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

교사용

Darwin-STEAM
Education Program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한 진화 확인하기

주관 :

계통진화유전체학연구소

후원 :

Darwin-STEAM Education Program -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한 진화 확인하기

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
안내서(공통)

Darwin-STEAM Education Program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한
진화 확인하기
교사용

주관 :

계통진화유전체학연구소

후원 :
경북대학교 계통진화유전체학연구소 _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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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한
진화 확인하기
1. 주제 개요

이 프로그램에서는 생명공학 기술의 원리와 활용, 그리고 생명 윤리 문제를 포함한 가치의 문제까
지 폭넓게 다룸으로써 우리 생활 속에서 흔히 접하는 생명공학 기술 발전의 산물들을 재조명하고
그 원리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갖도록 한다. 최신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상과 그 활용 사례를 살
펴보며, 생명 윤리 분야를 강조함으로써 생명공학 기술 개발과 활용 시 고려해야 할 윤리적인 측면
을 인식하도록 한다.

2. 학습목표

•최신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상을 우리 생활과 밀접한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설명한다.
•생명공학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태학적, 윤리적 법적, 사회적 문제점을 이해하고, 미래 사
회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여 발표할 수 있다.

3. STEAM 학습
준거 틀

문제상황제시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

1/7차시

2~6/7차시

7/7차시

사람 최초의 인류는 누구일까?
아프리카 기원설 – 다지역
최초의 인류를 찾아보자.
가설 무엇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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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진화에 대한 가설의
문제점과 해결 과제 생각해
보기
생명공학 기술과 나의 진로
(생물 관련 직업 간접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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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업과정안

대상
단원명

학년

고등학교

차시

2~3학년

1/7차시

생명과학 2 생물의 진화

학습주제

인류의 기원은 누구일까?

학습목표

인류의 기원에 대한 여러 학설을 설명할 수 있다.

교수•학습전략

프로젝트법

STEAM 통합모형

연계형

수업자료 및 매체

교사자료, 동영상, PPT 자료

학습형태

모듬학습

단계

학습
과정

도입

동기부여
수업목표
제시

•인류의 최초 기원은 어디서 부터 시작되었을까?
•인류의 최초기원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본다.

10

전개

수업과정
이해

•아프리카 기원설 - 다지역 가설에 대해 설명한다.
•두 가설 중 어느 가설을 지지하는지를 선택하고 그 이유를
발표하도록 한다.

30

정리

토의 및
차시예고

•인류를 포함한 생물 진화의 역사와 증거에 대해 토의해 보자

10

대상
단원명

교수•학습 활동

학년

고등학교

시간

2~3학년

차시

2~3/7차시

생명과학 2 생물의 진화

학습주제

인류의 진화를 생명 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증거를 찾아 보자.

학습목표

생명공학 실험의 개념 및 원리를 말 할 수 있다.

교수•학습전략

지도상
유의점

프로젝트법

학습형태

모듬학습

STEAM 통합모형 연계형
수업자료 및 매체 교사자료, 동영상, PPT 자료

단계

학습
과정

도입

동기부여
수업목표
제시

•DNA 추출하는 법을 말한다.
•이 실험 어디에 쓰일지 생각해본다.
•DNA 는 어떻게 추출하는지 생각해본다.

10

전개

수업과정
이해

•실험의 원리를 설명한다.
•두 가설 중 옳은 것은 무엇일지 적는다.

80

정리

토의 및
차시예고

•추출 후 다음 실험이 무엇일지 말한다.
•앞으로의 실험을 생각한다.

10

교수•학습 활동

시간

지도상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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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업과정안

대상
단원명

학년

고등학교

4~5/7차시

생명과학 2 생물의 진화

학습주제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STEAM 교육

학습목표

생명공학 실험의 개념 및 원리를 말 할 수 있다.

교수•학습전략

차시

2~3학년

프로젝트법

학습형태

모듬학습

STEAM 통합모형 연계형
수업자료 및 매체 교사자료, 동영상, PPT 자료

단계

학습
과정

도입

동기부여
수업목표
제시

•DNA 추출 후 유전자 분석실험에 대해서 배운다.
•HGP (휴먼 게놈 프로젝트) 예를 설명한다
•HGP 대해서 듣는다.

10

전개

수업과정
이해

•실험의 원리를 설명한다.
•유전자 분석의 실험을 체험한다.

80

정리

토의 및
차시예고

•실험 정리한다.
•실험 결과를 정리한다

10

대상
단원명

교수•학습 활동

학년

고등학교

2~3학년

차시

지도상
유의점

6/7차시

생명과학 2 생물의 진화

학습주제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STEAM 교육

학습목표

생명공학 실험의 개념 및 원리를 말 할 수 있다.

교수•학습전략

시간

프로젝트법

학습형태

모듬학습

STEAM 통합모형 연계형
수업자료 및 매체 교사자료, 동영상, PPT 자료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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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시간

도입

동기부여
•분석한 실험으로 인류의 기원을 찾아봅시다.
수업목표
•인류의 기원 분석한다.
제시

15

전개

•유전자 분석 실험 사례 설명한다.
수업과정
•앞으로 유전자 분석 실험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해
생각한다.

25

정리

토의 및 •생명공학의 실험 분석 마무리한다.
차시예고 •마무리한다.

10

지도상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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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단원명

학년

고등학교

2~3학년

차시

생명과학 2 생물의 진화

학습주제

생물학과 관련된 직업 STEAM 교육

학습목표

진화 및 생물의 다양성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말할 수 있다.

교수•학습전략

7/7차시

프로젝트

학습형태

개별학습

STEAM 통합모형 연계형
수업자료 및 매체 컴퓨터, PPT, 교사자료

단계

학습
과정

도입

동기부여
수업목표
제시

•생물을 좋아하는 나. 나의 20대는 무엇을 하고있을지
생물학을 배우는 사람들은 무엇을 할지 생각해보게 한다.
•생물과 관련된 직업 생각해본다.

5

전개

수업과정
이해

•연구원의 하루를 소개한다.(진화 및 생물의 다양성 관련)
•연구원의 하루/1년을 간접 체험한다.

30

정리

토의 및
차시예고

교수•학습 활동

시간

지도상
유의점

15

경북대학교 계통진화유전체학연구소 _ 7

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 안내서(공통)

5. 활동지
인류의 기원은
누구일까요?

인류의 기원이 어느 곳이며, 또한 인류가 현생 종 중 어느 종과 가장 가까운가? 에 대한 질문은 생
물학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쯤 품어봤을 질문이다. 인류의 진화에 관하여 연구하
는 학자들 역시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1990년대부터 꾸준이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하여 꾸
준히 노력해오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분자 생물학이 발달하게되고, 세포에서 DNA를 직접 추출하
여 PCR, 시퀀싱 기법등을 통하여 DNA 분자의 직접적인 염기서열을 얻을 수 있게 되면서, 이에 대
한 실마리가 조금씩 풀려가고 있다.
현생 인류의 기원에 대한 가설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다지역 가설과, 치환가설(아프리카
기원)이 그것이다. 다지역가설의 경우 지구상의 여러 지역에 존재하던 고전적인 인류 진화군이 현
재의 현대적 인류로 진화했다는 가설이며, 치환가설의 경우 아프리카의 집단에서 현대의 인류 집단
이 나타났으며 이 집단이 세계로 퍼져나가 현재의 인류 집단을 만들었다는 가설이다. 이는 아프리
카에서 인류가 기원했다는데서 착안하여 “미토콘드리아 이브” 가설이라 한다.

