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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골반골반골반골반    장기장기장기장기    탈출증탈출증탈출증탈출증    여성에서여성에서여성에서여성에서    제제제제1111형형형형    아교질아교질아교질아교질    COLIACOLIACOLIACOLIA1111    유전자의유전자의유전자의유전자의    Sp1Sp1Sp1Sp1    결합결합결합결합    부위부위부위부위    다형성다형성다형성다형성    

 

골반 장기 탈출증의 발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제 1형 아교질의 alpha-1 사슬을 

부호화하는 COLIA1 유전자에서 전사 인자 Sp1 결합 부위 다형성과 골반장기 탈출증 

발생과의 연관이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2006년 5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세브란스 병원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수술적 치료를 받은 환자 30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군은 중증 골반 장기 탈출증으로 자궁 적출술을 시행받은 15명의 여성으로 

하였고, 대조군은 골반 장기 탈출증을 제외한 다른 양성 질환으로 자궁 적출술을 

시행 받은 여성으로 연구 대상군과의 연령, 폐경 상태, 신체 비만 지수 (body mass 

index)를 짝짓기 (matching)한 1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두 군에서 말초 혈액을 

채취하였고, 검체 혈액은 실시간 중합효소 연쇄 반응 (real time polymerase chain 

reaction)을 이용하여 각각 LightCycler DNA Hybridization 기술을 이용하여 융해 

곡선 (melting curve)을 통해 제 1형 아교질의 COLIA1 유전자에서 전사 인자 Sp1 

결합 부위의 다형성 양상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들에서 디옥시리보핵산의 염기 

서열도 분석하였다.  

실험 결과 골반 장기 탈출증 환자와 대조군의 병력 상 당뇨, 고혈압, 만성 폐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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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질환, 요추간판 탈출증, 기타 결합 조직 질환을 비교한 결과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 이전에 골반 수술을 받은 기왕력과 

흡연력에서도 두 군 간에 차이가 없었다. 연구 대상군 및 대조군 모두에서 제1형 

아교질의 COLIA1 유전자에서의 Sp1 결합 부위는 57 ℃에서 융해 곡선의 단일 

최고점을 나타내었다. 이의 염기서열을 확인한 결과 구아니딘/구아니딘 동형접합체 

(homozygotes G/G)를 보임으로써, 제1형 아교질의 COLIA1에서의 Sp1 결합 부위에 

다형성을 보이는 예는 없었다.   

본 연구 결과 한국인의 골반 장기 탈출증 환자에서는 COLIA1 유전자에서 전사 

인자 Sp1 결합 부위의 다형성의 발현이 없거나 매우 드물 것으로 생각되나 추후 

좀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 되는 말: COLIA1 유전자, Sp1 다형성, 골반 장기 탈출증 



 

 - 3 - 

골반골반골반골반    장기장기장기장기    탈출증탈출증탈출증탈출증    여성에서여성에서여성에서여성에서    제제제제1111형형형형    아교질아교질아교질아교질    COLIACOLIACOLIACOLIA1111    유전자유전자유전자유전자의의의의    Sp1Sp1Sp1Sp1    결합결합결합결합    부위부위부위부위    다형성다형성다형성다형성 

 

<<<<지도교수지도교수지도교수지도교수    김김김김    세세세세    광광광광>>>>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조조조조        혜혜혜혜        진진진진        

    

    

I. I. I. I. 서서서서    론론론론    

    

골반 장기 탈출증이란 골반강내 지지 조직의 손상에 의해 생식기관, 방광, 직장 

및 일부 소화 기관 등의 골반강내 내용물들이 질벽의 결손부위로 탈출하는 것을 

말한다1. 미국에서의 보고에 의하면 여성이 일생 동안 골반장기 탈출을 경험할 

확률은 30%에 달한다고 하고2, 골반장기 탈출증이나 요실금으로 인하여 수술을 

받을 확률은 11%에 이른다고 하였다3,4. 골반 장기 탈출증 환자는 탈출장기에 따라 

생식기관, 하부요로계, 하부 소화기관의 기능장애를 초래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체형의 변화를 가져오며 이는 개인의 여가활동, 직업, 사회활동 및 성행위의 장애 

등을 야기시켜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가져오므로 골반 장기 탈출증에 대한 



 

 - 4 - 

병인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5.  

