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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라는 명칭을 따라 DNA 칩이라고 명명되었다. 많은

론

DNA를 기반에 정렬 (array)하여 고정화하여 DNA 어
금년 Obesity Research 8월호에 사람의 지방조직에

레이라고도 부른다. 특히 작은 기반 위에 DNA를 고밀

서 유전자 발현을 DNA 어레이 (array)기법을 이용하

도로 고정한 것을 DNA 마이크로어레이 (microarray)

여 분석한 연구 결과가 처음으로 게재되었다. 그동안

라고 한다. 흔히 넓은 의미에서 DNA 칩이라고 하면

여러분야에서 각종 조직을 이용하여 유전자 분석이 활

DNA 마이크로어레이 전체를 가리키기도 한다.

발히 진행되고 있었으나 지방조직은 얻기가 어렵고 더

현재 사용되고 있는 DNA 칩은 미국의 벤처기업인

욱이 추출할 수 있는 RNA양이 적어 유전자 발현연구

Affymetrix사의 제품과 다른 제품으로 크게 대별된다.

를 통한 비만분야의 연구에 제한이 되어왔다.

1. Affymetrix사의 DNA 칩과 Stanford
형 DNA 마이크로어레이

최근 몇 년간 유전자 분석기법의 발전은 매우 눈부
시며 특히 DNA 칩을 이용한 어레이기법의 광범위한
이용은 지방조직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미세한 변

Affymetrix사의 DNA 칩은 광리토그래프라고 하는

화를 유전자 수준에서 밝혀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반도체 집적회로 제작에 사용되는 기술을 이용하여 기

이러한 지방조직에서 유전자 조절기전의 규명은 비만

반에서 DNA 프로브 (probe)를 합성한 것이다. 반도체

의 병태생리에 대한 새로운 기전을 밝혀 진단과 치료

기술을 사용하여 고밀도․고정밀도로 DNA 프로브 합

에 획기적인 변혁이 기대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최근

성이 가능하여 10만개 이상의 DNA 프로브를 한 장의

유전자 분석기법의 발전을 DNA 칩 및 어레이 기술, 1

기반에 합성 하였다.

염기 다형성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SNP)

광리토그래프 기술로 합성한 DNA 프로브 길이는
20 염기 정도이며, 그 이상의 긴 DNA는 합성할 수 없

분석기술에 대해 개괄하고자 한다.

다. 따라서 DNA 프로브가 짧아 염기서열 특이성이 낮
아지며, 유사한 염기서열이 검출된 가능성이 있다. 그

DNA 칩과 DNA 어레이 기술

러나 Affymetrix사는 고밀도로 DNA 프로브를 합성할
DNA 칩은 반도체 집적회로 제조용 기술인 광리토

수 있는 강점을 살려, 하나의 유전자 발현 측정에 20∼

그래프 (photolithography) 기법을 응용하여 일정한 판

40종의 DNA 프로브를 배치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

(기반)위에 많은 DNA를 합성한 것으로, 반도체 칩이

하였다. 즉 여러개의 DNA 프로브가 있어 긴 DNA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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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브를 사용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게하였다.

3. 유전자 발현 프로필화

현미경 관찰에 사용하는 슬라이드 글래스나 플라스
틱을 기반으로 이용하여 DNA

프로브를 점적

(spotting)하여 고정한 것으로, 미국 Stanford대학
Brown 연구실에서 처음 제작된 “Stanford형” 마이크
로어레이가 있다.
Stanford형 DNA 마이크로어레이는 Affymetrix사의
DNA 칩보다 고밀도로 프로브를 배치할 수 없지만, 1
만개 정도의 DNA 점적이 가능하다. 프로브 수는 적지
만, Affymnetrix사의 DNA 칩은 유전자 한종당 여러
개의 DNA 프로브를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집적도는
큰 차이가 없다.

