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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enetic epidemiological study on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s associated
with hepatocellular carcinoma in patients with chronic HBV infection
Yoon Jun Kim, M.D., Hyo-Suk Lee, M.D.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and Liver Research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Hepatocellular carcinoma (HCC) is associated with hepatitis B virus (HBV) as an etiologic agent in 80% of
cases, and is the major cause of death among HBV carriers. Family history of HCC is a known risk factor
for the development of HCC among chronically HBV infected patients; therefore, genetic factors are likely to
modify the risk of HCC. However, the genetic factors that determine progression to HCC remain mostly to be
recovered. It is estimated that there are millions of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s (SNPs) within human
genome and they are likely to explain much of the genetic diversity of individuals. In this review, the natural
history of HBV infection and host genetic factors related to HCC, study design and target gene selection for
the detection of SNPs related to the occurrence of HCC were discussed. Also, several SNPs or haplotypes,
which were reportedly associated with increased or reduced risk of HCC occurrence in patients with chronic
HBV infection, were reviewed. Especially, recent studies in Korea, one of the HBV endemic areas, were
discussed. Screening of these polymorphisms might be useful in clinical practice to stratify the lower or higher
risk group for HCC and might modify the design of HCC surveillance programs in patients with chronic HBV
infection, if further genetic susceptibilities are identified. The ongoing studies of the distributions and functions
of the implicated allele polymorphisms will not only provide insight into the pathogenesis of HCC, but may also
provide a novel rationale for new methods of diagnosis and therapeutic strategies. (Korean J Hepatol 2008;
1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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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 없거나 작은 SNP에 중점을 두어 논의를 진행하

론

려고 한다.
초기의 전체 유전자 지도를 만들려는 시도에서

질병 관련 유전자를 찾기 위한 연구 설계

유전자의 다형성은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1,2

더 많다는 것이 명확하게 알려졌다.

잘 알려진 대

로 가장 흔한 유전자 서열의 변화는 안정적인 단염

전통적으로 인간의 질병에 있어서, 질병과 관련

기의 변화, 즉 단염기다형성(single nucleotide poly-

된 유전적 변이를 찾기 위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2

morphism; SNP)이다. SNP는 정의상 하나의 인구

가지 다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첫째는 강력

집단에서 최소한 더 드문 대립유전자가 1% 이상인

하게 형질이 발현되는 단일한 유전자에 의한 질병

3

경우만을 말한다. 대부분의 SNP는 그 유전자의

일 경우 가족 연관 분석(family linkage analysis)

발현이나 기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인간 게

이 드문 유전적 질환에서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왔

놈에서 이러한 SNP의 전체 숫자는 1억 개 가량 될

으며 이 방법에 의하여 현재까지 1,200개 이상의

4

것으로 추산되며, 드문 대립유전자가 10% 이상인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밝혀졌다. 암과 같이 보

경우만을 추산해 보아도 5백만이 넘을 것으로 생

다 복잡한 유전적 질환의 경우 적절한 질병 가계의

5

각된다. SNP는 인간 게놈 전체에 걸쳐 흩어져 있

부족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방법이 성공적이지 못

고 대체적인 빈도는 위치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기

하였는데, 특히 그 원인 유전자가 질병에 중간 정

는 하지만 대략 약 1,000개의 염기서열당 하나 정

도 혹은 그 이하의 작은 영향을 미칠 경우 특히 그

6

러하였다.7

도이다. 대체로 50,000～250,000개의 SNP들이 생
물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

두 번째 방법은 더 흔하게 사용되는 방법으로서

들의 대부분은 30,000개로 생각되는 유전자 안 혹

유전적 관련성 연구(genetic association study)라

7

은 그 주변에 위치한다.

고 불리는 방법인데 이는 서로 혈연 관계가 없는

1990년대의 분자생물학적 암 연구에서의 가장

사람들을 연구하는 방법이다. 즉, 환자와 대조군으

큰 연구 성과는 유전적 암 증후군에서 배세포 변이

로 이루어진 큰 규모의 코호트 혹은 데이터 세트를

8

의 중요성을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초

구성한 후 질병에 대하여 아주 적은 영향만을 미치

기의 여러 가지 기대에도 불구하고 유전적 결함은

는 SNP와 유전체 일배체를 조사하는 방법이다. 이

9,10

전체 암의 단지 일부만을 설명할 수 있었다.

