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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연구목적：
T 세포의 면역 기능 조절에 관여하는 CTLA-4의 유전자 다형성을 분석하여 주요 우울장애와의 면역·
유전학적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DSM-IV진단 기준에 따라 주요 우울장애로 진단된 환자 77명을 선정하였으며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조
혈모세포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149명의 정상 한국인 자료를 대조군으로 사용하였다. 전혈에서 DNA를 추
출하였으며 중합효소반응으로 CTLA-4유전자 exon 1 부위를 증폭한 후 SSCP방법으로 유전자형을 형별
분석하였다.

결 과：
대조군과 주요 우울장애 환자군 사이의 CTLA-4 유전자형과 대립유전자의 발현 빈도를 비교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결 론：
본 연구 결과 exon 1 CTLA-4 유전자형 및 대립유전자의 발현빈도는 주요 우울장애 환자군과 정상 대
조군 사이에 차이가 없어, exon 1 영역은 후보 유전자로서의 가능성이 없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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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따라 대상군을 임상적으로 동질성을 지닌 집단으로 세분하여 조사대상 유전자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중심 단어：CTLA-4 유전자 다형성·주요 우울장애.

요 우울장애에서 현재까지 제안된 면역활성화를 지지하

서

론

는 소견이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주요 우울장애 환

주요 우울장애는 미국인의 경우 평생 유병률이 4.9～

자에서 Single Strand Conformation Polymorphism

17.1%에 이를 정도로 흔한 정신 질환이지만 그 원인은

(SSCP)을 이용하여 면역세포의 기능 및 세포 소멸을 조

1)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현재까지 주요 우울

절하는 CTLA-4유전자 다형성 분석을 통하여 주요 우

장애의 병태 생리로 신생물, 감염, 염증, 세포자살과 같

울장애와의 관련성을 조사하고자 시도되었다.

2)

은 면역학적 변화가 제안되었으며 특히, 면역학적 변화

대상 및 방법

와 관련된 연구들이 지속되고 있다.3)
주요 우울장애에서 면역반응의 이상이 동반된다는 증
거들로 백혈구 증가증,4) T세포 활성화,5) T helper/su-

1. 연구 대상

ppressor cell ratio의 변화,6) 둔화된 자연살생세포 활동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과에 입원하였던 환

성,7) 혈청 내 감소된 dipeptidyl peptidase 활성도8) 등

자들 중 DSM-Ⅳ 진단기준20)에 의거하여 내분비장애

이 있다. 또한, 주요 우울장애의 발병에는 유전적 요인

및 기타 신경학적 질환이나 다른 합병된 정신질환이 없

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란성 쌍생아의 일치

는 주요 우울장애 환자 77명을 선정하였으며 모든 대상

율이 100%가 되지 않는다는 유전역학 연구 결과가 많

환자들은 본 연구의 목적과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은 것은 주요 우울장애의 발병 원인이 이질적임을 암시

서면 동의를 하였다. 정상 대조군으로 가톨릭 조혈모세포

한다.9)10)

정보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상 한국인 149명의 자료

최근에는 분자 유전학적 기술의 발전으로 주요 우울장
애 환자에서 직접적으로 후보 유전자를 평가하는 것이
가능해져 주요 우울장애의 발병 원인으로 알려진 주요

를 이용하였다.

2. CTLA-4 유전자 형별분석

신경전달물질에 대하여 많은 연관분석 및 연합연구가 행

1) DNA 추출

하여졌으나 일치하는 결과가 없었으며 상대적으로 면역

대상환자의 전주정맥에서 헤파린 처리된 진공시험관

11-14)

계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미약하였다.