게놈분석 연구의 발전으로 기능을 모르는 신규유전
자가 대량으로 동정되고 있다. 신규유전자의 기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 기능을 시사하는 정보를 얻는
것이 필요하지만 유전자의 발현 패턴을 아는 것도 기
능 해석에 중요하다. 유전자 발현 프로필이란 생체내
에서 유전자 발현 정보를 종합한 것이다.
어느 유전자가 간에서만 발현되고 있으면 그 유전자는
간장에 중요한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물이 발생
되는 시기의 조직에서만 유전자가 발현하고 있으면 그
유전자는 발생의 특정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
각된다. 배양세포 수준에서, 예를 들어 그 유전자가 세포
분열시에(G2 후기 또는 M기)에 발현하고 있으면 세포

2. DNA 마이크로어레이 기법의 원리
전기영동에 의해 DNA를 크기에 따라 분리하여 멤
부레인 필터에 이행시켜 시행하는 것은 서던보합결합
(Southern hybridization)이라고 하며, 이를 발명한
Southern의 기념한 명명이다. 한편 mRNA를 전기영동
으로 분리한 후 시행하는 방법인 노던보합결합
(Northern hybridization)이라고 부른다. 또한 도트보합
결합 (dot hybridization)은 전기영동 단계를 생략하여
직접 분석 대상 DNA 또는 RNA를 멤브레인 필터에
점적한다. DNA 마이크로어레이는 이러한 도트보합결
합 반응을 개선시켜 한번에 많은 유전자 분석이 가능
하도록 한 기법이다.
DNA 마이크로어레이 기법은 근본적으로 보합결합
(hybridization) 원리에 의한 것이다. 종래의 보합결합
실험은 니트로셀루로스나 나일론 등의 다공성막
(membrane filter)을 사용하여 시행되었으나 한 프로
브마다 한번 실험을 해야 하므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
였다.
그러나 수만개의 프로브 DNA를 평판상에 고정시킨
DNA 마이크로어레이를 이용하면 노력을 현저히 줄일
수있다. 종래의 수천번에 해당하는 보합결합 실험을
한번에 하는 것이 가능하졌기 때문이다. DNA 마이크
로어레이는 유전자 발현 분석이나 게놈 DNA의 돌연
변이 분석 등을 고속으로 자동화하는 기법이 되었다.

분열에 관여하는 유전자라고 예상된다. 이와 같이 유전
자의 발현 프로필 분석은 기능 예측에 중요한 역할을 하
여 게놈분석 연구 초기부터 이루어져 왔다.
그러면 어떻게 DNA 마이크로어레이로 유전자 발현
프로필을 분석할 것인가.
먼저 분석대상이 되는 DNA 마이크로어레이를 준비
한다. DNA 마이크로어레이는 시판품을 사용하거나
혹은 점적 장치를 사용하여 제작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음 단계는 세포에서 mRNA의 추출․정제이다. 이
때 시판 mRNA 정제 키트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mRNA를 정제후, 역전사효소를 사용하여 mRNA와
상보적인 DNA (cDNA)를 합성한다. cDNA를 합성할
때 mRNA 끝에 존재하는 poly A 염기서열 (진핵생물
의 mRNA에는 3' 말단에 아데닌이 연속된 염기서열
이 존재한다)과 상보적 프라이머(primer) DNA를 합성
한다. 이때 프라이머를 형광 표지하거나 혹은 기질의
뉴클레오티드를 형광 표지하면 DNA의 형광 표지가
가능하다.
실제로 보합결합을 효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표지되
는 분자 농도가 높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합성된
cDNA를 주형으로 재차 DNA 또는 RNA 합성 반응하
여, DNA 또는 RNA 양을 늘려 놓는다. 이 때 유전자
증폭법으로 폴리메라제 연속반응 (PCR)법을 이용하기
도하나 증폭 정도에 차이가 있어, DNA 마이크로어레
이 분석에서는 PCR법을 피하는 경우도 많다. 이와 같

- 189 -

－ 대한비만학회지: 제 9 권 제 4 호 2000 －
이 하여 표지 DNA를 준비하여 이 용액을 DNA 마이

하게 된다. 예를 들면, 1매의 DNA 마이크로어레이에

크로어레이에 올려 보합결합을 시킨다. 그 후 비특이

1만종의 프로브 (예를 들면 SNP 분석을 위한 프로브

적 결합을 씻어내고 레이저스캐너 등의 형광 시그날

를 심었다고 하면, 하나의 시험관으로 10종의 표지에

검출 장치를 이용하여 DNA 마이크로어레이에 결합한

대응하는 게놈영역을 증폭할 수 있어도 1000개의 시

표지 DNA를 정량 한다.

