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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장애 환자에서 자살 시도와 트립토판 수산화 효소(Tryptophan Hydroxylase)
A218C 유전자 다형성과의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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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ion Between Suicide Attempts in Patients With Depressive Disorder and
Tryptophan Hydroxylase A218C Polymorph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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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Several lines of evidence suggest the serotonergic dysfunction involved in the biological susceptibility of suicide.
Tryptophan hydroxylase (TPH), the rate-limiting enzyme in the biosynthesis of serotonin, plays a vital role in serotonin metabolism. In a case-control study, we investigated whether the TPH gene was a susceptible factor for suicidal behavior in
depressive patients.
Methods：The subjects were 218 depressed patients who attempted suicide and visited emergency rooms in multi-medical
centers. One hundred thirty hospitalized non-suicidal depressed patients and the 161 normal controls were matched with the
suicidal group. Individuals in all 3 groups were evaluated independently by a Structured Clinical Interview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a DSM-IV criteria diagnosis (SCID). The severity of depressive symptoms was evaluated using Hamilton depression rating scale (HDRS).
Results：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genotype distributions and allele frequencies of TPH intron 7 A218C polymorphisms among 3 groups. Furthermore,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genotype counts and allele frequencies of the polymorphisms was found among lethal suicidal depressed patients, non-suicidal depressed patients and the normal controls.
Conclusion：This study suggests that the A218C polymorphism of the TPH gene is unlikely to have a major effect on the
susceptibility of suicidal behaviors in depressive patients.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08;47(2):142-152)
KEY WORDS：Suicide·Tryptophan hydroxylase (TPH)·Depression·Association study.

서

론

이는 인구 10만 명당 26.1명이 자살로 사망한 것으로 추
산되고, 전체 사망 원인 순위 중 자살이 4번째에 해당되며,

자살은 정신질환에 의한 주요 사망원인 중 하나이고 흔
1)

히 발생한다.

2)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수준

2006년 9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 에 의

의 자살률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은 특히 우울장애에 의

하면 2005년 자살한 사람은 총 12,047명으로 집계되었다.

한 증상 혹은 결과로 인식되어 왔는데, 우울장애 환자의
15~20%가 자살 시도 후 사망하기 때문에 자살의 다양한

접수일자：2008년 1월 3일 / 심사완료：2008년 3월 6일
Address for correspondence
Yong-Ku Kim, M.D., Ph.D. Department of 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Korea University, Ansan Hospital, 516 Gojan 1-dong, Danwon-gu, Ansan
425-707, Korea
Tel：+82.31-412-5140, Fax：+82.31-412-5144
E-mail：yongku@korea.ac.kr
This study was supported by a grant from the Korea Health 21 R&D Project,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Republic of Korea (A040042).

142

원인 중 우울장애와의 연관성이 대두되고 있다.3)
지금까지 많은 신경생물학 연구에서 자살 행동은 인간
의 정서와 관련된 신경전달물질 특히 세로토닌계의 기능
이상과 연관성을 나타내어1) 주로 세로토닌 조절 효소[예
로 트립토판 수산화 효소(Tryptophan hydroxylase, 이
하 TPH), 세로토닌 대사산물(metabolites), 세로토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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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체(receptor), 그리고 세로토닌 수송체(transporter)]

-p14)에 존재하여 장(gut), 솔방울샘(pineal gland), 지

등에 대하여 연구되어 왔다.

라(spleen), 그리고 가슴샘(thymus) 등에서 발현한다.

자살 환자의 뇌 내 단가아민 또는 대사산물 연구는 1960

TPH 유전자는 2개의 이소체(isoform)로 존재하여 TPH1

년대 중반부터 사후 부검을 통해 연구 결과가 보고되기 시

유전자와 TPH2 유전자가 있는데9) TPH1 유전자 다형성

작하여 자살 시도자를 대상으로 뇌 내의 단가아민과 대사

은 세로토닌 신경원에서 TPH 단백질의 양에 영향을 미

산물을 조사한 연구4)에서 정상인에 비해 뇌간에서의 세로

친다고 인간 연구10)에서 보고되고 있는 반면 TPH2 유전

토닌과 5-hydroxyindole acetic acid(이하 5-HIAA)

자는 신경계에서 현저한 발현을 나타내고 있다는 쥐에 대

농도가 낮은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임상적 진단보다는 자

한 mRNA 연구보고11)만 주로 있다. 그리하여 자살의 연합

살 시도 자체와 관련한 생물학적 변화의 모형으로 제기되

연구는 인간의 TPH1 유전자 다형성에 집중되고 있어 본

었다.

연구도 TPH1 유전자 다형성에 대한 연구이다. TPH1 유

Asberg5)에 의하면 뇌척수액에서 5-HIAA의 농도 저

전자는 일곱 번째 인트론의 218번(A218C) 부위와 779번

하를 보이는 우울환자는 정상 농도 환자보다 더 많은 자살

(A779C) 부위의 유전자 다형성이 연구되고 있어 두 유전

시도 경향성을 보이고 자살 방법도 더 치명적이라고 했다.

자 다형성 간에는 강력한 연관 불균형(linkage disequili-

6)

최근 Mann 등 은 자살 계획과 치명적인 자살 시도가 있

brium)이 관찰된다.12)

는 경우에 뇌척수액에서 5-HIAA 농도가 낮았으며, 동

Jönsson 등13)의 연구 보고에 의하면 세로토닌계의 활

시에 세로토닌 기능을 측정하는 펜플루라민에 의한 프로

성 저하와 218A 대립 유전자 사이에 연관성이 있어 UU

락틴 반응이 저하되어 자살 시도의 치명도와 세로토닌 활

(218A/218A)와 UL(218A/218C) 유전자형이 뇌척수

성도의 연관성을 제시하였고, 뇌척수액에서 5-HIAA 농

액에서 5-HIAA 농도 저하를 나타내며 U 대립 유전자를

도가 자살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하였다.

