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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양극성 장애와 catechol-O-methyl transferase 및 monoamine oxidase A  

유전자 간 상관성 

 

양극성 장애는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과 같은 단가아민들과 관

련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기존의 유전 연구들은 대표적인 단가아

민 대사 관련 유전자인 catechol-O-methyl transferase(COMT) 유전자 및 

monoamine oxidase A(MAOA) 유전자가 양극성 장애의 유무 및 주요 임상 양

상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COMT 유전자 및 MAOA 유전자

의 단염기 다형성을 조사하여 양극성 장애 환자와 정상 대조군 사이에 유전

자형 및 대립형질 빈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더불어 양극

성 장애 환자의 발병 연령, 자살 시도력, 가족력과 같은 주요 임상 변인에 

따라 COMT 유전자와 MAOA 유전자의 유전자형 및 대립형질 빈도에 차이가 있

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184명의 양극성 장애 한국인 환자와 216명의 정

상 대조군의 혈액을 채취하여 DNA를 추출한 후 COMT 유전자의 단염기 다형

성인 Val158Met 염기서열과 MAOA 유전자의 단염기 다형성인 EcoRV/C1460T 

염기서열을 분석하였다. COMT 유전자의 단염기 다형성 Val158Met 및 MAOA 

유전자의 단염기 다형성인 EcoRV/C1460T과 양극성 장애 발생 및 발병 연령, 

자살 시도력, 가족력 간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COMT 

유전자 및 MAOA 유전자와 양극성 장애 발생 및 주요 임상 변인과의 통계학

적인 연관성은 없다. 

 

핵심되는 말 : 양극성 장애, 발병 연령, 자살 시도력, 가족력, catechol-O-

methyl transferase 유전자, monoamine oxidase A 유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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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성 장애와 catechol-O-methyl transferase 및 monoamine oxidase A 

유전자 간 상관성 

지도교수 조 현 상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김 승 준 

 

Ⅰ. 서론 

양극성 장애, 일명 조울증은 감정조절 이상을 보이는 주요 정신과 질환으로서 

가족, 쌍둥이 및 입양 연구에서 강한 유전적 성향을 보인다.1 기존의 연구들에 

따르면 양극성 조증 환자의 뇌척수액에서는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 도파민과 

같은 단가아민(monoamine)의 대사 산물들이 증가하는 반면 우울증 환자에서는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4 양극성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항정신병약물과 

같은 정신과적 약물들이 투여되는데 이러한 약물들은 단가아민의 대사를 조절한다. 

그러므로 단가아민 대사 관련 유전자들은 양극성 장애 유전 연구의 중요한 

대상이라 할 수 있다. 

Catechol-O-methyl transferase(COMT)는 단가아민의 메틸기 결합을 

촉매하여 결과적으로 이들 신경전달물질들을 비활성화시키는 작용을 한다.5 

COMT는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의 분해에 관련되어 있으며 세로토닌의 분해에는 

관여하지 않는다.6 COMT 유전자와 양극성 장애와의 연관성은 주로 COMT 

유전자의 Val158Met 단염기 다형성(single-nucleotide polymorphism)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COMT 유전자의 Val158Met 단염기 다형성은 유전부호(codon) 

158의 아미노산 구조에 영향을 미쳐 COMT 효소 활성도를 결정하는데 Val/Val 

유전형의 경우 Met/Met 유전형에 비해 3-4 배의 COMT 효소 활성도를 보인다.7 

이처럼 COMT 유전자의 Val158Met 단염기 다형성은 카테콜아민의 대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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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하게 관련이 있으므로 양극성 장애를 포함한 여러 정신과 질환의 병인으로서 

주목을 받아왔다.  

