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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주요우울장애 환자들의 tryptophan hydroxylase-2  

유전자 다형성과 자살시도 및 성격특성의 유전적 연관성 

 

주요우울장애는 흔한 정신질환으로 자살위험이 높다. 

주요우울장애 환자들의 자살시도 위험은 충동-공격성과 

관련되는데, 세로토닌 시스템의 기능 저하가 우울증, 자살행동 및 

충동-공격성의 공통적인 생물학적 기전으로 제시되고 있다. 

Tryptophan hydroxylase-2(TPH2) 유전자는 뇌에서 세로토닌 

생합성에 관여하는 속도제한 효소인 TPH를 부호화시킨다. 본 

연구는 TPH2 유전자 변이가 주요우울장애 및 주요우울장애 

환자들에서의 자살시도 취약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TPH2 유전자 변이의 자살시도 취약성에 대한 

영향이 충동-공격성에 의해 매개되는지의 여부도 함께 규명하였다.  

본 연구는 주요우울장애 외래환자 195명(자살시도군 83명, 

비자살시도군 112명)과 정상 대조군 206명을 대상으로 TPH2 

유전자 프로모터의 단일염기다형성 rs4570625와 rs11178997, 

7번 exon의 rs7305115 유전자형, 일배체형과 주요우울장애, 

자살시도 및 충동-공격성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TPH2 유전자 단일염기다형성 rs7305115의 G/G 동종접합체와 

ATG 일배체형 빈도는 주요우울장애 환자군에서 대조군 보다 더 

높았다. Rs7305115 유전자형은 주요우울장애 발병을 예측하였지만 

(OR=1.97, 95% CI=1.24-3.11, p=0.004), 기분장애 가족력을 

통제한 후에는 이 관계는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다. 주요우울장애 

환자군에서 자살시도자들의 rs7305115 G/G 동종접합체 및 TGG 

일배체형 빈도는 비자살시도자들에 비해 유의하게 더 높았다. 

그리고 rs7305115 유전자형은 알코올 사용장애나 기분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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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력과는 독립적으로 주요우울장애에서의 자살시도 위험을 

예측하였다(OR=2.37, 95% CI=1.15-4.87, p=0.019). 그러나 TPH2 

유전자 프로모터의 단일염기다형성들과 주요우울장애, 자살시도 

간의 연관성은 각각 유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rs7305115 

유전자형에 따른 충동-공격성의 차이도 유의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TPH2 유전자 변이가 주요우울장애 및 

주요우울장애 환자들에서의 자살시도 취약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TPH2 유전자 변이에 따른 충동-

공격성의 정도에는 차이가 없어 충동-공격성이 TPH2 유전자 

변이의 매개체 역할은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는 

주요우울장애 발병 및 자살시도의 생물학적 원인기전을 규명하고 

자살위험이 높은 환자들을 규명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되는 말 : tryptophan hydroxylase-2 유전자, 단일염기다형성, 

일배체형, 주요우울장애, 성격, 자살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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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우울장애 환자들의 tryptophan hydroxylase-2  

유전자 다형성과 자살시도 및 성격특성의 유전적 연관성 

 

<지도교수 김 찬 형>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남  윤  영 

 

 

I. 서 론 

 

주요우울장애는 평생 유병률이 5-17%에 이르는 흔한 질환으로 신체질환, 

사회적 기능장애, 고치료 비용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1, 유전위험이 높은 질환이

다2. 특히 주요우울장애는 자살자들에서 가장 흔히 발견되는 질환으로3, 일반인 

보다 약 8배 정도 자살위험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4. 주요우울장애 환자의 경우, 

자살위험은 우울증이 심할수록5, 다른 정신질환이 동반될 때 높아진다6.  

기존 연구들에서 세로토닌 시스템 기능 저하가 우울증7과 자살 혹은 자살시

도와 같은 자살행동8, 공격-충동성9의 생물학적 기전일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시

되고 있다. 한편 자살행동은 정신질환의 유전과는 독립적으로, 또는 정신질환과 

함께 유전된다고 한다10. 그리고 개인의 자살행동에 대한 감수성은 충동-공격성

이라는 성격특성과 유전적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진다11. 왜냐하면 계보발단자

(proband)의 자살시도가 가족의 높은 충동-공격성과 관련되고12, 자살시도에 대

한 감수성의 유전은 정신질환과는 독립적으로 충동-공격성이라는 성격특질의 유

전에 의해 매개될 것으로 보고되었기 때문이다13,14. 따라서 기존 보고들을 종합

해 볼 때, 유전학적인 관점에서 세로토닌 시스템, 우울증, 충동-공격성의 관계를 

조사하는 것이 자살행동의 생물학적 기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

된다.  

Tryptophan hydroxylase(이하 TPH)는 세로토닌 생합성을 조절하는 속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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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효소로 우울증이나 자살, 다른 정신질환의 병태생리에 관련될 것으로 여겨진

다. 최근까지 TPH 유전자 변이와 정신병리 및 정신질환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

구는 주로 11번 염색체 단완(11p15.3-p16)에 위치한 유전자(이하 TPH1 유전

자)의 7번 intron의 단일염기다형성인 A218C와 A779C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었

다. TPH1 유전자 변이는 자살성15, 충동-공격성16,17, 자살시도18,19, 주요우울증과 

자살행동20, 주요우울증 환자의 자살행동21과 우울증상22 등에서 유전적 연관성이 

보고되었다. 그러나 다른 연구23-26에서는 TPH1 유전자와 우울증, 자살행동 사

이에서 유의한 연관성이 규명되지 않아 아직은 TPH1 유전자와 자살행동 및 주

요우울장애 발생 사이에 유전적 연관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불확실하다.  

최근 Walther 등27은 주로 뇌줄기(brain stem)에서 발현되며 11개 exon, 약 

93.5kb 정도의 크기로 12번 염색체 단완(12q15)에 위치하는 새로운 TPH 유전

자(이하 TPH2 유전자)를 규명하였다. 유전자 발현 연구들을 통해 TPH1 유전자

의 messenger RNA(mRNA)는 주로 송과체(pineal gland)에서 발현되는데 비해, 

TPH2 유전자의 mRNA는 주로 솔기핵(raphe nuclei)에서 발현되며 TPH1 유전

자의 mRNA 보다도 100배 이상 발현이 증가되었다고 한다27-29. 마우스 연구에

서는 TPH1 유전자 결손이 해마, 전두엽 피질의 세로토닌 농도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데 비해, 말초부위에서는 세로토닌 농도 결핍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

찰되었다30. 인간에서도 TPH2 유전자의 mRNA가 말초부위에서는 발현되지 않

았다31. 한편 마우스 연구에서 단백 치환과 관련된 TPH2 유전자의 기능성 다형

성인 C1473G의 G 대립유전자가 중추신경계에서의 세로토닌 합성 저하와 관련

된다고 알려져 있다32. 이 같은 결과들은 TPH2 유전자가 뇌의 세로토닌 생합성

에서 TPH1 유전자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정신질환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Zhang 등33은 in vitro 실험을 통해 Arg441을 His441로 치환하는 TPH2 유

전자의 기능성 단일염기다형성인 G1463A의 A 대립유전자가 마우스 중추신경계

에서 세로토닌 생합성을 약 80%까지 감소시키며, 주요우울증 환자들에서는 A 

대립유전자의 빈도가 증가되었다고 보고하여 TPH2 유전자 변이와 주요우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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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연관성을 뒷받침하였다. 그러나 대규모 피험자들을 대상으로한 후속 연

구들에서는 단일염기다형성 G1463A이 매우 드물뿐만 아니라 우울증과의 연관

성도 관찰되지 않아 G1463A과 주요우울장애의 관계는 아직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34-36. 또 최근 기분장애나 자살행동 발병에서의 TPH2 유전자 변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아직은 TPH2 

유전자와 주요우울장애나 양극성 장애, 자살행동 등 간의 유전적 연관성은 명확

하게 규명되지 못하였다 (Table 1, 2). 

충동-공격성이 세로토닌 시스템 기능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자살행동 유전을 

매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충동-공격성이 TPH2 유전자와 자살시도를 매개하

는지의 여부를 규명하는 것은 자살시도의 발병기전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

으로 기대한다. 지금까지 충동-공격성과 TPH2 유전자, 자살 사이의 관계에 대

해 한 번의 보고43가 있었다. 그러나 자살은 자살시도의 가장 드물지만 극심한 

표현형이기 때문에, 주요우울장애 환자들에서 더 흔한 자살시도에서 TPH2 유전

자 변이와 충동-공격성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른다.  

