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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ertension (HTN) is one of the major chronic diseases, and HTN is defined as being in a state of 
continuous high blood pressure. Left ventricular hypertrophy (LVH) is a condition in which the mass 
of the left ventricle has increased, and HTN is a leading cause of LVH. HTN and LVH are known to be 
caused by the interaction of environmental factors and genetic factors. It has been reported that the 
polymorphisms of SLC8A1, among the genetic factors that affect high blood pressure, are related to 
salt sensitivity hypertension. In this study, the genetic polymorphisms of SLC8A1 were chosen 
based on the Korean Genome and Epidemiology data.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then 
performed for HTN and LVH. Linear regression analysis was also performed for systolic blood 
pressure (SBP) and diastolic blood pressure (DBP). As a result, 5 SNP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associations (P＜0.05) with HTN, and 10 SNP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associations with LVH. rs1002671 and rs9789739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 at the same time 
with HTN and LVH.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polymorphisms of the SLC8A1 gene are linked to 
the development of HTN and LVH in Koreans. We expect these results to help us understand the 
pathogenic mechanisms for HTN and LV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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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고혈압(hypertension, HTN)은 지속적으로 혈압이 높은 상

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요한 만성질환 중 한 가지이다. 이렇게 

혈압이 높은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좌심실 비대, 가슴막 손상 기

능 장애, 승모판 역류 등을 포함한 고혈압에 의한 심장질환을 유

발하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 이러한 변화는 심방세동과 심실 부

정맥과 같은 부정맥으로 이어지며 급성심장사(sudden cardiac 

death, SCD)의 위험인자로도 알려져 있다[1]. 고혈압은 다양한 

환경적 및 유전적 위험 인자들의 상호 작용으로 발생하는 질환

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환경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고혈압에 영

향을 미치는 유전적 요인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

다[2-4]. 특히 일반적인 고혈압에 비하여 염분에 대해 민감하게 

증가하는 고혈압(salt sensitive hypertension)은 심혈관 질환 

발병의 증가와 생존율 감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5]. 

좌심실 비대(left ventricular hypertrophy, LVH)는 심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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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의 크기가 비대해져 발생하는 좌심실의 질량이 증가된 상태

이다. 좌심실의 심근세포는 증가한 심박출량을 감당하기 위하

여 비대해져 생리적으로 적응할 수 있다. 또한 유전적인 원인이

나 다른 질병에 의한 이차적인 좌심실 과부하에 의해 병리학적

으로 증가한 상태가 될 수 있다[6]. 좌심실에 과부하를 주는 대표

적인 원인으로는 고혈압이 잘 알려져 있다[1]. 이러한 좌심실 비

대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를 발굴하기 위한 전장 유전체 상관

분석도 여러 연구진에서 진행되었다[7-10]. 

현재까지 고혈압과 상관관계가 있는 유전자들이 연구되었는

데[11-14] 그 중에서 SLC8A1 (Solute Carrier Family 8 

Member A1) 유전자가 염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고혈압과 상

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다[15-17]. Na+/Ca2+ exchanger 

(sodium-calcium exchanger, NCX)를 암호화하는 SLC8 유

전자 중 SLC8A1은 NCX1을 발현하며 모든 포유류의 세포에 보

편적으로 분하고 있다[18, 19]. 앞서 이루어진 연구에서 NCX 

단백질 발현의 억제 또는 과발현은 심부전, 부정맥, 뇌허혈증, 

고혈압 등에서 세포 내 Ca2+를 비정상적인 농도로 유지한다는 

것이 밝혀졌다[1]. 추가로 Guo GL et al.에서 mice model을 대

상으로 했을 때, LncRNA SLC8A1-AS1은 SLC8A1의 발현양을 

감소시켜서 cGMP-PKG 신호 전달 경로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심근 손상을 완화하고 염증 유발 인자의 방출을 억제하여 심근 

경색의 크기를 감소시킨다는 보고가 있다[20].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연구에서는 한국인 유전체 역학 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SLC8A1 유전자의 다형성에 따른 고혈압 및 좌심실 비

대와의 상관관계를 조사 분석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연구 대상자

본 연구를 위한 한국인 연구대상자는 한국인 유전체 역학 조

사 사업(Korean Genome and Epidemiology, KoGES)의 일환

인 Korean Association Resource (KARE)를 기반으로 하였다

[21]. 본 연구에 사용한 유전 정보와 역학 정보는 질병관리본부 

인체자원은행에서 분양을 받아 사용하였다(KBN-2017-046). 

