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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유전자의 서열변화 없이 일어나는 유전자 전사 조절에 대

한 후성유전적 연구는 크로마틴재편성, 히스톤 단백질 변형 

및 논코딩RNA 영역을 포함한다. 이들 후성유전적 이상에 

의한 유전자 발현의 불균형은 다양한 질병과 연관되는 비

정상적인 생물학적 프로세스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일련

의 차세대서열분석기술을 이용한 암유전체학 연구는 후성

유전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빈번한 서열변이를 확인하고 있

으며, 따라서 이러한 유전자 변이가 암의 발생 및 유지에 있

어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암에서 히스톤 단백질 

변형 조절 유전자에 대한 불활성 변이의 대표적인 예로써 

histone lysine(K)-specific methyltransferase 2(KMT2) 

및 histone K-specific demethylase 6(KDM6) 군 단백질

을 들 수 있다. 여기서는 암과 KMT2의 상관성에 대하여 특

히 KMT2D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KMT2

KMT2 군 단백질은 히스톤 H3 단백질 라이신-4 잔기

에 대한 메틸화를 유도하는 진화적으로도 보존된 메틸기

전이효소이다 [1]. 포유류의 경우 여섯 개의 KMT2 아형

이 있고, 다양한 단백질들과 결합하여 KMT2A 또는 2B 복

합체, KMT2C 또는 2D 복합체, KMT2F 또는 KMT2G 

복합체를 형성함으로써 각각의 복합체는 안정적으로 각

각 특이적 기질을 메틸화시킨다. 이 중 KMT2D와 동족

체(homologue)인 KMT2C는 ASH2L, RBBP5, WDR5, 

DPY30의 그룹 간 공통되는 소단위 물질과 더불어 PTIP, 

PA1, NCOA6(ASC-2), UTX(KDM6A)의 그룹 특이적 단

백질과 함께 결합체를 형성한다. NCOA6는 TP53단백질의 

공활성화인자(coactivator)로 작용하고, UTX는 히스톤 H3

의 라이신-27 잔기에 대한 탈메틸화를 유도한다고 보고되

고 있으나, 보다 명확한 각각의 결합구성체에 대한 분자생

물학적 기능 연구가 필요한 상태에 있다. KMT2D에 대한 

동질유전자 결손 암세포주(isogenic cell lines) 및 조건적 

결손유도 실험쥐(conditional knockout mouse) 모델을 이

용한 H3 메틸화 분석은 KMT2D가 H3 라이신-4 잔기의 단

일메틸화(H3K4me1) 유지에 중요하며, KMT2D 크로마틴-

면역침강법을 이용한 결합부위 서열분석(ChIP-seq) 연구

들은 KMT2D가 인헨서 부위에 집중적으로 위치하여 타겟 

유전자 발현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 상염색체 우성

(autosomal dominant)으로 유전되는 불활성화된 KMT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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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적 장애, 성장 지연, 골격계 기형 등을 수반하는 가부

키 증후군(Kabuki syndrome) 환자의 55-80%와 연관된 

주요 발병 요인으로, 암 발생 빈도 또한 높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2]. 한쪽(single-copy) KMT2D 유전자 이상으

로도 유발되는 병태는 KMT2C에 의한 히스톤 메틸화에서

의 가외성(redundancy) 효과에도 불구하고 KMT2D의 특

이적 역할에 대한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 최근 발표된 연

구결과들은 KMT2C와 KMT2D의 TP53, cAMP, 레티노산

(retinoic acid) 등을 포함하는 세포 내 신호 경로와 지방세

포, 근세포의 분화 및 담즙산 항상성 유지 등의 다양한 생물

학적 프로세스에 관여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1, 3-5]. 따라

서, 이들 단백질에 의한 히스톤 메틸화가 어떻게 발생, 생

장, 사멸, 대사 및 여러 질병과 연계되어 있는지에 대한 관

심이 높아지고 있다.

