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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ence of TaqI Polymorphism in Exons of Complement
Component C9 Gene in Kor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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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Pathology,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Background : Molecular and genetic studies of the complement component C9 have never
been reported in Korea. Methods : We have checked the Taq I polymorphism of the C9
gene in 52 randomly selected adult Koreans. Southern blot analysis was carried out to detect
the restriction fragment length polymorphism (RFLP) of the C9 gene. The fragments of
human C9 cDNA were hybridized with the TaqI digested genomic DNA. Results : The func-
tional levels of complements in all subjects were measured at 84.4±3.8% by hemolytic
assay, which indicates that the subjects have functionally normal complement systems. Fifty-
four percent of the individuals were found to have the C9 genes that contain the constant
fragments only. It seems that the undetected TaqI site may be located in the intron of the C9
gene. The silent mutation of C→T transversion was found in exon 1 of the C9 gene through
polymerase chain reaction-single strand conformational polymorphism, but no mutation was
found in exon 4 of the C9 gene. Conclusions : We could not find TaqI polymorphism in
exons of the C9 gene in 52 Kor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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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에서 보체 C9의 DNA 다형성

보체계가 활성화되면 C5b, C6, C7, C8 및 C9 분자로 구성

된 세포막공격 복합체(membrane attack complex, MAC)가

형성된다. 표적 세포의 세포막에서 조립된 C5b-9 복합체는 표

적 세포의 막에 많은 구멍을 만든다. 이러한 표적 세포의 세포

사를 통하여 보체는 액체성 면역 반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transmembrane channel의 크기를 조절하는 MAC의 마지막

구성 요소인 C9 분자는 538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단일

당단백이다.1 사람의 C9 유전자는 5번 염색체에 위치하여 있고

약 100 kb의 크기로 11개의 exon으로 구성되어 있다.2,3 C9 유

전자의 cDNA는 hepatic cDNA library에서 클로닝된 후

sequencing 되었다.1 보체계에는 DNA 다형성을 보이는 구성

요소들이 알려졌다. C9 유전자도 제한 효소 분석 방법으로

DNA 다형성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부분의 C9 유전자의 다

형성은 단백질 수준에서는 다형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또한 C9

단백질의 기능 변화도 동반되지 않았다.4 일본인의 경우 유전성

C9 결핍은 C9 유전자의 4번 exon의 Arg95 위치에서 일어난

nonsense mutation이 원인이라고 보고되었다.5,6 C9 유전자의

다른 돌연변이에는 exon 2에서 C→A 변위(transversion),

exon 4에서 T→G 변위 및 exon 9에서 nonsense mutation 등

이 있다.7,8

본 연구는 52명의 성인 한국인을 상으로 C9 유전자의

cDNA 소식자를 이용하여 제한 효소 TaqI에 한 C9 유전자

다형성을 알아보고, 백인종의 C9 유전자 분자 유전학적 연구 결

과가 한국인에게 적용되는지를 조사하 다.

재료와 방법

상

무작위로 선택한 한국 성인 남자(본 의과 학 학생) 52명의

말초혈액에서 혈장을 얻어 용혈 검사로 전체 보체 활성도를 검

사하 고9, 백혈구를 분리한 후 genomic DNA를 ISOLATE 2

Kit (Cruachem Ltd., Glasgow, U.K.)를 이용하여 분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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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ern hybridization

Genomic DNA 10 g을 제한 효소 TaqI (New England

Biolabs Inc., Beverly, MA, U.S.A.) 20 unit로 65℃에서 18시

간 절단하고 에탄올로 침전시켰다. 절단된 DNA를 0.8%

agarose 겔에서 30 V로 18시간 전기 동시켰다. 이 겔을

ethidium bromide로 염색한 후 변성, 중화시켰다. DNA는 10

×SSC를 이용해 나일론 막(Amersham Pharmacis Biotech,

Buckinghamshire, U.K.)에 흡착시켰다. 소식자는 C9 유전자의

cDNA 조각을 이용하 다. pHLC9.63/PstI (ATCC 59114,

Boehringer Mannheim, Mannheim, Germany)의 2 kb 조각

을 random priming 방법으로[ -32P] dCTP (3,000

mCi/mmol; NEN Life Science, Boston, MA, U.S.A.)로 표

지하고 QuikHyb Hybridization Solution (Stratagene, La

Jolla, CA, U.S.A.)으로 67℃에서 3시간 보합결합(hybridiza-

tion)시켰다. 이 나일론 막은 2×SSC, 0.1% SDS로 67℃에서

45분 세척한 후 자가방사선법으로 band를 확인하 다. 

