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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고지혈증은 각종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는 대사증후군의 한가지 공통마크이다. Apolipoprotein (apo) CⅢ는 혈중 중성지방 수준의 조절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1
번 염색체의 장팔(q)에 위치한 Apo Al-CⅢ-AIV인 유전자군집 중 Apo CⅢ 유전자의 3' untranslated
region에 위치하고 있는 SstⅠ 유전자 다형은 일반적으로 백인과 유색인과 같은 몇몇 인종집단에서 중성
지방 농도의 증가현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지만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Apo CⅢ SstⅠ 유전자 다형에 따른 허리둘레, 공복 상태의 혈 중 지질, 글루코스
및 인슐린 농도와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법: 신체 건강한 남자 100명을 대상으로 밤새 금식한 후 체중과 신장 및 허리둘레를 측정한 다음
상완 정맥혈 20 mL를 채취하여 지질농도 및 게놈유전자를 분석한 후, apo CIII SstI 유전자 다형에 따
른 측정변인들 간의 평균차이를 변량분석과 Bonferroni 사후 검정 그리고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이용하여
통계적 유의수준 p=0.05에서 비교하였다.
결과: S2S2 동형접합체는 S1S1 동형접합체에 비해 혈장 중성지방 농도가 유의하게 (p < 0.05)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허리둘레와 유전자 형질이 혈중 중성지방 농도의 변량에 대해 약 20%의 설명력을 갖
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5).
결론: 본 연구의 결과는 복부비만과 S2S2 유전자 형질은 고지혈증의 독립적인 위험인자가 될 수 있
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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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자 파괴 (targeted gene disruption)는 공복 상태 및 식

론

후 혈중의 중성지방 농도를 유의하게 감소시켰다고 보
12,13)

고지혈증 (hypertriglyceridemia)은 고혈압 (hyperten-

고하였다

sion) 및 인슐린과잉증 (hyperinsulinemia)과 더불어 궁

.

11번 염색체 (chromosome 11)의 장팔 (q)에 위치한

극적으로 제2형 당뇨병 (type-2 diabetes mellitus)은

apo AI-CⅢ-AⅣ 유전자 군집 (apo AI-CIII-AIV gene

물론 각종 심혈관계질환을 일으키는 대사증후군 (metab-

cluster)은 과다 지질 환자들을 포함하는 이상지질증

olic syndrome)의 한 가지 공통 마크(common marker)

(dyslipidemia)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1∼3)

. 고지혈증의 기전은 정확하게 알려지고 있지

14)
있다 . 이 유전자군 내에는 약 20개 이상의 유전자

않지만, 고지혈증의 원인으로는 (1) 간에서 초저밀도

15)
다형 부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 이 중

지단백 (VLDL, very low-density lipoproteins)의 과잉

apo CIII 유전자의 3’ untranslated area에 위치하고 있

분비, (2) 지단백 리파제 (lipoprotein lipases)의 기능

는 SstI 유전자 다형은 백인16,17)과 유색인18∼20)과 같은

저하로 인한 중성지방을 풍부하게 지닌 지단백

몇 몇 인종 집단에서 중성지방 농도의 증가 현상과 관

(triglyceride-rich lipoproteins)의 불완전한 가수분해,

련이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보고되어 왔지만, 국내

(3) 간의 고친화성 수용체 (high-affinity receptors)에

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조사 결

이다

의한 중성지방이 고갈된 잔류물(triglyceride-depleted

과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po CIII SstI 유

remnants)의 불완전한 제거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

전자 다형에 따른 복부 비만 지표, 혈장 지질, 글루코

4,5)
고되고 있다 .

스 및 인슐린 농도와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는 것을 연

79개의 아미노산(8.8kD)으로 구성된 혈중 apolipo-

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protein (apo) CIII는 주로 간에서 그리고 일부가 장에서
6)
합성된다 . Apo CIII는 초저밀도 지단백(VLDL, very

대상 및 방법

low-density lipoproteins)과 유미지립 (chylomicrons)의

1. 연구대상

주요 구성 요소일 뿐 만 아니라 고밀도 지단백(HDL,
7)
high-density lipoproteins)의 부차적인 구성 요소이다 .

