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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유전체 염기서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인간 염색체       

      6p12-q13 역내의 신규 다형성 표지자 개발  

   인체 내에 무수하게 존재하고 있는 단순반복염기서열 다형성표

지자 중 미세위성 표지자 (microsatellite marker)는 개인에서 이형

접합자 (heterozygote)를 보이는 비율이 높으며 또한 인간게놈 전체

에 균일하면서도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단일염기변이 

표지자 (SNP marker)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유전자진

단을 비롯하여 그 밖의 인간 유전정보 분석에 유용하다. 이에 인간

유전자지도가 완성되어감에 따른 염기서열데이터분석을 통해 6번 

염색체 p12에서 q13 역까지의 위치에서 다양한 질환과 관련된 새

로운 미세위성 표지자 (microsatellite marker)를 개발하고자 본 연

구를 시행하 다. 염색체 6p12-q13 부위의 24 Mb 역 내 염기서열 

데이터베이스를 in silico  search하여 (CA) 또는 (TG)가 20회 이상 

반복되는 di-nucleotide repeats의 염기서열을 61개 역에서 검색하

으며 그중 기존의 단연쇄반복 표지자 (STS marker)가 존재하지 

않는 20개 역에서 실험적으로 미세위성 표지자 (microsatellite 

marker)로서의 유효성을 검증하 다. 반복서열의 전후를 증폭할 수 

있는 PCR 시발체 (Primer)를 작성하여, 각각의 경우에서 한국인 정

상인 50명을 대상으로 신규 미세위성 표지자 (microsatellite 

marker)들의 heterozygosity와 PIC (polymorphism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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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value를 측정한 결과 heterozygosity는 0.4-0.9의 범위를 보

으며 각 대립유전자 (allele)간의 크기는 최고 104bp까지의 차이를 

보이는 높은 다형성을 나타내었다. 

염색체 6p12-q13 부위는 기존에 congential nystagmus 2, cone-rod 

dystrophy 7, Leber's congenital amaurosis, dilated cardiomyopathy 

등 여러 질환의 유전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본 연구

에서 새로 개발된 미세위성 표지자 (microsatellite marker)들은 이

들 질환을 비롯한 기타 질병유전자의 탐색 및 진단에 있어 많은 이

용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 되는 말: 염기서열 데이터베이스, 미세위성 표지자, Heterozygosity,

PIC(polymorphism information content)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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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체 염기서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인간 염색체 

6p12-q13 역내의 신규 다형성 표지자 개발  

                     <지도교수 이 진 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사업단

          

                           김 지 인

I.  서론 

   인간 염색체의 유전자 염기서열 중에는 특정 염기서열의 연쇄 

반복적 구조 (tandem repeats sequence)를 가진 위성 DNA 

(satellite DNA)가 존재한다. 도 구배 원심분리 (density gradient 

centrifugation)에 의해 genomic DNA를 분류 (fraction) 하게되면 

tandem repeats sequences를 가진 DNA fragments는  'satellite' 

bands를 형성하는 부분에 포함되어 있기에 이를 위성 DNA 

(satellite DNA)라 한다
1-3
. 이러한 tandem repeats sequences는 게

놈 (genome)내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다형성의 정도가 높

기 때문에 유전자 지도작성, 연관분석 (linkage analysis), 개인식별 

(human identity testing) 및 진화 유전학 분야 등에서 유용하게 사

용된다. 연쇄반복 (tandem repeats)의 종류로는 centromeres에 주로 

존재하며 100 kilo base pairs (kb)에서 수 megabases 크기를 가지



- 4 -

는 위성 DNA (satellites DNA)와 주로 telomeres에 존재하며 6-64 

base pairs (bp)의 반복단위가 0.1-20 kb범위에 있는 소위성 DNA 

(minisatellites DNA), 그리고 1-5 bp로 이루어진 반복서열단위가 보

통 150 bp크기보다 작고 모든 염색체 (chromosome)에 고르게 분포

하는 미세위성 DNA (microsatellites  DNA)등으로 분류되어진다
1-3
.  

   이러한 반복서열에서 반복단위의 반복횟수는 사람에 따라서 적

게는 1회에서 많게는 수십 회까지 여러 형태로 나타나며 반복단위

의 염기서열이 대개 6-64 bp인 것을 VNTR (variable number of 

tandem repeats) 또는 minisatellites , 1-4 bp인 것을 STR (short 

tandem repeats) 혹은 microsatellites라 한다. 즉 VNTR 또는 STR

은 일정한 중심염기서열 (core sequence)이 직렬반복 (tandem 

repeats)됨으로써 나타나는 염기서열로서 사람마다 반복되는 횟수가 

달라짐으로써 나타나는 길이의 다형성을 뜻한다. 그 밖의 DNA 표

지자는 1975년 이후부터 이용되어진 제한효소 절편다형성 (RFLPs ; 

restriction fragment length polymorphisms)이 있다
1-3
. 효소 절편다

형성 (RFLP)은 DNA를 제한효소로 절단하여 DNA probe를 결합시

켰을 때 나타나는 다형성을 이용한 방법이며 초기에는 주로 

southern blot.방법을 이용했으나 근래에는 PCR-RFLP 방법을 이용

하여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이 제한효소 절편다형성방법은 두 가

지의 대립유전자만을 가지므로 단지 그 제한효소 인식부위의 존재 

여부만을 알 수 있으며 제한효소 절편다형성을 이용한 disease 

mapping은 가계 내에서 감수분열 (meiosis)이 너무 많이 일어날 경

우에는 유효성이 떨어지게 되고 미세위성 표지자 (microsatellite 

marker)와 비교해볼 때  heterozygosity가 최대 0.5 밖에 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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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이 있다
1-4
.

