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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학적 원인
Genetic factors

배치운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교실

개괄

다양한 유전적 연구를 통하여 인간의 질환에 관여하는 무수한 유전자들이 밝혀졌고 

현재 약 1,000개 이상의 후보유전자들이 발굴되었다. 유전적 질환에 대한 연구는 헌

팅턴씨병 및 낭포성섬유증 등 유병률에서 매우 낮거나 유전적 성향이 매우 강한 질

환들을 대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여 이 환자들이 유전적으로 전형적인 패턴을 따른

다는 것을 밝혀내는 것들에서부터 시작되었다.1) 또한 비교적 흔한 질환인 가족성 유

방암과 난소암 혹은 제2형 당뇨병에서는 유전적으로 동종 하위그룹의 군집적 경향이 

존재함을 밝혀내는 것으로부터 서서히 발전해왔다. 하지만 매우 복잡한 유전경향을 

보이는 질환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초보적인 연구 성과를 올리고 있을 뿐이다. 특히 

정신질환의 유전적 연구는 어느 한 요소에 의하여 질환의 발병이 결정되지 않고 다

양한 원인 인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동시에 유전적 요인도 단일성이 아닌 다중

성을 지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더욱 어려움이 있다. 특히 양극성장애의 유전적 

연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들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1)

양극성장애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고대로부터, 근대의 Jean-Pierre Falret와 

Jules Gabriel Francois Baillarger를 거쳐 여러 이론가들의 다양한 견해를 취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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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연구 연합연구

표본의 단위

표본추출의 방식

검증력

일반화

유전적 모수가정

표현형 정의의 일치성

층화성

대립유전자

가계

어려움

중등도

어려움

복잡

높음

높음

유전표지자

환자/대조군

용이

중등도

용이

단순

낮음

중등도

후보유전자

표 1 연관연구와 연합연구

foliecirculaire andfolie à double forme, psychosis manic-depressive 등의 진단명이 존

재하기도 하였다. 이후 1957년 Karl Leonhard는 우울감 조증, 경조증, 또는 혼재성 

우울 삽화 등이 특징적인 양극성 우울증을 우울감만 지속되는 단극성 우울증과 진단

적으로 구분하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의견은 Jules Angst 및 Carlo 

Perris 등에 의하여 지지되었다.2)

최근에는 여러 연구자들이 이전 연구와 최근 연구결과들을 분석하여 제안한 ‘스펙

트럼성 질환’이라는 단일 모델이 임상양상을 더욱 설득력 있게 기술한다고 제시되기

도 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질환의 가족 내 전달성과 환경적인 요인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유전연구에서 동종그룹의 선택을 고려하고 생물학적 지표에 대한 연구를 고

무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3) 또한 최근에는 국제유전연구공동체에서 이러한 양극

성장애의 취약성에 중대한 역할을 하는 전통적인 유전성 및 환경적 요인의 시발성 

요인 등 다양한 유전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4)

분자유전연구 배경

양극성장애와 같은 복잡한 질환의 유전인자를 규명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

지, 연관연구(linkage study)와 연합연구(association study)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표 1에 연관연구와 연합연구의 간략한 비교가 제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유전질환의 유전자를 발견하는 방법은 functional cloning과 positional 

cloning의 두 가지가 있다. functional cloning은 질환 유전자의 기능을 예측하고 유전

자를 발견하는 방법인 데 비하여 positional cloning은 질환 유전자에 대한 어떠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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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없는 상태에서 전 염색체상에 존재하면서 동시에 멘델의 유전모델을 따르고 개

인적인 구별이 가능할 정도의 다형성(polymorphism)을 가진 지표(marker)를 이용하

여 연관 유전자의 개괄적인 위치를 발견한 후에 그 유전자에 존재하는 다양한 유전

자들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돌연변이의 여부에 따라 분석·조사하여 질환 유전자