예

와 같은 유전적 관련성 연구에서는 각각 환자군과

를 들자면 암 발생에 있어서 가장 잘 알려진 두 가

대조군에서 관심 있는 유전자 부위의 대립유전자,

지 유전인자, 즉 BRCA1과 BRCA2 변이의 경우

혹은 유전자형의 빈도를 서로 비교하게 된다. 만약

가족적인 유방암의 20% 이하만을 설명할 수 있을

에 환자군에서 어떠한 유전자형이 더 많이 관찰된

뿐이다. 더욱이 무작위로 모은 유방암 그룹에서

다면, 이를 이 대립유전자, 혹은 이 유전자형이 어

9

BRCA 유전자 변이는 5%를 넘지 않는다. 즉, 현

떤 질병의 증가된 위험과 연관되어 있다고 결론 내

재까지의 경험 및 연구에서 대부분의 인구에서 발

릴 수 있다. 이와 같은 형태의 연구에서 결론은 대

생하는 암은 아주 드문 선천적인 유전인자의 결함

개 이와 같은 다형성이 질병의 위험을 직접 증가시

때문이 아니라 DNA 배열에서의 다형성에 의한 것

키거나, 혹은 질병에 실제로 영향을 주는 주변의

이 절대적으로 많다는 것이 점차 명확해지고 있

유전적 변이의 한 마커라고 지어지게 된다. 만약

다.8

특정한 SNP가 만성 B형간염의 보다 좋은 질병 경

3

본 해설논문에서 저자는 만성 B형간염 환자에

과나 HCC로의 진행에 대하여 좋은 경과를 보인다

서 발생하는 간세포암종(hepatocellular carcinoma,

면 그 대립유전자는 ‘HCC에 대한 보호유전자’로

HCC)에 관계되는 SNP들 중 표현되는 유전 형질

여겨질 수 있다. 반대로 HCC와 같이 우리가 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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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표현형과 어떤 SNP가 연관되어 있다면 그

현재의 생물학적 발암기전과 관련된 다른 유전자들

SNP는 ‘HCC 유발 유전자’로 볼 수 있게 된다.

의 그룹도 있을 수 있다. 즉, 세포주기 조절, DNA
손상 수복, 세포의 운동성, 유전자 발현 조절, 세포
자멸사, 세포증식 등과 관련된 유전자들도 암의 발

연구 대상 유전자의 선택

생과 밀접한 연관을 가질 수 있다.14
질병 표현형과 연관된 유전적 마커를 찾는 연구
에는 대개 두 가지 전략이 쓰이고 있다. 첫 번째로

만성 B형간염 환자의 자연경과와

는 후보유전자 방식이다. 즉, 질병의 병리학적 발

간세포암종 발생에 관여하는 유전적 인자들

병 원인에 근거하여 이와 연관되어 있는 유전자를
선택하여 그 유전자 주변에 있는 SNP들을 조사하

만성 HBV감염은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의학상

는 방법이다. 다른 말로 설명하자면 이 유전자들은

의 문제이며 3억 5천만 명 이상의 인구가 감염되어

생물학적 인과론에 잘 맞아떨어지는 설명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HBV에 노출되었을 때 감염이

있는 유전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되지 않는 사람에서부터 치명적인 HCC에 이르기

인간 게놈상에 존재하는 전체 유전자를 다 통틀어

까지 매우 다양한 임상적 경과를 보인다.15 HCC는

서(genome-wide scan) 질병을 일으키는, 혹은 막

그 발생 원인에 있어서 80% 이상에서 HBV와 연

11

는 유전자를 찾을 수도 있다. 이는 최근에 점차로

관되어 있고,16 만성 B형간염 환자에서 주된 사망

발달하고 있는 칩 기술에 의하여 질병 연구에 있어

원인 중 하나인데 남자의 경우 그 일생에 있어서의

12

서도 실용화되고 있다.