실험 대상자는 주요 질환이나 심혈관계 질환이 없고

Apo CIII의 기능적 역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건강하며 정상적인 혈중 지질 수준을 가지며, 혈중 지

밝혀지지 않았으나 apo CIII는 혈중 중성지방 농도 조절

질 및 지단백질 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 복용을 하

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 않은 28.3∼41.0세 남자 (n = 100)로 하였다. 실험

시험관 내 (In Vitro) 및 생체 내 (In Vivo) 실험에서

대상자는 연구에 참여하기 전에 참여 동의서에 서약했

apo CIII는 중성지방을 풍부하게 지닌 지단백의 중성

으며 실험 24시간 전에는 흡연 및 알콜 복용을 일체

지방을 가수 분해 시키는 역할을 하는 지단백 리파제

금하였다.

활동을 억제시킴으로서 혈중에서 중성지방을 풍부하

2. 측정 및 분석방법

2,8)
게 지닌 지단백의 제거를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며 ,

생체 내 실험에서 apo CIII는 초저밀도 지단백에서

1) 신체조성 측정

apo E를 전위시킴으로써 apo E 수용체를 통한 잔류물

체중계 및 신장 측정기를 이용하여 표준화된 방법으

6,9)

(remnants)의 제거를 방해하는 작용을 한다 . 동물

로 체중 (kg)과 신장 (cm)을 측정한 후 체질량지수

실험의 경우, 인간 apo CIII 과다 표현을 유도하는 유

2
(kg/m )를 산출하였고, 허리둘레 (cm)는 줄자를 이용

전자변형 마우스 (apo E over-expressing transgenic

하여 배꼽 높이 (umbilicus level)에서 측정하였다.

mice)에서 혈중 apo CIII 농도의 증가는 중성지방 농
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10,11). 반

2) 혈장 지질, 글루코스, 인슐린 분석

대로, 마우스 apo CIII 표현 억제를 유도한 목표 유전

밤새 금식 한 후 상완 정맥 (antecubital vein)을 이

- 62 -

－ 신체 건강한 남자의 Apolipoprotein CIII SstI 유전자 다형과 공복 시 혈중 지질 농도와의 관계 －

용하여 20 mL의 정맥혈을 potassium EDTA 처리한

primers, 40 mM KCl, 10 mM Tris-HCL (pH 8.3), 1.5

튜브에 채취하여 공복 상태의 지질 농도 측정 및 게놈

mM MgCl2, 0.5 μg/mL BSA, 8-MOP 12 μL, 그리고

유전자 추출에 이용했다. Potassium EDTA 처리한 튜

genomic DNA 50 ng 등이 총 20 μL이 되도록 하여

브에 채취한 정맥 혈액은 10분 동안 4600 g에서 원심

중합효소 연쇄반응을 실시했다. 중합효소 연쇄반응 조

분리를 실시하고, 혈장을 분리한 후 분석 전까지 -70℃

건은 predenaturation를 94℃에서 5분간 시행 후,

에 보관하였다. 총 콜레스테롤 (total cholesterol) 및 중

denaturation을 94℃에서 30초, primer annealing을 6

성지방 (triacylglycerol) 농도는 상업용 분석 kits

4℃에서 30초, extension을 72℃에서 30초를 한 주기

(Boehringer Mannheim, Mannheim, Germany)를 이

로 35회 반복한 다음,

용하여 측정하고, 고밀도지단백 (high-density lipo-

extension을 시행하였다. Sense primer는 5'-GTG

72℃에서 10분간 final

protein)의 농도는 magnesium chloride 및 dextran

ACC GAT GGC TTC AGT TCC CTG-3', antisense

sulfate (Sigma, St. Louis, MO, USA) 처리로 apo B

primer는 5'-GGT AGG AGA GCA CTG AGA ATA

를 함유한 지단백을 침전시킨 후 남은 콜레스테롤 농

CTG -3'이었다. 중합효소 연쇄반응 산물 (233-bp)에

도로 측정하였다. 저밀도 지단백 (low-density lipopro-

제한 효소 SstI (Bethesda Research Laboratory-Bibco,

21)
tein) 농도는 Friedewald 공식 (1972)을 이용하여 산

MD, USA)의 4 U를 첨가한 후 37℃ 항온 수조에서

출하였다. 공복 상태의 글루코스 (glucose) 농도는 효

60분간 배양한 다음, ethidium bromide (Sigma, St.