험관에서 PCR 반응을 할 필요가 있게된다.

또한 2종류의 형광색소를 이용하여 2개의 다른 샘

5. DNA 마이크로어레이 기법의 과제

플에서 유래한 mRNA를 따로 표지하여 발현 수준의

현재 DNA 마이크로어레이가 더욱 개선해야할 문제

차이를 관찰하는 경우가 많다.

4. SNP 분석에 사용되는 DNA 마이크로
어레이

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DNA 마이크로어레이가 가지
는 문제는, ① DNA 프로브 설계에 대한 문제, ②
DNA 프로브 고정에 대한 문제, ③ 고밀도화에 동반된

DNA 마이크로어레이의 응용 분야에 유전자 발현

정량성 저하의 문제, ④ 샘플 제조에 대한 문제, ⑤ 방

프로필 분석이외에 1염기다형성 (SNP)분석 등 유전자

대한 데이터 취급에 대한 문제 등으로 나누어 생각할

형 분석 (gene typing)이 있다. 유전자형 분석용 DNA

수 있다.

마이크로어레이를 제작하려면 합성 올리고 DNA를 프

1) DNA 프로브 배열 선택을 신중하게

로브로 한 DNA 마이크로어레이를 제작하는 이외의

프로브에 대한 문제로는 다수의 프로브를 동시에 고

선택은 없다.

정하는 것에 따른 문제를 들 수 있다. 최초로 게놈의

예를 들면 300염기 중에서 299염기 까지는 염기서

전 염기서열 분석이 달성된 출아효모는 유전자가 6000

열이 같고, 1염기만 염기서열이 다른 경우에 보합결합

개 정도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약 40%의 유

으로 이 두 DNA 차이를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자가 염기서열이 비슷한 것이 여러번 중복하여 존재

종래의 SNP 분석용 DNA 마이크로어레이 프로브 길

한다. 따라서 단지 코드 영역 전체를 프로브로 하면 비

이는 짧게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실제로 10수 염기의

슷한 염기서열 유전자에 유래하는 mRNA가 보합결합

프로브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DNA 마이크

하기 때문에 실제로 관찰되는 시그날이 어떤 유전자에

로어레이에 의한 유전자형 분석으로는 SNP가 존재하

서 유래하는 것인지 엄밀하게 구별되지 않게된다. 유

는 영역 주변을 프로브로 야생형 염기서열을 가지는

전자 중복의 문제는 고등 진핵 생물에서 일어날 수 있

올리고 DNA와 변이형 염기서열을 가지는 올리고

는 것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DNA 프로브

DNA의 2종 프로브를 준비하여 보합결합 반응에 의해

의 염기서열 선택을 신중하게할 필요가 있다.

구별한다.

수백개의 염기를 긴배열을 프로브로 사용하는

DNA 마이크로어레이를 이용하여 SNP분석을 하기

cDNA 마이크로어레이에서 유전자 중복 문제가 현저

위해서는 분석 대상 영역을 게놈 DNA로부터 PCR법

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전자 발현 프로필

으로 증폭하여, 증폭된 DNA를 표지한 후 보합결합 한

분석용 마이크로어레이도 합성올리고 DNA를 프로브

다. 이때 여러 개의 PCR 프라이머를 혼합하여, 하나의

로 하는 쪽이 좋다고 생각된다.

시험관에서 여러개의 DNA 단편을 증폭 (multiplex)하

2) 프로브 고정의 검토

는 PCR 반응을 하는 경우가 많다. 10종류 정도의

DNA를 슬라이드 글라스 판에 고정할 때 어떤 화학반

DNA를 하나의 시험관내에서 증폭하는 기술은 이미

응을 사용하여 고정하는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용화되어 있다.

선진 DNA 마이크로어레이 관련 벤처기업에서도 쉽게해

DNA 마이크로어레이를 고밀도로 하는 Affymetrix

결 할 수 없는 문제로 들고 있는데 시판품을 포함하여

사의 칩에서는 가능하지만 유전자형을 분석할 때는 프

강력하게 DNA 프로브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

로브를 고밀도로 하면 한 번에 많은 PCR 반응이 필요

합결합 동안에 DNA가 소실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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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리 표면을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프로브의

1염기 다형성 (SNP) 분석기법

DNA를 공유 결합에 의해 고정하는 방법과, 비특이적

1. SNP 동정법

인 흡착을 이용한 고정법 2종류가 사용되고 있다. 특
이적인 흡착을 이용한 고정기법은 처음에는 많이 사용

1염기 다형성 (SNP) 표지를 동정하기 위해서는 단

되었지만 보합결합 하는 동안 DNA 소실이 많아 최근

순히 염기서열을 비교하면 된다. 보통 10% 이상 존재

에는 공유 결합을 사용하는 고정법으로 변하였다.

