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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ate immunity is the ability to differentiate infectious agents from self. The innate immune system
is comprised of a complicated network of recognition and effector molecules that act together to pro-
tect the host in the early stage of an infectious challenge. Mannose-binding lectin (MBL or man-
nose-binding protein, MBP) belongs to the family of Ca2+-dependent lectins (C-type lectin with a colla-
gen-like domain), which are considered an important component of innate immunity. While it is asso-
ciated with increased risk and severity of infections and autoimmunity, the most frequent im-
muno-deficiency syndrome was reported to be low MBL level in blood. Deficiency of human MBL
is caused by mutations in the coding region of the MBL gene. Rat homologue gene of human MBL
gene was used to study functions of wild type and mutant MBL proteins. Although extensive studies
have yielded the structural information of MBL, the functions of MBL, especially mutant MBL, still
require investigation. We previously reported the cloning of rat wild-type MBL gene and the pro-
duction of a truncated form of MBL protein and its antibody. Here, we present the cloning of mutant
MBL cDNA in collagen-like domain (R40C, G42D, and G45E) using site-directed mutagenesis and dif-
ferential behaviors of wild type and mutant MBL in cells. The major difference between wild type
and mutant MBL was that while wild type MBL was secreted, mutant MBL was inhibited for secre-
tion, retained in endoplasmic reticulum, and still functioned as a lec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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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혈액에 존재하는 mannose binding lectin (MBL)은 C-type

lectin의 super family에 속하는 collectin 단백질의 일종으로서

선천성 면역을 구성하는 중요한 분자에 속한다. MBL은 병원

성 세균, 바이러스, 원생생물, 균류 등에 존재하는 mannose를

함유하는 탄수화물의 pattern을 인식하여 self와 nonself를 구

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11, 14, 26]. MBL은 미생물 표면에

결합하여 항체와 C1 의존적인 보체 결합 반응을 유발하며, 식

세포의 세포 표면 receptor와 직접적으로 결합하여 보체 작용

없이 opsonophagocytosis를 촉진 할 수도 있다[13]. 이러한 기

능을 가진 MBL은 병원균 감염 후 초기 몇 시간 내지 몇 일의

일차면역 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획득 면역이 작용하기

전에 제일선의 방어를 제공하고, 특히 획득면역이 미성숙한

시기인 영아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2, 6, 8, 34].

MBL 분자의 monomer 구조는 짧은 N-말단 영역에 보존된

cysteine 잔기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trimer와 그 이상의

oligomer를 형성 할 때 이황화 결합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

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다음으로 Gly-X-Y의 세 아미

노산의 반복되는 콜라겐 유사부분과 C-말단에 탄수화물 인식

영역인 lectin domain (carbohydrate-recognition domain,

CRD) 이 존재한다. 3 개의 monomer polypeptide는 Gly-X-Y

반복 부위를 통해 콜라겐과 같은 triple-helical 구조를 형성한

다. 또한, C-말단의 148~155 아미노산은 짧은 목 부분을 이루

며, CRD는 독자적인 구형의 C-말단 구조를 형성한다[1, 32].

이 trimer 6 개가 다시 결합하여 hexamer를 이루며 hexamer는

튤립 다발과 같은 구조를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람 MBL 유전자는 MBL2라고 명명되며 10번 염색체에 존

재한다. 사람은 MBL2 유사 유전자인 MBL1도 존재 하지만

MBL1 유전자는 exon 3번과 4번에 nonsense 돌연변이인 stop

codon이 존재하고 있으며 intron 1번의 splicing 결여로 발현

되지 않는다[35]. MBL의 결핍은 소아에서 반복되는 상기도

감염, 중이염, 만성 설사를 유발하는 등 빈번한 미생물 감염을

초래하고 만성 염증성 질환에 대한 감수성이 높은 면역 결핍

상태를 유발한다고 보고되어 있다 [18, 21]. MBL의 결핍은

MBL2 유전자에 한 개의 점돌연변이가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

며, 이 점돌연변이는 각각 다른 3 개 아미노산이 치환된 3 종류

가 존재한다. 세 종류의 각각 점돌연변이는 정도의 차이는 있

으나 모두 세포 밖으로의 분비 이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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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imer sequences used for site-directed Mutagenesis

Genes Sequences

R40C
sense TAGCCTGCGGCAGAGACGGGTGTGATGCCAA

antisense CCCGTCTCTGCCGCAGGCTATCACAGA

G42D
sense GCGGCAGAGACGGGAGAGATGATCCCAGGGA

antisense ATCTCTCCCGTCTCTGCCGCAGGCTAT

G45E
sense ACGGGAGAGATGGGCCCAAAGAGGAGAGAGA

antisense TTTGGGCCCATCTCTCCCGTCTCTGCC

Mutation site

져 있다.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혈액 내 MBL의 농도가 낮아져

MBL 결핍이 발생한다.

