARS Hs.374466 P23381 53.16 5.8 

Decreased in MSI-H and MSS carcinomas      

 Calponin H1, smooth muscle CNN1 Hs.21223 P51911 33.1 9.14 

 Aldoketoreductase 7 AKR7A2 Hs.6980 Q43488 36.6 6.23 

 Alpha(B)-crystallin CRYAB Hs.391270 P02511 20.15 6.76 

 Transgelin  TAGLN Hs.503998 Q01995 22.6 8.87 

 Acyl-CoA dehyrogenase ACADS Hs.348900 P16219 44.3 8.13 

 Tryptase beta-1  TRPB1  Q15661 30.5 6.62 

 Selenium binding protein 1 SELENBP1 Hs.334841 Q13228 52.31 6.1 

 aldehyde dehydrogenase 1A1 ALDH1A1 Hs.76392 P00352 54.86 6.3 

 Carbonic anhydrase I  CA1 Hs.23118 P00915 28.87 6.59 

Increased in MSI-H and MSS carcinomas      

 proteasome activator complex subunit 3 PSME3   Hs.152978 P61289 29.5 5.7 

 Annexin III  ANXA3 Hs.1378 P12429 36.37 5.6 

 Pyruvate kinase, isozymes M1/M2  PKM2 Hs.198281 P14618 57.87 7.6 

 high-mobility group box 1 HMGB1 Hs.6727 P07155 24.89 5.6 

M.W.: molecular weight 

 

2. 2. 2. 2. SELENBP1SELENBP1SELENBP1SELENBP1의의의의    분자유전학적분자유전학적분자유전학적분자유전학적    특징특징특징특징    

        

동정된 14개의 단백질 중에서 특히 SELENBP1 (human selenium 

bingding portein 1)으로 밝혀진 단백질은 MSI-H 대장암과 MSS 대장암 

모두에서 정상 점막조직에 비해서 발현이 감소하였다 (Figure 3, 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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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FiguFiguFigurrrre e e e 3333.... 2D-PAGE images and MALDI-TOF MS spectrum of SELENBP1. A.A.A.A. 

2DE gel images of SELENBP1. Three representative cases out of 14 cases are 

shown. The arrows indicate the protein spot corresponding to SELENBP1. B.B.B.B. 

MALDI-TOF mass spectrum of the tryptic digests of SELENBP1. The 

asterisks indicate peptide mass picks which were matched with mass data of 

SELENBP1 from database. 

 

Table 4.Table 4.Table 4.Table 4. Summary of MS-Fit Search Results of MALDI-TOF mass 

spectrum of SELENBP1 spot 

MOWSE 

score 

#/44(%) 

Masses 

Matched 

% 

Cov 

MW (Da) 

/pI 
Accession # Species Protein Name  

2.61E+10 19 (43) 46 52391/5.9 16306550M Unknwon selenium binding protein 1 

1.68E+08 15 (34) 34 52313/6.1 6094240M Human  selenium binding protein 1 

174 4 (9) 14 52060/6.5 27371236 Human Similar to ectonucleotide 

pyrophosphatase/phosphodi

esterase 5  

50.8 4 (9) 14 54368/4.9 7020273 Human unnamed protein product  

47.4 5 (11) 13 50950/9.4 21756124 Human unnamed protein product  

% Cov; % coverage of matched peptide in putative protein, Accession #; 

Swiss-prot database accession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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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역조직화학염색을 통하여 SELENBP1의 발현감소는 대장의 간질조

직이 아닌 암세포에서 특이적으로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Figure 4). 또한, 

이차원전기영동 분석에 사용한 조직을 이용, Western blot 분석을 시행하

여 SELENBP1 단백질이 정상점막조직과 선종에 비하여 대장암에서 감소

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9 예의 대장암 세포주(HCT116, NCI-H747, SNU-

C4, SNU-C2A, DLD1, LOVO, LS174T, SW480)와 5예의 위암 세포주

(SNU-1, SNU-601, SNU-16, SNU-638)를 이용 Western blot 분석을 수

행한 결과, 대장암 세포주 9예 중 5예(HCT116, NCI-H747, DLD1, 

LOVO)와 위암 세포주 5예 모두에서 SELENBP1이 발현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RT-PCR을 수행한 결과 SELENBP1의 발현감소는 유전자 발

현감소가 그 원인임을 확인하였다 (Figure 5).  

 

FigurFigurFigurFigure 4e 4e 4e 4.... Immunohistochemical analysis of SELENBP1 in colorectal adenoma 

and carcinoma. Strong expression of SELENBP1 is noted in the cytoplasm of 

normal epithelial (B) and adenoma cells (C), while its expression is absent in 

carcinoma cells (D). A. Hematoxylin & Eosin st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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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Figure Figure Figure 5555....  Western blotting and RT-PCR analysis of SELENBP1. A.A.A.A. Western 

blotting analysis of hSELENBP11 in the carcinoma tissues and matched normal 

mucosae. Absence of SELENBP1 in carcinoma tissues is evident. BBBB.... Western 

blotting analysis of SELENBP1 in the normal mucosae, adenomas and 

carcinoma tissues. Markedly decreased expression of SELENBP1 in the 

carcinoma is evident. CCCC.... Several cancer cell lines (HCT116, NCI-H747, DLD1, 

LOVO, SW480, SNU-1, SNU-601, SNU-16, SNU-638) also show absence of 

SELENBP1. DDDD.... Multplex RT-PCR analysis of SELENBP1 and β-ac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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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NBP1의 발현 감소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SELENBP1와 가까

우면서 다형성 빈도가 70% 이상으로 알려진 유전자 표지자인 D1S484를

(EMBL/Gene bank accession number: Z24182, 기준 forward primer: 

5’-agtgatgagggcctctattt-3’, 기준 reverse primer: 5’-

agcttctgccaactatgtgc-3’) 이용하여 PCR-LOH를 수행한 결과 MSS 8 예 

중에서 1예(case 11)에서 이형접합소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SELENBP1의 

발현감소가 프로모터부위의 과메틸화에 의한 발현 억제 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장암 세포주인 LOVO, SNU-C4, SW480 세포주에 탈메틸화 약

제인 5-aza-deoxycytidine (Sigma-Aldrich)을 처리한 결과 SELENBP1

의 발현감소는 프로모터의 메틸화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ure 6). 