해야 다형성 표지로 정의되며, 여러 사람의 게놈 DNA

3)고밀도화에 따른 정량성의 난점

염기서열을 비교한다. 실제로 수명∼10명 정도 개체의

프로브 고밀도화도 문제가 있다. 종래의 노던블롯에

DNA 샘플을 사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서는 mRNA를 전기영동하여 단일 표지한 프로브를

염기서열을 비교하기 위해서 실제로 염기서열을 결

대량으로 넣어 보합결합하기 때문에 보합결합 효율의

정하여 비교하는 경우도 있지만, 데이터베이스에서 염

문제는 없었다. 한편 고밀도로 프로브를 심는 DNA 마

기서열 비교에 의해 SNP를 찾아내는 것도 가능하다.

이크로어레이에서는 노던블롯과 반대로 세포에서 추

사람 게놈의 염기서열을 분석한 초안 (working draft)

출한 mRNA 자체 또는 mRNA를 주형으로 합성된

나, cDNA 분석 프로젝트의 데이터에서 SNP를 찾기

cDNA 등으로 표지하게 된다. 또한 고밀도로 DNA를

도 한다. 이것은 현재 게놈분석 연구에 사용되고 있는

심을수록 표지된 DNA가 결합하는 상대 분자의 총수

DNA 샘플이 여러 개체에서 유래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염기서열을 분석하여 SNP 표지를 찾아내는

도 적어진다.
즉 노던블롯에서는 표지된 DNA 프로브가 보합결합

방법으로 여러 개체의 게놈 DNA로부터 폴리메라제

반응에 충분한 분량이지만 DNA 마이크로어레이의 보

연속반응 (PCR)으로 직접 염기서열을 비교하는 방법

합결합에서는 표지된 DNA와 그 결합 타게트인 DNA

을 들 수 있다.

프로브 분자 개수가 적은 조건에서 보합결합 반응을

이 경우에 여러 PCR 반응을 하나의 시험관에서 시
행하는 muliplex PCR이 되도록 한다. PCR반응으로

하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고밀도 DNA 마이크로어레이

증폭한후, PCR 산물을 열변성하고 재결합시킬 때 1염

의 유전자 발현량 분석에서 정량성 추구는 어렵게 된

기 다형성이 있으면 헤테로 2 중쇄 (1염기가 미스매치

다. 실제로 Affymetrix사의 DNA 칩을 사용한 실험에

되는 2중쇄)가 된다. 이 헤테로 2중쇄를 HPLC (고속

서 발현양이 낮은 유전자는 3배를 넘는 분산이 나타난

액체크로마토그래피)를 사용하여 검출하고, 검출된 헤

다고 하였다. 다른 방식의 DNA 마이크로어레이에서

테로 2중쇄의 염기서열을 결정한다. 이 방법은 신속하

재현성의 문제가 충분히 검토되지는 않았지만 같은 문

고, 코스트가 낮아 대량 분석에 적당하다.
유럽의 제약회사와 게놈연구기관이 결성한 SNP 컨

제가 있을 것이다.
4) 샘플양을 줄이기 위한 감도 향상 필요

서시움 (The SNP Consortium)에서는 제한효소를 사

DNA 마이크로어레이를 사용하여 유전자 발현필 분

용한 RRS (reduced representative shotgun)법을 SNP

석을 재현성이 높게하기 위해서는 방사성동위원소를

동정에 사용하고 있다.

사용한 노던블롯에 대량의 샘플 재료가 필요하게 된

이 방법은 여러 사람의 게놈 DNA를 4염기인식 제

다. 이것은 측정 감도 향상으로 해결될 것이다. 감도를

한효소로 완전소화하여, 아가로스 겔 전기영동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새로운 형광 물질 탐색도 행해지고

DNA 단편을 크기에 따라 분획한다. 그후 각 분획의

있다.

