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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This study aimed to test the possible association between Glutathione S-Transferase M1 gene (GSTM1) variants
and schizophrenia.
Methods：One hundred and eleven inpatients with schizophrenia and 130 healthy controls were recruited. Genotyping was
performed by polymerase chain reaction-based method.
Results：The GSTM1 null genotype was significantly more frequent in patients with schizophrenia than in controls (p=0.014,
odd ratio=1.93, 95% confidence interval=1.115-3.351), while GSTM1 genotype variants were not associated with either
tardive dyskinesia (TD) or total Abnormal Involuntary Movement Scale (AIMS) scores.
Conclusion：The present study suggests that the GSTM1 polymorphism may confer susceptibility to the development of
schizophrenia but not to TD, at least in Korean population.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04;43(5):519-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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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문이다.2)
최근에는 항산화 방어기제의 손상이 정신분열병의 병인

정신분열병은 평생 유병율이 0.5~1%에 이르며 만성적

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신분열병 환자

으로 이환된 환자들의 경우 사회기능 및 삶의 질이 황폐

들에서 항산화 방어기제의 손상이 정상인에 비해 많은 것

화되어 사회 및 개인적 비용 소모가 증대되는 중요한 정

으로 보고되었으며,3) 산화 스트레스의 증가와 항산화 효

신 질환의 하나이다.1) 그러나, 이러한 정신분열병의 병인

소의 감소가 정신분열병의 병태생리와의 관련성도 제기되

과 관련하여 신경생화학적, 신경생리학적 혹은 신경해부학

고 있다.4) 이러한 주장들을 지지하는 증거들로는 정신분

적 가설 등을 위시한 다양한 발병기전들이 제시되어 왔지

열병 환자들에서 알부민과 빌리루빈과 같은 혈장 항산화

만, 현재까지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는 정신

단백질의 감소,5) 필수 불포화지방산(essential polyunsa-

분열병이 유전학적, 생물학적 및 사회심리학적 요소 등이

turated fatty acids),6) 혈장 요산의 감소7) 그리고 혈장 총

동시에 작용하여 발생되는 복합적인 이질성 질환으로 단

산화지수(plasma total antioxidant capacity)의 감소8) 등

하나의 독립된 원인으로만 발병기전을 설명하기 어렵기 때

이 있는데, 이는 항산화 방어기제의 손상이 정신분열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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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에 있어서 취약 인자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흥미롭게도, 카테콜아민은 효소작용에 의하여 혹은 자발
적으로 쉽게 산화하여 신경계 독성작용이 높은 자유 라디
칼에 해당하는 세미퀴논 등의 퀴논 대사물을 형성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도파민은 항산화 방어기제의 손
상 시 반응성 질소군에 의하여 산화되어 신경독성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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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라디칼인 도파민-세미퀴논으로 전환된다.9) 이들은 정

연구방법

신분열병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된 세포막의 기능부전 및
변연계 등의 다양한 대뇌영역에서 도파민 신경원 퇴행과
9,10)

대뇌 염증성 반응 등을 초래한다.

뿐만 아니라 항산화

방어기제의 손상은 장기간의 항정신병약물 투여 후 발생
되는 신경학적 이상인 지연성 운동장애(tardive dyskinesia, TD)와 같은 항정신병약물의 부작용과도 연관 되어있
다고 보고되고 있다.11-13)
Glutathione S-transferase M1(GSTM1)은 항산화 효
소 중의 하나로 도파크롬이나 노르아드레노크롬과 같은 카
테콜아민 유도성 퀴논들의 glutathione conjugate를 촉매
하고 또한 아미노크롬과 세미퀴논 대사물질 사이의 산화환원 연쇄반응을 방해함으로서 세포독성 반응 산소군(cytotoxic reactive oxygen species, 이하 ROS)의 형성을
막아 궁극적으로 신경계 발달과 세포사멸의 조절에 관여한
다.14) 따라서 GSTM1의 변화는 신경독성작용이 있는 세미
퀴논들의 해독과정을 통하여 두뇌 내의 신경독성 퀴논 대

