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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hood functional gastrointestinal disorders are defined as a variable combination of often age- 

dependent, chronic, or recurrent gastrointestinal symptoms not explained by structural or biochemical 

abnormalities. A better understanding of genetic background of these disorders would help to better identify 

their complex biology and make it possible to identify subgroups of patients who respond to customized 

therapies. Family and twin studies have shown a genetic component in irritable bowel syndrome. Candidate 

gene studies have identified a few genetic polymorphisms that may be associated with functional dyspepsia 

and irritable bowel syndrome. Studies of associations of spontaneous genetic variations and altered 

functions may provide novel insights of the mechanisms contributing to the disease. [Korean J Pediatr 

Gastroenterol Nutr 2010; 13(Suppl 1): 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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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기능성 위장관 질환은 구조적, 생화학적 이상으로 설

명되지 않는 다양한 만성 반복성 위장관 증상군을 통칭

한다1). 기능성 위장관 질환은 그 병태생리가 아직 정확

히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믿을만한 생물학적 지표도 없

어서 증상만 가지고 진단을 하거나 기질적인 질환이 배

제된 후에야 진단을 내릴 수 있다. 

  최근 기능성 위장관 질환 특히 과민성 장 증후군에서 

병태생리의 하나로 유전적인 영향에 대해 관심이 고조

되고 있고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다. 가족 응집(family 

aggregation) 연구나 쌍생아 연구들을 토대로 과민성 장 

증후군에서 유전적 요인이 발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 추정할 수도 있지만 같은 가족 내에서 발병한다고 

해도 공통된 환경의 영향으로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과민성 장 증후군이 

복합 유전성 질환(complex genetic disorder)이라는 데에

는 어느 정도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가족 응집 연구나 쌍생아 연구를 통해서도 특정 유전

자의 작용에 의해 과민성 장 증후군의 증상이 발현된다

고 뒷받침할 만한 일관된 결과는 없으므로 다른 각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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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후보 유전자와 위장관 생리와의 인과 관계를 밝히려

는 연구도 진행되어 오고 있다. 유전자형과 중간 표현

형(intermediate phenotype)의 상호 작용을 연구하여 특

정 유전자에 의해 특정 현상이 생기는 것을 확인하려는 

것이다. 또한 과민성 장 증후군 환자에서 약물치료에 

대한 반응이 유전자형따라 다르다는 사실은 과민성 장 

증후군에서 유전자 연구의 중요성을 뒷받침 해준다.

  지금까지의 여러 후보 유전자에 대한 연구 결과의 검

토를 통해 기능성 위장관 질환의 유전적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기능성 위장관 질환의 가족 연구 

  아직까지 기능성 위장관 질환의 가족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나 과민성 장 증후군에서 가족 연구는 대부분 일

관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Whorwell 등
2)
의 연구에서는 

과민성 장 증후군 환자에서 가족력이 있을 확률이 33%

로 대조군 2%에 비해 높았고 Bellentani 등3)도 복통 환

자를 대상으로 일촌 친척(first-degree relative) 중 과민

성 장 증후군 환자가 있을 경우 기질적 질환일 가능성

보다 과민성 장 증후군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Locke 

등
4)
의 설문지를 이용한 연구에 의하면 30세에서 64세 

사이의 성인 892명 중 로마 I 기준에 의해 과민성 장 

증후군은 12%, 소화불량증은 14%였고 이들 중 24%가 

복통이나 배변 장애가 있는 일촌 친척을 갖고 있었으며 

연령, 성별 및 여러 신체화 증상을 보정했을 때 일촌 

친척에서 복통이나 배변 장애의 병력이 있는 경우 과민

성 장증군의 위험도가 2.3배가 높고 소화불량증의 위험

도도 1.8배가 높았다. 신체화 질환은 가족 응집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기능성 위장 질환의 가족의 영향을 해석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이 연구는 신체 증상을 보정했

기 때문에 그 결과의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Levy 등5)도 과민성 장 증후군 환자의 자녀는 대조군에 

비해 복통이나 설사를 흔히 호소하고 이 증상은 청소년

기까지 지속되어 과민성 장 증후군으로 진단된다고 하

였다. 인종에 따른 차이도 있을 수 있는데 동양인을 대

상으로 일본에서 시행된 연구에서도 과민성 장 증후군 

환자에서 부모에서 과민성 장 증후군이 있을 확률이 대

조군에 비해 의미 있게 높았다(33.9 vs. 12.6%, P

＜0.001)
6)

. Saito 등
7)
도 설문지를 이용한 연구에서 과민

성 장 증후군 환자는 대조군에 비해 과민성 장 증후군

의 진단 기준을 만족하는 일촌 친척을 가질 확률이 3배

나 높다고 하였다.

