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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Mannose-binding lectin (MBL) is a serum protein of innate immunity. Its genet-
ic mutations lead to deficiency of serum MBL and recurrent pyogenic infection in childhood.
However, little is known about the frequency of its gene mutations or serum levels in Korean
population and patients with cancers. Methods : We studied the mutational genotypes of
MBL exon 1 codon 52, 54, and 57 or serum MBL levels from 102 normal adults and 228
cases of breast, stomach, colon, uterine cervical, and lung cancers by allele-specific PCR
and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Results : MBL gene mutations were found in 32
of 102 normal adults (31.4%), and were restricted only to exon 1 codon 54 showing homozy-
gous (n=5, 4.9%) or heterozygous mutations (n=27, 26.5%). Mean and median serum MBL
in the patients with cancers were increased (2,647±1,742 and 2,915 ng/mL, mean±S.D.
and median) than those of normal adults (1,906±1,359 and 1,758 ng/mL). Serum MBL level
w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the patients with stomach, uterine cervical, colon, and lung can-
cers. Conclusion : Our results indicate that the frequency and pattern of MBL gene mutations
and its serum level is very similar among northeastern Asian populations. In addition, MBL
might be involved in an immunologic response against common cancers, although further
studies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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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인과 각종 암 환자에서 Mannose-Binding Lectin 유전자 돌연변이와

혈청 농도의 비교 분석

Mannose 결합 렉틴(mannose-binding lectin, MBL)은 미

생물 표면에 분포한 mannose 당과 결합 후 보체계 활성을 유

도하는 자연면역의 중요 단백질이다. MBL에 의한 보체계의 활

성은 미생물의 표면에 C3b와 C5b-9복합체를 부착시켜 식세포

에 의한 미생물의 탐식과 융해를 유도하는 한편 미생물의 항원

과 결합한 C3d (항원-C3d 복합체)는 B세포에 의한 특이항체

의 생산을 유도한다.1

MBL의 기본구조는 시스테인이 풍부한 아미노 말단 역(ami-

no-terminal domain, exon 1), 교원질 유사 역(collagen-like

domain, exon 2), 경부 나선식 역(neck helical domain, exon

3) 및 탄수화물 인식 역(carbohydrate recognition domain,

CRD, exon 4) 등 4개의 역으로 구분되는 28-32 kDa 크기

의 단량체이다. 간세포에서 합성된 MBL 단량체는 3개가 합쳐

져 하나의 중합체를 만들고, 각 중합체는 서로 7개까지 결합하

여 MBL 중합체를 형성한 후 혈액에 분비된다. 따라서 혈액 속

의 MBL은 구성하는 중합체 수에 따라 100-700 kDa의 다양한

크기를 보인다. 하나의 MBL 중합체는 3개의 CRD를 표현하므

로 7개의 중합체로 구성된 MBL분자는 동시에 21개의 mannose

와 결합할 수 있다. MBL분자의 중합체 형성은 아미노 말단 역

의 시스테인에 의한 디설피드결합(disulfide bond)에 의해 이루

어진다.2-5 MBL에 의한 보체계 활성은 MBL-associated serine

protease-1 (MASP-1)과 MASP-2를 필요로 한다. 즉 미생물

과 결합한 MBL은 MASP-1 및 MASP-2와 결합하여 이들을

활성화하고, 활성MASP-1과 MASP-2는 보체인 C4 및 C2와

결합하여 C4b와 C2b로 활성화시키고, 활성 C4b2b는 C3를 C3b

로 활성화하여 보체계 활성의 나머지 과정이 진행된다.6

MBL 유전자는 염색체 10q11.2-21에 위치하며 중합체로 결

합되는 역인 엑손 1의 3개의 코돈에서 점 돌연변이가 보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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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코돈 54 GGC의 GAC로의 점 돌연변이는 glycine을 aspar-

