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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C6A18 유 자의 minisatellites 5 (SLC6A18-MS5)의 고 압과의 련성  진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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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atellite 5 of SLC6A18 (SLC6A18-MS5): Relationship to Hypertension and Evolutional Level. 
Chang-Hwan Heo, Sang-Yeop Lee, So-Young Seol, Jeong-Ah Kwon, Yun Hee Jeong, Chung-Nam 
Chung* and Yangil Sunwoo*. Department of Biological Science, Dong-A University, Busan 604-714, Korea 
- SLC6A18, one of the neurotransmitters, was reported the possible relationship to hypertension, and 
it contained eight blocks of minisatellites. In this study, SLC6A18-MS5 sequence which showed the 
highest heterozygosity among seven minisatellites was analyzed using the Transfac software, the puta-
tive binding sites for the transcription factor Pax4 and HNF4 were discovered as a result. The HNF4 
is involved in the diabetes pathway and suggested the relationship to hypertension. Thus, we inves-
tigated the putative functional significance of allelic variation in this minisatellites with respect to sus-
ceptibility for hypertension. To address this possibility, we analyzed genomic DNA from the blood 
of 301 hypertension-free controls and 184 cases with hypertension. A statistically significant associa-
tion was not identified between the allelic distribution of SLC6A18-MS5 and occurrence of 
hypertension. We then examined the meiotic segregation of SLC6A18-MS5 and it was transmitted fol-
lowing Mendelian inheritance. Therefore, this locus could be useful markers for paternity mapping 
and DNA fingerprinting. Moreover, we undertook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genomic sequence 
to address the evolutionary events of these variable repeats. SLC6A18 minisatellites regions are only 
conserved in human and primates. This result suggestedthat intronic minisatellites analysis is power-
ful evolution marker for the non-coding regions in primates and can provide a great insight to the 
molecular evolution of repeated region in prim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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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아미노산, 당, 뉴클 오티드  무기이온의 세포막 통과에 

여하는 막 단백질 Solute carrier (SLC) family에 속하는 

SLC6A18 (solute carrier family 6, member 18) 유 자는 

SLC6A15, SLC6A16, SLC6A17, SLC6A19 그리고 SLC6A20과 

함께 orphan 그룹에 속한다[4]. 이들  SLC6A18과 SLC6A19

는 인간의 5번 염색체 단완의 말단 5p15.33 부 에 나란히 

치하고 있으며[20], 이들 유 자들의 발 은 특히 뇌와 신장 

부분에서 높은 발 을 보여[8], 여러 신경 달물질과 련된 

질병에 향을  것으로 보인다[4,6]. Rice 등 [17]과 Wu 등 

[19]의 연구 보고에 따르면, 염색체 5p15 역과 인간의 고

압 발생이 매우 한 연 성이 있다는 것이 밝 졌다. 이

게 고 압과의 련성이 제기되는 역에 SLC 유 자 그룹으

로 SLC6A18과 SLC6A19 유 자가 치한다. 한 인간의 

SLC6A18과 80%의 상동성을 가지는 mouse의 murine XT 유

자[12] knockout 실험에서 고 압이 유발됨이 보고되었다

[16]. 그러므로 본 연구는 고 압과의 련성이 상되는 

SLC6A18 유 자에 주목하 다.

염색체 말단에 치하는 유 자들은 유 자 내에 많은 반복

서열을 가지고 있다[10,14]. 이러한 구조  특징을 가진 다른 

유 자들에서 반복서열인 minisatellites의 길이에 따른 변이

가 질병과 연 되어 있다는 것이 밝 졌다[5,10,13]. SLC6A18 

유 자는 염색체 말단에 존재하며, 염색체 말단 역에 존재

하는 다른 유 자들처럼 유 자의 Intron 부 에 많은 반복서

열이 발견되었다[9,20]. SLC6A18 유 자의 Intron 역에서 

8개의 minisatellites (VNTR, various number of tandem re-

peats) 역이 밝 졌으며, 이  5개(SLC6A18-MS1, -MS2, 

-MS4, -MS5, -MS6)는 다형성을 나타내었고 나머지 3개

(SLC6A18-MS3, -MS7, -MS8)는 단형성을 나타낸다는 것이 보

고되었다[20]. 앞선 연구에서 SLC6A18 유 자 내의 minis-

atellites의 변이가 고 압과의 련성을 나타내는지를 조사하

기 해, 다형성을 가진 minisatelltes 역에서 립형질 빈도

에 따라 1% 이상인 일반 립형질(common alleles)과 1% 미

만인 희귀 립형질(rare alleles)로 나 어 조군과 고 압 

환자군을 비교하 다[20]. 그 결과, 다형성을 나타내는 4개의 

역(SLC6A18-MS1, -MS2, -MS4, -MS6)에서는 고 압과의 

련성이 통계 인 의미를 나타내지 않았다. 앞선 연구에서는 

총 5개의 다형성 역  4개의 다형성 역만을 조사하 고, 

SLC6A18-MS5는 이러한 다형성 역 에 가장 높은 다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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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타내어 일반 립형질과 희귀 립형질로 나 기 어려워 

