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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병 가계에서 6p24-22 염색체에 대한 연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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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Chromosome 6p24-22 has been identified as a disease locus with a high probability for schizophrenia based on
several genomewide linkage scans with Caucasian families. The recent association studies suggest that the dysbindin gene located at chromosome 6p22.3 may be a candidate gene of schizophreni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linkage of
chromosome 6p24.3-22.3 locus to schizophrenia in Korean families.
Methods：We recruited one hundred fifty-seven family members from forty-six multiplex schizophrenia families. One hundred
three of them were affected individuals. four microsatellite markers with 4.8 cM intervals on 6p24.3-22.3 were genotyped. Nonparametric linkage analysis was performed by evaluating the levels of allele sharing between the affected relative pairs.
Results：In the single point analysis, no markers on chromosome 6p24.3-22.3 locus showed statistical evidence for linkage.
Significant evidence for linkage was not found in the multi-point analysis.
Conclusion：These results do not support the previous evidence from Caucasian families for a locus predisposing to schizophrenia at 6p24.3-22.3, the locus of dysbindin gene. We conclude that if there is a susceptibility locus for schizophrenia in
this region then its effect size is so small as to render our study insufficiently powerful to detect it and schizophrenia susceptibility
loci in Korean families likey have different ethnicity-specific effects from Caucasian families.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06;45(5):411-417)
KEY WORDS：Schizophrenia·Linkage analysis·Chromosome 6p24.3-22.3 locus.

서

론

인이 작용함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게 되었다.1,2) 1980년대
후반 이후에 발표된, 엄격한 기준에 의해 디자인된 연구 결

역학 유전연구들을 통해 정신분열병의 발병에 유전적인 요

과에 따르면, 이 병의 유전율은 0.6~0.7 정도로 추정된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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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병 가계를 대상으로 한 분리 분석(segregation ana-

위에서 dysbindin(DTNBP1) 유전자의 다형성이 질병과

lysis) 연구들을 보면, 이 병에서 유전적인 소인의 작용방

관련됨을 보고하였다.24) 또한, 중국 한족과 일본인을 대상

식은‘복합유전질환(complex genetic disorder)’
의 특성

으로 한 각각의 연합 연구들에서도 dysbindin 유전자 다형

5,6)

따라서 비교적 적은 효과(minor effect)를

성과 정신분열병의 연합이 보고된 바 있다.23,25) Dysbindin

가진 다수의 유전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할 것으로

은 해마, 전전두엽, 선조체, 기저흑질부 등의 뇌신경세포에 주

추정된다.

로 분포하며, NMDA, nicotinic, GABAA 수용체와 신호전달

을 보인다.

연관 분석(linkage analysis)은 정신분열병과 같이 발병

단백질의 기능에 관련된 단백질이다.32,33) 정신분열병에서는

기전을 알지 못하는 유전 질환의 소인 유전자(susceptibi-

뇌에서 단백질과 mRNA의 발현이 감소되어 있으며,34,35) 환

lity genes)를 찾는 대표적인 접근법이다. 염색체상 가까이

자의 인지 기능과 연관성이 있음이 시사되었다.36-38)

존재하는 두 대립유전자(alleles)은 자손에게 내려갈 때 연

일부 연합 연구들에서는 dysbindin 유전자와 정신분열병

관(linked)되어 내려가는 원리를 이용해서, 이미 위치가 알

과의 관련성이 재현되지 않기도 했다.38-40) Morris 등은 200

려진 표지자(marker)를 지표로 삼아 병의 소인 유전자가

여명의 아일랜드 정신분열병 환자를 대상으로 dysbindin

6)

존재하는 염색체 부위(locus)를 찾는 것이다.

최근 10년

유전자에 대한 연합연구를 실시하였으나, 유의미한 결과를

간 정신분열병에 대한 대단위 가계 모집과 전체 유전체를

얻지 못했다.39) Van Den Bogaert 등은 폴란드, 독일, 스

대상으로 한 연관 부위 유전체 탐색(genomewide scan)

웨덴으로부터 모집된 환자를 대상으로 연합연구를 하였는데,

이 미국과 북유럽의 백인종과 유태인종 등을 대상으로 이

스웨덴 환자들에서만 dysbindin 유전자와의 연합이 재현되

7-14)

루어졌다.

이들 연구에서 어느 정도 연관이 재현되는 부

었고 다른 두 국가의 환자들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발견

위는 1q32~q41, 6p24~p22, 8p21~p12, 15q13~q15,

하지 못 했다.40) Williams 등은 dysbindin 유전자에서 새

15-18)

22q11 등이다.