HCC의 위험이 27%, 여성의 경우는 4%에 달한

처음에 언급한 방법에 의해서 만성 B형간염에서

다.17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만성 B형간염 환자에

의 관련 유전자를 찾기 위한 연구에서 유전자의 선

서 단지 그 일부에서는 HCC로 진행을 하지만, 반

택은 대개 그 유전자의 기능과 B형간염바이러스

면 대다수에서는 HCC으로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

(hepatitis B virus, HBV)에 대한 인체의 반응,

겠다. 만성 B형간염의 감염 자체, 중증도, 간경변,

HCC로의 진행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역할에 의한

HCC로의 진행에 대한 개인적, 혹은 종족적 차이는

다. B형간염의 수직감염이 일어난 환자의 경우

아직 분명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점들이 관련되

HCC의 발생 위험은 북미나 북유럽의 환자에서 남

어 있다고 생각된다. 1) 바이러스 요인으로 바이러

13

녀 비율이 8:1에 달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쉽게

스의 양, 유전형, 바이러스의 변이 등을 생각할 수

이해할 수 있듯이 성호르몬의 항상성과 관련된 유

있다. HBV는 잘 알려진 대로 매우 빨리 변이종을

전자가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플라톡신 B1

만들며 숙주의 면역학적 반응에 대하여 회피 기전

과 같은 발암성분이 HCC의 주요 원인이므로 이와

으로 높은 유전적 변이를 가진다.18 2) 바이러스 감

같은 환경에서의 발암인자를 활성화시키거나 무력

염에 대한 선천면역, 혹은 적응성 면역을 포함하는

화시킬 수 있는 개인별 능력에 따른 유전자 차이

인체 면역학적 인자 또한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학

또한 많은 연구자의 관심을 끌어 왔다. 이와 같은

적 반응을 조절하거나 인체의 바이러스에 대한 감

생물학적 과정과 관련된 유전자들이 후보유전자

수성을 제어함으로써 중요하다. HBV의 빠른 변이

방식에서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후보유전자들

는 HBV에 특이적인 세포독성 림프구가 항체를 통

은 대개 1) HBV에 대한 면역학적 반응을 조절하

하거나 세포매개성 면역반응을 통하여 HBV의 증식

는 유전자, 2) 호르몬이나 약품 대사와 관련된 유

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게 한다.

전자, 3) 혈관 신생이나 섬유화와 같은 간실질의

의 유전학적 인자 또한 많은 감염성 질환에서의 예

병리학적 변화와 관련된 유전자, 4) 간경변의 발생

후에 중요한 인자로 인식되고 있다.21-24 무엇보다

과 관련된 유전자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도 만성 B형간염 환자에서 HCC의 가족력은 중요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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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체

대한간학회지 제 15 권 제 1 호 2009
25

한 HCC의 위험인자인 것이 잘 알려져 있다.

가진 만성 흡연자에서 만성 음주는 HCC의 발생에

이외의 인자들로는 아플라톡신 B1 섭취, 흡연,

또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과다한 알코올 섭취 등의 환경적 요인이 HCC를

CYP1A1은 담배에서 유래한 다환식 방향족 탄

단독으로 일으킬 수도 있고, 이런 요인들은 대개

화수소를 발암성분으로 전환하는 효소이다. 이 효

26

서로 간의 상승작용이 있다. 이와 같이 여러 인자

소의 Mspl 혹은 Ile-Val 유전자형은 만성 B형간염

들 간의 상호작용은 현재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환자 중 흡연자에서 HCC의 발생과 연관되어 있었

유전자-환경인자 상호작용이 HCC의 위험을 결정

으나 비흡연자에서는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많은 연구가 발표, 혹은

흡연과 관련된 HCC의 위험은 CYP1A1의 취약한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HCC로의 진행을 결

대립유전자와 CYP1A1에 의하여 생성된 다환식

정하는 유전적 인자에 관하여서는 충분히 알려져

방향족 탄화수소의 대사산물을 중화시키는 gluta-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 옳다고 하겠다.

thione S-transferase(GST) M1를 가지고 있는 그

29

룹에서 가장 뚜렷하였다. Yu 등은 GSTM1을 가지
고 있지 않은 그룹에서 습관적인 알코올 섭취가

간세포암종에서의 유전적 관련성 연구

HCC의 위험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보였다.30 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후보유전자의 일부에

전자-환경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보자면 아플라톡

대한 유전적 관련성 연구가 이미 시행되었다. HCC

신 B1-알부민 결합물질의 농도와 HCC의 위험이

의 발병과 관련된 이와 같은 유전자 중, 약품이나

GSTM1 혹은 T1이 없는 유전자형에서 통계적인

호르몬의 대사와 관련된 유전자가 많이 연구되었

관련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그룹에서는 별 영향이

고 HBV의 제거와 관련되었거나 HBV, 혹은 HCC

없었다.