아프리카 기원설(out of Africa)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현생인류의 직계 조상은 약 1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갑자기 출현했으며 그
때부터 5만 년 전까지 그 전에 이미 정착에 살고 있던 네안데르탈인 등 모든 다른 인종들을 대체
했다는 ‘이른바 아프리카 기원설’ 또는 ‘단일지역기원설’을 주장한다. 이 설에 따라 인류의 가계도
를 그리면 모양이 마치 노아의 방주 앞부분을 닮았다고 해서 아프리카설은 일명 ‘노아의 방주 모델
(noah’s ark model)’로 불린다.
미국의 유전학자들은 이미 지난 1987년 DNA 연구를 통해 인류의 기원이 아프리카인이라는 주장
을 뒷받침했다. 사람의 미토콘드리아 DNA(mtDNA)가 모계를 통해서만 전해진다는 사실로부터 출
발, 현인류의 가계도를 거슬러 올라가 보니 현대인의 근원지는 아프리카 대륙이었으며 어느 한 여
성(미토콘드리아 이브)이 인류의 공통조상이 된다는 것.
또 하나의 증거는 인류의 오랜 화석이 아프리카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고 있다는 점이다. 에티오피
아의 하다르 계곡에서 발견된, 일명 「루시」라고 불리는 2백50만 년 전의「오스트랄로 피테쿠스 아파
렌시스」나 탄자니아 올드바이 유적에서 발견된 여러 점의 인류화석이 그것이다.

다지역기원설(multiregional continuity model)
일부 과학자들은 약 200만 년 전 호모 에렉투스가 아프리카를 떠나온 것을 계기로 유럽과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인류가 독자적으로 발전해왔다고 주장한다. 흔히 ‘촛대형 모델(candelabra model)’
로 불린다. 끝이 여러 갈래로 나눠진 촛대처럼 아득한 옛날 인류는 한 뿌리에서 자라났지만, 현생
인류 이전에 여러 갈래로 나눠져 세계 곳곳에서 발달했다는 설명이다. 오늘날 각 지역의 현대인들
은 각 지역에서 오랜 세월 동안 진화해온 결과이기 때문에 현대형 호모사피엔스는 여러 지역에 흩
어져 살던 호모 에렉투스로부터 진화하여 유전자 교환이나 유사진화를 거쳐 오늘의 호모사피엔스
에 이르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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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기원설 과 다지역 가설 중 여러분이 어느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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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시간에서는 우리들 스스로 분자생물학자가가 되어 인류의 조상과 기원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
지도록 하자.

MEGA 프로그램 다운로드

분석대상종의 염기서열 검색 및
다운로드

다운받은 염기서열의 정렬 및
MEGA form 전환

염기서열 정보를 이용한
미토콘드리아 이브 찾기

Step 1

MEGA program의 설치

●MEGA(Molecular Evolutionary Genetics Analysis)는 실험을 통하여 얻어진 DNA와 단백질 서
열을 이용하여 진화적 분석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다른 분석 프로그램과 달리 대부분
GUI(Graphic User Interface)로 이루어져 있어 사용이 편리하다.
●http://www.megasoftware.net 에 접속하여 홈페이지 상단의 Download MEGA x탭의 Windows
를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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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과 같이 다운로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이름을 입력한 뒤 Submit and Download 버튼을
클릭한 후 MEGA를 다운받아 설치한다. 프로그램은 무료로 이용가능하다.

Step 2

 CBI (미국 국립생물정보센터)에 접속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염기서열을 다운
N
받는다.

MEGA의 메인창에서 Alignment 탭을 클릭한 후 Show Web Browser를 클릭하여 NCBI에 접속한다.
(또는 http://www.ncbi.nlm.nih.gov/ 를 통하여 접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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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GA program은 Show Web Browser 클릭시 자동으로 NCBI 메인창으로 연결하여 준다. NCBI
는 1988년 설립되었는데, DNA 및 단백질의 서열 데이터베이스인 GenBank 및 입력한 DNA 또
는 단백질의 서열에 대한 유사성을 검색할 수 있는 Blast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가장 보편
적으로 쓰이는 데이터베이스 이다.
NCBI에 연결이 되었으면, 이번수업의 목표인 Mitochondrial EVE를 찾기 위하여 필요한 염기서
열을 다운받는다.
● 찾고자 하는 종의 염기서열을 검색한다. 예를 들어 침팬지의 미토콘드리아 염기서열을 획득하고
자 할 때에는 침팬지의 학명인 Pan troglodytes를 입력한 후 Serach를 클릭한다.

● Serach를 클릭하게 되면 침팬지(Pan troglodytes)의 NCBI Database 안의 모든 정보들이 검색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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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med의 경우 침팬지와 관련된 논문이 검색되며 아래의 Nucleotide Genome 등에는 침팬지
와 관련된 DNA 염기서열들이 검색된다. 이번 과정의 목표인 미토콘드리아 염기서열을 획득하기
위해 우리는 <Genome> 아이콘을 클릭한다. <Genome> 아이콘 앞의 32라는 숫자는 침팬지와 관
련된 <Genome>의 수가 32개라는 것을 의미한다. <Genome>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우리가 획
득하고자하는 미토콘드리아의 Genome 뿐만아니라 염색체 Genome까지 입력이 되어 있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침팬지의 미토콘드리아 전체 Genome인 NC_001643을 클릭한다.

● 이어지는 창에서도 다시 한번 NC_001643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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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_001643을 클릭하게 되면 침팬지(Pan troglodytes)의 미토콘드리아 전체 염기서열이 나오게
된다. NCBI data base에서 염기서열은 각각의 유전자별로 나뉘어져 있다. 미토콘드리아 유전자
의 경우 13개의 단백질 유전자와, 22개의 tRNA 유전자 그리고 2개의 리보조멀 RNA 그리고 하
나의 번역되지 않는 Control region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각각의 유전자는 유전자 종류에 따라
tRNA, rRNA, Gene 등으로 표시된다.

● 미토콘드리아 이브를 찾기 위한 연구(Ingman et al., 2000)에서는 전체 유전자에서 Control
region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을 모두 이용하였으나, 이번 실습을 위한 DATA로는 양이 너무 많
으므로 미토콘드리아 유전자 중 ND1(NADH dehydrogenase subunit 1)유전자 만을 이용하기로
한다. 계통분석을 위한 유전자를 선택한다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하며, 매우 중요한 일이다. 계
통분석에 잘못된 유전자를 사용할 경우 사실과는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실
습의 경우 Data 양을 줄이기 위하여 ND1유전자 하나만 사용하기로 한다.

● 위 화면에서 아래로 내리게 되면, 몇 개의 tRNA 이후에 ND1 유전자가 존재한다. ND1유전자의
왼쪽의 gene 또는 CDS를 클릭하게 되면, ND1 유전자만을 확인 할 수 있다.

14 _ 경북대학교 계통진화유전체학연구소

Darwin-STEAM Education Program -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한 진화 확인하기

● 이 후 다시 뜬 화면에서 Format 탭의 <FASTA>를 클릭한다.

● 이 후 다시 뜬 화면에서 Format 탭의 <FASTA>를 클릭한다. Fasta를 클릭하게 되면 ND1유전자
의 DNA 염기서열 만이 나타난다. 나타난 DNA 염기서열을 > 이후의 것을 하여 마우스오른쪽 클
릭을 한 뒤 복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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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한 염기서열을 Fasta 형태로 저장한다.
- Fasta 형태 : 염
 기서열의 분석을 위한 저장형태로서 각 개체의 염기서열을 > 표시로서 구분한
다. 검색한 염기서열을 메모장을 연다음에 Ctrl+V를 하여 붙여 넣는다.

● 이후에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 이후를 Pan troglodytes로 수정한다.

