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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연구목적：

한국인 정신분열병환자에서 카테콜아민합성의 속도 제한 효소인 Tyrosine Hydroxyalse 유전자의 유전적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저자들은 Tyrosine Hydroxylase 유전자의 첫 번째 intron내에 위치한 미세위성
표지자인 THUMTH01-VNTR 다형성 좌위와 정신분열증의 유전적 연합연구를 시행하였다.

방 법：
DSM-IV기준에 따라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은 환자 105명과 정상대조군 142명을 대상으로 HUMTH01VNTR 좌위를 중합효소연쇄반응을 이용하여 증폭한 후 6종류의 대립유전자를 분리하였고 automated
sequencer로 반복 염기서열을 확인하였다. 환자군과 대조군사이에 대립유전자와 유전자형의 빈도를 비교하
였으며 환자군을 다시 가족력유무와 PANSS에 의한 양성 및 음성증상군으로 나눈 뒤 각 대립유전자의 빈도
를 조사하여 비교하였다.

결 과：
환자군과 정상대조군사이의 대립유전자와 유전자형 빈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환자군을 양성 및 음성
증상군으로 나누어 대립유전자 빈도를 비교하였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가족력 유무에 따른 비교에서도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

결 론：
본 연구 결과 저자들은 한국인 정신분열병 환자와 HUMTH01-VNTR다형성 좌위사이의 유전적 연합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Tyrosine Hydroxylase 유전자가 정신분열병 발병에 주요 유전적 요인
으로 작용하지 않음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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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적으로 정신분열병을 포함한 주요 정신 질환과 신

서

론

경계 질환들을 일으킬 수 있는 유력한 생물학적 표지자
로서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14) 이를 근

정신분열병의 발병 원인으로서 유전적 특성이 관여한

거로 정신분열병의 후보 유전자로서 TH유전자를 중심

다는 것은 가계도 조사, 양자, 쌍생아 연구 등을 통하여

으로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15) TH유전자의 첫 번

1)

밝혀져왔다.

그러나 정신분열병의 발병에 직접적으로

째 intron내에 있는 미세위성표지자(microsatellite ma-

관여하는 원인 유전자나 유전 전달 방식을 밝히려는 여

rker)인 HUMTH0116)은 (TCAT) 4염기 서열이 반복

러 연구에도 불구하고 아직 만족할 만한 결과들은 제시

적으로 나열된 VNTR (variable number of tandem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2) 이것은 정신분열병이 단

repeat) 다형성(polymorphism)좌위이다. 이 부위에서

일 유전자보다는 다양한 임상형과 함께 여러 유전자와

의 염기 서열 변이가 직접 또는 linkage disequili-

이질적인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다인자, 다원

brium을 통하여 TH유전자의 활성 및 전사(trans-

유전성모델 (multifactorial polygenic model)3)4)에 의

cription)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13)17) 결과적으로 대

한 유전 전달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으로 설명되고 있다.

뇌 DA이나 NA대사 및 농도 변화를 야기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다유전성 질환의 유전 연구는 잘 선

는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어 이 좌위가 정신분열병의 병인

택된 대가계내에서 질환과 주요 단일 유전자와의 연관

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이 시사된다.18-22)

(linkage)정도를 찾아내는 방법과, 질병에 이환된 가족

HUMTH01 다형성 좌위를 중심으로한 정신분열병 가

이나 형제자매쌍(sibling)에서 대립유전자 공유 정도를

계내에서의 연관 연구들23-26)은 TH유전자와 정신분열병

조사하는 allele-sharing 방법, 그리고 대립유전자 연

과의 의미 있는 유전적 관련성을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러

합(association)을 조사하는 case-control과 case-

나 Wei 등18)이 같은 다형성 좌위에서 연합연구를 통하여

5)

parents 연구 방법이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

최근 분

유전자형과 정신분열병환자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한 이

자유전학적 방법의 발달로 질환의 후보 유전자(candi-

후 몇몇 연구자들에 의하여 연합연구 결과들이 발표되었

date gene)들과 생물학적 표지자(biologic marker)들

으나 연구 대상의 인종 및 선정 기준 차이 등으로 인하여

의 유전적 관련성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

아직 일치된 결과는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22)27-30)

고 있는데6) 정신분열병은 여러 유전자좌들이 관련되고

따라서 저자들은 본 연구를 통하여 한국인 정신분열

유전전달방식도 확실하지 않는 다인자(multifactorial)

병환자에서 TH유전자의 유전적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질환의 특성으로 인하여 연관연구보다는 유전성, 투과도,

환자군과 정상대조군을 대상으로 중합효소연쇄반응(po-

질환의 발병 연령에 대한 고려를 할 필요가 없는 대립유

lymerase chain reaction)을 이용하여31) HUMTH01

7)

전자 연합(allelic association)연구가 선호되고 있다.