   이러한 다형성을 나타내는 유전 표지자 (genetic marker)를 이용

하는 positional cloning은 질병관련 유전자의 해석, 해당 유전자의 

분자생물학적, 분자유전학적 기능 해석 및 진단을 가능하게 하는 방

법 중 하나이며 유전 표지자를 이용해 유전자의 genomic position에 

의거하여 유전자를 분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적절한 유전 표지자

를 이용하게 되면 질병을 일으키거나 이에 관계된 유전자의 염색체 

상에서의 위치를 알아내거나, physical mapping
1,2,14
이나 mutation 

analysis
1,2
를 통한 비교 분석이 가능하다. 그 예로 dystrophin gene

은 유전 표지자를 이용한 연관 분석법 (linkage analysis) 확인을 통

해 가계분석과정을 거친 후 translocation breakpoint cloning을 위한 

subtraction cloning을 통해 확인되었으며 CF (cystic fibrosis), HD 

(Huntington disease)등의 발병유전자 역시 적절한 유전 표지자를 

사용해 linkage disequilibrium
15
과 large-scale의 돌연변이 검색을 이

용한 positional  cloning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positional 

cloning은 우리가 원하는 목표유전자와 가까이 위치한 표지자와 

large insert DNA library를 토대로 한 목표유전자의 유전적 물리적

인 위치를 탐지하여 원인 유전자를 분리할 수 있는 기술이며, 여기

에는 고 도 유전자연관지도의 개발과 목표유전자 주변의 유전 표

지자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1,5
. 

   연관 분석법 (linkage analysis)은 2개 혹은 그 이상의 유전자가 

서로 멘델의 법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분리되는지 혹은 독립적으로 

분리되지 않고 연관되어 나타나는 지를 조사하여 유전자들간의 거

리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생식세포 분열 과정 중 제1감수분열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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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단계에서 많은 교차가 일어나 유전자 재결합이 발생한다. 이때 

두 유전자 혹은 표지유전자 사이에 거리가 가까우면 교차를 일으키

는 빈도수가 낮아 연관 확률이 높고 거리가 멀면 유전자 재결합 빈

도수가 높아 연관률이 떨어진다. 이와 같이 연관 정도와 두 유전자

간의 거리는 반비례한다. 많은 표식유전자가 인간 염색체에 존재하

는데 현재 이들의 위치가 자세하게 조사되었다. 질병 원인 유전자가 

어떤 표식유전자와 가장 가깝게 위치하는가를 genome database를 

이용해 쉽게 알 수 있고 이를 이용하거나 유전자 분석에 새로운 표

지자를 개발하면 원인 유전자를 지도작성 할 수 있다. 즉 표식유전

자를 이용한 연관 분석법을 통해 가계도 분석과 유전자 타이핑 

(genotyping) 등의 분자 수준의 분석을 수행 한 뒤 통계분석을 통해 

유전자분석을 할 수 있다. 1980년대에는 필요한 표식유전자들 

(RFLP, VNTR, SSLP등)이 충분히 개발되지 않아 연관 분석법 이

용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는 PCR 기술의 진전, simple 

sequence repeat marker 개발 등에 힘입어 많은 표식유전자들이 알

려져서 다수의 유전질환의 연관 분석이 용이하게 되었다. 이렇듯 연

관 분석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적절한 표식유전자를 선정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2,5,6
.

   일반적으로 유전 표지자 (genetic marker) 중 가변연쇄반복

(VNTR)은 인간게놈 내에서 제한적으로 분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형의 정도가 비교적 낮지만 단연쇄반복 (STRs; short tandem 

repeats) 즉 미세위성은 전체 게놈 내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으

며 대립유전자의 수가 매우 많고 반복되는 중심서열의 종류도 다양

하다. 따라서 이러한 반복서열의 다형성은 법의학적인 개인식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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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이용되기도 하며 특정 염기의 반복은 세대를 걸쳐 유전이 되

기 때문에 유전자감식을 이용한 친자확인과 각종 질환의 원인에 대

한 유전자진단에도 주로 이용된다
3
. 단연쇄반복 (STR)표식유전자는 

di-, tri-, 혹은 tetra-nucleotide repeats로 되어있고 생체 내에서 복

제 과정 중 error 빈도수가 다른 부위에 비해 높아 다형성의 가능성

이 높으며, 중합효소 연쇄반응 (PCR; polymerase chain reaction)으

로 비교적 정확하고 간결한 타이핑이 가능해 가장 많이 이용되어 

진다
1,2
. 그 중 많이 이용되는 CA(TG) repeats은 인간 유전체에 

0.5% 비율로 비교적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고 반복된 정도가 12번 

이상인 경우에는 heterozygosity가 높다고 할 수 있다. CT/AG 

repeats 또한 게놈 전체에서 평균 50kb마다 1회 정도의 빈도를 보이

며 전체의 0.2% 비율로 흔하다. 그러나 CG/GC repeats은 G residue

에 의해 3'end 부위가 flanking된 C residue가 methylation이나 

deamination이 되기 쉬워 게놈 전체에 있어서 흔치 않다
1
. 이러한 

단연쇄반복 염기서열 (STR sequence)은 인간 게놈 전체에 대략 

50,000-100,000개 정도의 (dC-dA)n, (dG-dT)n locus가 있다. 이 loci

의 일부는 dystrophin 유전자의 5'-, 3'-, 중심부, 그리고 결실이 흔

한 부위에 있으며 특정위치에서 반복횟수는 아주 다양하여 

heterozygote frequency가 90%까지 보고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미세위성은 인류의 집단 분석에 보다 더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다형성 표지자로서 그 이용가치가 뛰어나다 할 수 있다
1,2,6
. 현재 사

람의 전체 게놈에는 수많은 미세위성 표지자가 분리 및 등록된 뒤 

그 유전자의 좌위는 서열표지부위 (STS; sequence tagged site)로 

결정되어 인조효모염색체 (YAC; yeast artificial chromosome) c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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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접지도 등 물리적 지도 (physical map)작성에 이용되었다
7
. 이

러한 표식유전자에 대한 정보는 GDB (Genome Data 

Base)(http://www. gdb.org)나 CHLC (CollaborativeHuman Linkage 

Center)(http://www.chlc.drg),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Cruz 

(UCSC)(http://genome.ucsc.edu)와 미국 국립 보건원 산하 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 (NCBI)(http://www.ncbi. 

nlm.nihgov)의 database에서 얻을 수 있다
1,2,6,7,16-18

.

   현재 Human Genome Project
18
에 의해 개발되어진 많은 유전 표

지자는 서양인에서의 유전자해석을 위해 개발한 DNA 표지자이기 

때문에, 동양인의 유전자해석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

이 있다. 각 민족 간 유전자 빈도가 다르다는 점은 기존의 유전 표

지자를 한국인에게 적용함에 있어 많은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각 질환에 대한 한국인 특이적인 다형성을 나타내는 표지자의 개발

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1,2,7,8,17

.

