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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재조합 변이 섬유소원의 발현을 통한 생화학적 성상의 규명 

 

 

섬유소원 D 부위(D region)의 γ-결절 (γ-nodule)은 칼슘 결합 

부위, ‘A’마디(‘A’ knob) 결합 부위인 ‘a’ 구멍(‘a’ hole) 

및 D-D 접촉면 등 섬유소 응괴 형성에 기능적으로 중요한 구조를 

포함하고 있다. γAla341 은 ‘a’ hole에 위치하며, 돌연변이에 

의해 아미노산이 치환된(γA341D, γA341V, γA341T) 이상섬유소원증 

증례가 세가지 보고되었다. 연구자는 국내에서 보고된 γA341D과, 

아직 생화학적 성상이 보고되지 않은 γA341V 재조합 변이섬유소원을 

발현 및 정제하여 이상섬유소원증과 관련된 생화학적 성상을 

규명하였다. 트롬빈에 의한 변이 섬유소원 FpA의 유리는 정상 

섬유소원과 다르지 않았으나, FpB의 유리는 유의하게 감소되었으며, 

특이상수는 γA341V이 1.7 ± 0.4 (mean ± SD, 106 M-1s-1), 

γA341D가 1.4 ± 0.3 (정상 섬유소원 3.6 ± 1.1, p < 0.01)이었다. 

두 변이섬유소원의 섬유소 중합반응은 칼슘 농도에 의존적이었으며, 

지연기(lag period)가 γ341V는 2500 ± 150 (mean ± SD, sec), 

γ341D는 1200 ± 40로 모두 정상(110 ± 40)에 비해 유의하게 

길었고, Vmax는 γ341V가 15 ± 3 (mean ± SD, 10-5s-1), γ341D는 3 

± 1로 정상 섬유소원(81 ± 26)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되어 있었다. 

응고인자 13번에 의한 두 변이 섬유소 간 교차결합 역시 정상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되어 있었다. 두 변이 섬유소원의 플라즈민 방어능 

또한 칼슘과 GPRP 펩타이드 모두에 해 현저하게 떨어져, 변이 

섬유소원과 칼슘 및 ‘A’knob 간 결합에 결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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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전자현미경 소견은, 정상 섬유에 비해 변이 섬유의 직경이 더 

굵고 심하게 염전되었으며, 섬유간 공간이 크고 섬유망 구조 형성이 

엉성하였다. 이상의 결과들은 γ341A가 칼슘 및 A-a 결합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증명한다. 따라서 두 변이 섬유소원의 아미노산 치환에 

의한 단백 구조의 변화는 칼슘 및 A-a 결합 이상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이상섬유소원을 유발할 것이다. 

 

 

 

 

 

 

 

 

 

 

 

 

 

 

 

 

 

 

 

핵심되는 말: 재조합, 변이 섬유소원, 응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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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합 변이 섬유소원의 발현을 통한 생화학적 성상의 규명 

 

<지도교수: 최종락 교수> 

 

연세 학교 학원 의학과 

 

송재우 

 

I. 서론 

섬유소원은 간에서 합성되는 340 kDa의 혈장 단백으로 혈전 형성 및 

혈소판 응집 매개 등 지혈 및 혈전 형성과 관련된 작용 외에도 

염증반응, 손상 조직의 재생, 세포부착이나 암 전이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섬유소원은 복잡한 분자 구조를 갖고 있으며, 

각 부위는 기능적 의미를 갖는 명칭을 갖는다. 전체적으로 각각 한 

쌍의 Aα, Bβ 및 γ 사슬이 칭 구조의 육량체(hexamer)를 이루고 

있으며, 29개의 이황화 결합으로 연결되어있다. 두 Aα, Bβ, γ 

사슬 복합체는 N-말단 쪽에서 서로 맞닿아 있으며 각각 양쪽 C-말단 

방향으로 세 사슬들 간 coiled-coil 구조의 간상 연결부가 C-말단의 

결절로 이어져 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전체적으로 세 개의 결절이 

이어져 있는 형태를 띠며, 가운데 결절을 E 부위(E region), 양 끝의 

두 결절은 D 부위(D region)로 명명한다. D region에는 β 사슬과 γ 

사슬 C-말단 부위가 개별적으로 접힘으로 인해 형성된 β-결절(β-

nodule), γ-결절(γ-nodule)이 서로 맞닿아 있으며, 각 nodule은 

공히 N-말단에서 C-말단 방향으로 A-영역(A-domain), B-영역(B-

domain), P-영역(P-domain)의 구조를 갖고 있다. E region은 Aα, 

Bβ, γ 사슬의 N-terminal 부위를 포함하며 이 부위에서 thrombin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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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A peptide와 B peptide가 절단, 유리된다. A, B peptide가 