고 압과의 련성을 조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SLC6A18-MS5 역에 하여 희

귀 립형질과 일반 립형질의 비율을 조사하고, 조군과 환

자군에서 나타나는 립형질의 길이에 따른 체  분포 경향

을 조사하여 고 압과의 련성을 조사하고자 한다. 이를 

해 서로 련성이 없는 건강한 성인 301명과 고 압 환자 184

명의 액에서 추출한 genomic DNA를 주형으로 SLC6A18- 

MS5 역에서 볼 수 있는 립형질을 조사하고, 그 분포를 

고 압의 유무, 나이, 성별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 고, 더욱 

많은 가계도 분석을 통해 정확한 유  여부도 확인하 다. 

한 human, monkey, mouse, rat과 dog에서 SLC6A18유 자의 

exon  intron 그리고 반복서열 부분의 진화  수 을 비교 

분석하 다.

재료  방법

생물정보학

SLC6A18의 구조  염기서열은 NCBI (http://www.ncbi. 

nlm.nih.gov/)와 Ensemble Genome Browser (http://www. 

ensembl.org/index.html)에서 확인하 고[3], SLC6A18-MS5 

역의 PCR을 해 primer (SLC6A18-MS5:F-ctgggctgcctggtg 

gtcag & R-cctgccccagaccgaagtcc)를 제작하 다[20]. 인간과 다

른 동물과의 비교 분석을 해 genomic sequence alignment

는 NCBI (http://www.ncbi.nlm.nih.gov/)의 BLAST를 사용

하 고[1], vista (http://genome.lbl.gov/vista/index.shtml)

를 이용해 그래 로 나타내어[15] UCSC (http://genome.ucsc. 

edu/)와 병합하 다. SLC6A18-MS5 역의 transcription fac-

tor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해 transfac tool의 MatchTM 

public version 1.0을 (http://www.gene-regulation.com/cgi- 

bin/pub/programs/match/bin/match.cgi)이용하 다. 

Genomic DNA 추출

PCR 반응에 사용한 genomic DNA는 상호 련성이 없는 

건강한 성인 남녀 301 명  고 압환자 184 명, 그리고 3 로 

구성된 4 가족과 2 로 구성된 16 가족의 총 20 가족의 액으

로부터 추출하 다. 고 압 환자의 정 기 은 systolic blood 

pressure (SBP)가 140 mmHg 이상이거나 diastolic blood 

pressure (DBP)가 90 mmHg 이상인 환자로 하 다. 모든 샘

은 부산의 동아 학교와 충북 학교에서 얻었고 이 실험에 

한 IRB를 통과하 다: 동아의료원(#IRB-06-10-02 & IRB-07- 

10-7), 충북 학병원(#IRB-2006-1).

액에서 genomic DNA를 분리하기 해 액과 lysis buf-

fer (1.28 mM sucrose, 40 mM Tris-Cl (pH 7.5), 20 mM MgCl2, 

4% Triton X-100)와 멸균수를 각각 1:1:3의 비율로 섞어 얼음 

에 10 분간 방치한 후, 4oC에서 1,500 rpm으로 15 분간 원심

분리하 다. 상층액을 제거한 후, lysis buffer와 멸균수를 넣고 

vortex하여 4oC에서 3,000 rpm으로 3 분간 원심분리하 다. 

다시 상층액을 버리고 lysis buffer를 첨가하여 vortex한 후, 

proteinase K (20 mg/ml)를 넣어 50oC에서 60 분간 처리하

다. 그 다음 37oC에서 30 분간 RNase 처리한 후, Phenol로 

단백질을 제거하 다. Isopropanol로 DNA를 침 시킨 뒤 

70% EtOH로 씻고 잠시 말린 후, TE [10 mM Tris-Cl (pH. 

8.0), 1 mM EDTA (pH. 8.0)]에 녹여 사용하 다.