   또한 본 연구에서 목표로 한 염색체 6p12-q13 역은 상염색체

우성 (autosomal dominant)의 유전형태를 보이는 strabismic 

amblyopia환자 가족의 연관분석 결과, 질병유전자가 존재 할 것으로 

추정되어지는 곳이기도 하다
11,33
. 또한 congenital nystagmus 2, 

cone-rod dystrophy 7, Leber's congenital amaurosis, dilated 

cardiomyopathy 등 여러 질환과 연관된 유전자의 분석을 위해 in 

silico search를  이용하여 인간 염색체 6p12-q13 역에서의 효과적

인 미세위성 표지자를 개발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 다
9-1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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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료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개발되어진 미세위성 표지자 (microsatellite 

marker)의 다형성의 대립인자 빈도를 측정하기 위해 정상인 남녀

(각각 25명) 50명을 대상으로 하여 다형성의 유용성여부를 측정하

다
1.2.19
.

2. DNA 추출

   말초혈액 10ml을 EDTA (etylenediaminetetraacetic acid)가 포함

된 시험관에 채취한 후, Woodhead 등에 의한 방법을 이용하여 

DNA를 추출하 다
5
. EDTA튜브에 뽑은 말초혈액을 90ml의 

Nucleus preparation buffer (0.3M sucrose, 10mM Tris-Hcl, 5mM 

MgCl2 , 1％ Triton X-100)를 첨가하여 15분간 상온에 두어 세포를 

lysis시킨 후 2,500rpm에서 15분간 원심분리 하여 상층액을 버리고 

튜브바닥에 있는 pellet에 lysis buffer (0.075M NaCl, 0.024M 

EDTA)를 1ml 첨가하 다. 위의 용액에 125㎕ 의 10％ SDS, 50㎕

의 proteinase K (10mg/ml)를 넣어 55℃에서 2시간 반응시켰다. 단

백질을 제거하기 위해 같은 부피의 phenol (phenol/chloroform; 1:1)

을 첨가하여 잘 섞은 후 2,500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 하여 상층

의 aqueous phase을 새 튜브에 옮기고 이 과정을 2회 반복한 후, 

남아있는 phenol을 제거하기 위해 같은 방법으로 chrolo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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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amylalcohol (24:1)로 2회 처리하 다. 회수된 DNA용액에 1/10부

피의 3M sodium acetate (pH 8.0)와 2배 부피의 cold absolute 

ethanol를 첨가하여 잘 섞은 후 침전된 DNA 침전물을 pasteur 

pipett을 이용하여 건져내었다. 남아있는 3M sodium acetate (pH 

8.0)를 제거해 주기 위해 70% ethanol로 씻어낸 후 DNA를 증류수

에 녹이고, UV spectrophotometer를 이용해 260nm 파장에서 흡광

도를 측정한 후 정량 하여 실험에 사용하 다.

      

3. eTRF (Exact Tandem Repeats Finder) program을 이용한 

database search

   최근 2002년 6월에 발표된 Human genome draft sequence
16
 중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Cruz (UCSC)(http://genome. 

ucsc.edu)와 미국 국립 보건원 산하 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 (NCBI)(http://www.ncbi.nlm.nih.gov) 의 

database에서 제공하는 genomic sequence 분석
16,18
을 통해 표지자 

(marker)로서 가능성이 있는 di-nucleotide microsatellites 중 

(TG)n, (CA)n반복단위를 eTRF (Exact Tandem Repeats Finder) 

program 을 이용하여 염색체 6p12-6q13 범위 내에서 찾아 분석하

다
20-24,26-28

. 

   eTRF (Exact Tandem Repeats Finder) program
20-23
이란 반복적

인 문자열 검색에 유용한 Knuth-Morris-Pratt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Borland사의 Delphi computer program을 사용해 자체 개발한 프로

그램이다. 그밖에 다양한 표지자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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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site로 사람의 유전자 지도와 유전자 좌위 정보를 알 수 있는 

GDB(Genome Data Base)(http://gdbwww.gdb.org), CHLC (Coope- 

rative Human Linkage Center)(http://www.chlc.org), Ensembl 

(Ensembl Genome Browser)(http://www.ensembl.org)과 각종 질환

에 대한 정보를 주고있는 OMIM (Online Menderian Inheritance In 

Man)(http://www.ncbi.nlm.nih.gov/omim)을 참고자료로 이용하 다.  

                  

4. 신규 미세위성 표지자의 선정

   염색체 6p12-q13부위에 존재하고 일부 유전질환과 연관된 질병 

유전자들의 진단에 유용한 표지자를 찾아내기 위해 human genome 

database를 검색한 결과 (TG)n, (CA)n 반복염기서열이 관찰되어지

는 부위가 총 61 군데에서 발견되었다. 그 중 현재까지 알려진 STS  

표지자가 없으며 반복횟수가 20회 이상으로 단연쇄반복 (STR)가능

성이 있는 20 군데 역을 선정하 다. 일반적으로 (TG)/(CA) 반복

염기서열의 반복횟수가 12회 이상 일 때 표지자로서 높은

heterozygosity를 보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반복횟수 20회 이상을 기

준으로 하여 검색하 다
1,2
. 선정되어진 염기서열을 증폭할 수 있는 

적합한 시발체 (primer)를 GC content 와 Tm 값을 비교하여 

Whitehead Institute / MIT Center for Genome Research에서 제공

하는 Primer3 Web software를 이용해 (http://www-genome.wi.mit 

.edu/genome_software/other/primer3.html.) Primer design을 하 다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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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PCR에 이용된 Primer sequences (5＇→3＇)  

Marker
Primer(5'-3')  

          (Forward)/(Reverse)
TM(℃) GC(%)

product 

size(bp)

TG1
F-TTTTCTGCTCCCTGCATCAT 60.7 45.0

   

