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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한국인에서 이상섬유소원혈증의 검색과 분자유전적 분석

   유전성 이상섬유소원혈증은 4번 염색체의 장완(q23-q32)에 위치한 

섬유소원 유전자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다. 지금까지 분자유전적 결

함이 보고된 부위는 α-사슬 유전자의 엑손 2, 4, 5 번, β-사슬 유전자

의 엑손 2, 4 번, γ-사슬 유전자의 엑손 7, 8, 9 번 등이다. 이러한 섬

유소원 유전자의 분자유전적 결함은 임상적으로 혈전증의 한 위험인

자로서 인식되고 외국에서는 이제까지 많은  연구가 되었지만 우리나

라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보고가 없다. 한편, 이러한 이상섬유소원혈

증에 의한 혈전증외에 고농도의 혈장섬유소원이 관상동맥 질환의 위

험인자로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는 FGB -455G/A의 

유전자다형성이 섬유소원 농도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상동맥질환(315 예), 뇌경색질환(227 예), 심

부정맥혈전증/폐색전증(36/5 예), 말초동맥폐색질환(23 예)의 혈전증 

환자 606 예(남 395, 여 211)와 건강한 성인 495 예(남 179, 여 316)의 

총 1101 예를 대상으로 하여 혈장 섬유소원 활성도를 측정하고, 활성

도가 정상참고범위(140-460 mg/dL)의 하한치 이하로 감소된 혈전증

환자 14 예를 대상으로 항원량을 측정하고 섬유소원 유전자의 전체 

엑손들의 시발체를 제작하여 중합효소연쇄반응 후 염기서열분석을 하

다. 또한 혈전증의 위험인자인 고섬유소원혈증과 연관성이 보고된 

바 있는 FGB -455G/A 유전자 다형성을 HaeIII 제한효소에 의한 

RFLP (restriction fragment length polymorphism)로 분석하여 다음

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혈장 섬유소원의 활성도(평균±표준편차)는 혈전증 환자군(n=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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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150 mg/dL)이 정상군(n=495, 300±53 mg/dL)에 비해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높았다 (p < 0.0001). 혈전증 환자군(n=606)에서 혈장섬

유소원 활성도가 정상참고범위의 하한치(140mg/dL)이하로 감소된 

저섬유소원혈증은 총 14 예(2.3%)인 반면, 정상대조군에서는 한 예도 

없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p < 0.0001).

2. 혈장 섬유소원 활성도가 감소된 14 예를 대상으로 혈장 섬유소원 

항원량을 측정한 결과, 5 예는 섬유소원의 활성도와 항원량이 모두 

감소된 저섬유소원혈증, 8 예는 활성도는 현저히 감소되었지만 항원

량은 정상인 이상섬유소원혈증, 1 예는 활성도(75 mg/dL)와 항원량

(137 mg/dL)이 모두 감소하 지만 그 비율이 0.55로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 저이상섬유소원혈증에 해당하 다. 따라서 이상섬유소원혈증은 

혈전증군(n=606) 중 9 예(1.5%)를 차지하 다. 

3. 이상섬유소원혈증에 해당되는 환자들의 병력조사 결과 당뇨병이 5

예, 간질환이 2예, 당뇨병/간질환 1예로서 대부분 후천적 요인을 가지

고 있었다. 또한 이들 중 3예는 약물사용(t-PA, urokinase)의 과거력

도 있었다.

4. 저섬유소원혈증에 해당하는 환자들의 섬유소원 유전자의 염기서열

분석 결과, 총 14 예 중 이상섬유소원혈증 및 저이상섬유소원혈증의  

2 예에서 각각 FGA Gln328-Pro와 FGG Ala341-Asp의 돌연변이가 

발견하 다. 이상섬유소원혈증에 해당하는 나머지 7 예는 모두 정상

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후천적 요인에 의한 이상섬유소원혈증으로 추

정되었다.

5. FGB -455G/A의 유전자 다형성 분석 결과, 정상대조군(n=186)에

서는 GG형 80.1% (n=149), GA형 17.2% (n=32), AA형이 2.7% 

(n=5)이었다. 혈전증 환자군(n=165)에서는 GG형 72.6% (n=119), 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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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25.6% (n=42), AA형 1.8% (n=3)의 분포를 보 다. 두 군 간의 유

전자형 및 대립인자의 비율은 차이가 없었다(각각 p = 0.148, p = 

0.187). 두 군 모두 FGB -455G/A 유전자형에 따른 섬유소원의 농도

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각각 p = 0.214, p = 0.165).

   결론적으로 한국인 혈전증에서 이상섬유소원혈증의 발생빈도는 

1.5%이었으며 이들은 대부분 유전자 결함을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당뇨병 또는 간질환의 후천적 요인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상섬유

소원혈증 2 예는 국제적으로 보고되지 않은 FGA Gln328-Pro와 FGG 

Ala341-Asp 돌연변이를 보 다. 따라서 한국인 혈전증 환자군에서 이

상섬유소원혈증은 주로 후천적 요인에 의하지만 드물게는 유전성 이

상섬유소원혈증이 발생됨을 알 수 있었다. 향후 한국인에서 처음 관

찰된 FGA Gln328-Pro와 FGG Ala341-Asp  돌연변이에 대해 섬유소

원의 단백구조 및 기능 연구, 가족 검사를 통하여 이상섬유소원혈증

과 혈전증의 병리기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한

국인에서 FGB -455G/A 유전자 다형성은 섬유소원 농도와 혈전증과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보다 많은 대상에서 이에 대한 확

인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핵심되는 말 : thrombosis, dysfibrinogenemia, fibrinogen, mutation, 

polymorphism, alle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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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에서 이상섬유소원혈증의 검색과 분자유전적 분석