를 찾는 방법이다.5) 그러나 양극성장애와 같은 복합질환인 경우에는 이러한 발병과 

관련된 유전자가 주효과 유전자를 제외하고서도 소수효과 유전자들이 상상할 수 없

을 정도로 많이 존재할 수 있다.6) 즉 유전자들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새로운 형질을 

발현할 수 있고, 또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보면 같은 진단의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분명 이질적인 양상을 보일 수 있다.7,8) 이 외에도 환경 등 다른 여러 요인

들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질환의 유전자를 탐색하는 데는 필연적으로 어려움이 따른

다.9) 단일유전자질환의 경우에는 positional cloning인 연관분석법이 매우 성공적일 

수 있지만 연관분석법은 여러 임상적 변인이 내재되는 경우에는 제한점이 있다.10) 

이 방법을 정확하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무작위 교배가 이루어져야 하며, 투과율, 유

전방식, 유전빈도 등의 유전적인 변수 등을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하는 단점이 있으며 

만약 질환의 발병에 미치는 주효과 유전자들이 소수효과 유전자들과 상호작용 혹은 

소수효과 유전자들이 발병에 독립적인 작용을 가지고 있다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

다.11) 즉 양극성장애는 대표적인 복합적인 유전질환으로 연관분석법만으로 후보유

전자를 찾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게놈 분석에 있어서, 최근에 많은 연구자들 사이에 염색체 연관분석법에 

대한 상호보완적인 접근방법으로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이 연합연구이다.1) 비록 단일

유전염기다형성(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SNP)을 이용한 연합연구가 염색체 

연관분석법과 마찬가지로 제한점이 있지만, 이 방법은 양극성장애가 복합질환이며 

특정한 유전변수들 및 가계구성원들을 필요로 하지 않고 동시에 시행 및 분석의 간

편성 등이 있다는 점 등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12) 최근 국내에서도 

이러한 연합연구의 편의성에 힘입어 사례 수가 증가하고 있고 그 결과들을 국외 전

문학술지에 보고하는 것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7) 연합연구는 환자군과 대조군

간 질병 취약성 혹은 질병의 임상적 발현과 후보유전자에서 발견된 돌연변이와의 관

련성을 조사하는 것이다. 연합연구에서 분석의 기본단위는 한 개인이며, 따라서 이

는 한 명의 개인 혹은 다수의 독립적인 개인들이 동원되어야 하는 복합형질을 보이

는 유전연구에 특히 부합된다.10) 특히 연구에 동원된 개인 및 모든 개인들의 집합은 

다른 가족구성원들의 임상적 상태와 관련 없이 포함될 수 있다. 더욱이 연합연구는 

연구자가 표현형을 확인하고 SNP에 대한 생물학적 자료에 근거하여 관련성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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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연구의 후보유전자를 정확히 선별한다면 연관분석법과 달리 적절한 가설

을 도출할 수 있다.13)

먼저 연합연구의 전제조건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적절한 표현형의 선택이다. 연합

연구를 시행하기 전에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점은 적절한 표현형을 선택하는 것

인데, 연관분석법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다양한 표현형이 연합연구에서는 허용될 수 

있다.14)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약물유전체학을 꼽을 수 있는데, 연관분석법의 경우에

는 같은 진단을 받고 같은 약물을 복용한 병력이 있는 최소 2군의 가계자료가 필요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연합연구는 개인이 연구의 근간이 되므로 대규모의 임상연

구를 기획한 센터의 주관하에 대량의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를 시행할 수 있다.15) 연

합연구의 경우에는 이러한 임상자료를 가지고 있는 표본을 수집하기에 매우 용이하

므로 통계적 검증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16) 연합연구에서 표현형을 선택하는 데 있