tic acid로 바꾸고, 코돈 57 GGA의 GAA로의 점 돌연변이는

glycine을 glutamic acid로, 코돈 52의 CGT는 TGT로의 돌연

변이는 arginine을 cysteine으로 치환시켜서 MBL 중합체 생성

에 장애를 초래하고 결국 MBL 결핍의 원인이 된다.2,3,7-9 인류

유전학적으로 MBL 유전자 돌연변이는 전세계적으로 빈발하여

아프리카 사하라 남부 지역 주민에서는 주로 코돈 57 ( 립형질

빈도 0.23-0.29)과 코돈 52 ( 립형질빈도: 0.02-0.05)의 돌연

변이가 관찰되고, 서구인에서는 코돈 54 ( 립형질빈도 0.13-

0.16)와 코돈 52 (0.05-0.06)의 돌연변이가 관찰된다.10,11 이에

반하여 중국인과 일본인에서는 오직 코돈 54에서만 돌연변이가

관찰되며 립형질빈도는 중국인에서 0.128-0.181, 일본인에서

0.21-0.233로 보고되었다.12,13

자연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MBL의 결핍은 소아에서

반복되는 상기도 감염, 중이염, 만성 설사를 유발하는 등 빈번한

미생물감염을 초래하고, 만성 염증성 질환에 한 감수성이 높

은 면역결핍상태를 유발할 수 있다.14-20 한편, 바이러스에 감염

된 세포 또는 일부 악성종양세포는 정상세포와 달리 세포막에

MBL과 결합하는 특정 당단백질을 발현하고,21,22 사람 장암세

포를 이식한 누드마우스에게 사람 MBL 유전자 재조합 벡터를

운반하는 vaccinia 바이러스를 종양 내 또는 마우스 피하에 주

사시 장암세포의 성장이 억제된다고 한다.23 또한, MBL 동종

접합 돌연변이형 소아 암 환자는 돌연변이가 없는 환자에 비해

항암제 치료로 인한 부작용이 심하다고 한다.24,25 이에 종양과

MBL과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성인 암 환자의 MBL 혈중

농도에 관심을 갖고 문헌조사를 하 으나 이에 한 연구 보고

가 없고, 더구나 한국인에서 MBL 유전자 돌연변이 빈도와 MBL

혈중농도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이에 저자들은 건

강한 한국인 성인 102명( 조군)을 상으로 MBL 유전자 돌연

변이와 혈중 농도를 검사하는 한편, 국내에서 흔히 발생하는 암

환자 228명(암 환자군)을 상으로 MBL의 혈중 농도를 검사

하고 비교 분석하여 유의한 성적을 얻었기에 보고하고자 한다.

재료와 방법

본 연구에 사용한 정상 조군의 혈액은 고려 학교 안암병원

에서 직장인 신체 검사시 채혈한 102예(연령: 25-65세, 남자: 58

예, 여자: 44예)를 상으로 하 고, 암 환자군 혈청은 삼성서울

병원 병리과에서 조직학적 검사로 확인된 암 환자에서 채혈 후

-70℃에 냉동 보존된 총 228예로 폐 편평상피세포암종 21예, 유

방선암종 62예, 위선암종 72예, 장선암종 25예 및 자궁경부 편

평세포암종 48예를 상으로 하 다. 이들 암 환자 혈청은 수술

전에 채혈하 다. 혈청 MBL농도는 MBL ELISA Kit (Statens

Serum Institute, Denmark)을 사용하 다. Taq Gold poly-

merase는 Perkin Elmer사 제품을, MluI, BanI 및 MboII 등 제

한효소는 New England Biolabs 제품을, PCR은 Perkin Elmer

9600 thermocycler를 사용하 다. 