<지도교수 송 경 순>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박 노 진

Ⅰ. 서 론

   인체 혈액응고계의 이상은 임상적으로 출혈성 또는 혈전성 경향을 

초래한다.  혈액응고계의 중요한 요소인 섬유소원(fibrinogen)의 양적 

감소 또는 질적 기능 이상의 경우도 출혈성 또는 혈전성 경향을 나타 

내며 그 원인은 선천적 또는 후천적 요인으로 구분된다. 선천적 원인 

은 섬유소원을 생성하지 못하는 무섬유소원혈증(afibrinogenemia), 생

성양이 부족한 저섬유소원혈증(hypofibrinogenemia), 생성된 항원량은 

정상이지만 기능적 활성도가 감소되는 이상섬유소원혈증(dysfibrino-

genemia), 항원량과 활성도가 모두 감소되어 있지만 항원량과 활성도

의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저이상섬유소원혈증(hypodysfibrinogenemia

) 등이 있다. 후천적 이상섬유소원혈증의 원인에는 간질환, 당뇨병, 섬

유소원 항체, 골수종, 파종성 혈관내 응고증, 혈전용해제 사용 등이 있

다
1
.

    섬유소원은 간에서 생성되는 340 kD의 당단백으로서 섬유소응고, 

혈소판응집, 섬유소용해 등의 여러 혈액 응고 과정에 관여한다
2-5
. 섬

유소원은 6개의 폴리펩티드 사슬(α, β, γ)2로 이루어진 이합체로서 4번 

염색체의 장완(q23-q32)에 위치한 유전자에 의해 관장된다
6,7
. 섬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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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유전자에서 지금까지 분자유전적 결함이 보고된 부위는 α-사슬 유

전자(FGA)의 엑손 2, 4, 5 번, β-사슬 유전자 (FGB)의 엑손 2, 4 번, 

γ-사슬 유전자(FGG)의 엑손 7, 8, 9 번 등이다
8-10
. 이러한 섬유소원 

유전자의 분자유전적 결함은 무, 저, 이상, 저이상섬유소원혈증을 초래

하여 혈전증, 출혈 또는 두가지 경향을 모두 초래할 수가 있다
11
. 특히 

선천성 이상섬유소원혈증과 관련된 분자유전적 결함은 임상적으로 혈

전증의 한 위험인자로서 인식되고 외국에서는 이제까지 많은  연구가 

되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보고가 없다.

   서구인의 경우, 선천적 이상섬유소원혈증은 정맥혈전증의 과거력

이 있는 환자들에서 0.8 % 의 발생률을 보인다
12
. 그러나 이상섬유소

원혈증의 약 반수에서는 출혈 또는 혈전증의 과거력이 없으며, 출혈

은 약 25 %, 혈전증은 약 20 %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13
. 출혈의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나며, 혈전증은 정맥성과 동맥성 모두 

관련될 수 있다
11,12
.  

   한편, 이러한 이상섬유소원혈증에 의한 혈전증외에 혈장 섬유소원

의 고농도가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인자로서 알려져 있다
14-16
. 이와 관

련하여 최근에는 FGB -455G/A의 유전자 다형성이 섬유소원 농도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17,18
.

   이에 한국인에서는 최초로 각종 혈전증 환자군과 정상군에서 이상

섬유소원혈증의 검색을 시도하여 선천적 및 후천적 요인을 검토한 후 

선천성 이상섬유소원혈증의 경우 구체적인  분자유전적 결함을 규명

하고자 하 다. 또한 이상섬유소원혈증외에 혈장섬유소원 농도와 

FGB -455G/A의 유전자 다형성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정상대조군 및 

혈전증 환자군에서 유전자 다형성의 차이를 관찰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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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 검체

 

가. 대상

   

   임상적으로 동맥성 및 정맥성의 혈전증 환자 606 예(남 395, 여 

211)와 건강한 성인 495예(남 179, 여 316)의 총 1101예를 연구 대상

으로 하 다. 건강인의 연령분포는 20-64세 (평균±표준편차: 34.9±9.8)

이었으며, 혈전증 환자군의 연령분포는 22-92세(평균±표준편차: 

60.5±12.4) 이었다. 환자군은 관상동맥질환(315 예), 뇌경색질환(227 

예), 심부정맥혈전증/폐색전증(36/5 예), 말초동맥폐색질환(23 예)이었

다.

나. 검체

 

   정상군과 혈전증 환자군에서 0.109M sodium citrate 채혈관에 전

혈 4.5 mL을 채취하여 3000 rpm에서 15분간 원심 분리하여 혈소판

결핍혈장을 분리하 다. 혈장은 하 70℃에 냉동 보관하 으며 말

초혈액 백혈구에서 DNA isolation kit (Easy-DNA kit, Invitrogen, 

Carlsbad, CA, USA)를 이용하여 DNA를 추출하여 하 70℃에 냉

동 보관하 다.

2. 혈장 섬유소원 활성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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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군과 혈전증 환자군을 대상으로 혈장 섬유소원 활성도를 측

정하 다. 혈장섬유소원 활성도는 혈액응고 기기 STA analyzer 

(Diagnostica Stago, Genevilliers, France)와 STA-FIBRINOGEN 

(Diagnostica Stago, Asniers, France) 시약을 사용하여 37℃에서 측

정하 다. 혈장을 희석하여 트롬빈을 첨가한 후 섬유소 응괴가 형성

되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하 고(Clauss method
19
), 이 때 응고시간은 

섬유소의 활성도에 반비례한다. 검사간 정 도(inter-assay)는 정상

치 수준에서는 3.0%, 비정상 감소치 수준에서는 4.3% 이었다.

3. 혈장 섬유소원 항원량 측정

   건강한 성인 20 명(남 10, 여 10)을 대상으로 혈장 섬유소원 항

원량을 측정하여 참고범위를 설정하 으며, 혈장섬유소원 활성도가 

정상참고범위(140-460 mg/dL)의 하한치 이하로 감소된 혈전증 환

자를 대상으로 혈장 섬유소원 항원량을 측정하 다. 섬유소원에 대

한 항혈청 시약은 N-Antiserum Fibrinogen (Dade-Behring, 

Deerfield, Illinois, USA)을 사용하 고, 검사기기로 Behring 

Coagulation System (Dade-Behring, Deerfield, Illinois, USA)을 사

용하여 Nephelometry 방법으로 측정하 다. 검사간 정 도

(inter-assay)는 정상치 수준에서 2.6% 이었다.