 

Figure 6. Figure 6. Figure 6. Figure 6. PCR-LOH and demethylation analysis of SELENBP1.    A.A.A.A. PCR-LOH 

analysis of SELENBP1 (1q21). Only one case (case 11) shows allelic loss in 

the D1S484. B.B.B.B. RT-PCR results of SELENBP1 expression after 5-aza-

deoxycytidine treatments. No evidence of transcriptional reactivation of 

SELENBP1 after 5-aza-deoxycytidine treatments is found. p16 was used as a 

positive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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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SELENBP1SELENBP1SELENBP1SELENBP1    발현도에발현도에발현도에발현도에    따른따른따른따른    임상적임상적임상적임상적    특징특징특징특징        

    

SELENBP1의 발현도와 예후와의 관련성을 조사하기 위해, 329예의 대

장암 파라핀 포매 조직으로 이루어진 조직 array를 이용하여 면역조직화

학 염색을 수행하였다. 이 중 309예에서 면역조직화학 염색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 309예의 TNM 병기는 31예(10%)는 1기, 124예(40%)는 2기, 

116예(37%)는 3기, 38예(12%)는 4기로, 이 중 SELENBP1의 발현 빈도

는 1기에서 32% (10/31), 2기에서 30% (37/124), 3기에서 27% (31/116), 

4기에서 24% (9/38)였으며,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발현 여부에 따른 

생존율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1기와 4기에서는 발현 여부에 따른 생존율

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고, 2기와 3기의 240예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SELENBP1이 발현되지 않는 군이 더 예후가 불량함을 알 수 있었다 

(Figure 7). 240 예에서 SELENBP1 발현에 따른 두 그룹 간의, 예후를 제

외한 다른 임상병리학적 인자들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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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Figure 7.Figure 7.Figure 7. The Kaplan-Meier survival curve of 240 cases colorectal cancer 

patients (stage 2 and 3) according to SELENBP1 expression. The survival 

curve shows that cases lacking SELENBP1 expression were correlated with 

poor prognosis of colorectal carcinomas. 5 year survival rate of colorectal 

carcinoma group with or without SELENBP1 expression was 85% or 70%,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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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TableTableTable    5555.... Comparison of clinicopathological features of colorectal 

carcinomas with or without SELENBP1 expression 

Features Categories 

Number of carcinoma 

with SELENBP1 

expression (%) 

Number of carcinoma 

without SELENBP1 

expression (%) 

p 

Age < 60 years 31(45.6) 93(54.1) 0.23 

 >60 37(54.4) 79(45.9)  

Gender Male 36(52.9) 102(59.3) 0.37 

 Female 32(47.1) 70(40.7)  

Stage Ⅱ 37(54.4) 87(50.6) 0.59 

 Ⅲ 31(45.6) 85(49.4)  

Location Proximal  19(27.9) 40(23.3) 0.45 

 Distal 49(72.1) 132(76.7)  

Size > 6.0cm 33(48.5) 94(54.7) 0.39 

 < 6.0cm 35(51.5) 78(45.3)  

Growth pattern Pushing 6(8.8) 28(16.3) 0.27 

 Mixed 33(48.5) 83(48.3)  

 Irregular 29(42.6) 61(35.5)  

Differentiation Well 11(16.2) 31(18.0) 0.074 

 Moderate 41(60.3) 77(44.8)  

 Poor 16(23.5) 64(37.2)  

Mucinous  Absent 53(77.9) 119(69.2) 0.17 

 component Present 15(22.1) 53(30.8)  

Lymphoid reaction Absent 25(36.8) 67(39.0) 0.75 

 Present 43(36.2) 105(61.0)  

MSI status High 11(16.2) 24(14.0) 0.66 

  Low or stable 57(83.8) 148(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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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4. 4. 대장암대장암대장암대장암    세포주세포주세포주세포주    전사체전사체전사체전사체    발현발현발현발현    양상양상양상양상        

    

6개의 대장암 세포주(HT29, SW480, LS174T, SNU-C4, HCT8, 

HCT116)를 대상으로 DNA microarray를 수행하여 유전자 발현도의 

standard deviation(SD) 값이 0.3 이상인 6,644개의 유전자를 선별, 

unsupervised hierarchical clustering 분석을 수행한 결과, MSI-H 대장암 

세포주와 MSS 대장암 세포주가 서로 다른 집단을 형성하여 구분됨을 알 

수 있었다. 즉, MSS 대장암 세포주인 HT29와 SW480 세포주가 나머지 

MSI-H 대장암 세포주와 전사체 발현 양상만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Figure 8) 

 

Figure 8. Unsupervised two-

way hierarchical clustering 

analysis of 2 MSS and 4 

MSH-H cell lines. The 

dendrogram shows distinct 

expression profile between 

MSI-H (LS174T, SNU-C4, 

HCT8, HCT116) and MSS 

(HT29 and SW480) cell 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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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 5. 5. 대장암대장암대장암대장암    조직조직조직조직    전사체전사체전사체전사체    발현발현발현발현    양상양상양상양상        

    

조직에서도 DNA microarray를 이용한 전사체 발현 양상분석을 통하여 

MSI-H 대장암과 MSS 대장암이 구분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실험 중 

1예의 대장암 조직(case 18T)과 3예의 정상 점막 조직(case 8N, 12N, 

17N)에서는 결과를 얻지 못하여 나머지 대장암 조직 17예와 정상 점막 

조직 15예의 결과를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전체 DNA array에 

75%이상 존재하고 0.35 이상인 SD 값을 갖는 5724개의 유전자군을 선별

하여 unsupervised hierarchical clustering 분석을 수행한 결과, 1예(case 

17T)를 제외하고 정상점막조직군과 대장암 조직군이 나누어진 다음, 대장

암군 내에서 다시 MSI-H 대장암군과 MSS 대장암군이 나누어짐을 확인하

였다 (Figur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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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Figure 9. Figure 9. Figure 9. Unsupervised hierarchical clustering analysis of 17 colorectal 

carcinomas and 15 normal mucosae according to gene expression profile. AAAA, 

Genes that passed the filtering criteria were used (gene expression values 

present in more than 75% in all arrays were taken, and genes having standard 

deviations of less than 0.35 were discarded). 5,724 genes were selected and 

applied to complete linkage hierarchical clustering analysis using the 

uncentered correlation similarity metric method. Red and green indicate 

transcript level above and below the median sample/Universal Human 

Reference RNA expression ratio for all each gene across all sample, 

respectively. B,B,B,B, Exception of case 17T, segregation of normal mucosal tissues 

and tumors, and segregation of MSI-H and MSS tumors are ev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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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 6. 6. 대장암대장암대장암대장암    특이특이특이특이    발현발현발현발현    유전자유전자유전자유전자    발굴발굴발굴발굴        

