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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 (chromatin conformation capture) is a technique to analyze chromatin organization in nuclei of eu-
karyotic cells. The procedure of 3C includes the formaldehyde treatment of cells to fix interactions be-
tween proteins and between proteins and DNA in chromatin, the digestion of fixed chromatin with
restriction enzyme, and the ligation of fragmented DNA. The efficiency of DNA ligation represents
proximity between DNA fragments in chromatin organization. Studies in the β-globin locus using 3C
showed that the locus control region is in close proximity to the transcriptionally-active globin genes,
indicating that chromatin organization has a role in transcriptional regulation of the genes. 3C has
been advanced by combining with ChIP and genome-wide sequencing. This review presents the prin-
ciple and procedure of the 3C technique, the chromatin organization of the β-globin locus explained
by 3C, and advanced techniques based on 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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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진핵세포의 DNA는 핵 내에서 히스톤(histone)을 포함한 단

백질과 결합하여 크로마틴(chromatin)의 형태로 존재한다. 핵

은 3차원적 입체 공간이고 크로마틴은 유연성을 가지고 있음

으로, 하나의 염색체에서 특정 DNA 부분들 사이의 공간적

거리는 염기서열 상의 2차원적 거리와 다를 수 있다. 즉 염기

서열 상에서 수십 또는 수백 Kb 떨어져 있는 두 DNA 부분이

핵 내에서는 아주 가까운 위치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서로 다른 염색체에 존재하는 특정 DNA부분들이 핵이라는

공간에서 가깝게 위치할 수 있다. 여러 생물 종에서 DNA 염기

서열이 밝혀지면서 많은 과학자들은 염색체 전체 또는 염색체

각 부분의 핵 내 공간적 위치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특정 DNA 부분들 사이의 상대적 거리를 측정하여

크로마틴의 조직적 구조/구성(organization)을 분석하며, 생

물학적 현상과의 연관성을 설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13,23].

그 대표적 예는 전사조절부위인 인핸서(enhancer)와 프로

모터(promoter)의 입체적 근접성이다[16]. DNA 염기서열 상

에서 인핸서는 종종 표적 유전자와 멀리 떨어져 존재한다. 이

때문에 인핸서가 표적 유전자의 전사를 활성화시키는 기작으

로 두 부분 사이의 고리 구조 형성을 통한 물리적 결합 및

상호작용이 제시되어 왔으나, 오랫동안 실험적 증명이 불가능

했다. 그러나 2002년 3C (chromatin conformation capture) 기

법이 개발되면서[4], 인핸서 같은 부분이 특정 DNA 부분과

물리적으로 가까이 위치함을 실험적으로 증명할 수 있게 되었

고, 그 결과 크로마틴 고리 구조가 제시되었다. 본 총설에서는

3C 기법의 실험적 원리와 과정을 살펴보고, 이 기법을 통해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β-글로빈 좌위(β-globin locus)를

모델로 3C 결과를 분석하여 크로마틴 입체 구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3C 기법을 바탕으로 한 응용 기법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3C 기법의 실험 원리

3C기법은 살아있는 세포를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로 고정시킨 후, 크로마틴 상태에서 두 DNA 부분들 사이의

물리적 근접성을 측정하는 것이다[3,10,15,29]. 세포를 1% 내외

의 포름알데히드 용액에 10분 정도 처리하면 핵 내의 DNA와

단백질, 그리고 단백질과 단백질 사이의 결합은 그대로 고정

되고, 일반적인 실험 조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된다[21]. 이때

고정된 복합체는 특정 DNA 한 부분과 단백질들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두 개 이상의 DNA 부분을 포함하고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고정된 복합체를 분석하면 세포 내에서 특정

DNA 부분이 어떤 단백질과 결합하고 있는지(항체를 이용한

분석 기법이 chromatin immunoprecipitation, ChIP임), 또 어

떤 DNA 부분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지 밝혀낼 수

있다.