혈청 MBL농도 정량검사

혈청 MBL농도 정량 검사는 항MBL 단클론 항체가 부착된

96 well에 5 mM CaCl2가 첨가된 Tris-buffered saline (TBS,

pH 8.0)으로 100배 희석한 혈청 100 L를 실온에서 30분간 처

리한 후 동일 완충액으로 3회 세척하고 biotin결합 항MBL 단

클론 항체(100 L/well)를 실온에서 30분 반응시켰다. 반응 후

3회 세척하고 strepto-avidin peroxidase (100 L/well)로 실

온에서 30분 반응시킨 후 3회 세척하고 반응 기질 용액(100 L/

well)과 20분간 반응시킨 후 반응 정지 용액(100 L/well) 가

하고 ELISA 판독기 450 nm 파장에서 측정하 다. MBL농도

를 표준화하기 위하여 각 ELISA판에는 MBL 0, 5, 10, 20 및

40 ng/mL의 표준 혈청에 한 흡광도를 측정하 다. 검사 혈

청의 흡광도는 표준혈청에서 얻은 흡광도의 추세선에 의해 환산

되었으며 각 검사 혈청을 2회 반복 실시하여 평균값을 분석에

사용하 다.  

MBL 유전자형 검사

MBL의 유전자 검사는 Babovic-Vuksanovic의 방법에 따라

실시하 다.26 Genomic DNA는 말초혈액 림프구에서 Pure gene

추출법으로 얻었고 MBL 유전자 엑손 1 코돈 52, 54 및 57을

포함하는 119-bp 역을 증폭하기 위하여 PCR을 시행하 다.

상향 시발체는 코돈 52 돌연변이시 새로운 제한효소에 의해 절

단되는 돌연변이 올리고핵산염 A4 (5 -CATCAACGGCTTC-

CCAGGCAAAGACGCG-3 )이었고 하향 시발체는 5 -CAG-

GCAGTTTCCTCTGGAAGG-3 이었다. PCR은 400 ng의

genomic DNA, 0.2 M 시발체, 표준 반응 완충액으로 40 M

dNTPs, 15 mM MgCl2 및 1.25 U Taq Gold polymerase 가

함유된 75 L의 반응 용량으로 시행하 다. PCR조건은 95℃

10분, 94℃ 30초, 60℃ 30초 및 72℃ 30초 각각 35회를 시행한

후, 마지막 72℃ 10분으로 연장하 다. 그 후 유전자 증폭 산물

은 4℃에 보관하 다. PCR 산물은 MluI, BanI 및 MboII 제한

효소로 각각 소화시킨 후 4% agarose gel에 분리하고 ethidium

bromide 염색을 실시하고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돌연변이형을

판정하 다. 

코돈 52 유전형인 경우, 증폭된 119-bp 올리고핵산염을 MluI

제한효소으로 처리 시 코돈 52 이형접합 돌연변이형은 2개의

DNA 절편 95-bp와 24-bp으로 나누어지고, 야생형은 119-bp

DNA 절편만을 보인다. 반면에 54 코돈은 BanI 제한효소 부위

해당되므로 BanI 제한효소로 처리시 야생형은 84-bp와 35-bp

의 DNA 절편을 나누어 지고, 동형접합 돌연변이형은 119-bp

절편만을 보인다. 이형접합 돌연변이형은 119-bp, 84-bp 및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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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bp 등 3개의 절편을 보인다. 또한, 코돈 57 유전형인 경우,

증폭된 119-bp 올리고핵산염을 돌연변이형 코돈 57에 작용하는

제한효소 MboI으로 처리 시 야생형은 119-bp 절편만을 보이지

만 동형접합 돌연변이형은 79-bp와 40-bp DNA 절편으로 분

해된다.     

통계 분석

통계 프로그램인 Statistical Package Service Solution (SPSS,

version 10.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조

군과 암 환자군간의 혈청 MBL 농도 차이는 student t-test로

분석하 다. 각 군간의 비교는 p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

학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판정하 다. 