이러한 정보는 질병관리본부에서 경기도 안성 지역과 안산 지

역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인 역학 및 유전체 연구를 위한 코

호트 연구이다. 40세에서 69세 사이의 10,038명을 모집하였으

며, 이들 중에서 QC (quality control) 과정을 통해 분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1,198명이 제외되어 8,840명(남성: 4,182명, 여

성: 4,658명)이 분석에 가능한 연구 대상자였다. 본 연구에서는 

고혈압과 좌심실 비대에 대한 유전 변이와의 상관성 연구가 목

적이기 때문에 8,840명의 대상자 중에서 고혈압 환자와 대조군 

그리고 좌심실 비대 환자와 대조군을 선별하였다. 고혈압 환자

군과 대조군 사이의 유전형 빈도 차이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 분

석을 위해서 수축기 혈압이 140 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

압이 90 mmHg 이상인 사람들, 그리고 고혈압 치료를 받고 있

는 환자 961명을 고혈압 환자군에 포함하여 총 1,968명을 선정

하였고, 대조군(N=4,450)은 수축기 혈압이 120 mmHg 미만이

면서 동시에 이완기 혈압이 80 mmHg미만을 만족하는 사람으

로 정의하였다. 고혈압 환자군과 대조군의 평균 나이는 각각 

56.75±8.44세와 49.4±8.11세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유전형에 따른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에 대한 선형 

회기 분석에서는 고혈압 약을 복용하거나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1,291명을 제외한 7,551명을 대상

으로 하였다. 좌심실 비대에 대한 상관성 연구에서는 8,840명

의 대상자 중에서 14명이 심전도 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

종적으로 8,826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들 중에

서 좌심실 비대 환자군으로는 심전도 검사에서 좌심실 비대의 

진단 기준에 해당하는 1,247명을 선정하였고, 나머지 대상자인 

7,579명 중 과거와 현재에 질병을 갖지 않는 2,772명을 대조군

으로 선정하였다. 좌심실 비대 환자군과 건강 대조군의 평균 나

이는 각각 54.41±9.08세와 50.66±8.70세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 활용한 유전 정보는 질병관리본

부 국립보건연구원(KNIH,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과 

호서대학교에서 연구윤리 승인을 받은 후 분석을 수행하였다

(1041231-170822-BR-062-01).

2. 혈압 측정 방법

혈압 측정은 숙련된 간호사가 대상자의 팔 둘레에 적절한 크

기의 커프를 사용하여 수은 혈압계(Baumanometer; WA 

Baum, Copiague, NY, USA)로 혈압을 측정하였다. 첫 번째 혈

압 측정 전에 연구대상자는 5분 동안 휴식을 취하게 하였다. 그

리고 연구대상자는 누운 자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5분 간격 이상

의 시간 차이를 두고 3번 측정하여 평균값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좌심실 비대 진단 기준

좌심실 비대는 Minnesota Code Classification 시스템에 기

초하여 심전도 결과를 기반으로 진단되었는데 이는 R 진폭이 

V5, V6 에서 26 mm를 초과하거나 I, II, III, aVF 유도에서 20 

mm를 초과하거나 혹은 aVL 유도에서 12.0 mm를 초과했을 경

우에 좌심실 비대로 판단하였다[22]. 또한 만약 이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는 I 유도에서 R 진폭이 15.0 mm를 초과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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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as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in the KoGES

Characteristics Total
HTN analysis LVH analysis

Cases Controls P value Cases Controls P value

Number of subjects 8,840 1,968 4,450 1,247 2,772
Age (M years±SD) 52.22±8.91 56.75±8.44 49.4±8.11 ＜0.0001 54.41±9.08 50.66±8.70 0.002
Gender [men (%)/

women (%)]
4,182 (47)/
4,658 (53)

910 (46)/
1,058 (54)

2,061 (46)/
2,389 (54)

0.911 790 (63)/
457 (37)

1,332 (48)/
1,440 (52)

＜0.0001

SBP 
(M mmHg±SD)

117.60±18.28 139.42±17.27 104.69±9.15 ＜0.0001 126.89±20.38 114.16±15.97 ＜0.0001

DBP 
(M mmHg±SD)

75.07±11.56 86.97±10.90 6768±7.72 ＜0.0001
　

79.72±11.60 73.57±10.84 0.002

Abbreviations: KoGES, Korean Genome and Epidemiology Study; M, mean value; SD, standard deviation;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HTN, hypertension; LVH, left ventricular hypertrophy. 