MBL2 유전자는 4 개의 불연속적인 exon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쥐의 homologue 유전자인 MBL-A는 MBL2와 같이 4 개

의 불연속적인 exon 영역을 가지며 각각의 exon은 MBL2와

동일한 영역을 coding하고 있다. 쥐 MBL-A 유전자에서 생산

된 MBL 단백질 역시 혈액에 존재하며, 기능적으로도 동일하

게 세균과 결합한다[16]. 이러한 이유로 사람 MBL의 생화학적

특성 연구를 위해 쥐 MBL-A 유전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

며 본 실험에서도 쥐 MBL-A를 실험에 사용하였다. 알려져 있는

MBL의 돌연변이는 N-말단 쪽의 콜라겐 유사부분에 발견되는

Arg40Cys, Gly42Asp, Gly45Glu의 세 종류가 있다[21, 37].

선행 연구에서 Sprague Dawley rat의 간조직을 적출하여

추출한 RNA에서 정상 MBL-A의 cDNA를 제조하였다[22]. 본

연구에서는 정상 MBL-A을 이용하여 선천성 면역 결핍증과

관련된 MBL의 돌연변이 유전자를 제조 하였으며, 돌연변이

MBL 단백질의 세포 내 생산과 분비에 대해 조사하였다. 돌연

변이 MBL 단백질은 세포 내에서 정상 MBL 단백질과 거의

동일하게 세포 내에서 생산되었으며, 기존에 보고된 것과는

달리 lectin 기능에도 정상 MBL과 별다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정상 MBL 단백질은 세포 밖으로 분비가 되나

돌연변이 MBL 단백질은 분비가 억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세포 내 생산과 lectin 기능에는 차이는 없으나, 세포

밖 분비에 현격한 차이를 가진 돌연변이 MBL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분비 메카니즘 연구를 통한 선천성 면역결핍에 대한 연

구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재료 및 방법

Wild type MBL-A와 Triple Mutant MBL-A 유전자 Cloning

MBL-A cDNA는 Kwon [22] 등이 클로닝한 것을 사용하였

다. 간단히 서술하면 Sprague Dawley rat의 간조직으로부터

추출한 RNA에서 Superscript Ⅱ
TM

reverse transcriptase

(Invitrogen)를 사용하여 cDNA를 제조하였다. 제조된 cDNA

를 주형으로 하여 BamHI과 XhoI 제한효소 서열을 함유한 for-

ward primer와 reverse primer를 사용하여 PCR을 실시하고,

pGEM-T vector (Promega)에 삽입하여 pGEM rMBL을 제조

하였다. 이때 발현벡터에서 HA tagging을 위하여 reverse pri-

mer에 stop codon을 제거하였다.

Mutagenesis는 GeneTailor
TM

Site-Directed Mutagenesis

System (Invitrogen) Kit을 사용하였다. 사용자 매뉴얼에 따라

돌연변이에 필요한 primer를 제작하였으며(Table 1) 각 pri-

mer set를 사용하여 single point mutation을 유발시킨 후 순

차적으로 2차, 3차 single point mutation을 추가적으로 유발

시킴으로써 3개의 점돌연변이가 연속으로 존재하는 triple

mutant MBL-A cDNA를 구축하였다. 완성된 triple mutant

MBL-A cDNA는 BamHI와 XhoI로 절단하여 동일한 제한효소

로 절단한 DSL-HA vector에 삽입 하였다. 구축한 모든 cDNA

는 DNA 염기서열 분석 회사인 (주)솔젠트사에서 DNA 염기

분석으로 DSL-HA vector에 삽입과 HA-tagging 여부를 확인

하였다.