● 위의 과정을 반복하여 미토콘드리아 이브를 찾기위한 나머지 종과 인간 개체의 미토콘드리아
DNA의 ND1 유전자를 다운 받아 Fasta 형태로 저장한다. 단, 검색을 빠르게 하기 위하여 나머지
개체들의 GenBank accession number는 아래의 표에 나타내었다. 사람(Homo sapiens)의 경우
검색창에서 GenBank accession number를 입력한 후 검색 결과 창에서 Nucleotide를 클릭하는
것 이외에는 모든 과정이 동일하다. 메모장에 아래표의 아프리카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 사람들
의 미토콘드리아 ND1 유전자를 저장한다.
<분석대상>_인간의 Mitochondrial Genome GenBank accession number
Species

GenBank accession number

사람 Homo sapi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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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Mkamba

AF347000

아프리카

Madenka

AF346995

아프리카

Ibo

F346986

아프리카

Kikuyu

AF346992

아프리카

San

AF347008

Darwin-STEAM Education Program -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한 진화 확인하기

Species

GenBank accession number

아메리카(North)

Native_American

AY195748

아메리카(South)

Guarani

AF346984

아시아

Chinese

AF346972

아시아

Japanese

AF346989

아시아

Korean

AF346993

아시아

Vietnam

DQ981470

오스트레일리아

Aborigine

AF346963

유럽

France

AF346981

유럽

Italy

AF346988

● 검색한 모든 염기서열을 Fasta 형태로 만든 후 Human_ND1.txt이름으로 저장한다.

Step 3

다운받은 염기서열의 정렬 및 MEGA form 전환

저장한 염기서열을 Align 과정을 통하여 재정렬을 한다. MEGA의 메인창에서 Alignment 탭을 클
릭한 뒤 Alignment Explorer/CLUSTAL을 클릭한다. Alignment Editor라는 창이 새롭게 뜨게 된다.
Create a new alignment를 체크하고 OK 버튼을 클릭한다.
● 이 후 DNA 염기서열 인지 아미노
산서열인지 묻는 창에서 우리가
분석하려는 Data는 DNA 염기서열
이므로 Yes를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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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ignment Explorer창이 새롭게 뜨고, 위의 여러 메뉴 중 Edit 탭을 클릭 - 이후 Insert Sequence
from file을 클릭하여 저장한 미토콘드리아 ND1파일을 불러들인다.

● Alingmnet 탭에서 Align by clustal W를 클릭한다. 이후 나
오는 창에서 select all이 나오면 YES를 클릭한다.
● Clustal W parameter 창이 나오게 되는데 기본 값으로 두
고 OK를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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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GA 프로그램은 Align(정렬)과정을 수행하게 된다.

● 정렬이 수행된 염기서열을 확인하여 보면 흐트러져있던 염기서열들이 동일한 염기끼리 뭉쳐 있
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후 정렬이 수행된 미토콘드리아 ND1 염기서열을 저장한다. 저장을
위하여 DATA 탭을 클릭한 후 Export Alignment - MEGA format을 클릭한다. Human_ND1.meg
로 저장한다. 이 후 나오는 Title 입력창에는 Human mitochondria 라고 입력하고, 이 후 나오는
단백질 번역 유전자인지 묻는 질문에 YES를 클릭한다.

● 이 후 Alignment Explorer 창을 닫는다. 창을 닫고 나면 MEGA 프로그램에서 저장한 파일을 열
것인지 묻게 되는데, 이때 YES를 클릭한다.

경북대학교 계통진화유전체학연구소 _ 19

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 안내서(공통)

● 저장한 DATA 파일을 열게 되면 MEGA 프로그램 메인창과 Sequence Data explorer 창이 동시
에 뜨게 된다.

Step 4

염기서열 정보를 이용한 미토콘드리아 이브 찾기

DATA를 이용하여 사람 미토콘드리아 ND1 유전자의 계통수를 그린다.
메인창에서 Phylogeny 탭을 클릭한 후 Bootstrep Test of phylogeny-Neighbor joining을 클릭한다.

● 나 머지 값은 그대로 두고 Model tap을 클릭
- Nucleotide - Tamura-nei를 선택 한 후
COMPUTE를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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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GA 프로그램은 MODEL을 바탕으로 계통수를 작성하고, 작성된 계통수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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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결과를 적어봅시다.

계통분석 실험결과를 분석해봅시다. <인류의 기원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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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의 해석
미토콘드리아 ND1유전자를 이용하여, 인간의 미토콘드리아 이브를 찾아보았다. 그렇다면 분석된
결과를 이용하여, 계통수를 해석해 보도록 하자.

이번 분석의 결과로 얻어진 계통수이다. 인간과 가장 가깝다고 알려진 침팬지를 외군(outgroup)으
로 하여 아프리카 이외에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대륙의 사람들의 계통유연관계를 추정하여 보았
다. 그 결과 다른 지역과 달리 아프리카지역 사람이 하나로 묶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나머지 집단의 경우 많은 정보를 주지 못한다. 따라서 좀 더 정확한 결과를 알기 위하여 2000년
Ingman 등의 결과를 함께 살펴보면, Ingman은 다양한 지리적 기원을 갖는 인류 53개 집단에 대한
미토콘드리아 전체 염기서열을 사용하였으며, 역시 침팬지가 외군(outgroup)으로 사용되었다. 계통
분석 결과 아프리카에서 얻어진 집단이 계통수에 있어서 외군과 가장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며, 아
프리카를 제외한 지역에서 얻어진 집단은 하나의 단일 분계군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아프리카집단에서 파생된 집단은 다른지역의 인간 집단을 모두 포함하는 형태를 지닌다. 이는 서두
에 이야기하였던 인류의 기원에 대한 가설 중 치환 가설을 강력히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 후의 연구결과를 보면 남자만 가지고 있는 Y 염색체를 이용한 분석 결과에서도 아프라카 집단
이 계통수상에서 기저부에 나타는 것으로 나타나, 이 역시 치환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인간 이주의 역사는 지금 설명한 것보다 훨씬 복잡하지만 미토콘드리아 유전자를 이용하여 그 역
사의 일부를 살펴보았다. 앞으로 기술의 발전과 과학의 발전이 이루어진다면 인간이주의 역사가 더
욱 자세히 밝혀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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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계통분석 / 유전자 분석이 실생활에 어떻게 쓰일지 적어봅시다.

경북대학교 계통진화유전체학연구소 _ 25

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 안내서(공통)

DNA 추출과 PCR 및
전기영동 실험 해보자!

DNA의 추출방법은 실험 방법 그리고 연구 대상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이번에는 이
들 기초적인 DNA의 추출로서 우선 DNA 정제과정이 가장 간단한 형태인 동물 조직 세포에서 전체
DNA를 추출하는 과정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박테리아세포로 부터의 전체 DNA 추출에 대한 과정
은 4가지 단계로 나누어진다.
① 동물 표본에서 근육조직의 채취
② 세포추출물의 제조
③ DNA를 제외한 모든 세포 추출물의 제거
④ 얻어진 DNA의 농축

실험하기

세포 DNA의 추출

Promega ReliaPrepTM gDNA Tissue Miniprep System (protocol for mouse tail)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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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사진

과정 설명

1

해부용 메스를 사용하여 조심스럽게 실험대상종의
근육 조직을 잘라낸다. 이 때 침 등의 다른 물질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잘라낸 조직은 1.5ml
튜브에 담는다.

2

1.5ml 튜브에 TLA 용액 100㎕와 20㎕의 Proteinase
K 용약을 첨가한다. 이 후 vortex를 10초간 수행한
다.

3

56℃로 맞춘 Hot block에 튜브 안에 넣은 근육 조
직이 다 녹을 때까지 1시간에서 하룻밤 동안 둔다.

4

근육 조직이 다 녹은 후, CLD(cell lysis buffer) 300
㎕와 RNase A 용액 20㎕를 1.5ml튜브에 첨가를
하고 vortexing을 10초 한 후에 Hot block에 56도
에서 10분 동안 둔다.
(10분 이상 두는 것은 불필요함, 실험과정에서
RNA의 존재가 문제되지 않는다면 RNase A 첨가
는 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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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과정 사진

과정 설명

5

근육조직을 녹인 1.5ml 튜브에 Binding Buffer
(BBA) 용액 250㎕ 를 첨가한 후, 10초 동안
vortexing을 한다.