   174bp
R-AACACACGGAGCTTCCAAAC 60.2 50.0

TG2 F-GGGATCTGAGACAAATAATGTGG 59.7 43.5
   171bp

R-CTTTTGGAACAGGGCTCAAT 59.2 45.0

TG3 F-TGTCCTTCATGTCCTGAAATCTT 60.0 39.1
   140bp

R-TGGTTTTTCCCTGTTTTAACC 58.0 38.1

TG4 F-GGAGCTTTCACCTCAAAGGA 59.4 50.0
   206bp

R-GCACAAAAATATTACCACGCATT 60.2 34.8

TG5 F-TTCTTTGGACTTCCCCTTATG 58.2 42.9
   121bp

R-GCTGCAACTCTCTTAATGGTG 57.7 47.6

TG6 F-CACTACTTATACAGGGGCAAAGAAA 57.1 36.4
   139bp

R-TGATGGACAATGCAATTTTTG 59.4 33.3

TG7 F-CAAATTTGGGATCTGTCTACCT  57.2 40.9
   137bp

R-TTGGCCATCCAAGACACATA 59.9 45.0

TG8 F-TGTCTGTTTGCATGTGTGTCC 60.6 47.6
    98bp

R-ATTTCCTCCATTGTGCCTTG 59.0 50.0

TG9 F-GGGGCAAGTGGAGAGATACA  60.1 55.0
   121bp

R-AAAATCAAACCGCTGCAGAT 59.7 40.0

CA1 F-TGAAATGCCCAAAATAAAGCA 60.4 33.3
   224bp

R-GTTGCAGGGAGTGGTAGGAA 60.1 55.0

CA2 F-TGAATTAGAATGAAAAAGGGACTTG 59.9 32.0
   170bp

R-CCTCCACTGAGGCTGAGAAC 60.0 60.0

CA3 F-TCTGATCACAGGAAACATGACC 60.0 45.5
   205bp

R-CTTGATTGCTCACAGTTTGTTT 57.1 36.4

CA4 F-TGTCAGGTAATGTTTTATACACTCAA 57.1 30.8
   159bp

R-AATATATTGCATAAAAATGTGTGTGTG 58.4 25.9

CA5 F-GCTCTCTGGTATTAAAAAGGAAGG 58.9 41.7
   198bp

R-CAGGAGAAAATGAAAGGAAAACA  59.6 34.8

CA6 F-TGGCATTATCTGTGGGTTTTC 59.8 42.9
   161bp

R-TCGATCTCTGTATTTGCAATGAG 59.4 39.1

CA7 F-CTCAGGTGGTGGTTACAGGAA 60.0 52.4
   168bp

R-GTGGCCCTTAACCAGCTTTT  60.5 50.0

CA8 F-GGATCAGATGGCTTCAGTGAG 59.8 52.4
   173bp

ACGCAGCCCTATGAGGTAAA 59.7 50.0

CA9 F-TCTGTCAACGGAAAACTCTCAA 59.9 40.9
   181bp

R-GCTCCATCTTCCCTTGAAAA 59.2 45.0

CA10 F-GGATGGTTCCATTTCCAAGA 59.7 45.0
   197bp

R-TATATTTGGGGGCAAAGTGG 59.7 45.0

CA11 F-AGGGGGTTGGAGATGTTAGC 60.3 55.0
   210bp

R-TTCCAAAGTACCAAAACAATGAGA 59.9 33.3



- 13 -

5. 신규 미세위성표지자를 이용한 PCR genotyping

  

   Genotyping의 반응 조건으로는 100ng의 genomic DNA, 10mM 

Tris (pH 8.3), 50mM KCl, 2mM MgCl2, 200μM of dATP, dTTP 

and dGTP, 50μM dCTP, 0.1μCi [α-
32
P]dCTP, 각 primer 

10pmole 그리고 0.1unit Taq polymerase (Takara ExTaq, Japan)를 

첨가한 후 총 25㎕ volume으로 수행하 다. 또한 증발 

(evaporation) 을 막기 위해 한 방울의 mineral oil을 첨가하여 이 반

응혼합물을 DNA Thermal cycler (Perkin-Elmer/Cetus, Inc., USA)

에 넣고 초기변성 (Initial denaturation)을 94℃에서 5분을 시행하여 

denaturation과 Taq polymerase를 활성 시킨 후 Cyclic reactions 을 

변성 (denaturation) 94℃ 30초, 재결합 (annealing) 60℃ 30초, 연장 

(extension) 72℃ 1분으로 30 주기 (cycles)를 진행시킨 후 마지막 

연장과정 (extention)을 72℃ 5분 동안 수행하 다. 중합효소 연쇄반

응 (PCR)에서  annealing temperature는 효과적인 중합효소 연쇄반

응이 되도록 조절해 각 표지자마다 적합한 조건을 확립하 다. 중합

효소 연쇄반응 (PCR) 후 각 산물에 같은 부피의 25㎕ formamide 

loading buffer (95% formamide, 20mM EDTA, 0.05% bromophenol 

blue, 0.05% xylene cyanol)를 섞어 95℃에서 3 분간 가열한 후에 

즉시 얼음에 넣어 변성 (denaturation)상태를 유지하게 한다. 이를 

6-8% denaturing polyacrylamide gel에 3㎕씩 loading하여 60W로 

3-4시간 전기 동 (electrophoresis)시킨 후 gel을 gel drier에서 1-2

시간동안 말리고 X-ray film에 노출시켜 결과를 확인하 다
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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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각 표지자의 다형성 대립유전자 빈도 및 heterozygosity, 

PIC(polymorphism information content) value 

   각 marker의 유용성은 heterozygosity (HET) score에 의해 판별

하 다. HET은 대립유전자 (allele) 종류가 많고 대립유전자 (allele)

의 빈도수가 비슷할 때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1,2,19
. 각 표지자들에 

대하여 다양하게 나타나는 각 PCR 산물의 정확한 크기는 USB 

(Amersham Life Science, Inc., Ohio, USA)의 M13 control을 염기

서열 분석하여 정확한 반복 서열 수를 측정하 다. 각 표지자들의 

heterozygosity score와 PIC (polymorphism  information content) 

value는 아래 공식을 따랐다
1,2,19
.