어 한 가지 결정적인 단점은 많은 정신질환에서 보이는 표현형들이 실제로 유전적임

을 증명하는 자료들이 현재까지는 부족하다는 점이다.15) 실제로 특정 표현형들이 유

전적임을 증명하는 연구들이 시도되어서 이와 관련한 자료들이 축적된다면 더할 나

위 없지만, 다소 축적된 자료가 적다고 하더라도 유전적으로 동질적임이 보편적으로 

알려진 표현형들을 연구에 이용함으로써 부분적인 극복이 가능하다.17) 전통적인 질

환 개념의 표현형을 사용하는 대신 보다 범위를 좁힌 대체표현형을 사용하는 경우의 

이점은 첫째, 이환되지 않은 친족들의 자료를 모두 포함할 수 있으므로 유전 분석의 

검증력을 증가시키고 둘째, 양극성장애 환자에서 생물학적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 

점이다.18) 즉 유전적으로 보다 동질적인 생물학적 지표는 통계적 검증력을 증가 시

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질환의 고유한 생물학적 원인 및 경과 등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도 제공할 수 있다.19) 또한 연관이 밝혀지면 특정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밝혀서 

유전자의 잘못된 기능으로 인하여 어떠한 병태생리적 변화가 초래되는지를 동물모

델을 이용하여 기전을 연구할 수도 있다.15) 그렇다면 어떤 대체표현형을 선정할 것

인지가 중요한 관건으로 대두되는데, 우선 양극성장애에서 뚜렷이 관찰되는 생물학

적 이상 소견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20) 적절한 대체표현형의 주요 조건으로는 첫

째, 표현형은 그 자체가 특정 약물이나 질환 고유의 경과와 무관하여야 하며 둘째, 

하나의 표현형이 각각 분리가 가능한 생물학적 이상 소견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양

극성장애 자체는 다원적 복합질환이므로 환자들은 거의 모든 가능한 요인들을 가지

고 있겠지만 친족들의 경우에는 매우 드물거나 하나 정도의 요인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21,22) 생화학적 기전, 신경인지적 정보 및 영상연구자료 등의 대체표현

형을 사용하는 것도 추천된다.18) 표 2에 흔히 사용될 수 있는 표현형이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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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임상적) 표현형 대체표현형

정신병 동반, 발병나이, 공황 증상의 동반, 

물질남용 동반, 자살력 유무, 현실검증력, 주

의력결핍활동과잉장애 동반, lithium 반응성, 

치료저항성, 재발성, 만성화, temperament, 

우울 및 조증 삽화의 우위성, 계절성, 충동성, 

동반정신질환 등

생화학적 연구결과(GABAA 수용체 등), 신경

인지 연구결과, 신경생리 연구결과 및 해부

학적 영상 연구결과

표 2 양극성장애의 표현형

다음으로는 후보유전자의 선정이다.16) 후보유전자는 현재까지 염색체 연관분석법 

등으로 연관이 밝혀진 구역에서 선택될 수 있다. 즉 significant 혹은 suggestive 

linkage가 제시된 다형성지표 주위의 모든 유전자들은 적절한 후보유전자들이 될 수 

있다.2) 후보유전자는 유전자와 관련된 생산물질(gene product)이 특정 표현형의 병

태생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증거들을 기준으로 선택될 수 있다.22) 이상적으로는 

염색체 연관분석법의 연구결과물과 생물학적 기준에 의하여 선택될 수도 있다. 그러

나 첫째, 염색체 연관분석법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치된 연관 

결과가 없었다는 점, 둘째, 특정 단백질이 주요정신장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

가 매우 제한적이므로 중추신경계를 coding하는 유전자에 대한 적절성 논란 등으로 

인하여 양극성장애의 후보유전자 자체에 대한 논쟁이 있어왔다.23) 그러나 최근에는 

가능성 있는 후보유전자들의 변이가 특정 행동학적 문제 등과 연관된다는 보고들이 

증가하고 있다.17,24) 또한 병태생리와 관련된 단백질 기능의 규명은 특정 유전자의 

변이가 질병의 취약성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분명하게 밝힐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

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이가 출현하는 빈도는 유전적 배경이 서로 다른 인종들 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25) 후보유전자의 선택은 이미 밝혀져 있는 

표현형은 물론 현재까지 이루어진 병태생리 연구들과 관련짓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 연합연구를 시행하기 위하여 후보유전자를 선별한 후에는 적당한 변이를 