한편 외국의 경우 혈연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피험자들 사이의 유전적 

동질성 문제가 각 연구들에서 중요한 제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인종에 따라 

TPH2 유전자 변이와 우울증, 자살행동 사이의 유전적 연관성의 차이가 있기 때

문에36, 단일민족인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유전자 연구는 인종에 따른 제한을 거

의 제거할 수 있는 적합한 모델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TPH2 유전자의 단일염

기다형성들을 선택하였다. TPH2 유전자 프로모터의 단일염기다형성은 단백질 

구조를 변화시키지는 않지만,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결과적으로 세

로토닌 시스템의 조절을 받는 표현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54. 특히 TPH2 유전

자 프로모터 부위의 단일염기다형성 rs4570625와 rs11178997는 이전 연구들

에서 세로토닌 시스템 기능이나 주요우울장애, 자살행동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

구들이 반복되어 보고되고 있고, 유전자 발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55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그리고 단일염기다형성 중에서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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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형성 정도가 크고, 같은 아시아계인 중국 한족을 대상으로 자살시도 예방효과 

가능성이 시사된 7번 exon의 rs7305115을 함께 선택하여 본 연구를 시행하였

다.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인 주요우울

장애 환자군과 정상 대조군 사이에 TPH2 유전자 단일염기다형성과 일배체형의 

형질 분포에 차이가 있다. 둘째, 주요우울장애 환자의 자살시도는 TPH2 유전자 

단일염기다형성과 일배체형의 형질 분포와 연관성을 가진다. 셋째, TPH2 유전자 

단일염기다형성은 주요우울장애 환자들의 충동-공격성에 의해 매개되어 자살시

도라는 표현형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주요우울장애 환자들의 사회인구학적, 임상

적 특성들이 TPH2 유전자의 단일염기다형성, 일배체형의 형질 분포에 따라 차

이가 있는지의 여부도 함께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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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evious findings on association of TPH2 genetic variants with mood disorder and suicidal behavior 

Reference Study samples Findings in TPH2 genetic variants 

De Luca et al.37 Suicide victims with 

BP or schizophrenia, 

N=22 

Deceased patients with BP 

or schizophrenia, N=47 

No association between rs11178997, rs4131347(promoter) 

and suicide 

De Luca et al.38 Deceased patients 

with BP, N=35 

Normal controls, N=35 ↑TPH2 gene mRNA in patients with BP than control 

De Luca et al.39 Suicide attempters  

with schizophrenia, 

N=83 

Non-attempters with 

schizophrenia, N=83 

No association between hCV245410(intron 1), 

hCV8376173(intron 5), rs1487280(intron 8) and BP and 

suicide attempt 

No association between haplotype in the TPH2 gene and 

BP and suicide attempt 

De Luca et al.40 Patients with BP, 

N=336 

 No association between rs11178997(promoter), 

hCV245410(intron 1) and suicidal behavior 

No association between haplotype in the TPH2 gene and 

BP and suicidal behavior 

Harvey et al.41 Patients with BP I, 

N=182; BP II, N=31 

Normal controls, N=214 No association between rs7305115, C55467T, rs1007023, 

A83369G, rs4290270 and BP 

Association between haplotype in TPH2 gene and 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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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 

Reference Study samples Findings in TPH2 genetic variants 

Ke et al.42 Suicide attempters 

with MD, N=102 

Non-attempters with MD, 

N=123 

rs7305115(exon 7), ↓A allele in suicide attemters 

Lopez et al.43 Suicide attempters 

with BP, N=548  

Non-attempters with BP, 

N=2018 

No association between rs11178997(promoter), 

rs1386494(intron 5), rs1007023(intron 8), 

rs9325202(intron 8) and BP and suicide attempt 

Association between hapolotype GTA(rs1386494-

rs1007023-rs9325202) in TPH2 gene and BP and suicide 

attempt 

Lopez de Lara et al.44 Suicide victims with 

MDD or depressive 

disorder not other 

specified, N=114 

MDD controls, N=145 Association between T/T genotype of 

rs4448731(promoter), G/G of rs6582071(promoter), G/G of 

rs4641527(intron 1), A/A of rs1386497(intron 8) and 

suicide in MDD 

Association between haplotypes in TPH2 gene and suicide 

in MDD 

Significant effect of rs4448731 and rs4641527 on suicide 

risk in 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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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 

Reference Study samples Findings in TPH2 genetic variants 

Mann et al.45 Patients with mood disorder, 

N=433(suicide attempters, 

N=187) 

Normal controls, N=130 No association between rs4131347(promoter) and mood 

disorder, suicide attempt, and CSF 5-HIAA, HVA, MHPG 

level 

Zill et al.46 Patients with MD, N=300 Normal controls, N=265 rs1386494(intron 5), ↑G allele in MD 

Zill et al.47 Suicide victims with 

depression , N=263 

Normal controls, N=266 rs1386494(intron 5), ↑G allele in suicide 

Zhou et al.36 (US whites) patients with 

anxiety/depression, N=81 

 

 

(Finish whites) suicide 

attempters, N=150;  

(US whites) normal controls, 

N=65; 

 

 

(Finish whites) normal 

controls, N=96; 

 

 

(US whites) C_8872342(intron 5), ↓G allele in 

anxiety/depression; C_8872308(intron 8), ↓G allele in 

anxiety/depression; association between haplotype in 

TPH2 gene and anxiety/depression 

(Finish whites) rs1352251(intron 8), ↓C allele in suicide 

attempt; rs1473473(intron 8), ↓G allele in suicide attempt;  

association between haplotype in TPH2 gene and suicide 

attempt 

 

  



 

 10

Table 1. (Cont.) 

Reference Study samples Findings in TPH2 genetic variants 

Zhou et al.36 (African Americans) suicide 

attempters, N=104; patients 

with MD, N=135 

(Southwestren American 

Indians) suicide attempters, 

N=123; patients with 

anxiety/depression, N=191 

(African Americans) normal 

controls, N=315; 

 

(Southwestren American 

Indians) normal controls, 

N=62 

(African Americans) C_245410(intron 2), ↓A allele in 

suicide attempt and MD; C_15836061(intron 5), ↓A allele 

in suicide attempt and MD; C_8376042(intron 8), ↓A allele 

in suicide attempt and MD; association between haplotype 

in TPH2 gene and suicide attempt, MD 

(Southwestren American Indians) no association between 

the TPH2 gene and suicide attempt and anxiety/depression

Van Den 

Bogaert et 

al.35 

Patients with MDD, N=135; 

Patients with BP, N=182 

Normal controls, N=182 rs11178997(promoter), ↓A allele in MDD 

rs4131348(promoter), ↓C allele in BP 

Association between haplotype AGTT(rs11178997-

rs10748185-rs2129575-rs1843809) and MDD 

Association between haplotype TGTT(rs11178997-

rs10748185-rs2129575-rs1843809) in TPH2 gene and BP 

TPH2: tryptophan hydroxylase-2, N: number of patients, BP: bipolar disorder, MD: major depression, MDD: major depressive disorder, CSF: 

cerebrospinal fluid, 5-HIAA: 5-hydroxyindoleacetic acid, HVA: homovanillic acid, MHPG: 3-methoxy-4-hydroxyphenyl-gly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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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revious findings on association of TPH2 genetic variants with the characteristics related to emotional regulation 

Reference Study samples Measure Findings in TPH2 gene variations 

Brown et al.48 Normal controls, 

N=35 

Functional MRI; face 

processing task 

Association between T allele of rs4570625 and greater 

amygdala activition to emotional stimuli 

Canli et al.49 Normal controls, 

N=29 

Functional MRI; face 

processing task 

Association between T allele of rs4570625 and greater 

amygdala reactivity to emotional stimuli 

Jollant et al.50 Suicide attempters, 

N=163 

Iowa Gambling Task; 

National Adult Reading Test 

Association between A/A genotype of rs11178997 and 

improvement of learning process of decision making 

Reuter et al.51 Normal controls, 

N=100 

Attention network test Association between T/T genotype of rs4570625 and 

impaired impulse control and executive control 

Stoltenberg et al.52 Normal controls, 

N=199 

Stop task;stop signal reaction 

time 

Association between T/T genotype of rs1386483 and 

greater impulsivity in male  

Strobel et al.53 Normal controls, 

N=85 

Cued continuous 

performance task 

Association between T/T genotype of rs4570625 and fewer 

errors and less variable in responding 

TPH2: tryptophan hydroxylase-2, N: number of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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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료 및 방법 

 

1. 연구 대상 

가. 주요우울장애 환자군 (이하 환자군)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영동세브란스병원 정신

과 및 국립서울병원 정신과 외래를 방문한 사람들 중 18-59세 사이의 성

인이며,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DSM)-

IV56의 주요우울장애 진단기준을 만족하고, DSM-IV의 진단기준에 따라 구

조화된 면담도구인 Structured Clinical Interview for DSM-IV(SCID-I)57

에 의해 주요우울장애로 확진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증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경계 질환이나 신체 질환을 가졌거

나, 정신분열병이나 다른 정신병적 장애의 과거력이 있는 환자, 과거력 상 

조증, 혼재성 또는 경조증 삽화가 있었던 환자, 주요우울장애 발병 이전에 

알코올 사용장애, 기타 물질남용장애 또는 다른 DSM-IV의 제1축 질환 진

단의 과거력이 있는 환자, 주요우울장애가 다른 제 1축 정신질환에 의한 

이차 우울증으로 확진된 환자, 혈연관계가 있는 사람이 이미 본 연구에 피

험자로 참여한 환자 등은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위의 기준에 따라 본 

연구에는 195명의 주요우울장애 환자들이 참여하였다.  

 

나. 정상 대조군 (이하 대조군) 

대조군은 신촌세브란스병원, 영동세브란스병원 및 국립서울병원에 근

무하고 있는 직원들, 서울-경기지역 대학생들과 지역사회 일반 성인들 중

에서 홍보를 통해 지원자를 모집하였다. 대조군의 참여 기준은 정신과적 

질환의 과거력이나 현 병력과 함께 자살시도의 과거력이 없고 환자군의 제

외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로 이 기준에 따라 정상인 206명이 본 연

구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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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모든 과정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과 국립서울병원의 

Institutional Review Board와 유전자 임상심의위원회의 검토와 승인을 받

은 후 진행되었다. 모든 피험자들은 연구목적과 방법을 이해하고 자발적으

로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서에 서명한 후 참여하였다. 

 

2. 진단 및 임상 특징 평가 

가. 제 1축 정신질환의 진단 

환자군의 주요우울장애를 포함한 제 1축 정신과적 진단은 정신과 전문

의에 의해 구조화된 면담도구인 SCID-I57을 이용하였다. 대조군의 정신과

적 진단은 비환자용판 SCID-I57을 이용하였다. 