DNA 추출
대상환자의 전주정맥에서 헤파린 처리된 진공시험관(Becton Dickinson Vacutainer System, Plymouth, U.K.)을
사용하여 10 ml의 말초정맥혈을 채취하였다. 림프구는 Ficoll-Paque(Pharmacia, Uppsala, Sweden) 비등차용액
에서 원심침전으로 분리하여 1×106개/ml 밀도가 되도록
완충용액에 현탁하였다. 림프구 현탁액 중 0.5 ml를 취하
여 원심분리 후 상층액을 버리고 침전물을 얻었다. 이 침
전물에 말초혈액 백혈구 분해용액(Proteinases K 0.07
mg/ml, Nonidet P 40 4.5 μl/ml, Tween-20 4.5 μl/
ml를 포함한 pH 8.0 100 mM Tris-HCl, 500 mM KCl,
17 mM MgCl2 완충용액)을 0.5 ml 첨가 후 50℃에서 60
분 처리하여 DNA를 추출하였다. 그리고 95℃에서 10분간
가열하여 단백질 분해효소(Proteinase K)를 불활성화시켜
이를 바로 중합효소 연쇄반응의 주형 DNA로 사용하였다.

사물질들의 과잉상태를 초래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정신분

대 상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 4판의 진단기준(DSM-Ⅳ)

GSTM1 유전자 형별분석
중합효소 연쇄반응을 위한 시발체(primer)는 5’
-CTG
GAT TGT AGC AGA T-3’
(sense)과 5’-CTC CTG
ATT ATG ACA GAA GCC-3’(antisense)17)을 사용하
였다.
GSTM1 유전자가 삭제되어있는 대립유전자 GSTM1*0
에서는 증폭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중합효소 연쇄반응이
실패된 경우와 구분을 하기 위하여 internal standard로
β-globulin 유전자의 시발체인 5’-CAA CTT CAT CCA

에 의하여 정신분열병으로 진단된 111명의 환자와 130명

CGT TCA CC-3’(sense), 5’
-GAA GAG CCA AGG

의 정상 대조군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정신분열병의 진

ACA GGT AC-3’(antisense)를 동시에 반응시켜 약 380

단은 DSM-Ⅳ를 비롯하여 임상 경과, 가족 정보, 진료 기

bp의 증폭산물을 유도함으로써 연쇄반응의 완성을 확인하였다.

록 등의 임상 자료들도 참고하였다. 정신분열병 이외의 다

증폭은 100 ng/μl의 DNA 시료 2 μl, β-globulin 시

열병의 발병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신분열병과 GSTM1 유전자 다형성과
의 관련성을 조사하고, 동시에 발병 연령 및 TD 등 여러
임상적 변수들과의 상관성을 조사 분석하였다.

방

법

른 정신과적 혹은 신경학적 이상의 병력을 가지고 있는 경

발체 0.5 μl, 20 M dNTP(Boehringer Mannheim Bio-

우에는 본 연구에서 제외되었다.

medica, Mannheim, Germany) 2 μl, 10×PCR 완충용액

정상 대조군은 주요 정신 질환이나 신경 질환을 가지고

(Boehringer Mannheim Biomedica, Mannheim, Ger-

있지 않으며 가족력이 없는 본원의 의료 종사자 및 가톨

many) 0.1 μl, 0.5U Taq DNA polymerase(5U/μL；

릭 의과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Boehringer Mannheim, Germany) 및 증류수 10 μl를

모든 대상군들은 본 연구에 대한 목적 및 방법 등에 대
하여 전반적인 설명을 들은 후 서면 동의를 하였다.