    

대장암 특이 발현 유전자를 구하기 위해 p 값이 0.01 이하이면서 발현

도 평균이 2배이상 차이나는 유전자를 선별하였다. Microarray에 집적되어

있는 전체 유전자/EST의 2.8%를 차지하는 총 520개의 유전자/EST가 선

별되었으며, 235개는 저발현되었고(Table 6) 285개는 대장암에서 과발현되

었다 (Table 7). 대장암에서 과발현된 285개의 유전자를 기능적으로 분류

하면(http://www.geneontology.org) 핵산대사(10%), 세포증식(10%), 신호

전달(7%), 생합성(6%)에 관련된 유전자가 다수를 차지하였고, 저발현된 

235개의 유전자는 물질수송(11%), 신호전달(8%), 자극반응(6%), 지질대사

(4%)에 관련된 유전자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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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Table Table Table 6666.... The 30 most down-regulated genes in colorectal carcinomas 

UG ID Symbol Gene Name Ratio P value 
Hs.23118 CA1 carbonic anhydrase I 0.03 <0.001 

Hs.50002 CCL19 chemokine (C-C motif) ligand 19 0.03 <0.001 

Hs.74466 CEACAM7 carcinoembryonic antigen-related cell adhesion 

molecule 7 

0.04 <0.001 

Hs.227059 CLCA4 chloride channel, calcium activated, family member 

4 

0.05 <0.001 

Hs.274981 SLC21A8 solute carrier family 21, member 8 0.06 <0.001 

Hs.176658 AQP8 aquaporin 8 0.06 <0.001 

Hs.284258 GUCA1B guanylate cyclase activator 1B (retina) 0.07 <0.001 

Hs.89485 CA4 carbonic anhydrase IV 0.08 <0.001 

Hs.155097 CA2 carbonic anhydrase II 0.09 <0.001 

Hs.279005 SLC21A14 solute carrier family, member 14 0.10 <0.001 

Hs.232165 PRV1 polycythemia rubra vera 1 0.12 <0.001 

Hs.194659 CLCA1 chloride channel, calcium activated, family member 

1 

0.13 <0.001 

Hs.2667 MT1H metallothionein 1H 0.13 <0.001 

Hs.123044 SLC9A3 solute carrier family 9, isoform 3 0.14 <0.001 

Hs.179608 RDHL NADP-dependent retinol dehydrogenase/reductase 0.14 <0.001 

Hs.296323 SGK serum/glucocorticoid regulated kinase 0.14 <0.001 

Hs.272789 MS4A12 membrane-spanning 4-domains, subfamily A, 

member 12 

0.14 <0.001 

Hs.84905 KRT20 cytokeratin 20 0.15 <0.001 

Hs.18953 PDE9A phosphodiesterase 9A 0.15 <0.001 

Hs.89751 MS4A1 membrane-spanning 4-domains, subfamily A, 

member 1 

0.16 <0.001 

Hs.185807 COG7 component of oligomeric golgi complex 7 0.17 <0.001 

Hs.155109 HSD17B2 hydroxysteroid (17-beta) dehydrogenase 2 0.18 <0.001 

Hs.151734 NUTF2 nuclear transport factor 2 0.19 <0.001 

Hs.73843 ADH1A alcohol dehydrogenase 1A (class I), alpha 

polypeptide 

0.19 <0.001 

Hs.38972 TSPAN-1 tetraspan 1 0.20 <0.001 

Hs.275775 SEPP1 selenoprotein P, plasma, 1 0.20 <0.001 

Hs.1408 EDN3 endothelin 3 0.20 <0.001 

Hs.112377 CTXL cortical thymocyte receptor (X. laevis CTX) like 0.20 <0.001 

Hs.179704 MEP1A meprin A, alpha (PABA peptide hydrolase) 0.21 <0.001 

Hs.239069 FHL1 four and a half LIM domains 1 0.21 <0.001 

UG ID: Unigene ID number.  

Ratio: average ratio of intensity of 17 colorectal carcinomas / average ratio of intensity 

of 15 colon normal mucos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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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Table Table Table 7777. The 30 most up-regulated genes in colorectal carcinomas 

UG ID Symbol Gene Name Ratio P value 
Hs.56319 CST4 cystatin S 6.58  <0.001 

Hs.26802 C20orf97 chromosome 20 open reading frame 97 5.59  <0.001 

Hs.7327 CLDN1 claudin 1 4.81  <0.001 

Hs.23582 TACSTD2 tumor-associated calcium signal transducer 2 4.53  0.004  

Hs.374466 WARS tryptophanyl-tRNA synthetase 4.41  <0.001 

Hs.2248 CXCL10 chemokine (C-X-C motif) ligand 10 4.35  <0.001 

Hs.109 DPEP1 dipeptidase 1 (renal) 4.30  <0.001 

Hs.90073 CSE1L CSE1 chromosome segregation 1-like (yeast) 4.11  <0.001 

Hs.83758 CKS2 CDC28 protein kinase regulatory subunit 2 3.94  <0.001 

Hs.104925 ENC1 ectodermal-neural cortex (with BTB-like domain) 3.93  <0.001 

Hs.36927 HSP105B heat shock 105kD 3.92  <0.001 

Hs.16098 CLDN2 claudin 2 3.88  <0.001 

Hs.2962 S100P S100 calcium binding protein P 3.88  0.002  

Hs.433425 TIMP1 tissue inhibitor of metalloproteinase 1 3.86  <0.001 

Hs.77711 ETV4 ets variant gene 4 (E1A enhancer binding protein, 

E1AF) 

3.84  <0.001 

Hs.296638 PLAB prostate differentiation factor 3.82  <0.001 

Hs.152475 ASCL2 achaete-scute complex-like 2 (Drosophila) 3.81  <0.001 

Hs.2288 VSNL1 visinin-like 1 3.75  <0.001 

Hs.87295 CGI-148 CGI-148 protein 3.68  <0.001 

Hs.68879 BMP4 bone morphogenetic protein 4 3.55  <0.001 

Hs.334562 CDC2 cell division cycle 2, G1 to S and G2 to M 3.47  <0.001 

Hs.83169 MMP1 matrix metalloproteinase 1 (interstitial collagenase) 3.47  <0.001 

Hs.111779 SPARC secreted protein, acidic, cysteine-rich (osteonectin) 3.42  <0.001 

Hs.62180 ANLN anillin, actin binding protein (scraps homolog, 

Drosophila) 