  소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지 않으나 로마 III 기

준에 의해 103명의 기능성 위장관 질환을 가진 소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가 기능성 위장관 질환을 가

지고 있을 확률이 64.1%로 대조군의 30.8%에 비해 의

미있게 높았으며 두 집단간 부모의 사회 경제적 수준이

나 정신 심리적 질병의 유병률의 차이는 없었다8). 

  그러나 이들 연구들의 문제점은 가족 내 같은 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유전적인 문제 때문 

만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공통된 환경적 영향 즉, 식생

활, 생활 양식, 가족에게 닥친 불행한 경험, 가족내 다

른 사람이 이런 질병이 있음으로 해서 이 병에 대해 좀 

더 잘 알 수 있다는 점, 심지어 공통된 감염 등이 있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기

능성 위장관 질환에서의 가족 내 응집 연구는 이러한 

바이어스를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디자인 되어야 한다.

쌍생아 연구 

  쌍생아 연구는 질병의 발생에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

적인 요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연구하는데 아주 유용하

다. 현재까지 기능성 위장관 질환, 주로 과민성 장 증후

군의 유전적인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시행된 5개의 쌍

생아 연구가 있다. 

  호주의 쌍생아 연구에서는 기능성 장질환의 일치율

이 일란성 쌍생아의 33.3%, 이란성 쌍생아의 13.3%로 

유전적 모델에 의해 분석했을때 유전이 57%, 환경이 

43% 영향을 미쳤으며 유전적 요인의 책임(genetic liabi-

lity)은 20% 정도라고 하였다
9)

. 또한 Levy 등
10)
은 미국

의 버지니아에서 6,060명의 쌍생아를 대상으로 조사하

여 유전적 요인의 책임은 8.8%였으며 부모 중의 한 사

람이 과민성 장 증후군이 있는 것이 다른 쌍생아가 과

민성 장 증후군을 가진 경우보다 더 발병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유전적인 요인 뿐만 아니라 가족 내의 환경적

인 영향(사회적 교육이나 안정적인 가족 환경) 등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미국 미네소타에서 시행된 

연구에서도 유전적 요인의 책임은 16% 정도였고11), 노

르웨이 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
12)

.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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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국의 쌍생아 연구에서는 과민성 장 증후군의 유전

적인 요인을 밝혀내지 못했다13). 

  이들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과민성 장 증후군이나 기

능성 위장관 질환에서 유전적인 요인의 책임은 1%에

서 20% 이내이며 이들이 대부분은 같은 환경에서 자랐

기 때문에 환경에 의한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는 문제

점이 있다. 

후보유전자 연구

  기능성 소화불량증과 특히 과민성 장 증후군의 유전

적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많은 후보 유전자들이 연구되

어지고 있으며 세로토닌 수송 단백질 유전자, 특정 세

로토닌 수용체 유전자, A-2아드레날린 수용체,  IL-10 

및 TNF-α, G 단백 등이 대표적인 후보 유전자들이다. 

1. 세로토닌 수송 단백질 유전자(serotonin trans-

porter gene: SERT)

  과민성 장 증후군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연구되고 있

는 유전자로 3개의 다형 부위가 알려져 있다. 5’- 

flanking 조절 부위의 SERT gene linked polymorphic 

region (5-HTTLPR)과 두 번째 인트론(intron)에 위치한 

variable number tandem repeats (VNTRs) 그리고 

rs25531이 알려져 있는데 이 중 5-HTTLPR은 세로토닌 

수송 단백질의 발현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5-HTTLPR의 S형은 세로토닌 수송 단백질 유전자

의 전사능력이 감소되어 있고 신경절에서 세로토닌 재

흡수율이 낮아 L형보다 세로토닌 작용 시간이 길다
14)

.

  Mayo clinic의 연구에서는 과민성 장 증후군과 5- 

HTTLPR과 관련이 없다고 하였으나15), Pata 등16)은 각

각 SS형은 변비형과,  LS형은 설사형 과민성 장 증후군

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5-HTTLPR은 인종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데 한 메타 분석 연구에서 동양인과 

서양인 모두 5-HTTLPR과 과민성 장 증후군은 연관이 

없다고 하였다17). 우리나라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는 SS형이 설사형 과민성 장 증후군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

.

  한편 STin2 VNTR의 연구에서는 G형이 과민성 장 증

후군과 연관이 있다고 하였으나19) 나머지 연구들에서

는 연관이 없다고 하였다
16,20,21)

. 

  rs25531은 SERT 발현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한다. 

rs25531 G형은 A형에 비해 5-HTTLPR-L형처럼 세로토

닌 수송 단백질 유전자의 전사 능력이 감소되어 있으며 

건강대조군에 비해 과민성 장 증후군이 생길 위험이 높

았다[OR 3.3 (95% CI 1.1∼9.6)]22).