선택하여야 한다.26) 후보유전자에는 당연히 SNP을 위시한 다양한 변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연합연구를 시행하기에 앞서 어떠한 변이를 선택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 기준으로 첫째, 변이의 희소성을 들 수 있는데, 만약 연구 표본 수가 

매우 크거나 그 변이가 특정 표현형에 매우 강력한 영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연합

연구의 파워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을 수 있다.24) 둘째, 대립유전자의 수가 중요한데, 

상대적으로 다양한 대립유전자를 지닌 변이인 경우, 한 유전자에서의 유전적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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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할 수 있지만 통계적 분석을 어렵게 할 수 있다.10) 셋째, 기능적 변이를 선택하

는 것이 중요한데, 대부분의 변이는 coding region에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유전자

와 관련된 생산물질의 표현 혹은 생산, 그리고 이러한 기능에 관여하는 중요한 아미

노산의 치환 등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많은 변이들은 기능적

인 변이들과 연관불균형의 관계 및 인종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19) 그러나 

연합연구에서 비기능적 변이가 양의 결과를 도출하였다면 비록 위음성일 가능성이 

높지만, 기능적 변이와 연관불균형의 관계에 있거나 후보유전자 주변에 있을 가능성

이 높으므로 후보유전자의 탐색영역을 좁히는 결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선택기준은 하나의 후보유전자에서 발견되는 여러 변이를 대상으로 한 

일배체형(haplotype)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다.6) 그러나 이 방법은 특정 표현형과 연

관된 후보유전자들에 대하여 보다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지만 위음성 결과의 위험

성을 증가시키는 단점도 있다.8,27,28)

양극성장애의 연관연구

매우 오랜 시기에 걸쳐 다양한 연구들이 시행되었으나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들로는 

일관된 결론을 내리기에는 미약하며, 이는 가장 최근에 시행된 972가계들(2,284증례)

을 대상으로 시행된 대규모 연관연구26)의 결과에서도 강력한 연관성은 제시되지 못

하였다. 이 연구에서 가장 강력한 연관성은 6q21과 9q21에서 발견되었으나 다중비교

분석을 교정한 후에는 유의성을 재현하지 못하였다. 현재까지 양극성장애에 대한 연

관연구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은 다양한 염색체좌위들이 제시되었다.14,19)

염색체 연관성이 보인 구체적 유전좌위

1q, 2p, 4p, 4q, 6q, 8q, 9q, 11p, 

12q, 13q, 16p, 16q, 18p, 18q, 

21q, 22q, Xp, Xq

1p36, 1q31-32, 1q42.1, 2p13-16, 3p21, 4p16-p14, 4q35, 

4q31, 5p15.3, 5q11.2-q13, 5q34-35, 6p21.3, 7p11, 

8p22-p11, 10q24, 11p13, 12q21.1, 12q24, 13q14-q21, 

13q32, 15q11.2-q12, 17q11.1-q12, 18q22-23, 20q12-q13.1, 

21q22, 22q11.21, 22q12.1, Xp11.23, Xp22.1, Xq24/28

표 3 양극성장애에 대한 현재까지의 유전 연관연구결과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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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성장애의 연합연구

여러 연구자들에 의하여 다양한 후보유전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연합연구들이 시행

되고 있다. 주로 생화학적인 병인과 관련한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신경인지, 감정처리과정 및 영상연구들의 결과들을 이용하여 통합적인 연구를 시행

하는 경향이다. 주로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노르아드레날린 등의 주요 

신경전달물질 경로와 관련된 유전자들을 후보유전자로 선정하였다.2) 하지만 현재까

지도 일관성 있는 연구결과는 없다. 최근에는 top-down 방식으로 여러 후보유전자

를 동시에 선택하여 상호작용을 조사하거나 많은 표본을 대상으로 하여 전장게놈연

합연구를 통하여 통계적 검증력을 높이는 동시에 후보유전자를 발굴하고 있는 추세

이다.29,30) 비교적 일관된 연합연구결과들을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후보유전자들로는 