소 방법 (Beckman Diagnostics, Fullerton, CA, USA)

Louis, MO, USA)가 함유된 2.5% agarose 겔(ICN

을 이용하고, 인슐린(insulin) 농도는 IMx Insulin assay

Biomedicals Inc, Aurora, OH, USA)에서 전기영동

(Abbott Labs, Abbott Park, IL, USA)를 이용하여 분

(electrophoresis)을 실시한 후 겔 자동영상 장치 (Gel

석하였다.

Imaging

system,

MyImagerTM

1000,

Seoulin

Biotech Co, S. Korea)를 이용하여 절단된 절편의
3) DNA 추출

유․무를 판독하였다. S1S1 동형접합체(homozygotes)

공복상태에서 potassium EDTA 처리한 튜브에 채

는 제한효소 SstI 인식부위의

결손에

의해

단일

취한 20 mL의 상완 정맥혈 중 5 mL는 RBC lysis

233-bp 밴드 (a 233-bp band)를, S2S2 동형접합체

buffer solution으로 처리하여, 백혈구를 분리한 후

(homozygotes)는 SstI 인식부위의 삽입에 따른 DNA

KCl 50 mM, Tris 15 mM (PH 8.0) MgCl2 2.5 mM

양쪽 절편의 절단 결과 158-bp와 75-bp의 두 가지 밴

solution을 99 μL, Tween 20을 0.5 μL, protein kinase

드 (158-bp and 75-bp bands)를, S1S2 이형접합체

0.5 μL를 각각 넣고 56℃에서 1시간, 100℃에서 10분

(heterozygotes)는 DNA 한쪽 절편의 절단으로 인해

간 처리하여 DNA를 분리한 후 apo CIII SstI 유전자

233-bp, 158-bp, 75-bp의 세 가지 밴드(233-bp, 158-bp,

다형 분석을 위해 -70℃ 냉동 상태에 보관했다.

and 75-bp bands)를 갖는다 (Fig. 1).

4) Apo CIII SstI 유전자 다형 분석

5) 통계처리

Apo CIII SstI 유전자 다형 분석은 중합효소 연쇄반

모든 통계처리는 SPSS-PC (version 10.1)를 이용하

응 (Polymerase Chain Reaction)과 제한효소 유전자

여 실시하였고, 통계처리 사전에 각 종속변인의 정상

절편 길이 다형 (Restrction Fragment Length Poly-

적인 분포를 확인하였으며, 비정상적으로 분포되어있

morphism)을 이용하여 분석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을 경우 (예, 중성지방) log10 변형을 실시하였다. 분석

22)

®

다음과 같다 . 중합효소 연쇄반응은 GeneAmp PCR

결과는 평균±표준편차로 표기하였다. 유전자 형질에

system (Applied Biosystems, Foster City, CA, USA)

따른 측정변인들의 평균차이는 변량분석 (ANOVA)

을 이용하여 실시했다. 중합효소 연쇄 반응액은 2.5 U

및 Bonferroni 사후검정을 이용하였다. 나이, 체질량지

Taq DNA polymerase, 1 mM dNTPs, 20 pmoles

수, 허리둘레, 흡연, 혈당, 인슐린 및 유전자형질 등을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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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xamples of the SstⅠpolymorphism of the apo CIII gene
Lanes 3, 4, 5, 10, 12, 14: S1S1 homozygotes
Lanes 7, 8, 11, 15, 16: S1S2 heterozygotes
Lanes 1, 2, 6, 9, 13: S2S2 homozygotes

Table 1. Comparison of the Anthropometric Measures Across the SstI Genotypes (n = 100)
Mean± S.D.
Genotypes
Variables
Age (yr)
BMI (kg/m2)
Waist circumference (cm)
Smoking (%)

S1S1
(n=40)

S1S2
(n=40)

S2S2
(n=20)

p value

35.31±1.17
25.43±5.54
94.78±15.56
40

34.89±1.14
24.95±4.64
92.39±12.87
37

34.74±3.10
25.50±3.92
99.70±13.38
38

.389
.878
.173
.546

독립 변수로 한 단계별 다중선형회귀분석 (stepwise

형접합체에 비해 혈중 중성지방 농도가 유의하게 더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여 혈중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 < .05). 반면, 총 콜레스테롤,

지질에 대한 유의한 예측 인자들을 평가했다. 모든 통

고밀도 지단백, 저밀도 지단백, 글루코스 및 인슐린 농

계처리의 유의도는 p = .05 수준에서 검정하였다.