6

각각의 ReliaPrep 컬럼을 collection tube에 넣은
후, 세포추출액 전체를 옮겨 담는다.

7

세포추출액을 옮겨 담은 ReliaPrep 컬럼을 원
심 분리기에 넣고 1분동안 13,000rpm으로 원심
분리를 수행한다. 이 때, 용액속에 있던 DNA는
membrane에 걸리게 된다.

8

이제 여기에 Column Wash Solution (CWD) 500㎕
를 넣고 2분동안 13,000rpm으로 원심분리를 수행
한다. 이 과정을 2번 더 수행한다.

9

새로운 1.5ml 튜브를 준비하고 DNA가 포함된
ReliaPrep 컬럼을 올린다. 컬럼에 3차 증류수를 50
㎕ 첨가한 후에 13,000rpm으로 원심분리를 1분간
수행한다. 이 후, 컬럼을 제거하고 4도씨 단기 보
관창고나, 영하 20도씨 장기 보관창고에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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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하기

PCR 수행하기

조별 준비물 : 1.5ml 마이크로 튜브, 마이크로 피펫, Tip, DNA 중합효소 (Solgent), dNTP, MC1R 프라
이머set, 3차 증류수
개인 준비물 : 정제된 한우와 수입육의 DNA
◎ Mixture 만들기 (조별 준비)- 5명기준
① 1.5ml 튜브를 준비한다.
② 다음의 각 용액을 마이크로 피펫을 이용하여 정해진 비율만큼 혼합한다.
버퍼

용량(㎕)

10X buffer

2.5

dNTP (10mM)

0.75

프라이머 1(MC1R F)

1

프라이머 2(MC1R F)

1

DNA (한우 or 수입육)

1

DNA 중합효소

0.25

5X BD

2.5

3차증류수

16

Total

20

× (인원수+1)

③ Vortex를 통해 완전히 혼합한다.
◎ PCR 수행 (개별 수행)
④ 완전히 혼합된 Mixture를 24㎕를 개인 PCR tube에 넣는다.
⑤ DNA 정제 과정을 거친 DNA를 1㎕를 PCR tube 안의 mixture와 혼합한다.
⑥ Vortex를 통해 완전히 혼합한 후, spin down을 수행한다.
⑦ PCR machine의 AT 온도는 60℃, 중합시간 40초를 설정한 후 PCR 순환을 약 35회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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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하기

제한효소의 처리

조별 준비물 : PCR 튜브, 마이크로 피펫, MaspA1l 제한효소, 완충용액
개인 준비물 : 한우와 수입소의 MC1R 유전자를 증폭한 산물
◎ 제한효소의 처리
① PCR 튜브를 준비한다.
② 다음의 각 용액을 마이크로 피펫을 이용하여 정해진 비율만큼 혼합한다.
용액
3차증류수
제한효소를 위한 버퍼(RE 10X)
BSA

용량(㎕)
11.8
2
0.2

PCR 산물(한우 or 수입소)

5

MaspA1l 제한효소

1

Total

20

③ Vortex를 통해 완전히 혼합한다.
④ PCR machine을 이용하여 37℃에 30분~1시간 가량을 둔다
⑤ 전기영동을 통해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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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ersonal Genome
Project(KP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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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과 진로

<계통진화유전체학 연구소 연구원의 생활>
- 연구원의 생활을 간접 체험 해 봅시다.
1. 채집과정

- 유전자 분석을 하기 위해서 대상을 채집해야 합니다. 위의 사진은 어류를 채집하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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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전자 분석 과정

- 채집을 마친 후 연구소에서 유전자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3. 세미나 과정

- 자신의 연구한 것들을 세미나 시간에 발표를 하고, 이 과정을 통해 피드백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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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생활을 보고 느낀점을 적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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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참고자료
왓슨과 크릭

1953.4.25 <네이처>에 DNA구조를 밝힌 논문 발표하다.
“우리는 DNA(디옥시리보핵산)의 구조를 보이고자 한다. 이 구조는 새로운 특징들을 갖고 있는데,
생물학적으로 의미심장하다.” 이렇게 시작되는 한 편의 짧은 논문이 분자생물학의 기본적인 신비를
밝혀냈고, 인간 유전체 계획 등 향후 생명과학 혁명의 단초를 마련했다. 논문의 공동 저자는 제임스
왓슨과 프랜시스 크릭이었다.
1,000단어에 못 미치는 128줄의 짧은 논문이 생명의 비밀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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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추출과 PCR

1. DNA의 추출
진핵세포의 경우 여러 종류의 세포기관을 가지고 있다. 이들 세포 내의 기관에 따라 여러종류의
DNA를 가지고 있다. 핵의 경우 세포내의 대부분의 DNA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chromosomal DNA
라 한다. 핵 DNA의 경우 이중막으로 된 핵막에 의하여 세포질과 분리되어 있다. 그리고 세포호흡에
관련된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의 경우도 DNA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mitochondrial DNA라 한다.
그리고 광합성이 가능한 세포의 경우 엽록체 속에 있는 chloroplast DNA를 가지기도 한다.
DNA의 종류
Chromosomal DNA

Mitochondrial DNA

Chloroplast DNA

분류군

크기 (base pair)
9

포유동물 mammals

6 × 10

식물 plants

2 × 109 - 2 × 109

곰팡이 fungi

2 × 107 - 2 × 108

동물 animals

16 × 103 - 19 × 103

고등식물 higher plants

150 × 103 - 250 × 104

곰팡이 fungi

17 × 103 - 78 × 103

조류 green alga

16 × 103

원생동물 protozoa

22 × 103 - 40 × 103

고등식물 higher plants

120 × 103 - 200 × 103

곰팡이 fungi

180 × 103

1) 세포의 전체 DNA의 추출
DNA의 추출방법은 실험 방법 그리고 연구 대상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이번에는 이
들 기초적인 DNA의 추출로서 우선 DNA 정제과정이 가장 간단한 형태인 동물 조직 세포에서 전체
DNA를 추출하는 과정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박테리아세포로 부터의 전체 DNA 추출에 대한 과정
은 4가지 단계로 나누어진다.
① 동물 표본에서 근육조직의 채취
② 세포추출물의 제조
③ DNA를 제외한 모든 세포 추출물의 제거
④ 얻어진 DNA의 농축
(1) 동물 표본에서 근육조직의 채취
연구의 목적에 따라 채집 등을 통해 확보한 실험대상종의 표본에서 근육조직을 채취한다. 근육
조직의 양은 일반적으로 25mg 정도면 충분하다.

<연구대상종에서 근육조직을 체취하는 모습>

<체취한 근육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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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포 추출물의 제조
채취한 근육조직은 세포질막 속에 들어 있으며 또한 대장균(E.coli)와 같은 종류는 단단한 세포막
과 두 번째 외막에 의해 둘러 싸여 있다. 따라서 DNA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든 벽들을
세포 구성 성분을 방출시키기 위해 파괴되어야 한다.
세포를 파괴하는 기술은 물리적인 방법과 화학적인 방법으로 나눌 수 있으며, 물리적인 방법으로
는 세포가 기계적인 힘으로 파괴되어지며, 화학적인 방법은 세포벽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약품에
노출되어 세포가 용해되는 것이다. DNA 분리가 목적일 때는 화학적인 방법이 박테리아 세포에
주로 사용된다.