COMT 유전자의 Val158Met 단염기 다형성과 양극성 장애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13 개의 환자군-대조군 연구들을 대상으로 한 메타 분석에 따르면 낮은 효소 

활성에 관여된 Met 대립형질은 양극성 장애의 감수성(susceptibility)을 

미약하게나마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8 Funke 등은 COMT 유전자의 

Val158Met 단염기 다형성이 양극성 장애 뿐만 아니라 정신분열증, 분열정동장애, 

주요 우울증을 포함한 환자군과 유의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고하였다.9 Rotondo 

등의 경우에는 COMT 유전자의 Val158Met 단염기 다형성이 양극성 장애와 

유의한 연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황 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양극성 장애의 경우 

그 연관성이 더욱 증가함을 보고하기도 하였다.10  

뿐만 아니라 유전자형 또는 대립형질에 따른 서로 다른 COMT 효소 활성도는 

카테콜아민의 대사에 영향을 끼쳐 결과적으로 공격성이나 자살 행동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남성 정신분열병 환자들 

안에서 Met 대립형질과 폭력적인 자살 시도 간의 연관성이 보고되었다.11 그러므로 

양극성 장애 환자들의 자살 시도에 대해서도 COMT 유전자가 관여할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  

한편, monoamine oxidase A(MAOA)는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을 

포함하는 단가아민들의 산화 분해를 촉매하는 효소이다.8 MAOA가 결여된 쥐의 

뇌에서는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의 농도가 증가하며 이로 인해 폭력적인 

행동이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MAOA의 돌연변이는 공격적, 폭력적, 

탈억제적인 행동과 연관된 정신지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으며 몇몇 

연구자는 이를 조증 삽화의 증상과 비교하기도 하였다.13   

Val158Met 단염기 다형성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COMT 유전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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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MAOA 유전자의 경우 MAOA-CA, MAOA-VNRT, MAOA-RFLP, EcoRV 

단염기 다형성 등 여러 부위에서 유전자 연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기존의 유전 

연구들은 주로 백인종 및 여성 양극성 장애 환자들에서 MAOA 유전자와 양극성 

장애의 미세한 관련성이 보고되고 있다.14-16  

MAOA 유전자의 EcoRV 다형성은 position 1460에서 T/C 다형성을 지칭하는 

것으로 대립유전자 T를 가질 경우 EcoRV 제한효소 작용부위가 존재하며 높은 

MAOA 활동성을 보이는 반면 대립유전자 C를 가질 경우 EcoRV 제한효소 

작용부위가 없으며 낮은 MAOA의 활동성을 나타낸다.17 자살로 사망한 사람들의 뇌 

연구에 따르면 시상하부의 MAOA 활성이 유의미하게 증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18 Du 등은 양극성 장애 환자를 포함한 샘플에서 우울증으로 자살에 

성공한 환자들이 통제군과 다른 MAOA EcoRV 다형성을 보임을 보고하였다.19 

이상의 연구를 종합해 볼 때 MAOA 및 COMT 효소 활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 다형성은 양극성 장애의 발병 유무뿐만 아니라 자살 시도와 같은 양극성 

장애의 임상적 특징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덧붙어 양극성 장애 

환자에서 이른 발병은 보다 많은 자살 시도와 관련이 있음이 알려져 있고,20 양극성 

장애와 자살 시도력 및 성공력 모두 높은 유전율(heritability)를 가짐을 고려해 볼 

때,1, 21 양극성 장애 환자의 발병 연령 및 가족력 또한 MAOA 및 COMT 유전자 

다형성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첫째, 양극성 장애 환자와 정상 대조군 사이에서 COMT 및 MAOA 

유전자가 지니고 있는 단염기 다형성(single-nucleotide polymorphism)의 각 

유전형질과 유전자형 분포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둘째 양극성 장애 환자의 

발병 연령, 자살 시도력, 가족력이 COMT 및 MAOA 유전자의 단염기 다형성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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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대상 및 방법  

1. 대상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지역에 위치한 4 개의 병원(세브란스정신건강병원, 

세브란스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 중 연구자와 충분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며 연구 목적과 과정에 동의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환자군의 양극성장애의 진단은 DSM-IV-TR 진단기준에 

의거하여 정신과 의사의 면접을 통해 이루어 졌으며 양극성장애 증상이 환자의 

주진단이라고 판단된 경우 정신분열병, 분열정동장애를 제외한 다른 정신과적 

질환이 동반되어도 연구에 참여시켰다. 만성적인 운동장애나 무도증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 최근 6 개월간 알코올 및 다른 물질 의존의 증거가 있는 경우, 

뇌수술이나 뇌염, 뇌손상의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전체 환자 중 33 명(17.9%)이 DSM-IV-TR 진단기준을 만족시키는 정신과적 

동반 증상이 있었고, 동반된 신체 질환이 있는 환자는 13.7%였다. 연구에 참여한 

양극성장애 환자는 총 184 명으로 모두 정신과적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다.  

