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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인간 염색체 21번과 22번 염기 서열에서

삼염기 반복 서열의 분포와 특성

인간을 비롯한 진핵 생물의 유전체 염기 서열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반복 서열들이

발견되고 있으며 특히 CAG 반복 서열을 포함한 삼염기 반복 서열들의 반복회수

다형성은 헌팅톤 무도병, 척수소뇌성 실조증과 같은 신경 퇴행성 질환들의 발병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삼염기 반복 서열의 반복 회수 다형성으로 인한

발병 기전은 현재 명확히 규명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질병들은 모두 원인 유전자

내의 특정 삼염기 반복 서열의 유전체 상의 반복 회수가 특정 수치 이상으로 증폭

되는 경우 발병하게 되며 환자들의 가계에서 세대를 거듭할수록 발병 연령이 점점

어려지고 증상은 더욱 심해지는 genetic anticipation 현상을 수반한 신경 퇴행성 유

전질환이라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삼염기 반복 서열의 증폭에 의한 질환들의

이러한 특성에 착안하여 genetic anticipation 이 관찰되는 신경계 질환들, 특히 정

신분열증, 양극성 장애 등의 원인 유전자를 삼염기 반복 서열을 포함하고 있는

유전자들 중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Human

Genome Project 에서 발표한 인간 유전체 염기 서열 초안 자료들 중 완성도가 높

은 염색체 21번과 22번 염기서열에서 CAG 반복을 포함한 삼염기 반복 서열의 위

치와 분포를 조사하고 그 결과 및 관련 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함으로써 관

련 유전질환의 원인 유전자 탐색에 활용되어질 수 있는 생물정보학적 기반을  마

련하고자 하였다. 인간 염색체 21번 염기 서열의 경우 총64종의 삼염기 반복  서

열들에 대해 각각의 반복 단위 서열들이 5번 이상 반복되어 있는 위치는 모두

6876개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중 56.5% 인 3887개가 유전자로 추정되는   염

기 서열 영역 내에서 발견되었고 AAA 반복과 TTT 반복이 4720개로 전체의68.6%

를 차지하고 있으며 CAG 반복과 CTG 반복은 0.003%에 해당하는 20개로 조사되

었다. 한편 인간 염색체 22번 염기 서열의 경우 삼염기 반복 서열들이 5번 이상

반복되어 있는 위치는 모두 2833개이고 이중 35.8%인 1015개가 유전자로 추정되

는 염기 서열 영역 내에서 발견되었으며 AAA 반복과 TTT 반복이 전체의 68.4%인

1937개로 CAG 반복과 CTG 반복이 0.006%에 해당하는 16개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삼염기 반복 서열들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는 향후   반복 회수의

다형성 연구를 통한 질병 원인 유전자 규명에 유용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핵심되는 말 : CAG 반복, 정신분열증, 양극성 장애, 데이터베이스, 생물정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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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염색체 21번과 22번 염기 서열에서

삼염기 반복 서열의 분포와 특성

<지도교수 이 진 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사업단

이    환    석

Ⅰ. 서론

인간을 비롯한 진핵 생물의 유전체 염기 서열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반복 서열들이 존재하며 그 중 특정한 단위의 염기 서열이 연속해서