다형성 좌위의 대립유전자 및 유전자형 빈도를 비교하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단일 민족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고, 환자군에서 임상 아형, 가족력 유무를 구분하여 각

대립유전자간에 불균형적 계층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적

아형과의 관련성도 조사하였다.

어 연합연구에 대한 대상 조건이 적합하다고 하겠다.8)

방

도파민 가설은 정신분열병의 병태생리를 설명하는 여러

법

이론들 중에서 최근까지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
다.9)10) Tyrosine Hydroxylase(TH)는 도파민, 노르

1. 대 상

에피네프린(Norepinephrine, NE) 에피네프린(Epine-

환자군은 1995년 7월부터 1998년 7월까지 가톨릭대

phrine)등과 같은 카테콜아민(Catecholamine, CA)계

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과에 입원하였던 환자들중

신경전달물질합성에 관여하는 첫 번째 속도 제한 효소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를 위한 편람(Diagnostic and

(rate-limiting enzyme)이며 11번 염색체 단완에 있는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IV, American

한 유전자로 encode된다.11-13) 이 효소는 기분, 사고,

Psychiatric Association)32)에 의하여 정신분열병으로

운동과 인지 기능의 장애등 여러 정신 병리에 관여하는

진단된 환자들로서 내분비장애를 포함한 기타 신경학

것으로 알려진 대뇌 CA 대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적 질환과 다른 합병된 정신질환이 없고, 본 연구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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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과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서면 동의를 한 환자

n 좌위를 중합효소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105명을 선정하였다. 정상대조군은 의정부성모병원에

PCR)으로 증폭하였다. 시발체(primer)는 Polymero-

근무하는 교직원중 정신질환의 기왕력과 가족력이 없

polous 등36)(1991)과 같은 5’-CAG CTG CCC TAG

고 기타 신경학적 질환이 없으며 본 연구 목적에 구두

TCA GCA C-3’(TCAT strand)와 5’-GCT TCC

동의를 한 자원자를 대상으로 142명을 조사하였다.

GAG TGC AGG TCA CA-3’ (AGTA strand)을 제작

환자군의 연령 분포는 14세에서 65세 사이(평균：

하여 사용하였다.

30.6±10.0세)였고 남자 56명, 여자 49명, 정상대조

증폭은 template DNA 1.2μl, 10×PCR buffer (Bo-

군의 경우 연령 분포는 20세에서 59세 사이(평균：29.6

ehringer Mannheim, Germany) 1μl, 2mM dNTP

±7.7세)이고 남자가 64명, 여자가 78명이었다. 두 군

(Boehringer Mannheim, Germany) 1μl, 1μl of each

사이에 연령 분포와 남녀 비는 차이가 없었다.

primer, P 32dCTP 0.025μl, Taq DNA polyme-

33)

환자군의 임상 아형 분류는 Kay등 에 의해 개발된

rase(Boehringer Mannheim, Germany) 0.1μl(5unit/

PANSS(Positive and Negative Syndrome Scale)를

ul), 증류수 4.8μl를 섞어 총 10μl로 하였으며, thermal

34)

한국 얀센에서 번역한 지침서 를 이용하였다. 입원후 1

cycler(GeneAmp PCR System 9600, U.S.A.)에서

주일내 증상을 기준으로 평가하였고 종합 척도 점수에

95℃에서 5분간 변성시킨 후 95℃ 20초, 61℃ 30초,

따라 음성, 양성 아형으로 나누는 포용적 방법35)을 이용

72℃ 1분의 주기를 35회 반복하고 72℃에서 10분간

하였다. 즉, 종합척도점수가 1점 이상인 경우는 양성 아

1 주기를 반응시켰다.