30

Glucuronidation은 주변 환경에서나 세포 대사에

에 대한 면역학적 반응과 관련된 유전자들이 최초

서 생성되었거나 혹은 치료적인 목적으로 투여한

로 점검된 유전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싸이토크롬 P450 2E1(CYP2E1)은 인간이 계속

31

약물의 중요한 대사경로이다.

그러므로 2번 염색

노출되는 중요한 HCC 유발 인자인 N-nitrosodi-

체의 UGT1A 유전자좌에 위치한 UDP-glucuro-

methylamine을 대사하는 유일한 효소이다. 또한

nosyltransferases(UGT)가 빌리루빈, 부신피질 호

간 내에서 CYP2E1의 농도는 아주 높게 유지되며,

르몬, 담즙산, 다환식 탄화수소, 이종환식의 아민

만성 알코올 섭취에 의하여 이 효소의 발현은 유도

들, 모르핀, 항우울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된다. 따라서 다른 조직에 비하여 HCC에 대한 개

항암제 등의 다양한 기질을 가진다는 것은 별로

인의 감수성은 CYP2E1 효소의 유전적 다형성에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의하여, 특히 만성 음주자의 경우 그 유전적 영향

UGT1A*3은 HCC의 위험과 연관되어 있다고 알려

을 받을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는 유추할 수 있다.

져 있다.32 반면에 최근 UGT1A 유전자좌 전체를

그러나 본 대학의 연구팀은 이전의 연구에서 유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UGT1A 유전자의 다형성은

형 c1/c2, c2/c2가 어느 것도 HCC와의 관련성이

HCC의 위험과 통계적 관련이 없다는 연구 결과가

없음을 확인한 바 있고, 이는 알코올 섭취 유무와

나오기도 하였다.33

31

그 중 효소 활성도가 낮은

도 무관하였다.27 이와는 반대로 Yu 등은 c1/c1 유

방향족 아민은 인간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HCC

전자형이 흡연자에서 HCC 발생 위험성과 연관되

의 발암물질이다. N-acetyltransferase(NAT)는 이

어 있음을 밝혔는데, 이 효과는 비흡연자에 있어서

아민 화합물의 대사적인 활성화나 무독화에 관련

28

는 유효하지 않았다. 특히 c1/c1 유전자형은 흡연

되어 있는 효소이다. 이 효소의 NAT2 다형성은

이 오랜 기간 이루어진 그룹에서 더욱 확연히

흡연을 하는 만성 B형간염 환자에서 HCC와의 관

HCC의 위험과 연관되어 있었는데 이 유전자형을

련성이 증명되었으나, 비흡연자에서 이 관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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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유효하지 않았다.

은 혈관내피세포 성장인자의 -634CC 유전형과

만성 B형간염 환자에서 DNA 손상이 있다는 점

Ht1: CCGAGCCC at -2578/-1203/-1190/-1179/

은 잘 알려져 있다. XRCC1 유전자의 399번 코돈

-1154/-634/-7/+936 일배체형의 이형접합보인자에

의 Arg-to-Gln 다형성은 DNA 손상과 연관되어

서 HCC의 예후가 좋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있다고 알려졌는데 XRCC1 Gln 대립유전자는 용