SDS-PAGE 및 Western blot 방법을 사용한 MBL 단백

질 분석

MBL의 단백질 발현 관찰을 위해 HeLa 세포는 100 mm

dish에 2.5×106 cells/dish 로 배양하였다. 배양 18 시간 후, wild

type MBL-A과 triple mutant MBL-A DNA을 Lipofectamin

2000 reagent (Invitrogen)을 사용하여 형질전환 하였으며, 형

질전환 48 시간 후, NP-40 lysing buffer (50 mM Tris-HCl,

pH 7.5, 150 mM NaCl, 0.5% DOC, and 0.5% NP-40)로 세포를

용해시키고, 4°C에서 12,000 rpm으로 10 분간 원심분리하여

고형성분을 제거한 cell lysate를 회수하였다. Cell lysate에 존

재하는 MBL 단백질 분석은 12% polyacrylamide gel을 사용

하여 SDS-PAGE와 western blot으로 하였다. SDS-PAGE 실시

후 Transfer electrophoresis unit (Amersham)을 이용하여 250

mA에서 3 시간 동안 nitrocellulose membrane으로 단백질을

전이 시키고, gelatin buffer (0.1% Gelatin, 15 mM Tris-HCl

pH 7.5, 1 mM EDTA, 0.1% Triton X-100, 130 mM NaCl)를

사용하여 40℃의 진탕수조에서 30 분간 blocking 하였다. MBL

단백질은 mouse anti-HA monoclonal antibody (Roche, 1:

500)를 18 시간 반응 시킨 후, 항체를 제거하고 Tris-saline

wash buffer (1 mM Tris-HCl pH 7.5, 0.9% NaCl) 및 Tris-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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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e-Triton X-100 wash buffer (1 mM Tris-HCl pH 7.5, 0.9%

NaCl, 0.05% Triton X-100)를 사용하여 각각 30 분간 nitro-

cellulose membrane을 씻어 주었다. 그 후 goat anti-mouse

IgG peroxidase (Sigma 1:1,000)를 사용하여 실온에서 1 시간

반응 시켰다. 반응 후, 동일한 wash buffer를 사용하여 30 분간

씻어 준 다음 ECL Plus chemiluminescence reagent

(Amersham Pharmacia Biotech)로 반응시키고 X-ray film에

감광하여 단백질을 확인하였다.

Immunoprecipitation (면역침강)은 1 μg anti-HA antibody

와 50 μl protein A agarose를 cell lysate에 첨가하고 4°C에서

2 시간 동안 회전시키면서 실시하였다. Protein A agarose

bead는 6,000 rpm에서 3 분간 원심분리하여 회수하고 NP-40

lysing buffer로 3 회 씻어 준 후 30 μl SDS-PAGE loading buf-

fer를 첨가하였다. 이후 SDS-PAGE를 실시하고,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western blot을 하였다.

Mannan-Agarose를 사용한 MBL의 Lectin 기능 검증과

세포 밖 분비 차이 분석

MBL의 lectin domain의 기능 검증과 wild type과 mutant

MBL 단백질의 세포 밖 분비 차이를 관찰하기 위해, HeLa 세

포를 100 mm dish에 2.5×106 cells/dish 로 배양하였다. 배양

18 시간 후, wild type MBL-A과 triple mutant MBL-A DNA를

Lipofectamin 2000 reagent (Invitrogen)을 사용하여 형질전환

하였으며, 형질전환 48 시간 후, NP-40 lysing buffer 처리로

얻은 cell lysate와 각각의 배지를 회수 하였다. 회수한 200 μl

cell lysate에는 1 ml loading buffer (50 mM Tris-HCl pH 7.5,

125 mM NaCl, 25 mM CaCl2)를 첨가하고, 회수한 1 ml 배지

에 1 M CaCl2를 25 μl 넣었다. Mannan-agarose (Sigma)는

loading buffer를 사용하여 3 번 씻어준 후, cell lysate와 배지

에 각각 50 μl씩 넣어 4℃에서 1 시간 동안 회전하면서 반응시

켰다. 반응 후, mannan-agarose bead를 회수하여 동일한

loading buffer로 3 번 씻어 준 다음, 12% polyacrylamide gel

을 사용하여 SDS-PAGE 를 실시하고, western blot을 실시하

여 mannan-agarose bead에 결합된 단백질을 확인하였다.