형으로, 종합척도 점수가 -1점 이하인 경우는 음성 아
형으로 분류하였고 종합척도가 0점인 혼합형은 분석에
서 제외하였다. 그 외 환자군에서 직계가족 내에서 정
신질환의 가족력의 유무를 조사하였다.

3) 전기영동 및 증폭 산물 확인
증폭된 DNA 3μl에 stop solution(10mM NaOH,
95% formaldehyde, 0.05% bromophenol blue, 0.05%
Xylene cyanol) 15μl을 섞고 95℃에서 3분간 불활성

2. 방 법

시킨 후, 6% denaturing polyacrylamide gel(SequaGelTM Sequencing System, National Diagnostics,

1) DNA추출
환자군과 대조군의 말초 정맥혈을 heparin 처리된
Vaccutainer를 사용하여 채취하였다. 혈액 200μl에 TE
buffer〔10mM Tris(pH 8.0), 0.1mM EDTA〕1,000μl
를 섞은 후 약 15초간 원심 분리(13,000xg) 하여 상
층액을 제거하였다. Pellet을 잘 풀어지게 한 다음 PBS
(phosphate buffered saline) 500μl를 첨가하여 vortex하여 섞은 후 45초간 원심 분리 뒤 상층액을 제거
하였다. pellet이 흰색을 나타낼 때까지 위의 과정을 2~3

Georgia, U.S.A.)에서 50W(1,500V), 5시간 전기영동
하였다. 전기영동이 끝난 gel을 여과지로 옮겨 30분간 건
조기로 말리고 X-ray film을 덮어 -70℃에 18시간 보
관한 후 autoradiography로 DNA 밴드를 확인하였다.
전기영동 속도에 따라 6종류의 대립유전자를 분리하였
고 확인된 밴드 중에서 6종류의 대립유전자가 모두 포함
되도록 DNA 표본들을 선택하여 기준 표지자로 삼았다.

4) Cloning

회 정도 반복하여 적혈구가 제거된 pellet에 DSP(direct

재조합을 위한 절편은 상기2) 번과 같은 PCR조건으로

sample preparation) buffer〔20mM Tris-HCl(Ph

증폭한 후 1.5% Agarose gel에서 전기영동하여 대립유

8.0) , 50mM KCl, 2.5mM MgCl2, proteinase K 100

전자 6종류의 PCR 산물을 확인하였다. High Pure PCR

μg/ml, 0.5% Tween 20〕100μl를 넣어 56℃에서 45

purification kit(Boehringer Mannheim, Germany)

분간 반응시켜 DNA를 추출하였고 95℃에서 10분간 방

를 사용하여 PCR 산물을 정제하였으며 Fluorometer

치하여 proteinase K를 불활성화시킨 후 -20℃에 보

(TKO100, Hoefer, U.S.A.)를 이용하여 정량하였다.
PCRTM2.1 vector와 insert인 PCR산물을 1 ： 2

관하여 사용하였다.

(vector：insert) 비율로 ligation하여 15℃에서 16시

2) DNA 증폭
TH 유전자 intron 1에 위치한 HUMTH01(TCAT)

간 반응시켰다. Ligation 혼합액은 10mM Tris-HCl(pH
8.3), 1.5mM MgCl2, 2unit의 T4 DNA ligase로 구성

－ 845 －

되었으며 전체 DNA양이 100~200ng이 되도록 하였
다. 형질 전환을 위하여 10~20ng의 ligate를 50μl의
electrocompetent Escherichia coli TOP10에 현탁
시킨후, 0.1mm electroporation cuvette(Bio-Rad,
U.S.A.)에 옮겨 Bio-Rad apparatus(Bio-Rad, U.S.A.)
를 사용하여 1.8kV, 25μF,200Ω에서 electroporation
하였다. 100μg / ml의 ampicillin, 40μg / ml의 X-gal
(5-bromo-4-chloro-3-indolyl-β-D-galactopyranoside) 그리고 0.5mM의 IPTG(isopropyl-βD-thiogalactopyranoside)가 첨가된 LB(Luria-Bertani) Agar배지에 접종한 후 37℃에서 16~20시간 배양
하여 ampicillin에 내성을 지니며 백색을 띠는 형질 전환
된 균주(white colony)를 선별하였다. 선별된 균주는 3ml
의 LB broth에 37℃에서 16시간 배양한 후 Hige Pure
Plasmid Isolation Kit(Boerhinger Man-nheim, Germany)를 이용하여 Recombinant DNA를 추출하였다.