 

나. 인구사회학적 특징 및 질병관련 정보 수집  

정상 대조군은 모든 피험자들의 사회인구학적 정보들과 임상 정보들은 

환자 및 가족과의 면담, 의무기록 검토 등을 통해 수집되었다. 주요우울장

애의 병력과 관련된 정보들로는 첫번째 주요우울삽화가 발생한 나이(발병 

나이), 주요우울장애가 발생한 이후부터 면담일까지의 이환기간, 현재 삽화

의 이환기간, 주요우울삽화의 횟수 등과 일차가족의 기분장애 및 자살행동

(자살시도 혹은 자살사망)의 가족력 조사 등이 포함되었다.  

 

다. 임상상태 및 충동-공격성 평가 

(1) 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임상적인 우울증상을 토대로, 우울증의 유형과 정도의 측정하는 자기 

보고식 검사로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 생리적 증후군 등 21개의 영역으로 

구성되며 우울증상의 정도를 측정하는데 가장 널리 사용된다58. 본 연구에

서는 한국어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은 일종의 평정척도 형식으로 

되어 있어 (0-3점), 총점은 0-63점으로 분포된다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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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amilton Depression Rating Scale (HDRS)  

평가자가 면담 및 관찰을 통해 우울증상의 심각도를 평가하는 척도

이다. 죄책감, 자살사고, 수면습관, 그 외의 우울증의 여러 증상들에 대한 

질문 등 17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각 항목은 증상의 심각도에 따라 0점에

서 4점까지 평정하도록 되어있다60.  

 

(3) Beck’s Scale for Suicidal Ideation (SSI)  

21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면담당시의 시점에 피험자가 가지고 있는 자

살에 대한 태도, 행동, 계획 등 현재 자살과 관련된 생각의 강도를 측정하

는 임상가가 평정하는 척도이다61. 

 

(4) State 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STAXI) 

공격행동을 유발하는 정서와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Spielberg 등62이 

개발하고 전겸구63가 표준화한 자기 보고식 설문인 상태-특성 분노표현척

도를 사용하였다.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에는 각 10문항씩 현재의 분

노상태와 분노의 성격특성을 측정하는 하위 척도와 24문항으로 구성된 분

노표현을 측정하는 하위척도가 포함되어 있다63. 이번 연구에서는 현재의 

분노상태와 분노의 성격 특성을 묻는 문항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5) Barratt's Impulsivity Scale (BIS) 

충동성의 성격특질은 자기 보고식 설문으로 전체 23 문항으로 구성된 

한국판 Barratt 충동성 검사, 제 11판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64. BIS 각 문

항은 4점 척도로, 각 문항 점수들을 합하여 충동성의 정도를 나타내게 된

다. Barratt 충동성 검사로 측정되는 충동성에는 인지 충동성, 운동 충동성, 

무계획 충동성 등이 포함된다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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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살시도 특징 평가 

자살시도는 스스로 죽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자신을 해하고자 하는 행

위라는 어떤 형태로든지의 증거가 있는 경우66로 정의하였다. 모든 자살시

도를 대상으로 발생시기, 원인, 자살시도 방법과 함께 자살의도 및 의학적 

결과 등을 아래의 척도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가. Beck Suicide Intent Scale (SIS) 

자살시도 당시의 자살의도는 면담, 의무기록 검토나 직접적인 관찰을 

통해 임상가가 평가하는 Beck Suicide Intent Scale(SIS)67를 이용하였다. 

SIS는 자살시도의 치명도에 대한 자살시도 당시 치사도를 얼마나 예측했는

지를 묻는 6문항과 자살을 성공시키기 위해 준비하고 시도하는 과정에 대

한 8문항, 자살의 원인 1문항 등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들

은 0점부터 2점 사이에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시도가 성공할 

위험이 높은 것을 반영한다.  

 

나. 자살시도의 치사도 

자살시도의 치사도는 한국판 Diagnostic Interview for Genetic 

Studies68에 포함된 자살시도의 의학적 결과 척도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자살시도 치사도는 의무기록 검토, 환자 및 보호자와의 면담을 통해 평가

되는 6점 척도이며 각 점수 별 의학적 치명도는 다음과 같다: 1점, 위험 

없음(아무 영향 없음, 알약을 손에 쥐고 있었음); 2점, 최소(손목에 찰과상); 

3점, 경도(10알의 아스피린, 가벼운 위염); 4점, 중간 정도(10알의 세코날, 

잠시 의식을 잃음); 5점, 심각함(목을 칼로 벰); 6점, 극심함(호흡 정지 또

는 연장된 혼수상태); U, 정보 없음, 확실치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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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방법 

가. TPH2 유전자 단일염기다형성 선택 

본 연구에서는 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 (NCBI)

의 SNP database(dbSNP)과 기존 연구문헌들에서 보고된 TPH2 유전자의 

단일염기다형성 중 프로모터의 rs4570625와 rs11178997, 7번 exon의 

rs7305115를 각각 선택하였다 (Table 3). 그리고 본 연구의 분석에 이용

된 TPH2 유전자 단일염기다형성의 일본인과 중국인에서의 유전자형 및 

대립유전자 빈도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나. 혈액의 채취 및 DNA 분리  

Genomic DNA는 냉동상태의 혈액에서 G-DEXTM II Genomic DNA 

Extraction Kit(Intron, Korea)를 사용해서 추출하였다. 

 

다. 유전자 형별 (Genotyping)  

단일염기다형성은 Chip-based MALDI-TOF mass spectrometry 

platform(Sequenom, Inc., C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인 실험방법

은 생산회사에서 제공된 기본 프로토콜을 따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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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equence variants of the human TPH2 gene examined in this study 

dbSNP ID Position Variation Location Function 

 Nucleotide No. Chromosome 12    

  NCBI No. Celera No.    

rs4570625 -703 70618190 71995208 G/T Promoter None 

rs11178997 -473 70618420 71995438 T/A Promoter None 

rs7305115 40237 70659129 72036180 G/A Exon 7 Synonymous 

(Pro312Pro) 

TPH2: tryptophan hydroxylase-2, dbSNP: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database, ID: identification number, NCBI: 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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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Genotype and allele frequencies of the TPH2 gene SNPs in Japanese and Han Chinese people 

dbSNP ID Genotypes  Alleles 

 Japanese Han Chinese  Japanese Han Chinese 

rs4570625 G/G, 29.5% 

G/T, 38.6% 

T/T, 31.8% 

G/G, 15.6% 

G/T, 60.0% 

T/T, 24.4% 

 G, 48.9% 

T, 51.1% 

 

G, 45.6% 

T, 54.4% 

rs11178997 Unknown unknown  unknown unknown 

rs7305115 A/A, 29.5% 

A/G, 36.4% 

G/G, 34.1% 

A/A, 20.0% 

A/G, 55.6% 

G/G, 24.4% 

 A, 47.7% 

G, 52.3% 

 

A, 47.8% 

G, 52.2% 

TPH2: tryptophan hydroxylase-2, dbSNP: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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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합효소연쇄반응 (PCR) 

PCR 증폭을 위해 사용한 시발체(primer)는 Primer3 program 

(http://www-genome.wi.mit.edu/cgi-bin/primer/primer3_www.cgi)을 이

용하여 제작하였다. PCR에 사용한 시발체의 염기서열은 다음과 같았다;   

① rs4570625 

forward: 5’- ACGTTGGATGACTCACACATTTGCATGCAC -3’,  

reverse: 5’- ACGTTGGATGTTTACTCATTGACCAACTCC -3’; 

② rs11178997 

forward: 5’- ACGTTGGATGGGCACATGTGATATTTTGAC -3’, 

reverse: 5’- ACGTTGGATGGCTTGAGGCAATGGATATCT -3’; 

③ rs7305115 

forward: 5’- ACGTTGGATGTGGCCTGGGCTTTAATGTAG -3’,  

reverse: 5’- ACGTTGGATGTCCACTGTACCCAGTACATC -3’. 

PCR 반응은 2.5 mM MgCl2, 0.2 mM dNTP, 0.1 U HotStar Taq 

Polymerase(Qiagen GmbH, Germany)와 100 nM의 양방향 시발체, 그리

고 4.0 ng의 genomic DNA가 포함된 5 ul의 1X PCR buffer(TaKaRa, 

Japan)에서 이루어졌다. PCR 반응은 95℃ 15 분간의 변성(denaturation)

에 이어서, 95℃ 20초, 56℃ 30초 및 72℃ 1분으로 이루어진 45 주기와 

72℃에서 3분간의 최종 연장반응으로 수행되었다. 

 

(2) 전기영동 및 증폭산물 확인  

PCR 산물에 0.3U의 shrimp alkaline phosphotase를 처리하고 37℃에

서 20분간 반응시킨 후, 85℃에서 5분간 효소의 활성을 억제시켰다. 사용

한 연장시발체(extension primer)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rs4570625  : 5’- ACATTTGCATGCACAAAATTA -3’,  

② rs11178997 : 5’- ATTTTGACACAAGCGTACA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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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rs7305115  : 5’- GTAGGTACTCACGGTTC -3’.  

hME 반응은 hME enzyme(Thermosequenase; GE Healthcare, UK), 

termination mix, 그리고 5 uM의 연장시발체가 포함된 9 ul의 반응액에서 

이루어졌다. 시발체의 연장 반응은 94℃에서 2분간의 변성에 이어서, 94℃

에서 5초, 52℃에서 5초, 72℃에서 5 초로 이루어진 55회의 주기로 진행

되었다. 반응물은 SpectroCLEAN(Sequenom, Inc., CA)을 이용하여 탈염

(desalting)하고, 384 well SpectroCHIP(Sequenom, Inc., CA)에 

SpectroJET(Sequenom, Inc., CA)을 이용하여 점적하였다. 이렇게 준비된 

SpectroCHIP을 자동화된 MALDI-TOF MassARRAY system(Bruker-

Sequenom, CA)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동화된 peak calling 이후, bad 

call sign이 난 시료 중에서 확인이 가능한 시료는 육안으로 추가 분석하였

다(Fig. 1-3). 