3C 기법은 고정된 크로마틴의 DNA를 제한효소(restriction

enzyme)로 자르고 다시 연결함으로써 특정 DNA 부분 사이의

연결 빈도를 측정하여 이들 DNA 부분의 물리적 근접성 또는

결합 상태를 조사한다. 점착성 말단(stick end)을 생성하는 제

한효소로 고정된 크로마틴의 DNA를 자른 후 연결효소

(ligase)를 이용하여 다시 붙이면 한 복합체 내에 고정된 DNA

절편들은 높은 빈도로 연결될 것이다. 그러나 복합체 안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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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procedure of 3C technique. 3C technique consists of 4 main steps; cross-linking of chromatin, digestion of fixed chromatin

using restriction enzyme, ligation of digested DNA, and quantification of ligated DNA. Black or gray lines represent DNA

and small vertical bars represent restriction enzyme sites. Proteins interacting with DNA are indicated by small circles and

their binding sites are indicated by small rectangle and triangle on DNA. New DNA fragments can be produced by ligation

depending on chromatin organization.

정되지 않은 DNA는 절단된 후 흩어져버리기 때문에 복합체

에 포함된 DNA 부분과 염기서열 상에서 가깝게 위치하더라

도 다시 연결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즉 염기서열 상에서 멀리

떨어진 인핸서와 표적유전자의 프로모터가 크로마틴 상에서

물리적으로 가까이 위치할 경우, 제한효소에 의한 절단 후,

직접 연결될 가능성은 중간에 끼인 DNA 절편들보다 훨씬 높

다. 이렇듯 염기서열 상의 거리와 상관없이 공간적 개념에서

근접성을 반영하는 DNA 절편들의 결합 빈도는 고리 구조를

포함한 크로마틴의 입체적 조직적 구성을 보여줄 수 있다.

3C 기법은 절단 후 연결된 DNA들을 PCR 기법으로 확인하

며, real-time PCR을 통해 연결 빈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한다.

각 제한효소는 특정한 DNA 절편들을 생성하며, 각 절편의

안에 프라이머를 디자인하여 PCR을 수행하면 특정 두 DNA

절편이 연결되어 게놈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DNA가

만들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때 특정 제한효소에 의해 생

성되는 모든 점착성 말단은 염기쌍 형성이 가능한 동일한 구

조를 가지고 있음으로 각 DNA 절편의 모든 말단들은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각 DNA 절편들

의 기본적인 연결 빈도는 일반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유전자

또는 좌위가 포함된 플라스미드(plasmid) DNA를 고정하지

않고 제한효소로 자른 후 다시 연결하여 대조군(control)으로

사용함으로써 보정된다. 또한 각 실험상의 연결 효율 차이는

대조군 유전자에 PCR 프라이머를 디자인하여 연결 빈도를

측정함으로써 보정한다. 따라서 측정된 연결 빈도는 특정 두

DNA 사이의 공간적 거리를 반영하며, 입체적 근접성을 보여

준다.

3C 기법의 실험 과정

세포 고정과 핵 분리

크로마틴을 고정하기 위하여 세포를 1-2%의 포름알데히드

로 실온에서 10분 동안 처리하고, 글리신(glycine, 0.125 M)을

첨가하여 포름알데히드 작용을 중지시킨다(Fig. 1)[10,15,29].

포름알데히드 농도는 세포의 종류 및 단백질과 DNA사이의

결합 상태에 따라 제한효소의 절단 효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

문에 적정 농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고정된 세포는 용해 액

(lysis buffer) (10 mM Tris, pH8.0, 10 mM NaCl, 0.2% NP-40)

으로 처리한 후, 원심분리를 통해 핵을 분리해낸다.

제한효소 선택, 처리 그리고 절단 정도 확인

분리된 핵을 제한효소 완충액(buffer)으로 부유시킨 후,

0.1% SDS와 1% triton X-100을 넣고 각각 37oC에서 1시간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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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한다(Fig. 1)[10,15,29]. 반응이 끝난 후, undigested ge-

nomic DNA control (UnD)로 사용될 약간의 시료를 덜어내어

-20
o
C에 보관해둔다. 남은 시료에 400-800 U의 제한효소를 첨

가하고, 37
o
C에서 12-16 시간 동안 반응한다. 이때 사용된 제한

효소는 분석하고자 하는 DNA 부분들을 각각 다른 절편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는 정확한 입체 구조 설명을