3.40  <0.001 

Hs.406013 KRT18 keratin 18 3.38  <0.001 

Hs.75113 GTF3A general transcription factor IIIA 3.35  <0.001 

Hs.2256 MMP7 matrix metalloproteinase 7 (matrilysin, uterine) 3.32  <0.001 

Hs.118110 BST2 bone marrow stromal cell antigen 2 3.28  0.002  

Hs.155324 MMP11 matrix metalloproteinase 11 (stromelysin 3) 3.16  <0.001 

Hs.89690 CXCL3 chemokine (C-X-C motif) ligand 3 3.12  <0.001 

UG ID: Unigene ID number  

Ratio: average ratio of intensity of 17 colorectal carcinomas / average ratio of intensity of 15 

colon normal mucos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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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MSI7. MSI7. MSI7. MSI----H H H H 대장암대장암대장암대장암    특이특이특이특이    발현발현발현발현    유전자유전자유전자유전자    발굴발굴발굴발굴        

    

MSI-H 대장암과 MSS 대장암의 전사체 발현 양상이 상이하게 다름을 

확인한 후 평균 발현도가 2배 이상 차이나고 p value가 0.01 이하인 유전

자를 선택하여 두 군간에 차이나는 유전자를 선별한 결과, 65개의 유전자

가 선택되었으며, 이 중 26 개의 유전자는 MSI-H 대장암에서 2배 이상 

발현이 감소하였고(Table 8) 39개의 유전자는 MSI-H 대장암에서 2배이상 

발현이 증가하였다(Table 9). 

 

Table Table Table Table 8888.... The down-regulated genes in MSI-H colorectal carcinomas 

UG ID Symbol Gene Name 
MSI-

H/MSS 

MSI-

H/N 

MSS

/N 

p 

value 

Hs.24395 CXCL14 chemokine (C-X-C motif) ligand 14 0.23 0.29 1.23 0.004 

Hs.87296  cDNA FLJ20269 fis, clone HEP01293 0.26 1.15 4.37 0.005 

Hs.9029 HAIK1 type I intermediate filament cytokeratin 0.29 1.08 3.8 0.002 

Hs.22785 GABRE gamma-aminobutyric acid (GABA) A 

receptor, epsilon 

0.32 0.73 2.24 0.001 

Hs.282975 CES2 carboxylesterase 2 (intestine, liver) 0.32 0.16 0.51 0.004 

Hs.127337 AXIN2 axin 2 (conductin, axil) 0.34 1.25 3.65 0.007 

Hs.179704 MEP1A meprin A, alpha (PABA peptide 

hydrolase) 

0.36 0.1 0.29 0.005 

Hs.166705 GPR49 G protein-coupled receptor 49 0.39 1.19 3.03 0.006 

Hs.275775 SEPP1 selenoprotein P, plasma, 1 0.44 0.12 0.27 0.009 

Hs.101850 RBP1 retinol binding protein 1, cellular 0.44 0.82 1.87 0.005 

Hs.38738 CLDN15 claudin 15 0.44 0.75 1.72 0.004 

Hs.278997 CESR carboxylesterase-related protein 0.44 0.55 1.26 0.001 

Hs.272245  cDNA FLJ11170 fis, clone 

PLACE1007301 

0.45 0.29 0.65 0.01 

Hs.248019 POU4F3 POU domain, class 4, transcription 

factor 3 

0.45 0.67 1.51 0.007 

Hs.49476  cDNA FLJ12815 fis, clone 

NT2RP2002546 

0.46 0.54 1.15 0.009 

Hs.1298 MME membrane metallo-endopeptidase 

(CALLA, CD10) 

0.46 0.84 1.82 0.002 

Hs.86327 HOXB9 homeo box B9 0.46 0.76 1.66 0.004 

Hs.18457 FLJ20315 hypothetical protein FLJ20315 0.47 1.28 2.7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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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151469 CASK calcium/calmodulin-dependent serine 

protein kinase  

0.47 0.96 2.06 0.002 

Hs.130714  HSPC323 [Homo sapiens], mRNA 

sequence 

0.47 0.62 1.32 0.007 

Hs.192927 PPP1R14

D 

protein phosphatase 1, inhibitor 

subunit 14D 

0.47 0.31 0.66 0.004 

Hs.36927 HSP105B heat shock 105kD 0.48 2.5 5.18 0.005 

Hs.274351 ZDHHC9 zinc finger, DHHC domain containing 

9 

0.48 1 2.08 0.001 

Hs.151301 CADPS Ca2+-dependent activator protein for 

secretion 

0.48 1.07 2.22 0.002 

Hs.380831 FOXO3A forkhead box O3A 0.48 0.54 1.13 0.001 

Hs.85835   cDNA: FLJ22841, clone KAIA4844 0.49 0.31 0.63 0.001 

UG ID: Unigene ID number. MSI-H/MSS: average ratio of intensity of 8 MSI-H 

carcinomas / average ratio of intensity of 9 MSS carcinomas.  MSI-H/N: average ratio 

of intensity of 8 MSI-H carcinomas / average ratio of intensity of 15 normal mucosae.  

MSS/N: average ratio of intensity of 9 MSS carcinomas / average ratio of intensity of 

15 normal mucosae. P value: between 8 MSI-H carcinomas and 9 MSS carcinomas from 

Mann-Whitney rank sum test. 

 

Table Table Table Table 9999.... The up-regulated genes in MSI-H colorectal carcinomas 

UG ID Symbol Gene Name 
MSI-

H/MSS 

MSI-

H/N 
MSS/N 

p 

value 

Hs.76422 PLA2G2A phospholipase A2, group IIA  7.28  1.82  0.25  0.003  

Hs.105806 GNLY granulysin 6.16  7.10  1.15  0.001  

Hs.89603 MUC1 mucin 1, transmembrane 3.35  2.10  0.63  0.009  

Hs.380933  mRNA; cDNA DKFZp586O1224 3.25  5.48  1.69  0.001  

Hs.91011 AGR2 anterior gradient 2 homolog 

(Xenepus laevis) 

3.14  2.85  0.91  0.009  

Hs.103707 MUC5AC mucin 5, subtypes A and C 2.96  2.74  0.93  0.007  

Hs.119140 EIF5A eukaryotic translation initiation 

factor 5A 

2.92  4.34  1.49  0.001  

Hs.15114 ARHD ras homolog gene family, 

member D 

2.85  1.70  0.60  0.005  

Hs.18760  KIAA1389 protein 2.73  1.86  0.68  0.003  

Hs.343628 SIAT4B sialyltransferase 4B  2.71  1.39  0.51  0.003  

Hs.118786 MT2A metallothionein 2A 2.70  0.49  0.18  0.001  

Hs.59413 CTSL cathepsin L 2.65  2.13  0.81  0.009  

Hs.14623 IFI30 interferon, gamma-inducible 

protein 30 

2.62  3.45  1.32  0.003  

Hs.173043 MTA1L1 metastasis-associated 1-like 1 2.62  2.91  1.1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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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NA FLJ12124, clone 