절단되면서 GPRV (Gly-Pro-Arg-Val), GPRP (Gly-Pro-Arg-Pro) 

아미노산 서열이 노출되며 이를 각각 A 마디(‘A’ knob), B 

마디(‘B’ knob)라 명명한다. 두 개의 knob은 D region γ, β 

nodule에 각각의 상보적 결합 부위를 갖고 있는데, 이를 a 구멍(‘a’ 

hole), b 구멍(‘b’ hole)이라 한다. Aα 사슬의 C-말단은 D region 

밖으로 연장되면서 αC 연결자(αC connector, Aα221-391)와 αC 

영역(αC domain, Aα392-610)을 형성한다.1  

섬유소원 γ-nodule에는 고친화성 칼슘 결합 부위 (γ315-329), 

‘a’hole (γ337-379), 조직플라스미노젠활성자(tissue plasminogen 

activator, t-PA) 결합 부위(γ311-336)와 D-D 접촉면 등 기능적으로 

중요한 부위가 다수 존재한다.2-4 이 부위의 아미노산 중 γAla341 

아미노산 잔기가 과오 돌연변이에 의해 aspartate로 치환된 변이 

섬유소원 Seoul이 한국인 말초동맥 혈전증 환자에서 보고된 바 있다.5 

기능적으로 측정된 섬유소원의 농도는 75mg/dl인 반면, 면역학적으로 

측정된 섬유소원 농도는 137 mg/dl로 불일치를 보이고 있었으며, 

섬유소원의 기능 이상이나 동맥혈전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당뇨병이나 간장질환 또는 고혈압 병력이 없는 상태였다. 혈전성향의 

다른 위험 요인도 발견할 수 없었으며, 따라서 γAla341Asp 아미노산 

치환에 의한 섬유소원 기능 이상과 혈전질환과의 관련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다. 이 외에 같은 아미노산의 다른 과오 돌연변이에 

의한 변이 섬유소원인 Tolaga Bay (γAla341Val)와6 Lyon III 

(γAla341Thr)도7 보고되었다. Tolaga Bay 변이 섬유소원 환자의 

섬유소원 활성과 농도가 각각 70 mg/dl와 69 mg/dl로 주로 섬유소원 

결핍 양상을 띠며, Lyon III 변이 섬유소원은 환자의 혈장에서 

측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γAla341 아미노산 잔기는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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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아미노산 서열이 매우 잘 보존되어있어 그 기능적 중요성을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저자는 Chinese hamster ovary (CHO) 

세포주에서 재조합 변이 섬유소원인 γ341V와 γ341D를 발현함으로써 

각 변이 섬유소원의 생화학적 이상성을 실험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1. 재조합 섬유소원의 발현 및 정제 

섬유소원 γ 사슬 유전자 발현 vector인 pMLP-γ에 site directed 

mutagenesis (QuikChange® II Site-Directed Mutagenesis Kit, 

Stratagene, USA) γ341V 및 γ341D 에 해당하는 염기서열 변이를 

도입하였다. γ341V는 5'-GGTGGATGAACAAGTGTCACGTCGGCCATCTCAA-3’와 

5'-GTGACACTTGTTCATCC 

ACCAACCAGATCC-3’, γ341D는 5’-GGT GGATGAACAAGTGTCACGATGGCCA 

TCTCAA-3’와 5’-GTGACACTTGTTCATCCACCAACCAGATCC-3’의 염기서열을 

갖는 primer를 사용하였다. 정상 섬유소원 Aα와 Bβ를 발현하도록 

조작된 CHO 세포에 정상 pMLP-γ와 각 변이 pMLP-γ를 선택 vector인 

pMSVHis와 함께 유전자핵내주입을 하였다. G418/Histidinol 

selection 하에서 생성된 집락을 계 배양하여 배지 내 발현된 

섬유소원양을 ELISA법으로 측정함으로써, 고발현 세포주를 

선별하였다. 선별된 CHO 세포주를 무혈청 배지로 회전병 배양하면서 

정기적으로 섬유소원 함유 배지를 수확하여 protease inhibitor를 

첨가하고 정제할 때까지 -20°C에 냉동 보관하였다. 정제 시 냉동 

배지를 37°C에서 해동하여 ammonium sulfate로 섬유소원을 침전시킨 

후 침전물을 10 mM CaCl2 함유 완충액에 재부유하고 칼슘 의존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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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1 항섬유소원 항체가 coupling되어 있는 Sepharose 4B 칼럼에 

