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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전장유전체 연관성분석에 의해 발굴된 SORBS2 유전자
변이와 혈관경직 간의 연관성 연구

심혈관계 질환은 현대인의 사망 원인 중 가장 많은 부분

을 차지하며 그 병리생태의 규명은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 및 치

료를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다. 이러한 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으

로서 혈관노화와 연관된 혈관경직이 있는데 이는 심장-대퇴동

맥 맥파속도로 측정될 수 있으며 혈관노화와 연관되어 심혈관계

질환의 병리생태학적 기작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혈관경직과 원인유전자 변이

간의 연관성 분석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진하며 특히 아시아인

을 대상으로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

는 동맥경화의 병리생태적 지표로서 혈관경직 발생 관련 유전자

및 유전적 다형성을 발굴하고 혈관경직의 발생 정도를 분석하고

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연세대학교 의료원 심혈관센터에서

수집된 605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전장유전체 연관성 연구

(genome-wide association study, GWAS)를 수행하여 혈관경직

발생과 유의한 연관성을 나타내는 다수의 단일염기다형성

(single nucleotide polymorphysm, SNP)을 발굴하였으며 통계적

으로 유의한 SNP들이 존재하는 대상유전자 SORBS2 유전자를

발굴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후보 유전자로 선정된 SORBS2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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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여타 민족 집단을 대상으로 질병과 관

련된 유전적 연관성 연구가 수행된 바 없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집단에서 혈관경직 발생관련 후보유전

자인 SORBS2 유전자 변이와 혈관경직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

였다. 분석 대상군은 혈관경직의 지표인 심장-대퇴동맥 맥파속

도를 측정하여 경직도의 수준에 따라 분류한 후, 325 명의 대조

군과 280 명의 환자군이 포함된 총 605 명을 대상으로 연관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SORBS2 유전자의 전장 염기서열 분석을

수행한 결과, 총 20 종의 tagging SNPs가 발견되었다.

SORBS2 SNPs 각각의 유전자형 및 대립인자형은 TaqMan

assay를 이용해 결정했다. 이들의 빈도분포를 분석한 결과, 분

석대상 SNP 중 rs2278938과 rs10001944는 대조군과 환자군과

사이에 유전자형과 대립인자형 빈도분포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다 (P < 0.001). 연령, 성별, 체질량 지수 등

전형적인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인자를 보정하여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시행한 결과, rs2278938과 rs10001944는 모두 우성유전양

상 (dominant genetic model)에서 각각 OR = 0.483, P = 5.198

☓ 10-5과 OR = 0.613, P = 0.0058로서 혈관경직의 감소와 유의

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는 달리 rs13119106

A 대립인자는 혈관경직 발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OR = 1.586, P = 0.019). 일배체형 (haplotype) 분석결과,

haplotype CG는 혈관경직 발생 감수성과 매우 유의하게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OR = 15.553, P =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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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결과는 한국인을 비롯한 아시아인 집단을 대상으로

SORBS2 유전자 변이들과 혈관경직 간에 유의한 연관성이 있

다는 결과를 보고하는 최초의 연구이며 이런 결과는 SORBS2

유전자 변이들이 혈관경직 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유전적 지표

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독립된

다른 집단을 대상으로 이들 유전자 변이에 대한 연관성 검증 연

구 및 유전자 변이에 대한 기능적 연구를 수행하지 못한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유의한 연관성 결과를 나타낸 유전자 변이에 대

해 여타 집단에서의 재현성 연구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선별된 유의한 유전자 변이의 생체 내에서의 기능 규명을

위한 분자생물학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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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되는 말 : 혈관경직, 전장유전체 연관성 분석, SORBS2, 단

일염기다형성, 일배체형, 연관성연구,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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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유전체 연관성분석에 의해 발굴된 SORBS2 유전자
변이와 혈관경직 간의 연관성 연구

<지도교수 박성하>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과

권 지 선

Ⅰ. 서론

심혈관계 질환은 심장과 동맥을 비롯한 주요 혈관에 발생하는 질

환으로 정의하고 있다. 심장질환은 선천성 심장질환과 후천성 심장질

환으로 구분되며 심장의 구조를 심장 근육, 심장 혈관, 심장 판막및

심장 전기전도계 등으로 분류할 수 있듯이 심장질환도 심장의 각 부

위에 발생하는 질환들로 나눌 수 있다. 심혈관계 질환의 주요 질환으

로는 허혈성 심장질환 (ischemic heart disease), 협심증 (angina

pectoris)과 심근경색증 (myocardial infarction)이 포함된 관상동맥질

환 (coronary artery disease), 고혈압 (hypertension), 죽상동맥경화증

(atherosclerosis), 부정맥 (arrhythmia), 뇌졸중 (stroke) 등이 있다.

2010년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가 발표한

“세계 10대 사망원인”에 따르면 40-64세 사이의 전 세계 성인 가운데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사망 비율이 23.6 %로 사망원인 중 1위를 나타

내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현재 약 7천 5백만 명 이상이 심혈관계 질

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970년 대

이후 심혈관계 질환의 유병률이 급속히 상승하여 2010년 통계청 자료

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의 사망원인 가운데 악성 신생물 (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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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남성은 55세 이상, 여성은 65세 이상

에서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심혈관계 질환의 주요 질병인 동맥경화는 동맥의 내강에 지방,

콜레스테롤 그리고 석회 등이 침착되면서 협착 또는 폐쇄를 일으켜

심근 (myocardium)의 산소수요에 불균형을 나타내고 대사이상

(metabolic abnormalities)을 초래함으로써 혈전증 (thrombosis)의 원

인이 된다. 임상적으로는 심근경색, 심부전, 부정맥 그리고 심장 돌연

사 (sudden cardiac death)의 발생 원인이 되기도 한다. 동맥경화와

관련된 위험인자로는 연령, 성별, 음주,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

연, 운동부족, 비만 그리고 유전 등이 있다. 특히 고연령 (노화)은 심

혈관계 질환의 유병률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노화

현상으로 심혈관계 조직의 주요변화로는 혈관 벽과 좌심실 비대, 대

동맥과 동맥 가지의 경직 등이다1. 즉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큰 동맥

들의 혈관내막이 두꺼워지고 분지되는 현상은 동맥경화증의 초기단계

에서 일어나는 과정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연령이 증가하고 고혈

압에 의해서 혈관이 경직되면 맥압 (pulse pressure)이 증가하면서 심

장 후부하 (afterload)의 증가와 관동맥 혈류의 감소를 유발하여 관동

맥 질환 발생의 위험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단순한 맥압의 측정은

혈관 경직도를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수치이므로 직접 혈관 경직도를

측정하는 방법과 비교해 볼 때, 동맥경화의 위험을 예측하는 능력이

저하된다2.

심장-대퇴동맥 맥파 전달속도 (pulse wave velocity, PWV)는 비침

습적인 (noninvasive) 검사방법으로 맥파의 전달속도를 측정하여 동맥

의 경직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써 일반적인 맥압 측정 보다 더 정

확하게 심혈관질환의 위험 지표 및 예후 예측이 가능한 표지자로 알

려져 있다3. 혈관경직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혈관의 탄력성과 혈관

내막의 침전 정도를 측정해 동맥 관련 질환의 진단과 치료 방향을 정

하는데 유용하다. PWV의 수치는 혈관경직에 의한 혈관노화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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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이지만 각 연령대별로 편차가 크기 때문에 연령의 증가 이외에도

혈압, 맥박, 성별 및 이상지질혈증 등 여러 가지 인자가 혈관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4 아직까지 그 이외의 임상인자

들 및 유전 인자들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먼저 대형

신축성 동맥 (large elastic artery)에서는 콜라겐이 증가하고 콜라겐

사이의 교차결합 (cross linking)이 증가하면서 석회화가 증가되는 반

면, 엘라스틴 탄성정도는 감소하게 된다. 혈관 내피세포에서는 nitric

oxide 생성이 감소하고, endothelin이 증가한다. 이에 따라 혈관 평활

근 세포 성장이 촉진 된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혈관 벽의 두께가

두꺼워 지는 것도 중요한 변화 중 하나이다. 혈관의 기능적 성질을

표현하는 혈관 탄성도 (vascular compliance)는 노화과정에서 감소한

다. PWV의 측정방법으로는 경동맥과 대퇴동맥에서 대동맥의 PWV를

측정하는 tonometric 방법과 사지에서 혈압 및 PWV를 측정하는

oscillometric 방법이 있다. 특히 최근에는 oscillometric 방법이 중용되

는데 3 종류가 있다. 첫째, 경동맥-대퇴 맥파 속도 (carotid-femoral

PWV, cfPWV)는 중심 탄성동맥, 즉 대동맥의 맥파 속도를 반영한다.

둘째로는 심장-대퇴동맥 맥파 속도 (heart-femoral PWV, hfPWV)가

있는데 이는 cfPWV와 같이 대동맥의 맥파 속도를 반영하며, 셋째로

상완발목 동맥 맥파 속도 (brachial-ankle PWV, baPWV)로서 중심

탄성동맥과 말초 근육동맥의 맥파 속도를 반영한다. 현재까지 PWV의

수치가 1 m/sec 증가할 때마다 심혈관질환 증세가 39% 증가 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5.

모든 인간은 각 개인 간에 약 99.9 %의 동일한 염기서열을 보유하

고 있으며 약 0.1 %의 염기서열 만이 개인 간의 차이를 보이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0.1 %의 염기서열 차이가 인간 상호 간의 유전적 차이

를 나타내는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간유전체사업 (Human

Genome Project)이 2003년 완료됨에 따라 인간의 약 31억 쌍에 해당

되는 염기서열이 모두 밝혀지고 질병극복을 위한 유전체 연구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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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질병의 발생요인으로 환경적 요인 뿐 만

아니라 유전적 요인도 중요하며 질병에 대한 개인 간의 감수성 차이

는 각 개인 간 유전자 염기서열의 차이에 기인한다는 것이 널리 알려

지게 되었다6.



8

Figure 1. Classes of human genetic variations.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is classified DNA sequence variation.