MAMMA1000139 

2.58  2.23  0.87  0.005  

Hs.8986 C1QB complement component 1, q 

subcomponent, beta 

polypeptide 

2.56  1.88  0.73  0.001  

Hs.110796 SAR1 SAR1 protein 2.56  2.61  1.02  0.002  

Hs.270737 TNFSF13B tumor necrosis factor 

superfamily, 13b 

2.46  1.93  0.78  0.005  

Hs.337461 TRIM15 tripartite motif-containing 15 2.45  1.09  0.45  0.006  

Hs.169401 APOE apolipoprotein E 2.39  2.26  0.94  0.003  

Hs.433300 FCER1G Fc fragment of IgE, high affinity 

I, receptor for; gamma 

polypeptide 

2.35  2.64  1.12  0.003  

Hs.2730 HNRPL heterogeneous nuclear 

ribonucleoprotein L 

2.34  2.96  1.26  0.001  

Hs.95655 SECTM1 secreted and transmembrane 1 2.33  0.63  0.27  0.001  

Hs.151734 NUTF2 nuclear transport factor 2 2.33  0.27  0.11  0.007  

Hs.184390 LOC57168 similar to aspartate beta 

hydroxylase  

2.30  2.05  0.89  0.009  

Hs.13015 DNAJC1 DnaJ homolog, subfamily C, 

member 1 

2.30  0.95  0.41  0.002  

Hs.104741 TOPK T-LAK cell-originated protein 

kinase 

2.28  3.48  1.52  0.001  

Hs.380778 MT1L metallothionein 1L 2.23  0.53  0.24  0.004  

Hs.75367 SLA Src-like-adaptor 2.19  1.25  0.57  0.002  

Hs.325978 IL18BP interleukin 18 binding protein 2.12  2.00  0.94  0.004  

Hs.55968 GALNT5 UDP-N-acetyl-alpha-D-

galactosamine:polypeptide N-

acetylgalactosaminyltransferase 

5  

2.09  2.03  0.97  0.005  

Hs.3164 NUCB2 nucleobindin 2 2.08  1.78  0.86  0.003  

Hs.198248 B4GALT1 UDP-Gal:betaGlcNAc beta 1,4- 

galactosyltransferase, 

polypeptide 1 

2.07  1.00  0.48  0.001  

Hs.91448 DUSP14 dual specificity phosphatase 14 2.06  1.81  0.88  0.005  

Hs.1695 MMP12 matrix metalloproteinase 12  2.05  1.94  0.95  0.007  

Hs.237856 PHT2 peptide transporter 3 2.05  2.10  1.02  0.005  

Hs.73010 IFNW1 interferon, omega 1 2.04  2.75  1.35  0.001  

Hs.75703 CCL4 chemokine (C-C motif) ligand 4 2.03  1.72  0.85  0.001  

Hs.75627 CD14 CD14 antigen 2.01  1.32  0.66  0.006  

UG ID, MSI-H/MSS, MSI-H/N, MSS/N, and p value are same as tabl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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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선택된 65개의 MSI-H 특이 발현 유전자 결과를 이용해서 다시 

17 예의 대장암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 65개의 유전자가 MSI-H 대장

암과 MSS 대장암을 구분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10).  

 

Figure 10. Figure 10. Figure 10. Figure 10. Transcriptional gene expression profile of 65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s between MSI-H and MSS carcinomas. Red and green indicate 

transcript level above and below the median tumor:Universal Human 

Reference RNA expression ratio for 65 genes, respectively. 

이 65개의 유전자가 다른 실험군에서도 MSI-H 대장암과 MSS 대장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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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분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전향 실험군 (test group) (case 

19-29)의 데이터에 적용하였다. 이 분석에서는 2개의 유전자가 초기 데이

터 선별과정에서 제거되어 63개의 유전자를 이용하여 unsupervised 

hierarchical clustering 분석을 수행하여 역시 MSI-H 대장암과 MSS 대

장암이 구분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11). 

 

Figure 11. Figure 11. Figure 11. Figure 11. Transcriptional gene expression profile of 63 genes in 11 colorectal 

carcinomas. The dendrogram shows six MSI-H carcinomas are seperated from 

five MSS carcinomas by 63 ge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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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I-H 대장암과 MSS 대장암을 구별하는 65개의 유전자들 중에서 

MSI-H 대장암 특이 과발현 PLA2G2A, MUC1 유전자와 MSS 대장암 특

이 과발현 AXIN2 유전자, MSI-H 대장암 특이 저발현 CXCL14 유전자와 

MSI-H 대장암의 원인유전자인 hMLH1에 대하여 복합 RT-PCR을 수행하

여 유전자 발현 차이를 다시 확인하였다 (Figure 12). 

선별한 65개의 유전자들 중에서 항체구입이 가능하였던 MUC1과 

MUC5AC에 대해서는 57예의 MSI-H 대장암과 109예의 MSS 대장암 조

직으로 이루어진 조직 array를 이용하여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수행한 결

과 두 그룹간에 단백질 발현도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Figure 

13). 

 

Figure 12Figure 12Figure 12Figure 12. Expression analysis of hMLH1, PLA2G2A, MUC1, AXIN2, and 

CXCL14 by multiplex RT-PCR. Down-regulation of hMLH1 in MSI-H 

carcinomas is evident. Up-regulations of PLA2G2A and MUC1, and down-

regulations of CXCL14 are found in MSI-H carcinomas. β-actin was used as a 

quantitative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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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Figure 13. Figure 13. Figure 13. Immunohistochemical analysis of MUC1 and MUC5AC    in colorectal 

carcinomas. A. A. A. A. Tumor histology and immunohistochemical analysis of MUC1 

and MUC5AC in one MSI-H colorectal carcinoma. Increased expressions of 

MUC1 and MUC5AC are evident. B.B.B.B. Summary of MUC1 and MUC5AC 

expressions in the 57 MSI-H and 109 MSS colorectal carcinomas. In the MSI-

H carcinomas, more frequent expressions of MUC1 and MUC5AC (37% vs 21% 

and 19% vs 5%, respectively) are ev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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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IV. IV. IV. 고찰고찰고찰고찰    