Heterozygosity 계산

                             k

    H (Heterozygosity) = 1- ∑ Ｘｉ
2

                            i=1

PIC(polymorphism information content)값(value)계산

                    k                k                 k

    PIC =  1- ∑ Ｘｉ
2 
- ( ∑ Ｘｉ

2 
)
2 
+ ∑ Ｘｉ

4
                

                    i=1               i=1              i=1

  Ｘｉ= 각 marker에서 I번째 대립유전자 (allele)의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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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1. 염색체6p12-q13 역 내 존재하는 신규 다형성 표지자 개발

  

   UCSC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Cruz)(http://genome. 

ucsc.edu)와 NCBI (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nformation) 

(http://www.ncbi.nlm.nih.gov)에서 제공하는 Human genome 

databases (HGDB)
30,31
를 토대로 염색체 6p12-q13부위 (51035049 

bp-75135048 bp from pter)에서 (TG)n, (CA)n의 반복서열단위가 

20번에서 25번까지 높은 반복단위와 다형성을 보이는 부위를 선택

하 다 (표 2). 각 표지자들의 6번 염색체상의 정확한 위치와 많은 

유전자와의 연관성을 UCSC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면 

그림 1, 그림 3과 같은 결과를 보이며 또한 6p12-q13부위에서 신규 

개발된 표지자와 기존의 표지자와의 관계와 그들의 위치는 그림 2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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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p12.3  Down syndrome critical region gene 1-like 1 

6p21.2-p12  Phospholipase A2, group VII

6p12.3  KIAA0758 protein 

6p12.3  Hypothetical protein FLJ22684 

6p21.1-12.2  Tumor necrosis factor receptor superfamily,     

             member 21

6p21  Methylmalonyl Coenzyme A mutase 

6p21.2-p21.1 Acidic epididymal glycoprotein-like 1

6p12  Interleukin 17F 

6p12  Glutathione S-transferase A3 

6p12.3-p11.2  MAK-related kinase 

6p21.1-p12.1 Homolog of yeast polyunsaturated fatty acid     

            elongation enzyme2 

6p12.1  Hypothetical protein 

6p12-p11  Bullous pemphigoid antigen 1 

6p11.2  KIAA0576 protein 

6q12  Protein tyrosine phosphatase type IVA, member1       

6q13  Hypothetical protein FLJ14058 

6q12  Brain-specific angiogenesis inhibitor 3 

6q12-q13  Hypothetical protein FLJ13159 

6q13  Hypothetical protein FLJ13189 

그림 1. 염색체 6p12-q13 역 내 존재하는 유전자 종류.

     



- 17 -

새로운 Markers (Position :  bp from pter)

TG1(53707650)

TG2(54932416)

TG3(63614600)  

TG4(65843623)

TG5(66004822)  

TG6(69626980)

TG7(70200368)

TG8(70247004)  

TG9(70777651)  

CA1(53894141)

CA2(56337548) 

CA3(56342161)

CA4(56806958) 

CA5(63084930)

CA6(64824975)

CA7(65832740)

CA8(68777926) 

CA9(70483610) 

CA10(70618883)  

CA11(71071844)

기 존 의 

MARKER (Position :  bp from pter)

1(53412870)

2(54109648)  

3(56122011)

4(56380154)  

5(58052358)

6(64531735)

7(64571859)

8(66791736)

9(66932970)

10(67049735) 

11(67875650)

12(67891261) 

* 1.D6S385 2.D6S1914 3.D6S223 4.D6S1520 5.D6S379 6.D6S1005 7.D6S1053 

  8.D6S395  9.D6S1102 10.D6S0307 11.D6S1262 12.D6S483

그림 2. 염색체 6p12-q13 역 내 기존 표지자와 새로운 표지

자의 위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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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미세위성 (microsatellite)의 위치확인 및 반복횟수 

Position

(bp from pter)
Repeat No. Known STS

TG1  /  53707650 22 NO

CA1  /  53894141    23 NO

TG2  /  54932416   24 NO

CA2  /  56337548  21 NO

CA3  /  56342161  20 NO

CA4  /  56806958  22 NO

CA5  /  63084930  21 NO

TG3  /  63614600  20 NO

CA6  /  64824975 20 NO

CA7  /  65832740 20 NO

TG4  /  65843623 25 NO

TG5  /  66004822   23 NO

CA8  /  68777926 20 NO

TG6  /  69626980  20 NO

TG7  /  70200368   20 NO

TG8  /  70247004 20 NO

CA9  /  70483610 21 NO

CA10 /  70618883 21 NO

TG9  /  70777651 20 NO

CA11 /  71071844 20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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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신규 미세위성 표지자들의 위치와 주변의

       질병유전자들과의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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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규 개발된 미세위성 표지자들의 다형성 대립유전자 빈도 

및 heterozygosity, PIC (polymorphism information content) 

value분석

   

   신규 개발한 20개 미세위성 표지자 (microsatellite marker)들은 

모두 높은 heterozygosity를 보 다 (표3-1.표3-2). TG1, CA1, TG2

는 53707650 nucleotide, 53894141nucleotide, 54932416nucleotide 

position에 위치하며 HGDB (human genome databases)에서는 반복

횟수가 각각 22회, 23회, 24회인 것으로 검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한국인에서의 반복단위다양성은 23-28회 (allele size 176bp-186bp), 

22-26회 (allele size 222bp-230bp), 25-32회 (allele size 173bp- 

187bp) 사이에서 관찰되었다. CA1과 TG1 역에는 LANO gene ( 

LAP (leucine-rich repeats and PDZ) and no PDZ protein )이 위치

하며 이는 epithelial cells에서 hDLG (human disc large)를 포함하

는  MAGUK proteins의  PDZ domains과 상호 작용하여 Erbin과 

복합물 (complex)을 이루고 있다. 최근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이러

한 LAP-MAGUK networks 는 epithelial tissues의 homeostasis와 

tumor growth에 관여한다고 밝혀졌으며 CA1과 TG1 미세위성의 

확장정도와의 연관성에 있어 그 의의를 찾아 볼 수 있다
32
. 