Insertion/Deletion variant, block substitution, inversion variant

and copy number variant can be characterized by structural

vari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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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유전변이는 DNA 복제과정 중에 발생되는 오류로 인한 돌

연변이 (mutation)에 의해 생성된다. 즉 DNA 복제과정에서의 오류가

체세포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돌연변이가 다음 세대로 전달

되지 않지만 정자와 난자의 생성과정에서 일어난다면 돌연변이형은

다음 세대의 모든 세포 속에 공통적으로 전달된다. 이러한 유전변이

는 재생 다형 (recurrent polymorphism)과 고유 다형 (unique

polymorphism)으로 구분된다. 재생 다형은 반복 염기서열 변이형으로

일정한 돌연변이율에 의해 염기서열의 반복 motif가 재생되는 형태를

말하는데 반복 염기서열의 크기에 따라 satellite, minisatellite

(variable number of tandem repeat, VNTR) 그리고 microsatellite

(short tandem repeat, STR)로 분류 된다7. 인간의 염색체 전반에 고

르게 분포하고 대립인자의 개수가 많다는 장점 (multi-allelic)이 있는

반면, 유전적 전달에 대한 정확성이 떨어지고 제한된 수의 유전 표지

자 (marker)만이 존재하여 통계적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고유 다형

은 단일 돌연변이에 의해 단일 염기서열의 치환 (substitution)에 의한

단일염기 다형성 (single nucletide polymorphism, SNP), DNA 절편의

삽입 (insertion) 및 결실 (deletion) 등에 의해 생성되는 다형성을 말

하며 이들 고유 다형은 단지 두 종류의 대립인자 (bi-allelic)로 존재

함으로써 유전적 변별력은 떨어지나 매우 낮은 돌연변이율과 다수의

유전 표지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유전적 연관성 연구에 높은 활용가치

가 있다8. 이들 가운데 SNP은 인간 집단에서 특정 유전자 좌위의 두

개의 대립인자 빈도가 최하 1 % 이상으로 존재할 때를 정의하고 인

간 유전자 변이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질병에 대한 감수성, 저항성

및 약물에 대한 반응의 차이 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igure 1). SNP이 염기서열 변이인 것에 비하여 구조적 변이에는 작

은 DNA 절편의 삽입과 결실 다형성, 두 유전체 간에 일련의 염기서

열 세트가 모두 치환하는 변이 (block substitution), 염기서열의 일부

가 역전되어 발생하는 역위변위 (inversion) 그리고 기준 유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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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genome)와 비교하여 유전자 복제 수의 차이를 나타내는

변이 (copy number variation)등이 있다.

복합형질 질환 (complex trait disease)은 다양한 유전적 요인과 환

경적 요인과의 영향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들 질환에는 유전적 영향

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질환에서부터 환경적 영향에 의해서만 발생하

는 질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데, 질환의 종류에 따라서 유전적 인자

와 환경적 인자가 각기 다르게 작용한다 (Figure 2). 따라서 이와 같

은 유전 표지자는 복합형질 질환의 유전적 원인규명을 위한 연관성

연구에 적합하여 널리 활용되고 있다. 최근 분자 유전학적 기법 및

유전 통계학의 분석 기법의 발달로 인간에서 복합형질 질환과 관련된

유전자 및 유전변이들이 지속적으로 규명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주로 질환발생 관련 유전자 내의 유전자 변이를 발굴하고 그 기능을

분석하며 특정 질환대상 유전자 및 특정 염색체 지역 내에 존재하는

유전 표지자의 유전자형 빈도 및 일배체형 (haplotype)과 질환 간의

관련성 유무를 분석하는 연관성 연구이다. 연관성 연구에 특히 활용

도가 높은 SNP은 분석 초기에는 약 300 base pairs (bps) 당 하나의

SNP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하여 인간 유전체 전체 염기서열을 기준으

로 약 1,100만 개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9. 그러나 2011년 10월 현

재 dbSNP 데이터베이스에 약 2,365만 개 이상의 reference SNP

(rsSNP)이 등록되어 있다. 따라서 인간의 유전체에 존재하는 SNP의

개수는 최근에 개발된 차세대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법 (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의 영향으로 개인의 유전체에 대한 모든

염기서열 분석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

고 있다. SNP 대립인자는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며 세대를 거쳐

도 함께 유전되는 공통 영역을 수반한다. 이러한 SNP 대립인자의 집

합, 즉 동일한 염색체 내에서 함께 유전되는 경향이 있는 인접한

SNP들의 집합은 블록 (block) 단위로 유전되는데 한 블록 내의 SNP

들의 양상을 일배체형이라고 정의한다10. 특히 haplotype 내에 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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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의 양상 (pattern)을 대표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진 SNP을 tagging

SNP이라고 한다11. 이러한 haplotype block 및 tagging SNP을 발견하

여 해당 염색체 상에 지도를 만든 것이 일배체형 지도 (HapMap)이

다. 이들 SNP은 위치상으로 밀접한 또 다른 SNP들과 매우 유의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각 개인의 haplotype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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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Examples of human common complex diseases. In

complex diseases with multiple causes, variations in a number of

genes encoding different proteins result in a genetic predisposition

to a clinical phenotype. Environment and life-style are major

contributors to the pathogenesis of complex diseases.



13

연관성 연구를 통한 질병 원인유전자를 발굴하는 방법으로는 질병

유발과 관련이 있는 후보 유전적 변이를 이용한 direct approach

(candidate gene approach)와 전장 유전체를 대상으로 주변의 연관된

유전 표지자들을 이용하는 간접적 접근 방법 (indirect approach

method)이 있다12. SNP 및 haplotype map을 이용하는 International

HapMap에서는 염기서열 변이를 확인하고 이들의 대립인자 빈도 및

상호관계를 통해 변이의 일반적 양상을 검증하는 것으로써 이런 결과

는 전장 유전체에 분포하는 대량의 SNP을 이용한 간접적 접근 분석

방법을 가능하게 하여 질환 및 복합형질 관련 유전변이를 발굴하도록

하는 것이다. International HapMap 과제의 완료와 더불어, 최근 인간

유전체 전장을 대상으로 하는 고집적 SNP genotyping chip 기술의

발달 그리고 biobank를 통한 거대규모 시료의 가용성 등에 힘입어 복합

형질 질환에 대한 유전체 연구는 보통 1,000 명 이상의 대상군에 100,000

개 이상의 SNP genotyping 정보를 이용하는 전장 유전체 연관성 연

구 (genome-wide association study, GWAS)가 크게 각광을 받아 왔

으며 최근 몇 년 동안 이들 복합질환 및 형질 등에 영향을 주는 SNP

의 발굴에 GWAS가 강력한 수단으로 자리 매김을 하였다13. 그 이유

는 복합형질 질환의 발생원인 및 발생기작에 관여하는 인자가 매우

많고 복합적이기 때문에 소수 특정 유전자 내의 SNP만을 고려하는

것 보다는 전장 유전체에 존재하는 다수의 SNP을 조사하는 것이 더

욱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즉, 후보유전자 연관 분석 (candidate gene

association study) 보다는 GWAS 분석을 통해 생산된 결과를 적용시

키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GWAS를 통해 발굴되고

통계적 유의성이 증명된 질병 관련 유의 SNP들이 위치한 유전자에 대

해 세밀한 염기서열 재분석의 수행은 질병 또는 형질의 새로운 원인

유전변이와 드문 유전변이의 발굴 가능성을 증대 시킬 수 있다14. 특히

전장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whole gene sequencing) 또는 whole

exome sequencing을 통한 드문 유전변이들의 발굴은 일반 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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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 variant)만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한 심혈관계질환과 같은 복

합형질 질환의 유전력 설명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

다15,16. 최근에는 각 질병에 대해 독립적으로 수행되었던 GWAS 간의

연구 결과를 통합하여 대규모의 메타분석 (meta-analysis)을 수행함

으로써 이전의 개별적인 GWAS 분석에서는 연관성 유무를 확인할 수

없었던 새로운 유전자 변이를 발견하거나, 대립인자 빈도가 상대적으

로 낮은 (minor allele frequency가 5% 미만) 드문 유전변이들의 복합

질환 또는 형질들과의 연관성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17,18,19.

대사적 요인의 동맥경화 발병 원인 이외에도 인종, 민족 그리고 각

개인에 따라 혈관 경직의 발생원인 및 진행정도가 이형질적

(heterogeneous) 양상을 나타내며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

는 유전적인 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질병발생과 관련된 생활습관이나

환경적 요인과 더불어 유전적 위험요인의 중요성이 여러 연구를 통해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유전적 위험요인의 발굴 및 규명으로 유전적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이들로부터 질병발생 예측인자를 정립하고 환경

적 요인 등의 조절을 통해 질병 발생의 예방이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

고 있다. 현재까지 전장 유전체를 대상으로 혈관경직에 관한 유전적

위험인자 발굴 연구는 그다지 활발하지 못하다. 최근 서양인을 대상

으로 혈관경직과 혈압에 대해 Affymetrix GeneChip® 100K를 이용한

Framingham Heart Study 연구 결과에서 이들 표현형의 발현에 연관

성이 있는 유전인자를 발굴하였으며 특히 혈압 상승과 관련된 혈관경

직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을 제시할 수 있는 유의한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20. 이와는 달리, 심혈관계 질환자를 대상으로 혈관경직의 척도인

PWV 추적 관찰 (follow-up) 측정치의 변화를 기준으로 한 동양인

연관성분석 결과는 보고된 바 없다. 본 연구의 선행연구로 연세대학

교 의료원 심혈관계 질환 유전체센터에서는 관동맥질환자와 고혈압

환자들을 대상으로 혈압을 비롯한 동맥경화증 및 혈관경직과 관련된

계측 임상변수인 맥박, PWV와 intima-mediated thickness (IMT)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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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였고 이들 임상정보에 대한 DB를 구축하였다. 또한 2 년마다

한 번씩 추적 관찰을 수행함으로써 환자군과 대조군의 시료 및 임상

자료를 비교하여 혈관 경직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적 위험요

인 분석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후, 596명을 대상으로

Affymetrix Axiom GeneChip을 이용한 혈관경직 관련 GWAS 분석을

수행하였다. PWV 측정치가 있는 심혈관계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GWAS 분석을 수행한 결과, 혈관경직과 매우 유의한 연관성 (P ＜

10-4)이 있는 SNP들이 적어도 3개 이상이 위치한 6 종류의 후보유전

자들 (SORBS2, MASP1, CACNA2D3, PHACTR1, WWOX, ERG)

을 발굴하였으며 이들 유전자 가운데 유의한 연관성을 나타낸 SNP의

수와 유전자 기능을 고려하여 SORBS2 (sorbin and SH3 domain

containing 2) 유전자를 선발하였으며 이를 대상으로 whole gene

sequencing을 수행함으로써 연관성이 더 유의하거나 병태생리학적 경

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SNP을 새롭게 발굴하고 검증하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SORBS2는 sorbin homology (SoHo) family adaptor protein의 한