골반 장기 탈출증의 발생 원인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크게 물리적, 구조적, 

기능적 원인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또한 개인적 특정 위험인자를 가진다고도 

보고되고 있다. 골반 장기는 항문올림근 (levator ani muscle)과 골반 인대 

(pelvic ligament) 및 결체 조직에 의해 지지된다. 이들은 세포외 기질 

(extracellular matrix)로 구성되므로, 골반저 (pelvic floor)의 안정성과 강도는 

세포외 기질의 분자 구성에 의해 결정된다. 이는 다양한 당단백질 

(glycoproteins)의 변화에 의하는데, 다른 구조 단백질과 더불어 아교질이 중요한 

인자로 보고되어 있으며6, 따라서 아교질의 변화는 골반장기 탈출증의 중요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다7. 여러 보고에서 골반 장기 탈출증 환자에서 대조군에 

비해 아교질이 감소한다고 하였다8-12. 그러나 아교질이 증가하거나 변화가 없다는 

보고도 있다13. 이러한 보고들을 기초로 아교질의 구성 성분 변화에 의한 장력의 

차이에 의해 골반 장기 탈출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현재까지 잘 알려진 위험인자로는 분만력, 출생아 체중 증가, 회음절개 여부, 제 

2 분만기의 증가, 자궁 적출술과 관련된 손상, 복압을 증가시키는 요인인 비만, 

만성 변비, 흡연, 만성 폐질환 및 직업상의 이유, 노화, 호르몬의 변화 등이 

있다3,7,14-19. 그러나 환경적 요인만으로 병인론을 설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위험인자가 적은 미산부 여성에서 심각한 골반 장기 탈출증이 발생한 보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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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20,21, 다산부의 대부분에서 이러한 증상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보고도 있다4,21. 

따라서 물리적, 구조적, 또는 기능적 원인만으로 골반 장기 탈출증의 발병 원인을 

설명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최근 들어 유전적인 소인이 골반 장기 탈출증 발병에 기여한다는 보고가 있다. 

역학적 연구는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하는데, 민족과 인종의 다양성이 발병률에 

영향이 있음을 여러 연구자들이 보고하였다18,22,23. 또한 두 개의 독립된 연구에서 

골반 장기 탈출증을 가진 여성의 30%에서 가족력을 가진다는 보고도 있다24,25. 

유전자에 대한 연구 보고로, Nikolova 등의2 보고에 의하면 골반장기 탈출증의 

가족력이 있는 그룹에서 LAMC 1의 promoter에 유전자 다형성이 나타나는 환자에서 

조기 발병 골반 장기 탈출증의 발생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유전적인 원인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의 연구에서 제1형 아교질 α-1 사슬을 부호화하는 유전자 (COLIA1 gene)의 

다형성이 그 골다공증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가 보고되었다26. 가장 

집중적으로 연구된 분야는 COLIA1 유전자의 조절부위에서의 단일 뉴클레오티드의 

다형성이다27-32. 이 다형성은 COLIA1 유전자에서 첫번째 인트론에서의 구아니딘 

잔기 (guanidine residue)가 티미딘 잔기 (thymidine residue)로 치환됨에 의해 

야기된다 (G→T). 결과적으로 세 개의 다른 유전형, 즉 구아니딘/구아니딘 

동형접합체 (G/G), 구아니딘/티미딘 이형접합체 (G/T), 그리고 티미딘/ 티미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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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형접합체 (T/T)가 발생한다. 이러한 변이는 그들이 전사 인자인 Sp1의 인식 

부위에 영향을 주고, 이로 인해 COLIA1 유전자의 발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COLIA1 단백의 합성이 COLIA2 단백에 비해 증가된다27. 

COLIA1 유전자에서의 Sp1의 다형성으로 인한 효과는 구아니딘/티미딘 이형접합체를 

가진 환자와 티미딘/ 티미딘 동형접합체를 가진 환자에서 구아니딘/구아니딘 

동형접합체를 가진 환자에 비해서 뼈의 기계적 강도와 골밀도를 감소시켜 

골다공증성 골절의 위험이 증가되고, 이러한 현상은 티미딘/ 티미딘 동형접합체를 

가진 환자에서 더욱 두드러진다고 보고하였다26-32. 또한 COLIA1 유전자에서 전사 

인자 Sp1 결합 부위의 다형성33에서 구아니딘/티미딘 이형접합체를 가진 여성에서 

복압성 요실금 (stress urinary incontinence)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다34.  