가지는 사람에게서 펜플루라민에 의한 프로락틴 반응이 저

가계 연구에서 자살의 가족력이 없는 집단보다 가족력

하되어 있었다. 또 다른 유전자 다형성(A779C)이 뇌척

이 있는 집단에서 유의미하게 자살 시도가 빈번함을 제시

수액에서 5-HIAA 농도와 연관성이 확인되면서14) 이런

하고 있고,7) 최근 주요우울장애를 가진 환자에서 자살 행

가운데 자살 행동에 기여하는 주요한 유전적 결정인자들이

동과 세로토닌계의 후보유전자 변이 사이에 관련성이 있

여러 연구를 통해 제시되고 있다.15) 즉 세로토닌의 활성 저

8)

음이 연합 연구를 통해 보고 되고 있어 이러한 소견은 유

하가 자살을 시도한 환자에게 나타나고 그런 활성 저하는

전 요소들이 세로토닌 활성에 영향을 끼쳐 자살 위험성을

일부 유전적 영향에 의하며, 결국 이와 같은 기전으로 자살

조절할 수 있다는 가설을 지지하고 있다.

행동이 유전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TPH는 세로토닌 생합성 과정에 작용하는 속도제한 효

TPH 유전자가 자살 행동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

소로 세로토닌 대사전환과 세로토닌에 의해 조절되는 행동

아래 많은 연구가 지속되어 Nielsen 등14)은 폭력 범죄자

과 연관되어 있다. 이와 같이 세로토닌과 연관된 유전자 중

의 자살 시도 병력이 TPH(A779C) 유전자 다형성과 연관

세로토닌 생성에 있어 속도제한 효소 역할을 하는 TPH를

성이 있다고 처음으로 보고하였고 Mann 등8)은 TPH 유

부호화하는 유전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즉, 음

전자 다형성이 우울 환자의 자살과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

식물을 통해 혈중으로 흡수된 트립토판은 혈액-뇌 장벽

하였다.

을 통과한 뒤 뇌의 트립토판 수송 펌프에 의해 시냅스 전

우울장애와 같은 기분장애나 자살 행동의 원인으로 TPH

뉴론에 흡수된다. 그리고 트립토판은 TPH에 의해 5-hy-

유전자 변이가 일부 연합 연구에서 밝혀지면서 TPH 유전

droxytryptophan(이하 5-HTP)으로 대사되고, 방향족

자가 자살의 후보 유전자로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왔고, 그

아미노산 탈카르복실효소에 의해 세로토닌으로 대사된다.

중 대부분의 신경 유전학연구는 2개의 인트론 7 단일염기

생성된 세로토닌은 시냅스전 소포에 저장되어 있다가 신

다형성(A218C, A779C)에 대한 연구였다.

경자극에 의해 시냅스로 분비되고, 시냅스 후 수용체에 작

다양한 TPH 유전자 다형성 연구16,17)가 있어 왔지만 자

용하며 단가아민 산화효소나 catechol-O-methyltrans-

살과 TPH 유전자 다형성에 대한 연합 연구는 상반된 결

ferase(이하 COMT)에 의해 분해된다. 따라서 세로토닌

과를 내고 있다. 핀란드의 알코올 중독 폭력 범죄자의 자살

의 생성에 관여하는 TPH 유전자는 자살의 병태생리를 연

병력은 A779C(779C 대립 유전자) 유전자 다형성과 연관

구하는데 중요한 유전자로 볼 수 있다.

되어 있다는 보고14)가 있는 반면, 이후의 연구8)에는 779A

TPH 유전자는 11번 염색체의 단완(short arm, 11p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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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보고되었다. 이전의 Nielsen 등의 초기 보고14)는 대

진단된 218명(남자 70명, 여자 148명)이었다. 자살 시

규모의 연구18)로 확인되어 TPH 유전자 주위의 기능적

도가 없었던 우울장애 환자군은 동일 기간에 주요우울장애

변이(functional variant)가 자살성(suicidality)이나 다른

진단하에 일 대학병원 정신과 병동에 입원한 환자로 1회

세로토닌에 의한 행동들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

이상의 우울 삽화 중 자살시도가 없었던 130명(남자 41명,

19)

20)

나 Bellivier 등 과 Kunugi 등 은 A779C 유전자 다형

여자 89명)을 선정하였다. 또한 정상 대조군은 동일한 일

성과 강력한 연관 불균형을 이루는 TPH A218C 유전자

대학병원에서 정기건강검진을 위해 내원한 161명(남자 65

다형성이 자살과 연관성이 없다고 보고했다. 이와 같이 대

명, 여자 96명)을 선정하였다. 정상 대조군에서 현재 신체

부분의 연구가 위의 두 유전자 다형성에 대해서 연구되어

질환 또는 정신과적 질환이 있거나 자살의 기왕력이 있는 자

오고, 특히 TPH 유전자 A218C 단일염기다형성에 대해서

는 모두 배제되었다.

연구가 많았지만 상반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한국은 최근에 자살이 급증하고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
고 국내에서 정신분열병 환자의 자살 시도와 TPH A218C

대상자들에게 연구와 관련된 모든 과정들은 상세하게 설
명한 후 동의서를 받았다. 본 연구는 각 의과대학 윤리위
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21)

유전자 다형성 연구 외에 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
이와 같이 자살과 세로토닌은 밀접한 관련성이 제시되

방 법

고 있는데, 가계 연구, 쌍생아 연구, 양자 연구를 통해 자
살의 유전적 소인이 제안되고 있고, 다양한 세로토닌 체

임상 평가

계의 후보유전자 변이에 대한 연합연구도 진행되고 있지

대상자들의 기본적인 인구학적 정보와 정신과적 병력,

만, 각 연구마다 진단의 일관성, 연구대상의 수, 인종간의

내·외과적 병력, 자살 시도의 과거력과 자살 시도의 가

차이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일관되지 못한 결과가 도출될 가

족력 등을 알아보기 위해 구조적인 면담이 이루어졌다.

