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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hma is a chronic inflammatory airway disease. There are many factors including genetic and 
environmental factors that influence asthma. The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 (MAPK) pathway 
is involved in maintaining the T helper cells 1 and 2 (Th1/Th2) balance and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asthma. In this study, the correlation between the NDFIP2 gene that regulates 
the MAPK pathway and asthma was analyzed. The genetic polymorphism of the NDFIP2 gene was 
analyzed between 193 asthma patients and 3,228 healthy controls in Korea. As a result, 4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s (SNPs) showed a significant correlation (P＜0.05) and high relative risk 
with asthma. Among them, rs2783122 of NDFIP2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association with 
asthma (P-value=9.76×10−6, odds ratio (OR)=1.67, 95% confidence interval (CI)=1.33∼2.10). In 
the SNP imputation on the NDFIP2, 16 SNPs were discovered, and all of them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asthma and high odds ratio. The genotype-based mRNA exp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the group of minor alleles of rs1408049 showed increased mRNA expression. 
Increased NDFIP2 expression causes the activation of the MAPK pathway, and this may influence 
the development of asthma. In conclusion, the polymorphisms of NDFIP2 are associated with 
asthma development and this can provide the basis for new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asthma in the Korean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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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천식은 숨을 쉴 때 기관지 내에서 일어나는 과민반응으로, 기

도점막이 부어 오르거나 기관지가 좁아져서 천명을 일으키는 만

성 염증성 호흡기질환이다[1]. 천식의 요인으로는 가족력, 환경 

요인, 알레르기, 영양 상태, 경제적 상태 등이 있다고 알려져 있

다[2]. 천식의 국내 성인 유병률은 3.9%, 소아 유병률은 5∼9%

로 아동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발병률을 보인다[3].

천식환자 중 약 3.6∼10%의 중증 환자는 현재 사용되고 있

는 치료제의 효과가 미미하여 경증-중등증 천식환자에 비해 약

제의 사용이 많고, 전체 천식 치료에 사용되는 비용의 50% 이

상을 사용한다[4]. 현재 천식의 치료제로 인지질분해효소

(Phospholipase)-A2 억제 및 IL (Interleukin)-1, 2, 3, 6이

나 TNF-α 같은 사이토카인의 생성과 방출을 억제하여 Th1 (T 

helper type1)과 Th2 (T helper type2)를 조절하는 코르티

코스테로이드가 주로 사용되고 있지만, 피부위축, 모세혈관확

장, 피부궤양, 색소 변화, 감염, 알레르기 접촉피부염 등 다양한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다[5-7]. 따라서 천식을 미리 예방하고 

조기 진단하여 중증으로 가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

병 예방 측면에서 특정 질병에 대한 유전자가 가지는 위험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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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sthma cases and controls in the KARE cohort

Characteristics Controls Asthma P-value

Number of subjects 3,228 193 -

Sex (male [%]/female [%]) 1,638 (50.7)/1,590 (49.3) 70 (36.3)/123 (63.7) ＜0.001

Age (M years±s.d.) 51.04±8.80 55.28±8.64 ＜0.001

Abbreviations: KARE, Korean Association REsource; M, mean value; s.d., standard deviation.

분석하여 질병의 발생가능성을 예측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

행되고 있다. 

천식과 유전적 관련 연구는 199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현

재까지도 천식의 유전적 소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 천식의 유전적 소인에 대한 연구는 우리 나라에서도 활

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GST (Glutathione S-transferase)와 

MCP-1 (monocyte chemoattractant protein-1) 등이 천식

과 관련된 유전적 다형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8, 

9]. GST는 염증의 주요 구성 요소인 산화 스트레스 산물의 기질

을 활용하는 능력을 통해 활성 산소종(ROS, reactive oxygen 

species)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

라서 GTS에 이상이 생기면 ROS 해독에 결함이 생기므로 천식

의 발병과 중증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MCP-1은 비만세포를 

활성화시켜 기도로 leukotriene C4가 분비되도록 하여 기도 

과민성을 직접적으로 유도하는 방식으로 천식 발병에 영향을 미

친다.