주입하였다. 칼럼 내 섬유소원을 5 mM EDTA를 함유한 완충액으로 

용출한 후 1 mM CaCl2 함유 20mM HEPES buffered saline (HBS, 20 mM 

4-(2-hydroxyethyl)-1- piperazineethanesulfonic acid, 150 mM NaCl, 

pH 7.4)에 한차례 그리고 HBS에 장시간 투석하고, -80°C에 

보관하였다. 섬유소원 농도는 흡광도(A280)로 측정하였다(ε280 = 1.506 

mg-1ml). 정제한 섬유소원의 완전성과 순도는 Laemmli 방법에 따라 

비환원조건에서 8%, 환원조건에서 10% sodium dodecyl sulfate–

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 (SDS-PAGE), Western blot로 

확인하였다.8 

 

2. 트롬빈 효소 작용에 의한 fibrinopeptide (Fp)의 유리 

트롬빈의 효소 작용에 의해 섬유소원 Aα, Bβ 사슬 N-말단에서 

FpA와 FpB가 유리된다. 정상 및 γ341V, γ341D 섬유소원을 1 mM 

CaCl2 HBS에 0.2 mg/ml로 희석하고, 각각 0.02 NIH unit/ml의 농도의 

인 α-트롬빈 (Enzyme Research Laboratories, South Bend, USA)과 

상온에서 0, 5, 10, 20, 30, 60, 90, 120분간 항온처리 하였다. 각 

반응 시간동안 생성된 응괴를 10분간 끓이고 원심분리 한 후 상층액 

내 FpA와 FpB를 역상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로 측정하였다. 20 NIH unit/ml의 트롬빈과 30분간 반응에서 

생성된 FpA 및 FpB의 양을 100%로 하였다.9 

 

3. 응괴 형성능 

정상 및 γ341V, γ341D 섬유소원을 1x HBS에 0.40 mg/ml로 

희석시킨 후 인 α-트롬빈 (1 NIH unit/ml)과 37°C 에서 1시간, 

이후 4°C 에서 24시간 동안 항온처리 하였다. 반응 시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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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g에서 20분간 원심분리하여 반응을 중지시키고, 상층액에서 

섬유소 겔에 혼입되지 않은 섬유소원을 흡광도 측정(A280)으로 

정량하였다. 응괴형성능은 [(반응 전 ΔA280-320 – 반응 후 ΔA280-320) / 

반응 전 ΔA280-320] x 100%로 계산하였다.10 

 

4. 섬유중합반응 

 정상 및 γ341V, γ341D 섬유소원을 1x HBS에 0.40 mg/ml로 

희석시킨 후 인 α-트롬빈 (0.2 NIH unit/ml) 또는 batroxobin 

(Calbiochem-Novabiochem, USA)과 동량(각 50 μl) 섞고, 10 μM 

또는 1 mM의 CaCl2 조건 하에서 섬유소중합반응을 진행하였다. 

실온에서 분광광도계로 탁도 측정을(350 nm) 통해 중합반응의 진행 

정도를 30초마다 추적하였다. 각 섬유소원과 각 조건 하에서 

중합반응의 지연기(lag period)와 Vmax를 분석하였다. Lag period는 

반응 시작부터 탁도가 증가가 관찰될 때까지의 시간이고, Vmax는 

탁도 곡선 기울기의 최 값이다. 또한 일정한 염소 이온 농도와(150 

mM) 0.01, 0.1, 1, 5 mM의 칼슘 이온 농도, 0.5 mg/mL의 섬유소원, 

0.1 NIH unit/mL의 α-트롬빈 조건 하에서 섬유소중합반응을 

유도하고 microplate reader로 탁도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반응 완료 

후 생성된 섬유소 응괴를 광학현미경으로 직접 관찰하였다. 

 

5. 플라즈민 방어능 

정상 및 γ341V, γ341D 섬유소원을 1x HBS에 0.25 mg/ml로 

희석시키고, 5 mM EDTA, 1 mM과 5 mM의 CaCl2, 그리고 0.5 mM과 5 

mM의 GPRP 펩타이드 조건 하에서 인 플라즈민(10 μg/ml)으로 

37 °C에서 4시간 동안 효소 절단 반응을 진행한 후, 100°C에 5분간 

처리하여 반응을 정지시켰다. 플라즈민 분해 산물을 10% SDS-PAGE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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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masie brilliant blue 염색으로 확인하였다. 

 

6. 제 13 응고인자에 의한 섬유소 간 교차결합 

정상 및 γ341V, γ341D 섬유소원을 1x HBS에 0.24 mg/ml로 

희석시키고, 1 mM CaCl2, 0.1 NIH unit/ml α-트롬빈, 1.5 mg/ml의 

응고인자 13번(Enzyme Research Laboratories, USA) 하에서 37°C로 

항온처리 하였다. 각각 0, 2, 5, 20, 30분, 1, 2, 4, 8, 24시간 동안 

반응을 지속한 후, 2-mercaptoethanol 6X SDS 시료 완충액에 

끓임으로 응괴를 융해시키고, 생성된 γ-dimer와 α-polymer를 10% 

SDS-PAGE Coomasie brilliant blue 염색으로 확인하였다. 