PCR 반응

액에서 추출한 genomic DNA 100 ng을 주형으로 5x 

Green GoTaq Buffer (Promega, Madison, USA), 25 mM 

MgCl2, 0.2 mM dATP, dGTP, dCTP, dTTP, 10 pM primer, 

Promega GoTaq Flexi DNA polymerase (Promega, Madison, 

USA)를 섞어 40 μl의 혼합물을 만들었다. 이 혼합물을 94oC에

서 2분간 1회 pre-denaturation한 후, 94oC에서 45 간 변성시

킨 후, 68oC에서 1분 30 간 반응을 30회 반복한 후, 다시 72oC

에서 7분간 반응의 연장을 수행하 다. 이 게 PCR을 통해 

얻은 산물을 2% LE agarose gel (SeaKam, Rockland, USA)에

서 100 V로 기 동하여, 서로 다른 개체에서 나타나는 립

형질의 빈도와 경향을 비교하 다. DNA size marker로는 100 

bp ladder (Axygen, Union City, USA)를 사용하여 립형질

을 분석하 다.

결과  고찰

SLC6A18-MS5 역의 생물정보학  분석

앞선 연구에서 4개의 다형성 반복서열 부분에서 고 압과

의 련성을 얻지 못하 으나, SLC6A18-MS5 역에 한 연

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20]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들  

heterozygosity가 가장 높은 SLC6A18-MS5 역에 해서 생

물정보학  방법으로 transcription factor binding site와 같은 

특정한 조  역에 해 분석하 다. 일반 으로 유 자의 

promoter 부 에 transcription activity를 가지지만 유 자의 

promotor 역이외의 intron부분에서도 transcription activity

를 가지는 E-Box 부분이 존재함이 보고되었다[11]. 따라서 in-

tron에 치하고 있는 SLC6A18-MS5 역에서도 이러한 유

자 조 기능을 가지는 부분이 존재한다면, SLC6A18 유 자의 

활성에 향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제로 SLC6A18 유

자와 고 압과의 련성을 조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러므로 SLC6A18-MS5 부분에서의 transcription factor bind-

ing site를 생물정보학 로그램을 이용하여 선별하고 련성

을 조사하 다.

Transcription factor binding site를 찾기 하여 Transfac의 

match program을 이용하여 서열 내의 transcription factor 

binding site를 분석한 결과, Pax4와 HNF4의 binding site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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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ranscription factor binding site in Human SLC6A18- 

MS5. We found two transcription factor binding site in 

Human SLC6A18-MS5 by Transfac program Match
TM 

Public 1.0 version. PAX4 binding site located every unit 

of SLC6A18-MS5 and HNF-4 was found between uint 

6, 7 and unit 9, 10.

발견되었다(Fig. 1). 이 에서 HNF4는 은 층의 성인기 발병 

당뇨병 과정에 련되며 TYPEⅡ 당뇨병과 연 되어 있다

(kegg. http://www.genome.jp). 한 transcription factor로

서 insulin의 발 을 조 하고, 반 로 insulin과 FKHR의 상호

작용에 의해서 HNF4의 발  한 조 된다고 보고되었다

[2,7]. Pax4 역시 당뇨와 연 되어 있고, 특히 Pax4의 발 은 

HNF4에 의해서도 조 된다[18]. 당뇨와 고 압과의 련성은 

많은 임상결과에서 밝 져 있다. 따라서 많은 유 자에서 

transcription factor로 알려진 HNF4가 minisatillite 역에서 

factor로 작용한다면, SLC6A18-MS5 역이 고 압과의 감수

성에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된다.

SLC6A18-MS5 유  조사

앞선 논문에서 높은 heterozygosity를 나타내는 SLC6A18- 

MS5가 멘델의 법칙으로 유 된다면 친자  연 계의 확인

과 법의학  분석 등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다[20]. 

SLC6A18-MS5 역은 높은 heterozygosity를 나타내므로 이

를 검증하기 해서는 가족 내에서 립형질의 분리 과정을 

좀 더 많은 샘 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는 이를 확인하기 해 총 20 가족(3  4가족, 2  16가족)의 

액에서 채취한 genomic DNA를 주형으로 PCR을 수행하

다. 그 결과, SLC6A18-MS5가 멘델의 법칙에 의해 부모의 두 

립유 자가 감수분열을 통해 각각 하나의 립유 자를 자

손에게 정확히 달되는 것을 확인하 다(Fig. 2A, 3  가족; 

Fig. 2B, 2  가족). 그러므로 높은 다양성을 나타내는 

SLC6A18-MS5의 특성을 이용하여, 친자  연 계 확인, 법

의학  분석 등에 효과 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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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eiotic inheritance of SLC6A18-MS5. PCR primers spe-

cific to SLC6A18-MS5 minisatellites were used to analyze 

the length of the minisatellites in the genomic DNA ob-

tained from family members. The pedigree demonst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groups used in this 

study: first generation (lanes GF and GM grandfather 

and grandmother, respectively), second generation (lanes 

F and M; fathers and mothers), and third generation 

(lanes C1 and C2). M corresponds to the size marker.