 

 

 

Figure 1. Peak signal of the rs4570625 generated with MALDI-TOF 

MassARRAY system from genomic DNA of MDD and control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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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Peak signal of the rs11178997 generated with MALDI-TOF 

MassARRAY system from genomic DNA of MDD and control subjects.  

 

 
Figure 3. Peak signal of the rs7305115 generated with MALDI-TOF 

MassARRAY system from genomic DNA of MDD and control subjects.  

 

(3) 일배체형 (Haplotype) 분석 

분석된 유전자형은 PHASE(v.2.1.1.) 프로그램69을 사용하여 세개의 단

일염기다형성으로 구성된 일배체형으로 재구축하였다. Haploview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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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70을 이용하여 계산한 rs4570625와 rs11178997사이의 D’은 1, 

rs4570625와 rs7305115 사이의 D’은 0.76, rs11178997와 rs7305115사

이의 D’은 0.03이었다.  

 

5. 통계 분석 

가. 주요우울장애와 TPH2 유전자 변이의 관계 

환자군과 대조군의 사회인구학적 자료, 임상 자료들은 변수의 특성에 

따라 χ2 검증 및 t-test으로 분석하였다. 환자군과 대조군의 개별 단일염

기다형성에 대한 Hardy-Weinberg 평형여부는 χ2 goodness-of-fit 검증

을 시행하였다. 환자군과 대조군 사이의 개별 단일염기다형성의 유전자형, 

대립 유전자 및 일배체형 빈도 등의 비교는 χ2 검증으로 시행하였다.  

TPH2 유전자 변이가 주요우울장애 발병을 독립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주요우울장애를 종속변수로, 피험자 나이, 성별 

및 혼인상태, 기분장애 가족력과 TPH2 유전자 변이를 독립변수로 하는 위

계적 이항회귀분석(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를 시행하였

다. 

 

나. 자살시도와 TPH2 유전자 변이의 관계 

환자군을 자살시도 과거력이 있는 피험자(이하 자살시도군)와 자살시도 

과거력이 없는 피험자(이하 비자살시도군)로 나눈 후 두 집단 사이의 사회

인구학적, 임상적 변수들과 개별 단일염기다형성 유전자형 및 일배체형의 

빈도 비교는 변수의 특성에 따라 χ2 검증 및 t-test로 분석하였다.  

주요우울장애 환자의 자살시도를 TPH2 유전자 변이가 독립적으로 예

측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자살시도 과거력을 종속변수로, 

피험자 연령, 성별, 기분장애 가족력과 TPH2 유전자 변이를 독립변수로 

하는 위계적 이항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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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충동-공격성과 TPH2 유전자 변이, 자살시도 사이의 관계 

주요우울장애 피험자의 충동성 및 분노 성격이 TPH2 유전자 단일염기

다형성과 자살시도 사이의 매개체인지를 분석하기 위해 Tix와 Frazier71에 

의해 제시되고 Lopez de Lara 등43이 유전자 연합연구에서 준용한 예측인

자와 결과물을 연결하는 매개체 기준에 맞는지를 먼저 확인하였다. 충동성 

및 분노 성격이 단일염기다형성과 자살시도를 연결하는 매개체이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예측인자(단일염기다형성)과 결과물(자살시도) 간

의 연관성이 존재해야 한다; 2) 예측인자는 매개체(충동성, 분노 성격)와 

연관성을 가져야 한다; 3) 매개체와 결과물 사이에는 연관성이 존재해야 

한다; 4) 매개체를 통제하면 예측인자와 결과물 사이의 연관성이 감소한다.  

본 연구에서는 충동성과 분노 성격이 자살시도군과 비자살시도군 사이

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t-test를 통해 분석하였다. 두 집단 사이에 유

의한 차이가 있는 성격특질은 다시 자살시도와 유전적 연관성이 발견된 

TPH2 유전자 변이와의 연관성을 t-test를 통해 분석하였다.  

모든 검정은 SPSS 12.0(Windows version, Chicago, U.S.A)을 사용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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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 과 

 

1. 환자군과 대조군 비교 

가. 인구사회학적 및 임상적 특징 비교 

연구에 참여한 195명의 환자군 중 남자는 74명, 여자는 121명이었고 

대조군 206명 중 남자는 83명, 여자는 123명으로 두 군간에 성별의 차이

는 없었다. 환자군의 평균 나이는 34.7±11.2세, 대조군의 평균 나이는 

32.0±10.6세로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기혼자도 환자군에서 

더 많았다. 일차가족들에서의 기분장애 가족력이나 자살행동 가족력도 주

요우울장애 환자군에서 더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그리고 주요우울장애 환

자군은 대조군에 비해 BDI, BIS 및 STAXI의 분노성격 평균점수가 더 높

았으며 면담 당시 자살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피험자의 빈도도 더 

높았다 (Table 5).  

 

나. TPH2 유전자 변이 비교 

환자군과 대조군에서 세개의 단일염기다형성 유전자형 빈도는 모두 

Hardy-Weinberg equilibrium의 분포와 일치하였다(rs4570625: χ2=0.06, 

p>0.05 vs. χ2=0.53, p>0.05; rs11178997: χ2=0.01, p>0.05 vs. χ2=0.85, 

p>0.05; rs7305115: χ2=1.60, p>0.05 vs. χ2=0.52, p>0.05). 

환자군에서 전체 195명 중 TPH2 유전자 단일염기다형성인 

rs7305115의 G/G 유전자형이 62명(31.8%), G/A 유전자형이 88명

(45.1%), A/A 유전자형이 45명(23.1%)의 빈도를 보였다. 대조군에서는 전

체 206명 중 G/G 유전자형이 40명(19.4%), G/A 유전자형이 116명

(56.3%), A/A 유전자형이 50명(24.3%)으로 두 군 간에 유전자형 빈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유전자형을 G-type(G/G)과 A-type(A/A+G/A)로 

분류하였을 때, 환자군에서는 G-type이 62명(31.8%), A-type이 133명



 

 25

(68.2%)이고 대조군에서는 G-type이 40명(19.4%), A-type이 166명

(80.6%)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단일염기다형성 rs7305115

의 대립형질 빈도는 환자군에서 총 390의 대립형질 중 G 대립형질이 

212(54.4%), A 대립형질이 178(45.6%)였으며, 대조군에서는 402 대립형

질 중 G 대립형질이 196(47.6%), A 대립형질이 216(52.4%)의 빈도로 두 

군간에 대립형질 분포 차이의 경향이 관찰되었다 (p=0.055). 그러나 

TPH2 유전자의 프로모터 부위의 단일염기다형성 rs11178997이나 

rs4570625의 유전자형 및 대립형질 빈도는 두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6).  

세개의 단일염기다형성 부위에 대한 일배체형 분석에서는 환자군과 대

조군 사이에 일배체형 분포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ATG 일배체

형의 빈도가 환자군에서 23명(11.8%)으로 대조군의 11명(5.3%)에 비해 

유의하게 더 많았다 (Tabl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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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emographic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opulation 

 MDD (N=195) Control (N=206) Analysis 

 Mean or N SD or (%) Mean or N SD or (%) t/Z/χ2 p Value 

Demographic variables       

Age, y 34.6 11.1 32.0 10.6 -2.633 0.008 

Education, y 12.8 3.3 13.4 1.6 -1.214 0.225 

Male, N (%) 74 (37.9) 83 (40.3) 0.231 0.631 

Married, N (%) 90 (46.2) 52 (25.2) 19.152 <0.001 

Variables related to a psychiatric history      

Hx of suicide attempt, N (%) 83 (40.4) 0 (0) 110.568 <0.001 

FHx of mood disorder, N (%) 57 (29.7) 8 (3.9) 48.143 <0.001 

FHx of suicidal behavior, N (%) 29 (15.1) 9 (4.4) 13.148 <0.001 

Clinical variables       

BDI* 26.7 13.9 6.1 5.2 -13.459 <0.001 

Trait anger (STAXI)* 22.1 7.1 18.5 4.8 -4.683 <0.001 

BIS 41.6 14.8 31.7 12.2 -6.615 <0.001 

Suicidal ideator, N (%) 116 (65.2) 12 (5.9) 150.643 <0.001 

MDD: major depressive disorder, N: number of patients, SD: standard deviation,; FHx: family history in the 1st relatives, BDI: Beck 

depression inventory, STAXI: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BIS: Barratt impulsivity scale. 

*, Mann-Witney U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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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Genotype distributions, allele frequencies for TPH2 gene SNPs 

between patients with MDD and controls 

SNP Genotype MDD (N=195) Control (N=206) Analysis 

  N (%) N (%) χ2 p Value 

rs4570625 G/G 44 (22.6) 39 (18.9) 0.962 0.618 

 G/T 99 (50.8) 113 (54.9)   

 T/T 52 (26.7) 54 (26.2)   

 G/G+G/T 143 (73.3) 152 (73.8) 0.011 0.918 

Allele G 187 (47.9) 191 (46.4) 0.203 0.652 

 T 203 (52.1) 221 (53.6)   

rs11178997 T/T 137 (70.3) 146 (70.9) 0.644 0.785 

 T/A 53 (27.2) 57 (27.7)   

 A/A 5 (2.6) 3 (1.5)   

   T/T+T/A 190 (97.4) 203 (98.5) 0.629 0.493 

Allele T 327 (83.8) 349 (84.7) 0.113 0.737 

 A 63 (16.2) 63 (15.3)   

rs7305115 G/G 62 (31.8) 40 (19.4) 8.556 0.014 

 G/A 88 (45.1) 116 (56.3)   

 A/A 45 (23.1) 50 (24.3)   

 A/A+G/A 133 (68.2) 166 (80.6) 8.092 0.004 

    Allele G 212 (54.4) 196 (47.6) 3.692 0.055 

 A 178 (45.6) 216 (52.4)   

TPH2: tryptophan hydroxylase-2, SNP: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MDD: major 

depressive disorder, N: number of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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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Haplotype frequencies for TPH2 gene SNPs between patients with 

MDD and controls 

Haplotype MDD (N=195) Control (N=206) Analysis 

 % % χ2 p Value 

Global*   11.055 0.048 

  TTA 44.6 51.0 1.621 0.203 

ATA 17.4 23.8 2.461 0.117 

TGG 17.4 13.1 1.456 0.228 

ATG 11.8 5.3 5.379 0.020 

TGA 5.6 5.8 0.006 0.937 

TTG 3.1 1.0 2.364 0.165 

TPH2: tryptophan hydroxylase-2, SNP: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MDD: major 

depressive disorder, N: number of patients. 