 

7. 주사전자현미경 

섬유소 응괴의 구조를 관찰하기 위해 0.5 mg/ml의 정상 및 γ341V, 

γ341D 섬유소원, 1 mM CaCl2, 0.1 NIH unit/ml α-트롬빈으로 24시간 

동안 응괴 형성반응을 진행하였다. 생성된 응괴를 고정, 탈수, 건조 

및 도포한 후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각 섬유소원 응괴 당 

30 부위 이상을 촬영하였으며, 영상분석 프로그램으로 섬유 직경을 

측정하였다. 

 

8. 통계분석 

통계분석은 SPSS 11.0 for Windows (SPSS, USA)를 사용하였으며, 

정상, 변이 섬유소원 간 생화학적 실험 결과는 Student’s t-test, 

다중비교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에 따라 비교 

분석하였다. 주사전자현미경으로 촬영한 정상 및 변이 섬유 직경의 

비교를 위해 ANOVA와 Scheffe, Tukey 검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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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1. 재조합 섬유소원의 발현 분석 

생화학적 분석을 위해 정상 재조합섬유소원 및 γ341V와 γ341D 

변이 재조합섬유소원의 안정적 핵산전달감염 CHO 세포주를 량으로 

회전병배양하고, 무혈청 배양액으로부터 섬유소원을 분리 정제 

하였다. 두 변이섬유소원의 배양액 내 발현 효율은 정상 섬유소원과 

다르지 않았다. 각 변이 섬유소원이 보고된 환자의 혈장 내 섬유소원 

농도가, γ341V는 실험적 측정 민감도 미만이고, γ341D도 

정상범위보다 유의하게 낮았던 사실과 조적인 결과이다. 비환원 

조건에서 SDS-PAGE를 통해 340 kDa의 섬유소원을 확인하였으며, 환원 

조건 SDS-PAGE 결과 단백 염색(Coomasie blue)을 통해 Aα, Bβ, γ 

사슬에 해당하며 정상 섬유소원과 동일한 세 밴드를 관찰하였다(Fig. 

1A). 항섬유소원 다클론항체를 사용한 western 블롯을 통해 동일한 

크기의 세 밴드를 확인하였다(Fig. 1C). 변이 섬유소원의 Aα 사슬이 

이중 밴드 양상을 보였는데, Aα 사슬 아미노말단에 한 

단클론항체(Y-18)를 사용하여도 같은 소견이 관찰되었다(Fig. 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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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정상 및 변이 섬유소원의 발현 및 정제. 유전자전달감염을 

통해 CHO 세포에서 정상 및 변이 섬유소원을 안정적으로 발현하였으며, 

조건화 배양액에서 분리 정제한 섬유소원의 Aα, Bβ, γ 사슬을 

Coomasie blue stain (A) 및 항Aα 단클론항체와 항섬유소원 

다클론항체(C)를 사용한 western blot으로 확인하였다 (lane 1 

정상섬유소원, lane 2 γ341V, lane 3 γ34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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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트롬빈에 의한 FpA와 FpB의 유리 

트롬빈에 의한 FpA의 유리는 동역학적으로 정상 섬유소원과 변이 

섬유소원 간에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Fig. 2A). 

특이상수(kcat/Km)는 각각 정상 섬유소원이 7.4 ± 1.8 (mean ± SD, 

106 M-1s-1), γ341V는 5.7 ± 1.8, γ341D가 8.1 ± 1.2였다. 하지만, 

FpB의 유리는 변이 섬유소원이 정상에 비해 유의하게 느림을 

확인하였다(p < 0.01, Fig. 2B). 특이상수는 정상 섬유소원이 3.6 ± 

1.1, γ341V가 1.7 ± 0.4, γ341D가 1.4 ± 0.3였다. FpB 유리 

과정의 부분이 원섬유가 형성된 후에 일어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변이 섬유소원의 FpB 유리 지연은 원섬유(protofibril) 형성 장애와 

관련 있을 가능성이 있다.11 γ341V와 γ341D 변이 섬유소원 간 FpB 

유리의 동역학적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칼슘 결합 부위나 GPRP 

결합 부위의 이상에 의해 섬유소원 형성 장애를 보이는 변이 

섬유소원의 동역학적 특성도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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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섬유소 중합반응, 섬유소 응괴 및 응괴 형성능 

섬유소원 활성화 후 섬유소 중합반응에 따른 탁도 변화를 최종 

섬유소원 농도 0.2 mg/ml, 트롬빈 농도 0.1 U/ml에서 분광광도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10 µM의 칼슘 농도에서는 변이 섬유소원의 