 

본 연구에서는 MSI-H 대장암이 보이는 특징적인 임상, 병리학적 소견

들이 단백질체 수준에서도 관찰되는지 알아보고자 먼저 2D-PAGE를 수행

하였다. 대장암에서 특이하게 감소 혹은 증가하는 24개의 단백질 점을 확

인하였으나, 이들 중 14개의 단백질만을 동정할 수 있었고 이들 중에서 

MSI-H 대장암에서 특이적으로 증가하는 단백질로 tryptophanyl-tRNA 

synthetase를, 대장암에서 발현 감소하는 단백질로 9개의 단백질을, 대장

암에서 발현 증가하는 단백질로 4개의 단백질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숫자

는 microarray를 이용하여 발굴한 MSI-H 특이발현 유전자/EST 65개와 

비교할 때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먼저 2D-PAGE의 몇가

지 한계점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발현양이 적은 수준의 단백질

을 확인할 수 있는 민감도(sensitivity)의 한계와 분자량이 높은(>120 kD) 

단백질과 소수성(hydrophobic), 염기성(pI >11.0) 단백질을 분리할 수 있

는 해상능(resolution)의 한계가 그것이다. Silver 염색의 경우 이론적으로 

구분 가능한 단백질 농도는 1 ng이고 colloidal comassie 염색의 한계 농

도는 8-10 ng 이다.46 본 연구에서 한 젤당 약 1000개 내외의 단백질 점

이 존재하였는데, 이는 인간의 유전자 약 3만여개의 3.3%에 해당되며 한

개의 단백질이 다양한 전사 후 변형(post-translational modification)을 거

치는 것을 고려하면, 2D-PAGE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백질체의 비율은 더

욱 줄어들 것이다. 또한 silver 염색을 한 이미지 분석용 젤에서는 존재하

였지만 coomassie 염색을 한 단백질 분석용 젤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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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질 점이 3개 존재하였고 MALDI-TOF MS 분석 과정에서 동정에 실

패한 단백질도 다수 존재하였다. 이러한 2D-PAGE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

해서, 이후 연구에서는 pH 3-4 18cm, pH 4-5 18cm, pH 5-6 18cm 등 좁

은 범위의 pH 젤을 사용하거나, 젤을 사용하지 않는 capillary liquid 

chromatography와 같은 chromatography를 이용한 단백질 분리 기술, 동

위원소를 이용한 Isotope-Coded Affinity Tags (ICAT) 기술을 응용한 단

백질 비교정량 기술 등 민감도와 해상력을 높이는 다른 방법의 사용을 고

려할 수 있을 것이다.  

2DE-PAGE 분석을 통하여 동정한 14개의 단백질의 결과중에서 DNA 

microarray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tryptase beta 1과 proteasome 

activator complex subunit 3을 제외한 12개의 단백질 발현 소견과 

microarray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transgelin과 aldehyde dehydrogenase 

1A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일치함을 알 수 있다 (Tabl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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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Table Table Table 10101010.... Comparison between results of 2DE and DNA microarray 

Identified protein MSI-H MSS 

Increased in MSI-H carcinomas on 2D-PAGE   

 Trytophanyl-tRNA synthetase 5.38 1.55 

Decreased in MSI-H and MSS carcinomas on 2D-PAGE   

 Calponin H1, smooth muscle 0.18 0.23 

 Aldoketoreductase 7 0.87 0.84 

 Alpha(B)-crystallin 0.33 0.39 

 Transgelin  1.02 1.02 

 Acyl-CoA dehyrogenase 0.52 0.47 

 Tryptase beta-1  N.D. N.D. 

 Selenium binding protein 1 0.43 0.58 

 aldehyde dehydrogenase 1A1 0.89 1.10 

 Carbonic anhydrase I  0.03 0.03 

Increased in MSI-H and MSS carcinomas on 2D-PAGE   

 proteasome activator complex subunit 3 N.D. N.D. 

 Annexin III  1.95 1.76 

 Pyruvate kinase, isozymes M1/M2  2.96 2.16 

 high-mobility group box 1 1.93 2.01 

MSI-H; average expression ratio of 8 MSI-H carcinomas (case 1-8) compared 

with normal mucosa on microarray  

MSS; average expression ratio of 9 MSS carcinomas (case 9-17) compared with 

normal mucosa on microarray 

 

본 연구에서는 대장암에서 특이 발현하는 단백질로 동정한 10개의 단

백질 중에서 SELENBP1 발현 감소의 의미에 대하여 더욱 조사하였다. 

SELENBP1은 640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56 kD의 단백질로, 유전자는 

1.7 kbp크기이고 1q21-q22에 위치하고 있다. 1993년 처음 클로닝이 된 

SELENBP1은 정상 간, 폐, 콩팥, 대장, 전립선, 췌장에서 mRNA가 높게 

발현하고 있음이 보고되었고,47,48 1998년 전립선암 세포주를 이용한 실험

에서 빨리 자라고 androgen에 반응하지 않는, 악성도가 높은 세포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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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NBP1 발현이 감소되어 있다는 보고와, 폐암에서 SELENBP1의 발현

감소가 불량한 예후와 관계가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49 위의 두 보고들은 

모두 셀레니움(selenium, Se)의 항암예방효과와 SELENBP1과의 관계를 

주목하고 있는데, 셀레니움의 항암예방효과는 식이 셀레니움의 피부암 예

방을 위한 대규모 임상실험 결과에 의해 일부 증명이 되었다. 이 임상실험 

결과 셀레니움이 피부암의 예방에 대해서는 효과를 발견할 수 없었지만, 

전립선암, 폐암, 그리고 대장암에서 암발생율은 낮춘다는 것이 밝혀졌다.50 

셀레니움의 항암예방 기전으로는 세포분열 억제, DNA 합성억제, 세포사멸 

유도, 혈관생성 억제 등이 제시되고 있다.51  

현재는 2001년부터 시작된 3상, 이중맹검, 위약조절, 총 연구기간 12

년의 Selenium and Vitamin E Chemoprevention Trial (SELECT) 라는 임

상시험이 진행중이다. 포유류에서 셀레니움을 함유하고 있는 단백질은 3가

지 종류, 즉 selenium이 selenocysteine 형태로 단백질에 함유되어 있는 

특정 selenoprotein 그룹과 methionine 대신에 selenomethionine 형태로 

단백질에 함유되어 있는 불특정 selenoprotein 그룹, 그리고 단백질에 결

합하고 있는 형태로 함유되어 있는 selenium binding protein 그룹으로 구

분할 수 있고, selenium binding protein 그룹에는 SELENBP1과 마우스의 

간조직에서 발견된 14 kD의 fatty acid-binding protein의 단백질, 2가지가 

확인되고 있다.52 전립선 세포주와 폐암에서 SELENBP1에 대한 보고는 본 

연구에서 밝혀진 SELENBP1 발현이 없는 대장암이 예후가 더욱 불량하다

는 결과를 간접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셀레니움의 항암예방효과와 

SELENBP1이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추정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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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NBP1의 발현감소는 선종에서는 관찰할 수가 없었고, 대장암 일