MAPK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s) 경로는 세

포 외부의 자극에 의해 활성화되어 세포 내에 신호를 전달하여 

다양한 세포 내 반응을 조절한다. MAPK 경로의 subfamily에

는 ERK (extracellular signal regulated kinase), JNK 

(c-Jun N-terminal kinases) 그리고 p38 등이 있으며, 각각 

서로 다른 생물학적 기능을 수행하지만, 모든 MAPK는 기질을 

인산화 시키는 공통 염기서열을 가지고 있다[10]. 특히, ERK 경

로는 핵의 전사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단백질과 효소 등의 

기능을 조절하는 세포 내 신호전달체계에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

한다[11]. ERK 경로가 활성화 될 경우, JunB 단백질이 상향 조

절된다[12]. JunB 단백질은 선택적으로 Th2 세포 증식을 유도

하며, 결과적으로 Th2 사이토카인의 발현량을 증가시킨다

[13]. Th 세포는 분비하는 사이토카인의 종류에 따라 Th1과 

Th2가 있으며,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면역 반응은 Th1과 Th2 

사이의 균형에 의해 유지된다. Th1세포의 면역반응이 증가할 

경우 자가면역 질환이 발생하게 되며, Th2세포의 면역반응이 

활발해지면 천식과 같은 알레르기 질환이 나타나게 된다[14]. 

따라서 천식은 근본적으로 Th2 세포 매개 염증 반응에 의해 일

어난다. 그러므로 현재 MAPK 활성화 억제제를 이용하여 Th2 

세포의 발현을 감소시켜 천식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5]. 본 연구의 주제인 NDFIP2 (Nedd4 family 

interacting protein 2) 유전자는 MAPK-activating protein 

PM04/ PM05/PM06/PM07이라고도 불리며, MAPK 신호 전

달 경로에 관여한다[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유전체 

역학 조사 사업(Korean Genome and Epidemiology Study; 

KoGES)의 KARE (Korean Association Resource) 코호트를 

활용하여 NDFIP2 유전자가 천식 발병에 어떤 유전적 상관관계

를 갖는지 알아보았다.

재료 및 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이 2001년부터 한

국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규모 역학 코호트 사업인 한국인 유

전체 역학 조사 사업의 KARE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17]. KARE는 경기도 안성과 안산 지역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

행한 한국인 유전체 코호트로 한국인에게 흔히 나타나는 만성 

질환의 발병 요인을 규명하여 예방의학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

하고자 구축되었다. 이 코호트는 40세에서 69세의 남녀로 구

성되었으며 10,038명을 선정하여 기초조사 및 2년마다 추적

조사를 하였다. 본 코호트의 그룹 선정은 설문을 근거로 진행되

었으며, 과거에 의사에게 천식을 진단받은 적이 있는 193명을 

천식 환자군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천식 외 기타질환(고혈압, 

당뇨병, 알레르기 질환, 심근경색, 갑상선 질환, 울혈성 심부전, 

관상동맥 질환, 고지혈증, 만성 폐 질환, 말초혈관질환, 신장질

환, 종양, 뇌혈관 질환, 두부 외상, 요로 감염 및 통풍 등)으로 진

단되지 않은 3,228명을 건강 대조군으로 선정하였다. 천식 환

자군의 평균 나이는 55.21±8.64세이며, 건강 대조군의 평균 나

이는 51.04±8.80세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Table 

1). 이번 연구에서 사용된 유전 정보는 호서대학교에서 연구윤리 

승인을 받은 후 분석을 수행하였다(1041231-210223-BR- 

1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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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전형 분석과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SNP) 선별

이번 연구에서는 KARE 유전 자료를 기반으로 천식과 관련된 

SNP을 선별하였다. DNA 시료는 연구 참여자의 말초 혈액에서 

분리 추출하였으며, Affymetrix Genome-Wide human 

SNP array 5.0 (Affymetrix, Inc., Santa Clara CA, USA)을 

사용하여 유전형 판독을 하였다. 유전형 판독 정확도가 98% 이

하이거나, 4% 이상의 높은 missing genotype call rate를 나

타내거나, 30% 초과의 heterozygosity를 가지거나, 성별이 일

치하지 않는 대상자들은 연구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 본 연구

는 NDFIP2 유전자 전사체 부위에 존재하는 SNP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UCSC Genome browser on human Mar. 2006 

(NCBI36/hg18)을 이용하여 NDFIP2에 위치한 SNP들의 염

색체 상의 위치를 알아내었다. 또한, 실제 실험적으로 SNP의 유

전형을 확인한 것 이외에 MACH 1.0.16를 이용하여 NDFIP2

에 위치한 16개의 imputation SNP을 발굴하여 이를 이번 연

구에 사용하였다[18]. Imputation은 HapMap database 

(release 24)에서 중국인(Han Chinese form Beijing)과 일본

인(Japanese in Tokyo)의 데이터를 참고로 진행하였다[19]. 