정상 대조군은 의과대학 학생과 병원 내 광고를 통해 모집되었으며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이었다. 정신과 의사나 임상심리사의 면접을 통해 DSM-IV-

TR 상 양극성장애를 포함한 정신과적 질환의 과거력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세브란스정신건강병원, 세브란스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국민건강 

보험공단 일산병원 임상연구윤리위원회에 의해 승인되었다. 

 

2. 유전자 분석 

가. 혈액의 채취 및 DNA분리 

양극성장애 환자 및 정상인의 말초 정맥에서 채취된 혈액은 EDTA 처리된 

튜브에 담겨 -20 °C 냉동 보관되었다. 이후 냉동 보관된 혈액을 상온에서 녹인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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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ml micro tube에 전혈 400 μl와 EDB solution 60 μl, LDB 500 μl를 넣은 후, 15 

초 정도 잘 휘저었고 56 °C에서 5 분 Incubation시켰다. 99% Ethanol 500 μl 넣은 

후 15 초 정도 다시 저은 뒤, QuickGene-810 cartridge(FUJIFILM, Japan)에 옮겨 

DNA를 추출하였다. 

나. 유전자형 분석 (genotyping) 

COMT 유전자의 158A/G 염기서열을 증폭하기 위해 사용한 forward primer는 

5’- ATC AAC CCC GAC TGT GCC-3’, reverse primer는 5’-CTT TTT CCA 

GGT CTG ACA ACG-3’이었다. MAOA 유전자의 1460T/C 염기서열을 증폭하기 

위해 사용한 forward primer는 5’-AAC GTT TTT GGC ATC TGG TC-3’, 

reverse primer는 5’-TTC CTT TCC CAG AAG GTG TG-3’이었다. 

유전자형 분석은 ABI PRISM SNaPShot Multiplex kit(ABI, USA)을 사용하여 

single base primer extension assay로 이루어졌다. 중합효소 연쇄반응(PCR)은 

Genomic DNA 10 ng, forward & reverse primer 각각 0.5 pM, 10X PCR buffer 1 

ul, dNTP 250 uM, i-StarTaq DNA polymerase(iNtRON Biotechnology, Korea)를 

잘 섞은 후 반응시켰다. PCR 과정은 최초 95 °C에서 10 분간 열 변성을 시킨 후, 

95 °C에서 30 초간(denaturation), 58 °C에 1 분간(annealing), 72 °C에 1 분 

간(ext-ension)을 35 회 반복하였고 마지막으로 extension을 극대화 하기 위해 

72 °C에서 10 분간 유지하였다.  

PCR후 PCR 산물은 shrimp alkaline phosphatase(SAP)(Roche)와 

exonuclease I(USB Corporation)에 의해 37 °C에서 75 분, 72 °C에서 15 분간 

정제 과정을 거쳤으며 이후 SNapshotTM Reaction이 시행되었다. 이것은 단염기 

다형성 바로 앞까지 합성된 시발체를 denatured PCR product와 annealing시킨 후 

형광색으로 표지된 dideoxynucleotide와 taq polymerase를 첨가시켜 96 °C에 10 

초, 50 °C에 5 초, 60 °C에 30 초 간 25 회 반복하는 과정으로 이 과정을 통해 



7 

 

one base extension이 된다. 여기서 만들어진 반응산물은 SAP 처리를 통해 

정제되고 ABI Prism® 3730xl DNA analyzer를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결과의 

분석은 Genemapper software(version 3.0; Applied Biosystems)를 이용하였다.  

 

3. 자료처리 및 분석 

양극성장애 환자군, 정상대조군의 인구학적, 임상적 변인 비교를 위해서 변인의 

종류에 따라 independent sample t-test 혹은 chi-square 검정을 시행하였다. 두 

군의 유전자형의 분포를 Hardy-Weinberg 평형의 예측치와 비교하여 편위 여부를 

확인하였다. 두 군의 유전자형과 대립형질의 빈도 비교는 chi-square 검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양극성장애 환자 내에서 유전자형과 대립형질에 따른 자살 

시도력, 과거력의 차이는 chi-square 검정으로, 발병 연령의 차이는 ANOVA 혹은 

independent sample t-test로 분석하였다. MAOA 유전자의 경우 X-linked 

유전자이므로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통계 값의 유의 수준은 0.05로 

양측 검정을 시행하였다.  