로운 발병위험 일배체형(risk haplotype)을 발견하는 큰 성

이 중 6p24~p22는 몇몇 독립적인 연구에서 정신분열병
15,19-22)

과의 연관이 재현되고 있고,

이 부위에서 발견되는

과를 얻기는 하였으나, 기존의 연구들에서 재현되었던 반
수체와의 연합 결과는 획득하지 못 했다.38)

후보유전자들의 단일염기다형성(SNPs)과 정신분열병과의

이처럼 기존의 서양인 대상의 연구들에서는 연구 대상에

연합(association)도 보고되고 있어 주목 받고 있는 부위

따라 정신분열병과 6p24~22 부의의 연관 여부나 dysbin-

이다.23-25) Wang 등은, 아일랜드의 186개 정신분열병 가

din 유전자와의 연합 여부가 불일치한 결과들을 보였다.

계를 대상으로 연관 분석을 실시하여, 6pter-p22 부위가

연관 분석을 통해 복합유전질환의 소인 유전자를 찾는데

22)

정신분열병의 후보적 소재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있어서 성공의 관건은 해당 가계가 속해있는 인구 집단의

Moises 등은 국제적 다기관 협력 연구를 통해 6p22 부

유전 역학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얼마나 동질적인

20)

정신분열병에

민족 집단인가, 해당 집단에서 얼마나 다양한 유전자가 이

대한 연관 연구를 위한 협력 기구인 Schizophrenia Linkage

병에 관여하고 있는가, 소인 유전자 부위의 연관 불균형 형

Collaborative Group for Chromosome 3, 6, and 8에서

상이 어떠한가 등에 달려있다.41) 따라서 다양한 민족을 대

는 유럽과 미국인 가계를 대상으로 연관 분석을 한 결과,

상으로 연구가 시도되어야 하며, 우리나라와 같이 동질적인

6p24~22부위가 유의미한 연관을 나타내는 부위로 나타났

인구 집단의 가계를 대상으로 할수록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다.19) Schwab 등은 독일인과 이스라엘인으로 구성된 71개

한편, 우리 나라 가계 대상의 연구에 앞서, 같은 동북아

정신분열병 가계를 대상으로 연관 연구를 시행하여, 6p 부위

권 국가들의 연구 결과를 검토, 비교하는 것도 의의가 클 것

위와 정신분열병이 연관된다고 보고하였다.

15)

Straub

으로 생각된다. 대만에서는 Hwu 등이 정신분열병 환자가

등은 아일랜드 가계에 대한 연구에서 6p25~22 부위의 연

포함된 39가계를 대상으로 6p21~24 부위에 대한 연관 연

와 정신분열병과의 연관을 제시했고(NPL=3.3),
21)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과

구를 실시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 소견을 발견

는 상반되게, 유럽과 미국인 정신분열병 환자 가계를 대상

하지 못 했다.42) Arinami 등은 Japanese Schizophrenia

으로 전체 유전체 탐색(genomewide scan)을 하거나 염

Sib-Pair Linkage Group를 구성하여 일본인 환자 형제쌍

색체 6p 부위에 대한 연관 연구를 실시한 결과 6p24~22

을 대상으로 단일염기 다형성 표지자를 사용한 전체 유전

관을 재현(NPL=3.59)하였다.

11,14,26-31)

부위에서 연관 소견이 발견되지 않기도 했다.

Straub 등은 6p24~22 부위에 연관을 보인 아일랜드의
정신분열병 가계를 대상으로 연합연구를 실시하였고, 이 부

412

체 연관분석(genomewide linkage analysis)을 실시하였
고, 그 결과 6번 염색체 전역에서는 연관 소견을 발견할 수
없었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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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백인종에서 정신분열병 연관 부위로 주

면접 자료와 수집 가능한 모든 의무기록, 가족 면접 자료,

목 받고 있는 6p24~p22에 대해 한국인 가계를 대상으로

환자 주치의와의 면접 자료 등을 종합하여 2명의 정신과 의

정신분열병의 소인 유전자 부위로서의 가능성 여부를 파악

사가 독립적으로 DSM-Ⅳ에 근거하여 내렸다. 만일 이들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평균 4.8 cM 간격으로 미세위성

의 진단이 불일치하는 경우, 자료의 재검토와 토의를 시행

표지자를 선정하여 2차 친척 이내에 2명 이상의 정신분열

하였으며, 이 과정을 거쳐서도 불일치한 경우 사례에서 제

병 환자를 포함한 가계들을 대상으로 비모수적 연관 분석

외시키는 것으로 하였다.