<물리적으로 세포를 파괴하는 homogenizer>

<화학적인 방법을 이용한 세포추출물의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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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화학적 용해의 경우 세포벽을 공격하는 약품과와 세포막을 파괴하는 다른 약품이 필
요하다. 대장균(E. coli)과 관련된 유기체에는 세포벽을 약화시키기 위해 라이소자임(lysozyme),
EDTA 혹은 두 가지 모두를 사용한다. 라이소자임은 달걀 흰자와 눈물이나 타약과 같은 분비물에
존재하는 효소로 세포벽을 단단하게 하는 고분자 화합물을 절단 시킨다. 반면에, EDTA는 세포외
피의 전체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마그네슘 이온을 제거하고 DNA를 절단할 수 있는 세
포내 효소를 억제시킨다.

EDTA(Ethylenediamintetraacetic acid) = C10H16N2O8.
에틸렌다이아민테트라아세트산 = 292.25
- EDTA는 킬레이트를 형성하는 대표적인 리간드로서 여섯 자리 리간드로서 작용한다.

- 생화학이나 분자생물학에서는 DNA나 단백질에 관련된 실험을 할 때, 시료가 효소(DNase)
로 인하여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효소가 필요로 하는 co enzyme(금속)을 제거할 목적
으로 사용한다.
- 완충용액으로도 사용가능
- 킬레이트 = 집게라는 그리스어 Chela라는 단어에서 유래하였으며 중심 금속을 리간드가 집
게처럼 물고 있는 모양을 뜻한다. 즉, 한 개의 리간드(ex EDTA)가 금속이온과 두 자리 이상
에서 배위결합을 하여 생긴 착이온을 뜻한다.

어떤 경우에는 라이소자임, 혹은 EDTA로 세포벽을 약화시켜 박테리아 세포를 터뜨리는 것이 충
분하지만, 때로는 SDS(sodium dodecyl sulphate)와 같은 세제가 첨가되기도 한다. 세제는 지방
분자를 제거시켜 용해과정을 도와주어 세포막의 파괴를 야기시킨다. 세포를 용해한 후 세포 추출
물을 준비하는 마지막 단계는 불용성 세포찌꺼기의 제거이다. 부분적으로 절단된 세포벽 조각과
같은 성분은 원심분리에 의해 뭉쳐져서 비교적 맑은 상등액의 세포 추출물이 남는다.
(3) 세포 추출물에서의 DNA의 정제
세포 추출물은 DNA 뿐만 아니라, 다량의 단백질과 RNA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오염물을 제거
하고, DNA를 순수하게 분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하다. 세포 추출물에서 단백질
을 제거하는 표준방법은 페놀 혹은 페놀과 클로로포름 1:1 혼합물을 첨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
기용매는 단백질을 침전시키고, 핵산(DNA과 RNA)은 수용액층에 남긴다. 그 결과는 세포 추출물
이 용매와 가볍게 혼합되는 것과 같으며, 원심분리기에 의해 두 층이 분기가 되며 침전된 단백질
분자는 수용액층과 용매층 사이의 표면에서 하얀 침천물처럼 남는다. 그 이후에 수용액층의 핵산
은 피펫으로 제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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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놀 추출에 의한 단백질 오염의 제거>

두 번째 방법은 DNA 정제를 위해 사용되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guanidinium
thiocyanate라고 불리우는 화합물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핵산을 제외한 모든 생화학물질들
을 변성시키고 용해시키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조직으로부터 DNA를 분리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또한 guanidinium thiocyanate가 존재할 때 DNA는 실리카 입자에 단단히 결합한다. 이것은 생화
학 물질의 변성된 혼합물에서 DNA를 휩게 분리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세포 추출물에 실리카를
직접 넣는 방법이 가능하지만 크로마토그래피 컬럼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편리하다. 변성된 생화
학 물질들은 아래로 빠져나오지만 guanidinium thiocyanate 용액으로 잔류하는 오염물질들을 씻
은 후 DNA는 실리카와 DNA 분자간의 상호작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물을 첨가하여 분리된다.

<실리카 입자와 DNA의 결합>

(4) DNA 농도의 측정
유전자 클로닝과 같은 실험을 할 때, 얼마나 많은 DNA가 용액 속에 있는지 아는 것은 실험의 결
과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를 위해 우리는 DNA의 양을 측정할 필요가 있는데, 다행히도
DNA 농도는 자외선 흡수 분광기에 의해 정확하게 측정될 수 있다. DNA 용액에 의해 흡수된 UV
사본량은 DNA의 양에 직접 비례한다. 일반적으로 흡광도는 260nm에서 측정되고 이 파장에서의
흡광도(A260) 1.0은 1ml 당 이중가닥 DNA 50㎕에 해당된다. 또한 UV 흡광도는 DNA 순수성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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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보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 순수한 DNA는 260nm와 280nm의 흡광도 비(A260/A280)가 1.8이
다. 1.8이하의 비는 DNA가 단백질이나 페놀로 오염되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칼럼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DNA의 정제>

2. MC1R 유전자 증폭을 위한 PCR의 수행
MC1R 유전자 증폭을 위한 PCR의 대한 개요, 이와 관련된 실험 방법들, PCR에 의해 증폭된 산물을
이용하여 연구하는 방법 및 PCR의 실질적인 응용 분양 등에 대해 다루기로 한다.

1) PCR의 개요
PCR은 DNA 분자 상에서 어떤 부분만을 선택적으로 증폭시킨다. 증폭하고자 하는 부위의 가장자
리의 염기서열이 알려져 있다면 어떤 DNA 분자의 어느 부위이건 선택될 수 있다. 그 주변의 염기
서열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DNA 이중 나선의 각 사슬에 결합할 수 있는 두 개의 짧은 올리고뉴클
레오티드 들이 있어야 PCR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올리고뉴클레오티드들은 DNA 합성
에 대한 프라이머로 작용하며 어느 부분이 증폭될 것인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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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에 의한 증폭은 제한효소인 TaqⅠ을 생산하는 세균인
Thermus aquaticus로 부터의 추출된 DNA 중합효소Ⅰ에 의해
수행되는데, 온천에서 생활하는 이 세균이 만드는 Taq 중합효
소를 포함한 많은 효소들은 대부분 고온에도 안정하다. 즉, 이
들은 열에 의한 변성에 대하여 저항성을 갖는데 이러한 Taq 중
합효소의 온도 안정성은 PCR에 필수 요인이 된다.
PCR 증폭은 프라이머가 결합된 주형 DNA에 중합효소가 가해
지고 이로부터 새로운 상보적 DNA에 중합효소가 가해지고 이
로부터 새로운 상보적 DNA 가닥이 합성됨으로써 시작된다. 곧
이어 이 반응액에 94℃의 열이 가해짐으로써 새롭게 합성되었
던 가닥들이 주형으로부터 분리된 후 많은 프라이머들이 새롭
게 합성된 사슬상의 특정 위치를 포함하여 주형 DNA상의 해당
위치에 결합할 수 있도록 냉각된다. 다른 DNA 중합효소와는 달
리 열에 의해 불활성화되지 않는 Taq 중합효소에 의해 두 번째
DNA 합성이 일어나게 된다. 이와 같이 변성(denaturation)-혼
성화(hybridization)-합성(synthesis)의 과정을 30-35회 정도 반
복함으로써 수백만의 증폭된 DNA 단편의 복사체가 합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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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 산물은 보통 agarose gel 전기영동법으로 분석되며, 충분한 양의 DNA가 증폭되므로 ethidium
bromide 염색에 의해 뚜렷한 밴드로 나타나게 된다. 증폭된 agarose gel 전기영동상은 그 자체로
서 증폭된 DNA부분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PCR 산물은 플라스미드나 박테
리오파지 벡터 등에 클로닝될 수 있으며 DNA 염기서열 결정법과 같은 기술들에 의해 분석될 수 있
다.