본 연구의 목적은 골반 장기 탈출증이 있는 여성에서 제 1형 아교질 COLIA1 

유전자에서 전사 인자 Sp1 결합 부위의 다형성의 양상과 골반 장기 탈출증 

발생과의 상관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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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II. II. II. 연구연구연구연구    대상대상대상대상    및및및및    방법방법방법방법    

    

1. 1. 1. 1. 환자환자환자환자    선택선택선택선택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세브란스 병원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2006년 5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수술적 치료를 받은 환자 30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

군은 중증 골반 장기 탈출증으로 자궁 적출술을 시행받은 15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고, 대조군은 골반 장기 탈출증을 제외한 다른 양성 질환으로 자궁 적출술을 

시행 받은 여성으로 연구 대상군과의 연령, 폐경상태, 신체 비만 지수 (body mass 

index)를 짝짓기 (matching)한 1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은 모두 내원 당시 표

준화된 비뇨부인과 문진을 통하여 골반 장기 탈출에 의한 비뇨기계, 장관계 증상을 

조사하였으며, 수술을 시행할 당시의 연령, 신체 비만 지수, 출산력, 폐경 유무, 

호르몬 치료 유무, 내외과적 과거력, 기왕의 수술력 등을 조사하였다. 철저한 이학

적 검사를 시행 하였으며, 골반 장기 탈출증은 국제 요자제 학회 (International 

Continence Society)의 Pelvic Organ Prolapse Quantification (POPQ) system을 이

용하여 등급화 하였다35. 분만대에서 앙아위 (supine position)와 45°상체 직립자

세 (upright position)로 골반내진을 시행하였고, 발살바법 (valsalva maneuver)을 

이용한 내진도 시행하였다. 모든 환자는 다면적 방광내압측정 (multi-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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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stometry), 요도내압측정 (urethral pressure profilometry) 및 요류측정 

(uroflowmetry)을 포함한 Dante-5000 (Menuet, Copenhagen, Denmark)을 이용한 요

역동학 검사를 시행하였다. 요도내압측정은 12프렌치 요관 (Mentor Co, Kedah, 

Malaysia)을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 모두에게 동의를 얻어 실험을 진행하였다. 

 

2. 2. 2. 2. 검체검체검체검체    수집수집수집수집    

    

두 군에서 수술 전 정맥 전혈 10 mL을 채취하여 항응고제인 EDTA가 담긴 튜브에 

담아서 영하 80 ℃ 에서 냉동 보관하였다.  

        

3. 3. 3. 3. 연구연구연구연구    방법방법방법방법    

    

가가가가....    디옥시디옥시디옥시디옥시    리보핵산리보핵산리보핵산리보핵산 ( ( ( (DNADNADNADNA))))    추출추출추출추출    

 

본원에서 얻어진 혈액 샘플을 이용하여 백혈구에서 DNA 추출을 시행하였다. 이는 

이용 가능한 High Pure PCR Template Preparation Kit (Roche Diagnostics GmbH, 

Mannheim, Germany)을 이용하여 DNA 추출을 시행하였다. 시료 200ul에 결합 완충액 

(binding buffer) 200ul와 단백 분해 효소 K 40ul를 넣고 즉시 혼합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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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oC에서 10분간 배양하였다. 배양 후 isopropanol 100ul을 넣고 혼합하였다. High 

Pure filter tube 와 수집 튜브 (collection tube)를 결합시킨 뒤 sample을 넣고, 

8000 rpm에서 1분간 원심 분리하였다. 필터를 통과한 물질은 버리고, High Pure 

filter tube와 수집 튜브를 결합시켜 억제제 제거 완충액 (inhibitor removal 

buffer) 500ul를 첨가한 다음 8000 rpm에서 1분간 원심 분리하였다. 필터를 통과한 

물질은 버리고, High Pure filter tube와 수집 튜브를 결합시켜 세척 완충액 (wash 

buffer) 500ul를 첨가한 후 8000 rpm에서 1분간 원심 분리하였다. 남아있는 세척 

완충액을 제거하기 위해 13,000 rpm에서 재 원심 분리하였다. 수집 튜브를 버리고, 

깨끗한 1.5ml 미세 원심 분리 튜브 (microcentrifuge tube)에 필터 튜브를 끼워 

넣고, 70oC인 세척 분리 완충액 (elution buffer) 200ul를 필터 튜브에 넣고 8000 

rpm에서 1분간 원심 분리하여 핵산을 세척 분리하였다. 추출된 DNA는 영하 20℃에 

보관하였다. 