Polymerase chain reaction-Single strand conformational

polymorphism (PCR-SSCP)

100 ng genomic DNA를 주형으로 하여 C9 유전자의 exon

1과 exon 4를 증폭하 다. 중합효소연쇄반응 (PCR)의 혼합물

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 다. 즉 0.5 M primer, 50 M

dNTP mix, 1.5 mM MgCl2, 1×AmpliTaq buffer (Perkin

Elmer, Branchburg, NJ, U.S.A.), 1 L[ -32P] dCTP

(NEN Life Science, Boston, MA, U.S.A.), 0.5 unit Ampli-

Taq polymerase (Perkin Elmer, Branchburg, NJ, U.S.A.)

등이며, 최종 10 L로 맞추었다. exon 1과 exon 4의 primer

1, 2는 53℃에서, exon 4의 primer 3, 4는 51℃에서 27 cycle로

증폭하 다. 각 primer 들의 염기 서열은 다음과 같다.

exon 1; primer 1 (forward) : 5、-GACCTGCCCTGCCACCCCAC-3、,    

primer 2 (reverse) : 5、-CTAATCCTACAGGAAACTTC-3、,

exon 4; primer 1 (forward) : 5、-GATACATTGAGTCTCTCCTG-3、, 

primer 2 (reverse) : 5、-ACTCTGTCTCTGCAGGGG-3、,

primer 3 (forward) : 5、-TGAGGATGATTGTGAAAGTG-3、, 

primer 4 (reverse) : 5、-GAGAGAGATGGAGATCAT-3、

(이상 모두 Takara Biomedicals, Shiga, Japan). 

PCR 종료는 stop solution (95% formamide, 20 mM

EDTA, 0.05% Bromophenol blue, 0.05% xylene cyanol

FF)을 첨가한 후, 94℃에서 5분 변성시켰다. PCR산물 3 L

를 취하여 10% glycerol이 첨가된 0.6×MDE 겔(FMC Bio-

products, Rockland, ME, U.S.A.)에 8 W로 18시간 전기 동

시켰다. 겔을 건조시켜서 자가방사선법을 행하 다.

DNA sequencing

SSCP 분석 후에 확인된 aberrant band를 겔에서 잘라내어

증류수로 추출하 다. 추출된 DNA를 주형으로 Amplicycle

Sequencing kit (Perkin Elmer, Branchburg, NJ, U.S.A.)를

이용하여 염기 서열을 관찰하 다.

결 과

C9 유전자에 한 TaqI 다형성

전체 용혈검사(total hemolytic assay)에서 52명의 보체 활

성도 정도가 84.4±3.8%로 나타나서 보체 구성요소들의 기능은

모두 정상 범주 내에 있었다.

보체 C9의 cDNA 소식자를 이용한 Southern hybridization

을 한 결과 11.2, 6.5, 4.5, 3 kb 이하의 constant band와, 7.9

와 6.3 kb 크기의 band가 나타났다(Fig. 1). Constant band만

을 가진 개체의 수가 52명의 검사자 중 54%를 차지하 고,

46%의 예에서 7.9 kb의 band가, 29%의 예에서 6.3 kb의

Fig. 1. No polymorphism for TaqI
at C9 gene. Southern blot was
done with the Taq I digested
genomic DNA hybridized with
the Pst I digested C9 cDNA
probe. In addition to the con-
stant bands (lane 3, 54% of
samples), 7.9 kb (lane 1, 17% of
samples) and 6.3 kb (lane 2,
29% of samples) fragments are
also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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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 Single strand conforma-
tional polymorphism analysis. Exon 1 PCR products of C9 from
genomic DNA are subjected to 0.6×Mutation Detection
Enhancement (MDE) gel with 10% glycerol (A). The aberrant
band from (A) is sequenced using Amplicycle Sequencing kit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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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d가 관찰되었다. 7.9 kb와 6.3 kb의 band가 립 유전자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6.3 kb band만 나타난 개체가 없으므로 유

전자 빈도를 계산할 수 없었다.  

Exon 1과 exon 4에서 SSCP

염기 서열 변화를 조사하고자, 보체 C9 유전자 중 exon 1과

exon 4에서 SSCP를 수행하 다(Fig. 2). Exon 1에서 12.7%

가 상이한 band를 보 다. 이들 band만을 분리하여 염기 서열

을 분석한 결과 C→T 변위가 일어났음을 알았다. 이로써 5'-

CGG-3'가 5'-TGG-3'로 읽히게 되고 아미노산 Arg이 Trp으로

번역되었다. 그러나 보체 C9의 기능에는 변화를 주지 못하 다.

반면, exon 4에서는 염기 변화를 찾을 수 없었다. 

