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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kground and Objectives：Apolipoprotein A-I is the major lipoprotein constituent of high density lipoprotein 

in plasma. In this study, the role of two polymorphisms in the apo A-I gene was investigated on the serum 

lipid profiles and apo A-I levels in healthy men and women. Subjects and Methods：Blood samples were ob-
tained from 417 subjects (M：F=169：248, mean age 47.2 years). The apo A-I genotypes were determined by 

SNP-IT assays using the SNPstream 25KTM system. Results：The frequencies of the A allele at the XmnI 

restriction site and position -75 bp were 0.25/0.23 and 0.19/0.17 in men and women, respectively. A strong 

positive linkage disequilibrium (D’=0.990) between two polymorphisms was detected. In men, the A allele at 

the XmnI restriction site was associated with significantly lower levels of triglyceride (p=0.028) compared to 

the G/G subjects, but no significant associations were detected between the G-75A polymorphism and any of the 

lipid traits examined. In women, each A allele for the XmnI restriction site and -75 bp polymorphisms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higher levels of apo A-I (p=0.032 and p=0.012). In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HDL, being a current drinker and the A allele of the XmnI restriction site polymorphism were 

major determinants of the serum apo A-I levels in women (R2=0.272, p<0.05). Conclusion：Our study showed 

that the A allele at XmnI restriction site in the apo A-I gene was associated with decreased triglyceride 

levels in men. Each A allele of two polymorphisms was associated with an elevated apo A-I level in women. 

(Korean Circulation J 2004; 34(12):1158-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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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Apolipoprotein A-Ⅰ(apo A-Ⅰ)은 High density 

lipoprotein(HDL) 콜레스테롤을 구성하는 핵심 단백질

이며 lecithin-cholesterol acyltransferase(LCAT)을 

활성화시켜 콜레스테롤 역수송(reverse cholesterol 

transport) 과정에 관여한다.1) Apo A-Ⅰ은 말초세포에

서 간으로 콜레스테롤을 운반하는 HDL의 조절 및 활성

화에 영향을 미쳐 관상동맥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1)2) 최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HDL 

콜레스테롤은 콜레스테롤 역수송 과정 외에도 항산화 작

용, 항염증 작용, 항응고 작용 및 혈관내피세포의 보호

기능들을 통해 관상동맥질환의 발생위험을 낮추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3) 혈중 HDL 콜레스테롤과 apo A-Ⅰ 

농도는 성별,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BMI), 나

이, 흡연 그리고 유전적 영향 등 여러 인자들에 의해 영

향을 받는다.4-6) 

고중성지방혈증은 관상동맥 질환을 일으키는 trigly-
ceride-rich lipoprotein인 very low density lipopro-
tein(VLDL), inetermediate density lipoprotein(IDL) 

등이 높은 농도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상

태에서 죽상경화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7) Kessling 등8)은 apo A-Ⅰ 유전자의 5’ end 부위에

서 나타나는 XmnI 제한효소 작용부위(restriction site)

의 유전자 다형성과 중성지방농도가 관련이 있음을 보

고하였으며, 각각의 다른 형태의 고지혈증환자들을 중성

지방 농도에 따라 분리했을 때, 중성지방 농도가 가장 

높은 군에서 X2 대립인자의 빈도가 높았음을 보고하였

다. XmnI 제한효소 작용부위의 다형성은 주로 가족성 

고지혈증 환자군(familial combined hyperlipidemia：

FCHL)에서 많은 빈도로 나타나 FCHL의 유전적인 병

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9)10) 그러나 혈중지

질 농도가 정상인 경우 XmnI X2 유전형과 고지혈증과

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많은 실정이다.11-13) 

또한 혈중 중성지방 농도와 XmnI 제한효소 작용부위의 

유전자 다형성에 대한 연구결과는 국내에서 보고된 바

가 없다.  