 

III. 결과 

1.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  

양극성 장애 환자군과 대조군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환자군의 

성비는 남자가 67 명으로 전체의 36.4%였고 평균 연령은 41.5±13.3 세였다. 교육 

기간은 13.3±3.4 년으로 조사되었다. 발병 연령은 29.1±12.2 세였으며 첫 삽화가 

조증으로 조사된 환자는 116 명(63.0%), 우울증으로 조사된 환자는 68 

명(37.0%)이었다. 환자군에서 가족력은 59 명(32.1%)에서, 자살 시도력은 23 명 

(12.5%)에서 관찰되었다. 정상군의 성별은 환자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평균 

연령은 23.7±2.5 세로 환자군과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고(p<0.01), 교육기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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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0 년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표 1. 연구 대상의 인구학적 특성 

 
환자군 

n=184 

대조군 

n=216 
p 

남/녀, 명 67/117 83/131 0.40 

연령, 세1 41.5±13.3 23.7±2.5 <0.01 

교육 기간, 년1 13.3±3.4 15.5±1.0 <0.01 

발병 연령, 세1 26.2±6.2 -  

가족력, 명(%) 59(32.1) -  

자살 시도력, 명(%) 23(12.5) -  

정신과적 동반 질환, 명(%) 33(17.9) -  

1평균±표준편차    

 

2. 양극성장애 환자군과 정상 대조군의 COMT 유전자형 및 대립형질의 빈도 

비교 

양극성장애 환자군과 정상 대조군의 COMT 유전자형 및 대립형질의 빈도 

비교 결과는 표 2 와 같다. COMT 유전자형의 빈도는 환자군, 정상군 모두에서 

Hardy-Weinberg equilibrium 의 분포를 따랐다(X2=0.83, df=1, p=0.36; X2=0.79, 

df=1, p=0.37). 정상군 216 명 중 G/G 유전자형은 109 명(50.5%), G/A 

유전자형은 85 명(39.4%), A/A 유전자형은 22 명(10.2%)이었다. 환자군 184 명 

중 G/G 유전자형은 83 명(45.1%), G/A 유전자형은 77 명(41.8%), A/A 

유전자형은 24 명(13.0%)이었다. 정상군과 환자군 간에 세 유전자형 빈도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X2=1.45, df=2, p=0.48). 대립형질의 빈도를 비교할 

경우, 정상군에서는 G 대립형질이 303 개(70.1%), A 대립형질이 129 

개(29.9%)의 빈도를 보였고 환자군은 G 대립형질이 243 개(66%), A 대립형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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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개(29.9%)의 빈도를 보였다. 정상군과 환자군 간에 두 대립형질 빈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X2=1.55, df=1, p=0.21). 

 

표 2. 양극성장애 환자군과 정상 대조군의 COMT 유전자형 및 대립형질의 빈도 

 
환자군 

n=184 

대조군 

n=216 
p 

유전자형, 명(%)    

G/G 83(45.1) 109(50.5)  

G/A 77(41.8) 85(39.4) 0.48 

A/A 24(13.0) 22(10.2)  

대립형질, 명(%)    

G 243(66) 303(70.1) 
0.21 

A 125(34) 129(29.9) 

 

3. 양극성장애 환자군과 정상 대조군의 MAOA 유전자형 및 대립형질의 빈도 

비교  

양극성장애 환자군과 정상 대조군의 MAOA 유전자형 및 대립형질의 빈도 비교 

결과 남성의 경우 표 3, 여성의 경우 표 4에 제시되었다. 

MAOA 유전자는 X-linked 유전자이므로 여성 환자군 및 정상군에 대해서만 

Hardy-Weinberg equilibrium 이 성립되는지를 조사하였고 MAOA 유전자형의 

빈도는 여성 환자군, 여성 정상군 모두에서 Hardy-Weinberg equilibrium 의 

분포를 따랐다(X2=0.73, df=1, p=0.39; X2=0.08, df=1, p=0.77). 