4) Sequencing

Fig. 1. Electrophoresis band patterns of the subjects
by a PCR amplification of the VNTR region in
the first intron of the TH gene.
allele A：(TCAT)6, allele B：(TCAT)7.
allele C：(TCAT)8, allele D：(TCAT)9.
allele E：(TCAT)4 (TCA)1 (TCAT)5.
allele F：(TCAT)11.
Lane 1：A, A. Lane 2：A, B.
Lane 3：A, C. Lane 4：A, D.
Lane 5：A, E. Lane 6：B, B.
Lane 7：B, C. Lane 8：B, D.
Lane 9：B, E. Lane 10：C, D.
Lane 11：C, E. Lane 12：D, D.
Lane 13：D, E. Lane 14：D, F.

Recombinant DNA를 Cy5TM AutoReadTM Seque-

CAT)9, E：〔TCAT)10 or (TCAT)4 CAT(TCAT)5〕,

ncing Kit(Pharmacia Biotech, Sweden)를 사용하여

F：(TCAT) 11 형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립

반복 염기 서열을 분석하였다. Sequencing 반응을 끝

유전자 염기서열을 확인은 각 형마다 2개의 대립유전

TM

낸 다음 전기 영동과 염기 서열 분석은 ALFexpress

자를 표본으로 하였는데 E형은 2개 모두(TCAT)4 CAT

automated DNA sequencer(Pharmacia Biotech, Sw-

(TCAT)5 로 나타났다(그림 1).

eden)로 수행하였다. Sequencing gel은 ReadyMix
TM

환자군과 정상대조군의 대립유전자 빈도는 표 1과

grade(Pharmacia Biotech, Sweden)를

같이 두 군 모두 D형(환자군；47.6.%, 대조군；45.1%),

사용하였고 전개 조건은 1500V, 25W로 8시간 동안

B형(21.9%, 24.3%), A형(18.1%, 21.8%), E형(8.1%,

전기 영동하였으며 온도는 55℃를 유지하였다.

4.9%) C형(3.8%, 3.9%)의 순서로 나타났고 대립유전

Gel, A.L.F.

자 F형은 환자군에서만 1회 관찰되었다. 두 군 사이의

5. 통계처리
환자군과 정상대조군에서 대립유전자와 유전자형의 빈
도를 조사하여 두 군간의 차이를 Chi-square test로
비교하였으며 동시에 환자군을 임상 아형과 가족력 유
무에 따라 나누어 대립유전자의 빈도를 조사하였다.
통계 분석은 SPSS/PC(version 4.0)을 이용하였고 p값
이 0.05미만인 경우에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결

대립유전자 빈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유전자형의
빈도의 비교에서도 두 군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표 2).

2. 환자군에서 임상 아형에 따른 대립유전자의 비교
1) 음성 및 양성 아형에 따른 차이
PANSS의 종합척도 점수에 따른 아형구분에서 중간형
(7명)을 제외시키고 양성아형군(71명), 음성아형군(27

과

명)을 나누어 두 군사이의 대립유전자 빈도를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3).

1. 대립유전자와 유전자형의 빈도 비교
본 연구에서 (TCAT) 염기의 반복횟수에 따른 길이

2) 가족력 유무에 따른 차이

다형성에 의하여 모두 6종류의 대립유전자가 판별되었

환자의 직계 가족에 정신과 질환의 기왕력이 있는 경

고 A：(TCAT)6, B：(TCAT)7, C：(TCAT)8, D：(T-

우(23명)와 가족력이 없는 경우(82명)로 나누어 두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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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allele frequencies between
schizohrenic patients and control subjects
Allele

Patients
(n=210) n(%)

Controls
(n=284) n(%)

p value

A

38(18.1)

62(21.8)

.307

B

46(21.9)

69(24.3)

.534

C

8( 3.8)

11( 3.9)

.971

D

100(47.6)

128(45.1)

.574

E

17( 8.1)

14( 4.9)

.152

0( 0.0)

.244

F
1( 0.5)
n：frequency of alleles

Table 2. Comparison of number of genotype between
schizophrenic patients and control subjects
Genotype

Patients
(n=105) n(%)

Controls
(n=142) n(%)