Apo A-Ⅰ 유전자의 전사조절 부위(promoter)의 다

형성인 G-75A는 전사시작으로부터 -75번째 염기서열

에 위치하며 Guanine이 Adenine으로 치환되는 것으로, 

혈중 HDL 콜레스테롤 농도의 상승 및 apo A-Ⅰ 농도와

의 관련성이 보고되었다.5)14-16) 그러나, Barre 등17)은 

G-75A 유전자 다형성과 혈중 HDL 콜레스테롤 농도

와 관계가 없음을 보고하였으며, 또한 G-75A유전자 

다형성이 직접적으로 HDL 콜레스테롤 및 apo A-Ⅰ 농

도에 영향을 미친다기 보다는 apo A-Ⅰ 농도를 조절하

는 다른 유전자와 상호연관(linkage disequilibrium)되

었을 가능성이 제시되었다.18) 

그러나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대부분 서양인들을 대

상으로 한 연구이며, 유전자 다형성의 분포는 인종 및 

지역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

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

인에서 apo A-Ⅰ 유전자 다형성과 혈중 지질 농도 및 

apo A-Ⅰ 농도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인자로서의 의의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대  상 

1999년 12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연세대학교 심

혈관계질환 유전체연구센터의 검진에 참가한 건강한 일

반인 417명(남：여=169：248, 47.2±10.4세)을 대

상으로 하였다. 이들은 관상동맥 질환의 증상 또는 위

험인자가 없고 고혈압, 당뇨병, 뇌혈관질환, 말초혈관질

환이 없으며 또한 이러한 질환의 가족력이 없는 성인 남

녀로 흉부 X-선상 심비대 소견이 없으며 심전도상 정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로 하였다. 체질량지수가 30 kg/m2 

이상이거나 중성지방이 400 mg/dL 이상인 경우, 지질

강하제나 호르몬제제를 복용하는 경우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모든 대상자에서 병력, 가족력, 흡연의 유무를 조사하

였고, 신장과 체중을 측정하여 체질량지수를 계산하였

다. 본 연구는 참여한 모든 대상들로부터 서면동의를 받

은 후 진행되었다.  

 

혈중 지질 및 지단백 농도 측정 

혈액은 아침 공복시 정맥 채혈하여 -70℃로 냉동하

여 보관하였다. 혈청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은 Auto 

Chemistry analyzer Express Plus(Chiron Diagnos-
tics Co., MA, USA)를 이용하여 효소법으로 측정하였

고, HDL 콜레스테롤은 침전제를 이용하여 chylomicron, 

LDL 콜레스테롤, VLDL을 침전시킨 후 상층액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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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L 콜레스테롤을 다시 효소법으로 측정하였다. LDL

콜레스테롤은(Total cholesterol-HDL cholesterol- 

Triglyceride/5)의 공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혈중 

apo A-Ⅰ, Apo B 농도는 특이 항혈청과의 침전물 형태

로 비탁적으로 340 nm 파장에서 Immuno-turbidome-
tric analyzer(Cobas Integra Roche, Swizerland)로 

측정하였다. 

 

유전자 다형성의 분석 

DNA는 EDTA 혈액으로부터 DNA isolation kit 

(Gentra Genomic DNA purification kit, MN, USA)

를 이용하여 5 mL 혈액에서 추출하였다.  

Apo A-Ⅰ유전자 Xmnl 제한효소 작용부위 유전자 다

형성 분석을 위해 113 염기쌍을, G-75A 유전형분석을 

위해서 125 염기쌍을 중합효소 연쇄반응(PCR)으로 증

폭시킨 후 exonucleas를 이용하여 single strand로 분

리하였다. 단일염기다형성의 유전형 분석을 위해 SNPs-
tream 25K system(Orchid Biosciences, Princeton, 

NJ, USA)을 이용한 SNP-IT(SNP-Identification Te-
chnology, Orchid Biosciences, Princeton, NJ, USA) 

assay 방법을 이용하였다. 단일염기확장 반응은 단일

염기다형성부위 직전까지의 sequence로 합성된 각각

의 primer(XmnI : AATATTTTGGAAAGGAAGGA, 

G-75A：GATAAGCCCAGCCC)와 PCR산물을 ann-
ealing시킨 후 biotin 또는 fluorescein isothiocyanate 