위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작은 좌위(<10~20 kb)의 경우,

DpnII 또는 NlaIII 처럼 4 bp를 인식하고 자르는 제한효소

(four-cutters)를 주로 사용하고, 이보다 큰 좌위는 EcoRI, BglII,

HindIII와 같은 6 bp 제한효소(six-cutters)를 사용한다. 제한효

소 반응이 끝난 후, digested genomic DNA control (D)로 사용

될 약간의 시료를 덜어낸다. 제한효소 자리의 절단 정도를 측

정하기 위하여 덜어낸 UnD와 D control 시료에 proteinase

K를 처리하고, 페놀-클로로포름(phenol-chloroform)과 에탄

올(ethanol) 침전법을 이용하여 DNA를 추출한 후, real-time

PCR로 두 DNA를 비교 분석한다. 절단 정도는 분석하고자

하는 제한효소 자리의 양쪽에 위치한 프라이머 조합들

(Restriction site, R)과 제한효소 자리가 없는 부분의 프라이머

조합(Control, C)을 이용하여 qPCR에서 얻어진 Ct 값으로 계

산한다.

Cutting ratio (%)=100-100×2^(CtRUnD-CtRD)/2^(CtCUnD-CtCD)

절단 정도가 최소 80% 이상은 되어야 다음 실험 과정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 이하는 유효한 결과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결효소 처리 및 DNA 정제

제한효소 반응이 끝난 시료에 SDS (0.16%)를 넣고 65
o
C에

서 25분간 반응시켜 제한효소를 불활성화 시킨 후, 연결효소

완충액과 triton X-100 (0.1%)를 넣고 37
o
C에서 1시간 동안 반

응시킨다[10,15,29]. 반응이 끝나면 400 U의 연결효소를 넣고

16oC에서 4시간, 추가로 실온에서 30분간 반응함으로써 제한

효소에 의해 잘린 DNA 절편들을 연결시켜준다(Fig. 1). 연결

된 DNA는 proteinase K 처리 후, 페놀-클로로포름, 에탄올

침전법으로 추출한다. 추출된 DNA의 농도는 optical density

(OD260)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genomic DNA의 standard

curve를 이용하여 정량을 하고, 50~200 ng/μl의 농도로 희석

한다.

대조군 DNA 준비

제한효소에 의해 생성된 DNA 절편들의 무작위적 연결 및

연결 선호도 그리고 PCR 프라이머 조합의 증폭 효율을 보정

하기 위하여 대조군(control) DNA를 준비한다. 분석하고자 하

는 좌위가 들어있는 Bacterial 또는 Yeast Artificial

Chromosome (BAC or YAC) clone과 genomic DNA를 동량

으로 혼합한 후, 고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험군에 사용한 것

과 동일한 제한효소로 절단하고 연결효소로 연결한다

[10,15,29]. 대체 방법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제한효소 자리 주

위의 DNA를 PCR로 합성하여 추출한 뒤, 같은 수의 DNA

가닥을 혼합하여 대조군을 만들 수도 있다.

PCR을 이용한 연결 빈도(ligation frequency) 측정

DNA 절편들 사이의 연결 빈도는 각 절편의 끝부분에 고안

된 프라이머를 조합하여 PCR기법으로 측정한다(Fig. 1). 정량

적 분석을 위해 일반적으로 SYBR green 형광 기법을 이용한

real-time PCR 기법을 사용하며, 이때 프라이머를 제한효소에

의한 절단부위로부터 약 50 bp 근처에 고안하여 증폭된 DNA

(amplicons)의 길이가 약 100 bp가 되도록 한다.

한 좌위에서 여러 DNA 절편 사이의 연결 빈도를 측정하

기 위하여 고정 절편(constant or anchor fragment)을 선정한

후, 이 절편의 한 쪽 프라이머와 주변 절편들의 프라이머를

각각 조합하여 PCR을 수행한다. 그리고 대조군과 비교하여

실험군 시료의 연결 빈도를 결정한다. 또한 반복 실험

(independent experiment)에서 생길 수 있는 제한효소 절단

효율 및 연결 효율은 대조군 프라이머를 이용하여 보정한다.

대표적인 대조군 프라이머로 ERCC3 (excision repair

cross-complementing rodent repair deficiency, com-

plementation group 3) 유전자 내에서 고안된 것이 있으며,

이는 이 유전자가 모든 조직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발현되고

비슷한 크로마틴 입체 구조를 갖고 있을 것이라 생각되기 때

문이다[10,27]. 따라서 특정한 두 DNA 절편 사이(Two

Fragments, TF)의 상대적 연결 빈도는 실험군 DNA (Ligated

DNA, L)의 연결 빈도를 대조군 DNA (Control DNA, C)의

연결 빈도와 비교한 후, 그 값을 대조군 프라이머(ERCC3,

ER)의 연결 빈도로 보정하여 얻어진다.