  또한 5-HT2A 수용체에 관한 연구에서 102 T/C 다형

성의 CC형이나 1438 G/A 다형성의 A/A형이 과민성 장 

증후군과 연관이 있고 102 T/C 다형성의 T/T 형이 과민

성 장 증후군에서 심한 증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23)

. 영국과 독일의 공동연구에서 5-HT3A 수용체

의 HTR3E 3'-UTR (untranslated regions)의 변이인 c.* 

76G＞A (rs62625044)가 설사형 과민성 장 증후군과 연

관이 있었다
24)

.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에서도 세로토닌 수송 단백

질 유전자가 후보유전자로 연구가 되었으나 대부분 의

미가 없었다
25,26)

. 

2. α2 아드레날린 수용체

  과민성 장 증후군 환자 중 특정 아형에서 교감 신경

의 아드레날린성 기능 이상이 보고되고 있으며27), 아드

레날린성 물질은 위장관의 운동 및 감각 기능을 변화시

킨다고 알려져 있다
28∼30)

. 

  변비형 과민성 장 증후군에서 α2C Del 322∼325 

deletion과 유의하게 연관이 있었으며[OR 2.48 (95% 

confidence interval (CI) 0.98, 6.28); P=0.05], 1291C＞G

과는 연관이 있었으나 유의하진 않았다[OR 1.66 (95% 

CI 0.94, 2.92); P=0.08]31).

3. IL-10 및 TNF-α 유전자 다형성

  일부 과민성 장 증후군 환자에서 과거에 장염을 앓은 

경험이 있으며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사이토카인의 불

균형이 생기는 경우 만성 염증으로 이어져 과민성 장 

증후군의 증상 발현에 병태 생리로 작용할 수 있다. 사

이토카인의 조절은 유전적인 영향을 받으므로 과민성 

장 증후군 환자에서 사이토카인의 불균형을 일으키는 

유전적 요인이 있는지에 관련한 연구가 있었다.

  장염을 앓은 병력을 가진 23명을 포함하여 총 111명

의 과민성 장 증후군 환자에서 정상 대조군에 비해 

heterozygous TNF-α G/A 유전자형이 흔히 나타난 반

면, IL-10, -1082, -819 단일 뉴클레오티드 다형성(si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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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eotide polymorphism: SNP) 유전자형은 정상 대조

군과 유사하게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다32). 또한 장염 

병력을 가진 과민성 장 증후군 환자는 TNF-α 

intermediate producer genotype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

서 과민성 장 증후군의 아형에 따라 다른 사이토카인 

유전자형을 갖으며 이는 특정 질병의 유형을 나타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추정해볼 수도 있다. 또한 230명의 

과민성 장 증후군 환자에서 IL-10 1082G＞A 유전자의 

AA 또는 GA형이 대조군에 비해 의미있게 나왔다33).

4. G단백

  G단백은 세포막으로부터 세포 내로의 신호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전체 세포막 수용체의 약 80% 정

도가 G단백과 관련되어 이 단백질의 양적, 질적인 변화

에 의해 신호 전달의 강약이 조절된다. G단백은 α,β,

γ의 서로 다른 subunit으로 이루어지고 β, γ subunit

은 기능적 단일체로 되어 수용체가 활성화 되면 α와 

β,γ가 분리 되면서 세포내 작동 체계를 조절한다. 이 

작용에 GNβ3가 관여한다
34)

. GNβ3유전자에는 C825T에 

cyosine이 thymidine으로 치환되는 단일 염기 다형성이 

존재하고 이 유전자형에 따라 유전자 교대접합(alter-

native slicing)이 일어나 활성도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

져 있다. GNβ3 C825T C/C 유전자형은 소량의 변형 

GNβ3만을 만들어 신호 전달의 감소로 위장관의 감각 

및 운동신경에 변화를 가져와 기능성 소화불량이나 과

민성 장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35). 

또한 T/T유전자형은 G단백의 활성도를 증가시켜 세포 

반응을 증가시키며 심혈관 장애, 고혈압, 대사성 질환, 

이상 약물 반응 그리고 정동 장애 등과 관련이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36). 

  현재까지 기능성 소화불량증에서 주로 GNβ3 

C825T가 많이 연구되어 왔다. 원인 불명의 상복부 증

상을 호소하는 6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Homozygous GNβ3 825C 유전자형이 대조군에 비해 

연관이 있었으나37), Camilleri 등은 T/T나 C/C의 동종 

접합체를 가진 환자에서 기능성 소화불량과 연관이 있

다고 보고하면서 이것이 G단백의 활성도가 너무 증가

하거나 감소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25). 그러나 

그 후의 연구에서는 앞 선 연구들과 달리 T/T형이 소화

불량증 환자에서 의미있게 증가하였음을 보고하였다
26,38)

.