(FITC)로 표지된 각각의 dideoxynucleotide와 반응시

켜 단일염기 확장 후 반응이 종료되도록 한 후 표지자 

분석을 통하여 다형성 부위에 결합된 nucleotide를 확인

함으로써 유전형을 결정하였다. 

 

통계 분석 

자료의 통계처리와 분석은 SPSS for windows 12.0 

(SPSS Inc. USA)를 사용하였다. 모든 통계값은 평균±

표준편차로 표시하였다.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p<0.05

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두 유전자 다형성의 AA유전형의 대상자

수가 적고 기존의 연구에서 A 대립인자의 우성적인(do-
minant) 효과가 보고되어 GA형과 AA형을 A대립인자 

군으로 하여 GG유전형과 비교하였다.  

유전형에 따른 기본적 임상특징, 지질, 지단백 농도, 

apo A-Ⅰ 농도의 차이는 χ2-test와 Student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Apo A-Ⅰ 유전자 다형성이 혈중 

apo A-Ⅰ 농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남녀에

서 각각의 유전자 다형성과 연령, 비만도, 중성지방농도, 

HDL 콜레스테롤 농도, 흡연유무, 음주유무, 폐경등을 

covariate로 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을 실시하였다.  

두 가지 유전자 다형성간의 상호연관성(linkage dise-
quilibrim：LD)검정을 위한 D’값과 haplotype은 EH 

(estimated haplotype) program를 활용한 이즈텍사의 

SNP analyzer(http://www.istech21.com)를 사용하

여 분석하였다.  

 

결     과 
 

임상적 특성 

연구대상자들의 임상적 특징은 Table 1과 같다. 대상

자의 연령 분포는 26세부터 81세였으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47.2세였으며, 남성의 평균 연령은 46.4±11.0

세, 여성의 평균 연령은 47.7±9.97세로 두 군간 차이는 

없었다.  

대상자 중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많았으며(남：여= 

41%：59%), 폐경 후 여성의 비율은 46%였다. 6개월 

이상의 규칙적인 흡연 및 음주 습관을 유지하고 있는 현

Table 1. Baseline clinical characteristics in each sex
group of study population 

 Men (n=169) Women (n=248)

Age (year) 046.4±11.0 047.7±9.97 
BMI (kg/m2) 023.6±2.57 022.9±2.83* 
Triglyceride (mg/dL) 0.142±77.7 .0106±58.5† 
Total cholesterol  

(mg/dL) 
0.204±38.8 

 
.0205±35.9 

 
LDL cholesterol  

(mg/dL) 
0.129±34.4 

 
.0132±33.5 
 

HDL cholesterol  
(mg/dL) 

046.3±11.8 
 

052.6±11.8† 

 
Apolipoprotein A-I  

(mg/dL) 
0.125±33.1 

 
.0132±30.7 
 

Apolipoprotein B  
(mg/dL) 

084.0±25.1 
 

083.1±33.0 
 

Current smoker (%) 52.7 07.3† 
Current drinker (%) 82.8 37.9† 
Mean±SD. BMI: body mass index, LDL: low density
lipoprotein, HDL: high density lipoprotein. *: p<0.05, †:
p<0.001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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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흡연자 및 음주자의 비율은 남성에서 여성에 비해 유

의하게 높았다(p<0.001).  

남성에서 비만도(p<0.05)와 중성지방농도가 여성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HDL 콜레스테롤 농도는 여성

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0.001). 총콜레스테롤, apo 

A-Ⅰ 농도는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Apo A-I 유전자 다형성 및 haplotype 빈도 

Apo A-Ⅰ 유전자의 두 가지 유전자 다형성의 빈도는 

Table 2에 나타냈다.  