*, Fisher’s exact test. 

 

다. TPH2 유전자 단일염기다형성 rs7305115와 주요우울장애의 관계 

전체 피험자 중에서 기분장애의 일차가족력은 단일염기다형성 

rs7305115의 G/G 동종접합체를 가진 피험자가 33명(32.4%)로 A-type 

피험자(32명, 10.8%)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자살행동의 

일차가족력도 G/G 동종접합체 피험자가 19명(18.6%)로 A-type 피험자 

19명(6.4%) 보다 더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p<0.001). 그러나 G/G 

동종접합체와 A-type 유전자형 사이에 STAXI의 분노성격 평균점수나 

BIS 평균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주요우울장애 발생과 연관성을 보인 rs7305115가 주요우울장애 발병

을 독립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주요우울장애를 

종속변수로, rs7305115, 피험자 연령, 성별 및 혼인 상태, 일차가족에서의 

기분장애 가족력 등을 독립변수로 하는 위계적 이항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이항회귀분석은 1단계로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지 않고 rs7305115만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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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는 rs7305115와 피험자 나이, 성 및 혼인상태를, 3단계로는 2단

계의 변수들과 함께 기분장애 가족력을 각각 회귀식에 대입하여 분석하였

다.  

이항회귀분석 결과 유의수준 α=0.05에서 rs7305115 유전자형의 odds 

ratio(OR)가 1.97(95% confidence interval(CI)=1.24-3.11, p=0.004)로 

G/G 동종접합체를 가진 피험자들은 A-type의 피험자들에 비해 주요우울

장애 발병위험이 약 두 배 정도 더 높았다. 피험자의 나이, 성, 혼인상태를 

통제한 후에도 rs7305115 유전자형의 OR가 1.95(95% CI=1.24-3.11, 

p=0.005)였다. 그러나 기분장애 가족력을 통제한 후에는 일차가족의 기분

장애 가족력(OR=9.46, 95% CI=4.29-20.87, p<0.001)과 혼인상태

(OR=0.44, 95% CI=0.26-0.75, P=0.002)만 주요우울장애를 예측하였고 

rs7305115 유전자형과 주요우울장애 사이의 관계는 더 이상 유의하지 않

았다 (Table 8).  

 

Table 8. Hierachic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sults for MDD 

Step1 Variable B SE Wald p Value OR 95% CI 

1 Age 0.004 0.01 0.12 0.732 1.01 0.98-1.03 

 Sex (male) -0.10 0.23 0.19 0.664 0.91 0.58-1.42 

 Marital status (married) -0.83 0.27 9.24 0.002 0.44 0.26-0.75 

2 FHx of mood disorder 2.25 0.40 31.0 <0.001 9.46 4.29-20.87 

3 rs7305115(G-type) 0.33 0.26 1.59 0.207 1.39 0.83-2.33 

N=401 

MDD: major depressive disorder, B: unstandardized logistic regression coefficient, Wald: 

Wald statistic,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FHx, family history in the 1st 

relatives. 

1, Step of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ll the statistics shown correspond to those of 

the last step in th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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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자군 내에서의 자살시도군 및 비자살시도군 비교  

가. 인구사회학적 및 임상적 특징 비교 

연구에 참여한 195명의 주요우울장애 환자들 중 자살시도를 했던 피

험자(이하 자살시도군)은 83명, 자살시도의 과거력이 없는 피험자(이하 비

자살시도군)은 112명이었다. 자살시도군에서 남자는 35명, 여자는 48명이

었으며 비자살시도군에서 남자는 39명, 여자는 73명으로 두 군간에 성별 

차이는 없었으며, 평균 나이, 교육기간 및 기혼자 빈도의 차이도 유의하지 

않았다. 자살시도군 중 일차가족의 기분장애 가족력이 있는 피험자는 31명

(38.3%)로 비자살시도군(26명, 23.4%) 보다 더 많았다(p=0.026). 그리고 

일차가족 중 자살행동의 가족력을 보고한 피험자도 자살시도군이 18명

(22.2%)로 비자살시도군의 11명(9.9%) 보다 더 많았다(p=0.019).  

주요우울장애의 경과와 관련해서 자살시도군의 우울증 평균 발병 나이

는 27.1±9.8세로 비자살시도군의 31.6±11.3세 보다 더 어렸다(p=0.004). 

또 자살시도군에서 우울삽화를 2회 이상 경험한 환자는 57명(69.5%), 정

신과 입원치료 과거력이 있는 환자는 48명(57.8%)로 비자살시도군(재발: 

61명, 54.5%; 입원치료: 35명, 31.5%)보다 각각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재

발: χ2=4.50, p=0.034; 입원치료: χ2=13.42, p<0.001). 그리고 알코올 사

용장애가 주요우울장애와 동반이환된 환자는 자살시도군에서 33명(39.8%)

로 비자살시도군의 15명(13.4%)보다 유의하게 더 많았다(χ2=17.86, 

p<0.001) (Table 9).  

현재 우울증 정도와 관련하여, HDRS 평균점수는 자살시도군이 26.5±

10.6점, BDI 점수는 30.1±14.3점으로 비자살시도군의 HDRS 평균점수 

20.0±9.4점 및 BDI 평균점수 24.0±13.0점보다 각각 유의하게 더 높았다

(HDRS: t=-4.44, p<0.001; BDI: t=-2.86, p=0.005). 면담 당시 자살사고를 

가졌다고 응답한 환자는 자살시도군에서 59명(78.7%), 비자살시도군에서 

57명(55.3%)로 자살시도군에 더 많았으며(χ2=10.40, p=0.001), 자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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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SSI 평균점수도 자살시도군이 24.6±15.8점으로 비자살시도군의 

14.1±11.1점 보다 더 높았다(t=-4.11, p<0.001). 충동-공격성과 자살시도 

사이의 관계에서는 자살시도군의 분노성격 평균점수가 23.6±7.8점으로 비

자살시도군의 20.8±6.3점보다 더 높았지만 BIS 점수는 두 군 간에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Tabl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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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Demographic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suicide attempters and non-attempters 

 Suicide attempter (N=83) Non-attempter (N=112) Analysis 

 Mean or N SD or (%) Mean or N SD or (%) t/χ2 p Value 

Demographic variables       

Age, y 33.3 11.2 35.6 11.0 -1.598 0.110 

Education, y 12.4 3.5 13.2 3.1 -1.498 0.134 

Male, N (%) 35 (42.2) 39 (34.8) 1.093 0.296 

Married, N(%) 32 (38.6) 58 (51.8) 3.358 0.067 

Variables related to psychiatric history     

Age at onset, y 27.1 9.8 31.6 11.3 2.918 0.004 

History of recurrent depressive episode, N (%) 57 (69.5) 61 (54.5) 4.499 0.034 

History of psychiatric admission, N (%) 48 (57.8) 35 (31.5) 13.419 <0.001 

FHx of mood disorder, N (%) 31 (38.3) 26 (23.4) 4.946 0.026 

FHx of suicidal behavior, N (%) 18 (22.2) 11 (9.9) 5.536 0.019 

Comorbid mental illness       

Anxiety disorder, N (%) 24 (29.6) 32 (28.6) 0.026 0.873 

Alcohol use disorder, N (%) 33 (39.8) 15 (13.4) 17.859 <0.001 

MDD: major depressive disorder, N: number of patients, SD: standard deviation, FHx, family history in the 1st relatives. 

Total differs from group total because of missin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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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Clinical characteristics of suicide attempters and non-attempters 

 Suicide attempter (N=83) Non-attempter (N=112) Analysis 

 Mean or N SD or (%) Mean or N SD or (%) t/χ2 p Value 

HDRS 26.5 10.6 20.0 9.4 -4.440 <0.001 

BDI 30.1 14.3 24.0 13.0 -2.856 0.005 

Suicidal ideator, N (%) 59 (78.7) 57 (55.3) 10.404 0.001 

SSI in suicidal ideator 24.6 15.8 14.1 11.1 -4.112 <0.001 

Trait anger (STAXI) 23.6 7.8 20.8 6.3 -2.555 0.012 

BIS 41.9 16.2 41.4 13.8 -0.195 0.846 

MDD: major depressive disorder, N: number of patients, SD: standard deviation, HDRS: Hamilton depression rating scale, BDI: Beck 

depression inventory, STAXI: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BIS: Barratt impulsivity scale, SSI: scale for suicidal ideation. 

Total differs from group total because of missin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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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TPH2 유전자 변이 비교 

자살시도군과 비자살시도군에서 세개의 단일염기다형성 유전자형 빈도

는 모두 Hardy-Weinberg equilibrium의 분포와 일치하였다(rs4570625: 

χ2=0.10, p>0.05 vs. χ2=0.54, p>0.05; rs11178997: χ2=0.57, p>0.05 vs. 