4. 섬유소원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

  

 가. 시발체 제작과 중합효소연쇄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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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섬유소원혈증과 연관된 돌연변이의 발생 부위를 Cardiff 

Human Gene Mutation Database (http://archive.uwcm.ac.uk/uwcm

/mg/hgmd0.html)에서 검색한 후 돌연변이가 흔히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된 부분의 엑손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Primer 3 프로그램 

(http://www-genome.wi.mit.edu/cgi-bin/primer/primer3_www.cgi)

을 이용하여 시발체를 제작하여(Table 1) 중합효소연쇄반응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을 시행하 다. 또한, 추가로 나머

지 엑손부위에 대해서도 시발체를 제작하여 PCR을 시행하 다

(Table 2). PCR은 50 mM KCl, 10 mM Tris/HCl (pH 8.8), 1.5 

mM MgCl2, 0.1% Triton X-100, 각각 200 µM의 dATP, dCTP, 

dGTP, dTTP, 0.1 µg DNA, 10 pmol primer, 1.5 U Taq 

polymerase를 포함하여 20 µL의 반응액을 사용하 다. 증폭반응은 

GeneAmp
Ⓡ 
PCR System 9600 (Applied Biosystems, Foster City, 

CA, USA)을 이용하여 94℃에서 5분간 반응 후 94℃에서 40초, 6

0℃에서 40초, 72℃에서 1분간 과정을 35회 반복하고 다시 72℃에서 

3분간 반응 후 4℃로 유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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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 PCR primers for hot spot regions of fibrinogen gene

Region Primer Oligonucleotide Sequence (5'-->3')

Fibrinogen α exon 2 F TCCTCTTCTGGCTAACATTGC

R CCTGTGAGCCCCTCTAGCAT

Fibrinogen α exon 4 F TGCCCCATAGGTTTTGAACT

R CGCCTTCCTTTTCCCTCTAC

Fibrinogen α exon 5 F CAGAAAAACTGGTCACTTCTAAAGG

R CTCCTCTGTTGTAACTCGTGCT

Fibrinogen β exon 2 F CCAGCCAGTTGATGGATCTT

R TGCCATGACTACAGGCTTTCT

Fibrinogen β exon 4 F TGCTTGGTGATAGCTCAGTGTT

R TGATCTGTTGGGAAAATCCA

Fibrinogen γ exon 8 F CCAAGGAAGCATCCTACGAA

R TGGATATTTTGCAGCAGGTG

Fibrinogen γ exon 9 F TAACTGGCAATGCACTTCGT

R TCCATTGAAGGCTAAAT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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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 PCR primers for non-hot spot regions of fibrinogen gene

Region Primer Oligonucleotide Sequence (5'-->3')

Fibrinogen α exon 1 F ACACAGGACAAAGCCAATGA

R GCCTGGGGTCATAAAGCTAA

Fibrinogen α exon 3 F AAGAAATGGGGGCTGCAT

R CGAAAACAAAAGCTCCCTCTT 

Fibrinogen α exon 5A F TCTCTTCCACTGAGGGTGCT

R AAATTTCCGGGAACCAAGTC

Fibrinogen α exon 5B F TTGAACAGGTCATTGCCAAA

R CAGAGCTCCCAGAGTTCCAG

Fibrinogen α exon 5C F GACTGCAACCTGGAAACCTG

R TGGTTGTGCTACCAGAGGTG

Fibrinogen α exon 5D F AGTCCAGGGACAAGGAGAGAG

R GCTATCCCAGGGTGATGAGA

Fibrinogen α exon 5E F CTTCGACACTGCCTCAACTG

R CATGGGAACACTGTGCAGAA

Fibrinogen β exon 1 F CAGCCAACAAGTGAACCAAA 

R TCAGAGGTTAACAATTCCATTTCA

Fibrinogen β exon 3 F TGTCCATGACCCAAATCCTT

R GGCAGTCTAACGGTTCCAAT

Fibrinogen β exon 5 F ACGTCCTCAAAACTGGGTTG

R GGTATGAGCCACCACACCTG

Fibrinogen β exon 6 F GAATGGACAGGGGATTCAGA

R CAGGCTTCCAACAATGAATG

Fibrinogen β exon 7 F GGCAGTTTTTAGTTTCCCAAA

R AAAGCAGGAGCAAAGAGTGC

Fibrinogen β exon 8 F CTGCAAAACGTAACTTGACCA

R TGGGTGAGCAAGAGAAATGA

Fibrinogen γ exon 1,2 F GGACAATTGGAGCCTGAGAG 

R CCCTCTCCAGTTCACACACA

Fibrinogen γ exon 3,4 F GGAGAGGGGCAGAGGAATAG

R CAGGCATAATGTCACTGGGATA

Fibrinogen γ exon 5 F TTTTACATTTTCCTCAAGAATGG

R AGACTTAATGGGTAGCCACTTTC

Fibrinogen γ exon 6 F CCTGCATTTCAAACCACAGT 

R CCTCTTAGGGCTATTGCAAGG

Fibrinogen γ exon 7 F TGGCCAAGATCACTTAGTTGG

R GCACATTCCAGGCAATCT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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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직접 염기서열분석
 

   증폭된 DNA는 QIAquick PCR purification kit (Qiagen Inc, 

Valencia, CA, USA)을 사용하여 정제하 으며 염기서열분석은 dye 

termination법으로 Dye Terminator Cycle Sequencing Ready 

Reaction Kit with AmpliTaq DNA polymerase (FS enzyme) 

(Applied Biosystems, Foster city, CA, USA)와 PCR에서 사용된 동

일한 시발체를 사용하여,  ABI PRISM 3700 DNA analyzer (Applied 

Biosystems, Foster city, CA, USA)로 분석하 다.