Relative ligation frequency=2^(CtTFC-CtTFL)/2^(CtERC-CtERL)

측정된 연결 빈도의 표현

PCR를 통해 얻어진 두 DNA 절편 사이의 상대적 연결 빈도

는 많은 경우 Fig. 2와 같은 방법으로 표현된다. Fig. 2A는 β-글

로빈 좌위에서 3C 실험에 사용된 제한효소 자리와 PCR 프라

이머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Fig. 2B와 C는 결과를 표현한

그래프이다. 그래프에서 PCR에 실험에 사용된 고정 절편은

검정색 판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고정 절편과 각 절편 사이의

연결 빈도는 회색 판으로 표현된 각 절편에 그래프로 나타나

있다. Fig. 2B에 표현된 3C 결과를 보면, 적혈구 K562 세포에서

HS5를 포함하는 고정 절편은 다른 절편에 비해 Gγ-글로빈

유전자를 포함하는 절편과 높은 연결 빈도를 보이며, 이는 크

로마틴 환경에서 이 두 절편이 가깝게 위치하고 있음을 의미

한다. 그러나 두 절편 사이의 높은 연결 빈도는 비적혈구 세포

인 293T에서 측정되지 않으며, 이는 세포/조직 특이적인 연결

빈도, 즉 크로마틴 입체구조의 차이를 나타낸다. Fig. 2C는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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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resentation of 3C results in graph. (A) Restriction enzyme sites and PCR primers in the human β-globin locus are represented

by vertical bars and horizontal arrows, respectively. (B, C) In graphs, the black rectangle represents an anchor fragment

for PCR analysis and the gray rectangles represent DNA fragments that are ligated with the anchor fragment. The graphs

represent 3C results obtained in erythroid K562 cells and non-erythroid 293T cells and 3C results obtained in uninduced

MEL cells and induced MEL cells, respectively. Adapted from [14,15].

혈구 세포 MEL에서 전사 활성 유도에 따른 β-글로빈 좌위의

크로마틴 구조 변화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HS3와 β- 및 δ-글

로빈 유전자를 포함하는 절편 사이의 연결빈도는 활성 유도

후에 증가하며, 이는 활성 유도에 의해 크로마틴 고리 구조가

새롭게 형성됨을 의미한다.

3C 기법의 적용; β-글로빈 좌위의

크로마틴 고리 형성

β-글로빈 좌위는 인핸서 역할을 하는 LCR (locus control

region)과 여러 개의 글로빈 유전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글

로빈 유전자들은 적혈구 조직에서만 전사되며, 발생 단계에

따라 특정 유전자들만 전사된다. 이러한 전사 패턴은 LCR

을 필요로 하지만, LCR은 게놈 상에서 글로빈 유전자들로

부터 멀리 떨어져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전사 활성 기작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어왔다. 2002년 3C 기법으로 생쥐의

적혈구 세포(태아 간세포)에서 수행된 연구는 전사가 활발

히 일어나는 글로빈 유전자가 LCR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음

을 보여주었다[29]. LCR의 HSs (hypersensitive sites)와 각

글로빈 유전자, 그리고 3’HS1 (좌위 3’ 말단의 HS)을 각각

다른 조각의 DNA로 나눌 수 있는 BglII나 HindIII와 같은

제한 효소를 이용한 3C 분석은 유전자와 LCR 부분은 물론

좌위 전체의 입체적 구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LCR과 유전

자 사이의 높은 근접성은 유전자 전사와 연관되어 나타나

며, 따라서 비적혈구 세포의 글로빈 유전자는 LCR과 가까

이 위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β-글로빈 좌위에서

LCR과 전사가 활발한 유전자 사이에 크로마틴 고리 구조가

형성됨을 보여주며(Fig. 3), 전사 조절 기작으로서 크로마틴

고리 구조의 역할을 제시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의 연장 선상에서 β-글로빈 좌위의 크로마