Imputation한 SNP들 중에서 minor allele frequency 

(MAF)가 1% 미만이거나 상관계수(r2)가 0.5 미만인 것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 유전형과 유전자 발현의 상관분석

유전형에 따른 유전자 발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두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다. 첫 번째로, Regulome DB 

(http://www.regulomedb.org/index)를 사용하여 해당 유

전자 영역의 SNP가 유전자 또는 단백질 발현에 어떤 영향을 미

치는지 확인해 보았다. Regulome DB는 gene expression 

omnibus와 encyclopedia of DNA elements 프로젝트 등

의 실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전적 변이가 전사 인자 결합 및 유

전자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점수화하는 데이터베이스

이다.

두 번째로 GTExPortal (genotype-tissue expression; 

https://gtexportal.org/home/)를 이용하여 유전형에 따

른 유전자 발현량의 증가 혹은 감소를 알아보았다. GTEx 

Portal은 54개의 비분리 조직 부위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

으로, 유전자변이, 유전자 발현, eQTL (Expression Quan-

titative Trait Locus) 및 조직학적 이미지를 정리한 사이트로 

유전적 변이에 따른 유전자 발현량의 증가 또는 감소를 확인할 

수 있다.

4. 상관성 분석과 통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PLINK version 1.07 (http://pngu.mgh. 

harvard.edu/∼purcell/plink)과 PASW Statistics version 

18.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사용하여 13번 염색체

에 위치한 NDFIP2와 천식 발현의 연관성 통계분석을 진행하였

다. 천식 환자군과 건강 대조군 사이의 유전적 변이의 상관성 분

석을 위해 로지스틱 회귀 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사용하

였으며 우성 유전 모형을 기반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지역, 

성별, 나이는 공변수로 처리하여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시행하

였으며, 분석 값에 대한 유의 수준은 0.05 이하를 기준으로 선별

하였다. 웹 기반 프로그램인 Locuszoom version 1.1 (http://csg. 

sph.umich.edu/locuszoom)을 활용하여 regional associ-

ation plots을 확인하였다[20].

결  과

1. NDFIP2 유전자 영역의 SNP 선별 및 천식과의 상관성 

분석

NDFIP2 유전자는 UCSC Genome browser on human 

Mar. 2006 (NCBI36/hg18)를 활용하여 해당 염색체에서의 

NDFIP2 유전자의 위치를 알아내었다. 해당 유전자의 범위를 

설정한 후 KARE 유전형 자료에서 이에 위치하는 SNP을 확인

하였다. 우선, NDFIP2 유전자 범위에 포함된 SNP들을 선별하

였고, 선별된 SNP을 대상으로 하여 천식 환자군과 건강한 사람

을 대조군으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NDFIP2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P＜0.05)를 가진 4개

의 SNP를 알아낼 수 있었다(Table 2). NDFIP2의 SNP 중 

rs2783122는 가장 높은 유의성(P=9.76×10−6)을 나타냈다. 

상대적 위험도(odds ratio, OR)는 1.675로 나타났으며,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CI)은 1.33∼2.10으로 나타

났다. 4개의 SNP 모두 천식에 대한 상대적 위험도가 높게 나타

났기 때문에 minor allele를 가질 경우 천식 발생률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상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NDFIP2 유전자의 SNP을 imputation한 후 천식과의 

상관성 분석

NDFIP2 유전자의 SNP을 imputation을 통해 확장한 후 천

식과 연관성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총 16개의 SNP이 천식과 통

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P＜0.05)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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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associated SNPs (P＜0.05) in the NDFIP2 with asthma in the KARE cohort

Gene Chr No. SNP BP Function A1 A2

MAF

OR (95% CI) P-valueCase
(N=193)

Control
(N=3,228)