혼합하였다. 이 혼합액을 Thermal Cycler(9700, PerkinElmer, Wellesley, MA)로 94℃에서 13분간 처리하고

15)

TD의 진단은 Schooler와 Kane의 portable TD 기준

94℃에서 30초간 변성반응(denaturation), 59℃에서 30

에 따랐으며 Abnormal Involuntary Movement Scale

초 결합반응(annealing), 72℃에서 45초 연장반응(elon-

16)

(AIMS) 을 측정하였다. 연구 참여 당시 정신분열병 환자

gation)시키는 과정을 35회 반복한 후, 72℃에서 10분간

들이 복용하고 있었던 항정신병약물은 haloperidol, chlor-

최종 연장반응(elongation)시켰다. 증폭된 산물(PCR pro-

promazine 그리고 trifluoperazine 이었다.

duct, 268 bp)를 4% agarose gel에서 전기영동하고 et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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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s and glutathione S-Transferase M1 (GSTM1) polymorphism in patients with schizophrenia and the controls

5

Patients
(n=111)
Sex (male/female)
GSTM1
β-globulin

Controls
(n=130)

44/67

56/74

Age (years)

046.8±008.7

45.9±7.4

Duration of illness (years)

019.7±010.0

Current antipsychotic dose
(mg/day)a

922.5±130.3

Genotypeb
Fig. 1. Polymerase chain reaction to detect glutathione S-Transferase M1 (GSTM1) deletion/non-deletion polymorphism, M：
DNA size marker；lanes 1, 2 and 5, GSTM1 non-deletion；lanes 3
and 4, GSTM1 deletion.

dium bromide로 염색하여 DNA 띠의 위치를 관찰하였다
(Fig. 1).

Null

70 (63.1)

61 (46.9)

Present

41 (36.9)

69 (53.1)

a：chlorpromazine equivalent dose；bp=0.014；data represent
mean±SD or number (%)

Table 2. Demographics and glutathione S-Transferase M1 (GSTM1) polymorphism in patients with schizophrenia according to
tardive dyskinesia (TD)
Schizophrenia patients
(n=111)
With TD
Without TD
(n=49)
(n=62)

통계분석방법
1) GSTM1 유전자형은 null type(homozygous deletion)과 present type(heterozygous or homozygous for

Sexa (male/female)

the presence of the GSTM1 gene)으로 분류하였다.

Ageb (years)

정신분열병 환자 군과 정상 대조군 사이의 GSTM1 null
및 present type 유전자형 빈도와 정신분열병 환자군의 TD
유무에 따른 아형군간 GSTM1 null 및 present type 유
전자형 빈도 분석시 Fisher’
s exact test를 이용하여 분
석하였고, 연령 등의 연속 변수 비교 시에는 Mann-Whitney U-test를, GSTM1 유전형별 AIMS 점수 비교시에는

19/30

020.8±010.2 018.8±009.9

Duration of illnessc (years)
Current antipsychotics

25/37

048.8±008.4 045.2±008.7
dosed

945.9±124.1 904.0±133.2

Genotypee
Null

30 (61.2)

40 (64.5)

Present

19 (38.8)

22 (35.5)

a：p=0.87；b：p=0.03；c：p=0.29；dchlorpromazine equivalent dose：mg/day, p=0.09；ep=0.382. Data represent mean±
SD or number (%)

공변량분석(ANCOVA)를 시행하였다. 특히, TD 유무에 따
른 아형군간 null 및 present type 유전자형 분석시에는

있어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각각 p=0.589과 p=0.393,

아형군간 이질적인 임상요소와 small cell effect를 보정

Table 1).

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종속변수：TD, 독립변수：

2) 정신분열병 환자군에서 GSTM1 null type 유전자

GSTM1 유전자형, 성별, 나이, 이환기간, chlorpromazine

형의 빈도는 정상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다(odds

등가용량18))을 시행하였다.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양측검증

ratio(OR)=1.93, 95% 신뢰구간=1.115-3.351, p=0.018,

으로 p<0.05로 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SPSS v10.0

Table 1).