본 연구의 유전형분석 결과는 남, 녀 각각에서 Har-
dy-Weinberg equilibrium(HWE)를 따르는 것으로 나

타났다. Apo A-Ⅰ 유전자의 XmnI 제한효소 작용부위의 

유전자 다형성 빈도는 남자에서 GG：GA：AA 55%：

40%：5%였으며 여자에서는 58%：38%：4%로 나

타나 성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G-75A 유

전자 다형성의 유전형빈도는 남자에서 GG：GA：AA가 

68%：27%：5%로 여자의 70%：26%：4%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A 대립인자의 빈도는 남자에서 0.19, 

여자에서 0.17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G-75A 유전자 

다형성의 A 대립인자의 빈도는 서양인에서의 발현 빈도

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19)20) 두 유전자 다형성은 강한 

양의 상호연관성(positive LD)을 나타냈다(D’=0.990, 

p=0.004).  

Apo A-Ⅰ 유전자의 XmnI 제한효소 작용부위(1)와 

G-75A 유전자 다형성(2)에 의한 haplotype은 G(1)-

G(2), A(1)-A(2), A(1)-G(2)가 각각 76%, 18%, 

6%였으며 G(1)-A(2)는 1예로 나타났으며, haplotype

의 빈도는 XmnI 제한효소 작용부위 유전자 다형성의 주

요 대립인자 유무에 따라 결정됨을 알 수 있었다(결과

는 표로 제시하지 않았음).  

 

Apo A-I 유전형에 따른 혈청 지질농도 

XmnI 제한효소 작용부위 유전자 다형성에 따른 혈청 

지질 농도는 Table 3과 같다. 남 녀에서 유전자 다형

성에 따른 두 군간 평균 연령 및 비만도의 차이는 없었

다. 남성의 A대립인자군의 중성지방 농도는 127±71.1 

mg/dL로 GG 유전형의 154±81.1 mg/dL보다 유의하

게 낮았으며(p=0.028), 두 군간 apo A-Ⅰ 농도의 차

이는 없었다. 그러나 흡연 습관에 따라 나누어 분석해 

보면 비흡연 남성에서는 A대립인자군(n=33)의 apo 

A-Ⅰ 농도가 133±36.2 mg/dL로 GG 유전형(n=47)

의 119±28.0 mg/dL 보다 높은 경향을 나타냈으나(p= 

Table 2. Genotype frequency of apo A-I gene polymor-
phism in middle aged healthy men and women 

 Genotype Men 
n (%) 

Women 
n (%) 

XmnI GG 094 (55%) 143 (58%) 
 GA 067 (40%) 095 (38%) 
 AA 008 (05%) 010 (04%) 
 G：A 0.75：0.25 0.77：0.23
G-75A GG 115 (68%) 174 (70%) 

 GA 045 (27%) 064 (26%) 
 AA 009 (05%) 010 (04%) 
 G：A 0.81：0.19 0.83：0.17

    
Table 3. Age, BMI and serum lipid levels by XmnI restriction site polymorphism in the Apo A-I gene in middle aged
healthy men and women 

Men Women 
 

GG group (n=94) GA+AA group (n=75) GG group (n=143) GA+AA group (n=105) 

Age (year) 047.2±10.20 045.5±12.10* 047.6±10.00 048.0±9.97*0 

BMI (kg/m2) 023.6±2.510 023.5±2.660. 023.0±2.890 022.8±2.760. 