NDFIP2 13 G1 rs17071545 78988115 Intronic A G 0.166 0.107 1.61 (1.21∼2.13) 9.00×10−4

G2 rs1475797 78991826 Intronic A C 0.288 0.201 1.58 (1.25∼2.00) 1.05×10−4

G3 rs2783122 79001279 Intronic G A 0.316 0.218 1.67 (1.33∼2.10) 9.76×10−6

G4 rs1408049 79011653 Intronic G C 0.314 0.218 1.66 (1.32∼2.09) 1.33×10−5

I1 rs7990344 78957081 Intronic C T 0.303 0.216 1.59 (1.26∼2.00) 9.53×10−5

I2 rs8002042 78958688 Intronic A G 0.286 0.209 1.52 (1.203∼1.93) 4.75×10−4

I3 rs1577418 78959508 Intronic A C 0.303 0.216 1.59 (1.26∼2.00) 9.53×10−5

I4 rs17071512 78960018 Intronic C T 0.159 0.103 1.57 (1.182∼2.11) 2.00×10−3

I5 rs1335370 78960767 Intronic T A 0.303 0.216 1.59 (1.26∼2.00) 9.53×10−5

I6 rs6563113 78962136 Intronic G A 0.286 0.209 1.52 (1.203∼1.93) 4.75×10−4

I7 rs1335368 78974432 Intronic A G 0.308 0.219 1.60 (1.277∼2.02) 5.54×10−5

I8 rs9565510 78982351 Intronic G A 0.312 0.219 1.62 (1.294∼2.04) 3.22×10−5

I9 rs7339303 78988866 Intronic A G 0.294 0.212 1.56 (1.238∼1.97) 1.74×10−4

I10 rs9574434 78993542 Intronic C T 0.313 0.220 1.62 (1.293∼2.04) 3.22×10−5

I11 rs2760106 78996990 Intronic C A 0.313 0.218 1.64 (1.307∼2.06) 2.16×10−5

I12 rs2783119 78997119 Intronic A G 0.295 0.211 1.58 (1.253∼1.99) 1.11×10−4

I13 rs2783121 79001230 Intronic T C 0.270 0.189 1.60 (1.245∼2.06) 2.53×10−4

I14 rs2760105 79007868 Intronic G A 0.297 0.210 1.59 (1.266∼2.01) 7.94×10−5

I15 rs987284 79021985 intronic C A 0.314 0.218 1.65 (1.317∼2.08) 1.58×10−5

I16 rs1212082 79024769 3_UTR A G 0.293 0.209 1.58 (1.254∼2.00) 1.16×10−4

Residential area, age, and sex were included as covariates in this study. 
Abbreviations: Chr, chromosome; BP, base pair; A1, minor allele; A2, major allele; MAF, minor allele frequency;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G of No., genotyped SNP’s number; I of No., imputed SNP’s number.

Figure 1. Regional plot showing SNPs 
location in NDFIP2. The position of the 
SNPs in gene are shown at the top.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log10 P-value)
of the association of NDFIP2 with 
asthma is indicated. The purple diamond 
(rs2783122) with the most significant 
SNP number indicates the SNP most 
strongly associated with asthma. SNPs 
are shown in the indicated colors accor-
ding to the levels of linkage disequili-
brium (r2). At the bottom, the position 
(Mb) of the NDFIP2 gene on chromo-
some 13 (NCBI build 36) is shown 
along with the gene structures.

있었다(Table 2). 또한 16개의 SNP 모두에서 상대적 위험도가 

높게 나타났으므로 genotype 결과와 마찬가지로 minor 

allele를 가질 경우 major allele를 가질 때 보다 천식 발병률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Imputation 수행 후 천식 발병

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SNP들이 많다는 것은 NDFIP2 

유전자가 천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주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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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ult of the regulome DB with SNPs in the NDFIP2 

Gene SNP BP A1 A2
Regulome

Score TFBS DNase Proteins bound Motifs

NDFIP2 rs7990344 78957081 C T 3a + + TCF12, HNF4A, ATF3, POLR2A, 
FOSL2, SIN3A, CREB1, ASH2L, 

EP300

TP73

rs7339303 78988866 A G 3a + + GATA1, ZMYM3 NANOG, RARA

rs1475797 78991826 A C 3a + + SPI1 HOXA10, HOXA11, HOXA13, HOXC12, 
HOXC13, HOXD10, HOXD11, HOXD12, 

HOXD13, PDX1, POU2F1, POU2F2

rs2783122 79001279 G A 3a + + ZSCAN5C, HEK293T, HEK293 AIRE

rs1408049 79011653 G C 3a + + ZBTB17 FOXD2

rs987284 79021985 C A 3a + + ZNF189, GATA2, RCOR1, EP300, 
GATA3

SPIC

Abbreviations: BP, base pair; A1, minor allele; A2, major allele; TFBS, transcription factor binding site.