(SPSS Inc., Chicago, IL)를 이용하여 전산분석 하였다.

3) GSTM1 유전자형에 따른 AIMS 점수는 유의한 차

2) 본 연구 대상자들의 유전자 다형성 차이에 대한 파

이가 없었다(각각 2.2±2.7과 2.4±2.7, p=0.734). 또한

워는 α값을 양측검증 0.05로 정의하고 계산 시, 본 연구

정신분열병 환자군을 TD 유무에 따른 아형으로 분류하여

의 대상군 수는 유전자형으로 두 군간 약 18%의 차이에 일

비교한 경우에도 GSTM1 유전자형의 분포에는 유의한 차

치하는 small effect size(w=0.17)를 구별할 수 있었다

이가 없었으며(Table 2), TD가 동반된 환자군은 동반되

(power=0.80).

지 않은 환자군에 비해 평균 연령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다
른 임상적 요인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결

과
고

찰

1) 정신분열병 환자군(n=111)의 39.6%, 정상 대조군
(n=130)의 41%가 남성이었다. 두 군간 성별과 나이에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 Volume 43, No 5 / September,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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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위는 일부 연구들에 의하면 정신분열병의 취약성과

를 이용하여 구분한 아형군 비교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없

연관되어있는 부위로 알려져 있다.20,21) 또한, GSTM1 유

어 정신분열병의 발병 및 임상적 이질성에관한 연관성을

전자 다형성은 GSTM1 유전자의 완전 결손(wild type：

밝히지 못하였다.24) 그러나, GSTP1 및 GSTM1 유전자

GSTM1*1；varient type：GSTM1*0)에 의해 야기되며

다형성의 유전자 상호작용을 분석하면 다른 결과를 도출

이는 GSTM 효소의 기능 소실을 야기한다. GSTM1 null

할 수도 있다.

type 유전자형의 존재는 DNA 손상과 신경독성 물질의 과

한편, GSTM1 유전자 다형성은 인종에 따라 빈도 차

잉을 조절하는 해독계(detoxification system) phase Ⅱ

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시아인(47.9%)이나 백

function에 관여하는 효소 기능을 저하시켜 결과적으로 DNA

인종(nonhispanic：45.3%；Hispanic：40.9%)에 비하여

17,22,23)

손상과 신경독성 물질의 과잉을 유발하게 된다.
14)

흑인종에서는 GSTM1 null type 유전자형의 빈도가 25.6%

Harada 등 은 GSTM1 null type 유전자형이 정신분

로 낮게 보고되고 있는데,18) 이는 Harada 등14,22)의 일본

열병의 감수성과 관련이 있음을 처음으로 보고하였는데 이

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 및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연구에서의 정신분열병 환자군에서 GSTM1 null type 유

인종간 GSTM1 유전자 다형성의 차이에 대하여는 앞으로

전자형의 빈도는 65.5%로 정상 대조군의 49.4%에 비하

다양한 인종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여 높았다. 본 연구에서도 GSTM1 null type 유전자형이

유전학적 연구 결과의 해석 시에는 주의가 필요한데, 특

한국인 정신분열병 환자군에서 정상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

히, 정신분열병과 같은 이질적 질환의 발현에 영향을 주는

하게 높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발병연령에 따른 GSTM1

특정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직접 연관된 유전자의 수, 질

null type 유전자형 분포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환에 대한 감수성, 유전자 주위의 미확인 유전자군, 개인

AIMS 점수와 GSTM1 유전자형간 유의한 관련성을 발견

의 독특한 유전학적 배경, 그리고 동일한 원인에 대한 지

하지 못하였으며, TD가 동반된 환자군과 TD가 동반되지

속된 연구결과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정상 대

않은 환자군 사이에서도 GSTM1 유전자형의 분포도 유의

조군은 병원 내 의료 종사자들과 학생들로만 구성되어 일

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GSTM1 유전자 다형

반 인구를 대표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또한 환자-대조군

성이 정신분열병의 감수성 자체와는 관련이 있을 수 있으

연합연구시에 제한점으로 지적되는 인구층화에 대하여는

나 TD 등과 같은 임상적 변인에 관련된 조절인자(modi-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가족 연합연구,25)가 제안되고 있지

fying factor)로서의 관련성은 없음을 제시한다.