능성도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 국내에서 자살이 급증하

자살 시도 우울장애 환자군과 자살 시도가 없었던 우울

고 있어 자살과 관련한 유전학적 연구로 세로토닌에 대한

장애 환자군은 정신과 전문의에 의해 DSM(Diagnostic

영향이 좀 더 명확히 밝혀진다면 정신장애 환자는 물론 일

and Statistical Manual)-Ⅳ의 제 1축 장애의 구조화된

반인의 자살 경향을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

임상적 면담(Structured Clinical Interview for DSM-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국내의 자살을 시도한 우울장애

Ⅳ, 이하 SCID)22)에 기초한 임상적 면담으로 진단적 평

환자군, 자살 시도가 없었던 우울장애 환자군, 그리고 정

가를 받았으며, 이들 모두는 DSM-IV23)의 진단 기준에

상 대조군에서 TPH 인트론 7의 A218C 유전자 단일염

의해 주요우울장애로 진단되었다. 우울장애 환자에 대한 객

기다형성 빈도를 비교함으로써 자살 시도와 TPH 유전자

관적인 평가는 해밀턴 우울증 척도(Hamilton depression

의 연관성을 규명하여 TPH 유전자 다형성이 자살 행동

rating scale, 이하 HRDS)24)를 통해 이루어졌다.

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고자 하였다.

자살 시도의 방법에 따른 분류는 Heilä 등25)의 연구에

또한 치명적인 방법으로의 자살 시도자는 비치명적인 방

사용되었던 방법에 의거하여 약물의 과량복용(drug over-

법으로의 자살 시도자보다 세로토닌 기전에 의해 더 많은

dose), 손목자해(superficial wrist cutting) 익사 시도

영향을 받아 자살의 치명도(lethality)와 관련하여 더욱 균

(drowning) 가스 질식사 시도(gas suffocation) 등을 비

질성(homogeneousness)을 갖고 TPH 유전자 변이가 더

치명적인 방법으로 분류한 반면, 제초제 또는 독극물 음독,

욱 뚜렷해 질 것을 감안하여 치명도가 높은 방법으로 자

외과적 수술을 요하는 심한 절개(deep laceration), 투신

살을 시도한 우울장애 환자에서 TPH 유전자 다형성과 자

(jumping from heights), 목맴 시도(hanging), 방화(burn-

살 시도와의 연관성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ing) 등을 치명적인 방법으로 구분하였다.
자살 시도의 치명도 평가는 환자의 자살 시도 상황을 토

방

법

대로 다음의 척도를 사용하여 자살 시도의 치명도를 평가
하였다. 자살 시도의 치명도 평가척도(Lethality of Suicide

대 상

Attempt Ratings Scale, 이하 LSARS)26)는 0~10점의

자살 시도 우울장애 환자군은 2004년 5월부터 2007년

연속선상에서 자살 시도의 치명도를 평가하기 위해 고안되

5월까지 자살 시도 직후에 서울, 경기, 충남, 전남 지역 대

었다. 9개의 예시 문항과 세분화된 상대적 약물 치명도 표

학병원의 응급실로 내원한 환자 중 주요우울장애 환자로

를 사용하게 된다. 또한 이 척도는 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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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도 특별한 훈련 없이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살 시도 당시 및 직후 상황과 필요한 치료 강도를 고
려하며 치사성이 높다고 평가될수록 점수가 LSARS 점
수가 상승한다. Berman 등27)은 이를 개정하여 LSARSII를 발표하였다. 약물 및 화학물질 목록과 체중에 따른
흡수의 치명범위(캡슐, 알약, 온스 단위로)를 마련하여 척
도를 갱신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LSARS-II를 사용하

←

881 bp

←

544 bp

←

337 bp

였고 이 기준에 의해 5점 이상의 치명도를 나타낸 경우
치명적인 자살 시도로 간주하였다.

DNA 추출
유전자 분석을 위하여 환자군과 정상대조군의 정맥혈
을 1 ml를 채취하여 EDTA로 응고를 방지한 다음, DNA
를 추출하기 전까지 -20℃에 보관하였다. DNA 추출은
Wizard Genomic DNA Purfication Kit(Promega)를 이
용하였다. 450 μl의 혈액에 세포용해 완충액 1.35 ml를
가하고 잘 섞은 후 20초간 원심 분리하여 상층액은 버리
고, 핵융해 완충액 450 μl를 가한 다음 단백질 침전 용액
150 μl를 넣어서 잘 섞은 후 4분 동안 원심 분리하였다.
그 후 상층액을 따서 1.5 ml tube에 넣고 여기에 isopro-

M

A/A

A/C

C/C

Fig. 1. Detection of the TPH A218C polymorphism. TPH C allele
was cleaved into fragements of 337, 544 bp while A allele was
un-cut (881 bp). M：DNA marker, bp：base pair.

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반응이 끝난 후 ethidium bromide로 염색한 다음 2%
agarose gel에서 전기 영동하여 UV 투과 조영기(transilluminator) 위에서 관찰하였다. 881 bp 띠(band)만 보이면
A(218A) 대립 유전자, 544 bp와 337 bp 두 개의 띠가
보이면 C(218C) 대립 유전자로 판정하였다(그림 1).

panol 450 μl를 첨가하고 침전물이 생길 때까지 잘 섞은

GTGGCTGGTTACTT-3’
, reverse 시발체는 5’
-CA

자료처리 및 분석
자살 시도 우울장애 환자군, 자살 시도가 없었던 우울
장애 환자군, 그리고 정상 대조군의 평균값 비교는 일원
량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시행하였고 자살 시
도 유무에 따른 두 군의 우울장애 환자군의 평균값 비교
는 t-검정(test)을 사용하였다. 세 군의 유전자형과 대립
유전자의 빈도를 조사하여 chi-square 검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더욱이 연령과 성별에 대한 치우침(bias)을
보정하기 위해 chi-square 검정 후에 다중 로지스틱 회
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CGCTGCAGTGCTTAACAT-3 ’로 제작하였다. PCR

유전자형의 분포를 Hardy-Weinberg 평형의 예측치

은 genomic DNA 100 ng, 2.5 mM Ex dNTP mixture,

와 비교하여 편위 여부를 확인하였다. 모든 통계의 유의

5 unit Ex Tag polymerase, 10x Ex Tag buffer(all Ta-

수준은 0.05 미만으로 양측 검증을 시행하였고, 통계 분석

KaRa, Japan)에 10 pmole 각 시발체를 섞어 총 용량이

은 윈도우용 SPSS 12.0을 사용하였다.