반복되는 tandem repeat  염기 서열들은 반복되는 단위의 길이가 14

bp 이상인 minisatellites  와 13 bp 이하인 microsatellites 로 구분되어

진다.1 CAG 가 4번 반복된 (CAG)4 즉, CAGCAGCAGCAG 같은 삼염

기 반복 서열들은 microsatellites 의 한 유형으로 반복 단위의 반복

회수에서 다형성이 흔히 발견되어 (CA)n 즉, CACACA···같은 이염기

반복 서열들과 함께 유전자 지도 제작의 표지로서 활용되고 있다.  그

러나 삼염기 반복 서열들은 유전자의 exon 영역 내에서 단백질을 암

호화하고 있는 염기 서열인 CDS 영역에서도 흔히 존재하며 특히

(CAG)n 반복 서열 또는 (CTG)n 반복 서열의 경우 반복 단위 서열의

반복 회수 다형성이 헌팅톤 무도병, 구척수성 근위축증, 근긴장성 이

영양증, 척수소뇌성 실조증 같은 많은 신경 퇴행성 질환들의 발병 원

인으로 알려져 있다.2 헌팅톤 무도병(HD)의 경우 4p16.3 에   위치한

IT15 유전자의 CDS 영역 내에 존재하는 (CAG)n 의 반복 회수가 36

번 이상 반복되면 발병하며 구척수성 근위축증(SBMA)의 경우 X 염색

체에 위치한 AR 유전자의 CDS 영역 내에 존재하는 (CAG)n 의 반복

회수가 38번 이상 반복되면 발병하고 근긴장성 이영양증 (MD)의 경

우 10q13.3 에 위치한 DMPK    유전자의 3′UTR 영역 내에 존재하

는 (CTG)n 의 반복 회수가 50번 이상 반복되면 발병하는 것으로 보

고되어 있다. 한편 척수소뇌성 실조증(SCA)의 경우 SCAI, SCAII,

SCAIII, SCAVII 등은 각각 SCA1, SCA2, SCA3, SCA7 유전자의 C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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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내에 존재하는 (CAG)n 의 반복 회수가 20~60번 이상 반복된 경

우에 발병하며 SCAXII 와 SCAVIII 등은 각각 SCA12 유전자의 5′

UTR 영역 내에 존재하는 (CAG)n 과 SCA8 유전자의 3′UTR 영역

내에 존재하는 (CTG)n 의 반복 회수가 66번과 107번 이상 반복되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삼염기 반복 서열의 반복

회수 증폭에 의한 질병들은 CDS 혹은 UTR 영역 내에 존재하는

(CAG)n 반복 서열 또는 (CTG)n 반복 서열의 증폭에 기인한 경우들이

대부분이나 Friedreich 실조증, Jacobsen 증후군, 유약 X 증후군 A 유

형(FRAXA), 유약 X 증후군 E  유형(FRAXE) 등의 질환들은 각각 해

당 유전자의 intron 영역과 5′UTR 영역 내에 존재하는 (GAA)n,

(CGG)n, (CGG)n, (GCC)n 들의 반복 회수 증폭에 의해 발병한다고 알

려져 있다. 삼염기 반복 서열의 반복 회수 다형성으로 인한 발병 기전

은 현재 명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유약 X  증후군의 경우 원인

유전자인 FMR1 유전자의 5′UTR 영역에 존재하는 (CGG)n 반복 서

열 또는 (GCC)n 반복 서열의 증폭에 의해 인근에 있는 CpG island

의 methylation 양상이 변화하고 그에 따라 FMR1 유전자의 전사가

억제되는 기전이 알려져 있으며 Friedreich 실조증의 경우 원인 유전

자인 X25 유전자의 intron  영역에 존재하는 (GAA)n 반복 서열의 증

폭에 의해 X25 유전자의 산물인 frataxin 단백질 생성이 억제되는 기

전이 알려져 있다. 이에 반해 (CAG)n 반복 서열 또는 (CTG)n 반복

서열의 증폭에 기인하는 질병들은 대부분 원인 유전자가 전사 혹은

번역된 후 해당 반복 서열을 인식하는 다른 단백질들과의 상호 작용

을 통해 질병이 유발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근긴장성 이영양증의

경우에는 (CTG)n 반복 서열이 mRNA 로 전사된 후의 염기 서열인

(CUG)n 반복 서열에 의해 유도되는 CUBGP1 유전자에 의해 관련 유

전자들의 mRNA processing 조절 양상이 변화된다는 보고가 있으며

헌팅톤 무도병의 경우 원인 유전자인 IT15   유전자의 단백질인

huntingtin과 결합하는 HAP-1 유전자의 단백질과의 상호   작용이

(CAG)n 반복 서열의 단백질 상의 아미노산 서열인 poly(Q) 서열에 의

해 영향을 받고 척수 소뇌성 실조증 제1유형(SCAI)의 경우 원인 유전

자인 SCA1  유전자의 단백질인 ataxin-1과 결합하는 LANP 유전자의

단백질과의 작용이   역시 poly(Q) 서열에 의해 영향을 받아 일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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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기능 조절 체계의 이상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으며 이 과정에는 다양한 유전자 발현 조절 단백질들과 함께