SLC6A4, TPH2, DRD4, SLC6A3, DAOA, DTNBP1, NRG1, DISC1 및 BDNF들이 거론되

고 있다.19,22,31)

세로토닌 관련 유전자

17q11.1-q12 유전자위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세로토닌 운반수송체 유전자(SERTPR)

는 세로토닌 운반체를 coding하는 유전자의 전사개시영역의 삽입/탈락 다형성과 우

울 증상의 발현과의 관련성이 시사되어 많은 관심을 받았다.19,32) 주로 48 bp전사개

시 유전자다형성인 SERTPR이 연구되었으며 독립연구들에서 일관된 관련성을 보였

고 이러한 결과들이 여러 메타분석들에서도 지지를 받았다.33) 다음으로는 VNTR유전

자다형성이 분석되었으나 SERTPR보다는 일관된 연구결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33) 

세로토닌형성 제한효소를 코딩하는 TPH2의 경우에도 일관된 연구결과를 보이지 못

하고 있으며 TPH1의 경우는 그 연관성 연구들에서 후보유전자로서의 역할이 일관되

게 부정되었다.33) 세로토닌 수용체 1A(HTR1A), 세로토닌 수용체 2A(HTR2A), 세로토

닌 수용체 2C(HTR2C) 및 세로토닌 수용체 7(HTR7)에 대한 연구결과들도 일관성을 

보이고 있지 못하다. 현재까지는 SLC6A4과 TPH2가 가장 일관된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HTR1A, HTR2A 및 HTR2C도 유망한 후보유전자이지만 HTR7의 경우는 그렇

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19)

도파민 관련 유전자

도파민 관련 유전자 중 가장 흔히 연구된 것은 DRD4(11p15.5)이고 양극성장애와 연

관이 강하게 시사되는 영역에 존재하여 주목을 받았으며 주로 VNTR이 강한 주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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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다. 이 외에도 DRD1(－48A/G)가 있으나 일관된 연구결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

다.34) 한편 도파민수송체 유전자(SLC6A3)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지 못

하고 있으나 아시안(－67A/T)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일부 관련성이 입증되었다.35) 

DRD3 혹은 DDC(dopa decarboxylase) 유전자들도 연구되고 있다.34) TH(tyrosine 

hydroxylase)는 카테콜라민 합성에서 속도제한 효소 중 하나로 일부에서 연관성이 

제시되기도 하였으나 후속 메타분석에서는 그 관련성이 입증되지 못하였다. COMT

(catechol-omethyltransferase)의 경우 기능적 SNP인 Val108/158Met이 일관성 있게 연

관성이 보고되고 있다.19) COMT는 모노아민의 분해물을 포함하는 효소이므로 이 유

전자는 당연히 양극성장애의 후보유전자로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다. 흥미롭게도 일

부 연구에서는 158Val/Met이 급속순환장애와 같은 양극성장애의 임상양상과 관련성

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조현병/양극성장애에 모두 질환 감수성을 전달하는 유전자

로 알려졌다.9)

글루타메이트 관련 유전자

DAOA(D-amino acid oxidase activator：표지자 rs1981272)도 연관성이 일부 입증되었

는데, 조현병에 대한 질환 감수성을 증가시키지는 않지만, 이 유전자 복합성의 다양성

이 전형적인 양극성장애/조현병 경계의 기분장애 삽화 시 감수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졌다.36) GRIN2B(N-methyl-D-aspartate 2B) 및 DTNBP1(dystrobrevin-bindingprotein 

1)의 경우에도 유의한 연관연구결과를 보이고 있다.19)

brain-derived neurotropic factor(BDNF) 

BDNF유전자는 양극성장애 연관 표지자 D11S987과 매우 가까운 11p13에 위치한다. 