뒤 3분 동안 원심 분리하였다. 상층액을 버리고 70% ethanol 450 μl로 DNA를 세척한 후 3분 동안 원심분리 하
였다. 상층액을 버리고 말린 후 멸균된 물에 녹여 중합효소
연쇄 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이하 PCR)에
사용하기 전까지 -20℃에 보관하였다.

TPH A218C 유전자 단일염기다형성의 유전형 분석
TPH 유전자의 인트론 7에 있는 A218C 염기서열이
증폭되도록 forward 시발체(primer)는 5 ’-CGTCCT

50 μl가 되게하였다. PCR thermocycler(GeneAmp PCR
system 2700, Applied Biosystems, Foster city CA

결

과

94404 USA)를 사용하여 94℃에서 5분을 유지한 후 변
성(denaturation)은 94℃에서 30초, 56℃에서 30초,

인구학적 특성 및 임상특성

72℃에서 30초로 35회 반복한 후, 확대(extension)를

자살 시도 우울장애 환자군, 자살 시도가 없었던 우울

극대화하기 위해 72℃로 5분을 유지하였다. 881 bp 크

장애 환자군, 그리고 정상 대조군은 성별에서 유의미한 차

기의 증폭된 PCR 산물을 NheI 제한효소와 37℃에서 2

이를 보이지 않았다(χ2=3.665, df=2, p=0.160).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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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령은 세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F=

이었으며 정상대조군(161명)에서 각각 49명(30.4%), 68명

20.83, df=2, p<0.001). 자살 시도 우울장애 환자군과

(42.2%), 44명(27.3%)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

자살 시도가 없었던 우울장애 환자군의 발병 연령에서(t=

았다(χ2=2.046, df=4, p=0.727). 대립 유전자의 빈도는

2.350, p=0.020)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자살 시도 우울장

자살 시도 우울장애 환자군에서 A 대립 유전자와 C 대립

애 환자군이 더 이른 발병 연령을 보였으나 이환 기간에서

유전자가 각각 51.6%, 48.4%이었고 자살 시도가 없었던

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t=1.841, p=0.067). HRDS

우울장애 환자군에서 각각 50.4%, 49.6%였으며 정상대

에 의한 우울증상의 심각도는 자살 시도 우울장애 환자군

조군에서 각각 51.6%, 48.4%로 역시 유의미한 차이는 보

보다 자살 시도 없었던 우울장애 환자군에서 더 심한 정도

이지 않았다(χ2=0.112, df=2, p=0.946)(표 2).

를 나타냈다(t=3.166, p=0.002)(표 1).

연령과 성별에 대한 치우침을 보정하기 위해 chi-squ-

자살 시도 우울장애 환자군의 시도 방법을 살펴보면, 8

are 검정 후에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지만

명의 결측치를 제외하고서 수면제 또는 정신과 약물의 과

TPH 유전자형과 대립 유전자 빈도의 결과는 다르지 않

다복용 117명(55.7%), 손목자해 11명(5.2%), 외과적 수

았다. 자살 시도 유무에 따른 두 군의 우울장애 환자군에

술을 요하는 심한 절개 27명(12.9%), 제초제 또는 독극물

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던 발병 연령과 우울 증상의 심

음독 40명(19.0%), 목맴 시도 8명(3.8%) 투신 1명(0.5%),

각도 등에 대한 치우침을 보정하기 위해 chi-square 검

익사 시도 1명(0.5%), 가스 질식사 시도 1명(0.5%) 등

정 후에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지만 TPH 유

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 시도 우울장애 환자군 중 이전

전자형과 대립 유전자 빈도의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 자

자살 시도 과거력이 없는 환자는 124명(61.1%), 1회 45

살 시도 우울 장애 환자군(χ2=0.066, df=1, p=0.797),

명(22.2%), 2회 30명(14.8%), 4회 1명(0.5%), 5회 2

자살 시도가 없었던 우울 장애 환자군(χ2=0.123, df=1,

명(1.0%), 6회 1명(0.5%)이었다. 자살 시도 우울장애 환

p=0.726), 그리고 정상 대조군(χ2=3.841, df=1, p=

자군의 LSARS-II는 4.22±2.05점이었다.

0.050)의 유전자형 분포는 각각 Hardy-Weinberg 평
형으로 부터의 편위는 벗어나지 않았다.

자살 시도 우울 장애 환자군, 자살 시도가 없었던 우울
장애 환자군, 그리고 정상 대조군의 TPH 유전자형 분포
와 대립 유전자 빈도
자살 시도 우울장애 환자군(218명)에서 AA, AC, CC 유
전자형의 빈도는 각각 59명(27.1%), 107명(49.1%), 52명
(23.9%)이었고, 자살 시도가 없었던 우울장애 환자군(130
명)에서 각각 34명(26.2%), 63명(48.5%), 33명(25.4%)

치명적인 자살 시도 우울 장애 환자군, 자살 시도가 없었
던 우울 장애 환자군, 그리고 정상 대조군의 TPH 유전
자형 분포와 대립 유전자 빈도
치명적인 자살 시도 우울 장애 환자군(81명)에서 AA, AC,
CC 유전자형의 빈도는 각각 20명(24.7%), 44명(54.3%),
17명(21.0%)이었고, 자살 시도가 없었던 우울장애 환자군

Table 1.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icidal depressed patients, nonsuicidal depressed patients, and normal controls
Variables

Suicidal patients (n=218)

Nonsuicidal patients (n=130)

Normal controls (n=161)

p

32.1/67.9

32.1/67.9

40.4/59.6

0.160

34.3±10.0

0.000

21.8±02.8

0.067

Gender [M/F (%)]
Age (years)

38.8±14.7

44.7±15.5

Age of onset (years)

36.5±13.9

40.8±15.1

Duration of the illness (months)