20.0 mm이거나 V5, V6에서의 R진폭과 V1에서의 S진폭이 

35.0 mm를 초과하는 대상자들을 좌심실 비대로 진단하였다.

4. 유전형 분석과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SNP) 

선별

본 연구에서는 KARE 유전형 자료를 기반으로 SNP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을 선별하였다. DNA 시료는 연구 

참여자의 말초혈액에서 분리 추출하였고, 유전형 판독을 위해

서는 Affymetrix genome-wide human SNP array 5.0 

(Affymetrix Inc., Santa Clara, CA, USA)를 사용하였다. 유전

형 판독 정확도가 98% 이하이거나, 4% 이상의 높은 missing 

genotype call rate을 보이거나, 30% 초과의 heterozygosity

를 가지거나, 성별 불일치가 존재하는 대상자들은 제외되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SLC8A1 유전자 영역은 전사체 양 말단에서 

5 kb씩 확장하여 이 범위에 존재하는 97개 SNP들을 선택하였

다. 이 SNP들의 염색체 상의 위치는 UCSC Genome browser 

on human Mar. 2006 (NCBI human genome build 36)를 기

준으로 하였다.

5. 상관성 분석과 통계 분석

대부분의 통계 분석에는 PLINK version 1.07 (http://pn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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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사용하였다. 고혈압 그리

고 좌심실 각각의 환자군과 대조군에 대한 유전적 변이의 상관

성 분석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사용하였으며 additive 

genetic model을 기반으로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회귀 분석의 

시행에 있어서 나이, 지역, 성별을 공변수로 처리하여 분석하였

다. 분석 값에 대한 유의수준은 0.05 이하를 기준으로 하였다. 

SLC8A1 유전자에 대한 KARE 유전형 데이터에서 연관 불균형

(linkage disequilibrium, LD) 블록(Barett 등, 2005) [23]의 구

조를 조사하기 위하여 Haploview version 4.2 (Whitehead 

Institute for Biomedical Research, Cambridge, MA, USA)을 

사용하였는데, LD 계수는 r 2 값으로 표현하였다[24].

결  과

1. SLC8A1 유전자와 고혈압과 좌심실 비대와의 로지스틱 

회귀 분석

Table 1에는 연구 대상자들의 임상 표현형의 특징을 정리하

였다. 먼저 고혈압 환자군(N=1,968)의 평균 나이, 평균 수축기 

혈압(systolic blood pressure, SBP), 평균 이완기 혈압(diastolic 

blood pressure, DBP)은 각각 56.75±8.44세, 139.42± 

17.27 mmHg, 86.97±10.90 mmHg으로 나타났다(Table 1). 

다음으로 좌심실 비대 환자군(N=1,247)의 평균 나이, 평균 수

축기 혈압, 평균 이완기 혈압은 각각 54.41±9.08세, 126.89± 

20.38 mmHg, 79.72±11.60 mmHg으로 나타났다(Table 1). 

고혈압과 좌심실 비대 각각에서 환자군과 대조군 사이의 

Student-t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두 질환에서 연령, SBP 

그리고 DBP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1).

본 연구에서는 SLC8A1 유전자의 양 말단을 5 Kb로 확장하

여 분석하였다. 선별된 SLC8A1의 97개 SNP을 대상으로 고혈

압과 좌심실 비대 각각의 환자군과 대조군에 대한 로지스틱 회

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공변수로 연령, 성별 그리고 

지역을 처리하였으며 additive genetic model을 기반으로 유

전 모델을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

(P＜0.05)를 보이는 SNP은 고혈압에서 5개, 좌심실 비대에서 

10개로 확인되었다(Table 2). 이 중 고혈압과 좌심실 비대에서 

동시에 높은 유의수준(P＜0.05)을 보여주는 SNP은 rs1002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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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ult of HaploReg in SLC8A1 gene SNPs (P＜0.05)