χ2=0.83, p>0.05; rs7305115: χ2=5.90, p>0.05 vs. χ2=0.50, p>0.05).  

총 83명의 자살시도군에서 rs7305115의 G/G 유전자형이 36명

(43.4%), G/A 유전자형이 29명(34.9%), A/A 유전자형이 18명(21.7%)의 

빈도를 보였다. 비자살시도군에서는 전체 112명 중 G/G 유전자형이 26명

(23.2%), G/A 유전자형이 59명(52.7%), A/A 유전자형이 27명(24.1%)으로 

두 군 간에 유전자형 빈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유전자형을 다시 G-

type(G/G)와 A-type(A/A+G/A)로 분류하였을 때, 자살시도군에서는 G-

type이 36명(43.4%), A-type이 47명(56.6%)이고 비자살시도군에서는 G-

type이 26명(23.2%), A-type이 86명(76.8%)로 두 군 사이에 유의한 유전

자형 분포 차이가 있었다(χ2=8.93, p=0.003). 단일염기다형성 rs7305115

의 대립형질 빈도는 자살시도군에서 총 166의 대립형질 중 G 대립형질이 

101(60.8%), A 대립형질이 65(39.2%), 비자살시도군에서는 224의 대립형

질 중 G 대립형질이 111(49.6%), A 대립형질이 113(50.4%)로 두 군 사이

에 유의한 대립형질 분포 차이가 있었다 (p=0.027). TPH2 유전자의 프로

모터 단일염기다형성 rs11178997이나 rs4570625의 유전자형 및 대립형

질 빈도는 자살시도군과 비자살시도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11).  

세개의 단일염기다형성 부위에 대한 일배체형 분석에서는 자살시도군

과 비자살시도군 사이에 일배체형 분포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χ

2=12.52, p=0.025), 특히 TGG 일배체형의 빈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관찰

되었다 (Tabl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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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Genotype distributions, allele frequencies for TPH2 gene SNPs 

between suicide attempters and non-attempters 

SNP Genotype Suicide attempter 

(N=83) 

Non-attempter  

(N=112) 

Analysis 

  N (%) N (%) χ2 p Value 

rs4570625 G/G 23 (27.7) 21 (18.8) 2.243 0.326 

 G/T 40 (48.2) 59 (52.7)   

 T/T 20 (24.1) 32 (28.6)   

 G/G+G/T 63 (75.9) 80 (71.4) 0.488 0.485 

Allele G 86 (51.8) 101 (45.1) 1.724 0.189 

 T 80 (48.2) 123 (54.9)   

rs11178997 T/T 59 (71.1) 78 (69.6) 0.934 0.670 

 T/A 23 (27.7) 30 (26.8)   

 A/A 1 (1.2) 4 (3.6)   

   T/T+T/A 82 (96.4) 108 (98.8) 1.069 0.396 

Allele T 141 (84.9) 186 (83.0) 0.255 0.613 

 A 25 (15.1) 38 (17.0)   

rs7305115 G/G 36 (43.4) 26 (23.2) 9.538 0.008 

 G/A 29 (34.9) 59 (52.7)   

 A/A 18 (21.7) 27 (24.1)   

 A/A+G/A 47 (56.6) 86 (76.8) 8.934 0.003 

    Allele G 101 (60.8) 111 (49.6) 4.898 0.027 

 A 65 (39.2) 113 (50.4)   

TPH2: tryptophan hydroxylase-2, SNP: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MDD: major 

depressive disorder, N: number of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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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Haplotype frequencies for TPH2 gene SNPs between suicide 

attempters and non-attempters 

Haplotype Suicide attempter 

(N=83) 

Non-attempter  

(N=112) 

Analysis 

χ2 p Value 

Global*   12.522 0.025 

  TTA 37.3 50.0 3.088 0.079 

TGG 25.3 11.6 6.210 0.013 

ATA 14.5 19.6 0.890 0.345 

ATG 13.3 10.7 0.295 0.587 

TTG 6.0 0.9 4.187 0.085 

TGA 3.6 7.1 1.115 0.359 

TPH2: tryptophan hydroxylase-2, SNP: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MDD: major 

depressive disorder, N: number of patients. 

*, Fisher’s exact test. 

 

다. TPH2 유전자 단일염기다형성 rs7305115와 자살위험 관련 

변수들의 관계 

주요우울장애 환자군에서 7번 exon의 단일염기다형성 rs7305115의 

G/G 동종접합체를 가진 피험자들과 A-type 유전자형을 가진 피험자들 

사이에 우울증의 발병나이나 재발경험, 정신과 입원치료 과거력의 빈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G/G 동종접합체를 가진 주요우울장애 

환자들은 A-type 유전자형을 가진 환자들보다 알코올 사용장애(G-type: 

25명, 40.3%; A-type: 23명, 17.3%; χ2=12.09, p=0.001), 기분장애의 

일차가족력(G-type: 30명, 48.4%; A-type: 27명, 20.8%; χ2=15.34, 

p<0.001), 자살행동의 일차가족력(G-type: 17명, 27.4%; A-type: 12명, 

9.2%; χ2=10.83, p=0.001)의 빈도가 각각 더 많았다. 한편 자살시도의 

특성과 관련하여, 최초 자살시도 나이는 G/G 동종접합체 환자들은 

26.9±9.2세로 A-type 환자들의 평균나이인 31.8±11.4세와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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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었다(t=-2.21, p=0.027). 그리고 가장 치사도가 높았던 자살시도 

당시의 SIS 평균점수도 G/G 동종접합체 환자들은 21.4±5.7점으로 A-

type 환자들의 평균점수 16.7±7.3점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3.14, 

p=0.002). 그러나 가장 치사도가 높았던 자살시도 당시의 의학적 치사도는 

G/G 동종접합체를 가진 자살시도자들과 A-type 자살시도자들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G-type 유전자형 주요우울장애 환자들은 A-type 

환자들에 비해 HDRS 및 BDI 평균점수도 각각 유의하게 더 높았다. 

그러나 두 유전자형 사이에 BIS나 STAXI의 분노성격 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13). 

 

라. 충동-공격성과 자살시도 및 TPH2 유전자 변이 사이의 연관성  

주요우울장애 환자들 중에서 자살시도군은 비자살시도군 보다 

STAXI의 분노성격 평균점수가 더 높았지만, BIS 평균점수는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단일염기다형성 rs7305115의 G/G 동종접합체와 A-type 

유전자형을 가진 피험자들의 STAXI의 분노성격 평균점수도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충동성과 분노성격은 TPH2 유전자 변이와 자살시도 

사이의 매개체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번째 및 네번째 단계의 

검증은 시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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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Association tests between TPH2 gene SNP rs7305115 and clinical variables related to suicide risk in patients with 

MDD 

 rs7305115 Analysis 

 G-type(G/G) (N=62) A-type(G/A+A/A) (N=133) 

 Mean or N SD or (%) Mean or N SD or (%) t/Z/χ2 p Value 

Variables related to a psychiatric history       

Age at onset, y 29.4 11.2 29.8 10.8 -0.235 0.814 

History of recurrent depressive episode, N (%) 42 (68.9) 76 (57.1) 2.406 0.121 

History of psychiatric admission, N (%) 28 (45.2) 55 (41.7) 0.210 0.646 

Comorbid alcohol use disorder, N (%) 25 (40.3) 23 (17.3) 12.086 0.001 

FHx of mood disorder, N (%) 30 (48.4) 27 (20.8) 15.339 < 0.001 

FHx of suicidal behavior, N (%) 17 (27.4) 12 (9.2) 10.831 0.001 

Variables related to a past SA       

Age at the 1st SA, y* 26.9 9.2 31.8 11.4 -2.205 0.027 

Medical lethality of the most lethal SA 4.9 1.1 4.5 1.2 -1.669 0.095 

SIS of the most lethal SA 21.4 5.7 16.7 7.3 3.13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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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Cont.) 

 rs7305115 Analysis 

 G-type(G/G) (N=62) A-type(G/A+A/A) (N=133) 

 Mean or N SD or (%) Mean or N SD or (%) t/Z/χ2 p Value 

Clinical variables       

HDRS 25.2 10.6 21.7 10.2 2.138 0.034 

BDI 30.5 13.4 24.9 13.8 2.483 0.014 

Trait anger (STAXI) 23.5 6.8 21.4 7.2 1.805 0.073 

BIS 42.1 16.9 41.4 13.9 0.224 0.823 

Suicidal ideator, N (%) 38 (69.1) 78 (63.4) 0.539 0.500 

SSI in suicidal ideator 20.5 16.1 18.9 13.9 0.537 0.593 

TPH2: tryptophan hydroxylase-2, SNP: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N: number of patients, MDD: major depressive disorder, SD: 

standard deviation, FHx: family history in the 1st relatives, SA: suicide attempt, SIS: Beck suicide intent scale, HDRS: Hamilton depression 

rating scale, BDI: Beck depression inventory, STAXI: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BIS: Barratt impulsivity scale, SSI: scale for 

suicidal ideation. 

Total differs from group total because of missing data. 