도의 평균치에서는 apo CIII SstI 유전자 형질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

과

흥미로운 한 가지 사실은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
이, 허리둘레와 S2S2 동형접합체가 공복 시 혈중 중성

실험 참여자의 나이, 체질량지수, 허리둘레 및 흡연

지방 농도에 대한 독립적인 설명변인인 것으로 나타났

의 정도는 Apo CIII SstI 유전자 다형에 상관없이 유

다. 허리둘레와 apo CIII SstI 유전자 형질이 공복 시

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S2S2 동형접합체는

혈중 중성지방 농도의 변량에 대해 약 20%의 설명력

S1S1 동형접합체와 S1S2 이형접합체에 비해 허리둘

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레가 상대적으로 더 큰 경향이 있었으나 통계학적으로
는 유의하지 않았다 (p = .173).

논

의

Table 2는 측정한 혈장 지질, 글루코스 및 인슐린
변인들의 평균치를 apo CIII SstI 유전자 형질에 따라

Apo CIII는 초저밀도 지단백 (VLDL)과 유미지립

분류하고 비교한 것이다. S2S2 동형접합체는 S1S1 동

(chylomicron)과 같이 중성지방을 풍부하게 지닌 지단
- 64 -

－ 신체 건강한 남자의 Apolipoprotein CIII SstI 유전자 다형과 공복 시 혈중 지질 농도와의 관계 －

Table 2. Comparison of Lipoprotein-lipids, Glucose, and Insulin Across the SstI Genotypes (n = 100)
Mean±S.D.
Genotypes
Variables
* TG (mg/dL)
* log10 transformed TG
TC (mg/dl)
HDLC (mg/dl)
LDLC (mg/dl)
Glucose (mM)
Insulin (pM)

S1S1
(n=40)

S1S2
(n=40)

S2S2
(n=20)

p Value

122.98±28.16
2.08±0.09
163.05±29.46
45.77±10.38
92.69±25.78
5.06±0.37
107.48±61.70

131.41±34.01
2.11±0.10
163.25±30.25
44.82±9.73
92.15±26.93
5.13±0.40
103.31±49.59

150.95±55.48
2.16±0.13
168.95±24.15
42.30±10.28
96.46±26.23
5.08±0.36
128.06±43.42

.027
.025
.725
.457
.825
.664
.368

* Bonfferoni post-hoc tests: S1S1 < S2S2 (p = 0.022) in TG concentrations and S1S1 < S2S2 in log10 transformed
TG (p = 0.020)

Table 3. Predicting Variables for Plasma Triglyceride Concentration (n = 100)
Variables
Waist circumference
Genotype

r²

Beta

p value

0.17
0.20

0.389
0.188

<.001
<.043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plasma triglyceride with age, body mass index, waist
circumference, smoking, glucose, insulin, and genotypes as predictor variables

백 (triglycerdie-rich lipoprotein)의 주요 구성요소이다

으로 나타났다. 즉, 복부비만인 중 S2S2 유전자 형질

23)

을 갖는 사람은 고지혈증의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 기능적인 측면에서, apo CⅢ는 지단백 리파제

(lipoprotein lipase)의 활성화를 억제함으로써 중성지

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방 분해과정을 지연시켜 혈중 중성지방 농도의 증가를

혈중 중성지방 농도와 apo CIII SstI 유전자 다형과

5)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예를 들어, 백인을

의 관련성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이 설명

대상으로 실시한 선행연구에서는 혈중 apo CⅢ 농도

될 수 있다. 첫째, SstI 유전자 다형의 위치가 apo CⅢ

와 중성지방 농도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

유전자의 3’ untranslated area라는 사실에 근거해 볼

23)
고 있다 .