SNP A1 A2
Promoterhistone 

marks
Enhancerhistone 

marks
DNAse Motifs

rs11674102 C T - 6 tissues - NRSF
rs17504446 C A - 10 tissues 6 tissues Pax-4,Pbx-1
rs4952490 C T - ESC, IPSC - 8 altered motifs
rs417614 A G - 5 tissues - RXRA
rs1002671 T A - - - 5 altered motifs
rs13005619 C T - GI, ADRL, HRT - Pou2f2,Pou5f1,TEF
rs4952404 A G - HRT - 6 altered motifs
rs6544324 G A HRT 5 tissues - -
rs2888678 T C - HRT - Gfi1,Gfi1b,Pou2f2
rs9789739 C T - HRT - Pax-6
rs12105764 A C - GI, HRT ESDR 6 altered motifs
rs17026033 G C - HRT - Zfp128
rs12468667 C G - HRT - Pou2f2

SNPs, which showed high significance at the same time for hypertension and left ventricular hypertrophy, expressed in bold letter. 
Abbreviations: SNP,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A1, minor allele; A2, major allele. 

Table 2. The significant association results of SNPs in the SLC8A1 gene

Trait SNP A1 Function
MAF

OR (95% CI) P
SBP DBP

Case Control Beta±SE P Beta±SE P

HTN rs4952490 C intron 0.166 0.152 1.13 (1.01∼1.26) 3.20×10−2 0.23±0.35 0.501 0.35±0.23 0.129 
rs417614 A intron 0.163 0.151 1.12 (1.00∼1.25) 4.84×10−2 0.23±0.35 0.506 0.35±0.23 0.128 

rs1002671 T intron 0.401 0.422 0.92 (0.84∼1.00) 3.93×10−2 −0.18±0.26 0.492 −0.07±0.17 0.697 
rs13005619 C intron 0.161 0.145 1.15 (1.02∼1.29) 1.74×10−2 0.35±0.36 0.322 0.22±0.24 0.362 
rs9789739 C intron 0.325 0.342 0.92 (0.84∼1.00) 4.83×10−2 0.17±0.27 0.520 −0.08±0.18 0.662 

LVH rs11674102 C intron 0.294 0.274 1.14 (1.02∼1.27) 2.02×10−2 0.06±0.28 0.841 0.03±0.19 0.868 
rs17504446 C intron 0.292 0.274 1.13 (1.01∼1.26) 2.96×10−2 0.06±0.28 0.830 0.06±0.19 0.760 
rs1002671 T intron 0.406 0.432 0.90 (0.81∼0.99) 2.98×10−2 −0.18±0.26 0.492 −0.07±0.17 0.697 
rs4952404 A intron 0.336 0.369 0.88 (0.79∼0.97) 1.08×10−2 −0.16±0.26 0.536 −0.05±0.17 0.755 
rs6544324 G intron 0.329 0.305 1.11 (1.00∼1.24) 4.73×10−2 −0.28±0.28 0.307 −0.07±0.18 0.696 
rs2888678 T intron 0.262 0.241 1.12 (1.00∼1.26) 4.72×10−2 0.56±0.29 0.059 0.16±0.20 0.426 
rs9789739 C intron 0.348 0.326 1.12 (1.01∼1.24) 3.77×10−2 0.17±0.27 0.520 −0.08±0.18 0.662 

rs12105764 A intron 0.265 0.246 1.12 (1.00∼1.26) 4.41×10−2 0.46±0.29 0.115 0.13±0.19 0.502 
rs17026033 G intron 0.421 0.458 0.87 (0.79∼0.96) 5.10×10−3 −0.13±0.25 0.602 −0.11±0.17 0.520 

　 rs12468667 C intron 0.396 0.428 0.88 (0.80∼0.98) 1.58×10−2 0.12±0.25 0.647 0.08±0.17 0.656 

SNPs, which showed high significance at the same time for hypertension and left ventricular hypertrophy, expressed in bold letter.
Abbreviations: SNP,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BP, base pair; A1, minor allele; MAF, minor allele frequency; OR, odd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beta, regression coefficient; SE, standard error;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HTN,
hypertension; LVH, left ventricular hypertrophy. 