COS 세포 내 발현된 MBL 단백질의 Immunohistochemistry

MBL-A의 단백질 발현 관찰을 위해 35 mm dish에 24×24

mm coverslip을 넣은 후, COS 세포를 4×10
5

cells/dish로 배양

하였다. 배양 18 시간 후 wild type과 triple mutant MBL-A를

Lipofectamin 2000 reagent (Invitrogen)를 사용하여 형질전환

하였으며, 형질전환 48 시간 후, 세포를 4% formaldehyde로

20 분 동안 실온에서 고정시켰다. 고정이 끝난 후, PBS를 사용

하여 3 번 씻고 blocking buffer (0.1% Dry milk + 0.1% sodium

azide)로 1 시간 처리하였다. 1차 항체로 mouse anti-HA

(Roche, 1:200)를 사용하였으며, 실온에서 18 시간 반응시킨

다음 blocking buffer로 3 번 씻어 주었으며 2차 항체 goat an-

ti-mouse IgG FICT (Rockland 1:200)를 처리하여 실온에서 1

시간 반응 시켰다. 2차 항체를 제거하고 PBS를 사용하여 3

번 씻었다. Coverslip은 vectashield를 사용하여 mounting 하

였으며 Motic AE 31 형광 현미경 이미지 시스템을 통하여 형

광을 관찰하였다.

결 과

Site-directed Mutagenesis system을 사용한 mutant

MBL 제조

MBL 유전자에 존재하는 돌연변이로 인한 MBL 단백질의

비정상적인 기능 연구를 위하여 Kwon [22] 등이 클로닝한

MBL-A cDNA를 주형으로 사용하여 세 종류의 점돌연변이를

GeneTailor
TM

Site-Directed Mutagenesis System (Invitrogen)

Kit을 사용하여 도입하였다. 사람의 경우 MBL의 돌연변이는

Arg40Cys, Gly42Asp, Gly45Glu 세 곳의 위치에 각각 존재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 세 곳에 대응되는 쥐의 MBL-A

염기위치에 3 개의 point mutation 함께 존재하는 triple mu-

tant MBL-A을 제작하였다. Mutagenesis의 primers의 합성은

5’ primer (sense)는 돌연변이 염기가 치환된 서열이 포함되게

제작하고, 3’ primer (antisense)가 5’ primer와 일부 over-

lapping 되도록 디자인 하였다(Table 1). Triple mutation은 각

각의 점돌연변이를 순차적으로 도입하여 제작하였다. 즉, 먼

저 Arg40Cys로 치환된 점돌연변이 DNA를 제작한 후, 이를

주형으로 Gly42Asp 돌연변이를 추가로 도입하였으며, 다시

두 개의 돌연변이가 존재하는 DNA를 주형으로 하여

Gly45Glu의 돌연변이를 최종적으로 도입하였다. 각 단계별로

DNA sequencing을 실시하여 돌연변이 도입 여부를 확인하였

다. PCR product를 BamHI 과 XhoI를 사용하여 절단하였고

동일한 제한효소로 절단한 DSL-HA vector에 클로닝하였다.

클로닝한 지도와 돌연변이가 도입된 부분의 염기서열을 Fig.

1에 나타내었다.

세포에서 wild type과 triple mutant MBL 단백질 발현

확인

35 mm tissue culture plates에 HeLa cell이 4×105

cells/dish 되게 seeding하여 2 ml의 DMEM (10% fetal bo-

vine serum, 10,000 U of penicillin g/ml, streptomycin 100

㎍/ml) 배지를 첨가하여 18 시간 배양한 후, wild type

MBL-A과 triple mutant MBL-A를 형질전환 하였다. 형질전

환 된 세포에서 생산된 각 단백질을 western blot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형질 전환 2 일 후, 형질 전환된 HeLa cell의 cell

lysate를 NP-40 lysing buffer를 사용하여 회수하였고, 각 cell

lysate의 동일 양인 700 μl을 적용하여 anti-HA와 protein A

bead를 사용하여 면역 침강을 시행하였다. 면역침강 후

SDS-PAGE와 western blot을 하고 항체 anti-HA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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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BamHI

Fig. 1. Construct map of MBL-A and DNA　sequencing analysis of triple mutant MBL-A. A. Both wild type and triple mutant

MBL-A DNAs were cloned in DSL-HA vector between BamHI and XhoI sites and fused with HA tag. B. Electropherogram

of triple mutant MBL-A DNA. C: cysteine, D: aspartic acid, E: glutamic acid, G: glycine, R: arginine.