5. 섬유소원 유전자 FGB -455G/A 다형성 분석

    정상군 495 예 중 186 예(남 107, 여 79)와 혈전증 환자군 606 예 

중 164 예(남 120, 여 44)를 각각 임의로 선택하여 대상으로 하 다.  

정상군의 연령분포(평균±표준편차)는 58.3±9.1세 이었으며, 혈전증 환

자군은 59.9±9.6세 이었다. 환자군은 관상동맥질환(64예), 뇌경색(50

예), 심부정맥혈전증/폐색전증(29/5예), 말초동맥폐색질환(16예)이었다. 

말초혈액 백혈구에서 DNA를 추출 후 PCR을 시행하 다. 시발체는 

sense; 5'-CCCTGATAACCTGCCAT-3', antisense; 5'-TGGGAAGT

TAGGGCAC-3'을 사용하 다. PCR은 50 mM KCl, 10 mM 

Tris/HCl (pH 8.8), 2.5 mM MgCl2, 0.1% Triton X-100, 각각 250 

µM의 dATP, dCTP, dGTP, dTTP, 2 µL DNA, 20 pmol primer, 1.0 

U Taq polymerase를 포함하여 20 µL의 반응액을 사용하 다. 증폭반

응은 GeneAmp
Ⓡ 
PCR System 9600 (Applied Biosystems, Foster 

City, CA, USA)을 이용하여 94℃에서 3분간 반응 후 94℃에서 40초, 

60℃에서 40초, 72℃에서 60초간 과정을 40회 반복하고 다시 7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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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5분간 반응시킨 후 4℃로 유지하 다. PCR 산물 20 µL에 제한효

소 HaeIII AccuCut Restriction Endonuclease (Bioneer, Daejeon, 

Korea)를 0.33 µL (unit)와 buffer 2 µL를 첨가하여 37℃ 항온수조에

서 12시간 incubation후 -455G/A 유전자다형성 분석을 위해 2% 한천 

젤에서 전기 동하 다.

 6. 통계

   통계 분석을 위해서 Windows SPSS 10.0 (SPSS Inc., Chicago, 

IL, USA)를 사용하 다. 정상군과 혈전증군에서 연속변수의 비교는 

Student's t-test 또는 분산분석을 사용하 고 빈도의 비교는 카이 스

퀘어 검정을 시행하 다. 

Ⅲ. 결과

1. 혈장 섬유소원 활성도 측정 결과

 

   정상군(n=495)에서 측정한 섬유소원의 활성도는 190-510 mg/dL 

(평균; 300 mg/dL, 표준편차; 53 mg/dL)이었으며 정규분포를 보

다(p = 0.508, K-S test). 혈전증 환자군(n= 606)의 섬유소원 활성도

는 44-1982 mg/dL (평균; 375 mg/dL, 표준편차; 150 mg/dL)이었으

며 정상군과 혈전증 환자군간의 섬유소원 활성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001, Table 4). 혈전증 환자군(n=606)에서 혈장 섬유

소원 활성도가 정상참고범위(Mean±3SD, 140-460 mg/dL)의 하한치 

이하로 저하된 환자는 14 예(2.3%) 있었으며 정상군에는 한 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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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p < 0.0001, Table 4). 

Table 3. Plasma fibrinogen activity and the prevalence of the 

decreased fibrinogen level

Control 

(n=495)

Thrombosis

 (n=606)
p-value

Fibrinogen, mg/dL 300 ± 53 375 ± 150 < 0.001
*

Hypofibrinogenemia
§
 0(0%) 14(2.3%) < 0.001

†

Data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or number.

§
 Cases with fibrinogen levels lower than 140 mg/dL 

*
Statistically significant by Student's t-test

†Statistically significant by Chi-square test

2. 혈장 섬유소원 항원량과 유전자 돌연변이 분석 결과

 

   건강한 성인 20명을 대상으로 측정한 혈장 섬유소원 항원량은 

203-414 mg/dL (Mean; 303 mg/dL, SD; 58mg/dL)이었으며 정규분

포를 나타내었다(p = 0.556, K-S test). 이에 따라 참고범위

(Mean±3SD: 128-479 mg/dL)를 설정하 다. 혈장 섬유소원 활성도

가 정상참고범위의 하한치(140 mg/dL) 이하인 14 예를 대상으로 혈

장 섬유소원 항원량과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 다. 이 14 예 중 5 예

(35.7%)는 섬유소원의 활성도와 항원량이 모두 감소된 저섬유소원

혈증, 8 예(57.1%)는 활성도는 현저히 감소되었지만 항원량은 정상

인 이상섬유소원혈증, 1예(7.1%)는 활성도(75 mg/dL)와 항원량(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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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dL)이 모두 감소하 지만 그 비율이 0.55로서 상당한 차이를 보

인 저이상섬유소원혈증에 해당하 다(Table 4). 따라서 이상섬유소

원혈증은 혈전증군(n=606) 중 9예 (1.5%)를 차지하 다. 이상섬유소

원혈증에 해당되는 환자들의 병력조사 결과 당뇨병이 5예, 간질환이 

2예, 당뇨병/간질환 1예로서 대부분 후천적 요인을 가지고 있었다

(Table 4). 또한 이들 중 3 예는 약물사용(t-PA, urokinase)의 과거

력도 있었다. 유전자 분석 결과, 2 예에서 섬유소원 유전자 돌연변

이가 발견되었다. 한 예는 FGA Gln328-Pro 돌연변이로서 FGA의 

5번 엑손에 위치하는 328번 코돈 CAA (Glutamine)가 CCA 

(Proline)로 치환되었으며(Figure 1), 다른 1예는 FGG Ala341-Asp 

돌연변이로서 FGG의 8번 엑손에 위치하는 341번 코돈 GCT 

(Alanine)가 GAT (Aspartate)로 치환된 결과를 보 다(Figur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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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haracteristics of 14 cases with decreased fibrinogen 

activities

Sex

Age

Activity

(mg/dL)