KMT2D와 암

게놈프로젝트로 축적된 대규모의 유전정보와 더불어 수

많은 암 유발 유전자(cancer driver genes)와 종양 억제 유

전자(tumor suppressor genes)가 발견되고 있고, 각각

의 작용기전이 분자수준에서 끊임없이 보고되고 있으나, 

아직 암의 발생과 유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상

황에 있다. 후성유전학적 암생물학으로의 접근방법이 이

에 대한 이해를 더욱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

다. 암세포에서 수행된 전장엑솜 서열분석(Whole-exome 

sequencing)은 암종 특이적인 KMT2의 체세포 돌연변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암유발유전자로서의 KMT2 기능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KMT2C와 KMT2D의 경우에

서 가장 높은 암연관 돌연변이 빈도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

의 경우 틀이동(frameshift) 또는 논센스(nonsense) 돌연

변이를 통해 메틸전이 작용부위인 SET-도메인의 손실 등

으로 인한 비활성화가 유도된다. KMT2D의 경우 소아뇌종

양(수모세포종; medulloblastoma), 림프종(소포성 림프종; 

follicular lymphoma, 미만성 큰B세포 림프종; diffuse 

large B cell lymphoma), 식도암(편평세포암; esophageal 

squamous cell carcinoma)을 포함한 다양한 암종에서 최

대 89%의 체세포 돌연변이가 확인되고 있다 [6-8]. 따라

서 이들 메틸전이효소의 타겟 유전자 동정과 암 발생 및 유

지에 대한 분자생물학적 기전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

에 있다. KMT2D는 약 600kDa의 분자량을 가진 거대 단백

질을 발현시키기 때문에 그 생화학적 기능 연구를 위한 항

체 및 발현시스템 확립에 큰 어려움이 있다. 최근 미국 듀

크대학교 의과대학의 Yiping 그룹은 이러한 연구의 저해

요인을 극복하고자 체세포유전자도입(somatic knockin)

법을 이용하여 Flag이 라벨된 KMT2D를 발현하는 동질유

전자 변형 세포주를 제작하고, 내인성 KMT2D(KMT2D-

Flag)의 유전체 작용 프로파일을 항-Flag 항체를 기반으

로 크로마틴-면역침강법을 이용하여 결합부위를 분석하

였다 [3]. 또한 이 그룹은 KMT2D 특이적 징크핑거 뉴클

레이즈(Zinc-finger nucleases, ZFNs)를 이용하여 동질

유전자 결손 수모세포종과 대장암 세포주를 제작하고 각각

의 전사체 발현을 비교하여 TP53 경로를 포함한 다양한 세

포 내 신호 및 대사 경로에서의 타겟 유전자를 보고하였다 

[3, 9]. 특히 KMT2D 유전자 결손이 각각의 암세포주 생

장 및 이동(migration)을 억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최

근 미국 펜실베이나 대학의 또 다른 그룹에서는 기능획득변

이(gain of function mutation)된 TP53이 KMT2D와 결

합하여 KMT2D에 의해 조절되는 유전자의 발현을 증가시

킬 뿐만 아니라, KMT2D의 발현도 특이적으로 향상시키

는 것을 보고하였다 [10]. 한 편, 또 다른 두 그룹에 의해 수

행된 독립적 연구에서 세포사멸 억제 단백질인 Bcl-2를 지

속적으로 발현시킨 조건에서 KMT2D의 결손을 유도하였

을 때 B세포의 종양형성이 촉진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11-

12]. 흥미롭게도 KMT2D가 TNFAIP3, SOCS3, SGK1, 

TRAF3, TNFRSF14, ARID1A 등의 림프성 종양억제 유전

자(lymphoid tumor suppressor genes)의 인헨서에 위치

한 히스톤 단백질의 메틸화에 관여하여 종양 유발을 유도하

는 것으로 보여진다 [12]. 

맺음말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면 KMT2D의 암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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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유지에서의 역할이 다양한 세포 타입과 발현하는 단백

질 종류 등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암

시하고 있다. 따라서, 암 연관 동물모델과 체세포 표지유

전자 도입 및 유전자가위를 이용한 결손 모델 등을 이용한 

KMT2D의 암 형성 및 유지에서의 작용기전 연구 결과는 보

다 임상적 유의성과 향후 치료 타겟으로서의 개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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