만, 대부분의 경우 환자-대조군 연합연구에 필요한 환자

그러나, 본 연구 결과 GSTM1 유전자 다형성이 정신분

수에 비하여 요구되는 환자의 수도 많고, 아울러 환자 뿐

열병의 원인적 요소로 일부 기여할 가능성에 대한 전망을

아니라 부모 세대도 포함시켜야 하며, 다른 편차도 발생하

제시하였지만 GSTM1 유전자 다형성과 연관불균형의 관

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등 가족 연합연구의 고유한 제한

계에 있는 다른 유전자의 존재로 인한 위양성의 결과를 완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경우 유전적 동질

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또한 산화 효소 및 항산화계의 관

성이 확보26)되어 있는 한국인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

점에서 정신분열병과 관련된 다른 후보 유전자들도 고려

에 이러한 인구층화에 대한 우려는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아직까지 보고되지 않았지만 도

요약 하면, 본 연구는 GSTM1 유전자 다형성이 한국인

파크롬, 노르아드레노크롬 그리고 아드레노크롬에 주된 작

에서 정신분열병의 감수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

용을 하고 있는 GSTM214) 혹은 superoxide dismutase,

준다. GSTM1 유전자 다형성이 정신분열병의 병태생리에

quinone oxido reductase 그리고 glutathione-peroxi-

미치는 작용에 관해서는 향후 후속연구들을 통하여 이와

dase 및 glutathione-catalase 등의 효소들에 대한 개별

관련된 자료의 축적이 필요할 것이다.

및 유전자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들이 필수적인 것으로 생
각된다.4,22) 정신분열병은 단일유전자 질환이 아니고 다유

결

론

전자 질환이며 동시에 환경 등 다른 인자들이 작용하여 발
생하는 복합 질환이다. 예를 들면, 또 다른 산화계 효소 유

카테콜아민 유도성 퀴논들의 glutathione conjugate를

전자인 Glutathione S-transferase P1(GSTP1) 유전자

촉매하고 또한 아미노크롬과 세미퀴논 대사물질 사이의 산

다형성과 정신분열병에 관한 이전 연구에서는 GSTP1 유

화-환원 연쇄반응을 방해함으로서 ROS의 형성을 막아 궁

전자의 유전자형과 대립유전자의 분포는 정신분열병 환자

극적으로 신경계 발달과 세포사멸의 조절에 관여하는 효

군과 대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정신병리척도

소인 GSTM1의 유전자 다형성이 정신분열병 발병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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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정신분열병 환자 111명과 정
상 대조군 130명을 대상으로 하여 연합연구를 시행하여
분석하였다. 정신분열병 환자군에서 GSTM1 null type 유
전자형의 빈도는 정상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으나,

10) Catts VS, Catts SV. Apoptosis and schizophrenia: is the tumour supp-

11)

12)

환자군 개별 분석에서는 GSTM1 유전자형에 따른 AIMS
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TD 유무에 따른 아형으
로 분류하여 비교한 경우에도 GSTM1 유전자형의 분포에
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는 GSTM1 유전자 다
형성이 한국인에서 정신분열병의 감수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제시하며 GSTM1 유전자 다형성이 정신분열병의
병태생리에 미치는 작용에 관해서는 향후 후속연구들을 통

13)

14)

15)
16)

하여 이와 관련된 자료의 축적이 필요할 것이다.
중심 단어：GSTM1 유전자다형성·정신분열병·지연성

17)

운동장애.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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