  CA2, CA3, CA4, CA5들의 경우는 56337548nucleotide, 56342161 

nucleotide, 56806958nucleotide, 63084930nucleotide position에 위치

하며 역시 표4와 같이 높은 heterozygosity와 allele variation을 보이

고 있으며 CA2와 CA3는 BPAG (Bullous pemphigoid antigen 1) 

이 존재하는 구획이다. 특히 TG3는 63614600nucleotide position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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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하며 HGDB에서 반복횟수가 20회인 것으로 검색되었으나 실제 

한국인에서의 반복단위의 다양성은 50-56회이며 대립유전자 크기는 

200bp에서 212bp까지 관찰되었다. 이 부위에서는 많은 novel 

transcripts 와 splice forms들이 존재한다고 보고되었고 그 중 일부

는 아마도 유전질환을 일으킬 것이라 예상되고 있기에 주목할 만 

하다
34
. CA6, CA7은 64824975nucleotide, 65832740nucleotide 

position에 위치하며 HGDB에서의 반복횟수가 각각 20회인 것으로 

검색되었으나 실제 한국인에서의 반복단위의 다양성은 각각 29-32

회, 26-32회 관찰되며 0.7이 넘는 heterozygosity를 가진다. TG4, 

TG5는 각각 65843623 nucleotide, 66004822nucleotide position에 위

치하며 HGDB에서 반복횟수가 각각 25회,23회인 것으로 검색되었으

나 실제 한국인에서의 반복단위의 다양성은 0-7회, 28-40회로 많은 

차이를 나타났다. CA8, TG6, TG7, TG8은 68777926nucleotide, 

69626980nucleotide, 70200368nucleotide, 70247004nucleotide position 

에 위치하며 HGDB에서의 반복횟수가 모두 20회인 것으로 검색되

었으나 실제 한국인에서의 반복단위의 다양성은 각각 21-27회, 

30-33회, 24-37회, 41-46회이며 0.5-0.7사이의 heterozygosity를 가진

다. 또한 이 TG6, TG7, TG8 역에는 뇌에서 특이적으로 발현하는 

p53-target gene인 BAI 1 (brain-specific angiogenesis inhibitor 1)

과 homology를 가지고 있고 glioblastoma 발생에 상당한 상호작용

을 하는 BAI 3가 존재함이 최근 밝혀졌기에 더욱 많은 관심이 요구

되어지는 역이다
35,36
. CA9, CA10은 70483610nucleotide, 

70618883nucleotide 위치에서 반복단위가 시작하며 새로이 개발한 

표지자들 중 CA9은 0.8542로 가장 높은 heterozygosity를 나타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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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TG9과 CA11은 70777651 nucleotide, 71071844nucleotide 위치에

서 반복단위가 시작하며 한국인에서 0.6이 넘는 heterozygosity를 가

진다. CA9 역에는 기능이 밝혀지지 않은 hypothetical protein 

FLJ11240 gene이 존재하며 COL19A1 gene과는 50Kb의 근소한 차

이로 위치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CA9, CA10, TG9 역에는 

FACIT (fibril-associated collagens with interrupted triple helices) 

family 중 같은 유전자에서 유래한 COL19A1 (human type XIX 

collagen)과 COL9A1 (alpha 1 type IX collagen)이 중복된 역이

다. 또한 bone dysplasia family 중 MED (multiple epiphyseal 

dysplasia)의 다양한 양상은 COMP, type IX collagen (COL9A1, 

COL9A2, COL9A3), matrilin-3 (MATN3), 그리고 solute carrier 

member 26, member 2 gene (SLC26A2)을 encoding하는 유전자의 

mutation에 의해 유발됨이 밝혀졌고
37,38,39,40

 그중 type IX collagen의 

존재 역이 바로 CA9, CA10, TG9 부근 역에 속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선정 역인 염색체 6p12-q13부위에 위치하는 

여러 유전자와 관련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 특히 눈과 뇌에 관련된 

age-related inheritable diseases의 linkage analysis와 골 형성장애

와 관련한 연구에 이러한 di-nucleotide repeat marker들이 유용하리

라 생각되어진다
3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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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1

CA3

CA2

CA4

230bp
222 182bp

194bp

217bp

227bp

230 bp
bp

194

217bp

227bp

CA7

CA5

CA8

CA6

*

*

*

*

*

*

*

* 167bp

179bp

*

*

*

*

*

*

216bp

202bp

192bp

180bp

184bp

178bp

187bp

175b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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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신규 (CA) 반복 미세위성 표지자의 다양한 대립유전자.

207bp

185bp
203bp

307bp

212bp

220bp

CA9 CA10

CA11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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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3. 신규 (CA) 반복 미세위성 표지자들의 대립유전자 크기와 빈도

      CA1(53894141nt) CA2(56337548nt) CA3(56342161nt) CA4(56806958nt) CA5(63084930nt) CA6(64824975nt) CA7(65832740nt) CA8(68777926nt) CA9(70483610nt) CA10(70618883nt) CA11(71071844nt)  

   

Allele 

NO.
Size(bp) Freq. Size(bp) Freq. Size(bp) Freq. Size(bp) Freq. Size(bp) Freq. Size(bp) Freq. Size(bp) Freq. Size(bp) Freq. Size(bp) Freq. Size(bp) Freq. Size(bp) Freq. 

1 222 0.0333 182 0.0833 217 0.1500 167 0.1190 202 0.0238 179 0.325 180 0.1166 175 0.1905 185 0.0125 203 0.0508 212 0.0476

2 224 0.0500 184 0.0833 219 0.0250 169 0.0714 204 0.1190 181 0.3 182 0.0833 181 0.0238 187 0.0125 205 0.0678 214  0.3096

3 226 0.6833 186 0.0500 221 0.0500 171 0.0714 206 0.2857 183 0.15 184 0.3166 183 0.3571 189 0.0125 207 0.1271 216 0.3333

4 228 0.1666 188 0.1500 223 0.0600 173 0.3571 208 0.2381 185 0.225 186 0.25 185 0.3810 191 0.0125 209 0.0763 218 0.2381

5 230 0.0666 190 0.3000 225 0.1500 175 0.2381 210 0.1190 188 0.1666 187 0.0476 193 0.05 301 0.0593 220 0.0714

6 192 0.2166 227 0.0250 177 0.1190 212 0.1429 190 0.05 195 0.1 303 0.3814

7 194 0.0333 179 0.0238 216 0.0714 192 0.0166 197 0.0175 305 0.2034

8 199 0.2 307 0.0339

9 201 0.1625

10 203 0.175

11 205 0.0625

12 207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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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 신규 (TG) 반복 미세위성 표지자의 다양한 대립유전자.