 

나나나나. . . . 실시간실시간실시간실시간    중합효소중합효소중합효소중합효소    연쇄연쇄연쇄연쇄    반응반응반응반응 ( ( ( (Real time poReal time poReal time poReal time polymerase chain reaction)lymerase chain reaction)lymerase chain reaction)lymerase chain reaction)        

 

제 1형 아교질의 COLIA1 유전자의 Sp1 결합 부위 다형성의 검사는 주형 

(template)으로 400ng DNA를 LightCycler FastStart DNA Master Hybridization 

Probes (Roche Diagnostics GmbH, Mannheim, Germany)를 이용한 실시간 중합 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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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반응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증폭을 위해서 Taq DNA polymerase (Tibmol, 

Berlin, Germany)와 올리고뉴클레오티드 길잡이 (primer)를 사용하였다.  

실시간 중합 효소 연쇄 반응의 첫 단계는 Cola F, 5’- gggggCgTCCCTTCCAA - 3’ 

(forward) 와 Cola R, 5’- AgggCggggggAgAATA - 3’(reverse)의 두 개의 길잡이로 

시행하였다. 95℃에서 10분간 변성 (denaturation) 한 후 45회의 증폭을 시켰다. 

한번의 증폭은 95℃에서 10초간 변성시키고, 58℃에서 10초간 단련 

(annealing)시킨 후, 72℃에서 10초간 확장 (extension) 시켰다.  

COLIA1 유전자의 Sp1 부위에서 다형성의 종류를 인식하기 위해 LightCycler 

FastStart DNA Master Hybridization Probes와 LightCycler FastStart Enzyme을 

혼합하여 융해 곡선 (melting curve)를 LightCycler software 4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증폭된 DNA를 95℃에서 수초간 변성시키고, 40℃에서 30초간 

단련시키고, 80℃에서 수초간 확장을 시키면서 융해 곡선을 얻었다. 이는 40℃에서 

30초간 배양하여 냉각하였다.  

Sp1 부위에서 다형성의 종류를 인식하는 것은 융해 곡선에서 최고점으로 형광이 

흡수되는 온도의 분석에 기초하였다.  

 

다다다다. Sequencing. Sequencing. Sequencing. Sequencing    반응반응반응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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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quencing 반응은 ABI PRISM BigDye ™ Terminator Cycle Sequencing Kits 

(Applied Biosystems, Foster city, CA, USA) 을 이용하여 시행하였다. PTC-225 

Peltier Thermal Cycler(MJ Research, Reno, NV, USA)를 사용하여 PCR 반응이 

진행되며, 길잡이를 이용하여 sequence를 해석한다. 반응이 끝나면 에탄올을 

이용하여 반응에 참여하지 않은 dNTP와 반응물을 분리해 내며, 정제된 PCR 

product는 3차 증류수에 다시 녹여 ABI PRISM 3730XL Analyzer (Applied 

Biosystems, Foster city, CA, USA) 에서 분석을 하였다.    

    

4. 4. 4. 4. 통계통계통계통계    분석분석분석분석    

 

자료분석은 서술적 통계를 사용하였고, 통계학적 결과 분석은 SPSS version 13.0 

프로그램의 Student independent t-test, chi-square test 등을 사용하였으며, p-

value가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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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III. III. III. 결결결결    과과과과    

  

1.1.1.1. 임상임상임상임상    소견소견소견소견        

 

대상 환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평균 연령은 연구 대상군에서 60.5 ± 

8.7세, 대조군에서 60.1 ± 8.0세이었고, 신체 용적 지수는 연구 대상군에서 24.0 

± 3.3 kg/m2 이었고, 대조군에서 25.4 ± 3.3 kg/m2이었다. 이러한 특성들을 

matching한 연구 대상군과 대조군 간에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출산력은 연구 대상군에서 평균 3.4 ± 0.7이고, 대조군에서 3.3 ± 0.8으로 

차이가 없었다. 또한 병력 상 당뇨, 고혈압, 만성 폐색성 폐질환, 요추간판 

탈출증, 기타 결합 조직 질환에서도 연구 대상군과 대조군 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이전에 골반 수술을 받은 기왕력과 흡연력에서도 두 그룹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1).  