37.2±60.0

56.9±81.0

BMI

21.5±03.2

22.2±03.5

0.232

HRDS

22.8±09.1

26.0±07.4

0.002

0.020

M/F：Male/Female, BMI：Body Mass Index, HRDS：Hamilton depression rating scale
Table 2. Genotype distributions and allele frequencies of the A218C polymorphism of the tryptophan hydroxylase gene in suicidal
depressed patients, nonsuicidal depressed patients, and normal controls
Genotypes (%)
A/A

A/C

C/C

Suicidal depressed patients (n=218)

59 (27.1)

107 (49.1)

52 (23.9)

Nonsuicidal depressed patients (n=130)

34 (26.2)

063 (48.5)

33 (25.4)

Normal controls (n=161)

49 (30.4)

068 (42.2)

44 (27.3)

146

p

0.727

Allele frequency (%)
A

C

225 (51.6)

211 (48.4)

131 (50.4)

129 (49.6)

166 (51.6)

156 (48.4)

p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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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명)에서 각각 34명(26.2%), 63명(48.5%), 33명

(55.7%), 15명(21.4%)이었고, 자살 시도가 없었던 우울

(25.4%)이었으며 대조군(161명)에서 각각 49명(30.4%),

장애 환자군(41명)에서 각각 12명(29.3%), 20명(48.8%),

68명(42.2%), 44명(27.3%)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

9명(22.0%)이었으며 대조군(65명)에서 AA, AC, CC 유

2

지는 않았다(χ =3.429, df=4, p=0.489). 대립 유전자

전자형의 빈도는 각각 21명(32.3%), 31명(47.7%), 13명

의 빈도는 치명적인 자살 시도 우울 장애 환자군에서 A 대

(20.0%)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χ2=1.657,

립 유전자와 C 대립 유전자가 각각 51.9%, 48.1%였고

df=4, p=0.798). 대립 유전자의 빈도는 자살 시도 우울

자살 시도가 없었던 우울장애 환자군에서 각각 50.4%,

장애 환자군에서 A 대립 유전자와 C 대립 유전자가 각각

49.6%였으며 정상대조군에서 각각 51.6%, 48.4%로 역

50.7%, 49.3%였고 자살 시도가 없었던 우울장애 환자

2

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χ =0.113, df=2,

군에서 각각 53.7%, 46.3%였으며 정상대조군에서 각각

p=0.945)(표 3).

56.2%, 43.8%로 역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χ2=

또한 5점 이상의 치명도를 보인 치명적인 자살 시도 우

0.804, df=2, p=0.669). 그리고 여자의 경우 자살 시도

울장애 환자군(81명)에서 AA, AC, CC 유전자형의 빈도

우울장애 환자군(148명)에서 AA, AC, CC 유전자형의 빈

는 각각 25명(30.9%), 39명(48.1%), 17명(21.0%)이었

도는 각각 43명(29.1%), 68명(45.9%), 37명(25.0%)이었

고, 자살 시도가 없었던 우울장애 환자군(130명)에서는 각

고, 자살 시도가 없었던 우울장애 환자군(89명)에서 각각

각 34명(26.2%), 63명(48.5%), 33명(25.4%)이었으며,

22명(24.7%), 43명(48.3%), 24명(27.0%)이었으며 정

정상대조군(161명)에서는 각각 49명(30.4%), 68명(42.2%),

상대조군(96명)에서 각각 28명(29.2%), 37명(38.5%),

2

44명(27.3%)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χ =

31명(32.3%)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χ2=

2.178, df=4, p=0.703). 대립 유전자의 빈도는 치명적인

2.716, df=4, p=0.606). 대립 유전자의 빈도는 자살 시

자살 시도 우울장애 환자군에서 A 대립 유전자와 C 대립

도 우울장애 환자군에서 A 대립 유전자와 C 대립 유전자

유전자가 각각 54.9%, 45.1%였고 자살 시도가 없었던

가 각각 52.0%, 48.0%이었고 자살 시도가 없었던 우울

우울장애 환자군에서는 각각 50.4%, 49.6%이었으며 정

증 환자군에서 각각 48.9%, 51.1%였으며 정상대조군에

상대조군에서는 각각 51.6%, 48.4%로 역시 유의미한 차

서 각각 48.4%, 51.6%로 역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2

이는 보이지 않았다(χ =0.854, df=2, p=0.653)(표 4).

않았다(χ2=0.758, df=2, p=0.685)(표 5).

성별에 따른 자살 시도 우울 장애 환자군, 자살 시도가
없었던 우울 장애 환자군, 그리고 정상 대조군의 TPH 유
전자형 분포와 대립 유전자 빈도
남자의 경우 자살 시도 우울장애 환자군(70명)에서 AA,

성별에 따른 치명적인 자살 시도 우울 장애 환자군, 자살
시도가 없었던 우울 장애 환자군, 그리고 정상 대조군
의 TPH 유전자형 분포와 대립 유전자 빈도
남자의 경우 치명적인 자살 시도 우울장애 환자군(38명)

AC, CC 유전자형의 빈도는 각각 16명(22.9%), 39명

에서 AA, AC, CC 유전자형의 빈도는 각각 8명(21.6%),

Table 3. Genotype distributions and allele frequencies of the A218C polymorphism of the tryptophan hydroxylase gene in lethal
suicidal depressed patients, nonsuicidal depressed patients, and normal controls (by method)
Genotypes (%)
A/A

A/C

C/C

Lethal suicidal depressed patients (n=81)

20 (24.7)

44 (54.3)

17 (21.0)

Nonsuicidal depressed patients (n=130)

34 (26.4)

63 (48.8)

33 (25.4)

Normal controls (n=161)

49 (30.4)

68 (42.2)

44 (27.3)

p

0.489

Allele frequency (%)
A

C

084 (51.9)

078 (48.1)

131 (50.4)

129 (49.6)

166 (51.6)

156 (48.4)

p

0.945

Table 4. Genotype distributions and allele frequencies of the A218C polymorphism of the tryptophan hydroxylase gene in lethal
suicidal depressed patients, nonsuicidal depressed patients, and normal controls (LSARS≥5)
Genotypes (%)
A/A