AA

2( 1.9)

9( 6.4)

AB

11(10.5)

16(11.3)

AC

1( 1.0)

2( 1.4)

AD

18(17.1)

26(18.3)

AE

4( 3.8)

1( 0.7)

BB

6( 5.7)

Table 3. Comparison of allele frequencies between
schizophrenic patients with posotive symptoms and negative symptoms

A

Patients with
positive symptome
(n=142) n(%)
21(14.8)

Patients with
negative symptoms
(n=54) n(%)
13(24.1)
12(22.2)

Allele

B

31(21.8)

C

6( 4.2)

2( 3.7)

D

71(50.0)

24(44.4)

E

12( 8.5)

3( 5.6)

F

1( 0.7)

0( 0.0)

Statistically non-significant between two groups by
Chi-square test
n：frequency of alleles
Table 4. Comparison of allele frequencies between
schizophrenic patients with family history and
without family history
Patients with
family history
(n=46) n(%)

Patients without
family history
(n=164) n(%)

A

9(19.6)

29(17.7)

6( 4.2)

B

8(17.4)

38(23.2)

Allele

BC

1( 1.0)

6( 4.2)

C

2( 4.3)

6( 3.7)

BD

17(16.2)

30(21.1)

D

25(54.4)

75(45.7)

BE

5( 4.7)

5( 3.5)

E

2( 4.3)

15( 9.1)

CD

6( 5.7)

2( 1.4)

CE

0( 0.0)

1( 0.7)

DD

25(23.8)

31(21.9)

DE

8( 7.6)

7( 4.9)

F
0( 0.0)
1( 0.6)
Statistically non-significant between two groups by
Chi-square test
n：frequency of alleles

DF
1( 1.0)
0( 0.0)
Statistically non-significant between two groups by
Chi-square test
n：number of subjects

과이다. 이는 본 연구에서 판별된 대립유전자 E형이
Puers 등과 같이 대립유전자 E p형과 E i형으로 구분
되어 조사되지 않은 것과 (TCAT)5 반복서열을 포함
하는 대립유전자가 본 연구에서는 관찰되지 않은 차이

사이의 대립유전자의 빈도를 비교하여 볼 때 유의한 차

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Puers 등의 연구

이가 없었다(표 4).

에서도 전체 조사 대상을 다시 인종에 따라 분류 비교
하였을 때 인종별로 대립유전자별 빈도가 다르게 나타

고

찰

났다. 즉, (TCAT)5를 포함하는 대립유전자는 코커시
아인(Caucasian)에서만 0.2%의 낮은 빈도를 보였고

본 연구 결과 판별된 HUMTHO1-VNTR 좌위의 대

아프리카인, 아시아인, 멕시코인에서는 발견되지 않았

립유전자수는(TCAT) 4염기 반복이 6회부터 11회까지

으며 (TCAT)11은 아시아인에서만 0.1% 빈도를 보였

총 6종류로서, Puers 등37)이 (TCAT) 염기서열 반복

고 (TCAT)9를 포함하는 대립유전자도 아시아인에서

이 5회부터 11회까지 반복되는 7종류의 대립유전자를

가장 빈도가 높게 나타난 점등으로 보아 인종에 따른

분리하고(TCAT) 10회 반복 대립유전자를 (TCAT)10

차이를 감안한다면 한국인을 대상으로한 본 연구와 유

가 완벽하게 포함되는 대립유전자 Ep형과 thymine이 중

사한 결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Ishiguro 등30)의 일본

간에 결손된 Ei형〔(TCAT)4 CAT(TCAT)5〕으로 나

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TCAT)5 반복 대립유

누어 총 8종류의 대립유전자를 조사한 것과는 다른 결

전자가 매우 낮은 빈도로 관찰되어 같은 아시아인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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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한 본 연구와 비교할 때 차이는 있었다. 이러한

