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과학자 기초 체력 다지기 <제2회> PCR
이제욱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실례: 유전자 서열 정보로부터 PCR Primer 디자인 하기>
인간의 TGFbeta1 유전자 전체를 증폭하기 위한 PCR primer를 디자인하는 방법을 알아 보자.

[유전정보로부터 PCR primer 디자인 흐름도]

먼저, 인간의 TGFbeta 유전자 정보를 NCBI로부터 찾는다. 미국 국립보건원 (NIH)의 NCBI
(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 (https://www.ncbi.nlm.nih.gov/)에 접속한 후
DB를 “Gene”으로 선택하고, “human TGFbeta”를 입력하고 “Search”를 클릭한다.

다음 검색 결과 중 “첫번째 유전자명 (TGFB1)”을 클릭한다.

검색된 결과를 scroll down하다가 우측에 gene=”TGFB1”가 있는 좌측의 “CDS”를 클릭한다.

CDS를 클릭하여 나온 결과를 계속 scroll down하여 NCBI Reference Sequences (RefSeq), mRNA
and Proteins(s) 아래의 “NM_000660.7”를 클릭한다. 참고로 NM은 mRNA, 즉 cDNA에 대한 정보
이고, NP는 protein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다.

검색된 결과를 scroll down하다가 우측에 gene=”TGFB1”가 있는 좌측의 “CDS”를 클릭한다.

그럼 다음과 같이 “highlight”된 DNA 서열이 나온다. “Highlight된 부분은 human TGFb1 full
length cDNA 서열”을 나타낸다. Highlight된 서열의 처음에서 커서를 놓고 클릭한 채로 마지막
서열까지 선택한 후 “Ctrl+C” 혹은 “우클릭하여 copy를 선택”하여 서열을 복사한 후, MS Word 또
는 한글에서 “Ctrl+V”로 서열을 붙인다.

유전자 이름을 다음과 같은 형태 (>hTGFb1)로 붙인다. 참고로, (>) 기호 다음에 유전자 이름을 붙
이는 것은 유전자 서열과 파일명을 구분하는 약속이며, 이러한 형식을 “FASTA format”이라 한다.

>hTGFb1

여기까지가 증폭하고자 하는 유전자 서열을 찾는 방법이다. 첫번째 3 bases인 “atg”가 “Start
codon”이고, 마지막 3 bases인 “tga”가 “Stop codon”이다.

그럼 앞서 찾은 유전자 서열을 이용하여 “PCR primer”를 디자인해 보자.
유전자 서열 중 숫자는 무시되므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래도 신경 쓰인다면, NCBI
ORFfinder (https://www.ncbi.nlm.nih.gov/orffinder/)에서 제거할 수 있다. ORFfinder 주소를 클릭하
면 “Enter Query Sequence”라는 박스가 나온다. 그 박스에 “human TGFb1 서열을 이름부터 선
택하여 copy한 후 붙여 넣고” 그 아래 “Submit”을 클릭한다.

검색 결과 중 가장 긴 ORF1을 선택하고, ORF1,4,6이 있는 박스 위의 Protein FASTA의 메뉴를
“CDS FASTA”로 바꾸고, Download marked set을 클릭하면 “해당 유전자 서열을 저장할까요” 라
는 화면이 뜬다. 그럼 원하는 곳에 “서열을 저장”한다.

그럼 다음과 같이 서열이 저장된다. 유전자 이름을 “>hTGFb1”으로 변경한다.

그럼 유전자 서열을 사용하여 “PCR prime”를 디자인해 보자.
Primer 디자인은 각자 취향에 따라 상업용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무료 웹사이트 혹은 primer
합성 회사의 웹사이트에 제공하는 디자인 tool 을 사용하면 된다. 가장 널리 사용하는 무료
웹사이트는

Primer3

(https://bioinfo.ut.ee/primer3/)이다.

그

외

PrimerQuest

(https://sg.idtdna.com/Primerquest/Home/Index)도 사용하기 편리하지만, 회원 등록 후 사용이
가능하다.
여기서는 “PrimerQuest Tool”을 사용하여 Sequence Entry 에 앞서 찾아 둔 서열만 복사하여 붙여
넣는다.

위의 페이지를 scroll down 하면 맨 아래에 primer 시작과 종료 서열을 지정할 수 있다. 전체
서열이 “1173 bp (Stop codon 포함)”이므로 Forward primer 의 시작 서열을 “1”, Reverse primer 의
시작 서열을 “1173”으로 입력하고 “GET ASSAYS”를 클릭한다.

그럼 다음과 같이 default 로 5 개의 primer sets 을 보여 준다.

첫번째 primer 의 “view assay details”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정보를 보여 준다.

그 다음으로, “qPCR primer”를 디자인해 보자.
동일한 tool 을 사용하여 Custom Design Parameters 를 “qPCR”로 선택하고, “Get Assays”를
클릭하면, qPCR primer 와 probe 를 찾아준다. 두 번째가 “TaqMan 방식”이고, 세 번째가 “일반적인
Dye qPCR 방식”이다.

해당 primer 의 “view assay details”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정보를 보여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