2) PCR에 대한 세부 내용
PCR 실험이 매우 쉽기는 하지만, 가치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아주 신중한 계획을 세워야 한
다. 특히 프라이머의 염기서열과 반응 주기 동안의 가열과 냉각시 온도 등은 실험의 성공에 결정적
인 요소이다. 증폭된 DNA를 재료로 수행될 수 있는 실험들에 관하여 알아보자.
(1) PCR을 위한 올리고뉴클레오티드 프라이머의 디자인
프라이머는 PCR 실험의 성공 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열쇠이다. 프라이머가 정확하게 디자인되면
주형 분자의 목적 위치에 해당하는 단일 DNA 단편만이 증폭되는 반면, 프라이머가 잘못 디자인
된 경우에는 어떠한 단편도 증폭되지 않거나, 잘못된 단편이나 하나 이상의 단편이 증폭되게 된
다. 그러므로 프라이머를 디자인할 때는 많은 것이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

프라이머의 적당한 염기서열을 결정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우선 프라이
머의 염기 서열은 주형 분자 상의 목표 부
위 근처의 염기서열이 일치해야 하는데,
각각의 프라이머는 hybridization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형 사슬에 상보적이어야 하
고, 결합된 프라이머의 3’ 말단이 서로 마
주보는 방향으로 위치하여야 한다. 일반적
인 PCR 방법으로 10kb까지의 단편을 증
폭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단편의 길이가
길수록 증폭 효율이 낮아지며, 항상 일관
된 결과를 얻기가 어려워진다. 40kb 이상
의 매우 긴 단편의 증폭도 가능하기는 하
나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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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프라이머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제기되는데 그것은 프라이머의 길이이다. 프라이머의
길이가 너무 짧으면 이들이 주형에 비특이적으로 결합하여 원치 않는 증폭 산물을 생산한다. 전
체 인간 DNA(total human DNA)를 주형으로 하고 8개의 뉴클레오티드로 구성된 프라이머(PCR
용어로 이를 ‘8-mer’라 한다)로 PCR을 수행한다고 가정하자. 그 결과 수많은 단편들이 증폭될
것이다. 그 이유는 프라이머의 결합부위가 평균 48=65,536 bp당 한번 정도로서 전체 인간 유전
체(genome)을 이루는 3,000,000kb의 염기서열 내에 거의 46,000개의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이
다. 즉, 한쌍의 8-mer 프라이머로 PCR을 할 경우 인간 DNA에서 하나의 특이한 증폭 산물을 얻
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그럼 17-mer 프라이머를 사용하면 어떨까? 17-mer 염기서열의 예산 빈도는 417=17,179,869,184
bp당 한번이 되며 이는 전체 인간 유전체(genome)의 길이보다 5배정도 더 길다. 따라서 17-mer
프라이머는 전체 인간 DNA의 한 부위에서만 결합하게 됨으로서 결국 특이한 하나의 증폭 산물
을 생산할 것이다.
왜 프라이머를 가능한 길게 만들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프라이머의 길이가 주형 DNA에의 결합률
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즉, 프라이머의 길이가 길수록 결합하는 속도가 느려진다. 그러므로 증
폭되는 분자의 수로 측정되는 PCR의 효율은 프라이머가 주어진 시간 동안 추형에 완전하게 결합할
수 없을 정도록 길다면 감소하게 된다. 실제로 30-mer 이상인 프라이머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2) 적정온도의 결정
PCR의 각 주기동안 반응액에는 세 번의 온도 변화가 가해진다.
① 변성온도는 DNA 이중결합을 이루는 염기들 간의 결합을 파괴하여 다음번 DNA 합성을 위한
주형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단일 사슬로 만드는 온도로서 일반적으로 94℃이다.
② 결합온도는 프라이머가 주형에 결합하는 온도이다.
③ 신장온도는 DNA가 합성되는 온도로써 Taq 중합효소의 적정 온도보다 약간 낮은 74℃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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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 온도는 반응의 특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DNA-DNA 결합은 온도 의
존적인 현상으로써 결합이 불가능할 정도록 온도가 높으면 프라이머와 주형이 서로 결합하지 못
하고 분리된 상태로 남아있게 되며, 온도가 너무 낮으면 모든 염기쌍이 정확히 형성되지 않는 비
특이적인 결합을 하게 된다. 만약 비특이적인 결합이 발생되면 프라이머의 적당한 길이에 대한
추정이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염기쌍을 형성할 정도의 온도에서는 각 프라이머에 대한 결합부위
의 수가 증가하게 되어 주형 분자의 목표부위 외에 다른 부위들에서도 증폭이 일어난다.

이상적인 결합 온도는 프라이머와 주형간의 결합이 가능할 정도록 충분히 낮아야 하지만 잘못된
염기 쌍의 형성을 방지할 수 있을 정도록 충분히 높아야 한다. 이 온도는 프라이머-주형 결합체
의 Temperature of melting(Tm)에 따라 결정된다. Tm이란 정확하게 결합된 염기 쌍들이 분리되는
온도이다. 이 Tm보다 1-2℃ 낮은 온도는 프라이머와 주형이 결합하기에는 충분히 낮으나 하나의
잘못된 염기쌍을 포함하기에는 너무 높다. Tm은 실험적으로 결정될 수 있으나 보통은 간단한 공
식으로부터 계산될 수 있다.
Tm = (4 × [G+C]) + (2 × [A+T])℃
위 식에서 [G+C]는 프라이머에 존재하는 G와 C 뉴클레오티드의 개수이고, [A+T]는 A와 T의 개
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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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PCR의 결합 온도는 각 프라이머들의 Tm값을 계산함으로써 결정되며 이보다 1-2℃ 낮
은 온도를 이용한다. 이것은 두 개의 프라이머가 동일한 Tm값을 갖도록 디자인되어야 한다는 사
실을 의미한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한 프라이머에 대한 결합 온도는 다른 프라이머의 결
합 온도보다 너무 높거나 너무 낮게 될 것이다.
(3) PCR 산물의 연구
PCR은 흔히 그 증폭 산물을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함으로써 주형으로 쓰인 DNA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긴 일련의 실험의 시작점이 된다. PCR 산물을 연구하는데는 매우 많은 방법들이 개발
되어 있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분석법은 다음과 같다.
① Agarose gel 전기영동
② PCR 산물의 클로닝을 통한 분석
③ PCR 산물의 염기서열 분석

3) PCR 산물의 전기영동
대부분의 경우 PCR 실험의 결과는 agarose gel에 증폭된 반응액의 일부를 전기영동하여 확인
할 수 있다. 증폭된 DNA를 나타내는 밴드는 ethidium bromide(EtBr)로 염색하여 관찰할 수 있지만
DNA의 양이 적은 경우에는 Southern hybridization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기대되는 밴드가 관찰되지
않거나 부가적인 밴드가 존재한다면 실험과정이 잘못된 것이므로 재실험이 수행되어야 한다.
Agarose gel 전기영동은 PCR 실험이 정확히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하거나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
하여 이용된다. 예를 들어 주형 DNA의 증폭된 부분에 존재하는 제한효소 인식 부위의 존재는 PCR
산물을 제한효소로 처리한 후 젤에 전기영동함으로써 확인 가능하다.

또한 PCR 산물의 정확한 크기를 분석함으로써 주형 DNA가 증폭된 부위내에 삽입이나 결실 등의
돌연변이를 포함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크기가 다른 돌연변이는 법의학의 중심 기술인
DNA proofoling의 기초를 이룬다.
어느 실험에서는 PCR 산물의 존재 유무에 의한 진단을 한다. 예를 들면 원하는 유전자를 genomic
혹은 cDNA 라이브러리에서 확인하기 위한 조사과정으로써 PCR이 사용될 때를 말한다. ge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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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러리에 있는 모든 클론을 가지고 PCR을 수행하는 것은 지루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PCR
의 장점 중 하나가 각각의 실험을 빨리 설치할 수 있고 많은 PCR의 장점 중 하나가 각각의 실험을
빨리 설치할 수 있고 많은 PCR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작업 부담량을 보여주는
것처럼 combinatorial screening에 의해 감수 될 수 있다.