TG9

129bp

137bp
*

* 129bp

137bp
*

*

TG1

TG3 TG4

TG2

176bp

186bp 187bp

173bp

212bp

200bp 156bp

170bp

*

* *

*

*

* *

*

TG7

TG5 TG6

TG8

111bp

135bp

159bp

165bp

129bp

155bp

140bp

150bp

*
*

*

*

*

* *

*



- 27 -

       표4. 신규 (TG) 반복 미세위성 표지자들의 대립유전자 크기와 빈도

   

    TG1(53707650nt) TG2(54932416nt) TG3(63614600nt) TG4(65843623nt) TG5(66004822nt) TG6(69626980nt) TG7(70200368nt) TG8(70247004nt) TG9(70777651nt)

Allele 

NO.
Size(bp) Freq. Size(bp) Freq. Size(bp) Freq. Size(bp) Freq. Size(bp) Freq. Size(bp) Freq. Size(bp) Freq. Size(bp) Freq. Size(bp) Freq. 

1 176 0.3333 173 0.0238 200 0.0909 156 0.0854 111 0.0227 159 0.0714 129 0.3659 140 0.0263 129 0.0714

2 178 0.1389 175 0.0476 202 0.1136 158 0.2927 129   0.4545 161 0.5952 141 0.0244 142 0 131 0.4048

3 180 0.1111 177 0.0952 204 0.1818 160 0.1951 131 0.1818 163 0.1667 145 0.0244 144 0.6579 133 0.4048

4 182 0.3056 179 0.1190 206 0.1591 162 0.1951 133 0.2727 165 0.1667 147 0 146 0.0526 135 0.0476

5 184 0.1389 181 0.0476 208 0.2727 164 0.0976 135 0.0682 149 0.0610 148 0.2105 137 0.0122

6 186 0.1389 183 0.3810 210 0.1818 166 0.0488 151 0.0122 150 0.0526

7 185 0.2619 212 0.0681 168 0.0732 153 0.0610

8 187 0.0238 170 0.0122 155 0.45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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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신규 미세위성 표지자들의 heterozygosity와 PIC value

1. HET : heterozygosity 

2. PIC : polymorphism  information content 

3. PCR : polymerase chain reaction 

New 

Marker 

Locus

(bp from pter)
HET1 PIC

2 PCR
3
 Product

Size (bp)

 Repeat

 No.    

    

Anneal

Temp (℃) 

TG1 53707650   0.7253  0.6721  

            

176-186 23-28 60

CA1     53894141 0.4973  0.4634  222-230    22-26 60

TG2     54932416 0.7571  0.7242  173-187    25-32 60

CA2     56337548 0.8242  0.8037  182-194    27-33 62

CA3     56342161 0.5913  0.5896  217-227    26-31 60

CA4    56806958 0.7766  0.7466  167-179    26-32 60

CA5    63084930 0.8073  0.7808   202-216    23-30 62

TG3    63614600 0.8083  0.7802   200-212    50-56 62

CA6    64824975 0.7308  0.6810   178-184    29-32 60

CA7    65832740 0.7862  0.7555   180-192    26-32 64

TG4    65843623 0.8134  0.7890   156-170    0-7 60

TG5     66004822 0.6807  0.6280   111-135   28-40 60

CA8    68777926 0.6881  0.6295   175-187    21-27 64

TG6     69626980 0.5850 0.5399   159-165    30-33 60

TG7     70200368 0.6538  0.5933   129-155 24-37 60

TG8    70247004 0.5166  0.4722   140-150 41-46 62

CA9    70483610 0.8542  0.8444   185-207 22-33 60

 CA10   70618883 0.7800  0.7545   203-307 24-76 64

TG9    70777651 0.6598 0.6011  129-137 24-28 64

 CA11 71071844 0.6363 0.5876 212-220 21-25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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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Human Genome Project는 인간의 DNA에서 발견되는 10만여 개

의 유전자에 대한 유전자 지도를 작성하고 전 게놈 (genome)에서의 

염기서열을 밝혀내려는 국제적인 연구계획이며 이미 거의 완성단계

에 있다. 이러한 게놈의 염기서열분석과정을 통해 인간염색체에서 

coding DNA sequence는 전체 게놈의 약 3% 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는 사실이 밝혀졌다. 염색체 기능에 있어 non-coding DNA와 조절

인자 (regulatory elements)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그 중 반복 염기서열 (repetitive sequences)은 인간게놈의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한다
1,2,41
. 다양하고 많은 종류의 반복염기서

열들이 알려져 왔으나 그들의 정확한 기능은 아직 잘 알려지지 않

았으며 염색체상의 반복 염기서열의 분포와 기능은 아직도 많은 연

구 대상이 되고 있다. 반복 염기서열은 주로 heterochromatin에 위

치하며 특이적인 반복구조들은 telomere부위와 centromeric chro- 

mosomal region에 존재하기에 chromatin구조를 유지하는데 필요하

다는 주장도 있다. 그리고 여러 유전자의 coding sequences내 반복 

염기서열들은 질병유발의 가능성도 있어 많은 유전질환과 관련되어

있다는 보고도 최근 계속되어져 왔다. 그 예로 반복단위서열 중 

trinucleotide의 반복횟수의 다형성은 유전성신경질환과 관련되어 있

다고 하며 telomeric sequence의 반복단위의 다형성은 노화와 관련

되어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질병유전자의 coding 역 (region)에 

대한 연구 및 non coding 역 (region)에서 미세위성 (microsatel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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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확장되어지는 정도와 불안정성에 대한 연구는 계속 되고 있으며 

이렇듯 반복 염기서열에 관한 연구는 여러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1,2,41
.