종류로서 carboxyl 말단에 3개의 SH3 domain과 amino 말단에 한 개

의 SoHo domain을 함유하고 있다. SORBS2는 Arg/Abl-binding

protein, variant 1 (ArgBP2)이라고 명명하기도 하며 1,100 개의 아미

노산으로 구성된 분자량 약 117 kDa의 단백질이다. 이 단백질은 모든

조직에서 광범위하게 발현되지만 특히 actin stress fiber 내의 비근육

세포와 심장에서 가장 많이 발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ORBS2

는 현재까지 stress fiber의 signaling complex를 구성하는 중요한

adaptor 단백질의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또한 abl family kinase와

actin cytoskeleton의 상호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21. 특히 SORBS2 유전자는 인간 염색체 4q35.1에 위치하며

alternative splicing에 의해 8 종류의 isoform을 가지고 있다

(GenBank, NCBI). SORBS2 유전자 변이들과 혈관경직 간의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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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정하는 것은 SORBS2가 actin 활동의 조절과 직접 혹은 간접적

으로 연관된 여러 가지 단백질과 결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SORBS2는 세포 내 구조의 기본 골격인 actin과 함께 발견되며, cell

adhesion site의 중요한 구성 성분인 vinculin 혹은 afadin과 결합하여

focal adhesion 구조, 상피세포 및 섬유아세포의 stress fiber, 심근 세

포 근절 (sarcomere)의 Z-disc 구조에서도 발견되기 때문이다. 또한

SORBS2는 세포의 형태를 조절하거나 세포 이동 (cell migration)에

필수적인 세포막의 돌출 (protrusion) 과정을 조절하는 것으로도 알려

져 있다
22
. 그러나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SORBS2 유전자 변이와

동맥경화를 비롯한 심혈관질환 간의 연관성 연구는 수행된 바 없으

며, 단지 방사선 노출에 의한 갑상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유전자 복제

수 변이와의 상관성 및 유전자 발현 연구만이 보고된 실정이다2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GWAS 분석을 통하여 발굴된 SORBS2 유

전자에 대해 whole gene sequencing 방법에 의한 fine mapping을 시

도하고, 이를 통해 선발된 유전자 변이들을 이용하여 혈관경직과의

연관성 분석을 최초로 수행함으로써 한국인 특이적 혈관경직 관련 원

인 유전 변이들을 발굴하여 질병 발생관련 예측시스템에 필요한 유전

적 콘텐츠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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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 표본대상의 수집과 분석인자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들은 연세대학교 의료원 심장혈관병원을 내

원한 한국인 집단에서 수집되었으며 임상적 자료를 바탕으로 심혈관

계 질환자 가운데 혈관경직의 정도에 따라 환자군과 대조군으로 분류

하였다. 한국인의 심혈관질환자를 대상으로 혈관경직 지표인 PWV를

추적․관찰하여 GWAS를 분석한 뒤, 한국인 특이 혈관경직 관련 위

험인자를 발굴하고자 하였다.

가. 분석 대상군 수집

대상군 분류를 위한 임상변수를 고려하여 연세대학교 의료원 심장

혈관병원을 내원한 1,883 명의 심혈관계 질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환자군과 대조군 간의 임상변수는 연령, 성별, 흡연,

체질량 지수 (body mass index, BMI), 수축기 혈압 (systolic blood

pressure, SBP), 이완기 혈압 (diastolic blood pressure, DBP), 맥박,

심장-대퇴동맥 맥파속도 (heart-femoral PWV, hfPWV), 총콜레스테

롤 (total cholesterol), 중성지방 (triglycerides),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

테롤 (low-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C), 고밀도 지단백 콜

레스테롤 (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HDL-C), 공복기 혈당

(fasting glucose), creatinine 등이 있으며 개별 문진 및 혈액검사를

통해 측정하여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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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심장-대퇴동맥의 맥파속도 측정

hfPWV의 측정은 VP-2000 (Colin, Japan)을 사용하였으며 대동맥

시작점과 일정한 거리에 위치한 다른 동맥 가지 지점 사이에 혈관을

통해 전파된 맥파의 속력 (거리/시간)을 기록하였다. 즉, 동맥 내를 맥

파가 전파될 때, 동맥의 양쪽에서 맥파를 기록하고 그 사이의 거리

(L)를 양 지점에서 기록된 맥파 사이의 시간차 (Δt)로 나누어 hfPWV

를 측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PWV = L/Δt (m/sec 또는 cm/sec)의 계

산식으로 측정치를 기록했다 (Figure 3). PWV는 동맥경화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혈관의 탄력성과 혈관내막의 침전 정도를 측정해 동맥

관련 질환의 진단과 치료 방향을 정하는데 유용하며 심혈관계 질환으

로 의심되는 개인 또는 가족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다. 환자군 및 대조군 선발

280 명의 환자군은 내원한 심혈관계 질환자를 대상으로 국제적 기

준에 따라 hfPWV를 측정한 후, baseline hfPWV를 기준으로 추적 관

찰된 hfPWV과의 변화된 수치 값이 큰 상위 25%와 baseline hfPWV

수치가 큰 순서로 상위 25%의 대상군을 합하여 선발하였다. 325 명의

대조군은 baseline hfPWV를 기준으로 추적관찰 된 hfPWV와의 변화

된 수치 값이 작은 하위 25%와 baseline hfPWV 수치가 작은 순서로

하위 25%의 대상군을 합하여 선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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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Pulse wave velocity measurements. A=wave recorded

by the proximal transducer; B=wave recorded by the distal

transducer; T=time delay between the aortic waves; D=distance

traveled by the 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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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혈관경직 관련 연관성 분석

가. 후보유전자 발굴을 위한 전장 유전체 연관성 연구

측정된 hfPWV 수치를 이용하여 분석 대상군 605 명을 분류하였

고 이들을 대상으로 혈관경직과 관련된 후보 원인유전자를 발굴하기

위해 약 60 만 개의 SNP이 집적되어 있는 Affymetrix Axiom
™

Human Array (Affymetrix, Santa Clara, CA)를 이용한 GWAS 분석

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유의한 연관성을 보인 SNP들이 다수 위치한

SORBS2 유전자를 분석 후보유전자로 선정하였다.

나. SORBS2 유전자 변이 발굴 및 분석 대상 tagging SNP 선발

SORBS2 유전자를 대상으로 혈관경직 발생과 관련해서 보다 더

유의한 SNP들을 발굴하기 위하여 SORBS2 유전자 전장에 걸쳐서 염

기서열을 결정하였다. 염기서열 결정부위는 promoter (2 Kb), exon,

exon-intron 경계 부위 그리고 3'-untranslated region (UTR) 등이다.

염기서열 결정 분석은 DNA Link 사에 의뢰하여 시행하였다. 유전자

전체 염기서열 분석에 의해 밝혀진 전체 SNP 정보를 이용하여 한국

인에서 나타나는 유전자의 연관불균형 (linkage disequilibrium, LD)과

haplotype 블록을 결정하고 이들의 연관성 분석을 통해 Table 1 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20 종의 tagging SNPs를 선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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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formations of tagging SNPs in this study

　 rs number SNP name Location

1 rs4862608 -296393A/T Promoter

2 rs34749211 -295865A/C Promoter

3 rs10023661 -295069C/T Promoter

4 GC_295042 -295042G/C Promoter

5 rs12509351 -294566C/T Promoter

6 GC_113309 -113309G/C Promoter

7 rs2133379 -112919C/T Promoter

8 rs67212481 -16641A/T Promoter

9 rs3833627 IVS5+121-/C Intron 1

10 rs2278938 -253278A/G Intron 1

11 rs10001944 -213490A/G Intron 1

12 rs2306703 IVS6+49A/T Intron 6

13 rs7663827 IVS8-45G/T Intron 8

14 rs2306708 IVS9-83C/T Intron 9

15 rs1471794 IVS11+79A/C Intron 11

16 rs75242221 IVS12+125A/T Intron 12

17 rs3841443 IVS12-83-81-/T Intron 12

18 rs13119106 IVS12-71A/C Intron 12

19 rs3080077 IVS20+48-/GAGTT Intron 20

20 rs3186 3361A/C/T 3’-U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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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석대상 SNP들에 대한 genotyping

SORBS2 유전자에 대한 whole gene sequencing을 통해 선발된

20 종의 tagging SNP들은 280 명의 환자군과 325 명의 대조군을 대

상으로 TaqManⓇ Fluorogenic 5' Nuclease Assay (Applied

Biosystems, Foster City, CA)를 이용하여 genotyping이 수행되었다.

TaqMan assay 방법은 Taq polymerase의 5'-nuclease 성질을 이용하

는 방법으로 한 쌍의 TaqMan probe와 한 쌍의 PCR primer가 사용

되었다. 5' 말단에는 reporter dye가 3' 말단에는 quencher dye가 각

각 공유결합 되어 있는 TaqMan probe에 reporter dye와 quencher dye

가 모두 결합되어 있을 때는 reporter dye가 quencher에 의해 빛을 발

하지 못한다. 하지만 다형성 부위와 상보적으로 완전히 일치하는 probe

는 annealing 단계에서 결합되고, extension단계에서 Taq polymerase

의 5’-nuclease 활성도에 의하여 5'-말단부의 reporter dye가

quencher dye로부터 분리되어 고유한 형광을 나타낸다. TaqMan

probe가 표적 다형성 부위와 mismatch되면 probe가 template로부터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더 이상의 반응이 진행되지 않는 원리이다.