부에서 관찰되었다. 이는 SELENBP1의 발현감소는 대장암의 선종-대장암 

연속 발암과정에서 후기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SELENBP1의 발현감소가 

악성화의 중요한 요소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발현이 감소되는 기

전으로 본 연구에서는 PCR-LOH와 프로모터 메틸화 여부를 조사하였으나, 

SELENBP1의 발현감소는 이형접합소실이나 프로모터 메틸화에 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밝혀져, 제 3의 기전에 의해 발현이 감소하는 것으로 사료되

고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현재까지 대장암에서 DNA microarray를 이용한 다수의 보고들이 있었

는데53-55 본 연구에서 대장암 특이 발현 유전자로 발굴한 520개의 유전자

/EST들 중 많은 유전자를 이전의 결과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대장암에

서 발현이 감소한 235개의 유전자들을 기능적으로 분류했을 때, 물질수송

(11%)에 관련된 유전자가가 가장 많은 것은 정상 대장 점막조직의 고유기

능인 소화, 흡수 기능에 관련된 유전자의 발현 감소가 정상 대장 점막세포

에서 암세포로의 이행시 나타나는 가장 큰 현상임을 보여주고 있다. 마찬

가지로 대장암에서 발현이 증가한 285개의 유전자들 중 핵산대사(10%)와 

세포증식(10%)에 관련된 유전자가 많은 것은 암세포의 빠른 분열과 증식

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현재까지 DNA microarray 기술을 이용하여 MSI-H 대장암과 MSS 대

장암과의 유전자 발현의 차이를 연구한 보고는 2 가지가 발표되었다.56,57 

하나는 MSI-H 대장암 세포주와 MSS 대장암 세포주간에 차이가 나는 유

전자를 동정한 보고이고, 또다른 하나는 microarray를 이용하여 유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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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현 양상 조사 결과 MSI-H 대장암과 MSS 대장암이 구분될 수 있음을 

보여준 보고이다. 전자 보고에서는 체외에서 오랫동안 계대배양된 세포주

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보고한 유전자 군이 실제 MSI-H 대장암과 MSS 

대장암에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는 유전자인지 논하기 어렵다. 또한 후자 

보고에서는 MSI-H 대장암과 MSS 대장암 간에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는 

유전자를 통계학적으로 선별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대장암 조직을 대

상으로 통계학적으로 정의된 기준에 의해 유전자를 선별하였으며, 이렇게 

선별된 MSI-H 대장암 특이 발현 유전자들은 MSI-H 대장암의 독특한 병

리학적 특징들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였다. 예를 들어 MSI-H 대장암에서 

과발현되는 MUC1과 MUC5AC는 mucin 생산에 관련된 유전자로 이는 

MSI-H 대장암에서 자주 관찰되는 점액성 분화를 설명하는 소견이라 할 

수 있다. 또한 MUC5AC 과발현과 대장암의 MSI-H 표현형과의 상관 관계

는 이미 보고된 바 있다.58 또 다른 예로 세포독성 T 세포(cytotoxic T 

cell)와 자연살해 세포(natural killer cell)의 세포독성 과립에 존재하는 것

으로 알려진 granulysin이 MSI-H 대장암에서 과발현하는 것으로 관찰되

는데, 이는 MSI-H 대장암에서 더 빈번하게 관찰되는 종양내 T 세포의 침

윤과 항종양 면역반응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CIN 대장암의 발암기전으로 알려진 APC/β-catenin 유전자 체계의 

이상과 관련된 유전자들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MSS 대장암에서 PLA2G2A

의 저발현이, AXIN2의 과발현이 관찰되는데, PLA2G2A는 가족성 용종증

의 마우스 모델인 APCMin/+ 형질 마우스를 통한 연구에서 이 질환의 중증

도를 경감시켜주는 주 변경유전자(major modifier)로 알려져 있다.59,6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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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MSS 대장암에서 PLA2G2A 발현 감소에 의해서 APC/β-catenin 유전

자 체계의 이상이 더욱 조장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AXIN2는 AXIN1, 

APC, glycogen synthase kinase 3 β 그리고 β-catenin과 함께 단백질 복

합체를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61 β-catenin의 활성에 의해서 

AXIN2의 발현이 증가하는 것이 보고되었다.62 따라서 MSS 대장암에서 관

찰되는 AXIN2의 과발현은 MSS 대장암의 APC/β-catenin 유전자계의 이

상활성을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발굴한 MSI-H 대장암 특이 발현 65개의 유전자들에 대하

여 MSI-H 대장암 및 MSS 대장암의 발암과정 및 진행과정에 있어 이상발

현의 의미에 대해서 이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이를 통하

여 MSI-H 대장암의 임상병리학적 특징 및 분자유전학적 특징에 대해 새

로운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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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V. V. V. 결론결론결론결론 

 

MSI-H 대장암의 유전자 발현 양상 분석 및 새로운 표적 유전자를 동

정하기 위하여 대장암 14예와 대응 정상 대장점막을 대상으로 이차원적 

전기영동법 및 MALTI-TOF 분석 결과 tryptophanyl-tRNA synthetase는 

MSI-H 대장암에서 발현이 증가하였으며, 9개의 단백질(calponin H1, 

aldoketoreductase 7, alpha-B crystallin, transgelin, acylco-A 

dehydrogenase, tryptase I , SELENBP1, aldehyde dehydrogenase 1A1, 

carbonic anhydrase I)은 MSI-H 대장암과 MSS 대장암 모두에서 발현이 

감소하였으며, 4개의 단백질(proteasome activator complex subunit 3,  

annexin III, pyruvate kinase M1, high-mobility group box 1)은 MSI-H 

대장암과 MSS 대장암 모두에서 발현이 증가하였다. 이들 중에서 

SELENBP1은 선종에서는 발현 감소가 없었고 선암에서 특이적으로 발현

이 감소하였으며, 이형접합소실과 프로모터의 메틸화는 SELENBP1의 발

현 감소 원인 기전은 아니었다. 대장암 309 예로 구성된 조직 array를 이

용, SELENBP1에 대하여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수행한 결과 2기와 3기의 

대장암에서 SELENBP1을 발현하지 않는 집단의 예후가 SELENBP1을 발

현하는 집단에 비해 불량하였다(P = 0.021). 