연구 대상군에서 골반 장기 탈출증 정도를 Pelvic Organ Prolapse 

Quantification (POPQ) system을 이용하여 비교해보면, III기인 환자가 8명 

(53.3%), IV기인 환자가 7명 (46.7%)이었으며, 대조군에서는 골반 장기 탈출증을 

가진 환자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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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linic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 

Patients group 

(n=15) 

Control group 

(n=15) 

P 

value 

Age (years) 60.5 ± 8.7 60.1 ± 8.0 NS 

BMI (kg/m2) 24.0 ± 3.3 25.4 ± 3.3 NS 

Parity  3.4 ± 0.7 3.3 ± 0.8 NS 

Menopause status (%) 15/15 (100.0) 15/15 (100.0) NS  

HRT history (%) 0/15 (0.0) 0/15 (0.0) NS  

Diabetes mellitus (%) 4/15 (26.7) 4/15 (26.7) NS 

Hypertension (%) 4/15 (26.7) 3/15 (20.0) NS 

COPD (%) 2 (13.3) 0/15 (0.0) NS 

HLD (%) 1/15 (6.7) 0/15 (0.0) NS 

Previous pelvic surgery history (%) 0/15 (0.0) 0/15 (0.0) NS  

Smoking (%) 1/15 (6.7)  2/15 (13.3) NS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NS: Not significant 

BMI: Body mass index 

HRT: Hormone replacement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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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D: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HLD: Herniated lumbar disc. 

 

2222. . . . 실시간실시간실시간실시간    중합효소중합효소중합효소중합효소    연쇄연쇄연쇄연쇄    반응에반응에반응에반응에    의한의한의한의한    제제제제1111형형형형    아교질아교질아교질아교질    COLIACOLIACOLIACOLIA1111    유전자유전자유전자유전자의의의의    Sp1Sp1Sp1Sp1    결합결합결합결합    

부위부위부위부위    다형성다형성다형성다형성    

 

연구 대상군에서 제 1형 아교질의 COLIA1 유전자에서의 Sp1 결합 부위는 

LightCycler에서 융해 곡선 상 57 ℃에서 단일 최고점을 보였다 (Fig. 1).  

 

 

Figure 1. Melting peak analysis of the Sp1 binding site of the COLIA1 gene in 

the study group on the LightCycler. The figure demonstrates multiple 

homozygous peaks for the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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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해 곡선에서 구아니딘/티미딘 이형접합체의 다형성을 보일 때 나타나는 두 개의 

최고점을 보이는 예는 없었다. 대조군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Fig. 2).  

 

 

Figure 2. Melting peak analysis of the Sp1 binding site of the COLIA1 gene in 

the control group on the LightCycler. The figure demonstrates multiple 

homozygous peaks for the women. 

 

이를 다시 sequencing 반응을 통해 그 염기 서열이 구아니딘/구아니딘 

동형접합체임을 확인하였다 (Fig 3).  

 



 

 - 16 - 

    

Figure 3. Sequencing at the Sp1 binding site of the COLIA1 g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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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IV. IV. IV. 고고고고    찰찰찰찰    

 

최근 수명연장에 따른 고령인구 증가와 이들의 사회활동 확대 등으로 인하여 점차 

골반장기 탈출증 환자가 늘어가는 추세에 있으며 따라서 이들 환자의 치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2-4. 골반 장기 탈출증의 치료로는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가 있으며,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더라도 완치율이 높지 않고, 실패율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36-38
. 실재로 미국에서 매년 200,000 이상의 수술적 치료가 행해지고 

있으며39, 이 중 재발률은 약 15~30 %에 이른다37. 따라서 골반 장기 탈출증의 

병인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골반장기 탈출증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으나 중요한 원인으로는 