단백질의 발현을 확인하였다. 확인 결과 wild type MBL과

triple mutant MBL의 단백질 양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정

상과 돌연변이의 단백질 사이에 발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2). 다만, triple mutant MBL 단백질 band가

shift 되어 wild type 단백질 보다 size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arginine과 2 개의 glycine이 cysteine과 aspartic acid,

glutamic acid로 치환되어 분자량이 약간 증가된 것과 치환

된 이들 아미노산이 음이온을 가짐으로써 인산화된 단백질

들이 PAGE에서 mobility shift가 나타나는 것과 같이 shift가

일어난 현상으로 생각된다(Fig. 2).

A

B

Fig. 2. Synthesis of wild type and triple mutant MBL proteins.

Both wild type and triple mutant MBL-A DNAs were

expressed in HeLa cells. A. Western blot of cell lysate

was done to identify wild type and triple mutant MBL

proteins using anti-HA antibody. B. Wild type and triple

mutant MBL proteins were immunoprecipitated with an-

ti-HA antibody and analyzed by western blot. Lane 1:

control, lane 2: wild type MBL, lane 3: triple mutant

MBL.

Mannan-agarose를 사용한 Lectin의 기능 검증

Wild type MBL-A과 triple mutant MBL-A DNA를 HeLa

세포에 형질전환 하고 48 시간 후 cell lysate를 회수하여 man-

nan-agarose로 침강을 시행하였다. Mannan-agarose에 침강

된 단백질을 anti-HA로 western blot한 결과, 예상한 것과 같

이 wild type MBL이 검출되어 lectin domain이 정상 기능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triple mutant MBL이

mannan-agarose와 함께 침강된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돌연

변이 위치와 떨어진 C-말단 쪽의 lectin domain이 정상인 구조

를 형성하여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Fig. 3A.

Upper panel).

Wild type과 triple mutant MBL 단백질의 세포 밖 분비

차이

Wild type MBL과 triple mutant MBL 단백질의 세포 밖

분비의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하여 wild type과 triple mutant

MBL DNA를 HeLa 세포에 형질전환 하고 48 시간 배양한 후

회수한 각각의 배지를 mannan-agarose로 침강을 시행하여 세

포 밖으로 분비된 MBL 단백질을 검출하였다. Mannan-agar-

ose에 침강된 단백질을 anti-HA로 western blot한 결과, wild

type MBL은 band를 확인 할 수 있었지만, triple mutant MBL

은 확인 할 수 없었다(Fig. 3A. Bottom panel). 이것은 wild

type MBL이 secretory pathway를 거쳐 세포 밖으로 분비는

것과는 달리 triple mutant MBL은 세포 밖으로 분비가 되지

않음을 나타내며, triple mutant MBL의 lectin domain이 정상

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아 N-말단 쪽의 돌연변이가 세포

밖으로의 분비와 연관되어 있음을 뜻한다. 분비되지 못하는

triple mutant MBL의 세포 분포를 조사하기 위해 wild type

MBL-A과 triple mutant MBL-A DNA를 COS 세포에 형질전

환 하고 anti-HA 항체를 사용하여 immunohistochemistry를

하였다. Fig. 3B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wild type MBL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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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 Mannan-agarose precipitation of wild type and triple mu-

tant MBL. Cell lysate (A upper panel) and media (A bot-

tom panel) from wild type MBL and mutant MBL trans-

fected HeLa cells were precipitated with mannan-agar-

ose beads. Precipitates were separated by SDS-PAGE and

analyzed by western blot. Lane 1: control, lane 2: wild

type MBL, lane 3: triple mutant MBL. B. Immunostained

wild type and mutant MBL showed their localization in

endoplasmic reticulumn of COS cells.

세포 내 endoplasmic reticulumn에 존재하며, endoplasmic

reticulumn 구조도 정상적으로 망상구조(network)를 유지하

고 있는 것에 반해, triple mutant MBL은 endoplasmic retic-

ulumn에 존재하나 망상구조가 손상된 비정상적인 endoplas-

mic reticulumn 구조를 나타내었다. 즉, wild type MBL은 en-

doplasmic reticulumn에서 합성되어 정상적으로 분비됨으로

써 endoplasmic reticulumn network가 정상적인 것과는 달

리, triple mutant MBL은 비록 정상적으로 합성이 이루어지고

있고, lectin 기능도 정상적이나 어떤 이유로 인하여 endoplas-

mic reticulumn으로부터 더 이상 분비경로를 거치지 못하고

endoplasmic reticulumn 내에 머물고 있음으로써 endoplas-

mic reticulumn 망상구조가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여 진다.