PCR 반응을 위해 반응액은 genomic DNA 10 ng, 40× assay

mix 0.13 ㎕, TaqMan® Universal PCR master mix 2.5 ㎕로 총 반응

액을 5 ㎕로 조정하였다. Real-time PCR은 ABI PrismⓇ 7900 HT

Fast Real-Time PCR System (Applied Biosystems)을 이용하며

PCR 수행은 95℃ 10 분간 초기 변성 (pre-denaturation)을 한 후 9

5℃에서 15 초 동안, 60℃에서 1 분간의 2 단계로 PCR을 45 회 수행

하였다. PCR 수행이 끝난 후, 결과의 분석은 7900 HT Sequence

Detection System 2.3 software (Applied Biosystems)를 이용하여 실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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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혈관경직과 SORBS2 유전자 변이 간의 통계분석

SORBS2 유전자 내의 분석대상 SNP들의 대립인자형과 유전자형

을 결정하였으며 분석집단의 대립인자 빈도 (allele frequency)와 유전

자형 빈도 산출 및 검정 통계량 (chi-square test)을 비롯한 기초통계

량 분석은 SPSS version 18.0 (SPSS Inc., Chicago, IL)과 PLINK

program version 2.05 (http://pngu.mgh.harvard.edu/~purcell/plink)를

사용하였다. SORBS2 유전자 변이들과 혈관경직 간의 연관성 분석을

위한 통계분석은 GTYPE 4.0 프로그램에 의해 각 SNP 들의 대립인

자형과 유전자형을 바탕으로 SNP 분석결과를 입력시켜 Mendelian

inheritance mode와 Hardy-Weinberg Equilibrium (HWE) 검정 분석

을 수행하였다. 개별적 SNP에 대한 연관성 분석 이외에 HAPLO

program24을 이용해 haplotype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조사된 결과는

HaploView program version 4.225로 유전자 변이들 간의 LD block을

결정하고 SNP들 간의 LD 유무 및 LD 정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조사

된 haplotype 빈도 결과를 바탕으로 혈관경직과의 연관성 분석을 수

행하였다. 각 SNP과 haplotype의 대립인자형 및 유전자형과 혈관경직

간의 연관성 분석을 위해서 연령, 성별 및 혈압을 보정한 후 로지스

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질병발생에 대한 우도비 (odds ratio,

OR)와 95% 신뢰구간 (95% confidence interval)을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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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1. 연구 대상자 임상적 특성비교

본 연구의 분석 대상군인 605 명 (환자군 280 명, 대조군 325 명)에

대한 임상변수 비교를 Table 2에 정리하였다. 환자군과 대조군의 평

균연령은 각각 57.45 ± 0.41과 55.54 ± 7.45로써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 (P < 0.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관상동맥질

환 및 고혈압의 질환 특성상 환자의 평균연령이 비교적 높으며 또한

혈관경직이 고연령과 밀접한 상관관계의 원인으로 해석할 수 있고

hfPWV 수치 차이 또한 연령과 비례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

밖에도 맥압,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중성지방, 고밀도 지단백 콜

레스테롤, 공복 혈당 등에서도 환자군과 대조군 간의 임상수치의 차

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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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linic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Variables Controls (n=325) Cases (n=280) P

Age (year) 55.54 ± 7.45 57.45 ± 0.41 <.0001

Sex (male, %) 171 (52.62%) 168 (60.00%) 0.0681

Smoker (%) 141 (43.52%) 145 (51.97%) 0.0382

BMI (kg/m
2
) 25.06 ± 2.94 25.14 ± 2.94 0.7403

PP (mmHg) 64.94 ± 9.29 67.48 ± 10.03 0.0014

SBP (mmHg) 122.70 ± 14.21 131.8 ± 17.22 <.0001

DBP (mmHg) 78.46 ± 9.56 80.66 ± 9.57 0.0049

Tchol (mg/dl) 180.00 ± 41.67 174.40 ± 37.97 0.0854

Tg (mg/dl) 145.50 ± 78.48 166.30 ± 109.1 0.0084

HDL-C (mg/dl) 49.10 ± 13.32 46.05 ± 11.99 0.0035

LDL-C (mg/dl) 101.9 ± 37.24 96.19 ± 35.64 0.0592

Glu (mg/dl) 95.42 ± 22.19 104.40 ± 33.51 0.0002

Creatinine (mg/dl) 0.78 ± 0.33 0.81 ± 0.29 0.1379

hfPWV (cm/s) 867.50 ± 186.60 1170.90 ± 219.80 <.0001

Values are means ± SD. P-values are assessed by Chi-square test for

categorical variables and Student’s t-test for continuous variables. Data

are expressed as mean ± SD or n (%). BMI indicates body mass index;

PP, purse pressure;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Tchol, total cholesterol; Tg, triglycerides; HDL-C, 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C, low-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Glu,

fasting glucose; hfPWV, heart-femoral pulse wave 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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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ORBS2 유전자 변이의 대립인자형 및 유전자형 빈도분포

Whole gene sequencing을 통해 SORBS2 유전자에서 선발된 20

종의 분석대상 SNP들에 대한 환자군과 대조군의 대립인자형 및 유전

자형의 빈도 분포는 Table 3 에 정리하였다. 전체 환자군 및 대조군

의 SNP들의 유전자형 분포는 모두 HWE 상태를 만족하여 (P >

0.05) 두 군 간에 표본 선택오류 및 유전자형 결정오류 (genotyping

error)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SORBS2 유전자의 intron 1번에 존재

하는 rs2278938 (-253278T/C) 유전자 변이의 경우, 환자군과 대조군

간의 유전자형 빈도가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 (P = 0.0001), 대립인

자형 빈도 분포 또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P

= 6.16 ☓ 10-5). 남성군과 여성군으로 분류하여 수행된 분석에서도 모

두 두 군 간에 유의한 빈도 차이가 존재하였다 (P < 0.006).

SORBS2 rs10001944 (-213490C/T) 유전자 변이는 intron 1번에 위치

하며 환자군에서는 CC 동형접합체의 빈도가 높고 대조군에서는 TT

동형접합체의 빈도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 두 군 간의 유전자형 및

대립인자형의 빈도 차이가 매우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P =

0.0009, P = 0.0007). 남성군과 여성군 간의 비교에서도 앞선 결과와

유사하게 두 군 간의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P <

0.02). 한편, SORBS2 rs3841443 (IVS12-83-81-/T) 유전자 변이는

intron 12번에 존재하며 단일염기 T의 삽입/결실 다형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대립인자형의 표기는 T가 두 개 있을 경우에는 “2”로, 세 개

가 있을 경우는 “3”으로 표기하며 wild type은 “3” 대립인자형이다.

전체 대상군에 대한 유전자형과 대립인자형의 빈도 분포는 각각 환자

군과 대조군 간에 경계 영향력 (marginal effect)의 유의성을 나타냈

으나 (P = 0.083, P = 0.081), 성별에 따른 분석에서는 남성군의 경우

에만 유전자형 (P = 0.042)과 대립인자형 (P = 0.038) 빈도 분포에 비

교적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SORBS2 유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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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n 12번에 위치한 rs13119106 (IVS12-71A/C) SNP 또한 전체 대

상군 분석에서 유전자형과 대립인자형 빈도 차이가 경계 유의효과를

보였으나 (P = 0.067, P = 0.068), 성별에 따른 분석에서 남성군의 경

우에는 유전자형 및 대립인자형 빈도 분포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조사되었으나 (P = 0.03, P = 0.03) 여성군에서는 통계적 유의성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유전자 변이들에 대한 결과는

Table 3과 같이 환자군과 대조군 간에 유전자형 및 대립인자형의 빈

도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 (P > 0.05)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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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stribution of allele and genotype frequencies of the SORBS2 SNPs in study subjects

　 Total Female Male

SNPs Position Genotype/
 Allele Case Control P Case Control P Case Control P

 rs4862608
(-296393A/T)

 
promoter

AA 180(0.65) 201(0.63)

0.368

65(0.59) 91(0.60)

0.626

115(0.68) 110(0.65)

0.404 AT 91(0.33) 106(0.33) 43(0.39) 54(0.36) 48(0.29) 52(0.31)

TT 8(0.03) 14(0.04) 3(0.03) 7(0.05) 5(0.03) 7(0.04)

A : T 0.80 : 0.19 0.79 : 0.20 0.377 0.78 : 0.22 0.78 : 0.22 0.644 0.83 : 0.17 0.80 : 0.20 0.400 

rs34749211
(-295865A/C) promoter

CC 198(0.71) 215(0.67)

0.183

78(0.70) 103(0.68)

0.751

120(0.72) 112(0.67)

0.121 CA 71(0.26) 88(0.28) 29(0.26) 44(0.29) 42(0.25) 44(0.26)

AA 9(0.03) 16(0.05) 4(0.04) 5(0.03) 5(0.03) 11(0.07)

C : A 0.84 : 0.16 0.81 : 0.19 0.165 0.83 : 0.17 0.82 : 0.18 0.749 0.84 : 0.16 0.80 : 0.20 0.099 

rs10023661
(-295069C/T) promoter

TT 111(0.40) 118(0.37)

0.142

37(0.33) 52(0.34)

0.562

74(0.45) 66(0.39)

0.120 CT 128(0.46) 149(0.46) 61(0.54) 77(0.50) 67(0.41) 72(0.43)

CC 37(0.13) 55(0.17) 14(0.12) 24(0.16) 23(0.14) 31(0.18)

T : C 0.63 : 0.37 0.60 : 0.40 0.139 0.60 : 0.40 0.59 : 0.41 0.581 0.66 : 0.34 0.60 : 0.40 0.102 

GC295042
(-295042G/C) promoter

GG 202(0.72) 235(0.73)

0.694

80(0.71) 114(0.75)

0.111

122(0.73) 121(0.72)

0.427 GC 72(0.26) 78(0.24) 29(0.26) 36(0.24) 43(0.26) 42(0.25)

CC 6(0.02) 9(0.03) 3(0.03) 3(0.02) 3(0.02) 6(0.04)

G : C 0.85 : 0.15 0.85 : 0.15 0.691 0.84 : 0.16 0.86 : 0.14 0.112 0.85 : 0.15 0.84 : 0.16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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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tal 　 Female 　 Male

SNPs Position Genotype/
 Allele 　 Case Control P 　 Case Control P 　 Case Control P

rs12509351
 (-294566C/T) promoter

CC 223(0.80) 264(0.82)

0.395

83(0.76) 127(0.84)

0.086

140(0.84) 137(0.81)

0.635 CT 48(0.17) 52(0.16) 24(0.22) 24(0.16) 24(0.14) 28(0.17)

TT 5(0.02) 5(0.02) 2(0.02) 1(0.006) 3(0.002) 4(0.002)

C : T 　0.89 : 0.11 0.90 : 0.10 0.380 　0.87 : 0.13 0.91 : 0.09 0.085 　0.91 : 0.09 0.89 : 0.11 0.617 

GC_113309
 (-113309G/C) promoter

GG 241(0.86) 289(0.90)

0.178

95(0.85) 136(0.89)

0.721

　146(0.87) 153(0.91)