Antigen 

(mg/dL)
  Ratio State Diagnosis Remarks

F/49 44 31 1.42 Hypo CAOD

F/48 44 40 1.09 Hypo CAOD

F/75 44 60 0.73 Hypo Stroke

F/72 75 92 0.82 Hypo PE

F/74 65 87 0.75 Hypo CAOD

M/65 95 244 0.39 Dys CAOD DM

M/44 85 244 0.35 Dys CAOD DM

M/43 79 183 0.43 Dys CAOD Liver disease

M/42 94 236 0.40 Dys CAOD UK, DM

F/79 54 234 0.23 Dys AMI t-PA, Liver disease

M/63 45 313 0.14 Dys CAOD DM, Liver disease

M/57 <44 209 <0.21 Dys AMI UK, DM

M/51 <44 227 <0.19 Dys
*

AMI DM

F/67 75 137 0.55 Hypodys† PAOD

Ratio = activity/antigen

Abbreviations: F, female; M, male; Dys, dysfibrinogenemia; Hypo, 

hypofibrinogenemia; Hypodys, hypodysfibrinogenemia;  CAOD, 

coronary artery obstructive disease; PE, pulmonary embolism; 

AMI, acute myocardial infarction; DM, diabetes mellitus; t-PA,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UK, urokinase
*
Case with

 
FGA Gln328-Pro mutation, 

†
Case with

 
FGG Ala341-Asp mu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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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돌연변이 양성 이상섬유소원혈증 환자의 임상소견

   FGA Gln328-Pro 돌연변이의 예는 51세 남자로서 급성심근경색

으로 진단받았다. 혈장섬유소원 활성도 <44 mg/dL, 항원량 227 

mg/dL이었으며 트롬빈 시간(thrombin time)은 4분 이상으로 매우 

비정상적으로 연장되었다. 환자는 후천적 요인인 당뇨병도 가지고 있

었다. FGG Ala341-Asp 돌연변이의 예는 67세 여자로서 말초동맥폐

색증으로 진단되었다. 혈장섬유소원 활성도 75 mg/dL, 항원량 137 

mg/dL이었으며 트롬빈 시간은 24초로 정상 16초에 비해 연장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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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Detection of FGA Gln328-Pro mutation in the fibrinogen

α-chain gene. DNA sequence of FGA exon 5 from the patient 

with dysfibrinogenemia (left panel) and a normal control (right 

panel). A heterozygous abnormality was detected from the patient 

with the codon No. 328 CAA to CCA

Figure 2. Detection of FGG Ala341-Asp mutation in the fibrinogen

γ-chain gene. DNA sequence of FGG exon 8 from the patient 

with dysfibrinogenemia (left panel) and a normal control (right 

panel). A heterozygous abnormality was detected from the patient 

with the codon No. 341 GCT to G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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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Molecular modeling of FGG Ala341-Asp mutant. 

FGG Ala341-Asp (left panel) and wild type (right panel).

By replacing Ala341 with Asp, the protein seems to lose some α-

helix and β-sheet structures through the conformational changes.

Figure 4. Close-up views of FGG 341 amino acid and 

surroundings. Asp341 in fibrinogen γ-chain with mutation (left 

panel) and Asp341 without mutation (right panel). Normally, FGG 

Ala341 is surrounded by Ala370, Phe293, Thr305 and His307. By 

replacing Ala341 with Asp, the residue increases in size and 

surrounding residues are pushed out. Hydrogen bond between Ala 

370 and Ala341 seems to be broken-up.

341
341

370

293

341

305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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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GB -455G/A 유전자 다형성 분석 결과

 

   FGB -455 위치에서 HaeIII 제한효소를 이용하여 PCR-RFLP 

(restriction fragment length polymorphism)로 G/A 유전자다형성 분

석을 한 결과 GG형은 232 bp, 383 bp, 217 bp의 3가지 밴드가, AA형

은 232 bp와 600 bp의 밴드가, GA형은 4가지 밴드가 모두 관찰되었

다(Figure 5). 유전자형의 빈도는 정상대조군 186 예 중에서 GG형 

80.1% (149 예), GA형 17.2% (32 예), AA형 2.7% (5 예)로 관찰되었

고, 혈전증군 164 예 중에서는 GG형 72.6% (119 예), GA형 25.6% 

(42 예), AA형은 1.8% (3 예)의 빈도를 보 다. 두 군 간의 유전자형 

및 대립인자의 빈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각각 p = 0.146, p = 

0.187, Table 5).

Table 5. HaeIII genotypes and allele frequencies of FGB -455G/A 

polymorphism in normal and thrombosis groups

Group (n)
Genotype* Allele†

GG (%) GA (%) AA (%) G (%) A (%)

Normal (186) 149(80.1) 32(17.2) 5(2.7) 330(88.7) 42(11.3)

Thrombosis (164) 119(72.6) 42(25.6) 3(1.8) 280(86.2) 48(13.8)

*,†
No significant difference of genotype and allele frequencies between 

normal and thrombosis groups by Chi-square test (p = 0.146, p = 0.187,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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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bp   GG      AA      GG     GG      GA       AA     167bp
   marker                                                               marker  

Figure 5. Results of restriction fragment length polymorphism

(RFLP) for FGB-455G/A polymorphism. Agarose gel electrophoresis 

of HaeIII digest produces 383bp and 217bp (from 600bp) in GG 

genotype, 600bp in AA genotype and all three bands in GA 

genotype. All genotypes have 232bp in common by HaeIII digest.

205bp

250bp

167bp

602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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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FGB -455G/A 유전자 다형성과 혈장 섬유소원 농도의 상관성

   정상군에서 FGB -455G/A 유전자형에 따른 혈장 섬유소원 활성

도(평균±표준편차)는 GG형(296±73 mg/dL), GA형 (322±63 mg/dL), 

AA형 (396±52 mg/dL)이었고, 혈전증 환자군에서는 GG형(363±104 

mg/dL), GA형 (399±133 mg/dL), AA형(391±53 mg/dL)이었다. 두 

군 모두 FGB -455G/A 유전자형에 따른 섬유소원의 농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각각 p = 0.214, p = 0.165, Table 6).  