남성의 경우, 정상군 84 명 중 T/O 유전자형은 47 명(57.3%), 

C/O 유전자형은 35 명(42.7%)이었다. 환자군 64 명 중 T/O 유전자형은 32 

명(50.8%), C/O 유전자형은 31 명(49.2%)이었다. 정상군에서는 1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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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군에서는 2 명의 유전자형 분석이 실패하였다. 정상군과 환자군 사이에 두 

유전자형 빈도 즉 대립형질 빈도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X2=0.61, df=2, 

p=0.43). X-linked 유전자의 특성상 남성의 경우 유전자형 빈도는 대립형질의 

빈도와 동일하므로 대립형질에 따른 분석은 시행하지 않았다. 

 

표 3. 남성 양극성장애 환자군과 남성 정상 대조군의 MAOA 유전자형의 빈도 

 
환자군 

n=64 

대조군 

n=84 

p 

유전자형, 명(%)    

T/O  32(50.8) 47(57.3) 
0.43 

C/O 31(49.2) 35(42.7) 

분석 실패, 명 1 2  

 

여성의 경우, 정상군 132 명 중 T/T 유전자형은 44 명(33.3%), 

T/C 유전자형은 63 명(47.7%), C/C 유전자형은 25 명(18.9%)이었다. 환자군 

120 명 중 T/T 유전자형은 37 명(30.8%), T/C 유전자형은 55 명(45.8%), 

C/C 유전자형은 28 명(23.3%)이었다 정상군과 환자군 사이에 두 유전자형 빈도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X2=0.75, df=2, p=0.69). 대립형질의 빈도를 비교할 

경우, 정상군에서는 T 대립형질이 151 개(57.2%), C 대립형질이 113 

개(42.8%)의 빈도를 보였고 환자군은 T 대립형질이 129 개(53.8%), C 

대립형질이 111 개(46.3%)의 빈도를 보였다. 정상군과 환자군 간에 두 대립형질 

빈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X2=0.61, df=1, p=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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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여성 양극성장애 환자군과 여성 정상 대조군의 MAOA 유전자형 및 

대립형질의 빈도 

 
환자군 

n=120 

대조군 

n=132 
p 

유전자형, 명(%)    

T/T 37(30.8) 44(33.3)  

T/C 55(45.8) 63(47.7) 0.69 

C/C 28(23.3) 25(18.9)  

대립형질, 명(%)    

T 129(53.8) 151(57.2) 
0.44 

C 111(46.3) 113(42.8) 

 

4. 양극성장애 환자군 내의 발병 연령, 자살 시도력, 가족력과 COMT 유전자형 

및 대립형질 간의 연관관계  

양극성장애 환자군 내의 발병 연령, 자살 시도력, 가족력과 COMT 유전자형 

및 대립형질 간의 연관관계는 표 5, 6에 제시되어 있다. 

각 유전자형에 따른 발병 연령은 G/G 유전자형이 29.7±11.1 세, G/A 

유전자형은 29.2±13.1 세, A/A 유전자형은 27.5±11.3 세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F=0.24, df=2, p=0.78). 자살 시도력이 있는 환자군에서 각 

유전자형의 분포는 G/G형, G/A형, A/A형이 각각 66.7%, 22.2%, 11.1%이었고, 자살 

시도력이 없는 환자군에서는 각각 44.2%, 42.0%, 13.8%로 통계적으로 분포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X2=3.37, df=2, p=0.19). 가족력이 있는 환자군에서 

G/G형은 51.2%, G/A형은 39.0%, A/A형은 9.8%이었고 가족력이 없는 환자군은 

각각 42.6%, 42.6%, 14.9%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X2=1.14, df=2, 

p=0.57).  



12 

 

표 5. 양극성장애 환자군의 COMT 유전자형에 따른 발병 연령, 자살 시도력, 

가족력 

 G/G G/A A/A p 

발병 연령, 세1 29.7±11.1 29.2±13.1 27.5±11.3 0.78 

자살 시도력, 명(%)     

있음 n=21 14(66.7) 5(22.2) 2(11.1) 
0.19 

없음 n=163 23(44.2) 68(42.0) 72(13.8) 

가족력, 명(%)     

있음 n=53 27(51.2) 21(39.0) 5(9.8) 0.57 

없음 n=131 56(42.6) 56(42.6) 19(14.9)  

1평균±표준편차     

 

각 대립형질에 다른 발병 연령은 G 대립형질이 29.5±11.7 세, A 대립형질이 

28.5±12.4 세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50). 자살 시도력이 있는 환자군에서 A 