틴 고리 구조는 발생단계에 따라 변화된다. 생쥐의 경우 발생

초기 배아 시기에는 앞쪽에 있는 2개의 글로빈 유전자들이

전사되고, 뒤쪽에 있는 2개의 유전자는 태아 및 성체시기에

전사된다. 사람 역시 3개로 나뉘는 발생 단계에서 서로 다른

글로빈 유전자가 전사된다. 발생 단계가 다른 적혈구 세포를

이용하여 3C 실험을 수행하면 LCR은 발생 단계 특이적으로

전사되는 유전자와 가까이 위치하고 있다(Fig. 3)[7,14,15,

24,29]. 이는 β-글로빈 좌위의 크로마틴 고리 구조가 발생 단계

에 따른 유전자 전사 조절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β-글로빈 좌위에 대한 3C 분석은 LCR과 유전자 사이의 고

리 구조 이외에 또 하나의 고리 구조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글로빈 전사가 활성화되지 않은 적혈구 전구 세포를 분석하면

β-글로빈 좌위의 양쪽 가장자리에 존재하는 HS가 가까이 위

치한다[24,27]. 이는 인슐레이터(insulator) 역할을 하는 LCR

HS5와 3’HS1으로서, 좌위 전체를 하나의 커다란 고리 안에

놓이게 하여 주변으로부터의 영향을 차단한다. 이후 글로빈

유전자의 전사가 활성화되면 LCR의 나머지 HSs와 유전자가

추가적으로 HS5와 3’HS1에 가깝게 놓이며 2개 이상의 고리를

갖고 있는 입체 구조가 형성된다.

β-글로빈 좌위 이외에도 여러 유전자 좌위에서 전사 조절과

연관된 크로마틴 입체 구성이 연구, 보고되고 있다. 발생 단계

에 따라 조절되는 생쥐 c-Kit 좌위의 전사는 upstream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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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romatin organization of the human β-globin locus. LCR is in close proximity with the transcriptionally active globin

genes in the locus. (A) When the fetal γ-globin genes are transcribed in erythroid K562 cells, the
Gγ-globin gene is closely

positioned with LCR, HS5 and 3’HS1. (B) The adult δ- and β-globin genes are in close with LCR in hybrid MEL cells

containing a human chromosome 11 where these genes are highly transcribed. Adapted from [14,15].

Fig. 4. 3C-derived techniques. Steps of 3C and 5 techniques derived from 3C are presented. Chromatin is cross-linked in all methods

and then is fragmented by restriction enzyme or sonication. Fragmented chromatin is ligated after immunoprecipitation

against specific antibodies or is directly ligated. Ligated DNA is analyzed by PCR, microarray or genome wide sequencing.

한 인핸서와 프로모터 사이의 물리적 근접/결합에 의해 활성

화되며, 이후 프로모터가 인핸서 대신 downstream의 한 부분

과 가까이 위치하게 되면서 전사가 억제된다. 즉 크로마틴 고

리 구성이 바뀌면서 활성 상태의 전사가 불활성 상태로 변하

게 된다[12]. Imprinting이 일어나는 Igf2/H19 좌위의 경우,

인슐레이터로 작용하는 ICR (imprinting control region)의 활

성화에 따라 인핸서, 인슐레이터, 그리고 표적 유전자 사이의

크로마틴 고리 형성이 달라짐으로써, 부계 염색체에서는 Igf2

가 모계 염색체에서는 H19이 각각 전사된다[17,20]. 이 밖에도

Th2 cytokine gene locus [26], GATA-4 locus [28], MHC-II

locus [19], TNF locus [30], CFTR locus [9,22] 등 수많은 좌위

에서 특별한 크로마틴 입체 구성이 일어나며, 이들은 유전자

전사를 조절한다.

3C 기법의 응용

지난 10년 동안 3C 기법은 microarray, genome-wide deep

sequencing, ChIP 기법 등과 결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진화

되었다(Fig. 4)[1,6]. 분석하고자 하는 DNA 절편에 프라이머를

고안하여 PCR로 3C 시료를 분석하는 원래의 기법은 사용한

프라이머에 해당하는 결과만을 제공하지만, microarray나 ge-

nome-wide sequencing을 이용하면 3C 시료에서 형성된

DNA 절편들 사이의 연결을 광범위하게 분석할 수 있다. 4C

(chromosome conformation capture-on-chip, circular chro-

mosome conformation capture)는 또 한번의 제한효소(4 bp

cutter) 처리와 연결 과정, 그리고 PCR을 통해 특정한 DNA

절편과 연결된 모든 절편들을 증폭시키고 그 절편들을 mic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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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ray로 분석하는 기법으로[25,31], 관심 있는 한 부분의 DNA