고 찰

본 실험에서 사용된 같은 소식자를 사용하여 이미 보고된 백

인종에서의 TaqI RFLP는 A1 (6.5 kb)와 A2 (6.0+8.0 kb)

다.10 이는 본 실험의 결과(Fig. 1)와 다른 양상이다. 이것은

한국인의 게놈(genome)상에 위치한 TaqI의 분포가 백인종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Constant band만 가진 개체가

54%를 차지하 는데, 이 결과 역시 확인되지 않은 다른 TaqI

위치가 한국인에게 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사용한 소식자로

확인되지 않는 어떤 부위에서 TaqI 인지(recognition) 서열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적어도 TaqI RFLP의

경우에는, 백인종과 다른 립 유전자의 조합으로 C9의 표현형

이 발현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C9 유전자의 크기가 약 100

kb 정도이므로, 2.5 kb인 cDNA 보다 intron이 길 것이며, 제

한 효소 분석 결과 C9 유전자의 11개 exon 내에는 TaqI 위치

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TaqI은 intron 내에 위치할 것이다. 소

식자로 사용된 PstI digested pHLC9.63 신에, C9 유전자의

exon 9보다 하위 서열을 포함하는 HindIII digested

pHLC9.6311을 사용하여 RFLP를 수행했을 때, 9.2 kb 이상의

몇몇 band가 나타났다(data 제시하지 않음). 그러나 역시 con-

stant band만 가진 개체들이 나타났으므로 C9 유전자의 립

유전자를 단정할 수 없었다. 이것은 exon으로 이루어진 소식자

를 사용하여 intron 부분의 염기서열을 확인할 수 없는 한계라

고 생각된다. 본 실험에서는 립 유전자를 결정하지 못했기 때

문에 유전자의 빈도를 계산할 수 없었으며, 따라서 차후 가계도

조사를 통하여 추정되는 립 유전자의 분리 양상을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C9 유전자에는 염기 서열 변화가 알려져 있다. Exon 부분에

서는 단일 염기 서열 변화가 있고, exon과 intron 인접 부위에

서는 1 내지 8 bp가 3' 방향 혹은 5' 방향으로 옮겨가거나 일부

염기 서열이 충돌하기도 한다.8 그러나 stop codon을 만드는 염

기 서열 변화 외에는 단백질 기능에 향을 주는 돌연변이는 없

는 것으로 보인다.8

본 실험에서는 exon 1에서 단일 염기 서열 변화를 조사하여

한국인에서의 분포 양상을 알 수 있었다. 즉 exon 1에서 5번째

codon에서 5'-CGG-3'이 5'-TGG-3'으로 치환되는 C→T 변이

가 일어났다. 이로써 아미노산 Arg이 Trp으로 치환되었다.

Exon 1의 아미노말단 21개의 아미노산은 단백질 분비에 관여

하는 signal peptide를 구성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변이를 가진

개체들은 변이를 가지지 않은 립 유전자와 변이를 가진 립

유전자를 공유하지만, 전체 보체 활성도 검사를 통한 C9 단백질

의 기능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체계는 정상적인 활

성도를 나타내었으므로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C9 단백질의 분

비 체계의 변화에는 의미를 두지 않았다. 또한 exon 4에는 아미

노산 치환이 없는 염기 변화와 Cys (TGG)이 Gly (GGG)으

로 치환되는 경우가 알려졌지만, C9 단백질 기능은 정상으로 보

고되었다.2,8 그러나 이러한 silent mutation 조차도 한국인에게

서 발견되었다는 보고는 아직 없다.

보체계의 여러 구성 요소들에 한 유전학적 연구가 수행되면

서 질병과의 상관 관계가 알려지기 시작하 다. 보체 C4 또는

C1q의 결핍과 전신성 홍반성루푸스와의 관계12가 잘 알려져 있

다. 그러나 MAC을 구성하는 보체의 구성체들의 분자 생물학적

연구나 관련된 질병과의 병리 현상은 밝혀진 것이 드물다. C9

유전자가 클로닝된 이후 SSCP를 통해서 유전학적 연구 결과와

병리 현상과의 관계가 보고되었다. 일본에서는 수막구균 감염에

의한 수막염과 관련된 선천성 C9 결핍 환자들이 돌연변이 C9

유전자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5,6 이는 exon 4에서 발생한

nonsense mutation 때문이었다. 백인종의 경우에는 드물게 C9

결핍이 보고되었다.8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보체 C4와 전신성

홍반성루푸스의 관계가 보고되었지만,13 현재까지 C9 유전자에

한 분자 유전학적 연구도 수행된 적이 없으며, C9 결핍 예도

보고된 바가 없다. C9 유전자에서 드물게 나타나는 exon 1과

exon 4에서의 염기 변화가 C9 단백질의 기능에는 향을 주지

않는 것은 인종, 민족적 차이를 넘는 어떤‘selection force' 때

문4 일 것이다. 이것이 C9 유전자에 한 분자 유전학적 연구를

어렵게 하는 한 원인일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본 실험은 정상 기능을 가진 C9 단백질에 한 염기 서열 변

이를 조사한 것이므로, 한국인에게서 나타나는 C9 유전자의

립 유전자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차후 다른 다양한 제한 효소

들에 의한 다형성 관찰과 C9 유전자의 intron 연구 및 가계도

조사를 통한 유전자 빈도 조사도 함께 이루어져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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