결 과

정상 조군의 MBL 돌연변이 빈도와 혈중농도

정상 조군 102예에서 채혈한 말초혈액 림프구에서 genomic

DNA를 추출한 후 MBL 엑손 1의 코돈 52, 54 및 57의 돌연

변이를 검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특이하게도 코돈 54에서만

돌연변이가 관찰되었고, 코돈 52와 코돈 57 돌연변이는 관찰되

지 않았다(Fig. 1). 코돈 54의 돌연변이는 이형접합 돌연변이가

27예(26.5%), 동형접합 돌연변이가 5예(4.9%)이었고 야생형은

70예(68.6%)로 MBL 코돈 54의 변이형 립형질빈도는 0.181

이었다. 정상 조군 102예의 혈청 MBL 평균치는 1,906±1,359

ng/mL (mean±S.D.)이었다. 유전형별 MBL의 평균치는 야생

형 2,559±1,143 ng/mL, 이형접합 돌연변이형 567±241 ng/mL

동형접합 돌연변이형 0 ng/mL이었다. 동형접합 돌연변이형은

5예 모두 혈중농도가 0 ng/mL이었고 이형접합 돌연변이형 평

균농도는 야생형 평균농도의 0.2이었다. 조군 혈청 MBL 농

도의 분포도에서 특이하게 1,000 ng/mL을 기점으로 위와 아래

에 부분의 야생형과 모든 변이형이 분포함을 용이하게 구별할

수 있었다(Table 1, Fig. 2). 

암 환자군 혈청 MBL농도

암 환자군 228명의 혈청 MBL 평균과 중간값은 각각 2,647±

1,742 ng/mL (mean±S.D.)와 2,915 ng/mL로 조군의 평균

값 1,906±1,359 ng/mL과 중간값 1,758 ng/ML보다 의미 있

게 증가하 다(p=0.0002). 암 환자군 혈청 MBL치는 분포도상

2,000 ng/mL을 기점으로 위와 아래의 두 개의 집단으로 구분

되었다(Fig. 2). 유방암 62예의 혈청 MBL 평균치는 2,141±

1,587 ng/mL로 조군에 비하여 차이가 없었다(p=0.31). 위

암 72예의 혈청 MBL 평균치는 2,624±1,739 ng/mL로 조군

에 비하여 37.7% 증가하 다(p=0.0026). 장암 25예의 혈청

Fig. 1. Restriction fragment length polymorphism (RFLP) in the
codon 54 of mannose-binding lectin (MBL) exon 1 in healthy Kore-
an adults. Homozygous and heterozygous asterisks mutations
are indicated by triangles and respectively.

*    *    *         *

*    *    *

*    *

*  * *              *    *    *        *       *

119 bp
84 bp

Fig. 2. Distribution of serum mannose-binding lectin (MBL) level
between normal control and cancer groups. Wild: Wild type of
MBL codon 54, Homozygous: Homozygous mutation of MBL
codon 54, Heterozygous: Heterozygous mutation of MBL codon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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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group Cancer group

Wild
Heterozygous
Homozygous

Mean
Median

Median
Mean

Type Codon 52 (%) Codon 54 (%) Codon 57 (%)

Wild 102 (100) 70 (68.6) 102 (100)
Heterozygous mutation 0 ( 27 (26.5) 0 (
Homozygous mutation 0 ( 5 (4.9) 0 (
Total 102 (100) 102 (100) 102 (100)

Allele frequency of mutant codon 54: 37/204=0.181.

Table 1. Distribution of genotype of MBL exon 1 in normal con-
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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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L 평균치는 2,943±1,827 ng/mL로 조군에 비하여 54.4%

증가하 다(p=0.0018). 자궁 경부암 48예의 혈청 MBL 평균치

는 2,733±1,524 ng/mL로 조군에 비하여 43.4% 증가하 다

(p=0.001). 폐암 21예의 혈청 MBL 평균치는 3,665±2,130 ng/

mL로 조군에 비하여 92.3% 증가하 다(p<0.0001)(Table 2).