탁도 증가를 관찰할 수 없었다(Fig. 3A). 생리적 농도인 1 mM 칼슘 

하에서는 중합반응을 측정할 수 있었으며, 변이 섬유소원과 의 정상 

섬유소원 간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변이 섬유소원의 lag period는 

원섬유 형성을 반영하며, γ341V가 2,500 ± 150 (mean ± SD, sec), 

γ341D가 1,200 ± 40로 정상(110 ± 40)에 비해 유의하게 

길었다(Fig. 3B). Vmax는 원섬유의 측면응집 과정을 반영하며, 

γ341V가 15 ± 3, (mean ± SD, 10-5 s-1), γ341D가 3 ± 1로 

정상(81 ± 26)에 비해 유의하게 느렸다(Fig. 3B). 변이 섬유소원의 

야간 항온반응 후 최종 탁도는 2 시간 후 탁도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Batroxobin에 의한 변이 섬유소원의 FpA 특이 절단 후 

섬유소 중합반응은 반응 혼합물의 탁도 변화가 없어서 측정할 수 

없었다(Fig. 3C). 이로부터 변이 섬유소의 ‘A’-knob, ‘a’-hole 

간 결합에 의한 중합매개 작용에 장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변이 섬유소의 중합반응은 전적으로 ‘B’-knob, ‘b’-hole 간 ‘B-

b’ 결합에 의해 매개됨을 알 수 있다.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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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분광광도계의 탁도 측정으로 분석한 정상 및 변이 섬유소의 

중합반응. 변이 섬유소는 10 µM의 칼슘 농도에서는 중합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며(A), 생리적 농도인 1 mM의 농도에서는 정상에 비해 연장된 

지연기(lag period)와 Vmax의 감소를 보였다(B). Batroxobin에 의한 FpA 

특이 절단 결과 변이 섬유소의 중합반응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C). 

이는 트롬빈에 의한 변이 섬유소 중합반응이 B’-knob, ‘b’-hole 간 

‘B-b’ 결합에 의해 매개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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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양한 칼슘 농도(0.01, 0.1, 1, 5 mM)에서의 섬유소 

중합반응을 plate reader를 사용하여 동시에 측정하고, 형성된 

응괴를 광학현미경 하에서 육안으로 확인하였다. 0.01 mM의 칼슘 

농도에서는 분광광도계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탁도 변화가 감지되지 

않았으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탁도 증가를 측정할 수 있었고, 

이는 광학현미경 소견과 일치하였다. 변이 섬유소의 탁도 증가는 

모두 불규칙하고 급작스러운 변화 양상을 보였으며, 이는 ‘A-a’ 

결합 장애에 따른 불안정한 섬유소망 형성 과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Fig. 4B, C). 정상 섬유소응괴가 plate well 전체를 

균일하게 덮고 있는 반면, 변이 섬유소원의 응괴는 well의 일부에만 

불규칙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광학현미경을 통해 확인하였다(Fig. 

4D). 변이 섬유소원의 응괴형성능은, γ341V가 80 ± 5 (mean ± 

SD, %), γ341D가 64 ± 4로 정상 섬유소원(97 ± 1)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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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plate reader로 측정, 관찰한 정상 및 변이 섬유소의 중합반응. 

정상 섬유소는 칼슘 농도에 의존적이며 일정한 탁도증가 양상을 보이나 

변이 섬유소원은 정상에 비해 낮은 탁도와 불규칙하고 급작스러운 탁도 

변화 양상을 보인다. 각 well별 섬유소 중합반응 완료 후 광학현미경 

소견은, 정상 섬유소(a, d, g, j)가 모든 칼슘 농도에서(a, b, c 0.01 mM; 

d, e, f 0.1 mM; g, h, i, 1 mM; j, k, l 5 mM) well 표면 전체에 균일한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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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소망을 형성한 반면, γ341V (b, e, h, k)와 γ341D (c, f, i, l)는 

well 일부만 덮는 불규칙한 형태의 섬유소망을 형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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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플라즈민 방어능과 GPRP 및 칼슘 결합 

변이 섬유소원에서 치환된 아미노산 잔기가 γ-nodule의 칼슘 결합 

부위 및 ‘a‘-hole과 근접한 위치인 관계로, 플라즈민 방어능 

측정을 통하여 γ341V와 γ341D 변이로 인해 칼슘 결합과 ‘A-a’ 

결합이 영향을 받는지 관찰하였다. ‘A-a’ 즉 GPRP와 ‘a’-hole 간 

결합과 칼슘 결합 모두 플라즈민에 의한 섬유소원 절단을 저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4-15 칼슘이 첨가되지 않은 조건 하에서 정상 및 