TG (mg/dL) 0.154±81.10 0..127±71.1*0 0.111±60.20 098.5±55.60* 

TC (mg/dL) 0.202±36.90 0.207±41.20* 0.205±36.20 0.206±35.60* 

LDL-C (mg/dL) 0.126±33.90 0.133±34.80* 0.131±33.70 0.133±33.30* 

HDL-C (mg/dL) 045.2±11.20 047.7±12.40* 051.8±11.50 053.6±12.20* 

Apo A-I (mg/dL) 0.123±33.70 0.123±33.70* 0.128±28.30 0.138±33.1*0 
Apo B (mg/dL) 083.7±24.10 084.5±26.40* 084.8±35.70 080.6±28.70* 
Mean±SD. BMI: body mass index, TG: triglyceride, TC: total cholesterol, LDL-C: low 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HDL-C: high 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Apo: apolipoprotein. *: p<0.05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GG group by
student’s t-test in each sex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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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4), 흡연군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A 대립인

자군 vs GG：125±29.6 mg/dL vs 130±38.8 mg/dL). 

여성에서는 A대립인자군의 중성지방농도가 GG 유전형

군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는 없었다(111±60.2 mg/dL vs 98.5±55.6 mg/dL, 

p=0.086). 그러나 A대립인자군의 apo A-Ⅰ 농도는 

138±33.1 mg/dL로 GG유전형의 129±28.3 mg/dL

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p=0.032). 남, 녀 모두에서 A

대립인자군의 HDL 콜레스테롤 농도 및 apo B농도는 

GG 유전형군과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G-75A 유전형에 따른 혈중 지질 및 apo A-Ⅰ 농도

는 Table 4에 나타내었다. 남성에서 유전형에 따른 중

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농도 및 apo A-Ⅰ 농도는 유

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흡연습관에 따라 나누어 분석했

을 때도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여성의 A대립인자군

의 HDL 콜레스테롤 농도는 54.6±13.4mg/dL로 GG 

유전형군의 51.7±11.0 mg/dL 보다 높은 경향을 나타

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p=0.078). A대립인자

군의 apo A-Ⅰ 농도는 141±37.3 mg/dL로 GG 유전

형군의 129±27.0 mg/dL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p= 

0.013). 다른 혈청 지질농도들은 두 군간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 

 

Apo A-I 유전형이 혈청 지질농도에 미치는 영향 

남 녀에서 두 가지 apo A-Ⅰ 유전자 다형성이 혈중 

apo A-Ⅰ 농도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5와 같다. 다중

회귀분석결과 apo A-Ⅰ 유전자의 두 가지 유전자 다형

성은 남성에서는 혈중 apo A-Ⅰ 농도와는 유의한 관련

성이 없었다. 그러나 여성에서는 HDL 콜레스테롤 농도, 

현재 음주습관, XmnI 제한효소 작용부위 유전자 다형성

의 A 대립인자는 apo A-Ⅰ 농도를 유의적으로 증가시키

는 인자로 분석되었다(R2=0.272, p<0.05). 

 

고     찰 
 

여러 연구를 통해 낮은 혈중 HDL콜레스테롤 농도는 

관상동맥질환 발생의 예측인자로 알려져 있으며, HDL

콜레스테롤이 낮을수록 관상동맥 질환의 발생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21) 혈중 HDL 콜레스테롤

의 농도의 증가는 apo A-Ⅰ 농도와 유의한 관련이 있으

며, apo A-Ⅰ 농도가 증가된 군에서 관상동맥질환의 발

생이 적으며,22) apo A-Ⅰ 농도가 HDL 콜레스테롤보다 

Table 4. Age, BMI and serum lipid levels by G-75A polymorphism in the apo A-I gene in middle aged healthy men
and women 

Men Women  

GG group (n=115) GA+AA group (n=54) GG group (n=174) GA+AA group (n=74) 

Age (year) 046.1±10.30 047.2±12.60 047.0±10.30 049.5±9.03*. 

BMI (kg/m2) 023.7±2.620 023.2±2.450 022.8±2.930 023.3±2.58*. 