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세 가지 표현형 범주

정신과 질환의 경우, 현 진단분류상의 진단기준이 유전연

를 적용함으로써 특정 진단 범위에서 연관 경향이 더 증가

구에서 가장 타당한 표현형을 정의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

하는지 여부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현형
을 세 단계로 세분화하였다. 즉,‘광의 진단군’
에는 모든 대

방

법

상 가계를 포함시키고,‘협의 진단군’
에는 이환된 구성원
이 모두 DSM-Ⅳ진단기준에 합당한 정신분열병 환자인 가

대 상

계만을 포함시켰다. 또한, 유전적으로 보다 동질적인 아형

발단자(proband)는 삼성서울병원과 용인정신병원, 국립

(homogeneous subgroup)으로 보이는‘환청군’
에는 협

춘천병원, 음성정신병원 및 성안드레아 신경정신병원에서 치

의 진단군에 포함되는 가족 중, 가족 내 모든 환자에게 환

료 중인 정신분열병 환자 중에서 선정하였다. 이들 중 가

청이 나타나는 가계를 포함하였다(표 1). 이러한 기준은, 본

족력상 2차 친척(4촌) 이내에 본인을 제외하고 최소 1명

연구 대상 가계를 대상으로 임상 증상의 가족내 연관성을

이상의 정신분열병 혹은 정신분열병 스펙트럼 장애 환자를

분석한 이전 연구에서 환청이 가족내 환자들간에 의미있는

포함하고 있는 경우로 하였는데, 출발사례는 반드시 정신분

일치율을 보인데에 근거하였다(χ2=15.2, p=0.000).45) 이

열병으로 제한하였다. 출발사례가 아닌 가족의 경우, 정신

때, 환청의 존재여부는 현재 시점을 포함하여 발병 이후 어

분열병을 비롯해서 지속적인 항정신병약물 치료를 요하는

느 때라도 최소 한달 이상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경험한

분열정동장애(schizoaffective disorder)나 분열형 인격장

경우에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45)

애(schizotypal personality disorder)로 진단 내려진 경
우를 이환된(affected) 것으로 평가하였다. 모든 진단은

표지자 선정

43)

DSM-Ⅳ-TR 의 기준에 근거하였다. 모계와 부계에서 모

미세위성(microsatellite 혹은 simple sequence-length

두 병이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양성전달(bilineal) 가

polymorphism：SSLP) 표지자는 6p24~22 부위에서 이형

계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46가계가 연구 대

접합률(heterozygosity)이 높고, 균등한 거리 간격을 확보할

상이 되었으며, 전체 대상자수는 이환된 사례 103명을 포

수 있도록 선정하였다. Dysbindin 유전자를 중심으로 종말체

함하여 157명이고, 모든 대상자는 서면 동의서를 통해 자

(telomere) 쪽에서 3개(D6S470, D6S1721, D6S289),

발적인 연구 참여 의사를 밝혔다.

동원체(centromere)쪽에서 1개(D6S274)가 선정되었다
(표 2). 표지자간 평균 거리는 아이슬랜드 유전 지도(http://

진단 및 임상적 평가

research.marshfieldclinic.org/genetics/MarkerSearch/

환자 및 가족에 대한 면접은 정신과 전문의와 5년 이상의

markersearch_index.asp)에 근거하여 4.8 cM이었으며,

정신과 임상 경험을 지닌 정신보건 전문 간호사가 구조화된

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NCBI)

면접도구인‘Diagnostic Interview for Genetic Studies

에서 제공하는 게놈 데이터베이스(human genome resour-

44)

(DIGS)’
의 한국판 을 사용해서 시행하였다. 진단은 DIGS

ces)의 물리적 지도(physical map)(http://genome.ucsc.