  일본에서 시행된 연구에서도 GNB3 C825T 다형성이 

소화불량증상과 관련이 없었으나 헬리코박터 파일로

리균의 감염이 없는 군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는 T/T

형이 소화불량증 환자에서 의미있게 증가함을 보고하

였다39). 그러나 과민성 장 증후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

들에서는 GNβ3 C825T가 연관이 없다는 보고들이 많

다
40,41)

. 

  국내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TT형이 변비

형 과민성 장 증후군과 연관이 있었다42).

5. SCN5A

  SCN5A-encoded Nav1.5 Na+ channel은 interstitial 

cells of Cajal과 장내 circular layer의 평활 근에 분포한

다. 49명의 과민성 장 증후군 환자와 1,500명의 대조군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1명의 설사형 과민성 장 증후

군 환자에서 G298S-SCN5A missense mutation이 보였

다. 또한 transfected HEK-293 cells의 4 common human 

SCN5A transcripts에서 Na(+)전류를 측정하였더니 G298S- 

SCN5A missense mutation은 세포내 NA(+)전류의 감소

와 Na(v)1.5의 기능 감소로 이어져 SCN5A가 과민성 장 

증후군의 병태생리에 관여할 수 있음을 시사 하였다43). 

그러나 이 유전자 변이는 발생 확률이 매우 드물다.

후보유전자와 중간표현형

(Intermediate Phenotype)

  중간 표현형은 생화학적으로 임상표현형과 연관이 

되어 있으며, 시간이 지나도 안정적이고 다른 실험실에

서도 재현 가능하며 기준 상태(baseline)이거나 유발 인

자가 생겼을 때 발견될 수 있고 질병에 이환되지 않은 

다른 가족 구성원에서도 존재할 수 있는 특성을 가

진다44,45).

  주관적이고 안정적이지 않은 환자의 보고를 기초로 

한 임상 표현형과 달리 중간 표현형은 객관적으로 측정

이 되는 생화학적 또는 생리적 변수를 가지고 있으며 

유전적 효과에 더 영향을 받는다고 믿어지고 있다. 이

런 후보유전자/중간표현형에 대한 연구는 만성 통증이

나 정신 분열증 같은 다유전자성 질환에서 성공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다46). 그러나 불행히도 현재까지 기능성 

위장관 질환과 관련된 중간 표현형은 아직 밝혀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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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실정이다. 

  몇몇 연구들을 예로 들면 과민성 장 증후군 환자에서 

5-HTTLPR 유전자의 S형질은 직장 팽창시 통증을 더 

심하게 느끼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 그러나 S형질

을 소유한 환자들은 직장의 compliance도 오히려 더 증

가된 소견을 보였다47). 또한 과민성 장 증후군 환자에

서 5-HTTLPR SS 유전자형은 직장 팽창시 국소적인 대

뇌의 혈류 증가를 일으키며, 혈류가 가장 두드러지게 

증가한 대뇌 부위는 left anterior cingulate cortex, right 

parahippocampal gyrus와 left orbitofrontal cortex로 두뇌

에서 감정 조절 부위의 혈류를 증가시켜서 통증을 더 

심하게 일으킨다고 하였다48). 그 외에 Camilleri 등49)의 

연구에서 위장관 운동을 억제하는 엔도카나비노이드

(endocannabinoid)인 anandamide를 불활성화 시키는 

fatty acid amyl transferase (FAAH)의 C385A가 설사형 

과민성 장 증후군 환자에서 대장 통과 시간의 단축과 

연관이 있었다. 

약리 유전학(Pharmacogenetics)

  세로토닌 수용체 다형성이 아직까지 과민성 장 증후

군의 병태생리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과민성 장 증후군 환자에서 세로토닌 수송 단백

질 유전자 다형성에 따라 세로토닌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제의 효과가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5-HT3 길항제인 alosetron은 5-HTTLPR L/L 유전자형

에서 더욱 효과가 좋다. 이는 L/L형이 세로토닌의 신경

절 농도가 낮고 alosetron에 의해 경쟁적으로 억제될 

5-HT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반대로 5-HT4 효능

제인 tegaserod는 L/L 유전자형에서 효능이 떨어지는데 

그 이유는 5-HT4 수용체에서 tegaserod의 효과를 보조

해 줄 5-HT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50,51).

결      론

  기능성 위장관 질환들이 유전적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여러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기능성 위장관 질환은 진단을 하는데 중요한 표지자가 

없고 그 증상 및 정도가 매우 다양하며 여러 질환의 다

양한 집합체이므로 각 질환과 연관된 유전자를 찾는 것

은 매우 힘든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원인 유전자를 

밝힐 수 있게 되면 질병의 병태생리를 이해하는 데 뿐

만 아니라 진단 및 치료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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