변이 섬유소원 모두 플라즈민과의 반응으로 D2 및 D3 조각이 

형성되었으며, 이는 플라즈민에 의한 절단(plasminolysis)이 

일어났음을 의미한다. 칼슘 농도 1 mM과 5 mM 하에서 정상 

섬유소원은 D1 조각만을 생성하여 플라즈민에 의한 절단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두 변이 섬유소원으로부터 D2, D3 조각 

생성은 유지되었다. 동일하게, GPRP 농도 0.5 mM과 5mM 하에서 정상 

섬유소원은 plasminolysis에 저항성을 보였으나, 변이 섬유소원의 

plasminolysis는 유지되었다(Fig. 5). 이는 변이 섬유소원과 칼슘 및 

GPRP 간 결합에 장애가 있음을 의미한다. γ341V 섬유소원은 동일한 

칼슘 농도에서 γ341D에 비해 plasminolysis 감수성이 낮았으며, 

γ341V의 칼슘 결합력이 γ341D에 비해 상 적으로 높음을 예측할 수 

있다. 플라즈민 방어능에서 나타난 GPRP와 ‘a’-hole 간 결합 

이상은 Batroxobin 유도 섬유소 중합반응의 결과와도 일관된 기능 

이상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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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GPRP 펩타이드와 칼슘에 의한 플라즈민 방어능 획득. 

섬유소원은 GPRP나 칼슘과 결합함으로써 플라즈민에 의한 절단 

(plasminolysis) 감수성이 현저히 낮아지며, 이로부터 GPRP 및 칼슘과 

섬유소원의 결합 친화력을 분석할 수 있다. 정상 섬유소원은 GPRP 및 

칼슘과 반응 후 플라즈민을 처리하여도 plasminolysis 산물이 생성되지 

않는다. 이와 달리 변이 섬유소원은 GPRP에 의해 plasminolysis 산물 

생성에 변화가 없었고, 칼슘에 의한 plasminolysis 방어도 부분적으로만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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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응고인자 13 번에 의한 섬유소 간 교차결합 

활성화된 응고인자 13번(FXIIIa)는 섬유소 α 사슬과 γ 사슬 간 

공유결합을 형성함으로써 α-중합체(α-polymer)와 γ-이량체(γ-

dimer)를 형성하고, 섬유소 응괴 또는 혈전의 내구성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기능적 측면에서 변이 섬유소원의 결함을 알아보고자 FXIII에 

의한 정상 및 변이 섬유소 교차결합 촉매반응을 진행하여 시간 별 

α-polymer와 γ-dimer 생성 양을 SDS-PAGE로 분석하였다. α-

polymer와 γ-dimer 생성 모두 변이 섬유소가 정상에 비해 

지연되었으며, γ341D가 γ341V보다 더 심하였다(Fig. 6). γ-

dimer가 처음 관찰되는 시간은 정상 섬유소가 2분인 반면, γ341V는 

20분, γ341D는 30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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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사전자현미경 소견 

주사전자현미경 소견은 정상 섬유소 응괴와 변이 섬유소 응괴 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γ341V, γ341D 섬유소 응괴 모두 정상에 

비해 섬유가 더 굵고 심하게 염전되었으며, 섬유간 공간이 크고 

섬유망 구조 형성이 엉성하였다(Fig. 7). 섬유 직경은 γ341V가 126 

± 30 (mean ± SD, nm), γ341D는 141 ± 41로 정상 섬유(78 ± 

19)에 비해 유의하게 굵었다(p < 0.01). 섬유 직경에 따라 염전 

양상도 γ341D, γ341V, 정상 섬유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형태학적 소견은 섬유소 중합반응으로부터 예측한 바와 차이를 

보인다. 

 

 

 

Figure 7. 정상 및 변이 섬유소 응괴의 주사전자현미경 소견. 정상 

섬유소 응괴(A, D)에 비해 γ341V (B, E), γ341D (C, F) 섬유소 응괴의 

섬유가 더 굵고 섬유간 공간이 크며 섬유망 구조 형성이 엉성하였다. 

섬유 직경에 따라 섬유 내 염전 양상도 γ341D, γ341V, 정상 섬유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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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섬유소원 γ 사슬 341A 아미노산이 치환된 변이 섬유소원으로 

현재까지 섬유소원 Seoul (γA341D), Tolaga Bay (γA341V)와 Lyon 

III (γA341T)가 보고 되었다. 환자는 모두 이형접합체였고, 

섬유소원 Tolaga Bay와 Lyon III이 저섬유소원증과 무섬유소원증을 

보인 반면 섬유소원 Seoul은 경한 저섬유소원증과 이상섬유소원증이 

동반된 양상을 보였다. 섬유소원 Tolaga Bay와 Lyon III 환자의 

혈장에서는 이상섬유소원이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이 섬유소원이 

분비되지 못하고 세포 내에서 분해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16 

γA341V의 환자 혈장 내 섬유소원 농도가 γA341D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지만, 재조합 단백 발현양은 γA341V와 γA341D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인간 간세포와 CHO 세포주 간 

생합성 과정의 차이나 변이 또는 체내 소모/제거율의 차이와 같은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으나, 실험적 규명이 필요하다. 