Table 1. Three phenotype classes of schizophrenia for the linkage analysis
Diagnosis by DSM-IV-TR
Phenotype class

Proband

Other affected members

Numbers
Families

All
members
157

Affected
members
103

Broad

Schizophrenia

Schizophrenia, Schizoaffective disorder or
Schizotypal personality disorder

46

Narrow

Schizophrenia

Schizophrenia

40

136

089

Narrow with AH

Schizophrenia with AH

Schizophrenia with AH

24

077

053

AH：auditory halluc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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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Locations and heterozygosities of the microsatellite markers used in the linkage analysis
Markers

Cytogenic
map

Intermarker
distances

Heterozygosities

Genetic (cM)a Populationb Familiesc

D6S470

6p24.3

-

0.59

0.68

D6S1721

6p24.1

6.43

0.60

0.67

D6S289

6p22.3

4.43

0.82

0.83

D6S274

6p22.3

2.59

-

0.72

해 한 패널(panel)로 구성된 여러 개의 표지자들을 동시에
전기영동 시키며, PCR 산물별 크기의 확인은 시스템에서 제
시되는 GeneScan 프로그램(ABI, CA, USA)에서 최고점
(peak)을 통해 파악하도록 되어있다. PCR시 각 표지자의
전향 시발체(forward primer)는 파랑, 초록, 노랑 중 하나
의 형광발색제(각각 FAM, VIC, NED)로 표지되어 있다.
PCR 산물을 형광발색제 색깔 및 크기에 따라 적절하게 두

a：Represents the genetic distance (based on the Icelandic genetic map) from the previous marker, b：Calculated from the
genotype data of normal Korean population, c：Calculated
from the genotype data of the unaffected founders of the Korean schizophrenia families

개의 패널(panels)로 구성하였다. 모세관 전기영동 시 PCR

edu/cgi-bin/hgGateway)에 근거해서 30 Mb이었다. 각

시켰다. 유전형 결과 분석은‘Genotyper 3.6 NT’
프로그램

표지자의 이형접합률(heterozygosity)은 한국 정상인 100

(ABI, CA, USA)을 사용하여 시행하였다. 각 표지자는 특

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산출한 결과(김종원 등, 미발표 데

유의 최고점(peak) 양상을 보였으나 전형적인 미세위성표

이터)와, 본 연구 대상 가계의 이환되지 않은 가장 윗대 구

지자 형태를 벗어나지 않았다. 유전형 결정은 두 명의 평가

성원(unaffected founders)의 자료로 산출하였으며, 두 가

자가 독립적으로 평가하여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일치될 때

지 모두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까지 재분석에 들어갔다.

유전형 분석

통계 분석

산물 1~2 μl를 취한 후 formamide(Sigma, ST, USA)와
표준 표지자(size standard marker-ABI, CA, USA)가
20：1로 섞여있는 혼합물을 10~12 μl 첨가하여 전기영동

대상군으로부터 말초혈액 10 ml을 채혈한 후, WizardTM

모집된 가계의 성격이 규모가 작은 핵가족 가계(nuclear

Genomic DNA purification kit(Promega Madison, USA)

families)였고, 질병의 유전전달방식(mode of transmission)

를 사용하여 회사가 제공한 방법에 따라 DNA를 추출, 정

등의 모수(parameter)를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비모수

제하였으며, 정량 후 4℃ 및 -70℃에 보관하였다. 각 표

적 방법(model-free)을 적용하여 6p24~22 부위에 대한

지자는 CA 반복서열을 포함한 100~400 bp 크기의 단편

연관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의 기본 원리는‘이환 친척쌍

으로 중합효소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PCR)

법(affected relative pairs method)’
으로써, 이환된 친척

시켰다. PCR은 해당 시발체(primer)쌍(sense와 anti-sense

쌍 간의 대립유전자 공유 정도를 분석하여(allele sharing

각 5 pmol；fluorescence-labeled forward primer)(ABI,

statistics) 연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분석 프로그램은

CA, USA)과 0.6 unit의 Taq 중합효소(polymerase)

Unix system에서 Genehunter 2.1_r4 beta를 사용하였

(BMS, USA), 각 0.25 mM의 dNTPs(BMS, USA), 2.5

다.41) 입력 파일은, 사용된 표지자의 상대적 위치와 대립유

mM의 MgCl2(BMS, USA), 1X polymerase buffer를 30

전자 빈도를 수록한 것(locus file)과 가계 정보 즉, 대상군

ng의 주형 DNA(genomic DNA, template)와 함께 DNA

의 상호관계 및 인구학적, 임상적 정보와 표지자별 유전형

thermal cycler 480(Perkin Elmer Cetus,USA)에서 반

분석 결과를 수록한 것(pedigree file) 두 가지였다. 본 연

응시켰다. PCR의 특이도와 생산성을 모두 증가시키기 위해

구에서는 비모수적 연관 지수(non-parametric lod；NPL)

다음과 같이 두 단계의 붙임 온도(annealing temperature)

를 NPLall로 구하였는데, 이는, 대립유전자 공유도를 각각

를 적용한 터치다운 중합효소연쇄반응(touch-down PCR)