고 찰

병원성 미생물의 세포 표면 pattern을 인식하여 제일선의

방어체계를 형성하는 선천성 면역은 획득면역이 성숙되지 않

은 영아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5, 26, 27], 어른의 경우

에도 감염 초기에 작용하여 숙주를 보호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한다[24, 30]. 혈청 내 MBL의 농도는 정상 백인의 경우

1680±250ng/ml 인데 비하여 면역결핍증 환자의 경우 19±8

ng/ml로 약 80배 이상이나 낮다[3, 19, 34]. MBL은 선천성 면

역을 담당하는 중요한 면역인자로서, 면역결핍증을 가지고 있

는 사람은 MBL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15, 29]. 예를 들어 류마티스 관절염(rheumatoid ar-

thritis),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systemic lupus eryth-

ematosus), 스조그렌 증후군(Sjogren's syndrome) 등의 자가

면역질환에 걸린 사람에게서 MBL의 유전적 변이에 의한

MBL의 혈청 내 농도의 감소가 보고 되어있다[18, 21]. 이 유전

적 결함은 MBL2 유전자의 콜라겐 유사 domain을 발현하는

exon1에서 일어난 3 개의 점돌연변이 때문인 것으로 유전학적

연구를 통하여 밝혀졌다[29, 36]. 이 돌연변이로 인해 MBL은

기능적인 multimeric protein으로 조립되지 못하여 carbohy-

drate recognition domain은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콜라겐 do-

main이 돌연변이인 비기능적인 MBL protein을 형성하게 된

다[17, 25]. MBL의 낮은 혈청 농도로 인한 면역결핍증은 유전

학적 연구는 많이 진행되었으나 분자 세포 생물학적 원인은

아직도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14, 31]. 쥐의

MBL 유전자는 사람의 MBL2 유전자와 상동성이 높아 사람

MBL의 연구 모델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6, 10, 34]. MBL2 내에

서 발견되는 세 개의 점 돌연변이를 쥐 MBL 단백질에 도입하

기 위해 MBL-A 유전자가 선행 연구로 구축 되었다. 본 연구에

서는 혈청 내 MBL의 농도가 낮은 이유가 mutant MBL이 소포

체 내에서 정상적인 folding과 assembly가 되지 않고 ER qual-

ity control에 의해 통제 되어 분비 되지 않는다는 가설을 알아

보기 위해 돌연변이 MBL을 제작하였으며, mutant MBL의 축

적이 유발하는 세포의 반응 과정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Wild

type MBL을 주형으로 하여 GeneTailor
TM

Site Directed

Mutagenesis System을 이용하여 사람의 MBL2 유전자에서 발

견되는 점돌연변이인 Arg40Cys, Gly42Asp, Gly45Glu를 쥐의

유전자에 대응되는 동일한 위치에 도입하여, 세 종류의 돌연

변이를 모두 가지고 있는 triple mutant MBL 제작하여, mu-

tant와 wild type MBL을 비교하였다. 세 종류의 돌연변이를

모두 가지고 있는 triple mutant MBL을 제작한 이유는 단일

돌연변이 보다 triple mutant MBL이 보다 현저한 현상을 나타

낼 것으로 기대하고 명확한 비정상적 생리 현상 증거를 우선

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구축한 wild type과 triple mu-

tant MBL DNA는 HeLa와 COS세포 내에서 정상적으로 작동

하여 각각의 단백질을 생산하였다. 동일한 vector로 구축하였

기 때문에 동일한 양의 단백질이 생산된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western blot과 면역침강(immunoprecipitation) 법의 두 가지

방법 모두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어 정상 및 돌연변이 단백질

의 발현은 돌연변이와는 무관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과

발현한 상태에서 얻은 결과이므로 향후 발현되는 단백질을

생리적 농도로 낮추어 정상과 돌연변이 단백질 간에 순환율을

측정함으로써 돌연변이가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3 개의 돌연변이 도입으로 SDS-PAGE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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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mobility shift가 관찰되었는데, 이런 mobility shift는 인

산화 전후의 단백질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으로 단백질에

음이온 수의 증가와 이로 말미암은 구조변형 등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생각된다.