ubiquitin-proteasome 과 chaperones 그리고 caspases 들이 관여한다

고 알려져 있다.3 이처럼 삼염기 반복 서열의 증폭에 의한 질병들은

거의 대부분 발병 기전이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고 원인 유전자들이

상호간 및 다른  알려진 유전자들과의 염기 서열상의 주목할 만한 유

사성이 없으나 해당 질병들은 모두 원인 유전자 내의 특정한 삼염기

반복 서열의 유전체 상의 반복 회수가 특정 수치 이상으로 증폭되는

경우 발병하게 되며 환자 가계에서 세대를 거듭할수록  발병 연령이

점점 어려지고 증상은 더욱 심해지는 genetic anticipation 현상을  수

반하는 신경 퇴행성 유전질환이라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특

성에 착안하여 genetic anticipation 을 수반한 신경계 질환들 특히 정

신분열증, 양극성   장애 등의 원인 유전자를 삼염기 반복 서열의 반

복 회수 다형성이 있는 유전자들 중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

발해지고 있다.4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이미 삼염기 반복 서열

의 존재가 알려진 소수의 유전자 들만을 대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상충되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서 보다 많은 후

보   유전자들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 기존에는 repeat expansion detection

(RED) 등과 같은 다양한 분자생물학적 실험 방법들이 활용되어 왔으

나 최근 Human Genome Project 를 위시한 다수의 대규모 염기 서열

분석 결과가 속속 공개되어짐에 따라 컴퓨터에서 in silico 로 탐색하는

일이 가능해졌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Human Genome Project 에서 발

표한 인간 유전체 염기 서열 초안 자료들 중 완성도가 높은     염색

체 21번과 22번 염기서열에서 (CAG)n 반복 서열을 포함한 총64종의

삼염기 반복 서열들의 위치와 분포를 조사하고 그 결과 및 관련 정보

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함으로써 관련 질환들의 원인 유전자 규명

에 활용될 수 있는 생물정보학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인간 염색체 21번과 22번 염기 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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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 사용된 인간 염색체 21번과 22번 염기서열과 유전자의 위

치 추정 정보들은 Human Genome Project자료를 미국의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Cruz (UCSC) 에서 구축하고 인터넷

(http://genome.ucsc.edu)을 통해 공개하고 있는 인간 유전체  염기 서

열 초안 자료들 중 Oct. 7, 2000 버전을 주된 분석   대상으로 사용하

였으며 다양한 초안 자료들간의 차이점을 비교하기 위하여 미국 국립

보건원 산하 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NCBI)에서

구축하여 공개하고 있는 염기 서열 자료들을 인터넷

(http://ncbi.nlm.nih.gov)을 통해 입수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2. 삼염기 반복 서열 검색 방법

반복적인 문자열 검색에 효과적인 Knuth-Morris-Pratt 알고리즘을 이용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ETRF(Exact Tandem Repeat Finder) 를

Borland 사의 Delphi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체 개발하여 사용

하였다.

3.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ETRF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검색된 결과를

Microsoft 사의 Access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관계형 데이터베

이스로 구축하였으며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된 자료들을 World Wide

Web 방식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Active Server Pages

방식을 이용한 조회 시스템을 개발하였다(그림 1).

Ⅲ. 결과

1. 인간 염색체 21번 염기 서열에서 반복 단위 서열이 5번 이상 반복된

삼염기 반복 서열들의 빈도

(CAG)n>5 즉 CAG 반복 단위 서열이 5번 이상 반복된 염기 서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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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총64종의 삼염기 반복 서열 유형별로 인간 염색체 21번 염기

서열의 UCSC 초안 자료에서의 빈도를 조사하였다. 이 중 (AAA)n>5

유형과 (TTT)n>5 유형은 각각 2000개가 넘게 발견되었으며 다른 62

종은 모두 200개 이하로 발견되었고 (ACG)n>5 와 (CGT)n>5,

(CGA)n>5 와 (TCG)n>5, (GAC)n>5 와 (GTC)n>5 그리고 (GGG)n>5

등 총7종의 유형들은 발견되지 않았다(그림 2,3).