항문올림근과 골반인대의 약화를40,41 들 수 있다. 분만에 의한 골반저의 이완, 

폐질환 혹은 무거운 물건 들기로 인한 만성적인 복압의 증가, 장운동 동안 

발생하는 만성적 과부하, 신경학적 손상 및 에스트로젠 결핍은 골반장기 탈출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환경적 요인만으로 

병인론을 설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위험인자가 적은 미산부 여성에서 심각한 골반 장기 탈출증이 발생하였음을 

보고한 바도 있고20,21, 다산부의 대부분에서 이러한 증상이 발생하지도 않음을 

보고한 바도 있다4,21. 그러므로 유전적인 소인이 골반 장기 탈출증이 발생하는 

것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역학적 연구들에서 이러한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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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받침하는데, 민족 및 인종적 다양성이 발병률에 영향이 있음을 여러 연구자들이 

보고하였다. 유럽인 및 라틴 아메리카 여성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미국 여성보다 

발병률이 많음을 보고한 바 있으며18,22,23 또한 Geldenhuys는 반투 사람 (Bantu)의 

연구를 통해, 골반장기 탈출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환경적 요인이 아니라, 

골반의 크기와 모양, 결체조직과 골반지지의 질, 그리고 섬유화의 정도와 같은 

종족의 선천적인 요인이라고 발표 한 바 있다42. 가족력에 대한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 두 개의 독립된 연구에서 골반 장기 탈출증을 가진 여성의 30%에서 가족력을 

가진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24,25
, 최근 Nikolova 등이2 골반장기 탈출증의 가족력이 

있는 그룹에서 LAMC1 유전자의 촉진자 (promoter)에 유전자 다형성이 나타나는 

환자에서 골반 장기 탈출증의 조기 발병이 증가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골반 장기 탈출증의 원인으로 유전적인 원인이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결합조직의 주된 구조 단백질은 제 1형 아교질이며, 이는 두 개의 α1 사슬과 한 

개의 α2 사슬로 구성된 이형삼합체 (heterotrimer)이다 (α1[I]2 α2[I])12. 제1형 

아교질은 세포의 정상적인 증식, 분화 및 작용에 중요 역할을 한다. 또한 이 

단백질의 생리학적 역할은 광범위하여 조직의 지지하는 것까지도 담당한다28. 

이러한 기능들을 위해서 α1 사슬을 부호화하는 유전자 (COLIA1)와 α2 사슬을 

부호화하는 유전자 (COLIA2)의 발현은 엄격히 조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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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골밀도와 골다공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아교질의 COLIA1 유전자의 

조절부위인 첫번째 인트론에서의 구아니딘 잔기가 티미딘 잔기로 치환 (G→T)됨에 

의해, COLIA1 유전자에서의 Sp1의 결합부위의 다형성이 야기되며 그 결과 

구아니딘/티미딘 이형접합체를 가진 환자와 티미딘/ 티미딘 동형접합체를 가진 

환자에서 구아니딘/구아니딘 동형접합체를 가진 환자에 비해서 뼈의 기계적 강도와 

골밀도를 감소시켜 골다공증성 골절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고26-32, 

구아니딘/티미딘 이형접합체를 가진 여성에서 복압성 요실금 (stress urinary 

incontinence)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다34.  

따라서 본 연구는 골반 장기 탈출증이 있는 여성과 정상 여성에서 실시간 중합효

소 연쇄 반응을 이용하여 제 1형 아교질의 COLIA1 유전자에서 전사 인자 Sp1 결합 

부위의 다형성이 있는 여성에서 골반장기 탈출증이 증가하는지에 대하여 연구하였

다. 먼저 골반 장기 탈출증 발생의 요인으로 이미 알려져 있는 연령, 분만력, 폐경 

여부는 연구계획 단계에서 짝짓기를 통해 치우침 (bias)을 줄였고, 여성 호르몬 대

체 요법 유무, 골반 수술 과거력, 당뇨나 고혈압, 만성 폐질환, 요추 간판 탈출증, 

흡연력 등 골반 장기 탈출증의 위험 인자도 환자군과 대조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실시간 중합 효소 연쇄반응을 이용하여 제 1형 아교질의 COLIA1 유

전자에서 전사 인자 Sp1 결합 부위의 다형성을 보이는지 실험하였으나, 실험 결과 

COLIA1 유전자에서 전사 인자 Sp1 결합 부위의 다형성은 연구 대상군 뿐 아니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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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군에서도 한 예에서도 나타나지 않았다.  