(HTN에서 P=3.83×10−2, LVH에서 P=2.98×10−2)과 rs9789739 

(HTN에서 P=4.83×10−2, LVH에서 P=3.77×10−2)였다. 그 중 

rs9789739는 더 높은 유의수준을 보였으며 상대적 위험도

(Odds ratio, OR)는 고혈압에서 0.92 (95% CI: 0.84∼1.00), 좌

심실 비대에서 1.12 (95% CI: 1.01∼1.24)로 나타났다. Minor 

allele인 C 염기의 빈도(minor allele frequency, MAF)를 살펴보

았을 때, rs9789739에서 C 염기를 보유할 경우에 고혈압에 대

한 상대적 위험도는 낮아지고, 좌심실 비대에 대한 상대적 위험

도는 증가하는 방향으로 유의한 상관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

다. 또한 rs9789739와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과의 선형 회

귀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minor allele인 C 염기를 보유할 경우 

수축기 혈압은 높아지는 방향성을(beta=0.17) 보이고 이완기 

혈압은 낮아지는 방향성을(beta=−0.08) 보였지만 두 수치 모

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2. SLC8A1 유전자의 유의한 SNP들과 혈압 수치와의 선형 

회귀 분석

고혈압 및 좌심실 비대에서 유의성을 보인 13개의 SNP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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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plot of P-values of the studied 97 SNPs, the gene structure and linkage disequilibrium blocks in the SLC8A1 gene. The 
top panel shows the plots of P-values of the studied 97 SNPs in the SLC8A1 gene in the logistic case-control analysis for left ventricular 
dystrophy (LVH) and hypertension (HTN) of the KARE data. Standard significant P-value threshold (P=0.05) are indicated by the dotted 
lines. The bottom panel shows a Haploview of LD (r2) based on genotyping data from 8,840 KARE data and are generated by using 
Haploview program.

대상으로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에 대해서도 상관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에 대한 공변수로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과 동일

하게 연령, 성별 그리고 지역을 설정하였으며, 유전 모델 역시 

additive genetic model을 기반으로 하였다. 그 결과 고혈압 및 

좌심실 비대에서 유의한 13개의 SNP에서는 혈압 수치와의 유

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 외 다른 SNP에서는 12

개의 SNP들이 이완기 혈압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 관계

(P＜0.05)를 나타냈다(Data not shown). 

3. SLC8A1 유전자의 유의한 SNP들에 대한 in silico 기능 

분석

고혈압과 좌심실 비대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인 SLC8A1

의 SNP들이 유전자 또는 단백질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HaploReg (http://archive.broadinstitute.org/ 

mammals/haploreg/haploreg_v3.php)에서 in silico 기능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고혈압과 좌심실 비대에서 공통적

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두 개의 SNP (rs1002671, rs9789739)에 

대하여 motif 변화를 예측하고 있었다(Table 3).

4. SLC8A1 유전자와 고혈압과 좌심실 비대에 대한 연관성 

분석

SLC8A1의 97개의 SNP에서 고혈압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

의한 수준을 나타낸 5개의 SNP 중 rs4952490과 rs417614는 

고혈압의 상대적 위험도와 수축기 혈압(SBP) 및 이완기 혈압

(DBP)의 beta값에서 모두 상승하는 방향성을 보였으며, 이들

은 하나의 LD 블록을 구성하였다(Figure 1). 좌심실 비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10개의 SNP 중 rs9789739와 

rs12105764가 상대적 위험도와 SBP의 beta값에서 모두 상승

하는 방향성을 나타내며 동일한 LD 블록을 구성하였다(Figure 1).

이러한 결과는 SLC8A1 유전자에서 rs4952490과 rs417614

가 동시에 minor allele를 보유하는 경우 고혈압이 발생할 위험

도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rs9789739와 

rs12105764 역시 동시에 minor allele를 보유하는 경우 좌심

실 비대에 대한 상대적 위험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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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본 연구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SLC8A1 유전자의 유전적 다형

성(97개 SNP)과 고혈압, 좌심실 비대 그리고 혈압 수치에 대한 

상관 분석을 통하여 SLC8A1 유전자의 유전적인 다양성이 각각

의 질환 및 수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였다. 고혈압 환

자군의 경우 평균 수축기 혈압 과 평균 이완기 혈압의 수치들이 

고혈압 환자군 설정의 기준으로 사용한 SBP 140 mmHg와 

DBP 90 mmHg보다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고혈압 

환자군에 항고혈압제 복용으로 인하여 원래 자신의 혈압보다 

낮게 측정된 사람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SLC8A1 유전자에서 고혈압과 좌심실 비대 각각의 환자군과 

대조군 간 SNP에 따른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하여 유전적 변이

에 따른 고혈압 및 좌심실 비대의 발병과의 상관성을 알아보았

다. 그 결과 고혈압에서는 5개의 SNP가 통계적 유의성(P＜0.05)

을 보였고, 좌심실 비대에서는 10개의 SNP가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냈다. 이 중 고혈압과 좌심실 비대에서 동시에 높은 유의수

준을 나타내는 SNP는 2개로, rs1002671과 rs9789739였다. 