2. 인간 염색체 21번 염기 서열에서 반복 단위 서열이 5번 이상 반복된

삼염기 반복 서열들의 초안 자료들간의 빈도 비교

현재 공개된 초안 자료들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NCBI 초안 자

료에 대하여동일한 빈도 조사를 하였으며 인간 염색체 21번 염기 서

열의 경우 UCSC 와 NCBI 두 초안 자료들은 거의 동일한 양상을 보

였다(그림 4).

3. 인간 염색체 21번 염기 서열에서 반복 단위 서열이 5번 이상 반복된

(CAG)n 반복 서열과 (CTG)n 반복 서열들의 염색체상의 위치

인간 염색체 21번 염기 서열 초안 자료들 중 하나의 염색체 염기 서

열이 하나의 contig 염기 서열로 전체적으로 assembly 되어 있는 유

일한 자료인 UCSC 초안 자료에서의 (CAG)n>5 와 (CTG)n>5 의 염

색체상의 위치에 따른 분포를 조사해 본 결과 두 유형 모두 21q 의

telomere 쪽 후반부에 주로 분포함을 알 수 있었다(그림 5).

4. 인간 염색체 21번 염기 서열에서 반복 단위 서열이 5번 이상 반복된

삼염기 반복 서열들의 유전자 내에서의 빈도

인간 염색체 21번 염기 서열의 UCSC 초안 자료의 경우 총64종 유형

의 삼염기 반복 서열들에 대해 각각의 반복 단위 서열들이 5번 이상

반복되어 있는 위치는 모두 6876개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중

56.5% 인 3887개가 유전자로 추정  되는 염기 서열 영역 내에서 발

견되었다(그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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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간 염색체 22번 염기 서열에서 반복 단위 서열이 5번 이상 반복된

삼염기 반복 서열들의 빈도

(CAG)n>5 즉 CAG 반복 단위 서열이 5번 이상 반복된 염기 서열들을

포함한  총64종의 삼염기 반복 서열 유형별로 인간 염색체 22번 염기

서열의 UCSC 초안 자료에서의 빈도를 조사하였다. 이 중 (AAA)n>5

유형과 (TTT)n>5 유형은 각각 1000개 가까이 발견되었으며 다른 62

종은 모두 100개 이하로 발견되었고 (ACG)n>5 와 (CGT)n>5,

(CGA)n>5 와 (TCG)n>5, (GAC)n>5 와 (GTC)n>5 등 총6종의 유형들

은 발견되지 않았다(그림 7,8).

6. 인간 염색체 22번 염기 서열에서 반복 단위 서열이 5번 이상 반복된

삼염기 반복 서열들의 초안 자료들간의 빈도 비교

현재 공개된 초안 자료들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NCBI 초안 자

료에 대하여   동일한 빈도 조사를 하였으며 인간 염색체 22번 염기

서열의 경우 UCSC 와 NCBI 두 초안 자료들은 빈도의 양상은 거의

동일하였으나 빈도 자체의 수치는  NCBI 초안 자료에서 UCSC 초안

자료에서보다 평균적으로 3.6배 많이 발견되는 차이를 보였다(그림 9).

7. 인간 염색체 22번 염기 서열에서 반복 단위 서열이 5번 이상 반복된

(CAG)n 반복 서열과 (CTG)n 반복 서열들의 염색체상의 위치

인간 염색체 22번 염기 서열 초안 자료들 중 하나의 염색체 염기 서

열이 하나의 contig 염기 서열로 전체적으로 assembly 되어 있는 유

일한 자료인 UCSC 초안 자료에서의 (CAG)n>5 와 (CTG)n>5 의 염

색체상의 위치에 따른 분포를 조사해 본 결과 두 유형 모두 22q 의

telomere 쪽 후반부에 주로 분포함을 알 수 있었다(그림 10).

8. 인간 염색체 22번 염기 서열에서 반복 단위 서열이 5번 이상 반복된

삼염기 반복 서열들의 유전자 내에서의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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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염색체 22번 염기 서열의 UCSC 초안 자료의 경우 총64종 유형

의 삼염기 반복 서열들에 대해 각각의 반복 단위 서열들이 5번 이상

반복되어 있는 위치는 모두 2833개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중

35.8% 인 1015개가 유전자로 추정  되는 염기 서열 영역 내에서 발

견되었다(그림 11).