4) PCR 산물의 클로닝
PCR 산물에 대해 더욱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면 증폭된 단편을 벡터에 클로닝하여 클로닝된 DNA
를 연구하는 일반적인 방법들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이 방법은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몇 가지 난
점들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문제는 PCR 산물의 말단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PCR에 의해 증폭된 산물들은 blunt
말단을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만일 그렇다면 PCR 산물들은 blunt 말단 ligation의 방법
으로 벡터 안에 삽입되거나 linker나 adapter 등을 부착시킴으로써 sticky한 말단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불행히도 상황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Taq 중합효소는 그들이 합성한 각 사슬
의 말단에 보통 아데노신인 하나의 뉴클레오티드를 첨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이중 사슬의 PCR
산물이 blunt 말단이 아니라 각각의 3’ 말단에 부가적인 하나의 뉴클레오티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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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추가적인 뉴클에오티드는 exonuclease 효
소를 처리하여 제거함으로써 PCR산물을 진정한
blunt 말단으로 만들수는 있지만 exonuclease가
과도한 활성을 갖거나 분자의 말단에 손상을 야기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리 널리 사용되는 방법은
아니다.
이에 대한 한가지 해결책은 추가적인 T를 포함하
고 있는 특수한 클로닝 벡터를 사용함으로써 증폭
된 DNA 단편을 logatian 시키는 것이다. 이 벡터
들은 일반적인 클로닝 벡터를 blunt 말단이 되도록
제한효소를 절단한 후 dTTP 존재 하에서 Taq 중
합효소를 제거함으로써 제작할 수 있다. 포라이머
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중합효소가 할 수 있
는 것은 단지 blunt 말단 벡터 분자의 3’ 말단에 하
나의 T 뉴클레오티드를 첨가하는 것이다. 그 결과
PCR 산물이 삽입될 수 있는 T 말단을 포함한 벡터
가 제작된다.
두 번째, 널리 사용되는 해결책
은 제한효소 인식 부위를 갖는
프라이머를 디자인하는 것이다.
PCR을 수행한 후 증폭된 단편
을 프라이머 염기서열 내의 각
분자를 절단하는 제한효소로 처
리함으로써 일반적인 클로닝 벡
터에 효과적으로 ligation 시킬
수 있는 sticky 말단 단편을 만
들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프라
이머 주형 DNA에 존재하는 제
한효소 인식 부위는 각 5’ 말단
부위의 프라이머 염기서열 내에
첨가될 수 있다. 이러한 단편은
추형 분자와 결합할 수 없으나
PCR 반응 동안 복사됨으로써
결국 말단에 제한효소 인식 부
위를 포함하는 PCR 산물이 생
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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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aq 중합효소의 오류율에 의한 문제점
모든 DNA 중합효소는 DNA 합성 과정 동안 합성되는 DNA 사슬에 잘못된 뉴클레오타이드를 첨가
시키는 에러를 범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합효소들은 이러한 에러를 정정하여 올바른 염기서열을
재합성한다. 이러한 성질을 ‘교정(proofreading)’ 기능이라 하며 3’에서 5’의 exonuclease 활성이 있
는 중합효소에 의해 수행된다. Taq 중합효소는 이러한 ‘교정(proofreading)’ 기능을 갖고 있지 않아
서 오류가 생겼을 때 그것을 정정할 수가 없다. 이것은 Taq 중합효소에 의해 합성된 DNA가 항상
주형 분자의 정확한 복제산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러한 오류율은 합성되는 DNA 9,000
뉴클레오티드당 한 번의 비율로 일어나며, 이는 그리 중요하지 않게 보일 수도 있지만 30 주기 동
안 증폭된 산물에서는 300bp당 한번의 빈도로 오류가 발생한다. 이것은 PCR 복제산물의 복제산물
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중합효소에 의해 유발된 오류가 점차 축적되기 때문이다. 수많은 응용시 이
러한 높은 오류율은 문제를 유발하지 않는다. 특히 PCR 산물의 염기서열을 직접 분석할 경우 PCR
산물이 Taq 중합효소에 의한 오류를 포함하고 있을지라도 주형의 정확한 염기서열을 결정할 수 있
다. 이것은 Taq 중합효소에 의해 발생되는 오류가 무작위적으로 분포되기 때문에 특정 뉴클레오티
드 위치에 오류가 존재하는 모든 증폭된 단편에 대해 정확한 염기서열을 갖는 많은 분자들이 존재
한다. 이러한 이유로 오류율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PCR 산물을 클로닝할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다. 각각의 클론들은 하나의 증폭된 단편의 여러 개의
복제산물을 포함하므로 이 클로닝된 DNA는 PCR에 이용된 원래의 주형 분자와 반드시 동일한 염
기서열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가능성은 클로닝된 PCR 산물을 이용하여 실험하는 경우에
는 그 결과가 불확실할 수 있으며, 증폭된 DNA를 클로닝하기 보다는 직접 연구하여야 한다는 사실
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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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한효소 처리 후 전기영동을 통한 확인
1) 제한효소의 발견과 기능
제한효소의 우연한 발견이 된 최초의 관찰은 1950년 초에 숙주 조절 제한(host-controlled
restriction)이라 부르는 현상 즉 어떤 균주의 박테리아가 박테리오파지 감염에 면역성이 있다는 것
이 보여질 때이다.
제한의 기작은 완전히 이해되는데 20년 이상이 걸렸지만, 아주 복잡하지는 않다. 파아지 DNA가 복
제되어 새로운 파아지 입자를 직접 합성하기 전에 박테리아가 파아지 DNA를 절단하는 효소를 생
성하기 때문에 제한이 일어난다.

<박테리아 세포에 있어서 제한효소의 기능>
물론 치명적인 파괴인 박테리아 자체 DNA는 공격으로부터 보호되는데, 이것은 절단효소의 활동을
막는 부가적인 메틸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절단효소를 제한효소라고 부르면, 거의 대
부분의 박테리아 종에 의해 합성되어지며, 1200개 이상의 효소가 잘 알려져 있다. 세 가지 다른 등
급의 제한효소가 알려져 있으며, 각각은 약간 다른 화동을 함으로써 구분되어 진다. 형태 I과 형태 III
은 아주 복잡하며 유전공학에 있어서는 아주 제한된 역할을 한다. 반면에 형태II 제한효소는 유전자
클로닝에 있어 아주 중요한 절단효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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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쓰이는 몇 개의 제한효소의 인식 염기 배열>

2) 형태II 제한효소는 특별한 염기배열을 절단한다
형태II 제한효소의 주요특징은 각 효소가 DNA 분자를 절단하는 특별한 인식 염기배열을 가지고 있
다는 것이다. 특별한 효소는 인식 염기배열에서 DNA를 절단하며 달른 곳은 결코 절단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PvuI(Proteus vularis에서 분리되는)이라 부르는 제한효소는 헥사뉴클레오티드 CGATCG
에서만 DNA를 절단한다. 반면에 같은 박테리아의 두 번째 효소인 PvuII는 다른 헥사뉴클레오티드
인 CAGCTG에서만 절단한다.
많은 제한 효소는 헥사뉴클레오티드 표적부위를 인식하지만 다른 것은 4개, 5개 혹은 8개 뉴클
레오티드 염기배열에서 절단한다. Sau3A(Staphylococcu saureus 3A)균주는 GATC를 인식하며,
AluI(Arthrobacte rluteus)는 AGCT에서 절단한다. 축퇴한(degenerate) 인식 염기배열을 가진 제
한효소들도 있다. 그들은 연관된 부위집단의 어떤 하나의 DNA를 절단한다. HinfI(Haemophilus
influenzae 균주의 Rf 균주)은 GANTC를 인식하여 GAATC, GATTC, GAGTC, GACTC 등을 절단한다.