(Becton Dickinson Vacutainer System, USA)을 사

세포독성 T임파구성 항원-4(Cytotoxic T lymph-

용하여 10ml의 말초정맥혈을 채취하였다. 임파구는 Fi-

ocyte Antigen：CTLA-4)는 말초 T세포의 내성을

coll-Paque(Pharmacia, Sweden) 비등차용액에서 분

만들고 유지하는데 관여하며 이는 T세포의 활성화와 반

리하여 1×106개/ml 밀도가 되도록 완충용액에 현탁하

응성을 조절하여 세포 소멸(apoptosis)에 관여하는 것으

였다. 임파구 현탁액 중 0.5ml를 취하여 원심분리 후 상

로 알려져 있다. CTLA-4유전자는 염색체 2q33에 위

층액을 버리고 pellet을 얻었다. 이 pellet에 말초혈액

치하며 일부 자가 면역학적 질환의 면역기능과 감수성에

백혈구 분해용액(Proteinases K 0.07mg/ml, Nonidet

영향을 주는 유전자 다형성을 지니는 것으로 보고되었

P 40 4.5μl/ml, Tween-20 4.5μl/ml를 포함한 pH

15-18)

다.

한편, 세포 소멸은 바이러스 감염, 약물 투여

8.0 100mM Tris-HCl, 500mM KCl, 17mM MgCl2

혹은 병리적인 조건 등의 외부 인자에 의하여 증강되어

완충용액)을 0.5ml 첨가 후 50℃에서 60분 처리하여

표현 될 수 있는 정상적인 생리적 반응으로 주요 우울장

DNA를 추출하였다. 그리고 95℃에서 10분간 가열하여

19)

애 환자에서 증가되어 있다는 보고 가 있는데, 이는 주

단백질 분해효소(Proteinase K)를 불활성화시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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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중합효소 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PCR)의 주형(template) DNA로 사용하였다.

2) Polymerase chain reaction(PCR)
CTLA4 유전자의 exon1 부위를 증폭하기 위해 먼저
100ng DNA 시료, 0.5U Taq DNA polymerase(5U/
l；Boehringer Mannheim, Germany), dNTP(dATP,
dGTP, dTTP 각각 200M와 dCTP 100μM), 5Ci〔β32

P〕dCTP, 1pM primer쌍(5’-GCT CTA CTT

CCT GAA GAC CT-3’
, 5’
-AGT CTC ACT CAC
CTT TGC AG-3’
), 10× PCR buffer(500mM KCl,

Fig. 1. The SSCP finding of the CTLA-4(A/G) dimorphism：
Lanes 1 and 7：CTLA-4＊G/G, Lanes 2, 3, 5, 6, 8,
and 9：CTLA-4＊G/A, Lane 4：CTLA-4＊A/A.

100 mM Tris-HCl pH 8.3, 15mM MgCl2)와 적정량
의 D/ W를 첨가하여 총 20l로 만들었다. 이 혼합액을
Thermal Cycler(GeneAmp PCR System 9600, Perkin Elmer, USA)로 94℃에서 5분간 soaking한 후,
94℃에서 45초간 변성반응(denaturation), 62℃에서

Table 1. Allele and genotype frequencies at polymorphic loci within the human exon 1 region of
CTLA-4 gene in Korean patients with major
depressive disorder and Korean control subjects*
Control
Patients with major
depressive disorder subjects
(N=149, %)
(N=77, %)

45초 결합반응(annealing), 72℃에서 45초 연장반응
(elongation) 시키는 과정을 35회 반복한 후, 72℃에
서 10분간 최종 연장반응(elongation)시켜 유전자를 증

Genotype

폭하였다.

3) Single strand conformation polymorphism(SSCP)
PCR에 의하여 얻어진 생성물을 단쇄(single strand)

Allele

A/A

8( 10.3)

A/G

32( 41.6)

59(39.6)

G/G

37( 48.1)

69(46.3)

48(301.2)

101(33.9)

106( 68.8)

197(66.1)

A

G
*：χ2 test, p>0.05

21(14.1)