9. 인간 염색체 21번과 22번 염기 서열에서 반복 단위 서열이 5번 이상

반복된 삼염기 반복 서열들의 빈도 비교

인간 염색체 21번과 22번 염기 서열의 UCSC 초안 자료에 대하여 반

복 단위 서열이 5번 이상 반복된 삼염기 반복 서열 총64종의 빈도를

비교한 결과 빈도의 양상은 거의 동일하였으나 빈도 자체의 수치는

염색체 21번 염기 서열에서 염색체 22번 염기 서열에서보다 평균적으

로 2.7배 많이 발견되는 차이를 보였다(그림 12). 또한 각 반복 서열

빈도의 각 염색체에서의 총 빈도수에 대한 백분율들을 비교한 결과

(AGC)n>5, (ATG)n>5, (CAG)n>5, (CGG)n>5, (CTG)n>5, (CTT)n>5,

(GCA)n>5, (GCG)n>5, (GGC)n>5, (TCT)n>5, (TTC)n>5 등은 염색체 22

번 염기 서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백분율을 보였으며 (ACC)n>5,

(CAC)n>5, (CCA)n>5, (CCC)n>5, (CTA)n>5, (GAG)n>5, (TAC)n>5 등은

염색체 21번 염기서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백분율을 보였다(그림13).

10. 인간 유전체 염기 서열에서 (CAG)n>5 반복 서열의 빈도

인간의 모든 염색체 염기 서열에 대하여 UCSC 초안 자료에서

(CAG)n>5 반복 서열의 빈도를 조사한 결과 모든 염색체의 염기 서열

에서 (CAG)n>5 반복 서열은 100개 이하의 빈도로 발견되었으며 특히

염색체 21번, 22번 그리고 Y의 염기  서열에서는 10개 이하의 빈도로

발견되었다. 한편 염색체 1번의 크기를 기준으로 한 각 염색체의 백

분율 크기와 염색체 1번 염기 서열에서 발견된 (CAG)n>5 반복 서열

의 빈도를 기준으로 한 각 염색체에서의 백분율 빈도를 비교한 결과

염색체 11번-20번의 염기 서열에서는 염색체의 상대적 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로 (CAG)n>5 반복 서열이 발견되었다(그림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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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염색체 21번과 22번 염기 서열의 UCSC 초안 자료에서 각각의 삼염

기 반복 서열 들의 빈도는 반복 단위 서열의 유형에 따라 심한 차이

를 보였다. 특히 (CGA)n>5, (ACG)n>5 그리고 (GAC)n>5 등의 반복

서열들은 모두 CGACG 의 패턴을    공통적으로 내포하고 있는데 염

색체 21번과 22번 염기 서열에서 한번도 발견되지 않은 반면

(GCA)n>5, (AGC)n>5 그리고 (CAG)n>5 등 GCAGC 의 패턴을    공

통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반복 서열들은 염색체 21번과 22번 염기 서

열에서   모두 9번 이상 발견되는 대조를 보였다. 또한 이들의 역방

향 상보적 유형인 (TCG)n>5, (CGT)n>5, (GTC)n>5 반복 서열들은

CGTCG 의 패턴을 내포하는데 역시 한번도 발견되지 않은 반면

(TGC)n>5, (GCT)n>5, (CTG)n>5 등의 반복 서열들은  GCTGC 의 패

턴을 공통적으로 내포하는데 모두 4번 이상 발견되었다. 이는 아마도

인간 유전체 염기서열에서 CpG island 를 제외한 다른 영역에서는

(CG)n 이염기 반복 서열이 적은 빈도로 발견되는 사실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UCSC 초안 자료의 경우 삼염기 반복 서열

들은 염색체 22번에서보다 염색체 21번에서 평균 2.7배 많이 발견되

었는데 이는 염색체 21번이 gene poor repeat rich 한 염색체라는 연구

결과들과 부합하고 있으며 염색체 22번의  유전자 수가 염색체 21번

에 비해 약3배 가량 많다고 추정되는 점과 연관지어   볼 때 삼염기

반복 서열들의 평균 빈도는 염색체별 유전자 수와 역상관 관계가  있

을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또한 염색체 22번의 경우 UCSC 초

안 자료와 NCBI 초안 자료간에 삼염기 반복 서열들의 빈도가 차이를

보이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질병 원인 유전자 탐색을 위해 초안 자

료들을 이용하려 하는 경우 각 초안 자료들의 특성을 고려해 비교 분

석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주로 신경

퇴행성 유전 질환 특히 정신분열증과 양극성 장애의 원인  유전자 규

명을 위한 생물정보학적 기초 자료를 구축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는데

최근 양극성 장애의 원인 유전자 규명을 위한 연관 분석 연구 결과에

서 염색체 22번의 D22S278 지표 부근에서 lod score 가 가장 높다는

보고가 있었기에5 본 연구 결과 자료들을 적용해 본 결과 D22S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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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의 위치로부터 524851 bp  (=약 0.6 cM) 떨어진 위치에 ion