의 이환쌍에 대해 계산하지 않고, 가계별로 이환된 구성원

을 시행하였다. 즉, 95℃에서 12분 간 변성시킨 후, 94℃

전부에 대해 동시에 계산하되 공유한 사람 수가 많을수록

에서 15초, 55℃에서 15초, 72℃에서 30초 간 10회 반복,

더 높은 점수를 부가하는 방식이다. 각 표지자별로 계산하

증폭시켰고, 다시 89℃에서 15초, 55℃에서 15초에서 72℃

는 단일 지점 NPL 값과 전체 표지자의 상대적 위치를 고

에서 30초 간 20회 반복, 증폭시키는 두 단계를 거친 후

려한 다지점 NPL 값을 모두 산출하였다. 본 연구는 전체

마지막으로 72℃에서 10분간 연장 반응을 시켰다.

유전체를 대상으로 연관 부위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특

유전형은 ABI prism의 3100 Genetic Analyzer(ABI,

정 부위에 대한 연관 여부를 단일 검증으로 분석하는 것이

CA, US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자동화된 미세위

므로 통계적 유의성은 단일부위(pointwise) p 값을 토대

성 표지자 유전형 분석 시스템으로, 가느다란 모세관을 통

로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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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ults of the single point linkage analysis：non-parametric lod (NPL) scores and pointwise p-values
Phenotype Classes
Markers

Broad

Narrow

Narrow with AH

NPL

p

NPL

p

NPL

p

D6S470

-0.64

0.26

-0.19

0.42

-0.34

0.36

D6S1721

-0.25

0.40

-0.05

0.48

-0.34

0.63

D6S289

-0.90

0.18

-0.61

0.27

-0.37

0.65

D6S274

-0.16

0.56

-0.33

0.63

-0.88

0.81

AH：auditory hallucination

후보 유전자를 찾아낸 후, 연합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

3

떤 변형 혹은 다형성이 병과 관련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NPL score

2

다. 본 연구는, 북미와 유럽의 연구에서 정신분열병의 유전

1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2

Broad

Narrow

Narrow with AH

자좌로 연관(linkage)이 재현되는 염색체 부위 6p24~p22
에 대해, 한국인 가계에서의 연관 양상을 파악하였다. 즉 2
차 친척 이내에 두 명 이상의 환자를 포함하는 가계를 대
상으로, 이 부위에서 약 4.8 cM 간격의 미세위성 표지자를

-3
Relative position between adjacent 4 markers (cM)

Fig. 1. Results of the multi-point linkage analysis：Non-parametric
lod (NPL) score is shown on the Y-axis, and the distance from the
most telomeric marker is shown on the X-axis. Each line represents
each phenotype class. AH represents auditory hallucination.

결

과

사용하여 비모수적 연관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dysbindin 유전자를 포함하는 6p24.3~22.3 부위에서 유의한
연관 소견이 나타나지 않았다.
정신분열병의 유전자 좌로서 6p24.3~p22.3 부위에서의
연관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아일랜드, 아이슬랜드, 독일,
이스라엘, 미국 등의 가계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보고

대상 환자의 평균연령은 35세였고 남녀의 비율에 있어서

된 바 있다.15,19-22) 더욱이 이 부위에서 기능적으로도 정신

는 남성이 다소 많았다(56：44%). DSM-Ⅳ에 의한 정신

분열병과 관련이 있는 dysbindin(DTNBP1)이라는 후보 유

분열병환자의 아형은 편집형이 64명(62.1%)으로 가장 많

전자가 발견되고, 연합연구들을 통해 이 유전자의 다형성이

았고, 해체형이 17명(16.5%), 감별불능형이 22명(21.4%)

병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시사되고 있다.23-25) 그러나

이었으며 그 외의 아형은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 대상 46

이러한 연관 소견을 보인 대상군과 유사한 인종을 대상으

가계는 모든 표지자에서 멘델의 법칙을 만족시켰다. 각 가

로 한 다른 가계 연구들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

계에서 나타난 질병분포양상 및 가족관계를 살펴보면, 한

기도 했다.11,14,26-31) 또한 한국과 인접한 국가의 연구들에

가족 내 2명의 환자가 포함된 경우가 35가계이고 3명의 환

서도 정신분열병과 6p24~22 부위의 연관을 재현하지 못

자가 포함된 경우는 11가계였다. 표현형 정의에 따른 가계

했다.26,42) 일본인 환자 형제쌍을 대상으로 한 전체 유전체

수와 대상자 수는 표 1과 같았다.