Minisatellites 길이 변이와 고 압과의 련성

Minisatellites 길이 변이에 따른 고 압과의 련성을 조사

하기 하여 SLC6A18-MS5의 역에 하여 상호 련성이 

없고 고 압이 없는 성인 남녀 301 명과 고 압환자 184 명을 

분석하 다. 립형질을 분석한 결과, 조군에서는 4 회(223 

bp)에서 24 회(1037 bp) 반복된 크기까지 22 종의 립형질과 

72 종의 패턴을 찰할 수 있었다. 이들  519 bp 크기의 13 

회 반복된 립형질의 빈도가 0.46로 가장 일반 인 립형질로 

나타났고 heterozygosity는 0.749로 다양한 립형질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 다. Fig. 3A는 301 명의 조군에서 나타난 22 

종류의 서로 다른 립형질의 크기를 보여주고 있다. 고

B

A

0.5 kb

1 kb

0.5 kb

1 kb

0.5 kb

1 kb

0.5 kb

1 kb

Fig. 3. It shows allele of SLC6A18-MS5. A is Control group allele 

that has 22 alleles and 72 patterns. Figure B is hyper-

tension group allele that has 21 alleles and 40 patterns.



1736 생명과학회지 2008, Vol. 18. No. 12

Fig. 4. Compare hypertenion group with control group. As a 

result of comparing two groups, they have a similar 

aspect.

압환자 184 명에서는 21 종류의 립형질과 40 종류의 패턴이 

찰되었다(Fig. 3B). 조군과 고 압 환자군 사이에 립형

질과 패턴은 높은 heterozygosity로 인해 매우 다양한 형태를 

나타냈다. 530 bp의 12번 반복된 립형질의 빈도가 각각 0.46

과 0.48로 가장 일반 인 립형질로 나타났고, 다른 립형질

의 출 빈도  길이에 따른 변이 폭 역시 비슷한 수 으로 

나타났다(Fig. 4). 

SLC6A18 유 자와 80% 이상의 상동성을 보이는 XT2 유

자를 제거한 mouse에서 고 압 발생이 보고되었지만[16], 인

간의 SLC6A18 유 자 내에 존재하는 SLC6A18-MS5의 길이

에 따른 고 압과의 련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

한 결과는 SLC6A18의 다른 minisatellite 역에 한 고 압

의 감수성 연구 보고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20]. 이는 

어도 많은 다른 유 자에서 볼 수 있는 minisatellites 길이 

변이에 따른 질병과의 감수성이 보고된 것과는 달리 SLC6A18

의 minisatellites 길이 변이와 고 압은 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반복서열에 한 결과이기 때문에 여 히 

SLC6A18 유 자가 고 압과의 련성이 있을 가능성은 배제

될 수 없다.

SLC6A18 유 자의 진화  계

Mouse의 XT2 유 자는 고 압과의 련성이 보고되었으

나, 본 연구에서 minisatellites 길이 변이와 고 압은 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간의 SLC6A18 유 자와 

다른 척추동물인 monkey (Rhesus; Macaca mulatta), mouse 

(Mus musculus), rat (Rattus norvegicus) 그리고 dog (Canis fa-

miliaris)를 genomic 수 에서의 비교를 통해 진화  계를 

살펴보았다(Fig. 5, Table 1). 

NCBI에서 Human (ref|NC_000005.8|NC_000005:1275470- 

1302303 Homo sapiens chromosome 5), monkey (ef|NC_ 

007863.1|NC_007863:908887-936620 Macaca mulatta chromo-

some 6), mouse (ref|NC_000079.5|NC_000079:c73818470- 

Fig. 5. Genomic sequence alignment of SLC6A18 multiful 

species. Only monkey has highly conserved whole gene 

region, another species conserved just exon region. 

Some LTR were conserved in Dog, but minisatillite re-

gion did not have other species except Monkey.