0.154 GC 39(0.14) 32(0.10) 17(0.15) 16(0.11) 　 22(0.13) 16(0.09)

CC 0(0) 0(0) 0(0) 0(0) 　 0(0) 0(0)

G : C 0.93 : 0.07 0.95 : 0.05 0.193 0.92 : 0.08 0.95 : 0.05 0.731 　0.93 : 0.07 0.95 : 0.05 0.167 

rs2133379
 (-112919C/T) promoter

CC 160(0.58) 174(0.54)

0.437

71(0.64) 78(0.51)

0.09

　 89(0.53) 96(0.57)

0.604 CT 103(0.37) 129(0.40) 31(0.28) 68(0.44) 　 72(0.43) 61(0.36)

TT 15(0.05) 19(0.06) 9(0.08) 7(0.05) 　 6(0.04) 12(0.07)

C : T 0.76 : 0.24 0.74 : 0.26 0.449 0.78 : 0.22 0.73 : 0.27 0.09 　0.75 : 0.25 0.75 : 0.25 0.620 

rs67212481
 (-16641A/T) promoter

TT 166(0.60) 211(0.66)

0.510 

67(0.60) 102(0.67)

0.853

99(0.60) 109(0.65)

0.287 AT 95(0.34) 92(0.29) 40(0.36) 37(0.24) 55(0.34) 55(0.33)

AA 15(0.05) 17(0.05) 5(0.04) 13(0.09) 10(0.06) 4(0.02)

T : A 0.77 : 0.23 0.80 : 0.20 0.498 0.78 : 0.22 0.79 : 0.21 0.843 0.77 : 0.23 0.81 : 0.19 0.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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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tal 　 Female 　 Male

SNPs Position Genotype/
 Allele 　 Case Control P 　 Case Control P 　 Case Control P

rs2278938
(-253278A/G) intron 1

TT 155(0.56) 126(0.39)

0.0001

60(0.54) 56(0.37)

0.004

　 95(0.57) 70(0.42)

0.006 CT 100(0.36) 155(0.48) 43(0.38) 80(0.52) 　 57(0.34) 75(0.45)

CC 24(0.09) 40(0.12) 9(0.08) 17(0.11) 　 15(0.09) 23(0.14)

T : C 0.73 : 0.27 0.63 : 0.37 6.16E-05 0.73 : 0.27 0.63 : 0.37 0.005 　0.74 : 0.26 0.64 : 0.36 0.004 

rs10001944
(-213490A/G) intron 1

CC 159(0.57) 151(0.46)

0.0009

64(0.57) 69(0.45)

0.015

　 95(0.57) 82(0.48)

0.020 CT 102(0.37) 134(0.41) 42(0.37) 70(0.45) 　 60(0.36) 64(0.37)

TT 17(0.06) 40(0.12) 6(0.05) 15(0.10) 　 11(0.07) 25(0.15)

C : T 　0.76 : 0.24 0.67 : 0.33 0.0007 　0.76 : 0.24 0.68 : 0.32 0.016 　0.75 : 0.25 0.67 : 0.33 0.014 

rs3833627
(IVS5+121-/C) intron 1

MM 230(0.82) 273(0.84)

0.737

87(0.78) 136(0.88)

0.054

143(0.85) 137(0.80)

0.195 CM 49(0.18) 50(0.15) 25(0.22) 16(0.10) 24(0.14) 34(0.20)

CC 1(0.004) 2(0.006) 0(0) 2(0.01) 1(0.6) 0(0)

M : C 　0.91 : 0.09 0.92 : 0.08 0.742 0.89 : 0.11 0.93 : 0.06 0.053 0.92 : 0.08 0.90 : 0.10 0.212 

rs2306703
 

(IVS6+49A/T)
intron 4

AA 167(59.86) 191(59.13)

0.902

78(0.70) 91(0.59)

0.229

　 89(0.53) 100(0.59)

0.185 AT 93(33.33) 111(34.37) 27(0.24) 52(0.34) 　 66(0.40) 59(0.35)

TT 19(6.81) 21(6.5) 7(0.06) 10(0.07) 　 12(0.07) 11(0.06)

A : T 0.77 : 0.23 0.76 : 0.24 0.900 0.82 : 0.18 0.76 : 0.24 0.201 　0.73 : 0.27 0.76 : 0.24 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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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tal 　 Female 　 Male

SNPs Position Genotyp/
 Allele 　 Case Control P 　 Case Control P 　 Case Control P

rs7663827
 (IVS8-45G/T) intron 5

GG 143(0.51) 174(0.54)

0.745

60(0.54) 83(0.54)

0.391

83(0.50) 91(0.54)

0.757 GT 118(0.42) 128(0.40) 46(0.41) 62(0.40) 72(0.43) 66(0.39)

TT 18(0.06) 22(0.07) 6(0.05) 9(0.06) 12(0.07) 13(0.08)

G : T 0.72 : 0.28 0.73 : 0.27 0.750 0.74 : 0.26 0.74 : 0.26 0.406 0.71 : 0.29 0.73 : 0.27 0.760 

rs2306708
 (IVS9-83C/T) intron 7

TT 188(0.67) 216(0.67)

0.515

69(0.62) 104(0.68)

0.052

119(0.71) 112(0.66)

0.347 CT 76(0.27) 99(0.31) 36(0.32) 49(0.32) 40(0.24) 50(0.29)

CC 15(0.05) 9(0.03) 7(0.06) 1(0.006) 8(0.05) 8(0.05)

T : C 0.81 : 0.19 0.82 : 0.18 0.507 0.78 : 0.22 0.83 : 0.17 0.058 0.83 : 0.17 0.81 : 0.19 0.323 

rs1471794
(IVS11+79A/C) intron 8

AA 112(0.40) 122(0.38)

0.450 

37(0.33) 54(0.35)

0.893

75(0.45) 68(0.40)

0.322 AC 126(0.45) 154(0.48) 60(0.54) 80(0.52) 66(0.40) 74(0.44)

CC 39(0.14) 47(0.15) 14(0.13) 20(0.13) 25(0.15) 27(0.16)

A : C 　0.63 : 0.37 0.62 : 0.38 0.448 　0.60 : 0.40 0.61 : 0.39 0.899 0.65 : 0.35 0.62 : 0.38 0.300 

rs75242221
(IVS12+125A/T)intron 8

AA 221(0.81) 253(0.79)

0.986

85(0.78) 116(0.77)

0.793

136(0.82) 137(0.82)

0.890 AT 50(0.18) 64(0.20) 24(0.22) 34(0.23) 26(0.16) 30(0.18)

TT 3(0.01) 2(0.006) 0(0) 1(0.007) 3(0.02) 1(0.006)

A : T 0.90 : 0.10 0.89 : 0.11 0.987 0.89 : 0.11 0.88 : 0.12 0.802 0.90 : 0.10 0.90 : 0.10 0.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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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tal 　 Female 　 Male

SNPs Position Genotype/
 Allele 　 Case Control P 　 Case Control P 　 Case Control P

rs3841443
 (IVS12-83-81-/T) intron 8

33 98(0.36) 133(0.42)

0.083

38(0.35) 59(0.39)

0.856

　 60(0.37) 74(0.44)

0.042 32 127(0.47) 147(0.46) 56(0.52) 69(0.46) 　 71(0.43) 78(0.46)

22 47(0.17) 40(0.12) 14(0.13) 22(0.15) 　 33(0.20) 18(0.11)

3 : 2 0.59 : 0.41 0.65 : 0.35 0.081 0.61 : 0.39 0.62 : 0.38 0.857 0.58 : 0.42 0.66 : 0.34 0.038 

rs13119106
 (IVS12-71A/C) intron 12

CC 203(0.73) 261(0.81)

0.067

82(0.74) 120(0.79)

0.826

　121(0.73) 141(0.83)

0.030 CA 68(0.25) 58(0.18) 27(0.24) 30(0.20) 　 41(0.25) 28(0.16)

AA 6(0.02) 2(0.006) 2(0.02) 1(0.007) 　 4(0.02) 1(0.006)

C : A 0.86 : 0.14 0.90 : 0.10 0.068 0.86 : 0.14 0.89 : 0.11 0.83 0.85 : 0.15 0.91 : 0.09 0.030 

rs3080077 
(IVS20+48-/GAGTT) intron 16

11 135(0.49) 143(0.44)

0.467

55(0.50) 68(0.44)

0.847

　 80(0.48) 75(0.44)

0.264 21 117(0.42) 152(0.47) 39(0.35) 71(0.46) 　 78(0.46) 81(0.48)

22 26(0.09) 28(0.09) 16(0.15) 14(0.09) 　 10(0.06) 14(0.08)

1 : 2 0.70 : 0.30 0.68 : 0.32 0.477 0.68 : 0.32 0.68 : 0.32 0.845 0.71 : 0.29 0.68 : 0.32 0.292 

rs3186
 (3361A/C/T) 3-'UTR 

CC 115(0.41) 147(0.45)

0.324

54(0.48) 66(0.43)

0.619

　 61(0.37) 81(0.47)

0.081 AC 132(0.47) 145(0.45) 44(0.39) 74(0.48) 　 88(0.53) 71(0.42)

AA 32(0.11) 32(0.10) 14(0.13) 13(0.09) 　 18(0.11) 19(0.11)

C : A 　0.65 : 0.35 0.68 : 0.32 0.331 　0.68 : 0.32 0.67 : 0.33 0.621 　0.63 : 0.37 0.68 : 0.32 0.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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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ORBS2 유전자 변이와 혈관경직 간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SORBS2 유전자의 rs2278938 SNP은 dominant model (CT+TT

vs. CC)에서 유의한 연관성을 나타냈다 (Table 4). 즉 rs2278938의

minor allele인 T carrier를 가진 사람은 wild type인 C 대립인자의 동

형접합체 (CC)를 보유한 사람과 비교해 볼 때, 혈관경직 발생에 대해

51.7%의 보호 효과 (protective effect)를 나타냈다 (OR, 0.483; 95%

CI, 0.339-0.687; P = 5.198 X 10-5). 이는 T 대립인자가 혈관경직 발

생 확률을 51.7% 감소시킨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rs10001944 변

이도 dominant model (CT+TT vs. CC)에서 유의한 연관성을 나타냈

는데 변이형인 T 대립인자를 적어도 한 개 이상 가진 사람은 CC 유

전자형을 보유한 사람에 비해 38.7%의 유의한 보호 효과가 있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OR, 0.613; 95% CI, 0.470-0.897; P = 0.0058).