A/C

C/C

Lethal suicidal depressed patients (n=81)

25 (30.9)

39 (48.1)

17 (21.0)

Nonsuicidal depressed patients (n=130)

34 (26.2)

63 (48.5)

33 (25.4)

Normal controls (n=161)

49 (30.4)

68 (42.2)

44 (27.3)

p

0.703

Allele frequency (%)
A

C

089 (54.9)

073 (45.1)

131 (50.4)

129 (49.6)

166 (51.6)

156 (48.4)

p

0.653

LSARS：Lethality of Suicide Attempt Ratings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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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Genotype distributions and allele frequencies of the A218C polymorphism of the tryptophan hydroxylase (TPH) gene in
suicidal depressed patients, nonsuicidal depressed patients, and normal controls according to sex
Male
Suicidal
patients
(n=70)

Non-suicidal
patients
(n=41)

Female
Normal
controls
(n=65)

Suicidal
patients
(n=148)

Non-suicidal
patients
(n=89)

Normal
controls
(n=96)

A218C in the TPH gene genotype
AA

16 (22.9%)

12 (29.3%)

21 (32.3%)

043 (29.1%)

22 (24.7%)

28 (29.2%)

AC

39 (55.7%)

20 (48.8%)

31 (47.7%)

068 (45.9%)

43 (48.3%)

37 (38.5%)

CC

15 (21.4%)

09 (22.0%)

13 (20.0%)

037 (25.0%)

24 (27.0%)

31 (32.3%)

p

0.798

0.606

Allele
A

71 (50.7)%

44 (53.7)%

73 (56.2)%

154 (52.0)%

87 (48.9)%

93 (48.4)%

C

69 (49.3)%

38 (46.3)%

57 (43.8)%

142 (48.0)%

91 (51.1)%

99 (51.6)%

p

0.669

0.685

23명(62.2%), 7명(16.2%)이었고, 자살 시도가 없었던 우

단일염기다형성과 자살 시도와의 연관성을 연구하고자 하

울증 환자군(41명)에서 각각 12명(29.3%), 20명(48.8%),

였다.

9명(22.0%)이었으며 정상대조군(65명)에서 AA, AC, CC

자살 시도 우울장애 환자군, 자살 시도가 없었던 우울

유전자형의 빈도는 각각 21명 32.3%), 31명(47.7%),

장애 환자군, 정상 대조군 간에 TPH A218C 유전자형 분

2

13명(20.0%)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χ =

포 및 대립 유전자의 빈도에 유의미한 차이나 경향성은 관

2.047, df=4, p=0.727). 대립 유전자의 빈도는 자살 시

찰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세 군 사이에 TPH 유전자 다

도 우울장애 환자군에서 A 대립 유전자와 C 대립 유전

형성의 차이가 없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본 연구와 일치하

자가 각각 51.3%, 48.7%이었고 자살 시도가 없었던 우

는 다른 연구들과 함께 TPH 유전자 A218C 단일염기다

울장애 환자군에서 각각 53.7%, 46.3%였으며 정상대조

형성만으로는 자살 행동의 발병이나 취약성에 유의미한 영

군에서 각각 56.2%, 43.8%로 역시 유의미한 차이는 보

향을 미치지 못함을 시사한다.

이지 않았다(χ2=0.464, df=2, p=0.793). 그리고 여자

Nielsen 등14)이 TPH 유전자 다형성은 핀란드의 알코

의 경우, 자살 시도 우울증 환자군(43명)에서 AA, AC,

올 중독 폭력 범죄자의 자살 병력과 연관되어 있다고 처

CC 유전자형의 빈도는 각각 12명(27.9%), 21명(48.8%),

음 보고한 이후 다양한 정신질환과 인종을 포함한 많은 연

10명(23.3%)이었고, 자살 시도가 없었던 우울장애 환자

구에서 이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들은

군(89명)에서 각각 22명(24.7%), 43명(48.3%), 24명

TPH 유전자형이 충동적 행동(impulsive behaviour)을

(27.0%)이었으며 정상대조군(96명)에서 각각 28명(29.2%),

보이는 인간의 뇌척수액에서 5-HIAA 농도와 유의미한

37명(38.5%), 31명(32.3%)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

연관성이 있고 TPH 유전자 변이 또한 치명도가 높은 자

2

지는 않았다(χ =2.560, df=4, p=0.727). 대립 유전자

살 시도와 연관되었으며, 이는 TPH 유전자 변이가 뇌척

의 빈도는 자살 시도 우울장애 환자군에서 A 대립 유전

수액에서의 5-HIAA 농도에 영향을 미치어 자살 행동의

자와 C 대립 유전자가 각각 52.3%, 47.7%이었고 자살 시

소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경 생물학 연구는

도가 없었던 우울장애 환자군에서 각각 48.9%, 51.1%

자살 행동이 세로토닌계의 기능 이상과 연관성을 갖고 인

였으며 정상대조군에서 각각 48.4%, 51.6%로 역시 유의

간의 TPH 유전자의 촉진자(promoter)와 인트론 7 위치

2

의 유전자 변이가 유전자 전사(transcription)를 조절하기

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χ =0.385, df=2, p=0.825).

때문에, 위의 두 유전자자리(loci)가 TPH 유전자에서 널

고

찰

리 연구되었지만 결과는 다양하게 나왔다.
대부분의 연구는 TPH 유전자 A218C 단일염기다형성

본 연구는 한국인에서 우울장애 환자만을 대상으로 TPH

에 대한 연구로 유럽의 다기관 연구28)나 Abbar 등29)의 연

유전자 인트론 7의 A218C 단일염기다형성과 자살 행동

구에서 우울장애 환자군의 자살 시도와 A218 대립 유전자

사이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였고, 치명도가 높은 방법으

의 빈도수 증가(또는 218C 대립 유전자의 빈도수 감소)

로 자살을 시도한 우울장애 환자에서 TPH 유전자 A218C

의 연관성을 보고하였다. 아시아의 연구에서 보면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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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21)로 자살을 시도한 정신분열병 환자에서 218C 동