DNA로 만들기 위하여 95℃에서 5분간 변성시켜 4℃
로 급냉시킨 후 stop buffer(95% formamide；10mM

결

NaOH；0.25% bromophenol blue and 0.25% xylene cyanol)로 고정시켰으며, 상온에서 4 milliamperes, 14시간동안 MDE TM gel(BioWhittaker Molecular Applications, Rockland, USA)로 전기영동하였
다. 전기영동 후 autoradiography를 시행하기 위하여
gel을 고정 건조하고, -70℃에서 18시간 동안 inten-

주요 우울장애 환자와 대조군 사이의 CTLA-4＊G/G,
CTLA-4＊G/A, CTLA-4＊A/A의 유전자형과 CTLA-4＊G, CTLA-4＊A의 대립유전자 빈도는 모두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1).

sifying screen에서 X-ray film에 노출시킨 후 나타난

고

DNA 띠를 관찰하였다(그림 1).

3. 통계 분석

과

찰

T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CTLA-4는 항원표현세포

모든 자료의 통계 분석을 위해 SAS/PC version 6.0

(antigen presenting cell)와 결합함으로써 T 세포의 세

을 이용하였다. 주요 우울장애 환자군과 대조군 사이의

포사멸을 유도하여 T 세포의 수와 기능을 매개하고 조절

대립 유전자와 유전자형의 빈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1) CTLA-4 유전자는 exon

χ2 검증을 사용하였고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 미만으

4의 +642위치에 있는 미세위성다형성(microsatellite)

로 하였다.

(AT)n 표지자,22) exon 1의 +49위치에 A/G 동종이형23)
과 촉진자 부위 -318위치에 C/T 동종이형16) 등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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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다형성이 알려져 있으며 최근 CTLA-4 유전자 다

신 질환에서 용이하지 않았다는 보고는 이런 어려움을

형성과 면역학적 질환 사이의 관련에 대한 이해가 증가

반영한다고 생각된다.31) 이외에도 본 연구는 환자군과

하고 있다.

건강 대조군을 대상으로 한 환자-대조군 모형이었으므

전술한 바와 같이 주요 우울장애에서 T세포 기능 변

로 향후에는 가족내 연합연구(family-based associ-

화가 있다는 많은 증거들이 있으며 이러한 변화들은 다

ation study)32) 혹은 정량특성좌위연합 연구(quantit-

24)25)

발성 경화증,

26)

류마티스성 관절염,

전신성 홍반성

낭창27)과 같은 우울 증상이 동반되는 것으로 알려진 다

ative trait locus-association)33) 등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른 면역질환에서도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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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morphism of CTLA-4 Gene in Major Depressive Dis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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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major depressive disorder and CTLA-4 which is related to the immunologic function such as T cell regulation.
Methods：Among the Korean patients diagnosed as major depressive disorder according to DSMIV, 77 patients without neurological illness, hormonal disorder, or comorbid mental illness were selected. The stored data of 149 normal Koreans from the Catholic Hemopoietic Stem Cell Bank of Korea,
were used as a normal control group. The data of Korean control group were compared with those of
the studies of different ethnics. DNA was extracted from whole blood and the exon 1 region of CTLA-4
gene was amplified by polymerase chain reaction. Gene typing was performed by using SSCP and
then, the results were assessed.
Results：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genotype frequencies of CTLA-4＊G/G, CTLA4＊G/A, and CTLA-4＊A/A between the patients with major depressive disorder and the control group in Korean population(48.1% vs 46.3%, 41.6% vs 39.6%, 10.3% vs 14.1%, respectively).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allelic frequencies of CTLA-4＊G and CTLA-4＊A between the
patients with major depressive disorder and the control group in Korean population(68.8% vs 66.1%,
31.2% vs 33.9%, respectively).
Conclusion：Considering negative result for the association of the exon 1 polymorphism of CTLA-4
gene with major depressive disorder in this study, the exon 1 polymorphism does not appear to be possible candidate gene for major depressive disorder. Moreover, further systematic researches including
diverse clinical variables would be required.
KEY WORDS：CTLA-4·Polymorphism·Major depressive dis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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