단극성 우울증과의 관련성이 매우 강하게 시사되고 있으며, 신경성장인자 단백질을 

coding하며 항우울제의 효과 발현에도 관련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Val66Met이 주

로 서양인 연합연구에서 긍정적인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 연구되는 유전자

에는 BDNFOS(rs4923460)가 있다.1,2,19)

-Aminobutyric acid(GABA) 관련 유전자

GABA 수용체  -1(GABRA1)유전자의 경우도 환자-대조군 및 가족연합 연구들에서 

최근 매우 유망한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156T＞C SNP). GABRA5유전자는 일부 연

관성을 보이고 있으나 GABRA3유전자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19,37)



44 제1부 양극성장애의 개괄

아세틸콜린 관련 유전자

콜린성수용체인 CHRNA7(neuronalnicotinic, a polypeptide 7)의 경우도 유망한 후보

유전자이나 현재까지 많은 연구들이 시행되지는 못하였다.38)

neuregulin(NRG1)

NRG1은 조현병에 대한 질환 감수성이 처음으로 확인된 유전자 중 하나였다. 일부 

연합연구에서 조현병과 마찬가지로 양극성장애에서도 NRG1이 비슷한 결과를 보였

으며, 특히 하나의 독립된 표현형으로 간주할 수 있는 기분불일치-정신증상을 가지

는 양극성장애 환자들에서 훨씬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1,39)

signal transduction 관련 유전자

18p11.21유전자위에 존재하는 IMPA2는 lithium 반응성과 관련하여 매우 유망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인종 간 연구결과들이 편차가 크다는 점이 제한점이기도 하다(아시안

과 아랍인의 경우 －461C＞T과 －207T＜C：서양인의 경우 ＋97G＞A, ＋99G＞A 및 

rs3786282A＞C에 연관).19,40)

disrupted in schizophrenia 1(DSC1)

DISC1은 연관연구를 통하여 양극성장애와의 관련성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진 

1q42.2에 매우 근접하여 위치하는 유전자로 정확히 11q42.1유전좌위에 존재한다.41) 

이는 피질 발생 및 성장에 관여하는 cytoskeletalproteins들과도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854개의 아미노산단백질을 coding한다.38)

ion channel 관련 유전자

최근의 GWAS 연구결과를 보면 calcium channel(voltage-dependent, L type)을 coding

하는 유전자인 CACNA1C이 여러 후보유전자 중 가장 강력한 연관을 보임이 지속적

으로 보고되고 있다.26,42,43) 이 유전자는 해마44) 및 편도45)의 기능적 활동에도 관련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sodium channel을 코딩하는 ANK3도 최근의 GWAS 연

구에서 강력한 연관성이 보고되었다.43) 이 유전자는 포괄적인 정신행동과 관련성이 

입증되었는데, 특히 스트레스 반응 및 lithium 치료반응과도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며46) 환경적 영향에 따른 취약성의 조절과도 관련된다.47)

이 외에도 매우 흥미로운 후보유전자들이 존재하는데 다음 표 4에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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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기능

Glycogensynthase kinase 3-b gene (GSK3B) energy metabolism, neuronal cell development 

and bodypattern formation

Tumor necrosis factor (TNF) multifunctional proinflammatory cytokine

Transient receptor

Potential cation channel, subfamily M, member 2

(TRPM2)

subunits of capacitative

calcium entry channels, which mediate 

calciuminflux into cells

Phospholipase C g 1 isoform A (PLCG1) production of second-messenger molecules

Synaptobrevin-like 1 (SYBL1) molecular events underlying

neurotransmitter release and vesicle recycling

Transcription factor 4 (TCF4) glucocorticoid response element

X-box binding protein 1 (XBP1) X2 promoter element

Locomotor output cycles kaput (Clock)/aryl 

hydrocarbon receptornuclear translocator-like 

(ARNTL)/Period homolog 3 (PER3)

Circadian rhythm

Monoamine oxidase A (MAOA) oxidizes neurotransmitters

such as serotonin, norepinephrine and 

dopamine

N-Methyl-D-aspartate 2B (GRIN2B) N-methyl-D-aspartate receptor

Angiotensin I-converting enzyme isoform 1 (ACE) hydrolyzing angiotensin I intoangiotensin II