   이러한 반복 염기서열을 가지고 있는 미세위성 표지자의 다형성

(polymorphism)은 각각 다른 크기를 가진 대립유전자 (alleles)에서 

반복 염기서열의 수적 변화로 나타나며, 높은 heterozygosity는 각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의 검색을 가능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연관 분

석을 거친 보인자 진단이나 산전진단을 가능하게 한다. 주로 사용되

어지는 방법 중 하나는 subchromosomal location을 알기 위해 미세

위성 표지자를 이용한 중합효소 연쇄반응 (PCR)증폭 (amplification) 

방법이다. 1989에 처음 기술된 미세위성  표지자는 di-, tri-, tetra- 

nucleotide sequence들이 주로 반복되어지는  tandemly repeated 

DNA를 뜻하며
44
, 미세위성 (microsatellites)은 어떤 다른 형태의 표

지자보다도 인간 게놈 전체에 균일하게 분포되어있으며 대립유전자

의 수도 많고 이형접합자 (heterozygote)의 비율도  높은 다형성 표

지자이다
2
. 최근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발전해감에 따라 DNA 다형

성 표지자의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질병유전자의 

분리․동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특정 염색체의 제한

된 역에 대한 지도를 작성하는 경우나, 어떤 유전병의 원인유전자

를 해석하는 경우에는 어떤 DNA probe나 DNA다형성 표지자가 필

요한지의 정보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듯 미세위성 표지자

는 유전자 지도 작성과 유전성질환의 해석에 있어 아주 유용한 최

적의 유전 표지자로 확립되었으며, 유전병가계에 있어서의 연관분석

과 유전자의 해석에 있어서 heterozygosity의 확인, 암조직 등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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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복제시의 error (replication error)검출 등에 이용할 수 있다.   

   중합효소 연쇄반응 (PCR) 증폭(amplification) 동안 dinucleotide 

repeats 구조는 slippage misparing을 가지며 dinucleotide repeats 

표지자 이용에 있어 주된 난점이 되어왔다
1
. 이러한 shadow band를 

만드는 slippage effect를 최소화하기 위해 높은 다형성 표지자 

(highly polymorphic marker)를 선정하 으며 선정된 표식유전자의 

유용성은 heterozygosity (HET) score를 통해 분석하 다. HET 

score는 집단 내 에서 특정 표식유전자의 유전적 다양성 (genetic 

variation) 정도를 수치화 한 것이다. 이는 대립유전자 (allele)의 종

류가 많고 대립유전자의 빈도수가 비슷할 때 가장 높은 수치를 보

이며 heterozygosity가 60%보다 큰 값을 가지거나 0.60이 넘는 PIC 

value값은 유용한 (informative) 표지자임을 보여준다
2
. 본 연구에서 

개발한 표지자들은 (CA)n와 (TG)n 반복단위 모두 최소 0.4973에서 

최고 0.8542 범위의 heterozygosity score와 0.4634와 0.8444범위내의 

PIC value를 나타내며 대립유전자 (allele)간의 차이는 104bp까지의 

차이를 보이는 높은 다형성을 나타내었다. 이는 한국인 특이적인 표

지자개발에 아주 유용한 지표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본 연구에서 목표로 한 염색체 6p12-q13 역 중 6p11-6p12부위

는 blistering disease의 autoantigen 역할을 하는 bullous 

pemphigoid antigen 1 (BPAG1)이 존재함이 밝혀져 있으며
12
 iron 

storage disease 와 idiopathic hemochromatosis 질환에서의 ferritin, 

heavy polypeptide-like15 (FTHL15)가 위치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
9
. 

또한 glutamate-cystein ligase catalytic subunit gene, 

heterogeneous nuclear ribonucleoprotein G, mepri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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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ion factor AP-2 beta 유전자와 congenital nystagmus 2, 

cone-rod dystrophy 7, Leber's congenital amaurosis, dilated 

cardiomyopathy 등의 여러 질환유전자가 염색체 6p12-q13에 지도 

작성되어있다
42,43,44

(http://www.ncbi.nlm.nih.gov). 본 연구에서 개발

된 20개의 dinucleotide repeats 미세위성 표지자 (microsatellite 

marker)들은 이러한 질환이나 관련 유전자의 유전적 해석에 도움을 

줄 것이며 candidate gene의 유전자 분리와 보인자 검사를 위한 산

전진단 (prenatal diagnosis)의 정확도를 더욱 증가 시켜 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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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미세위성 표지자 (microsatellite 

marker)의 잇점을 살려 생물 정보학 (bioinfomatics)을 이용한 본 연

구에서는 여러 질환과 관련된 유전자가 위치하고 있을 것이라 추정

되어지는 인간 염색체 6p12-q13 역에서 효과적인 미세위성 표지

자 (microsatellite marker)들을 개발하 다.

1. In silico search 는 새로운 미세위성 표지자 (microsatellite      

   marker)개발에 있어 매우 강력하고 유용한 tool임을 확인하 고,

2. 예상한 candidate sequences 모두 새로운 미세위성 표지자       

   (microsatellite marker)로서의 유용성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새로운 미세위성 표지자

(microsatellite marker)들은 인간염색체 6p12-q13에 위치하는 여러 

질환의 유전자 분석과 위치 클로닝 (positional cloning)에 유용하게

이용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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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solation of novel microsatellite markers on chromosome   

6p12-q13 region after in silico search of human genome 

database.

                          Jee-In Kim

Department of Medic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Jin-Sung Lee)

   Microsatellite markers are still useful tools in genome analysis 

including DNA diagnosis. In addition, it may also provide more 

valuable information than SNP markers for some genes. In the 

present study, we have tried to develop new microsatellite 

markers within chromosome 6p12-q13 region using human 

genome sequence databases. Human genome sequence databases 

at UCSC and NCBI were used for in silico  search of candidate 

regions of microsatellite markers. Computer program eTRF 

(Exact Tandem Repeats Finder) was developed to investigat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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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omosomal region of 24Mb. After in silico  search, 61 regions 

were identified as possible microsatellite markers that contain 

(CA) or (TG) repeats more than 20 times. Twenty among 61 

regions which were found to be unique in human genome were 

selected for experimental validation. PCR primers were designed 

from flanking sequences of each region and heterozygosity were 

obtained with 50 individuals among Korean population. All of 20 

regions revealed containing microsatellite markers. 

   Heterozygosities were between 0.4 - 0.9 and the maximum 

difference among the alleles were 104bp on average in Korean 

population. Many disease genes are mapped to chromosome 6 

p12-q13 such as congenital nystagmus 2, cone-rod dystrophy 7, 

Leber's congenital amaurosis and dilated cardiomyopathy. 

   New di-nucleotide repeat markers with high heterozygosity 

found in 6p12-q13 would be useful for linkage analysis and be  

useful resources to facilitate the identification of these disease 

genes.

Key Words: microsatellite marker, chromosome 6p12-q13, human  

genome sequence databases, eTRF (Exact Tandem Repeats 

Finder), heterozygo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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