Mannan-agarose를 사용한 MBL의 lectin 기능 검증 실험에

서는 wild type MBL 뿐만 아니라 triple mutant MBL 역시

mannan에 결합되어, N-말단에 돌연변이가 있음에도 불구하

고 lectin의 기능은 정상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같은 결과는

단일 점돌연변이 MBL 단백질 특성과 동일하였다. 따라서,

mannan binding에 관여하는 C-말단 쪽 CRD domain의 구조

형성은 N-말단 쪽에 있는 돌연변이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형질전환 된 세포 배양 배지를 회수하여

wild type MBL과 triple mutant MBL 단백질의 세포 밖 분비

의 차이점을 관찰한 결과, triple mutant MBL은 wild type

MBL과는 달리 세포 밖 분비가 전혀 되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Pulse-chase와 같은 실험을 통하여 보다 정확하게 조

사가 필요하지만, 단일 점돌연변이 MBL의 경우 분비가 미약

하게 되고 triple mutant MBL 분비는 더욱 제한 된다고 생각

된다. 이 실험의 결과로 보아 N-말단 쪽의 collagen 유사 do-

main은 lectin의 기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MBL의 분비

에 영향을 준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면역 결핍증

환자의 혈청 내 MBL의 농도가 낮은 이유는 돌연변이 된 mu-

tant MBL이 세포 밖으로 분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재확인 할

수 있었다. Mutant MBL 단백질의 세포 밖 분비 이상은 세포

내 분비경로 과정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immun-

ohistochemistry 방법으로 확인하였다. 분비경로가 시작되는

세포 내 소기관인 endoplasmic reticulum에서 Mutant MBL이

분비억제가 되고 축적되어 endoplasmic reticulum network가

심한 손상을 초래하였다. Mutant MBL에 의한 endoplasmic

reticulum network의 손상 결과는 처음으로 밝혀지는 것으로

앞으로의 추가적인 연구와 더불어 mutant MBL의 세포 내 축

적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세포 병리학 현상을 이해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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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돌연변이 Mannose-binding Lectin 합성과 세포 병리적 연구

장호정․정경태*

(동의대학교 임상병리학과)

선천성 면역은 감염성 매개체를 자기(self)로부터 변별할 수 있다. 선천성 면역은 감염 초기에 숙주인 자기를

보호하는 인식분자와 효과인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Mannose 결합 렉틴(Mannose-binding lectin, MBL)은 Ca
2+

의존형 렉틴에 속하며, 콜라겐 유사 domain을 함유하는 C-type 렉틴으로 선천성 면역의 중요한 분자이다. 혈액

내 낮은 MBL 농도는 면역결핍 증후군을 나타내며 감염에 대한 심각한 위험성을 초래한다. 사람의 MBL 결핍증

은 coding 영역의 돌연변이에 의해 나타나며, 이 돌연변이의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쥐의 상동성 유전자인 MBL-A

를 이용하고 있다. 돌연변이 MBL의 기능적, 세포 생리적 연구를 위해 선행연구에서 rat wild type MBL-A 유전자

를 클로닝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이 유전자에 콜라겐 유사 domain에서 발견된 세 가지 돌연변이, R40C, G42D,

G45E를 site-directed mutagenesis 방법으로 모두 도입하였다. 세 가지 돌연변이가 존재하는 MBL 단백질은 정상

MBL과 마찬가지로 세포 내에서 정상적으로 발현되었으며, 여전히 렉틴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세 가지 돌

연변이가 렉틴 기능을 나타내는 C-말단 쪽의 carbohydrate recognition domain에는 구조적으로, 또한 기능적으로

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이다. 그러나 이 돌연변이는 MBL 단백질이 세포 밖으로 분비되는 것을 방해하였

으며, 그 결과로 소포체 내에 잔류하여 소포체 망상구조(endoplasmic reticulumn network)에 커다란 손상을 주며

비정상적인 형체를 초래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돌연변이 MBL에 의해 나타난 세포 내 병리현상의 새로운 발견으

로 향후 MBL의 구조 형성과 분비 연구에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