와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모든 DNA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한다. 최근에는 microarray 대신 genome-wide sequencing을

이용함으로써(4C-seq) 4C 시료들을 좀 더 완벽하게 분석할 수

있다. 5C (chromosome conformation capture carbon copy)는

ligation-mediated amplification을 이용하여 시료를 제작하는

기법으로[5] microarray 분석을 통해 여러 절편들 사이의 연결

상태를 보여준다. Genome-wide sequencing 기법을 활용한

Hi-C 기법은 3C 과정 중 제한효소 절단 부위에 biotin을 삽입

하고 연결한 후 이 부분들은 분리하여 sequencing으로 분석함

으로써[18], 모든 DNA 절편 사이의 연결을 보여준다.

3C 과정 중에 항체를 이용하면 크로마틴 입체 구조 형성에

서 특정 단백질의 관여 및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Fig. 4).

ChIP-loop (3C-loop, 3C-ChIP)은 특정 항체에 대해 침전된 크

로마틴을 대상으로 3C를 수행하고, 그 시료를 PCR로 분석하

는 기법으로[11], 특정 단백질과 관련된 DNA 절편 사이의 연

결을 보여준다. ChIP-loop의 genome-wide 분석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ChIA-PET (chromatin interaction analysis with

paired-end tags)은 ChIP-loop의 원리를 기본으로 DNA 절편

들의 연결부위에 biotin linker를 삽입하고 얻어진 시료를 se-

quencing함으로서 분석 범위를 게놈 전체로 확장한 것이다

[8]. Sequencing과 자료 분석 기술의 개발에 따라 3C가 Hi-C로

발전한 것처럼 ChIP-loop도 ChIA-PET으로 발전하며, 그 분석

범위가 전체 게놈으로 확장된 것이다.

3C 기법의 미래

3C 기법은 단순한 원리와 실험 과정을 이용하여 입체 공간

에서 크로마틴의 배열 상태를 보여준다. 이 기법을 통해 여러

유전자 좌위의 입체적 크로마틴 구조가 설명되었고, 이 구조

들은 유전자 전사 조절에 관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β-

글로빈 좌위들을 포함한 복합 좌위의 전사 조절을 위해 크로

마틴 입체 구조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크로마틴 입체구조가 형성되는 기작, 히스톤

변형 및 뉴클레오좀 리모델링과 크로마틴 입체 구조 사이의

관계 등이 밝혀져야 할 것이며, 핵 내 공간적 위치와 크로마틴

입체 구조 형성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또한 다양한 조직 및 세포, 그리고 각 발생 단계에서

유전체 전체의 크로마틴 입체 구조를 분석한다면 각 세포 별

로 전사 네트워크에 대한 기초 정보를 제공할 것이며, 이는

전사 조절 실패에 기인한 질병 치료 및 세포 분화 기술 개발

등의 다양한 분야에 새로운 미래를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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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3C (chromatin conformation capture); 크로마틴 입체 구조 연구를 위한 기법

김예운․김애리*

(부산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분자생물학과)

3C 는 진핵세포의 핵에서 크로마틴의 입체 구조/구성을 알아보는 연구 기법이다. 이 기법은 살아있는 세포를

포름알데히드로 처리하여 단백질들 사이의 결합 및 단백질과 DNA 사이의 결합을 고정시킨 후, 제한효소로

DNA를 절단하고, 그 절편들의 연결 빈도를 측정함으로써 DNA 절편 사이의 물리적 근접성을 보여준다. 이 기법

을 이용하여 복합 유전자 좌위인 β-글로빈 좌위에서 locus control region이 전사가 활발한 유전자와 가까이 위치

하고 있음이 밝혀졌으며, 이러한 결과는 크로마틴 입체 구조가 유전자 전사 조절에 관여함을 나타낸다. 또한 3C

기법은 ChIP 및 genome-wide sequencing과 결합되어 다양한 기술로 진화되었다. 본 총설은 3C의 원리 및 과정

을 짚어보고, 3C 기법으로 밝혀진 β-글로빈 좌위의 크로마틴 입체 구조를 설명하고자 하며, 나아가 3C를 기본으

로 한 다양한 응용 연구 기법도 살펴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