웨덴 정신분열병 환자들을 대상으로한 연구에서 Meloni

차이가 인종에 따라 다른 유전적, 환경적 요인에 의한

등과는 달리 대립유전자 Ep형의 빈도가 환자군에서 정

것으로 추측할 수 있겠으나 연구들마다 조사 인원이 많

상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나 대립유전자 Ep형

지 않아 각 인종의 특성을 대표한 연구라고 볼 수는 없

이 TH유전자 발현과 연관이 있다는 앞서의 제안과는

으므로 앞으로 연구 대상을 확대하여 조사함으로서 본

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TCAT)11 반복

연구들을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양극성 장

염기서열을 포함하는 대립유전자 E형이 Ep와 Ei 형 두

애 환자에서 같은 VNTR 다형성 부위의 연합연구를

종류의 대립유전자로 분리되지 않았으므로 추후 E형을

한 저자들의 이전 연구38)에서는 (TCAT)반복 염기가

재 분리하여 타 연구들과 비교해 보는 작업이 필요할

6에서 9까지 모두 4종류의 대립유전자로 판별되어 본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 외 Jönsson 등,28) Burgert 등29)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이전 연구에서 실험

과 Ishiguro 등30)의 연합 연구들에서는 본 연구 결과

과정중 전기영동시간의 차이에 의해 충분한 sequen-

와 같이 유전적 관련성을 발견하지 못하여 TH유전자

cing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내 VNTR 좌위에대하여 현재까지 일치된 결론은 제시

본 연구에서 저자들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TH유전자

하지 못하고 있다.

의 VNTR 다형성 좌위에서 정신분열병과 대립유전자

이러한 결과들에도 불구하고 TH유전자가 정신분열

및 유전자형 유전 연합을 조사하였으나 유의한 차이가

병의 후보 유전자로서의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 이유

없어 유전적 관련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정신분열병과

는 VNTR 좌위의 대립유전자형 빈도와 대뇌 CA계의

TH유전자와의 연합 연구들을 보면 Wei 등19)이 프랑스

대사 및 활성이 연관이 있다는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으

인을 대상으로 VNTR 다형성 좌위에서 AE유전자형이

며 이러한 결과들이 정신분열병의 가장 유력한 생물학적

환자군과 대조군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고 이 유전자

원인인 도파민 가설과 일치되는 근거를 제공해 주기 때문

형에서 혈중 노르아드레날린 농도가 유의하게 저하되어

일 것이다. 본 연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Wei 등18)이

있음을 처음으로 보고하였다. Meloni 등27)도 프랑스인

혈중 NA 농도가 유전자 AE형을 가진 환자군에서 유

과 튀니지인(Tunisian)의 연구에서 낮은 빈도의 대립

전자 AE형을 포함하지 않는 환자군이나 대조군보다

유전자 Ep형이 환자군에서만 각각 0.32%, 4.6%로 나

유의하게 높다고 보고하였고, Thibaut 등21)은 정신분

타나 프랑스인군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튀니

열병 환자들을 대립유전자 Ep를 포함하는 군과 포함하

지인군에서는 조사 대상이 44명으로 숫자가 적어 통계

지 않은 군으로 나누어 NA 대사 물질인 3-methoxy-

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는 없었으나 프랑스인과 유사한

4-hydroxy-phenylglycol(MHPG)과 도파민 대사물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특히 대립유전자 E p형

인 homovanillic acid(HVA) 농도를 비교하여 보았을

과 정신분열병의 유전적 관련성을 발표하였다. TH 유전

때 대립유전자 Ep형을 포함하는 환자군이 유의하게 낮

자의 발현은 전사 과정에서 alternative splicing이 일

은 결과를 보인다고 하여 VNTR다형성 좌위가 CA 대

어나 4 동형체(isomer)의 mRNA가 만들어지게 되고

사 경로에 장애를 줄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정상

이들이 각각 분포된 조직 부위에 따라 다른 TH 작용

인을 대상으로한 연구들은 VNTR 다형성 좌위가 CA대

12)13)