한편, rs13119106 SNP은 환자군과 대조군 간의 유전자형 및 대립

인자형 빈도분포 조사에서 남성군에서만 유의한 빈도 차이를 나타낸

유전자 변이였으나 (Table 4),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dominant model (CA+AA vs. CC)에서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 즉,

변이형인 A 대립인자를 보유한 사람은 wild type CC 유전자형을 지

닌 사람에 비해 1.586 배 높은 질병 감수성 (disease susceptibility)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OR, 1.583; 95% CI, 1.077-2.334;

P = 0.0189). 이는 A 대립인자가 CC 유전자형에 대해 1.586 배 만큼

혈관경직 발생의 위험도가 높다고 해석 할 수 있다 (predisposing

effect). 그 밖의 17 종 SNP들에 대한 연관성 분석에서는 통계적 유의

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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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ummary of association results for significant 3 SNPs

among 20 tagging SNPs in study subjects

Variations Genetic model Genotype OR 95% CI P

rs2278938 Dominant TC+CC/TT 0.578 0.442-0.757 6.157×10-5

Recessive CC/TC+TT 0.550 0.307-0.987 0.0451

Codominant TT/TC/CC 0.582 0.445-0.762 0.00008

rs10001944 Dominant CT+TT/CC 0.613 0.433-0.868 0.0058

Recessive TT/CC+CT 0.410 0.215-0.779 0.0065

Codominant CC/CT/TT 0.633 0.483-0.830 0.0009

rs13119106 Dominant CA+AA/CC 1.586 1.077-2.335 0.0190

Recessive AA/CC+CA 3.531 0.707-17.64 0.1018

Codominant CC/CA/AA 1.428 0.975-2.091 0.0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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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ORBS2 유전자 일배체형 분석

Haplotype을 이용한 연관성 분석에서는 보편적 통계적 유의성을

고려하여 haplotype의 빈도가 5% 이상인 조합형인 경우만 수행하였

다 (Figure 4). Haplotype 분석결과, Ht 2의 경우에 여성군에서 CG

haplotype의 빈도 분포가 환자군과 대조군 간에 경계 유의성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P = 0.052).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여성군에 대한 recessive model (other/other+other/CG vs. CG/CG)에

서 두 군 간에 매우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R,

15.553; 95% CI, 1.774-136.355; P = 0.0084). 즉 CG haplotype을 동형

접합체로 가지고 있는 여성은 그 밖의 다른 haplotype을 보유한 사람

에 비해 혈관경직 발생의 상대 위험도가 약 15.6 배 만큼 높다는 것

을 의미한다. 이와는 달리, Ht 2의 TG 조합형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dominant model (other/TG+other/other vs. TG/TG)에서는

TG 이외의 다른 조합형을 가진 경우에 TG haplotype을 동형접합체

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 비해 혈관경직 발생 위험에 대한 약 51%의

보호 효과를 보였다 (OR, 0.494; 95% CI, 0.260-0.939; P = 0.0297).

한편, Ht 3의 CGCCT의 빈도는 여성군에서 환자군과 대조군 간의 유

의한 빈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P = 0.0315)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도 dominant model의 경우, 0.493의 유의한 상대 위험도

를 나타내어 (95% CI, 0.254-0.955; P = 0.0359) 혈관경직 발생을 약

51% 정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외의 다른 haplotype들

은 혈관경직 발생과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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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LD block and haplotype structure of the SORBS2 SNPs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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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Haplotype analysis of the SORBS2 gene in study subjects

Haplotype Case Control Dominant Recessive P

C-G / C-G 7(0.06) 1(0.007)

1.366(0.789-2.366) 5.553(1.774-136.355) 0.008
C-G / Other 36(0.32) 49(0.32)

Other / Other 69(0.62) 104(0.68)

T-G / T-G
30(0.27) 43(0.28)

0.815(0.478-1.389) 0.699(0.221-2.214) 0.030T-G / Other 56(0.50) 91(0.59)

Other / Other 26(0.23) 20(0.13)

Haplotype structure; rs2306708 - rs766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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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맥파속도 추적 관찰 결과와 SORBS2 유전자 변이의 연관성 분석

본 연구의 분석 대상군은 내원한 1,883 명의 관동맥질환 및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국제적 기준에 따라 hfPWV를 측정한 후, baseline

hfPWV를 기준으로 follow-up hfPWV와의 변화된 수치 값이 큰 상위

25%와 baseline hfPWV 수치가 큰 순서로 상위 25%의 대상군을 합

하여 환자군으로 선발한 것이며 대조군은 추적 관찰된 hfPWV와의

변화된 수치 값이 작은 하위 25%와 baseline hfPWV 수치가 작은 순

서로 하위 25%의 대상군을 합하여 대조군으로 분류한 후 이들에 대

한 연관성 분석을 수행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추적 관찰된 hfPWV

수치가 혈관경직의 진행상황을 보여주는 척도라 단정하고 전체 분석군

가운데 추적 관찰 수치가 있는 대상군 만을 독립적으로 분류하여 연

관성을 분석하였다. 즉, 변화된 hfPWV 수치가 큰 104 명을 환자군으로,

변화된 수치 값이 작은 하위 대상자 111 명을 대조군으로 분류하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Table 6에서와 같이 20 종의 분석대상 SNP들에 대한 유전자형 및

대립인자형 빈도조사의 결과, 본 연구를 통해 SORBS2 유전자의

promoter 부위에서 새롭게 발굴된 GC_113309 (-113309G/C)는 두 군

간에 유의한 유전자형 및 대립인자형의 빈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6, P = 0.02). 또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dominant model (GC+CC vs. GG)에서 변이형인 C 대립인자를 가진

사람은 wild type GG 유전자형을 지닌 사람에 비해 혈관경직 발생을

약 3.4 배 증가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OR, 3.396; 95% CI,

1.255-9.185; P = 0.016). 특히 성별에 따른 분석에서 비록 표본 수가

적지만 여성군보다는 남성군에서 비교적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C_113309의 연관성 결과는 전체 대상군에 대한 1차 분석의

결과와는 상이한 것으로 GC_113309의 C 대립인자가 혈관경직 진행정

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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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Allele and genotype frequencies of the SNPs in study subjects based on follow-up hfPWV value

　 Total (F/u) Female (F/u) Male (F/u)

rs number Position Genotype/ 
 Allele Case Control P Case Control P Case Control P

rs4862608
 (-296393A/T) promoter

AA 70(0.67) 69(0.62)

0.254

35(0.67) 32(0.62)

0.262

35(0.67) 37(0.63)

0.391AT 31(0.30) 35(0.32) 17(0.33) 16(0.31) 14(0.27) 19(0.32)

TT 3(0.03) 7(0.06) 0(0) 4(0.08) 3(0.06) 3(0.05)

A : T 0.82 : 0.18 0.78 : 0.22 0.234 0.84 : 0.16 0.77 : 0.23 0.266 0.81 : 0.19 0.79 : 0.21 0.371

GC_113309
 (-113309G/C) promoter

GG 87(0.54) 103(0.95)

0.016 

45(0.87) 47(0.92)

0.305

42(0.81) 56(0.97)

0.025 GC 17(0.16) 6(0.06) 7(0.13) 4(0.08) 10(0.19) 2(0.03)

CC 0(0) 0(0) 0(0) 0(0) 0(0) 0(0)

G : C 0.92 : 0.08 0.97 : 0.03 0.020 0.93 : 0.07 0.96 : 0.04 0.327 0.90 : 0.10 0.98 : 0.02 0.031 

rs2133379
 (-112919C/T) promoter

CC 63(0.62) 62(0.56)

0.266

33(0.65) 21(0.40)

0.034

30(0.59) 41(0.69)

0.431CT 35(0.34) 43(0.39) 15(0.29) 27(0.52) 20(0.39) 16(0.27)

TT 4(0.04) 6(0.05) 3(0.06) 4(0.08) 1(0.02) 2(0.03)

C : T 0.79:0.21 0.75 : 0.25 0.277 0.79 : 0.21 0.66 : 0.34 0.036 0.78 : 0.22 0.83 : 0.17 0.453

rs2278938
 (-253278A/G) intron 1

TT 53(0.51) 39(0.35)

0.040 

23(0.44) 19(0.37)

0.480 

30(0.58) 20(0.34)

0.030 CT 42(0.40) 55(0.50) 24(0.46) 27(0.52) 18(0.35) 28(0.48)

CC 9(0.09) 16(0.15) 5(0.10) 6(0.12) 4(0.08) 10(0.17)

T : C 0.71 : 0.29 0.60 : 0.40 0.040 067 : 0.33 0.63 : 0.38 0.499 0.75 : 0.25 0.59 : 0.41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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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tal (F/u) Female (F/u) Male (F/u)

rs number Position Genotype/ 
 Allele Case Control P Case Control P Case Control P

rs10001944
 (-213490A/G) intron 1

CC 61(0.59) 41(0.37)

0.008 

28(0.54) 20(0.38)

0.299

33(0.63) 21(0.36)

0.009 CT 35(0.34) 58(0.52) 19(0.37) 28(0.54) 16(0.31) 30(0.51)

TT 8(0.08) 12(0.11) 5(0.10) 4(0.08) 3(0.06) 8(0.14)

C : T 0.75 : 0.25 0.63 : 0.37 0.008 0.72 : 0.28 0.65 : 0.35 0.313 0.79 : 0.21 0.61 : 0.39 0.007 

rs3841443 
(IVS12-83-81-/T) intron 8

33 32(0.31) 45(0.41)

0.049 

14(0.27) 16(0.31)

0.451

18(0.35) 29(0.49)

0.028 32 51(0.50) 54(0.49) 28(0.54) 28(0.55) 23(0.45) 26(0.44)

22 20(0.19) 11(0.10) 10(0.19) 7(0.14) 10(0.20) 4(0.07)

3 : 2 0.56 : 0.44 0.65 : 0.35 0.052 0.54 : 0.46 0.59 : 0.41 0.480 　 0.58 : 0.42 0.71 : 0.2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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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혈관의 노화는 혈관경직을 유도하며 이는 심근세포의 괴사 및 염

증발생 등의 부작용을 가져와 동맥경화를 비롯하여 심혈관과 뇌혈관

을 포함한 다양한 혈관질환 및 인체의 다양한 조직에 심각한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혈관경직은 연령 증가와 고혈압, 당뇨

병, 비만, 대사증후군, 고콜레스테롤혈증 및 C 반응성 단백질 (CRP)의

증가에 의한 결과로서 발생한다.3 특히 대동맥 경직 (aortic stiffness)

의 정도는 심혈관질환의 사망률 및 이환률 그리고 고혈압 또는 당뇨

병 환자들의 뇌졸중 발생에 대한 독립적인 예측인자로 활용된다26,27.