*, Mann-Witney U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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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TPH2 유전자 단일염기다형성 rs7305115와 자살시도의 관계 

자살시도와 연관성을 보인 TPH2 단일염기다형성 rs7305115가 

주요우울장애 환자들에서 자살시도를 예측하는지 분석하기 위해 

rs7305115 유전자형(G/G 동종접합체, A-type)을 독립변수로, 자살시도 

과거력을 종속변수로 하는 이항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지 않았을 때 rs7305115는 주요우울장애 환자에서 자살시도를 

예측하였다(OR=3.08, 95% CI=1.58-5.99, p=0.001). 자살시도 위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도 rs7305115 유전자형이 

독립적으로 자살시도를 예측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1단계로 성과 

나이, 2단계 기분장애의 일차가족력, 3단계 분노성격, 4단계 알코올 

사용장애의 순서로 통제 한 위계적 이항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위계적 

이항회귀분석에서 단일염기다형성 rs7305115가 알코올 

사용장애(OR=3.12, 95% CI=1.38-7.06, p=0.006)와 함께 다른 

주요우울장애에서의 자살 위험인자들과 독립적으로 자살시도를 

예측하였다(OR=2.37, 95% CI=1.15-4.87, p=0.019) (Table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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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Hierachic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sults for suicide attempt in 

patients with MDD 

Step1 Variable B SE Wald p Value OR 95% CI 

1 Age -0.02 0.02 1.49 0.222 0.98 0.95-1.01 

 Sex (male) -0.04 0.37 0.02 0.901 0.96 0.46-1.97 

2 FHx of mood 

disorder 

0.28 0.38 0.55 0.459 1.32 0.63-2.75 

3 Trait anger (SATXI) 0.02 0.03 0.71 0.400 1.02 0.97-1.08 

4 Alcohol use disorder 1.14 0.42 7.46 0.006 3.12 1.38-7.06 

5 rs7305115 (G-type) 0.86 0.37 5.48 0.019 2.37 1.15-4.87 

N=195 

MDD: major depressive disorder, B: unstandardized logistic regression coefficient, Wald: 

Wald statistic,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FHx: family history in the 1st 

relatives, STAXI: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1, Step of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ll the statistics shown correspond to those of 

the last step in th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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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본 연구는 TPH2 유전자 변이가 주요우울장애 발병에 대한 감수성 

증가와 관련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그리고 TPH2 유전자 변이는 

주요우울장애 환자들의 자살시도 위험을 다른 위험인자들과는 독립적으로 

예측하는 것을 규명하였다. 그러나 TPH2 유전자 변이가 충동성과 

분노성격에 의해 매개되어 자살시도로 표현될 것이라는 가설은 입증되지 

않았다.  

 

1. TPH2 유전자 변이와 주요우울장애의 관계 

이번 연구에서 TPH2 단일염기다형성 rs7305115의 G/G 동종접합체의 

빈도가 환자군에서 증가되어있어 rs7305115의 G/G 동종접합체가 

주요우울장애 발병과 연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TPH2 

단일염기다형성 rs4570625, rs11178997 및 rs7305115의 ATG 일배체형 

빈도가 환자군에서 더 많은 것은 주요우울장애 유발인자가 ATG 

일배체형에 존재할 것을 시사한다. 한편 rs7305115는 피험자의 나이, 성 

및 혼인상태 등 사회인구학적인 변인들과는 독립적으로 주요우울장애 

발생을 예측하였지만, 일차가족에서의 기분장애 가족력을 통제한 후에는 

rs7305115와 주요우울장애 발생 사이의 관계가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다. 

이 같은 결과들은 rs7305115 유전자형이 기분장애의 유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반영하며, 연구자가 알기에는 지금까지의 연구들에서 

보고되지 않았던 새로운 결과이다. 주요우울장애가 유전적 위험이 높은 

질환으로 특히 일차가족에서의 기분장애 발병 위험이 이차가족이나 

일반인구 보다 더 높은 것72을 고려할 때, 한국인에서의 주요우울장애 발병 

취약성의 유전이 TPH2 유전자의 단일염기다형성 rs7305115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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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TPH2 유전자 프로모터의 단일염기다형성과 정서기능 조절48-

51,53이나 주요우울장애 발병35간의 관계를 보고했던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이번 연구에서는 동일한 단일염기다형성과 주요우울장애 발생 사이에 

유의한 연관성을 관찰하지 못했다. 이는 주요우울장애 발생에 해당 유전자 

변이가 미치는 영향이 작을 때 작은 표본크기로 인해 연구 검증력이 

적어서 생긴 차이일 수 있다. 둘째, 주요우울장애는 한 종류의 모노아민 

유전자만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모노아민 유전자들 사이의 상호작용73이나 

또는 brain-derived neurotrophic factor(BDNF)와 같은 신경영향인자 

수용체와 세로토닌 수용체74 혹은 세로토닌 전달체75,76 유전자 변이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 주요우울장애는 유전자 

변이들과 사회환경적인 스트레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도 발병할 수 

있다75-77. 그리고 후보 유전자가 환경에 대한 감수성과 함께 우울증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표현형에 영향을 주어서 간접적으로 

우울증 발병 취약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50. 그러나 본 연구는 주요우울장애 

이외의 우울증과 관련된 다른 표현형이나 다른 종류의 모노아민 시스템, 

혹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검증한 

단일염기다형성이 실제로는 우울증 발병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후보 유전자의 검증력이나 다른 연구 보고들의 재연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과들은 기존 연구들과 함께 TPH2 유전자 변이가 주요우울장애 발생 

감수성을 증가시킬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rs7305115 유전자형과 주요우울장애가 처음 

발병한 나이, 재발삽화의 경험이나 입원 과거력 등 병의 경과와 관련된 

특징들 사이에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 같은 결과는 TPH2 유전자 

변이가 주요우울장애 발병의 충분조건은 아니며, 다른 원인 인자들이 

주요우울장애 발병 감수성을 함께 증가시킬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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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PH2 유전자 변이와 주요우울장애에서의 자살시도의 관계 

이번 연구에서 관찰된 주요우울장애 환자들 중 자살시도군에서의 

단일염기다형성 rs7305115의 G/G 동종접합체 빈도 증가는 rs7305115가 

주요우울장애 환자들의 자살시도와 관련될 것을 보여준다. 특히 알코올 

사용장애의 동반이환과 자살행동 가족력의 빈도가 rs7305115의 G/G 

동종접합체를 가진 주요우울장애 환자들에서 증가되어 있었다. 또 

rs7305115 G/G 유전자형을 가진 환자들은 A 대립유전자를 가진 환자들에 

비해 자살을 처음 시도하는 나이가 어리고 자살하려는 의도도 더 높았다. 

SIS로 측정하는 자살의도는 자살을 시도하면서 결과에 대한 기대와 태도, 

자살시도가 성공하기 위한 사전 계획 및 대응준비 정도 등을 반영하기 

때문에 자살의도가 높다는 것은 자살시도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반영한다67. 따라서 이번 연구 결과는 TPH2 유전자 변이가 주요우울장애 

환자들에서 일찍 자살을 시도하고 자살시도의 성공 위험이 높은 것과 

관련될 것을 시사한다. 한편 알코올 사용장애나 자살행동 가족력이 

주요우울장애 환자들에서 자살시도 예측인자78,79이기 때문에 rs7305115가 

주요우울장애 환자들의 자살시도 위험을 높이는데 알코올 사용장애나 

자살시도 가족력이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 

rs7305115 유전자형이 피험자의 나이, 성, 분노성격 등 주요우울장애 

위험인자들뿐만 아니라 일차가족에서의 기분장애 가족력, 알코올 

사용장애와는 독립적으로 주요우울장애에서 자살시도 위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따라서 rs7305115가 기분장애의 유전이나 알코올 

사용장애와는 독립적으로 주요우울장애 환자들의 자살시도 위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자살시도자들에서 단일염기다형성 

rs4570625, rs11178997 및 rs7305115의 TGG 일배체형의 빈도가 

증가된 점도 주요우울장애 환자들에서의 자살시도 유발인자가 T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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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배체형 내에 존재함을 시사하며, TPH2 유전자 변이와 자살시도 위험 

간의 연관성을 뒷받침한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기존 연구들에서는 보고된 

적이 없어 주요우울장애 환자들에서의 자살시도 발생 기전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TPH2 유전자 프로모터의 단일염기다형성 

rs4570625와 자살시도와의 유의한 연관성은 확인하지 못해 주요우울장애 

환자들의 자살위험과의 관계를 보고한 Lopez De Lara 등43의 보고와는 

차이가 있었다. 비록 자살시도가 자살의 중요한 예측인자이고 두 표현형 

사이에 서로 중복되는 특징들도 있지만 자살과 자살시도는 발생 기전이 

서로 다른 표현형들일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자살시도자의 6-

27.5%만이 자살로 사망을 하고80, 자살자의 56%는 첫번째 자살시도로 

사망한다81. 그리고 자살 및 자살시도 위험이 성82-84과 연령85,86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보고들도 자살과 자살시도가 서로 다른 표현형일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본 연구 결과는 한족 주요우울장애 환자들에서 rs7305115와 

자살시도 간의 연관성을 보고한 Ke 등42의 결과와 유사하다. 그러나 한족 

연구는 이번 연구결과와 달리 A 대립유전자의 자살시도 예방효과를 

보고하였다. 이 같은 두 연구 결과의 차이는 피험자들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다. 한족 연구42는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지만 본 연구는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입원환자는 자살시도 위험이 높은 중증 우울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대부분의 우울증 환자들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또 한족 연구42와 본 연구의 피험자들이 생물학적으로 

차이가 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단일염기다형성 rs7305115 

유전자형 빈도는 민족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단일염기다형성이라도 유전자형과 자살시도 사이의 연관성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한족 연구42에서는 양극성장애나 정신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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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을 동반환 우울증 환자 배제 여부가 제시되지 않았는데, 만약 양극성 

장애나 정신병 증상을 가진 우울증 환자들이 포함되었다면 연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주요우울장애 환자에서의 자살위험이나 

생물학적-유전적 원인은 정신병 증상을 동반한 주요우울장애87,88나 양극성 

장애에서의 주요우울삽화89,90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또 본 연구에서 TPH2 

유전자 변이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검증하지 않았다. 따라서 TPH2 

유전자 프로모터 부위의 단일염기다형성이 자살시도 위험에 영향을 

미치지만 해당 후보 유전자의 검증력이나 다른 연구 결과들의 재연성이 본 

연구에서는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을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자살시도 위험은 유전자 변이와 사회환경적인 스트레스의 상호작용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91,92.  