Table 1. Genomic sequence alignment of SLC6A18 by NCBI 

blast

　 q. start q. end s. start s. end identity length

monkey
mouse

rat
dog

*monkey

*mouse
*rat

*dog

  1
957

941
394
  6

168
160
748

26717
23585

23585
22811
 1937

 1871
 1871
 1896

  165
  489

  464
16936
    6

  113
   64
 2266

27734
16801

16267
34146
 1937

 1819
 1778
 3417

90.83167
83.70714

85.87353
88.23818

94.83

80.79
80.64
80.82

24083
 1924

 1866
 2035
 1935

 1707
 1715
 1152

*mRNA sequence

73796200 Mus musculus chromosome 13), rat (ref|NC_ 

005100.2|NC_005100:30412234-30432059 Rattus norvegicus 

chromosome 1), dog (ref|NC_006616.2|NC_006616:c14352979- 

14314804 Canis familiaris chromosome 34)의 염기서열을 blast

를 이용하여 alignment하 을 때, human과 monkey에서는 

mRNA 부분뿐 아니라 유 자 체 역에서 90% 이상의 유

사도를 보 다(Table 1). 반면 mouse, rat, dog에서는 략 2 

kb의 역에서만 80%의 유사도를 나타내었다(Table 1). 한 

체 genome이 아닌 mRNA 수 의 비교에서도 monkey의 

경우 94%의 유사도를 보인 반면, mouse, rat, dog 에서는 약 

80%의 유사도를 보 다(Table 1): mRNA (Human :gi 

|32699071|ref|NM_182632.1| Homo sapiens solute carrier 

family 6, member 18 (SLC6A18), mRNA; Monkey: gi 

|109076653|ref|XM_001119131.1| PREDICTED: Macaca mu-

latta similar to solute carrier family 6; Mouse: gi 

|148747296|ref|NM_001040692.2| Mus musculus solute car-

rier family 6; Rat: gi|8394203|ref|NM_017163.1| Rattus nor-

vegicus solute carrier family 6; Dog: gi|74003122|ref|XM_ 

535804.2| PREDICTED: Canis familiaris similar to Sodium- 

and chloride-dependent transporter XTRP2). 

이를 vista를 통하여 genome sequence alignment 한 후 

UCSC genome browser와 merging하여 시각화하 다. 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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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NCBI Blast를 이용한 alignment와 마찬가지로 mRNA 부

분 이외의 역에서 monkey를 제외한 다른 종에서는 보존된 

부분이 거의 없었다(Fig. 5). 이러한 결과는 intron 역에서 

보존된 부분이 거의 없어 intron 역에 치한 minisatellites

의 분석이 장류의 비암호화 역에서 요한 진화 마커로 

사용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한 암호화 역이 아닌 비암호

화 역에서의 다형성이 질병과 련이 되었을 경우 특이  

마커로서 효용성을 가질 수 있고, 이에 따른 장류만의 독특

한 상으로서 연구 가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SLC6A18은 neurotransmitter로서 고 압과 연 성이 보고

되었고, 유 자 내에 총 8개의 minisatellites가 존재함이 밝

졌다. 본 연구에서 8개 minisatellites  가장 높은 hetero-

zygosity를 나타내는 SLC6A18-MS5 역에 하여 생물정보

학  방법으로 Transfac software를 이용하여 transcription 

factor binding site를 분석한 결과, Pax4와 HNF4의 binding 

site를 발견하 다. HNF4는 당뇨병 사에 여하는 것으로 

고 압과의 연 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본 연

구에서는 SLC6A18-MS5 역과 고 압과의 연 성을 조사하

기 하여, 조군 301명과 고 압 환자군 184명의 genomic 

DNA를 이용하여 립형질의 패턴을 조사하 다. SLC6A18- 

MS5의 립형질 분포와 고 압은 직 인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높은 heterozygosity를 나타내는 

SLC6A18-MS5에 친자확인  DNA typing 마커로서의 유용

성을 알아보기 해 20가족의 샘 을 이용하여, 감수분열 후 

자손에의 분리 형태를 조사한 결과 부모에게서 자손으로 정확

히 달되는 멘델의 법칙에 의해 분리됨을 확인하 다. 한 

SLC6A18 유 자 내의 minisatellites들의 진화  계를 조사

한 결과, 인간과 원숭이에서만 보존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intron 역의 minisatellites 분석이 장류의 비암호화 

역의 요한 진화 마커로 사용될 수 있음을 나타내어, 장

류 특이  진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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