대립형질과 G대립형질의 비율은 각각 22.2%, 77.8%이었고 자살 시도력이 없는 

환자군에서는 각각 34.8%, 65.2%로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X2=2.26, 

df=1, p=0.13). 대립형질의 빈도는 가족력이 있는 환자군의 G 대립형질이 70.7% A 

대립형질이 29.3%이었고 가족력이 없는 환자군은 각각 63.9%, 36.1%로 가족력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X2=1.22, df=1, p=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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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양극성장애 환자군의 COMT 대립형질에 따른 발병 연령, 자살 시도력, 

가족력 

 G A p 

발병 연령, 세1 29.5±11.7 28.5±12.4 0.50 

자살 시도력, 명(%)    

있음 n=21 17(77.8) 4(22.2) 
0.13 

없음 n=163 106(65.2) 57(34.8) 

가족력, 명(%)    

있음 n=53 38(70.7) 15(29.3) 
0.27 

없음 n=131 84(63.9) 47(36.1) 

1평균±표준편차    

 

5. 양극성장애 환자군 내의 발병 연령, 자살 시도력, 가족력과 MAOA 유전자형 

및 대립형질 간의 연관관계 

남성 양극성장애 환자군 내의 발병 연령, 자살 시도력, 가족력과 MAOA 

유전자형 간의 연관관계는 표 7 에 제시되어 있다. 각 유전자형에 따른 발병 

연령은 T/O 유전자형이 25.6±13.0 세, C/O 유전자형은 28.0±9.7 세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p=0.50). 남성 양극성 장애 환자의 경우 

자살 시도력이 있는 환자군에서 각 유전자형의 분포는 T/O 형, C/O 형이 각각 

40.0%, 60.0%이었고, 자살 시도력이 없는 환자군에서는 각각 54.5%, 45.5%로 

통계적으로 분포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X2=0.38, df=1, p=0.54). 가족력이 

있는 환자군에서 T/O 형은 58.3%, C/O 형은 41.7%이었고 가족력이 없는 

환자군은 각각 50.0%, 50.0%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X2=0.24, df=1, 

p=0.63). X-linked 유전자의 특성상 남성의 경우 유전자형 빈도는 대립형질의 

빈도와 동일하므로 대립형질에 따른 분석은 시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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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남성 양극성장애 환자군의 MAOA 유전자형에 따른 발병 연령, 자살 시도력, 

가족력 

 T/O C/O P 

발병 연령, 세1 25.6±13.0 28.0±9.7 0.50 

자살 시도력, 명(%)    

있음 n=7 3(40.0) 4(60.0) 
0.54 

없음 n=57 31(54.5) 26(45.5) 

가족력, 명(%)    

있음 n=18 11(58.3) 8(41.7) 
0.63 

없음 n=46 23(50.0) 23(50.0) 

1평균±표준편차    

 

여성 양극성장애 환자군 내의 발병 연령, 자살 시도력, 가족력과 COMT 

유전자형 및 대립형질 간의 연관관계는 표 8, 9에 제시되어 있다. 

각 유전자형에 따른 발병 연령은 T/T 유전자형이 31.93±12.80 세, T/C 

유전자형은 28.7±12.6 세, C/C 유전자형은 31.4±9.7 세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F=0.74, df=2, p=0.48). 여성 양극성 장애 환자군인 경우, 

자살 시도력이 있는 환자군에서 각 유전자형의 분포는 T/T형, T/C형, C/C형이 

각각 38.5%, 38.5%, 23.1%이었고, 자살 시도력이 없는 환자군에서는 각각 31.2%, 

47.3%, 21.5%로 통계적으로 분포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X2=0.40, df=2, 

p=0.82). 가족력이 있는 환자군에서 T/T형은 37.9%, T/C형은 41.4%, C/C형은 

20.7%이었고 가족력이 없는 환자군은 각각 31.4%, 41.4%, 27.1%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X2=0.60, df=2, p=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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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여성 양극성장애 환자군의 MAOA 유전자형에 따른 발병 연령, 자살 시도력, 

가족력 

 T/T T/C C/C p 

발병 연령, 세1 31.9±12.8 28.7±12.6 31.4±9.7 0.48 

자살 시도력, 명(%)     