고 찰

자연면역에 관여하는 MBL이 관심 상이 되는 이유는 MBL

유전자 엑손 1의 3개의 코돈 52, 54 및 57에 점 돌연변이가 발

생하고, 민족에 따라 돌연변이가 관찰되는 코돈 위치가 서로 다

르며, 동형접합 돌연변이의 경우 MBL 결핍증을 초래한다는 점

이다. 초기에는 MBL 결핍증이 특이면역계가 성숙되기 전 단계

의 신생아와 소아의 재발성 급성감염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사실

이 부각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성인성 만성 질환인 각종 자가

면역질환 환자의 MBL 유전형 및 혈중농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구나, 일부 악성종양이 종양유발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

하고 일부 바이러스는 MBL과 결합하는 당단백질을 세포막에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실험은 악성종양의 발생 또는 종양

의 진행과정에 MBL 결핍증이 관련이 있는지 또한 한국인에서

호발하는 암종을 상으로 MBL의 혈청 농도를 정상 조군과

비교 조사하 다. 

건강한 성인에서 채취한 혈중 림프구와 혈청을 상으로 MBL

유전자형과 혈중 농도를 검사한 결과, MBL유전자 엑손 1의 코

돈 52, 54 및 57 중 코돈 54에서만 돌연변이가 관찰되었다. 이

런 결과는 중국인과 일본인에서 코돈 54에서만 돌연변이가 관찰

되었다는 보고와 일치하 다.12,13 돌연변이형 립형질빈도는 한

국인 0.181, 중국인 0.128-0.181, 일본인 0.21-0.23으로 한국인의

빈도는 중국인과 유사하고 일본인보다는 낮았다. 한편, 한국인

의 정상 조군 혈중 MBL 평균 농도는 중국인과 일본인에 비

해 큰 차이가 없었다.27,28

본 연구의 상이 된 암 환자 228명의 가검물은 혈청에 한정

되어 MBL 유전자형은 검사할 수 없었다. 이들 암 환자의 혈중

MBL 평균 농도(2,647 ng/mL)는 조군 102명의 평균 농도

(1,906 ng/mL)에 비하여 증가하 다. 유방암은 조군과 차이

가 없으나, 위암, 장암, 자궁경부암, 폐암 등은 정상 조군에

비하여 암 환자의 혈중 MBL농도가 증가 하 다. 이들 암 환자

에서 혈중 MBL농도의 증가가 암 발생의 원인인지, 아니면 암

에 의한 이차적인 증가인지, 또는 암과 전혀 무관한 것인지 정

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암들과 달리 유방암 환자

에서는 혈중 MBL농도가 조군과 차이가 없었다. 유방암은 유

방의 실질인 유방관에서 부분 발생하는데 이 유방관은 수유기

이외에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으며 미생물에 의한 직접적인 감염

의 기회가 거의 없는 조직인 반면 위암, 장암, 자궁경부암 및

폐암은 외부 환경과 항상 접하는 점막층에서 발생하고 이들 점

막층은 항상 미생물 감염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한편, 미생물이 점막층을 통하여 침입했을 때 MBL 결핍증 환

자는 쉽게 미생물이 침입하는데 반하여 혈중 MBL농도가 증가

한 사람에서는 미생물 감염에 의한 MBL의 과잉활성으로 과도

한 보체계의 활성 유도와 이로 인한 과도한 조직 손상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즉, 자가면역질환의 일종인 Sjogren 증후군 환

자는 조군에 비하여 야생형 MBL 유전자의 빈도가 높은 사실

이 이러한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29 결론적으로 본 연

구를 통해서 암 환자군의 혈중 MBL농도가 정상 조군에 비하

여 높다는 사실을 알았고, 암 환자에서 MBL이 정확히 어떤 역

할을 하는 지는 앞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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