Table 6. Distribution of plasma fibrinogen activities (mg/dL) 

among the different genotypes in the FGB -455 region 

Group (n)
Genotype

p-value
GG GA AA

Control (186) 296±73 322±63 396±52 0.214*

Thrombosis (165) 363±104 399±133 391±53 0.165
†

Data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Not significant by one-way A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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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정상인과 각종 혈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혈

장섬유소원 활성도를 측정한 후 활성도가 저하된 환자들에서 섬유소

원 항원량을 측정하여 이상섬유소원혈증을 검색하 으며, 염기서열분

석을 통해 섬유소원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찾고자 하 다. 또한 혈전

증의 위험인자인 고섬유소원혈증과 관련하여 혈장 섬유소원 농도와 

연관성이 보고된 바 있는 섬유소원 β-사슬(fibrinogen β-chain, FGB) 

-455G/A 유전자 다형성도 분석하 다.

   정상대조군 495 예와 혈전증 환자군 606 예에서 측정한 혈장섬유

소원 활성도(평균±표준편차, mg/dL)는 혈전증 환자군(375±150)이 정

상군(300±53)에 비해 유의한 증가를 보 다(p < 0.0001). 전체 대상

군 중 정상참고범위의 하한치 이하로 감소된 활성도를 보인 예는 정

상군에는 없었고 혈전증 환자군에서는 14 예(2.3%)가 있었다(p < 

0.0001).  이 14 예 중 5 예는 혈장섬유소원 활성도와 항원량이 모두 

감소된 저섬유소원혈증, 8 예는 활성도는 현저히 감소되었지만 항원

량은 정상인 이상섬유소원혈증, 1 예는 활성도(75 mg/dL)와 항원량

(137 mg/dL)이 모두 감소하 지만 그 비율이 0.55로서 상당한 차이

를 보인 저이상섬유소원혈증에 해당하 다. 따라서 혈전증 환자군에

서 이상섬유소원혈증은 1.5% (606 예 중 9 예)를 차지하 다. 이들 

중 1 예를 제외한 대부분(8 예)은 간질환 또는 당뇨병을 가지고 있었

고, 3 예는 혈전용해제(t-PA, urokinase)를 사용한 과거력도 있었다. 

이들 환자들에서 보인 이상섬유소원혈증은 후천적 요인에 의한 것으

로 추정된다. 후천적 이상섬유소원혈증은 주로 섬유소원 분자의 탄수

화물 곁사슬(carbohydrate side chain)의 sialylation에 의한다
20-22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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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화학적변화로 인해 섬유소원의 전체 음전하가 증가하게 되면 

섬유소원 단량체(monomer) 사이에 반발력이 커지고, 섬유소중합

(fibrin polymerization)이 감소하게 되어
 
섬유소의 기능이상을 초래

한다고 알려졌다
23
. 본 연구에서 후천적 요인 외에 유전적 요인의 유

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혈장 섬유소원 활성도가 저하된 혈전증 환자

들에서 유전자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 2 예에서 섬유소원 유전자 

돌연변이를 발견하 다. 이들은 모두 이형접합 형태의 점돌연변이

다. 

   현재까지 유전성 이상섬유소원혈증은 약 320 예(α: 48 부위 193 

예, β: 28 부위 45 예, γ: 44 부위 84 예)가 보고된 바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점돌연변이에 의한다
24
. 본 연구에서 발견된 돌연변이 중 한 

예는 FGA Gln328-Pro 돌연변이로서 α-사슬의 5번 엑손에 위치하는 

328번 코돈 CAA (Glu)가 CCA (Pro)로 치환되었으며, 다른 1예는 

FGG Ala341-Asp 돌연변이로서 γ-사슬의 8번 엑손에 위치하는 341

번 코돈 GCT (Ala)가 GAT (Asp)로 치환되었다. Data base 검색을 

통해서 이들은 모두 현재까지 국제적으로 보고되지 않았고, 동시에 

염기서열분석을 한 다른 예들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돌연변이일 것으로 생각하 다.

   본 연구에서 관찰된 돌연변이 발생부위 FGA 328번은 366번 아미

노산과 함께 glutamine residues로서 FGA 518번과 584번 사이에 위

치하는 5개의 lysine residues와 함께 Factor XIIIa와 Ca
2+
의 촉매작

용하에 α-사슬 crosslink를 형성하는 부위이다
25
. Alpha-사슬 

crosslink는 섬유소용해 과정을 조절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26-29
 주로 섬유소들간의 연결을 안정화시키

고
30
, 섬유소망(fibrin network)을 플라스민(plasmin)의 작용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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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31-34
.  따라서 FGA Gln328-Pro 돌연변이가 α-

사슬 crosslink에 향을 줌으로써 섬유소원의 기능 장애가 초래되고 

섬유소 용해 이상으로 인한 혈전증 유발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

료된다. 실제로 해당 환자는 43세 남자로서 비교적 젊은 나이에 관상

동맥 질환으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을 경험한 기왕력이 있으며 8년 후 

재발하여 응급실로 내원하여 t-PA와 heparin 치료에도 불구하고 사

망하 다. 