PWV 측정방법은 임상적으로 혈관경직에 관련된 유용한 매개변수로

서 동맥가지의 두 지점인 경동맥과 대동맥 사이에 거리를 두어 혈관

을 통해 전달된 맥파의 속력을 계산하는 직접적 측정 방법이다. 이

밖에 맥압과 파형증가 지수 (augumentation index; AI) 등과 같은 고

혈압 위험 표식인자 측정방법을 활용하는 간접적 측정이 있으나28 최

근에는 PWV 수치를 혈관경직의 주요 지표로 이용되고 있다. 혈관경

직의 중요한 위험인자 가운데 하나가 고연령이다. 동맥을 비롯한 여

러 혈관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경직도가 증가하여 탄력을 상실함

으로써 심․뇌혈관계질환을 발생시킨다. 최근까지 혈관노화와 생물학

적 노화 간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 결과가 규명되지 않은 실정이었으

나 2001년 Samani29 등은 동맥경화 환자들의 세포는 자신보다 평균 9

년 이상의 연령이 많은 정상인의 세포 상태와 유사하다고 발표하였

다. 즉 환자들의 관상동맥 부위의 세포를 채취해 비교 분석한 결과,

텔로미어 (telomere)의 길이가 현저히 축소되어 있다는 것을 포함해서

그 동안 노화의 증거로 제시되었던 노화의 생물학적 지표와 혈관노화

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연령 및

질환과 관련된 혈관경직의 근본적인 생물학적 기작에 대해서는 확실

히 규명된 바 없다. 따라서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혈관경직 기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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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보다 체계적인 분자생물학적, 세포학적 그리고 유전학적 접근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지금까지 혈관경직과 유전자 변이 간의 유전

적 연관성 연구의 방법은 병태생리학적 추정에 의해 선발된 단일 후

보유전자 분석 접근방법과 다수의 microsatellite 마커들을 이용하여

질병과 관련된 유전자의 위치를 파악하는 GWAS 분석 방법이 큰 비

중을 차지했다. 후보유전자 분석 접근방법에 의한 혈관경직 관련 연

관성 연구는 주로 레닌-안지오텐신계의 유전자들 (ACE , AGT,

AGTR1, CYP11B2)30,31,32,33, matrix metalloproteinase 유전자들

(MMPs)34,35, 내피세포 관련 유전자들 (NOS3, ET-1)36,37, 염증관련

유전자들 (CRP , TNF-α, VCAM1)38,39, 그리고 에스트로겐 관련 유전

자들 (ESR1 and ESR2)40 등에 대한 분석이 수행하였으나 대부분 환

자군이 아닌 일반 집단을 대상으로 소수의 유전변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 연관성 유무에 대한 결과는 연구 집단에 따라 상반되는 경

우가 많았다. 특히 이러한 연구가 서양인에서 주로 수행된 반면 한국

인을 비롯한 동양인 집단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가 없기 때문에 혈

관경직과 관련된 동양인 특이적 유전자 변이분석 결과를 비교할 수

없었다.

2001년 Atwood41 등은 처음으로 서양인 코호트 집단을 대상으로

GWAS 분석 연구를 통해 혈관경직과 매우 밀접한 연관 관계에 있는

맥압 및 수축기 혈압관련 염색체 부위를 발굴했다. 또한 인간의 8번

염색체에 존재하는 aldosterone synthase 유전자 (CYP11B2)와 11 β

-hydroxylase (CYP11B1) 유전자 등이 맥압 및 혈압과 매우 유의한

연관성을 나타냈다. 이런 결과는 서양인의 또 다른 집단에서도 유의

한 재현성 연구 (replication study) 결과가 도출되었다42. 그 후,

Framingham Heart Study를 통해 carotid femoral PWV에 대한 연관

부위들 (염색체 2, 7, 13 그리고 15)이 발굴되었다 (logarithm of the

odds [LOD] scores > 2.0). 특히 이들 부위에 존재하는 insulin-like

growth factor-1 receptor (IGF1R), myocyte-specific enh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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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2A (MEF2A), chondroitin synthase (CHSY1) 그리고

proprotein convertase (PACE4) 등은 맥압과 매우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43. GWAS 분석 연구방법은 고집적 SNP

chip (250K, 500K, 1M chip)을 이용하여 인간의 전체 유전체에서 특

정 유전자의 유전변이형과 복합형질 질환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질

환발병 원인 유전자 및 유전변이형을 발굴하는 유전 분석방법이다.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심장질환, 당뇨, 뇌졸중, 천식 및 암 등과 같

은 다양한 종류의 복합형질에 대해 대규모 인간집단을 대상으로 한

전장유전체 연관성연구 분석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혈관경

직과 관련된 전장유전체 연관성 분석은 극히 소수의 집단에서만 이루

어졌다. 2007년 미국의 Framingham Heart Study에서는 약 10 만 개

의 SNP (100K)이 집적된 칩을 이용하여 혈압과 혈관경직에 연관된

유전자 변이를 발굴하는 전장유전체 연관성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20.

그 결과, 혈관경직 관련 표현형과 매우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mads

box transcription enhancer factor 2, polypeptide C (MEF2C)를 발굴

하였다. 이 유전자는 심장의 형태형성과 세포외 기질 재구조에 기능

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최근 유럽의 Sardinian 코호트

에서 PWV 수치가 있는 4,221 명을 대상으로 약 50 만 개의 SNP이

내장된 Affymetrix 500K Mapping array를 이용한 GWAS 분석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44. 비록 추적 관찰된 PWV의 수치를 이용하지 않

았지만 독립적인 집단을 대상으로 1차 GWAS 분석에서 분류된 유의

성이 높은 상위 43 종의 SNP들에 대한 재현성 연구를 통해 PWV의

증가와 매우 유의한 연관성을 나타낸 유전자 및 유전자 변이를 발견

하였다. 그 결과, 인간 염색체 13 번에 위치한 collagen of basement

membrane, alpha-1 chain (COL4A1) 유전자를 발굴했으며 이 유전자

는 결합조직과 상피, 근육, 신경조직 등의 경계된 지역의 막으로 정의

되는 기저막 (basement membrane)의 주요 구성 인자인 collagen

type 4를 암호화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아직까지 정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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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작은 규명되지 않았지만 COL4A1 유전자는 혈관경직 발생을 조절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집단에서 혈관경직의 주요 지표인 hfPWV를

측정한 환자군을 대상으로 측정치를 4분위 (quartile)로 분획하여 환자

군과 대조군으로 분류하였으며, 선행연구로 Affymetrix® Axiom™

Genome-Wide Human Array를 이용한 전장유전체 연관성 분석을 통

해 혈관경직 발생과 매우 유의한 연관성 (P < 10
-3
)을 나타낸 상위

417 종의 SNP들을 선발했다. 이들 가운데 유전자로 명명 (gene

annotation)되고 유의한 유전자 변이수가 가장 많이 존재하는 상위 6

개 유전자들을 선발하였으며 이들의 gene review를 통해 심혈관질환

의 병태생리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추정되는 SORBS2 유

전자를 분석 후보유전자로 선정했다. 지금까지 SORBS2 유전자 변이

와 질병 발생 간의 연관성 연구는 수행된 바 없으며 본 연구가 최초

이다. 또한 앞서 서양인을 대상으로 수행된 두 종류의 전장 유전체

연관성 분석결과20,44에서 발굴되었던 유전자들은 본 연구에서는 상위

유의성 20 종 유전자에 포함되지 않아 한국인의 혈관경직 발생과는

유의한 연관성이 없거나 매우 희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SORBS2 유전자에 존재할 수 있는 새롭고 강력한 혈관경직 관련 유

전자 변이를 발굴하고 검증하기 위해 SORBS2 전체 유전자 부위를

염기서열 결정방법으로 재분석 하였으며 18 종의 tagging SNPs를 발

굴하였다. 이들 SNPs 들과 전장 유전체 연관성 분석에서 매우 유의

한 결과를 나타낸 2 종의 SNP을 포함시켜 총 20 종의 SNP들과 혈관

경직 발생 및 진행정도와의 연관성 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대상

SNP들에 대한 유전자형 및 대립인자형 빈도분포 결과에서 rs2278938

의 경우, 두 군 간에 각각 P = 1.0 ☓ 10-4과 P = 6.16 ☓ 10-5으로
매우 유의한 빈도 차이가 있었으며 rs10001944의 경우도 두 군 간에

유의한 빈도분포가 있는 것으로 (P = 0.0009, P = 0.0007) 관찰되었

다. 또한 rs13119106에 대한 결과에서는 전체 대상군 분석에서 대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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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형의 빈도분포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P = 0.011), 유전자형

빈도분포 분석에서는 근소한 유의성을 보였다. 한편 rs3841443의 경

우, 전체 대상군에서는 유전자형과 대립인자형의 빈도 차이에는 유의

성 없었으나 남성군에서는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P = 0.042, P = 0.038) (Table 4).

20 종 SNP들에 대한 로지스틱 분석결과에서 rs2278938의 변이형 T

를 적어도 한 개 이상 보유한 사람은 정상 유전자형 CC를 지닌 사람에

비해 혈관경직에 대한 0.483의 비교 위험도를 나타내 (P = 5.198 ☓
10

-5
) 혈관경직 발생을 51.7%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rs10001944의 경우도 변이형인 T 대립인자 (CT+TT)는 CC 유전자형

에 대해 0.613 배의 비교 위험도가 있으며 (P = 0.0058) 이는 T 대립

인자가 혈관경직 발생을 38.7% 감소시킨다고 할 수 있다. 한편,

rs13119106 SNP의 변이형 A는 CC 유전자형에 대해 1.586 배의 높은

혈관경직 발생의 위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P = 0.0189). 이

는 A 대립인자가 CC 유전자형에 대해 질병 유발효과가 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Table 5).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SORBS2의 유전자 변이는 혈관경직 발생

과정에 관여하는 유전 표지자로 판단된다. 즉, rs13119106 SNP은 혈

관경직 감수성에 유의한 역할을 담당하고 rs2278938과 rs10001944 변

이형은 혈관경직 관련 질병 저항성 (disease resistance) 경로에 중요

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런 결과는 다수의 전

장 유전체 연관성 결과에서도 나타나며 후보유전자 접근방법을 이용

한 연관성 분석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45,46.