TG (mg/dL) .0148±81.00 .0129±69.30 .0107±57.70 .0103±60.70* 

TC (mg/dL) .0202±36.90 .0208±42.50 .0204±35.90 .0208±36.10* 

LDL-C (mg/dL) .0127±33.10 .0134±37.00 .0131±33.10 .0133±34.50* 

HDL-C (mg/dL) 045.4±11.20 048.4±12.80 051.7±11.00 054.6±13.40* 

Apo A-I (mg/dL) .0126±34.60 .0125±30.10 .0129±27.00 .0.141±37.3*0 
Apo B (mg/dL) 082.2±24.20 088.1±26.70 082.7±33.70 084.2±31.40* 
Mean±SD. BMI: body mass index, TG: triglyceride, TC: total cholesterol, LDL-C: low 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HDL-C: high 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Apo: apolipoprotein. *: p<0.05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GG group by
student’s t-test in each sex group 

      
Table 5. Multiple stepwise linear regression analysis on
serum apo A-I concentration in middle aged healthy
men and women 

 Beta R2 (cumulative) p 

Men    

HDL cholesterol 0.652 0.425 0.000

Women    

HDL cholesterol 0.425 0.210 0.000

Current drinker 0.196 0.244 0.004

XmnI A carrier 0.166 0.272 0.013
HDL: High density lipoprotein. Covariate: age, BMI, trigly-
ceride, HDL cholesterol current smoker, current drinker,
menopausal status. 

   



 1163

관상동맥 질환발생의 더 좋은 예측인자로 작용할 수 있

다고 제시되기도 하였다.23) 본 연구는 apo A-Ⅰ 유전자

의 XmnI 제한효소 작용부위, G-75A 유전자 다형성이 

혈중 지질농도 및 apo A-Ⅰ 농도에 미치는 영향을 건

강한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Apo A-Ⅰ 유전자는 AⅠ-CⅢ-AⅣ 유전자결합체(gene 

cluster)형태로 11번 염색체의 long arm에 존재하며 

이들 각각의 apolipoprotein 유전자들은 서로 유사한 

구조를 나타낸다.9) Apo A-Ⅰ 유전자내 XmnI 제한효소 

작용부위의 유전자 다형성은 5’ flanking 시작 부위에서 

대략 2.5 kb 떨어진 부위의 Guanine이 Adenine으로 

치환되어 나타나며 1985년 Kessling 등8)이 보고하였

다. XmnI 제한효소 작용부위의 유전자 다형성 중 흔하

게 관찰되는 유전자를 X1(G) 대립인자로, 드물게 관찰

되는 유전자를 X2(A) 대립인자로 명명하였으며, 본 연

구의 X2 대립인자의 빈도(남：0.25, 여：0.23)는 대

부분 일본인들로 구성된 비유럽인들의 X2 대립인자 빈

도(0.26) 및 Zhang 등24) 이 보고한 중국인들의 X2 대

립인자의 빈도(0.29)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

는 유럽 및 서구인들에서의 X2 발현빈도(0.09-0.16)

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타내어 XmnI 작용부위 유전자 

다형성 발현빈도의 인종적 차이를 확인해 주었다.11-13)  

유전자 다형성과 혈청 지질농도와의 관련성에 대한 분

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XmnI 제한효소 작용부위 유전

자 다형성의 GG 유전형을 갖는 남성의 중성지방 농도

는 GA 및 AA 유전형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다. 그러

나 여성에서는 중성지방 농도는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GG 유전형군의 apo A-Ⅰ 농도가 GA, AA 

유전형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았다. Wile 등11)이 유럽

인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남성 관상동맥질

환군의 A 대립인자군의 HDL 콜레스테롤과 apo A-Ⅰ 

농도가 G 대립인자군에 비해 높았으나, 관상동맥질환

이 없는 남성군에서는 유전형에 따른 혈중 지질농도와 

apo A-Ⅰ 농도의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였다. Anderson 

등12)이 미국인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서는 G 대립인자를 가진 여성에서 중성지방 농도가 증