DNA를 잘라 꺼내 라이브러리를 만든다. 그리고 염기

마지막으로 방대한 데이터의 취급에 대해서는 이미

서열을 결정하며, 제한효소로 절단하여 일정 크기 이

DNA 마이크로어레이 데이터을 다루는 목적으로 여러

상만 선택하므로 게놈의 복잡성이 감소하여 (즉 게놈

가지 컴퓨터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어 점차 해결될

공통 영역에서 유래하는 DNA 빈도가 높아진다) 동일

것이다.

염기서열이 출현하는 빈도가 높아지게 된다. RRS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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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면 여러 사람의 게놈을 완전히 읽지 않아도

기술이다.「Invader」법은 PCR로 유전자를 증폭할 필

SNP가 높은 빈도로 발견된다. SNP 컨소시움은 RRS

요가 없다고 하나 재현성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법으로 l5만개 정도의 SNP를 동정하였다고 한다.

는 PCR 반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이
방법으로 다형성 분석을 시행한 보고에서는 PCR 반응

2. SNP 표지에 의한 유전자형 분석

을 병용하였다.

SNP 표지를 사용하여 유전자형 분석 (genotyping)
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이 고안되어 있다.

최근 RCA법 (rolling circle amplification method)
으로 불리는 방법도 개발되어 있다. 이것은 영국

SNPs 표지를 이용한 유전자형 분석의 직접적인 방

Amersham Pharmacia Biotech사가 특허를 가지고 있

법은 DNA 시퀜서를 사용하여 염기서열을 실제로 분

는 기법이며, SNP 부위에 틈을 가지는 단일쇄 DNA

석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SNP가 존재하는 게

를 주형으로 PCR 반응을 하며, 게놈에서 증폭된 DNA

놈영역을 PCR법으로 증폭하고, 증폭된 DNA 단편의

단편과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에만 주형 DNA가

염기서열을 결정하면 된다.

DNNA ligase에 의해 환상이 되도록 반응이 설정되어

또한 DNA 마이크로어레이에서 설명된 대로, DNA

있다. 환상 DNA를 형성한 롤링서클 방식의 DNA 합

마이크로어레이 (DNA 칩)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방법

성 반응을 시험관내에서 하고, 검출하여 다형성을 분

도 있다. 사용되는 DNA 프로브 길이는 10염기 전후

석하는 것이다.

의 짧은 것도 분석가능하며, 미국 Affymetrix사의

다른 방법으로 최근 100염기 이하의 염기서열 결정

DNA 칩이나, 미국 Genometrix사의 DNA 칩 등이 이

이 가능하게되면서 질량 분석 장치를 사용하는 방법이

부류에 속한다.

있다.

미국

Sequenom사는「MALDT-TOF (matrix

1염기 변이검출에 단일쇄 DNA 고차구조다형성

assisted laser desorption ionization time of flight) 질

(singl strand confirmation polymorphism, SSCP)법의

량 분석기」로 불리는 고분해능을 가진 질량 분석기에

사용도 가능하다. SSCP 방법에서 PCR 반응을 할 때

의해 DNA를 분석하는 장치의 개발을 진행시키고 있

방사성물질 또는 형광물질에 표지된 DNA 프라이머를

고, 이것을 SNP 분석에 응용할 방침이다.

사용하여 PCR 산물을 표지하여 둔다. 그후 PCR 산물

이와 같이 SNP 표지를 사용하여 유전자형을 분석

을 단일쇄로 만든후 유레아 등의 변성제를 함유하지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고안되고 있는데, 고

않는 겔에서 전기영동하여, 만일 SNP가 존재하면 입

속․고효율로 분석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적합하지

체구조가 달라 차이를 검출할 수 있다.

는 향후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한다. 코스트 문제만 해

DNA 합성효소인 Taq 폴리메라제의 엑소뉴클레아
제 활성을 이용한 방법인 TaqMan법도 유전자형 분석

결되면 DNA 마이크로어레이에 의한 방법이 가장 직
접적이고 또한 정밀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에 이용되고 있다. 이 방법은 PCR 반응으로 유전자를
증폭할 때, 어느 정도 양의 DNA가 증폭될지를 리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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