3) 한우와 젖소형의 구분
소의 모색에서 붉은 피모색(황색)과 검정색을 발현시키는 MC1R의 유전자내의 변이를 확인하기 위
하여 특별히 제작된 MC1R 프라이머를 이용하여 PCR을 수행하였다. 유전자의 변이는 99번째 아미
노산 코돈인 CTG에서 CCG로 치환되는 SNP를 보이며 제한효소 MspA1Ⅰ을 이용하여 한우형과 젖
소형의 구분이 가능하다. 소의 MC1R 수용체 유전자에는 3개의 대립유전자(ED,e, E+)가 존재한다. 한
우의 경우 열성유전자인 붉은 피모색(ee)이 90%이상을 보이며 나머지 10%에서 다양한 피모색 유
전자형(E+E+,E+e)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다. 제한효소 처리 시에 한우형 유전자(E+,e)는 154, 196bp를
나타낸다. 따라서 한우형에서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항상 동일한 밴드양상인 154bp와 196bp 두 개
의 단편을 나타낸다. 젖소형의 경우 ED유전자를 가짐으로 48bp, 106bp, 196bp 세 개의 단편을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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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e 1: MC1R standard marker, Lane 2: Hanwoo DNA, Lane 3: Holstein DNA,
Lane 4 Crossbreed DNA

<여러 가지 시료를 대상으로 한 PCR-RFLP 결과>

4) 젤 전기영동에 의한 제한효소 절단 결과의 분석
단백질과 많은 다른 생물학적 화합물과
같이 DNA 분자도 전기적으로 전하를
띄는데, DNA는 음전하를 띈다. 그 결과
로 DNA 분자가 전기장에 놓여질 때 양
극을 향해 이동한다. 분자의 이동속도는
그것의 모양과 전하대 질량비의 두 가
지 인자에 의존한다. 불행히도 대부분의
DNA 분자는 같은 모양이며 아주 비슷
한 전하대 질량비를 가지고 있다. 그러
므로 크기가 다른 단편들은 표준 전기영
동(electrophoresis)으로 분리될 수 없다.
그렇지만, 전기영동을 젤에서 시킬때는
DNA 분자의 크기도 하나의 인자가 된
다. 일반적으로 아가로스(agarose), 폴
리아클릴아마이드(poly-acrylamide), 혹
은 이 두가지 혼합물로 만들어진 젤은
복잡한 기공망을 함유하며, 이것을 통해
DNA 분자가 양전극으로 향해 이동한
다. DNA 분자가 작을수록 젤을 통해 빨
리 이동한다. 그러므로, 젤 전기영동(gel
electrophoresis)은 DNA 분자를 크기에
따라 분리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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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젤의 조성이 분리할 수 있는 DNA 분자의 크기를 결정한다. 0.5cm 두께 0.5% 아가로
스(agarose)젤은 비교적 큰 기포를 가지고 있는데, 크기가 1~30kb 분자에 사용되며, 예를 들면
10kb와 12kb 분자를 확실하게 분리시킬 수 있다. 아주 작은 기포를 가진 매우 얇은(0.3mm) 40%
polyacrylamide 젤은 1내지 300bp 범위의 아주 작은 DNA 분자를 분리할 수 있으며, 단 하나의 뉴
클레오티드 길이가 다른 분자들도 분리시킬 수 있다.

5) 염색(staining)
젤 전기영동 실험 결과를 가장 쉽게 보는 방법은 DNA를 볼 수 있게 하는 화합물을 젤에 넣어 발색
시키는 것이다. 이 중 가장 흔하게 DNA를 보는 방법으로는 EtBr(ethidium bromide)이 아가로스와
폴리아클릴아마이드 젤의 DNA를 염색시키는데 주로 사용된다. DNA가 충분히 있다면 크기다 다
른 DNA 단편을 보여주는 띠가 EtBr 염색후에 UV 아래서 명확하게 보일 것이다. 불행하게도, EtBr
이 강력한 돌연변이 유발물질이고 또한 DNA를 보기위해 사용되는 자외선이 심각한 화상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은 매우 해롭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DNA를 녹색이나 파란색으로 염색하며
따라서 결과를 보기위해 자외선이 필요없는 비 돌연변이 유발물질인 염료들이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다.

6) 전기영동에 필요한 시약
◎ 50X TAE Buffer의 제작
- Stock Solution/Litter
① 842.9ml의 DW를 준비한다.
② 2L Bottle에 일정량의 DW를 넣고 242g의 Tris base를 녹인다.
③ 57.1ml 의 glacial acetic acid를 첨가한다.
④ 100ml의 0.5M EDTA(pH8.0)를 첨가한다.
⑤ Total volume을 1L로 맞춘다.
◎ 0.5M EDTA(pH 8.0)
EDTA(Ethylenediamintetraacetic acid) = C10H16N2O8. 에틸렌다이아민테트라아세트산 = 292.25
- EDTA는 킬레이트를 형성하는 대표적인 리간드로서 여섯자리 리간드로서 작용한다.

- 생화학이나 분자생물학에서는 DNA나 단백질에 관련된 실험을 할 때, 시료가 효소(DNase)로 인
하여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효소가 필요로 하는 co enzyme(금속)을 제거할 목적으로 사용
한다.
- 완충용액으로도 사용가능
- 킬레이트 = 집게라는 그리스어 Chela라는 단어에서 유래하였으며 중심 금속을 리간드가 집게처
럼 물고 있는 모양을 뜻한다. 즉, 한 개의 리간드(ex EDTA)가 금속이온과 두 자리 이상에서 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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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을 하여 생긴 착이온을 뜻한다.
① 73.06g의 EDTA를 300ml에 넣고 녹인다.(잘녹지 않음, pH가 8이 되어야 완전히 녹음)
② 보정된 pH meter를 사용하여 pH를 측정한다. 이때 처음 pH가 3~4 정도 된다.
③ 고체 NAOH를 사용할 경우 위 용액을 500ml로 맞춘다음, pH를 8로 적정한다.
④ NaOH수용액을 사용 할 경우 전체 volume이 500ml가 되도록 한다.
◎ Tris base
C4H11NO3 분자량 121.14 트리스히드록실메틸 아미노메탄, 대표적인 완충액 시약의 일종

◎ 6X Gel loading buffer
0.25% bromophenol blue (염기성에서는 자주색을 띈다)
0.25% Xylene cyanol FF (약 4,000bp 크기의 DNA와 같이 움직임)
30% glycerol in H2O
◎ EtBr (Ethidium Bromide)
2,7-Diamino-10-ethyl-6-phenylphenanthridinium bromide, C21H20BrN3

EtBr은 자외선을 받아 가시광선으로 파장을 변화시키는 일종의 형광 물질로서 푸른빛 계통의 짧은
파장의 빛을 붉은 빛 계통의 긴 파장의 빛으로 바꾸어 내보낸다. 254nm 파장의 UV가 DNA에 부딪
힐 때 302~366nm의 파장으로 반사되는데 이 빛은 EtBr에 흡수된 후 590nm 정도의 가시광선으로
바뀐다.
EtBr은 돌연변이원이면서 발암원의 가능성이 있어서 이는 이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생물학적 보호
가 필요하다. 고농도의 EtBr은 눈과 피부 그리고 호흡계에 자극을 분자 분자생물학적 접근에 있어
서 EtBr은 단일가닥 혹은 이중나선의 DNA에 부착되는 성질이 있다. 수소결합을 하는 염기쌍과 염
기쌍 사이에 들어가려는 성질이 있다. 이 점이 mutagen으로써 위험한 물질이 되는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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