가되어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G 대립인자의 빈도가 

가족성 고지혈증 환자군에서 높음이 보고 되었다.9)10) 

하지만 Kee 등13)이 보고한 614명의 심근경색증 환자와 

764명의 정상 대조군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서

는 XmnI 제한효소 작용부위 유전자 다형성의 빈도는 두 

군간 차이가 없었으며 유전자 다형성에 따른 혈중 지질

농도, lipoprotein 및 apolipoprotein 농도의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보고되어 서로 상반된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러 연구에서 나타난 apo A-Ⅰ 유전자 다형성과 혈

청 지질농도와의 관련성의 차이는 다른 부위의 유전자 

다형성 및 인접 유전자와의 상관성에 의한 복합적인 결

과라고 제시되고 있으나 아직 정확한 기전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13)18) 실제로 XmnI 제한효소 부위의 유

전자 다형성은 MspI 제한효소 작용부위(G-75A)의 유

전자 다형성과는 양의 상호연관성이 밝혀졌고, 동일한 

염색체상에 존재하며 지방분해에 관여하는 apo C-Ⅲ 

유전자의 3’ uncoding region의 SstI 유전자 다형성

과는 음의 상호연관성(negative LD)이 보고되었다.18) 

Apo C-Ⅲ SstI 유전자 다형성은 apo C-Ⅲ 유전자발현

을 증가시켜 중성지방농도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 보여진 apo A-Ⅰ 유전자 다

형성에 따른 중성지방농도의 증가는 Apo C-Ⅲ SstⅠ 유

전자 다형성과의 상호연관성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유전자 전사조절부위에 위치한 G-75A 유전자 다형성

은 apo A-Ⅰ의 전사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A 대

립인자의 경우 apo A-Ⅰ 합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이 보

고되었다.25) 그러나 Danek 등26)은 -75A 대립인자는 

apo A-Ⅰ의 전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G-75A 유전자 다형성의 A 대립인자의 빈

도는 서양인들에서의 발현 빈도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도 없었다.19)20) 혈청 지질농도와의 관

련성에 대한 분석 결과 G-75A 유전자 다형성과 HDL 

콜레스테롤 농도간의 상호 관련성은 없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여성에서는 -75A 대립인자는 apo A-Ⅰ 농

도의 증가와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냈으나 남성에서는 이

러한 관련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많은 연구에서 -75A 

대립인자의 존재는 혈청 HDL 콜레스테롤 및 apo A-Ⅰ 

농도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나타냈으나14)15)27)28) 다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검증하지 못하였다.19)29) 또

한 남성에서는 비흡연군에서만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8) 

지금까지 보고된 여러 연구들의 결과의 차이는 최근 

발표된 Ordovas 등30)의 연구결과를 고려해 볼때 유전

자와 환경적인 요인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

함을 강조하고 있다. 755명의 남성과 822명의 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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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G-75A 유전자 다형성이 혈중 지

질농도에 미치는 영향은 식이내 불포화지방산(polyun-
saturated fatty acid) 섭취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여성에서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것으로 인식되어 

온 불포화지방산 섭취가 총 에너지 섭취량의 8% 이상인 

군에서는 -75A 대립인자군에서 HDL 및 apo A-Ⅰ 농

도가 증가하였으나, 불포화지방산 섭취가 총 에너지 섭

취량의 4% 미만인 경우에는 -75A 대립인자군에서 apo 

A-Ⅰ 농도가 감소되는 반대의 경향을 보고하였다. 그러

나 이러한 유전자-식이와의 관련성은 남성에서는 관찰

되지 않아 유전자 전사율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진 남성 

호르몬(androgen) 및 전사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

지 여성호르몬(estradiol) 등의 호르몬도 영향을 줄 것으

로 여겨지고 있다.30)  