장애 환자와 한국의 정신분열병 환자의 자살 시도와 연관

형접합체(homozygotes) 유전자형의 빈도가 높았고 대만

성을 보고했지만 Tsai 등30)의 연구는 우울장애 환자군의

연구는 자살을 시도한 단극성 우울장애 환자에서 A218

표본(sample)수의 한계점이 있고 Hong 등38)은 대만의

동형접합체(homozygotes) 유전자형의 빈도가 높았다.30)

정신분열병 환자의 자살 시도와 TPH A218C 유전자 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와 상반되게 자살과 TPH 유전자

형성의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본

다형성의 연관성을 보고한 위의 연구들은 많은 제한점이

연구를 포함한 대규모의 집단을 대상으로 한 아시아권 연

14,18)

있었다. Nielsen 등

17)

의 연구나 Rotondo 등 의 연구

구들은 자살자나 자살을 시도한 정신질환자의 TPH 유전

에는 자살 시도 유무에 따른 알코올 중독 범죄자에서의 비

자 A218C의 유전자형 분포와 대립 유전자 빈도는 정상

교이고 정상 대조군과의 비교가 아니라는 한계점이 있고

대조군과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28)

유럽 다기관 연구 도 다중 통계적 검정 방법을 시행했을
때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살 행동의 치명도와 세로토닌의 기능 저하 수준이 관련
이 되어 있어 치명적인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은

다양한 정신질환에서의 자살 행동과 A218C 단일염기다

뇌 척수액에서 5-HIAA가 농도가 특히 낮고39) 자살로 사

형성의 관련성을 보고한 다수의 연구에서 본 연구의 결과

망한 사람은 자살 시도자보다 자살의 치명도와 관련하여

와 일치하여 연관성이 없다고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 서

더욱 균질성을 갖기에 TPH 유전자 변이가 더욱 뚜렷할 것

부 유럽의 양극성 장애 환자,31) 영국의 기분장애 환자,32) 미

이라는 주장이 있어 왔다.

33)

국의 자살자,
34)

스웨덴 백색 인종(caucasian)의 자살 시

위의 가정이 많은 TPH 유전자 연구에도 적용되어 Ab-

헝가리의 자살자 에서의 A218C 단일염기다형

bar 등29)은 TPH 유전자 인트론 7 A218 대립 유전자와

성과 자살 행동이 연관성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본 연

자살 시도와 연관성이 있고 치명적인 자살 시도 우울장애

36)

구와 같은 아시아 인종을 대상으로 연구한 Ohtani 등

환자군에서 그 연관성이 뚜렷해진다고 하여 본 연구도 자

은 일본의 자살자와 TPH 유전자 다형성은 연관성이 없다

살 시도의 방법에 있어서 Heilä 등25)의 연구에 사용되었

고 결론지으면서 연관성을 보고한 다른 연구 결과와의 불

던 방법에 의거하였다. 또한 LSARS-II26)를 사용하여 이

일치에 대한 원인으로 인종적 차이의 가능성을 주장하였고

기준에 의해 5점 이상의 치명도를 나타낸 경우 치명적인

도자,

35)

37)

Shindo 등 도 일반 핀란드인과 일본인에서 TPH A779C

자살 시도로 간주하여 치명적인 자살 시도 우울장애 환자

유전자 다형성에 의한 인종에 따른 유전자형의 분포와 대

군, 자살 시도가 없었던 우울장애 환자군, 그리고 정상 대

립 유전자의 빈도 차이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나 일본 연구

조군의 TPH 유전자형과 대립 유전자 빈도를 비교하였지

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TPH 유전자 A218C 단일염기다

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본 연구와 같은 시

형성에서 유전자형이나 대립 유전자의 분포가 자살 시도

도로 Ono 등40)과 Stefulj 등41)도 자살자들을 대상으로 TPH

군과 대조군에서 차이가 없다는 결과는 연구 대상의 아시

A218C 유전자 다형성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Rujescu

아 인종과 백색 인종 사이에서 인종적 차이가 중요한 역

등42)도 다양한 정신질환에서의 자살 시도 환자군뿐만 아

할을 할 것이다.

니라 치명적인 자살 시도 환자군에서도 같은 연관성을 연

그리하여 본 연구와 같은 아시아 인종으로 이전 연구들

구했지만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했다.

에 참여하였던 자살자 또는 자살 시도자, 그리고 정상 대조

Rujescu 등42)은 TPH 유전자의 A218C 단일염기다형

군의 TPH 유전자 A218C의 유전자형 분포와 대립 유전

성의 연합 연구가 상반된 결과를 보이는 것은 자살 행동에

자 빈도를 비교 확인하였다. 본 연구와 네 개의 이전 일본

대한 TPH 유전자의 경미한 영향을 나타내기에는 각각의

연구들에서 자살자 또는 자살 시도자의 TPH A218C 유

단일 연구가 가지는 통계적 검정력이 불충분하고 TPH 유

전자 다형성에 대하여 chi-square 검정을 했을 때 유의미

전자 단일염기다형성은 연구 대상의 인종이나 정신질환과

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유전자형 분포：χ2=7.652,

인격성향과 같은 다양한 진단에 따라서 연관성의 차이를 나

2

df=6, p=0.265, 대립 유전자 빈도：χ =3.326, df=3,
p=0.344), 정상 대조군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2

않았다(유전자형 분포：χ =9.125, df =8, p=0.332 대
2

타낼 수 있기 때문이라 가정하였다.
그리하여 그들만의 연구 대상의 연합 연구와 더불어 백
색 인종의 많은 연구들을 비교하여 그 중 단 2개의 단일

립 유전자 빈도：χ =3.705, df=4, p=0.447). 반면에 같

연구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그들의 연구와 함께

은 아시아 인종에 대한 상반된 연구 결과로 Tsai 등30)과

다른 연구에서도 본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연관성을 밝

21)

Paik 등 은 TPH A218C 유전자 다형성과 대만의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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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TPH 유전자 A218 단일염기다형성 사이에서 강력한

고는 일배체형 분석이 병인 유전자 자리를 확인할 수 있

연관성을 입증하였다. 이후 또 다른 백색 인종을 대상으

는 통계적 검정력을 증가시키기에 추후 한국인을 대상으

43)