있음 n=15 6(38.5) 6(38.5) 3(23.1) 
0.82 

없음 n=105 (31.2) 50(47.3) 23(21.5) 

가족력, 명(%)     

있음 n=15 13(37.9) 15(41.4) 7(20.7) 
0.74 

없음 n=105 27(31.4) 35(41.4) 23(27.1) 

1평균±표준편차     

 

각 대립형질에 다른 발병 연령은 T 대립형질이 30.6±12.7 세, C 대립형질이 

30.0±11.3 세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75). 자살 시도력이 있는 여성 

환자군에서 T 대립형질과 C 대립형질의 비율은 각각 57.7%, 42.3%이었고 자살 

시도력이 없는 여성 환자군에서는 각각 54.8%, 45.2%로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X2=0.08, df=1, p=0.78). 대립형질의 빈도는 가족력이 있는 환자군의 T 

대립형질이 58.6%, C 대립형질이 41.4%이었고 가족력이 없는 환자군은 각각 

52.1%, 47.9%로 가족력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X2=0.69, df=1, p=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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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여성 양극성장애 환자군의 COMT 대립형질에 따른 발병 연령, 자살 시도력, 

가족력 

 T C p 

발병 연령, 세1 30.6±12.7 30.0±11.3 0.75 

자살 시도력, 명(%)    

있음 n=29 17(57.7) 12(42.3) 
0.78 

없음 n=211 115(54.8) 96(45.2) 

가족력, 명(%)    

있음 n=70 41(58.6) 29(41.4) 
0.41 

없음 n=170 89(52.1) 81(47.9) 

1평균±표준편차    

 

IV. 고찰 

본 연구 결과 양극성 장애의 발생과 COMT 및 MAOA 유전자 다형성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극성 장애 환자의 발병 연령, 자살 

시도력, 가족력 또한 COMT 및 MAOA 유전자의 다형성과는 관련이 없었다.  

기존의 연구들을 검토해보면 Gutierrez 등14, Kunugi 등22, Burdick 등23은 

백인종을 대상으로, Van Den Bogaert 등24은 북부 스웨덴인을 대상으로 한 

환자군-대조군 연구를 통해 COMT 유전자의 Val158Met 단염기 다형성과 양극성 

장애의 발병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Craddock 등은 13 개의 환자군-대조군 연구들을 대상으로 한 

메타 분석을 통해 낮은 효소 활성에 관여된 Met 대립형질이 양극성 장애에 대한 

감수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하기도 하였으나, 위험도(odd ratio)의 합동 

추정값(pooled estimate)이 1.18 (신뢰구간 1.02-1.35)에 불과해 추정된 효과 

크기(effect size)가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8 심지어 Shifman 등의 연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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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ke 등의 연구에 따르면 낮은 효소 활성에 관여된 Met 대립형질이 아닌, 높은 

효소 활성에 관여된 Val 대립형질이 양극성 장애의 발병 여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9, 25 이처럼 COMT 유전자의 Val158Met 단염기 

다형성과 양극성 장애의 발병 사이의 연관성 연구들의 결과는 현재까지는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COMT 유전자의 Val158Met 단염기 다형성 중 낮은 효소 

활성과 관련이 있는 유전형 또는 대립인자가 양극성 장애 환자의 발병 연령을 

낮추고 자살 시도력 및 가족력을 높일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연구 결과 이들 임상적 

요인들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COMT 유전자의 Val158Met 단염기 

다형성과 양극성 장애 환자의 자살 시도력과 관련이 없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De 

Luca 등의 연구 결과들과 일치하는 것이다.26, 27 이들 연구에 따르면 남성 자살 

시도자에서 Met 대립인자가 과다전달(overtransmission)되는 경향성이 관찰되기는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며, 26 90% 이상의 검증력으로 COMT 

유전자의 Val158Met 단염기 다형성과 양극성 장애 환자의 자살 사고, 자살 계획 

및 자살 시도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27  

MAOA 유전자의 단염기 다형성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양극성 장애의 발병 

여부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나,28, 29 유럽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의 결과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14-16 Huang 등은 중국인 한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MAOA 유전자의 