즉 전사조절 부위에 위치한 G-75A의 유전자 다형성

은 흡연, 식이내 지방 섭취량, 호르몬 분비등 유전자 전사

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요인과의 복합적인 관련성

에 의해 여러 연구에서 보고된 결과가 차이나는 것으로 

여겨지며 본 연구에서도 apo A-Ⅰ 농도가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여성에서만 apo A-Ⅰ 농도와 유전자 다

형성과의 관련성이 유의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결론적으로 심혈관계 질환이 동반되지 않은 건강한 성

인 남녀에서 XmnI 제한 효소 작용부위 유전자 다형성 및 

G-75A 유전자 다형성은 서로 강한 상호 연관성을 보이

며 남성에서는 중성지방 농도와 여성에서는 apo A-Ⅰ  

농도와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냈다. 차후에는 바람직한 

혈청 지질농도와 관련한 apo A-Ⅰ 유전자의 두 가지 유

전자 다형성의 A 대립인자의 존재가 관상동맥질환 및 

다른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 및 진전에 미치는 영향을 규

명하기 위한 연구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요     약 
 

배경 및 목적： 

HDL 콜레스테롤의 구성 단백질인 Apolipoprotein 

(apo) A-Ⅰ의 유전자 다형성은 지질 대사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심혈관계 질환이 없

는 한국인 성인남녀에서 apo A-Ⅰ 유전자 다형성과 혈중 

지질 농도 및 apo A-Ⅰ 농도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방  법： 

417명의(남：여=169：248, 47.2±10.4세) 건강한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apo A-Ⅰ

유전자의 Xmnl 작용부위와 G-75A 유전자 다형성 분

석은 단일염기확장(Single base extension) 방법의 

SNPstream 25K system을 이용한 SNP-IT assay 방

법으로 실시하였다. 

결  과： 

Apo A-Ⅰ의 XmnI 제한효소 작용부위의 유전자다

형성의 A 대립인자 발현빈도는 남자와 여자에서 각각 

0.25, 0.23으로 서양인들의 0.12-0.14에 비해서 높았

으며, G-75A 유전자 다형성의 A 대립인자의 빈도는 

남자에서 0.19, 여자에서 0.17였고 두 유전자 다형성은 

상호 강하게 연관되어 있었다(D’：0.990, p=0.004).  

남성에서 XmnI 작용부위 유전자 다형성의 A대립인자

군의 중성지방 농도는 128±71.1 mg/dL로 GG 유전

형의 중성지방 농도 154±81.1 mg/dL보다 유의적으로 

낮았으나(p=0.028), 여성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 그러나 여성에서는 A대립인자군의 apoA-

Ⅰ 농도는 GG 유전형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다.  

G-75A 유전자 다형성의 A대립인자군의 HDL 콜레스

테롤 농도는 남녀모두에서 유전형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

는 없었다. 그러나 여성에서 A대립인자군의 apo A-Ⅰ 

농도는 141.7±37.3 mg/dL으로 GG 유전형에 비해 유

의적으로 높았다. 

다중회귀분석결과 apo A-Ⅰ 유전자의 두 가지 유전자 

다형성은 남성에서는 혈중 apo A-Ⅰ 농도와 유의한 관

련이 없었으나 여성에서는 HDL 콜레스테롤 농도, 현재 

흡연, XmnI 작용부위의 유전자 다형성의 A 대립인자

는 apo A-Ⅰ 농도를 유의적으로 증가시키는 인자로 분석

되었다. 

결  론： 

건강한 한국인 성인에서 Apo A-Ⅰ XmnI 작용부위 및 

G-75A 유전자 다형성은 유전자 다형성은 남성에서는 

중성지방농도와 여성에서는 apo A-Ⅰ농도와 유의한 관

련성을 나타냈으며 이 두 유전자 다형성은 상호연관되

어 있었다.  
 

중심 단어：아포단백 A-l；유전자 다형성；HDL 콜레스

테롤；중성지방. 
 

본 연구는 2000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00-
PJ3-PG6-GN01-0001)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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