COLIA1 유전자에서 전사 인자 Sp1 결합 부위의 다형성에 대해 외국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연구자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일반 여성에서 

구아니딘/티미딘 이형접합체를 보이는 비율이 27.2% ~ 42.0%에 달한다고 

보고27,34,43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건강한 폐경기 한국 여성 2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는 COLIA1 유전자에서 전사 인자 Sp1 결합 부위의 다형성이 없다고 

보고하여44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백인에 비해 

한국인에서 COLIA1 gene에서 전사 인자 Sp1 결합 부위의 다형성 발현이 없거나 

매우 드물지 않나 생각된다. 

아시아 여성에서 백인 여성에 비해 골반 장기 탈출증의 발병률이 낮은 것은 잘 

알려져 있다18,22,23. 이는 백인 여성에 비해 아시아 여성에서 특히 골반장기 

이동성이 분만 후에도 적기 때문이라는 보고가 있으나22, 이는 본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유전자의 다형성이 적은 것이 그 중요한 이유가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한국인에서 아교질 제 1형의 COLIA1 유전자에서 전사 인자 Sp1 결합 

부위의 다형성 발현은 골반 장기 탈출증 발생에 별 역할을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연구 대상군과 대조군의 환자수가 적어 추후 좀더 많은 

대상으로 광범위한 전향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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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V. V. V. 결결결결    론론론론    

 

본 연구는 골반 장기 탈출증이 있는 여성과 정상 여성의 말초 혈액에서 추출한 

DNA를 이용하여 실시간 중합효소 연쇄 반응을 통해 제 1형 아교질의 COLIA1 

유전자에서 전사 인자 Sp1 결합 부위의 다형성 양상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들 

다형성의 양상과 골반 장기 탈출증 발생 유무 및 임상적 인자를 비교하여 COLIA1 

유전자에서 전사 인자 Sp1 결합 부위의 다형성으로 구아니딘/티미딘 이형접합체를 

가진 여성에서 골반 장기 탈출증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지를 분석한 결과 COLIA1 

유전자에서 전사 인자 Sp1 결합 부위의 다형성은 연구 대상군과 대조군 모두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마도 다형성의 발현에 있어 인종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한국 여성에서 COLIA1 유전자에서 전사 인자 Sp1 결합 

부위의 다형성 발현을 이용하여 골반 장기 탈출증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것은 

임상적 가치는 낮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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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e Jin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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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ed by Professor Sei Kwang Kim) 

    

Objective: We examined the possible influence of polymorphism at the 

transcription factor Sp1-binding site in the gene encoding α-1 chain of type 

I collagen (COLIA1) on the risk of pelvic organ prolapse. 

Materials and methods: From May 2006 through September 2006, 15 patients 

were treated for pelvic organ prolapse at Yonsei University Medical Center. 

Fifteen control subjects with benign gynecological condition were selected by 

matching with age, postmenopausal status, and body mass index. DNA was 

obtained from peripheral blood leukocytes. The fragment of the first int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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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COLIA1 gene of type I collagen containing the Sp1-binding site was 

amplified by real time polymerase chain reaction. The polymorphism was 

identified with LightCycler Technology with hybridization probes. The melting 

curve analysis represented detection and visual discrimination based on the 

melting temperatures of normal and mutant alleles. Sequencing reactions were 

performed on each template using primer. 

Results: The groups were similar with respect to parity, medical history, 

surgical history, and smoking. The homozygous peak was noted on the melting 

temperature of 57℃ curve analysis. Sequencing reactions confirmed the G/G 

alleles in the 30 specimens tested. We could not find any polymorphism at the 

Sp1-binding site in COLIA1 gene of type I collagen in patients with both 

pelvic organ prolapse and control group.  

Conclusion: Our results  suggest that the polymorphism at the transcription 

factor Sp1-binding site in the gene encoding α-1 chain of type I collagen is 

unlikely to be of clinical value in identifying Korean women who are at risk 

of pelvic organ prolapse.   

Key Words: COLIA1 gene, Sp1 polymorphism, pelvic organ prolap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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