다수의 연관된 SNP들의 조합인 haplotype을 유전 표지자로서 연

관성 분석에 사용하는 것은 개별적인 SNP만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제한적인 유전적 정보력을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47. 최초

tagging SNP 발굴과정을 통해 작성된 haplotype LD block을 바탕으

로 SORBS2 유전자 내에 3 종류의 LD block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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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이들 haplotype 각각에 대한 연관성 분석을 시도했다.

SORBS2 haplotype 2 (rs2306708T/C-rs7663827G/T)의 CG형 접합

체는 여성에서 혈관경직 발생을 15.6 배 (P = 0.013) 증가시키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한편 rs12509351C/T, GC295042G/C, rs10023661T/C,

rs34749211C/A, rs4862608A/T로 조합된 haplotype 3의 분석 결과에서

는 2 종류의 변이형이 포함된 CGCCT형은 여성에 있어 환자군과 대

조군 간에 빈도의 차이가 유의하게 있었으며 연관성 분석에서도 혈관

경직 발생을 약 51% (P = 0.0359)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지금까지 수행된 혈관경직 관련 연관성 연구들은 환자군과 대조군

각각에서 측정한 PWV 수치의 평균값과 유전자 변이들 간의 분석이

거나 또는 일반 코호트 집단에서 측정된 PWV 수치를 연속변이로 배

열한 후 평균 이상을 환자군, 평균 이하를 대조군으로 분류하는 종적

분석 (longitudinal analysis)이 대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혈관경직의

진행정도 및 PWV 증가 원인에 관련된 유전자 변이를 발굴하기 위해

PWV 추적관찰 수치가 있는 대상군에서 ΔPWV 수치가 큰 상위 25%

를 환자군으로, 하위 25%를 대조군으로 재분류하여 20 종의 분석대상

SNP들에 대해 연관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새롭게 발

굴된 SORBS2 유전자 promoter 부위의 변이 (regulatory SNP,

rSNP)인 GC_113309 (-113309G/C)는 두 군 간에 유의한 유전자형 및

대립인자형의 빈도 차이가 있었으며 (P = 0.016, P = 0.02), 연관성

분석결과에서 변이형인 C 대립인자는 정상형 GG 유전자형과 비교해

볼 때 혈관경직 발생을 약 3.4 배의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OR, 3.396; P = 0.016). GC_113309는 전체 대상군에 대한 분석 결과

에서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추적관찰 대상군에 대한

분석에서는 상이한 결과로 나타나 GC_113309의 C 대립인자가 혈관경

직 진행정도와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다른 rSNP

인 rs2133379 (-112919C/T)의 분석에서 변이형 T 대립인자는 w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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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CC 유전자형이 존재할 때와 비교해서 혈관경직 발생을 약 65%

감소시키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OR, 0.353; P = 0.0126). 전체 대상

군에 대한 분석에서 매우 유의한 결과로 나타난 rs2278938과

rs10001944은 추적 관찰 대상군 분석에서도 유사한 연관성을 나타냈

다. 즉 rs2278938의 변이형 C 대립인자는 정상 유전자형 TT에 비해

혈관경직 발생을 약 59%의 감소시키며 (OR, 0.413, P = 0.0014), 또한

rs10001944의 경우도 변이형 T 대립인자는 정상형인 TT 유전자형에

대해 혈관경직 발생을 약 45% 감소시키는 것으로 (OR, 0.547, P =

0.0356) 분석되었다. 추적 관찰군에 대한 연관성 분석결과, 혈관경직

진행정도와 연관된 새로운 한국인 특이적 유전자 변이 (GC_113309)는

질병 감수성에, 다른 3 종류의 SNP들은 질병 저항성의 특징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GC_113309와 rs2133379는 유전자 발현

을 조절하는 promoter 부위에 존재하는 기능적 유전변이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promoter assay와 같은 기능적 연구의 수행을 통해

이들 SNP의 유전자 내에서의 역할 규명이 필요하다. SORBS2는 성

숙한 근원섬유 (myofibril)의 Z-band에 위치하며 심장에서 매우 높은

유전자 발현을 하며 체내의 심근세포 (cardiomyocyte) 내 근원섬유의

조립과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22,23 또한 SORBS2 유전자는

이 유전자의 산물인 SORBS2 단백질이 심근의 actin 동적 조절과 관

련된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과 결합하는데 관여하므로 SORBS2 유전

자 변이와 혈관경직 간의 연관성 연구 및 이를 바탕으로 한 기능연

구는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전체 대상군 및 추적 관찰군을 대상으로 수행된 분석

을 통해 공통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나타낸 2 종류의 SNP들은 모두

intron에 존재한다. 따라서 이들 SNP들에 대한 기능 연구의 수행을

위해서는 HapMap 결과 (www.hapmap.org)를 이용하거나 intron의

전체 염기서열 분석에 의한 fine mapping을 통해 이들 intronic SNP

과 LD 관계에 있는 promoter 또는 exon 부위 SNP을 발굴하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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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추적 관찰 분석군의 표본 수가 비교

적 적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독립된 분석 대상군을 확보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나타낸 SNP들에 대해 검증 연구가 수행되

어야 한다. 향후, 본 연구에서 발굴되고 검증된 SORBS2 유전자 내의

유의한 유전자 변이들에 대한 기능 연구를 통해 유전자 변이들의 혈

관경직 발생경로에서의 역할을 규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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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l 연세대학교 의료원 심장혈관병원을 내원한 한국인 605 명을 대상

으로 혈관경직도와 연관된 유전자 선별을 위하여 GWAS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SORBS2 유전자를 본 연구의 분석 표적

유전자로 선정하였다.

l 보다 많고 유의성이 높은 유전자 변이를 발굴하기 위하여 모든 실

험 대상인의 SORBS2의 염기서열을 결정하여 혈관경직 발생과 관

련된 20 종의 tagging SNP을 발굴하였으며, 이들 tagging SNP와

혈관경직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l 혈관경직도의 증가 및 발생과 매우 유의한 연관성을 갖는

rs2278938과 rs10001944 등의 두 종류 tagging SNP을 발굴하였다.

l SORBS2의 promoter 부위에 위치하면서 혈관경직의 진행과정과

유의한 연관성을 나타낸 GC_113309와 rs2133379의 두 종류 SNP

을 발굴하였다.

l 발굴된 GC_113309 SNP은 지금까지 dbSNP에 등재되었거나 기타

논문에 보고된 바 없는 새로운 유전자 변이로 밝혀졌다.

l 본 연구는 아직까지 한국인 및 동양인을 대상으로 수행된 바 없는

혈관경직과 관련된 유전자 및 유전자 변이 발굴을 위한 GWAS 분

석 결과이며 이를 통해 선정된 SORBS2 유전자를 전체 염기서열

결정분석 및 연관성 분석을 수행하여 혈관경직과 관련된 유의한

tagging SNP을 발굴한 연구이다. 본 연구를 통해 분류된

SORBS2 SNP들은 혈관 경직의 발생과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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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유전 표지자로 활용이 가능 할 것이다.

l 향후 GWAS 분석으로 발굴된 또 다른 후보유전자들에 대한 전체

염기서열 결정을 수행하여 혈관경직 관련 유전자 변이들을 발굴

및 검증함으로써 심혈관질환 관련 개인별 질병 예측 프로그램 개

발에 필요한 유전학적 콘텐츠로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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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sociation study between genetic variants

in the SORBS2 gene and arterial stiffness by

a genome-wide association study

Jisun Kwon

Department of Medic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ungha Park)

Cardiovascular disease (CVD) is the most common cause

of death worldwide; determination of pathophysiological

pathways responsible for CVDs is essential for preventing or

treating CVDs. One of the major causes of CVDs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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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ing-related arterial stiffness. Arterial stiffness is measured

by the heart-femoral pulse wave velocity (hfPWV) and plays

a crucial role in pathological mechanisms because it reflects

vascular compliance. However, studies on the association

between arterial stiffness and genetic variations are rare, and

no such study has been performed on Asian populations.

We aimed to identify genes and genetic polymorphisms

associated with arterial stiffness. A genome-wide association

study (GWAS) on 605 CVD patients recruited from the

Cardiovascular Genome Center of the Yonsei Cardiovascular

Center identified numerous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s

(SNPs) tha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development of

arterial stiffness. In particular, variations in the SORBS2

gene had significant effects on arterial stiffness; however,

previous studies have not identified a association between

SORBS2 genetic polymorphisms and arterial stiffness. PWV

was measured, and subjects were classified into 2 groups on

the basis of stiffness level: control group (325 subjects) and

case group (280 subjects).

A total of 20 tagging SNPs were detected by whole gene

sequencing analysis the SORBS2 gene. Genotyping of these

SNPs was performed using TaqMan®assays. Of the surveyed

SNPs, rs2278938 and rs10001944 showed highly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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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ions in their allele and genotype distributions in both

the case and control groups (P < 0.001).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fter adjustment of the conventional risk factors for

CVD, such as age, sex, and body mass index, showed that

rs2278938 (odds ratio [OR] = 0.483, P = 5.198 ☓ 10-5 for a

dominant model) and rs10001944 (OR = 0.613, P = 0.0058 for

a dominant model)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a

decreased risk of arterial stiffness. In contrast, the presence

of rs13119106 A allele increased the risk of arterial stiffness

(OR = 1.586, P = 0.019). In haplotype analysis, the CG

haplotype was highly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risk of

arterial stiffness (OR = 15.553, P = 0.008).

This study is conducted for the first trial, which provided

a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SORBS2 genetic

polymorphisms and arterial stiffness in Asian populations.

These results indicate the potential use of SORBS2

polymorphisms as genetic markers for determining

susceptibility to arterial stiffness. However, this study has a

limited impact because it does not verify the functional

effects of the identified genetic polymorphisms. A functional

study on the same polymorphisms by using another

independent population is recommended. Therefore, a further

study is necessary to validate the results of this study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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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a different population. In addition, a molecular

functional study will define the functions of SORBS2 genetic

polymorphisms in an animal model or in vi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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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 Words : arterial stiffness, genome-wide association

study, SORBS2, single nucletide polymorphism, haplotype,

association study, Korea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