   또한 FGG Ala341-Asp 돌연변이는 γ-사슬의 염기서열을 바탕으

로 3차원 단백구조의 모델링(modeling)을 시도하여 보았다. 그 결과  

돌연변이가 일어나기 전에 Ala341의 backbone에 있는 carbonyl 

group의 산소가 Ala370의 backbone amide proton과 수소결합을 형

성하고 있다가 돌연변이가 일어나 Ala341이 Asp341로 치환되게 되

면 residue의 크기가 커져 340-342의 residue가 려나서 수소결합이 

끊어지고, Asp341의 곁가지에 있는 carboxylate의 두 산소가 각각 

Asp341과 Gly342의 amide proton과 수소결합을 형성하면서 Asp341

의 Psi angle이 크게 변화하는 구조적인 변형이 일어남을 관찰할 수 

있었다(Figure 3, 4). 또한 His340의 pyrimidine ring이 회전하면서 

His340의 수소가 Asp341의 backbone amide 산소와 수소결합을 형성

하는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Figure 3, 4).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가 섬유소원의 기능 장애를 초래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FGG 

아미노산 337번-379번은 Glycine-Proline-Arginine-Proline (GPRP) 

결합부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35
. GPRP 부위는 섬유소의 중앙 

E-domain에 위치하며 D-domain의 GPRP 결합부위와 결합하여 안

정된 섬유소중합체를 형성한다
36
. 따라서 FGG 341번 돌연변이는 γ-

사슬의 GPRP 결합부위에 구조적변화를 초래하여 D-E 결합에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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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 외에도 돌연변이로 인한 섬유소원의 구조

적 변화가 t-PA 결합부위(FGG 312-324)
37-38
 또는 Ca 결합부위(FGG 

311-336)
39
에 향을 미쳐 섬유소 용해 이상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

으로 생각한다. 실제로 FGG Ala341-Asp 돌연변이 양성 환자는 67

세 여자 환자로 당뇨병 등의 후천적 요인 없이 말초동맥 혈전증을 

주소로 내원하 다.

   향후 본 연구에서 관찰된 두 돌연변이와 관련하여 가족검사와 단

백 기능분석 등의 구체적 섬유소원 기능이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FGB -455G/A 유전자다형성은 섬유소원 농도 및 유전자 활

성과 관련이 있으며
40-42
, 대립유전자 G가 A로 치환되면 FGB의 전사

가 1.2-1.5배 증가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43
. 현재까지 보고되는 A 대립

인자의 빈도는 서구에서 17-27%
44
 정도인데 이는 본 연구 결과와 유

사하 다(26.9%). 특히 AA 유전자형은 중국인 당뇨병 환자와 일본인 

고혈압 환자에서 각각 관상동맥질환과 허혈성 뇌질환의 위험을 증가

시킨다고 보고 된 바 있다
45,46
.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 AA 유전자형의 

발현은 정상군과 혈전증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 0.146). 또

한 정상대조군과 혈전증군 모두 FGB -455G/A 유전자형에 따른 섬유

소원의 농도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각각 p = 0.214, p = 0.165, 

Table 7).

   결론적으로 한국인 혈전증에서 이상섬유소원혈증의 발생빈도는 

1.5%이었으며 이들은 대부분 유전자 결함을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당뇨병 또는 간질환의 후천적 요인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상섬유

소원혈증 2 예는 국제적으로 보고되지 않은 FGA Gln328-Pro와 

FGG Ala341-Asp 돌연변이를 보 다.  따라서 한국인 혈전증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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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이상섬유소원혈증은 주로 후천적 요인에 의하지만 드물게는 

유전성 이상섬유소원혈증이 발생됨을 알 수 있었다. 향후 한국인에서 

처음 관찰된 FGA Gln328-Pro와 FGG Ala341-Asp 돌연변이에 대해 

섬유소원의 단백구조 및 기능 연구, 가족 검사를 통하여 이상섬유소

원혈증과 혈전증의 병리기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한, 한국인에서 FGB -455G/A 유전자 다형성은 섬유소원 농도와 혈

전증과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보다 많은 대상에서 이에 

대한 확인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정상대조군과 각종 혈전증 환자를 대상으

로 혈장섬유소원 활성도를 측정한 후 활성도가 저하된 환자들에서 

섬유소원 항원량을 측정하여 이상섬유소원혈증을 검색하 으며, 염기

서열분석을 통해 섬유소원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찾고자 하 다. 또한 

혈전증의 위험인자인 고섬유소원혈증과 관련하여 혈장 섬유소원 농

도와 연관성이 보고된 바 있는 FGB -455G/A 유전자다형성도 분석

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한국인 정상군(n=495)에서 측정한 섬유소원의 활성도는 190-510 

mg/dL (평균; 300 mg/dL, 표준편차; 53 mg/dL)이었으며 혈전증 환

자군(n=606)의 섬유소원 활성도는 44-1982 mg/dL (평균; 375 

mg/dL, 표준편차; 150 mg/dL)으로 두 군의 섬유소원 활성도는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p < 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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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혈전증 환자군(n=606)에서 혈장섬유소원 활성도가 정상참고범위의 

하한치(140 mg/dL)이하로 감소된 예는 총 14 예(2.3%)이었고, 정상

대조군에서는 한 예도 없었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p < 

0.0001).

3. 혈장 섬유소원 활성도가 정상참고범위의 하한치(140 mg/dL) 이하

로 낮은 14 예를 대상으로 혈장섬유소원 항원량을 측정하 다. 이 14

예 중 5 예는 섬유소원의 활성도와 항원량이 모두 감소된 저섬유소원

혈증, 8 예는 활성도는 현저히 감소되었지만 항원량은 정상인 이상섬

유소원혈증, 1 예는 활성도(75 mg/dL)와 항원량(137 mg/dL)이 모두 

감소하 지만 그 비율이 0.55로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 저이상섬유소

원혈증에 해당하 다(Table 5). 이상섬유소원혈증은 혈전증군(n = 

606) 중 9 예(1.5%)를 차지하 다. 

4. 이상섬유소원혈증에 해당되는 예들의 병력조사 결과 당뇨병이 5 

예, 간질환이 2 예, 당뇨병/간질환 1 예로서 대부분 후천적 요인을 가

지고 있었다(Table 5). 또한 이들 중 3예는 약물사용(t-PA, 

urokinase)의 과거력도 있었다.