Figure 2. Genotype-based mRNA expression in tissue using data 
from the GTEx Portal for SNP (rs1408049) in NDFIP2 (P-value= 
0.000066, NES=−0.085).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genotypes 
and NDFIP2 expression levels in the GTEx portal was detected with 
the linear regression model and based on a P-value threshold 
determined by a web-based eQTL calculator on the GTEx portal. The 
allele effect on NDFIP2 gene expression levels is shown by boxplots 
within violin plot. C and G alleles indicate the major and minor allele 
types, respectively. The white line in the box plot (black) shows the 
median value of the gene expression at each genotype. When having 
a minor allele (C＞G), it shows that the gene expression level was 
increased. P-value are calculated with the linear regression model. 
NES (normalized effect size) means the slope of the linear regression 
model.

과이다.

3. NDFIP2 유전자 SNP의 linkage disequilibrium (LD) 

구조

웹 기반 프로그램인 Locuszoom version 1.1 (http://csg. 

sph.umich.edu/locuszoom)을 이용하여 NDFIP2 유전자 

SNP의 regional association plot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NDFIP2에서 가장 높은 유의 수준을 보이는 rs2783122은 보

라색 다이아몬드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Figure 1). 

그 밖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19개의 SNP들이 NDFIP2 유전자

영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20개의 

SNP이 하나의 LD 블록을 형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4. NDFIP2 유전자 영역의 SNP이 유전자 발현에 미치는 영향

Regulome DB와 GTEx Portal을 이용하여 SNP의 유전형

에 따른 유전자 발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먼저 Regulome 

DB 분석 결과 3a 이상의 유의미한 score를 기록한 NDFIP2 유

전자의 SNP은 6개였다.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이 

SNP이 해당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데 3a의 score는 SNP이 전사 인자 결합 반응(TFBS, trans-

cription factor binding site)에 영향을 미치고, DNase peak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rs7990344는 TP73의 motif로 작용

하고, rs7339303는 NANOG, RARA의 motif로 작용하기 때

문에 NDFIP2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Table 3).

다음으로 GTEx Portal (https://gtexportal.org/home/)

에서 SNP이 minor allele를 가질 경우 유전자 발현량이 증가 

혹은 감소하는지 알아보았다. NDFIP2 유전자 SNP 중 유의미

한 상관관계(P＜0.05)를 보이는 rs1408049을 이용하여 유전

형별 조직에서의 유전자 발현량을 측정하였다. GTEx Portal에

서는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전자 발현량을 제공해 주는

데, 해당 SNP의 조직에서의 유전자 발현 분석은 고환과 근육에

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P값이 더 낮은 근육 조직의 데이터를 본 

연구에 활용하였다. 검정 박스 안에 있는 흰색 선이 유전자 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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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앙값을 의미하며, minor allele (C＞G)를 가질 경우 유전

자 발현량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Figure 2). 

고  찰

이번 연구에서는 한국인 코호트를 이용하여 NDFIP2에 속해 

있는 SNP의 유전적 다형성이 천식 발병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 알아보았다. 천식 발생 원인은 크게 숙주(유전) 인자와 환경 

인자가 있으며, 이들의 복잡한 상호관계에 의해 발병하게 된다

[21]. 천식 환자는 국내외에 흔한 질병으로 전세계 인구의 20∼

30%가 천식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400만 명 이상

의 천식 환자가 있다고 추정되고 있다. 이 수치는 20년 전과 비

교했을 때 3배로 증가하였으며, 현재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22]. 현재 천식 치료제로 주로 쓰이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는 

피부위축, 모세혈관확장, 튼살, 피부궤양, 여드름모양 반응, 색

소 변화, 감염, 알레르기 접촉피부염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7]. 따라서 천식을 미리 예방하고 조기 진단하여 중증으

로 가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현재, 질병을 예방

하기 위해 질병과 관련된 유전자를 찾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다.