등은 ITGAV 인트론의 rs9333289, rs11685758, 3’-

량의존적으로 50세 미만에서 발생하는 HCC와 연

untranslated region의 rs1839123, haplotype 3(T-

관되어 있었고 그 이후의 HCC와는 연관되어 있지

T-A)이 간염의 만성화와 HCC의 진행에 취약하

않았다. GSTT1이 없는 유전자형에서는 HCC의 위

다고 보고하였다.41 DNA의 생성과 메틸레이션에

험성을 높이지 않았으나 GSTM1이 없는 유전자형

작용하는 methylenetetrahydrofolate reductase의

에서는 어린 나이에 발생하는 HCC의 위험성을 줄

1298A>C 다형성과 methionine synthase redu-

여 주었다. GSTT1과 GSTM1 유전자형의 다양한

ctase의 66AG+GG 다형성 또한 한국인에서 HCC

조합이 XRCC1과 HCC의 관련성에 다양한 영향을

의 발생과 연관이 있었다.42 그 외에도 윤 등은

미치는데, 예를 들자면, GSTT1이 없고 GSTM1을

MDM2 SNP 309와 p53 Arg72Pro가 만성 B형간염

가진 개인에서 Gln/Gln 유전형을 가졌을 때 Arg/

을 가진 한국인에서 조기에 발생하는 HCC와 연관

Arg 유전자형에 비하여 HCC의 위험이 크다고 할

이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43

40

이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GST의 상태는 XRCC1

본 저자가 속한 연구진은 만성 B형간염의 진행

다형성과 HCC와의 관련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과 HCC의 발생에 관하여 만성 B형간염바이러스

35

생각된다.

에 대한 면역학적 다양성을 나타내는 유전자와

최근의 많은 연구 결과가 p53 암억제유전자가

여러 암 관련 유전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 결

HCC의 발생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지

과를 발표한 바 있다.44-54 포식세포에 의하여 주로

지하고 있다.36-38 만성적으로 HBV에 감염된 사람

분비되는 IL-10은 조력T세포에서 분비되는 싸이

들 중에서 HCC의 발생과 관련하여 p53 유전자의

토카인의 발현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면역 억제

72번째 코돈의 Pro 대립유전자가 만성 간질환 및

싸이토카인이다.55 본 연구팀은 IL-10의 우리나라

HCC가 1등친에서 발생한 가족력과 상승작용을 일

및 코카시안, 흑인에서 흔한 일배체형인 IL-10-

으킨다는 점이 알려졌다. 즉, 만성 간질환과 Pro 대

haplotye2[A-C-C-T](IL-10-ht2)가 만성 B형간

립유전자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개인에서 HCC의

염 환자에서 용량의존적으로 HCC의 발생과 연관

위험성은 상승하였다. 흡연과 GSTM1 유전형은

되어 있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53 전체적인 분석에

p53 유전자의 다형성이 HCC에 끼치는 영향에 추

서 IL-10-ht2는 HCC의 이른 시기의 발병과 연관

가적인 영향을 끼쳤다. GST 유전형이 없는 사람에

이 있었고 간경변으로의 진행과도 연관이 있었다.

서는 단지 흡연자에서만 p53 유전자형이 증가된

반면에 IL-6의 촉진부에 위치하는 다형성은 간경

HCC의 위험성과 관련이 있었다. 흡연과 관련된

변으로의 진행과 HCC의 발생에 아무 영향을 주지

HCC에서 또한 p53 다형성은 싸이토크롬 P450

않았다.52

1A1과 카르티노이드 농도와 상호작용이 있었다.39

Transforming growth factor-β(TGF-β)는 암

우리나라는 만성 B형간염의 유병률이 높은 지역

발생의 초기에는 암억제유전자로 작용하나 암이

으로 최근의 유전체 연구의 활성화에 따라 B형간

진행함에 따라 암 성장 및 전이의 촉진인자로 작용

염에서 HCC 발생과 관련된 유전체 연구가 활발히

한다.56 TGF-β 유전자의 10번째 코돈의 Pro/Pro

전개되고 있다. HCC는 다혈관성인 암으로서 HCC

유전형은 유방암의 경우에는 급격히 감소할 위험

의 진행에 혈관내피세포 성장인자가 중요한 역할

과 연관되어 있는데,57 [-509C>T; L10P] 일배체형,

을 할 가능성이 일찍이 예상되었다. 최근에 공 등

즉 TGF-β를 많이 분비하는 유전형의 경우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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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0.74로 HCC의 위험성이 저하되어 있음을 발표

스의 유전형, 인종적 차이, 여러 환경인자의 정확

한 바 있다.58 반면에 NF-κB의 핵 내로의 이동을

한 측정 등을 통하여 그 상호작용에 대하여서도 추

방해하여 그 역할을 억제하는 NFKBIA의 유전적

가적인 보완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반면에 유전역

49

다형성은 HCC의 발병과 아무 관련이 없었다.