이번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rs7305115의 G/G 유전자형은 

주요우울장애 환자들에서 기분장애의 유전이나 다른 자살위험 인자들과는 

독립적으로 자살시도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할 수 있다. 특히 G/G 

유전자형을 가진 환자들이 다른 유전자형의 환자들에 비해 어린 나이에 

자살을 시도하고 자살의 성공위험도 더 높다고 한 본 연구 결과는 

rs7305115가 우울증 환자들의 자살예방을 위한 중요한 임상 표지자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을 시사한다.  

 

3. TPH2 유전자 변이 매개체로서의 충동-공격성  

본 연구는 주요우울장애 환자들에서 TPH2 유전자 변이가 충동-

공격성을 증가시켜 자살시도를 매개한다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TPH2 유전자 변이 유전자형에 따른 충동-공격성의 차이가 없었고, 

위계적 이항회귀분석에서도 분노 성격은 자살시도를 예측하지 않았다. 

이런 결과들은 주요우울장애 환자의 TPH2 유전자 변이가 충동-공격성에 

의해 자살시도로 매개된다고 한 본 연구가설을 지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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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결과는 충동-공격성이 자살시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고 

B형 성격장애군이나 알코올 사용장애 등 다른 위험인자들을 통해 자살 

위험과 간접적으로 연관된다고 한 이전 보고들93,94과 부분적으로 부합한다. 

그러나 이번 연구를 통해 충동-공격성이 TPH2 유전자 변이를 통해 

자살시도를 매개하지 않는다고 확정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우울증 

환자들에서 충동-공격성은 알코올 사용장애의 동반이환 위험을 

증가시키며, 알코올 사용장애는 우울증 환자들의 자살시도 취약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95. 본 연구에서도 단일염기다형성 rs7305115 

유전자형은 알코올 사용장애 및 자살시도와, 우울증 환자들에서의 

자살시도는 알코올 사용장애, 분노성격과 각각 유의하게 연관된 것으로 

관찰되었기 때문이다.  

또 충동-공격성이 다양한 생물학적 기전에 의해서나 다른 표현형으로 

광범위하게 발현될 수 있다는 점도 충동-공격성과 TPH2 유전자 변이, 

자살시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번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왜냐하면 

충동-공격성은 세로토닌 시스템 이외에도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등 여러 

종류의 신경전달물질들과 관련되기 때문이다96. 그리고 기능성 TPH2 

유전자 변이인 mTPH2 C1473G가 마우스의 세로토닌 기능 저하 및 

공격행동과 각각 관련성을 가지지만97, 인간의 충동행동98과는 유의한 

연관성을 발견하지 못한 기존 연구들은 동일한 생물학적 기전이라도 

충동-공격성의 표현형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 충동-

공격성이 세로토닌 수용체99나 다른 신경전달체계100의 유전자 변이와 

자살시도를 매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주요우울장애 환자들에서 TPH2 유전자 변이가 충동-공격성을 통해 

자살시도로 매개되는지 규명하기 위해서 알코올 사용장애를 동반한 

주요우울장애 환자들을 대상으로 신경심리검사나 뇌영상 도구를 이용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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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이번 연구는 TPH2 유전자 변이와 주요우울장애 발병 위험 및 

주요우울장애 환자들에서의 자살시도 위험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그리고 TPH2 유전자 변이와 자살시도 취약성에 영향을 주는 유전적 부담, 

알코올 사용장애 사이의 관계와 TPH2 유전자 변이에 따른 자살시도의 

특성들도 함께 규명하였다. 이 같은 결과들은 주요우울장애 환자의 

자살시도 기전을 더 잘 이해하도록 하며, 임상 실제에서도 우울증 

환자들의 자살위험을 평가하고 예방하는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들을 해석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먼저 이번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 수가 적었기 때문에 

TPH2 유전자 변이들의 작은 효과를 규명하는 검증력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본 연구가 지역사회에서 살고 있는 주요우울장애 환자들과 

비슷하도록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지만, 실제로 지역사회의 환자들 중 

상당수는 치료를 받고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연구 결과를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주요우울장애 환자들에게 일반화하기 어렵다. 그리고 

주요우울장애와 자살시도는 다양한 원인적 배경을 가진 위험인자들의 

복합체이다. 그러나 단면-후향적으로 TPH2 유전자 변이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 한 이번 연구 결과는 주요우울장애와 자살시도에 대해 부분적인 

이해만을 제공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런 제한점들을 극복하면서 TPH2 

유전자 변이와 주요우울장애, 자살시도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특정한 코호트를 선정하여 추적하는 전향-코호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이번 연구를 통해 규명된 TPH2 유전자 단일염기다형성 

rs7305115와 자살시도 사이의 연관성이 주요우울장애에 특이한 것인지 

아니면 진단과 관계없이 자살시도 위험과 관련되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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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과 관계없이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과 건강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환자-대조군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사용된 충동-공격성을 평가하는 자기 보고형 

도구만로는 중추신경계의 세로토닌 시스템 기능과 관련된 충동-공격성의 

다양한 표현형들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도 본 연구의 제한점이다. 그리고 

본 연구는 세로토닌 시스템 기능을 측정하지 않아서 TPH2 유전자 변이나 

일배체형이 세로토닌 시스템의 기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TPH2 유전자 변이와 세로토닌 시스템, 

주요우울장애 및 자살시도 발생 사이의 관게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중추신경계의 세로토닌 시스템 기능 측정 및 신경심리학적 도구를 이용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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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이번 연구의 목적은 세로토닌 생합성에 관여하는 속도제한 효소인 

tryptophan hydroxylase를 중추신경계 내에서 조절하는 TPH2 유전자의 

변이가 주요우울장애의 발병과 우울증 환자들의 자살시도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와 함께 TPH2 유전자 변이가 충동-공격성에 의해 

자살시도로 매개되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TPH2 유전자의 7번 exon에 

위치한 단일염기다형성 rs7305115는 주요우울장애 발병에 영향을 

주었지만, 기분장애의 유전을 통해 주요우울장애의 발병 위험과 관련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 주요우울장애 환자군 내에서 자살시도군과 

비자살시도군의 TPH2 유전자 변이의 빈도는 차이가 있었으며, 알코올 

사용장애 및 자살행동 가족력과도 연관성을 보였다. 한편 rs7305115 G/G 

유전자형은 알코올 사용장애나 기분장애 가족력과는 독립적으로 

주요우울장애 환자들에서의 자살시도 위험을 증가시켰다. 특히 rs7305115 

G/G 유전자형을 가진 우울증 환자들의 자살의도가 높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G/G 유전자형을 가진 환자들의 자살시도가 다른 유전자형을 가진 

환자들보다 성공할 위험이 더 높을 것을 시사하여 임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TPH2 유전자의 단일염기다형성 유전자형에 따른 

충동-공격성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아 TPH2 유전자 변이가 충동-공격성을 

증가시켜 자살시도 위험을 높이는 매개체의 역할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주요우울장애 및 자살시도의 기전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충동-공격성과 자살시도, TPH2 

유전자와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생물학적인 특징을 측정하는 검사도구를 

이용한 후속 연구들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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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 depressive disorder(MDD) is a common mental 

illness of high risk of suicide. The suicide risk in patients 

with MDD may be associated with impulsive-aggression. It 

has been implicated that decreased serotonergic function 

might be a common biological mechanism of depression, 

suicide and impulsive-aggression. The tryptophan 

hydroxylase-2(TPH2) gene encodes the rate-limiting 

enzyme, TPH, in the serotonin biosynthesis in brain. We 

hypothesized the TPH2 genetic variants may predispose to 

MDD and suicide attempt in MDD. We also investigated 

whether this predisposition of TPH2 genetic variants to 

suicide attempts was mediated by impulsive-aggression.  

One hundred ninety five unrelated patients with MDD(83 

suicide attempters and 112 non-attempters) and 206 

healthy individuals participated in this study. We analyzed 

three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s (SNPs) in the 

promoter region (rs4570625, rs11178997) and rs7305115 

in the exon 7 of the TPH2 gene and haplotypes. Single SNP 

and haplotype association analyses were conducted.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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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o examined whether TPH2 gene was related to 

impulsive-aggression in MDD.  

We found a higher frequency of G/G homozygotes of 

SNP rs7305115 and haplotype ATG in patients with MDD 

compared to controls. SNP rs7305115 predicted the 

likelihood of MDD(OR=1.97, 95% CI=1.24-3.11, p=0.004) 

but, after controlling of family history of mood disorder, 

this significant relahionship was not found. G/G 

homozygotes of SNP rs7305115 and haplotype TGG was 

more frequently present in suicide attempters than non-

attempters in MDD. SNP rs7305115 predicted the 

likelihood of suicide attempt in patients with MDD 

independently from alcohol use disorder and family history 

of mood disrder(OR=2.37, 95% CI=1.15-4.87, p=0.019). 

However, we did not found any significant asscociation 

between SNPs in promoter region and MDD, and suicide 

attempt respectively. No direct effect of rs7305115 was 

observed on impulsive-aggression.  

The TPH2 genetic variants may be involved in the 

predisposition to MDD and suicide attempt in MDD. 

However, our results do not support the role of impulsive-

aggression as mediators in the process of suicide attempt.  

These findings may shed light on the biological basis of 

MDD and suicide attempt and help identify patients at 

increased risk of suicide.  

 
 

Key Words : tryptophan hydroxylase-2 gene,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haplotype, major depressive disorder, personality, 

suicide attem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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