표 4 기타 유망한 후보유전자들19)

최근에는 기존의 일부 유전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던 단순연합연구를 넘어서 많은 

표본을 대상으로 다국가 간 협력을 통하여 GWAS(Genome-Wide Association Study)

를 시행하여 유망한 연구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15) GWAS는 유전체 전체를 본다는 

의미의 Genome-Wide라는 표현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인간 한 명의 30억 염

기쌍 유전체 모두를 분석하는 것은 아니고 50만∼100만 개 염기를 조사하는 수준이

지만, 지금까지 유전체의 일부만을 연구할 수밖에 없었던 과학자들이 처음으로 유전

체 전체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3,39) GWAS는 실제

microarray 기술의 발달로 가능해졌는데, 50만 개, 1백만 개, 현재는 약 2백만 개 이

상의 SNP marker를 한 번에 screening할 수 있는 정도이다.48) 따라서 GWAS는 이론

적으로 유전체 전체의 유전정보를 탐색하여 정상인 그룹과 환자 그룹 사이에서 유의

한 차이가 나는 유전요인을 찾아내는 연구분야로서, 수많은 SNP marker를 이용하여 



46 제1부 양극성장애의 개괄

SNP marker p value Odds ratio Nearest gene(s)

rs12576775

rs4765913

rs1064395

rs7296288

rs3818253

rs9371601

4.4×10
－8

1.5×10－8

2.1×10
－9

9.0×10
－9

3.0×10－8

2.0×10
－8

1.14

1.14

1.17

0.90

1.16

1.10

ODZ4

CACNA1C

NCAN

RHEBL1, DHH

TRPC4AP

SYNE1

표 5 GWAS 연구결과(유럽 표본)2,39)

유전적 질병지표 발굴을 하게 된다. 그러나 GWAS 연구의 가장 큰 맹점 중 하나는, 

얻어지는 표현형 연관 유전형이 결국 marker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이다.5) 2011년을 

기준으로 미국국립유전체연구소의 GWAS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연구의 수는 총 

993개이며 총 4,914개의 SNP marker가 특정 표현형들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되어 있다.14) 정신과영역에서도 다양한 GWAS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주목

할 점은 소위 STAR*D 및 STEP-BD와 같은 대단위 자연적 치료 상황에서의 임상연구

들에 도입하여 여러 결과들을 도출하고 있는 점이다. STEP-BD 연구결과를 보면 

10p15(rs10795189)가 가장 연관이 큰 유전자위 및 SNP marker로 밝혀졌으며 8q22, 

3p22, 11q14, 4q32, 15q26 유전자위의 경우 lithium 반응성과 관련성이 존재하는 것 

또한 밝혀졌다.48) 이 영역은 alpha-amino-3-hydroxy-5-methyl-4-isoxazolpropionate

(AMPA)에 결합하는 GluR2/GLURB유전자를 coding하는 유전자위이다(각 SNP 마

커：rs2439523, s6772967, rs11237637, rs9784453 및 rs5021331).48) 표 5는 현재까지 

밝혀진 GWAS의 결과이다.

가계 및 쌍생아연구

양극성장애가 특정 가계에서 유전되는 경향은 잘 알려져 있다.3) 많은 연구에 따르면 

양극성장애 환자의 일촌은 일반인보다 5∼10배의 유병률을 나타내며 단극성장애에 

걸릴 확률이 2배 높았다.38) 양극성장애를 가지는 일란성 쌍생아는 일반인보다 45∼

75배 더 높게 이 질환을 가질 확률을 가지고 있었다.30) 일란성 그리고 이란성 쌍생아 

연구에서 일란성 쌍생아는 양극성장애에 높은 일치도(75%)를 보여주었지만 이란성 

쌍생아는 더 낮은 일치(10.5%)를 보였다.20) 이전 연구결과들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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