탐색에서 6번 염색체 부위의 연관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

단일 지점 분석(single point analysis) 결과, 세 가지 표
현형 및 네 가지 표지자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

으며,26) 대만 가계의 연관 분석에서 6p21~24 부위에서 유
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42)

을 발견할 수 없었다(표 3). 다지점 분석(multi-point ana-

이러한 연구 결과들의 불일치에 대해서는 우선, 일부 연

lysis)에서도 대상군들에 대해 연관을 보이는 미세위성 표

구들이 위양성이나 위음성 결과를 초래했을 가능성도 물론

지자는 나타나지 않았다(그림 1).

배제할 수 없다. 두번째로, 정신분열병의 소인 유전자는 복
수 혹은 다수가 될 것으로 추정되며, 개개의 소인 유전자가

고

찰

발병에 기여하는 정도나 빈도는 인구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유전자의 기여가 적은 인구집단

정신분열병과 같은 발병 기전을 알지 못하는 복합유전질

에서는 이 부위의 관련성이 연관분석을 통해 나타나기 어

환의 소인 유전자를 탐색하는 효율적인 접근 방법은, 가계

려울 수 있다. 셋째, 인구집단의 인종적, 민족적 동질성과 연

를 대상으로 한 연관 분석을 통해 부위를 좁히고, 여기서

관 불균형(linkage disequilibrium) 양상 등 유전 역학적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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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따라서도 특정 소인 유전자 부위에서 연관이 성공적

분석에 정확한 모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단일

으로 발견될 수 있는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염기다형성 표지자를 사용한 연관분석을 통해 미세위성표

현 진단기준에 근거한 정신분열병 전체 보다는 특정 아형

지자 분석에서 나온 결과가 재검증 되어야 할 것이다.

이나 소그룹에서 이 부위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결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광의 및 협의의 진단기준으로 표현

론

형 정의를 달리하여 적용하였고, 원인론적으로 보다 동질적
인 아형으로 환청을 보이는 소그룹 만을 대상으로 분석하
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정신분열병의 소인 유전자좌(susceptibility loci)
를 찾기 위한 연관 분석(linkage analysis) 연구로, 백인종 대

본 연구의 결과는 6p24~22 부위가 한국인 가족성 정신

상의 연구에서 수 차례 연관이 재현된 6p24~p22에 대해 한

분열병에서 주요 소인 유전자 부위가 아님을 시사한다. 그

국인 정신분열병 가계를 대상으로 연관 여부를 검증하였다. 2

러나, 기존 연구 결과들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를 앞서 분석

차 친척 이내에 두 명 이상의 정신분열병 환자를 포함하는 46

했듯이, 정신분열병과 같은 복합유전질환을 대상으로 한 연

가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환된 사례 103명을 포함하여

관분석에서 이처럼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을 경우, 이 부위

156명의 가족 구성원이 연구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연관 분석

가 병과 연관이 없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정

을 위한 표지자로는 6p24.3~22.3에서 4.8 cM 내외 간격으로

신분열병의 소인 유전자들이 발병에 기여하는 정도나 빈도

4개의 미세위성 표지자를 선정하여 유전형을 분석하였다. 이

는 인구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유럽, 북미

환된 친척쌍 간의 대립유전자 공유도를 비모수적 연관 분석을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질병과의 연관 소견을 보고한 연

통해 산출하였다. 단일 지점 분석 결과, 4개의 표지자에 대해

구들과는 차이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차

모든 표현형의 등급에서 유의미한 연관을 보이는 부위가 확인

이는, 같은 동북아권으로 한국과 비교적 인종적으로 유사할

되지 않았다. 다지점 분석 결과에서도 연관을 나타내는 부위는

것으로 고려되어지는 인접 국가인 일본과 대만의 연구 결과

나타나지 않았다.

에서도 나타났는데, 유전 역학적 특성에 따라 연관이 발견
될 확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또한, 연구의 사례수 증가를 통해 통계적 검증력을 향상
시킬 경우,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편 유전자 전달방식, 해당 유전자가 발병에 기여하는 정도

Dysbindin 유전자를 포함하여 정신분열병의 유전적 감
수성을 가진 부위로 알려진 6p24.3~22.3 염색체에 대해 국
내의 정신분열병 환자 가계에서는 연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중심 단어：정신분열병·연관 연구·6p24.3-22.3 염색체.

등을 모르는 상태에서 특정 부위에 존재하는 실제의 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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