이 있다. 이에 근거하여 Meloni

사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19)20)는 결과들뿐만 아니라

등 은 splicing이 일어나는 부위와 근접한 TH유전자

영향이 없었다는 결과22)도 있어 이에 관한 결론을 내리기

첫 번째 intron내의 VNTR 좌위 다형성이 TH유전자

는 아직 이르다고 하겠다. 다양한 임상 양상을 보이는 정

발현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제안을 하였다. 즉, 이 대립

신분열병은 임상 증상군에 따라 각기 다른 이질적 원인들

유전자들이 핵단백질에 결합할 수 있으며 minimal pro-

이 있을 것으로 설명되기도 한다.38) 그렇지만 동질적인

motor의 upsteam에 놓이게 될 때 reporter 유전자의

임상 아형을 분류하여 특정 유전적 요인들과의 관련성

전사 활성체(transcription activator)로서 작용하게 되

을 찾는 작업은 쉽지 않아 McGuffine 등39)은 임상에서

는데 이 단계에서 대립유전자 Ep와 Ei사이의 1염기 결

보통 사용되고 있는 분류 체계에 의한 임상 아형의 차이

손 차이가 전사 단계에서의 활성에 각기 다른 영향을

는 정성적인 구분이라기 보다는 정량적인 것이라고 하

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그렇지만 Jönsson 등22)이 스

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유전적 부하가 높다고 알

을 나타내는 특성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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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lair DS, Muir W, Blackwood D(1994)：Molec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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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loni R, Dumas S, Mallet J(1998)：Catecholamine biosynthetic enzyme expression in neurological
and psychiatric disorders. Adv Pharmacol 42：50-53
Edwards A, Civitello A, Hammond HA, Caskey
CT(1991)：DNA typing and genetic mapping with
trimeric and tetrameric tandem repeats. Am J Hum
Genet 49：746-756
Meloni R, Albanńese V, Ravassard P, Laurent C,
Treilhou F, Samolyk D, Mallet J(1997)：Allelic
variations of a tetrarepeat sequence in the tyrosine

에 따른 대립유전자형의 빈도를 비교해 보았으나 유의
한 관련성을 찾지 못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양성

5)

및 음성 아형 구분의 기준을 삼았던 PANSS 평가시 평
가 시점을 환자의 입원을 기준으로하여 1주일 이내의

6)

증상으로 정하였는데 이 기간이 각 환자의 지속적이고
전반적인 증상 특성을 정확히 평가하기에 적절한 시점

7)

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가족력에 대한 조사
가 후향적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자료 수집에 오

8)

차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추후
연구에서는 정확한 아형분류 기준에 의하여 동질적인
증상군을 선택하고 조사 인원도 확대하여 본 연구의 제

9)

한점들은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아형 분류에
정신분열병의 생물학적 특성 표지자로 알려진 신경심
리학적 증상, 연성신경학적증상, 안구 추적 운동의 이상,

10)

뇌청각사건관련전위 P300 억제 이상 등32)에 따른 구분
을 포함시켜 좀더 동일한 유전적 요소를 갖는 임상 아
형을 찾아내는 작업도 유전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으로 생각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저자들은 한국인에서 정신분

11)
12)

열병 환자와 HUMTHO1-VNTR 다형성 좌위사이에
유전적 연합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TH
유전자가 정신분열병 발병에 주요 유전적 요인으로서 작
용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유전적 연합연구에서

13)

흔히 표본의 크기, 대상 선택의 대표성, 진단의 정확성,
적절한 통계분석 방법 등에 따라 오류가 생길 수 있으
므로 본 연구를 보완하여 추후 재검증하는 연구가 있어
야 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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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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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ssociation Study between the HUMTH01-VNTR Polymorphism
of the Tyrosine Hydroxylase Gene and Schizophrenia
Taeyoun Jeon, M.D., Yongsil Kweon, M.D.
Departmet of Psychiatry, Colleg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Objectives：To investigate the genetic relation of the Tyrosine Hydroxylase gene, a rate-limiting enzyme in the synthesis of catecholamine, with schizophrenia, we designed the association study between
the microsatellite HUMTH01-VNTR polymorphic locus, located in the first intron of the TH, and the
Korean schizophrenic patients.
Method：We typed 6 different alleles of the HUMTH01-VNTR locus using PCR and automated
sequencer in 105 schizophrenic patients meeting DSM-IV criteria and 142 normal controls. The frequencies of allele and genotype were compared between patients and normal controls. And the allele
frequencies were compared respectively in terms of positive and negative subtypes according to the
PANSS and family history.
Results：The frequencies of allele and genotype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patient
and normal controls. In patient group, the frequencies of allele between positve and negative symptom
subtypes and family history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Conclusion：The authors can not find an association between the HUMTH01-VNTR poly-morphic
locus and Korean schizophrenic patients. And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TH gene does not likely play
a major role in the genetic predisposition to schizophrenia.
KEY WORDS：Schizophrenia·Tyrosine hydroxylase·HUMTH01-VNTR·Polymorphism·Association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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