세

학적 연구의 특성상 서로 상반되거나 일치하지 않

포매개성 면역반응에 관계된 싸이토카인 중 IGF2

는 여러 연구 결과와 함께 각각 다른 인종, 다른 환

는 T림프구의 증식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IGF2+

경 요인, 다른 전염경로를 가진 코호트에서 나오는

2482C/C와 +820G/G 유전형은 HCC의 발생과 강

다양한 결과들이 이런 인체유전학적 연구의 결과

48

세포자멸사와 관련된 유

를 해석하기 어렵게도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연

전자 중에서는 Fas가 HCC와 관련이 있었는데

구 결과만으로 보더라도 인체의 유전적 특성이 간

Fas-1377G>A 유전형은 HCC에 대하여 보호 효과

염의 진행이나 감염, HCC의 발병에 집합적으로 영

력히 연관되어 있었다.

44

향을 미친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하겠다.

를 보임이 증명되었다.

Secreted phosphoprotein-1(SPP1)은 전이된 HCC

이 해설논문에서 저자는 만성 B형간염 환자에서

에서 과발현되는 물질인데 SPP1 ht2/h2나 1800

HCC 발생의 증가 및 감소와 연관된 여러 다형성

T/T 유전형을 가진 사람에서 HCC로의 진행이 빨

이나 일배체형을 열거하여 보았다. 이런 유전학적

46

랐다.

발현에 중요한 조절인자인 히스톤의 아세

증거들이 실제 임상에 사용되거나 혹은 확정되기

틸기 제거와 관련된 histone deacetylase (HDAC)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결과가 독립적인 코호트

의 유전형 중에서는 HDAC10-589C>T에서 효소

나 독립적인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증명되어야 하

의 전사가 항진되어 있었고 HCC로의 진행을 촉진

며, 가급적 기능적 연구에서 증명이 되고 중재적

45

하였다.

연구에서 또한 증명이 되어야 한다고 저자는 믿는
다. 그러므로 현재 발표되고 있는 여러 연구의 결

결

과들이나 저자가 위에 제시한 여러 유전형의 영향

론

은 현재로서는 단지 하나의 불완전한 제시로 이해
여기에 보인 몇 가지 유전자의 B형간염 및 HCC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전역학적 방법

로의 진행에 미치는 효과는 분명히 전체 유전자가

에 의하여 찾아진 유전인자들이 매우 중요한 HCC

미치는 효과의 아주 일부분에 불과할 것이다. 또한

의 원인 유전자일 가능성 또한 상존한다는 점을 간

여러 유전자 간의 상호작용이 매우 복잡할 것으로

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예상되기 때문에 하나의 대립유전자형이 HCC로의

긍극적으로 HCC의 발생에 영향을 주는 유전인

진행 혹은 보호를 전부 설명할 수는 없을 것으로

자가 확인된다면 현재 임상에서 행하고 있는 HCC

예상된다. 그리고 유전자와 환경 요인과의 관계 또

의 발병감시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

한 현재 잘 밝혀지지 않았으나, 매우 큰 영향을 미

다.51 즉, 유전자검사를 통하여 HCC의 고위험군과

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유전적 다형

저위험군을 선별하여 각각의 위험성에 맞게 적절

성이나 일배체형이 집단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상

히 디자인된 HCC의 발병감시체제를 도입하여

호간의 여러 상승작용이나 길항작용을 통하여 간

HCC 발생 감시에 대한 환자의 비용을 경감시켜

염의 진행이나 HCC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

줄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관련 유전자나 관련

다는 것은 비교적 분명하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최

유전자의 변이가 HCC의 발생에 영향을 주는 기전

근에 개발되고 있는 여러 유전역학적인 방법론이

을 기능적으로 밝힐 수 있다면 HCC의 병리학적인

나 geneome-wide scan, 새로이 제시되는 여러 후

발생 원인을 밝히는 데 새로운 각도에서 도움을 줄

보유전자들에 의하여 이런 유전적 증거는 더욱 더

수 있을 것이고, 발생 원인에 기초한 새로운 HCC

보강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는 또한 바이러

의 진단 및 치료법의 개발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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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이는 우리가 지속적

으로 HCC의 발생에 영향을 주는 유전 요인의 연구
를 필요로 하는 중요한 근거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색인단어: 만성 B형간염, 단염기다형성, 간세포암
종, 유전적 관련성 연구, 유전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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