때, apo CIII 유전자 형질과 중성지방 농도에 대한 관

본 연구에서는 건강하고 정상적인 지질 농도를 갖는

계는 다른 유전자와의 링키지 뷸균형 (linkage dise18,20)

. 둘째, apo

100명의 한국인 남자를 대상으로 허리둘레, 혈장 지질,

qullibrium)에 의한 것으로 추정 된다

글루코스 및 인슐린 농도 등의 측정 변인들을 apo

CIII SstI 다형은 mRNA 안정성(stability)에 영향을 미

CIII SstI 유전자 형질에 따라 비교․분석한 결과,

24)
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따라서 S2S2 동형접합

S2S2 동형접합체가 S1S1 동형접합체와 S1S2 이형접

체는 S1S1 동형접합체와 S1S2 이형접합체에 비해 상

합체에 비해 유의하게 더 높은 혈중 중성지방 농도를

대적으로 더 높은 혈중 apo CIII 농도를 가질 수 있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다중선형회귀 분

나 불행하게도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자료가 없다.

석을 이용하여 혈중 중성지방 농도를 결정하는 변인들

셋째, S2 allele는 apo CⅢ 유전자의 인슐린 반응 요소

을 분석한 결과는 허리둘레와 S2S2 유전자 형질이 혈

(insulin response element)에 위치하고 있어 인슐린의

중 중성지방 농도의 변량에 대한 독립적인 설명 변인

외과적인 투여는 apo CIII 합성을 억제시키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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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혈중 인슐린 농

ABSTRACT

도이 SstI 유전자 다형 간의 통계적 유의성은 없는 것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if

으로 나타났다.

fasting

끝으로, 혈중 지질에 대한 규칙적인 운동의 효과로

plasma

concentrations

of

lipids

were

써 선행연구들은 고밀도 콜레스테롤의 증가와 중성지

dependent upon the SstI polymorphism of the

방 농도의 감소 현상을 일관적․지속적으로 보고하고

apolipoprotein CIII gene. A total of 100 Korean men

있지만, 운동 처방에 대한 효과 정도에 대해서는 상당

who were apparently healthy and normolipidemic

25)

한 개인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예를 들

participated in this study. Height, weight, and waist

어, 운동의 효과는 일반적으로 기본 지질 농도 특히 중

circumference were measured. Body mass index

성지방 농도가 높은 대상자들에게서 상대적으로 더 높

(kg/m ) was calculated. Fasting plasma concent-

25∼27)

2

. 이러한 개인차에 대한

rations of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s, high-density

원인은 크게 유전 요인과 환경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

lipoprotein cholesterol, low-density lipoprotein chole-

로 추정된다. 따라서 혈중 지질농도에 대한 규칙적인

sterol, glucose, and insulin were measured with

운동의 효과를 apo CIII 유전자 형질에 따라 비교․분

standard methods. Univariate analyses of variance

석함으로써 운동의 효과에서 개인차에 대한 유전 요인

followed by the Bonferroni post hoc tests were used

을 검정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to compare the measured variables across the genot-

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ypes. Multivariate linear regressions were carried out

결

with age, smoking, waist circumference, BMI, and

론

genotype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the measured
본 연구에서는 건강하고 정상적인 지질 농도를 갖는

lipids, glucose, insulin as dependent variables. With

100명의 남자를 대상으로 신체조성, 혈장 지질, 글루

respect to the measured values, the S2S2 homozy-

코스 및 인슐린 농도 등의 측정 변인들을 apo CIII

gotes had significantly higher fasting TG and log10

SstI 유전자 형질에 따라 비교․분석한 결과 다음과

transformed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homozygotes (p = .022 & .020, respectively). In addi-

TG

concentrations

than

the

S1S1

1. 신체조성 변인, 혈중 글루코스 및 인슐린 농도는

tion, th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waist

apo CIII SstI 유전자 형질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

circumference (p<.001) and genotype (p<.001) were

으로 나타났다.

independent predictors for fasting TG concentrations.

2. 공복 시 혈중 중성지방 농도는 apo CIII SstI 유

In conclusion, this study showed that the S2S2

전자 다형 중 S1S1 동형접합체와 S1S2 이형접합체에

homozygotes, especially in the abdominally obese

비해 S2S2 동형접합체에게서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

ones, had significantly elevated fasting TG concent-

로 나타났다.

ration in this study population.

3. Apo CIII 유전자 다형과 복부비만은 공복 시 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Key Words: Lipoprotein-lipids, Apo CⅢ SstⅠ gene

중 중성지방 농도의 변량에 대해 약 20%의 설명력을

polymorphism, Waist circumference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허리둘레와 apo
CIII SstI 유전다 다형은 과지혈증 (hypertriglyc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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