5. 이상섬유소원혈증에 해당하는 예들에서 섬유소원 유전자의 염기

서열분석을 하여 총 14 예 중 2 예에서 각각 FGA Gln328-Pro와 

FGG Ala367-Asp의 돌연변이를 발견하 다. FGA Gln328-Pro 돌연

변이 예는 이상섬유소원혈증, FGG Ala341-Asp 돌연변이 예는 저

이상섬유소원혈증에 해당하 다. 이상섬유소원혈증에 해당하는 7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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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섬유소원 유전자의 염기서열 분석결과 모두 정상이었다. 

6. FGB -455 부위의 PCR-RFLP (restriction fragment length 

polymorphism)에서 정상대조군(n=186)은 GG형 80.1% (n=149), GA

형 17.2% (n=32), AA형 2.7% (n=5)이었다. 혈전증 환자군(n=165)에

서는 GG형 72.6% (n=119), GA형 25.6% (n=42), AA형 1.8% (n=3)

의 분포를 보 다. 두 군간의 유전자형 및 대립인자의 비율은 차이가 

없었다(각각 p = 0.148, p = 0.187). 두 군 모두 FGB -455G/A 유전

자형에 따른 섬유소원의 농도도 차이가 없었다(각각 p = 0.214, p = 

0.165)

   결론적으로 한국인 혈전증에서 이상섬유소원혈증의 발생빈도는 

1.5%이었으며 이들은 대부분 유전자 결함을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당뇨병 또는 간질환의 후천적 요인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상섬유

소원혈증 2 예는 국제적으로 보고되지 않은 FGA Gln328-Pro와 

FGG Ala341-Asp 돌연변이를 보 다. 따라서 한국인 혈전증 환자군

에서 이상섬유소원혈증은 주로 후천적 요인에 의하지만, 드물게는 유

전성 이상섬유소원혈증이 발생됨을 알 수 있었다. 향후 한국인에서 

처음 관찰된 FGA Gln328-Pro와 FGG Ala341-Asp 돌연변이에 대해 

섬유소원의 단백구조 및 기능 연구, 가족 검사를 통하여 이상섬유소

원혈증과 혈전증의 병리기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한, 한국인에서 FGB -455G/A 유전자 다형성은 섬유소원 농도와 혈

전증과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보다 많은 대상에서 이에 

대한 확인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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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tection of the dysfibrinogenemia with molecular genetic 

analysis in Korean population

Rojin Park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Kyung Soon Song)

   Fibrinogen is one of the critical plasma proteins with multiple 

functions in blood clotting. A variety of structural abnormalities 

can occur in fibirnogen, which are collectively termed 

dysfibrinogenmia and clinically associated with bleeding or 

thrombosis. Inherited dysfibrinogenemia is cuased by mutations in 

the coding regions of the fibrinogen Aα, Bβ, and γ genes.

   In this study, 606 patients with thrombosis (395 men, 211 

women, mean age 61 years) including 315 coronary artery 

obstructive disease (CAOD), 227 ischemic stroke, 36 deep vein 

thrombosis (DVT), 5 pulmonary embolism (PE), 23 peripheral 

artery obstructive disease (PAOD), and 495 normal subjects (179 

men, 316 women, mean  age 35 years) were screened for 

hypofibrinogenemia by the measurement of plasma fibrinogen 

activity by Clauss method using STA coagulyzer and reagent kit 

(Diagnostica Stago, Asniers, France). In the cases with 

hypofibrinogenemia, plasma fibrinogen antigen levels were 

measured by the immunologic method using nephelometer and 

antiserum (Dade-Behring, Deerfield, Illinois, USA). In addition, 

genetic molecular analysis was performed in cases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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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sfibrinogenemia by direct DNA sequencing. 

   Recently, elevated plasma fibrinogen levels have been known to 

be a risk factor for thrombosis, which has been reported to be 

associated with genetic polymorphism in FGB -455 region. 

Therefore, possible association of fibrinogen levels with FGB 

-455G/A HaeIII polymorphism was also investigat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normal ( 

mean±SD, 300±53 mg/dL) and thrombosis (mean±SD, 375±150  

mg/dL) groups in the fibrinogen concentrations. There were 14 

cases (2.3%) with hypofibrinogenmia among 606 cases with 

thrombosis, whereas none was found in 495 normal subjects.

2. As a result of fibrinogen antigen measurement in cases with 

lower fibrinogen activity than low normal limit (140 mg/dL), 5 

cases of hypofibrinogenemia, 8 cases of dysfibrinogenemia, and one 

case of hypodysfibrinogenemia were found with the prevalence of  

dysfibrinogenemia in thrombosis group being 1.5% (9/606).

3. All the cases with dysfibrinogenemia had acquired conditions 

including diabetes mellitus, liver disease and drug use such as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or urokinase.

4. As a result of molecular analysis, two different novel mutations 

(FGA Gln328-Pro and FGG Ala341-Asp) were detected in a case 

of dysfibrinogenemia with acute myocardial infarction, and in a 

case of hypodysfibrinogenemia with PAOD, respectively.

5. The distributions of FGB -455 G/A genotypes were GG (72.6%), 

GA (25.6%) and AA (1.8%) in the thrombosis group, and  GG 

(80.1%), GA (17.2%) and AA (2.7%) in normal group, which was 

not statistically different by chi-square test (p = 0.148). There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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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significant association of fibrinogen levels with -455G/A 

genotypes (p = 0.214).

   In conclusion, dysfibrinogenemia accounted for 1.5% in Korean 

patients with thrombosis, and all the cases with dysfibrinogenemia 

had acquired conditions including diabetes mellitus, liver disease 

and drug use such as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or urokinase. 

But two different novel mutations of FGA Gln328-Pro and FGG 

Ala341-Asp were detected through the molecular genetic analysis. 

This study provides the evidence of rare, but present 

dysfibrinogenemia with specific genetic defects of novel mutations 

in Korean patients with thrombosis. However, there was no 

association of FGB -455G/A polymorphism with fibrinogen levels 

and thrombosis. Further approaches to the function of 

dysfibrinogen and family studies need to be per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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