로 한 메타 분석 에서도 TPH A218C 유전자 다형성과

로 자살 시도에 대한 TPH 유전자의 다양한 일배체형 분

자살 행동과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위의 연구는

석으로 자살 행동의 소인으로서의 TPH 유전자의 역할을

백색 인종만을 포함한 메타 분석으로 아시아 인종에서 관

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련성을 밝히지 못했고 Lalovic과 Turecki44)는 아시안 인

TPH 유전자 변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하

종을 포함한 TPH 유전자 연구의 문헌 자료로 메타 분석을

나의 요인은 연구 대상의 성별이다. 자살과 TPH 유전자

수행했지만 자살 행동과 TPH 유전자 다형성 사이의 연관

변이와의 연관성을 나타내지 못한 연구17)는 남자만을 대

성을 밝히지 못했다. 이와 같이 자살 행동과 TPH 유전자

상으로 한 연구였고 연관성을 보고한 연구29)는 성비가

다형성 연구는 표본의 인종적 차이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같거나 밝히지 않은 연구이다. 이와 같이 자살 시도와 TPH

에 추후 연구로 자살 행동에 대한 원인에 대해 TPH 유전

유전자 다형성이 성별에 특정한 연관성을 나타낼 수 있어

자 변이를 연구하기 위해서 특히 한국인과 같은 아시안 인

본 연구에서도 각각 성별에 따라서 자살 시도 우울장애 환

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포함된 메타 분석이 필요하겠다.

자군, 자살 시도가 없었던 우울장애 환자군, 그리고 정상 대

A218C와 A779C 등과 같은 인트론 7 단일염기다형성

조군의 TPH 유전자형과 대립 유전자 빈도를 비교하였지만

들만으로는 TPH 유전자나 그로 인한 단백질(protein)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자살 행동과 TPH

치명적인 자살 시도 우울장애 환자군을 대상으로 한 성

유전자 주위에서의 다른 유전자 변이와의 연관성을 밝히

별에 따른 비교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남자가 여자에

16)

는 많은 연구가 있어 왔다. Han 등 은 TPH 유전자의

비해 자살의 동기가 될 수 있는 위험 요소 더 겪게 되나 오

부호 부위를 검색하여 exon 10에서 매우 드문 침묵 변이

히려 여자가 남자에 비해 더 많은 자살 시도가 있다는 점

(silent mutation)(T1095C)를 확인했지만 자살 시도와

에서 성별은 자살 행위에 있어 강력하면서도 복잡한 요인

17)

의 연관성을 없었다. Rotondo 등 은 촉진자 부위에서

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직은 일관된 연구 보

4개의 일반적인 단일염기다형성들(유전암호해독 개시부

고가 없기에 자살에 대한 유전적 취약성의 성별 차이에 대

(translation start side)：T-7180G, C-7065T, A-

해서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6526G, G-5806T)을 확인하였으며 같은 연구에서 자

본 연구는 단일 유전자 자리 분석이라는 한계가 있으나,

살을 시도한 범죄자들을 자살 시도가 없었던 범죄자들과

218명의 자살을 시도한 우울장애 환자와 130명의 자살

비교했을 때 자살 시도자들에서 -6526G 779C 일배체형

시도가 없었던 우울 장애 환자, 그리고 161명의 정상 대조

45)

의 빈도수가 높았다. Turecki 등 도 자살자에서 자살과

군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 대상의 숫자가 이전의 유사한 연

TPH 유전자 인트론 7의 A218C 다형성과 촉진자 부위

구들에 비해 비교적 많았다. 우울 장애의 진단에 국한된 환

(region)의 A-6526G와 G-5806T 다형성의 각각의 단

자와 치명적인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한 환자만을 대상으로

일 유전자 자리 분석에서 본 연구와 같이 연관성을 확인

하여 집단의 균질성을 높이려 하였다. 그러나, 아직 자살

하지 못하였으나 세 개 단일염기다형성 일배체형 분석에

행동에 대한 명확한 유전자는 불분명하고, 하나의 유전자

서 그 분포가 자살군과 정상 대조군 사이에서 유의미한 차

보다는 여러 유전자 및 다형성이 관여되었을 가능성이 높

이가 있었고, 특히 -6526G -5806T 218C 일배체형은

으므로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많은 어려운 문제점이 있을

자살자에게서 유의미하게 많이 나타났다. 즉, TPH A218C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아직 알려지지 않은 유전자 다형

유전자 다형성만으로는 아미노산 서열을 바꾸거나 유전

성의 영향도 고려해 보아야 하고 이 외에도 충동성 등에 대

자 전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TPH pre-mRNA 짜

한 임상적 변인이 자살행동과 관련이 있으므로, 이들 다양

깁기(splicing)에 변화를 주지 못하며 TPH cDNA에 의

한 위험 요인들과 자살행동 사이의 관련성과 각 위험 요인

12)

한 TPH 부호 부위에 어떠한 변이도 나타내지 못했다.

간의 상호 작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향후 입원

그러나 두 개의 촉진자 유전자 다형성이 단백질 결합을

환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과 중에 있는 우울장애 환자를

변화시키기도 하여 다수의 단일염기 다형성을 묶은 다양

대상으로 자살행동을 전향적으로 관찰함으로써, 우울 장애

17)

이와 같

에서 자살행동의 특징, 자살의 위험인자, 그리고 생물학적

이 인트론에서 단일 염기쌍 대체(single base-pair sub-

한 일배체형은 기능적 변이를 가져 올 수 있다.

표지자를 분석하고 자살의 예측인자를 찾아야 할 것이다.

stitutions)에 의해 발생하는 인간의 유전 질환을 제외하

본 연구에서 대규모의 환자-정상대조군을 대상으로 T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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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형 분포와 대립 유전자 빈도를 평가하였으며, 우울

중심 단어：자살·트립토판 수산화 효소·우울증·연합

장애 환자의 자살 시도와 TPH 유전자의 A218C 단일염

연구.

기다형성 간의 연관성은 입증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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