단염기 다형성과 양극성 장애 간의 관련성이 없음을 보고하면서 MAOA 유전자의 

EcoRV 유전자 다형성이 중국인 한족에서 양극성 장애의 발병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며 오히려 다른 유전자가 아시아인에서 양극성 장애의 원인 유전자일 수 

있다는 설명을 제시하기도 하였다.30 본 연구 또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유럽인이 아닌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와 일치했을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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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MAOA 유전자와 양극성 장애 환자의 발병 연령, 자살 

시도력, 가족력 간의 연관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는 일견 서론에서 언급한 Du 

등의 연구 결과와 상충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양극성 장애 환자만을 대상으로 

자살 시도자를 연구한 본 연구와 달리 Du 등의 연구는 양극성 장애 우울 환자뿐만 

아니라 주요 우울 장애 환자들을 포함하였고 자살 시도자가 아닌 자살 성공자에 

국한하여 연구를 시행하였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에는 무리가 있다. Huang 등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와 동일하게 양극성 장애 환자들 중 자살 시도력이 있는 

환자들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 MAOA 유전자 EcoRV 단염기 다형성과 양극성 장애 

환자들의 자살 시도력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30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정상군의 평균 연령이 환자군의 

평균 연령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이는 정상군 중에 아직 발병하지 않은 

양극성 장애 환자들이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양극성 장애의 

발병률(incidence)이 1% 미만임을 고려할 때 이 정도의 오차는 본 연구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동반 질환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동반 질환의 유무 및 그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유전형질을 가질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통제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양극성 장애 

환자군 내의 여러 표현형(phenotype), 예를 들어 급속 순환형의 유무, 정신병적 

증상의 유무 등에 따른 하위 그룹의 분류를 시행하지 못하였다. 양극성 장애의 

여러 표현형들이 서로 다른 유전적 기원을 가질 가능성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표현성에 대한 분류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단일 유전자 

자리 분석의 한계이다. 양극성 장애의 발병과 임상 양상에는 한 가지 유전자가 

아닌 여러 유전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나 단일 유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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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분석만으로는 이러한 여러 유전자의 상호작용을 분석할 수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양극성 장애의 발병 및 임상 증상은 유전적 요인 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 및 유전자-환경 상호작용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31, 32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고려가 부족함으로 

인하여 본 연구뿐만 아니라 기존의 연구들이 양극성 장애와 연관된 유전자들을 

규명해내지 못하였을 가능성 또한 높을 것이다.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양극성 장애의 발생, 발병 연령, 자살 시도력, 가족력과 COMT 

및 MAOA 유전자 다형성 사이에는 통계적 연관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양극성 

장애 및 임상 양상에 대하여 유전적 요인들은 미미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향후 동반 질환 및 양극성 장애 내 여러 표현형들에 대한 통제, 여러 

유전자들의 상호작용, 환경적 요인 및 유전자-환경 상호작용의 분석을 양극성 

장애의 유전자 연구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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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요약> 

 

Association between catechol-O-methyl transferase gene, monoamine 

oxidase A gene and bipolar disorder 

 

Kim, Seung Jun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Cho, Hyun Sang) 

 

Bipolar disorder is associated with monoamines such as serotonin, 

norepinephrine and dopamine. It is postulated that COMT and MAOA, 

which are typically involved in metabolizing the monoamine, are 

associated with the onset of bipolar disorder or the clinical variables 

such as suicide attempt during illness, family history and age at onse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genotype or allele frequency of COMT and 

MAOA gene in Korean bipolar disorder patients and compared the results 

to those of Korean healthy controls. We collected the blood of 184 

bipolar patients and 216 healthy controls. COMT val158Met and MAOA 

EcoRV/C1460T were genotyped. Independent sample t-test, ANOVA, 

and chi-square test were used. There was no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COMT val158Met and MAOA EcoRV/C1460T and onset of 

bipolar disorder. In the bipolar patients group, there was no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COMT val158Met and MAOA EcoRV/C1460T and 

clinical variables such as suicidal attempt during illness, family history 

and age at onset. In Korean population, there is no association between 

COMT val158Met and MAOA EcoRV/C1460T and onset of bipolar 

disorder or clinical variables such as suicidal attempt during illness, 

family history and age at onset. 

 

 

-------------------------------------------------------- 

Key Words : bipolar disorder, suicide attempt, family history, age at 

onset, catechol-O-methyl transferase gene, monoamine oxidase A g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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