channel 과 관련된 유전자가 있었으며 유전자   영역 내에 (CAG)4

반복 서열이 존재하였다. 삼염기 반복 서열의 증폭에 의한   질병들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해당 CAG 반복 서열이 반복 회수 다형성을

보이는 지와 정상인과 양극성 장애 환자들간에 반복 회수의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해 볼 가치가 높으며 이는 본 연구 결과가 질병 원인

유전자 규명을 위한 연구에 유용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

사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인간 유전체 전체의 염기 서열에 대해서 본

연구 내용과 동일한 방식의 분석 자료를 구축하고  삼염기 반복 서열

이외의 반복 서열들에 대한 분석 자료도 구축할 계획이다.

Ⅴ. 결론

인간 염색체 21번 염기 서열의 UCSC 초안 자료에서 총64종의 삼염

기 반복 서열들에 대해 각각의 반복 단위 서열들이 5번 이상 반복되

어 있는 위치는 모두 6876개로 조사되었으며 이중 56.5% 인 3887개

가 유전자로 추정되는 염기 서열 영역 내에서 발견되었고 AAA 반복

과 TTT 반복이 4720개로 전체의 68.6%를 차지 하고 있으며 CAG 반

복과 CTG 반복은 0.003%에 해당하는 20개로 조사되었다. 이 중 염

색체 21번 염기 서열에서 유전자로 추정되고 있는 영역 내에서 발견

된 (CAG)n>5 반복 서열과 (CTG)n>5 반복 서열의 빈도는 13개이며 3

개의 알려진 유전자를 포함하여 모두 10개의 유전자 영역에서 발견되

었다. 한편 인간 염색체 22번 염기 서열의 경우 삼염기 반복 서열들

이 5번 이상 반복 되어 있는 위치는 모두 2833개이고 이중 35.8%인

1015개가 유전자로 추정되는 염기 서열 영역  내에서 발견되었으며

AAA 반복과 TTT 반복이 전체의 68.4%인 1937개로 CAG 반복과

CTG 반복이 0.006%에 해당하는 16개로 조사되었다. 이 중 염색체

22번 염기 서열에서 유전자로 추정되고 있는 영역 내에서 발견된

(CAG)n>5 반복 서열과 (CTG)n>5 반복 서열의 빈도는 9개이며 2개의

알려진 유전자를 포함하여 모두 9개의 유전자 영역에서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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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rinucleotide Repeats Database from Human Chromosome 21 and 22

Hwanseok Rhee

Brain Korea 21 Project for Medical Sciences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Jin-Sung Lee)

Trinucleotide repeats(TNRs) are frequently found in the protein coding

regions of the human genome and the copy number polymorphisms of

TNRs are associated with the various neurodegenerative disorders like

Huntington’s disease (HD), spinocerebellar ataxia (SCA), spinobulbar

muscular atrophy (SBMA) and dentatorubropallidoluysian atrophy

(DRPLA). These trinucleotide repeat expansion(TRE) diseases

commonly show the genetic anticipation feature which refers to

increased disease severity and earlier age of onset in succesive

generations. Because major psychoses like schizophrenia(SCZ) and

bipolar affective disorder(BPAD) also show the genetic anticipation

feature, the candidate causative genes for these diseases are actively

investigated among the genes which have TNR copy number

polymorphisms. In this study all the 64 types of TNRs in the genomic

sequence draft data of human chromosome 21 and 22 are scanned in

silico  and the results are integrated into the relational databases which

are accessible by World Wide Web to facilitate the identification of the

various  disease genes.

Key Words : CAG Repeat, Schizophrenia, Bipolar Disorder, TNR,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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