또한, DNA microarray를 이용하여 MSI-H 대장암 18예와 대응되는 정

상 대장점막을 분석한 결과, 전사체 발현 양상만으로 정상 대장점막군과 

대장암군이 나누어지고, 대장암군 내에서 다시 MSI-H 대장암군과 MSS 

대장암군이 나누어짐을 확인하여 MSI-H 대장암과 MSS 대장암이 DNA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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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되는 표현형일뿐만 아니라 전사체 발현 수준에서도 구분됨을 알수 있

었다. 이를 토대로 정상 대장점막과 비교하여 대장암에서 2배 이상 유의미

하게 발현이 증가하는 285개의 유전자/EST와, 발현이 감소하는 235개의 

유전자/EST를 선별하였고, MSS 대장암에 비하여 MSI-H 대장암에서 2배 

이상 유의미하게 발현이 증가 혹은 감소하는 65개의 유전자/EST를 동정

하였으며, 11예의 전향 실험군을 대상으로 DNA microarray 분석을 수행

하여 이 MSI-H 대장암 특이발현 유전자 65개의 발현양상으로 MSI-H 대

장암이 구분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들 65개 유전자들 중에서 MUC1, 

MUC5AC, granulysin과 같은 MSI-H 대장암의 특징적인 병리학적 소견

(점액성 분화, 종양 면역반응)과 관련이 있는 유전자와 MSS 대장암의 분

자유전학적 특징인 APC/β-catenin 유전자계 이상과 관련 있는 PLA2G2A, 

AXIN2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들 중에서 MUC1과 MUC5AC에 대하여 조

직 array를 이용, 57예의 MSI-H 대장암과 109예의 MSS 대장암의 발현

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두 그룹간에 발현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MUC1; p=0.029, MUC5AC; p=0.002).  

이를 종합하여 볼 때, 본 연구에서 선별한 MSI-H 특이 발현 유전자는 

MSI-H 대장암의 임상병리학적 특징 및 분자유전학적 특징에 대한 이해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을 사료되며, 이러한 MSI-H 대장암에 대한 이해는 

MSI-H 대장암의 진단 및 예후 판정에 있어도 중요한 발전을 가져올 것으

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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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 molecular genetic studies have revealed that colorectal 

carcinomas can be classified as chromosomal instability (CIN) and high 

microsatellite instability (MSI-H) phenotype according to genetic 

instability. MSI-H colorectal carcinomas account for 10-15% of 

colorectal carcinomas and have distinct clinicopathologic 

characteristics. The mechanism of carcinogenesis in MSI-H carcinomas 

is thought to involve frameshift mutations of microsatellite repeats 

within coding regions of the affected target genes followed by 

defective mismatch repair gene system. The identification of new 

target genes has served as an important research model in 

understanding of carcinogenesis and progression of MSI-H colorectal 

carcinomas. 

We undertook the proteomic and transcriptomic approach in normal 

colonic mucosae, microsatellite stable (MSS) and MSI-H colorectal 

carcinomas by using two-dimensional electrophoresis and 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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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array technology. To identify new target genes, we first 

evaluated whether MSI-H and MSS colorectal carcinomas could be 

distinguished at the proteomic profile and transcriptional gene 

expression profile levels. Then, we identified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s in MSI-H and MSS colorectal carcinomas.  

Fourteen proteins were identified as differentially expressed 

between colorectal carcinomas and normal mucosae by two-

dimensional electrophoresis and MADLI-TOF MS analysis. Of the 

fourteen proteins, expression of selenium binding protein 1 

(SELENBP1) was decreased in carcinomas but not in adenomas. An 

immunohistochemical analysis of 309 colorectal carcinoma cases using 

tissue microarray demonstrated a poor prognosis in the group without 

SELENBP1 expression compared with the group showing SELENBP1 

expression (p=0.021). 

A gene expression profile analysis using DNA microarray 

distinguished carcinomas from normal mucosae, and displayed a 

distinctive MSI-H carcinoma subgroup. Based on the result, 285 

genes/ESTs were identified as being upregulated and 235 genes/ESTs 

as being downregulated in carcinomas compared to normal mucosae 

according to selection criteria (more than 2 fold expression change, 

p<0.01). Next, 57 genes and eight ESTs were identified as 

differentially expressed target genes/ESTs between MSI-H and MSS 

carcinomas according to selection criteria. These 65 genes/ESTs also 

distinguished the new test sets of six MSI-H and five MSS colorectal 

carcinomas. 

Among these 65 genes/ESTs, genes such as MUC1, MUC5AC and 

granulysin that relate with pathologic characteristics (mucin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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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enotype, tumor immune reaction et cetera) of MSI-H carcinomas and 

genes such as PLA2G2A and AXIN2 that relate with dysfunction of 

APC/β-catenin pathway of MSS colorectal carcinomas were found. An 

immunohistochemical analysis of MUC1 and MUC5AC expression on 57 

cases of MSI-H and 109 cases of MSS colorectal carcinomas using 

tissue array, showed that the expressions of MUC1 and MUC5AC 

differed between MSI-H and MSS carcinomas (MUC1 p=0.029, 

MUC5AC p=0.002). 

In summary, fourteen proteins were identified as differentially 

expressed between colorectal carcinomas and normal mucosae by two-

dimensional electrophoresis and MADLI-TOF MS analysis. The 

expression of SELENBP1 was decreased in carcinomas but not in 

adenomas and the decrease in expression was related with a poor 

prognosis in colorectal carcinoma patients. 285 genes/ESTs were 

identified as being upregulated and 235 genes/ESTs as being 

downregulated in carcinomas compared to normal mucosae by DNA 

microarray. The gene expression profiles of MSI-H carcinomas were 

different from those of MSS carcinomas and normal colonic mucoase.  

These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s in MSI-H carcinomas will 

contribute to the 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istics of MSI-H 

colorectal carcinomas, which will aid in the diagnosis and prognosis 

evaluation in MSI-H colorectal carcinomas.    

 

 

------------------------------------------------------------ 

Key words: microsatellite instability, colorectal carcinomas, proteomic 

analysis, DNA microarray, gene expression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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