섬유소 중합반응 결과 변이 섬유소의 ‘A-a’ 결합 능력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섬유소의 잔여 중합능은 ‘B-b’ 

결합에 의한 것이다. 칼슘 농도에 따라 중합반응이 증가하는 것은 

‘B-b’ 결합의 칼슘 의존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는 GPRP와 섬유소원간 결합 친화력이 칼슘 농도와 함께 급격히 

증가한다는 실험 연구 보고와도 일치한다.17 섬유소 응괴 밀도가 0.01, 

0.1 mM과 0.1, 1 mM 간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변이 섬유소원에는 

두 개의 칼슘 결합 부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고친화성 칼슘 결합 부위와 저친화성 결합 부위의 해리상수는 각각 1 

μM과 1 mM로 알려져 있다.2, 18-19 Plate reader를 사용한 섬유소 

중합반응 측정 결과 0.01 mM의 칼슘 농도에서는 변이 섬유소망이 

형성되지 않았으나 칼슘 농도 증가에 의해 well에 불규칙하게 분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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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응괴를 관찰할 수 있었다. Plate reader로 이상섬유소원의 응괴 

형성을 측정할 때 well 내 응괴 형성이 균일하지 않을 경우 well의 

일부만을 지나는 광원으로 인해 흔히 불규칙한 탁도 곡선은 경험하게 

된다. 

플라즈민 방어능 분석 또한 칼슘 결합과 ‘A-a’ 결합의 결함을 

나타내는 결과를 보였다. 5 mM의 칼슘과 GPRP의 존재 하에서도 변이 

섬유소원은 거의 완전한 plasminolysis 반응이 일어났으며, 이는 

변이 섬유소원이 칼슘이나 GPRP와 거의 결합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하지만 칼슘과 GPRP가 동시에 존재하는 조건 하에서는 

plasminolysis가 부분적으로만 일어났다. 이는 칼슘에 의해 GPRP-‘a’ 

hole 간 결합력이 증가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변이 섬유소 

중합 반응이 칼슘 농도에 의존적인 것도 같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 γ341D가 γ341V에 비해 플라즈민에 의한 절단 감수성이 더 큰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두 변이 섬유소원 간 칼슘 및 GPRP와의 

결합력 차이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결합력의 차이는 변이 γ 사슬의 

구조 변화로 인한 것인데, 섬유소 중합이나 FXIIIa 교차결합의 

결함도 이러한 구조의 변화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플라즈민 

방어능과 섬유소 중합반응 결과를 종합하면, 변이 섬유소원의 

불안정한 ‘A-a’ 결합이 칼슘 의존적으로 생길 수 있으나, 섬유소 

측면응집을 유지할 정도로 강하지 않음을 예측할 수 있다. 신 칼슘 

의존적 ‘B-b’ 결합이 원섬유와 섬유망 형성에 주된 역할을 한다. 

γQ329R 및 γD364A 변이 섬유소원의 GPRP 결합장애는 칼슘 결합과 

독립적인 것으로 보고되었으나,20 γ1 칼슘 결합 부위가 involve된 

γD318,320A 변이 섬유소원이나 γ2 칼슘 결합 부위가 포함된 

γD298,301A 이상 섬유소원은 GPRP와 칼슘 결합이 모두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21 γ341V, γ341D 변이 섬유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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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sminolysis 결과로 γ341A 역시 GPRP와 칼슘 결합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아미노산 잔기임을 알 수 있다. 

주사전자현미경으로 γ341V, γ341D 변이 섬유소원의 섬유가 정상 

섬유의 직경보다 큼을 확인하였다. 또한 변이 섬유가 정상에 비해 

심한 염전상을 보였는데, 이는 염전이 섬유 굵기와 관련된 소견이기 

때문이다. 섬유소 직경의 증가는 Weisel 등이 소개한 섬유소 

중합반응의 역학적 모델로 일부 설명할 수 있다.22 본 실험 결과들은 

변이 원섬유 형성의 결함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는데, 이 경우 상기 

모델은 섬유당 원섬유 함량 즉 섬유의 직경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며, 이는 전자현미경 소견과 어느 정도 부합된다. 섬유 직경의 