천식은 알레르기질환 중 유전학적으로 가장 연구가 많이 진

행된 질병이다. 많은 유전자의 변이가 천식의 증상(기도과민

성, 기관지 확장, 폐 기능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

[23]. 본 연구에 앞서 KARE 코호트를 이용한 천식 GWAS 

(Genome Wide Association Study)를 진행하였고, NDFIP2

에 속한 rs2783122이 높은 유의성을 보였다. 또한, 현재 

NDFIP2 유전자와 천식의 연관성을 실험적으로 증명한 연구는 

보고되었지만[24], 대내외적으로 유전형 코호트를 이용한 연

구는 아직 보고되어 있지 않아 NDFIP2 유전자를 주제로 연구

를 진행하게 되었다. NDFIP2 유전자는 E3 유비퀴틴 리가제의 

Nedd4를 활성화시켜 유비퀴틴화 과정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MAPK 신호 전달 경로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MAPK 경로에

는 크게 3가지 경로인 ERK 경로, JNK 경로, p38 경로가 존재

하는데 이 중 ERK 경로는 MAPK 신호 전달 경로 중 가장 잘 특

성화된 경로이며, 고전적인 MAPK 경로라고 한다[25]. ERK 

경로가 일어나게 되면, 실제 천식 환자에서 유의미하게 증가하

는 단백질인 JunB와 sprout-2가 생성된다. 이 중 JunB 단백질

은 면역 활동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세포의 활동을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이 단백질은 폐와 결장에서 eTreg (Effector 

Regulatory T Cells) 세포의 특정 기능을 조절하여 Th2 세포 

분화를 주도하며, JunB가 증가하게 되면 Th2 사이토카인의 발

현이 증가하게 된다[13, 26, 27]. Th2의 면역반응이 활발해지

면 주로 천식, 아토피와 같은 알레르기 질환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Th2의 면역반응을 억제하여 알레르기 질환을 치료

하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이번 연구 결과, NDFIP2의 유전변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게 천식 발병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특히, 조사한 

SNP들이 minor allele를 가질 경우 천식 발병률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유전형에 따른 유전

자 발현 사이의 상관 분석을 하였고, minor allele를 가질 경우 

NDFIP2 유전자 발현량이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Figure 

2). 증가된 NDFIP2 발현은 MAPK 경로를 활성화시켜 JunB 단

백질 생성을 증가시킬 수 있고, 이는 Th2의 활성을 촉진시켜 천

식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 실제 천식 

환자에서 특징적으로 JunB가 증가하는 현상이 보고되고 있다

[28].

현재 천식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치료제 개발에 초점을 맞추

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천식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적 요인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향후 천식에 대한 유전적 요소를 가진 환자를 통한 연구가 더욱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며, 본 연구를 통해 천식 환자의 예방과 치

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요  약

천식은 만성 염증성 기도 폐쇄 질환이다. 질병 발생 요인은 다

양하며 특히,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천식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MAPK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경로는 Th1/Th2의 균형을 조절하며, 천식 발생에 중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MAPK 경

로를 조절하는 NDFIP2 유전자와 천식 발병과의 상관관계를 분

석하였다. 193건의 천식 환자와 3,228건의 정상 대조군의 유전

형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NDFIP2 안에 있는 4개의 

SNP이 천식과 유의한 상관관계와 높은 상대적 위험도를 보였

다. 특히 NDFIP2의 rs2783122는 천식과 통계적으로 가장 유

의한 연관성을 나타냈다(P-value=9.76×10−6, OR=1.67, 

95% CI=1.33∼2.10). NDFIP2 유전자에 대한 SNP impu-

tation 결과 16개의 SNP가 추가 발견되었으며, 모두 유의한 상

관 관계와 높은 상대적 위험도를 나타냈다. 유전자형 기반 

mRNA 발현 분석을 통해 rs1408049가 minor allele을 가질 경

우 유전자 발현이 증가됨을 알 수 있었다. 증가된 NDFIP2 발현은 

MAPK 경로를 활성화시켜 천식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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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적으로 NDFIP2의 다형성은 천식 발병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한국 인구의 천식 관리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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