증가를 단순히 염전에 의해 발생하는 섬유소 신장력과 관련하여 

설명할 수도 있다. 섬유 직경이 증가할수록 염전이 증가하고 섬유를 

구성하는 섬유소에 가해지는 긴장도 함께 증가하는데, 이로 인해 

섬유의 측면응집 또는 횡적 성장이 제한을 받게 된다.23-24 이러한 

제한은 섬유소간에 공고한 종적 결합력에 의존하기 때문에 γ341V, 

γ341D와 같이 ‘A-a’ 결합의 결함으로 인해 내재적으로 약한 긴장 

내구성을 갖는 원섬유들은 섬유소의 횡적 성장 억제력 또한 약할 

것이다. 섬유 직경에 비례하는 것으로 알려진 중합반응 혼합물의 

탁도가 정상 섬유소에 비해 낮은 것과 관련, Okumura 등은 ‘a’ 

hole의 이상을 갖고 있는 γ364A, γ364H, γ364V 변이 섬유소원의 

중합 반응이 정상 섬유소원과 다른 동력학적 경로를 따른다고 

보고하였으며,8, 13 따라서 이러한 변이 섬유소원의 형태학적 소견과 

생화학적 성상 간의 상관성은 정상 섬유소원과 다른 방식으로 

분석해야 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25 

γ341A 아미노산 잔기는 ‘a’ hole (γ337–379)의 흡착 동공에 

위치하며,3 GPRP 골격과 수소결합을 갖는 γ364D, γ330D, γ329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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γ340H와 근접해 있고(Fig. 8A), γ, Bβ, αE 사슬에 걸쳐 그리고, 

종간에 alanine으로 잘 보존되어 있다.26-28 이로부터, γ341A의 

기능적 중요성 특히 ‘A-a’ 결합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예측할 수 

있다. 보고된 ‘a’ hole의 결정구조에 의하면 γ341A의 골격은 

γ307H의 측쇄 및 γ370A의 골격과 수소결합을 이루고, γ341A의 

측쇄는 γ289A 및 γ305T의 골격과 약한 수소결합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6-28 그러므로, γ341V나 γ341D의 

측쇄는 γ305T의 골격과 공간적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Fig. 

8B). 또한 γ307H는 GPRP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γ338K, γ339C 

간 cis-펩타이드결합 역전 구조를 안정화 시켜주는데, γ305T와 

γ341 아미노산 측쇄 간의 충돌이 이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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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본 연구에서 제시된 실험 결과들은 γ341A가 칼슘 및 A-a 결합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증명한다. 따라서 γ341V, γ341D 두 변이 

섬유소원의 아미노산 치환에 의한 단백 구조의 변화는 칼슘 및 A-a 

결합 이상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이상섬유소원을 유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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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ucidation of biochemical properties of two recombinant variant 

fibrinog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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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brinogen γ-module, a part of D region, has several 

important sites relating to fibrinogen function, which are the 

high affinity calcium binding site, hole ‘a’ that binds with 

knob ‘A’, and the D:D interface. Residue γAla341, which is 

located in the vicinity of those sites is altered in three 

variant fibrinogens: γAla341Asp, γAla341Val, and γAla341Thr. We 

have expressed γA341D and γA341V in Chinese hamster ovary (CHO) 

cells, purified them and performed biochemical experiments. 

Thrombin-catalyzed kinetics of FpA release was not different 

from normal fibrinogen. However, FpB release from both variants 

was slower than that of normal. Average specificity constant for 

FpB was 3.6 ± 1.1, 1.7 ± 0.4, and 1.4 ± 0.3 (mean ± SD, 106 M-1s-1) 

for normal, γ341V, and γ341D, respectively. We measured fibrin 

polymerization by turbidity increase. Both variants sho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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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ired polymerization with a longer lag period and a slower Vmax 

than normal fibrinogen at physiologic 1mM calcium. Lag period 

for normal, γ341V, and γ34D was 110 ± 40, 2500 ± 150, and 1200 ± 

40, respectively (mean ± SD, sec). Vmax was 81 ± 26, 15 ± 3, and 

3 ± 1 (mean ± SD, 10 -5s-1) for normal, γ341V, and γ341D. The 

polymerization on thrombin was dependent on the calcium 

concentration. We tested the calcium binding and the 

functionality of ‘a’ polymerization site with the plasmin 

protection assay. Both variants were not protected from 

plasminolysis in the presence of 5 mM calcium or 5 mM GPRP, 

indicative of impaired binding of calcium and knob ‘A’. With 

the FXIIIa cross-linking, we found that γ and α chain cross-

linking was delayed in both mutants. In the scanning electron 

micrograph, both variant clots appeared less organized than 

normal, having thicker and more twisted fibers, and larger pores. 

Given these results, both variant fibrinogens are likely to have 

a conformational change in their calcium and GPRP binding sites 

resulting in impaired fibrin polymerization. In conclusion, we 

think fibrinogen residue γAla341 is important for calcium binding, 

‘A-a’ interactions and the conformation of the γ-module. 

 

Key words: recombinant, variant fibrinogen, clo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