먼저 rs1002671의 상대적 위험도는 고혈압과 좌심실 비대 모

두에서 감소하는 방향을 보였다.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 역

시 낮아지는 방향성을 보였으나 두 수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는 않았다. 다음으로 rs9789739는 고혈압에서는 상대적 

위험도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좌심실 비대에서는 상대적 위험

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수축기 혈압은 높아

지는 방향성을 보였고 이완기 혈압은 낮아지는 방향성을 보였

지만 두 수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것은 수축

기 혈압이 높아지는 방향이지만 고혈압을 유발하는 정도는 아

니면서, 지속적으로 높은 혈압이 유지되어 심근 세포의 비대를 

유발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앞선 연구들에 의하여 만성적인 

고혈압 환자의 심장은 심근 세포의 비대와 결합조직의 증가를 

통하여 심실의 질량을 증가시켜 늘어난 혈류에 대해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25]. 

우리는 in silico 기능 분석을 통하여 고혈압과 좌심실 비대에

서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인 2개의 SNP의 motif 변화가 예측되

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이 SNP들의 유

전형에 따라 SLC8A1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rs9789739는 Pax-6의 결합 

motif로 작용하므로 SLC8A1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줄 가능성

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SLC8 유전자군은 세포 내의 Ca2+을 세포 밖으로 수송하는 

Na+/Ca2+ exchanger (sodium-calcium exchanger, NCX) 단

백질을 암호화하여 세포질의 Ca2+ 농도를 유지한다. 특히 심장

에서는 수축기동안 심근세포 내로 유입된 Ca2+을 배출시켜 심

근의 이완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19]. 3가지의 SLC8 

유전자 중에서 SLC8A1은 NCX1을 발현하며 모든 포유류의 세

포에 보편적으로 분포하고 있다[18]. 앞선 연구들에 의하여 

SLC8A1은 염분에 대해 민감하게 혈압이 상승하는 고혈압과 연

관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15-17]. 또한 좌심실 비대에서 

NCX1의 발현이 증가된다는 것이 밝혀졌다[26].

본 연구는 대규모 유전체 역학 코호트를 이용한 연구로써 

SLC8A1 유전자의 특정 SNP들이 고혈압 및 좌심실 비대의 발병

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SLC8A1이 고혈압과 좌심실 비대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에 대해

서는 실험을 통하여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라 in silico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유추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현재까지 여러 질병들의 발생과 환경적 요인 및 유전적 요인

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27-29]. 그러한 

질환들 중에서도 고혈압 및 좌심실 비대와 관련한 유전적 요인

에 대한 연구들 또한 진행되어 왔다[1-4, 6-10]. 본 연구는 한국

인 유전체 역학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SLC8A1의 유전적 변이들

과 고혈압 및 좌심실 비대와의 상관성을 분석하여 유의한 상관

관계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SLC8A1 유전자의 유전적 

다형성이 고혈압과 좌심실 비대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심장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고혈압과 좌심실 비대에 대한 발병기전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요  약

고혈압(hypertension, HTN)은 지속적으로 혈압이 높은 상

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요 만성 질환 중 하나이다. 좌심실 비대

(left ventricular hypertrophy, LVH)는 좌심실의 질량이 증가

된 상태이며, 고혈압은 좌심실 비대의 대표적인 원인이다. 고혈

압과 좌심실 비대는 환경적 요인과 유전적 요인이 상호작용하

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혈압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

적 요인 중 SLC8A1의 다형성이 염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고혈

압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SLC8A1

에서 유전적 다형성을 한국 유전체 역학 조사 사업을 기반으로 

추출하였다. 그런 다음 고혈압과 좌심실 비대에 대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에 대한 선

형 회귀 분석도 실시하였다. 그 결과, 5개의 SNP가 고혈압과 통

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고, 10개의 SNP가 좌심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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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 rs1002671, rs9789739

는 고혈압과 좌심실 비대에서 동시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

냈다. 이러한 결과는 SLC8A1 유전자의 다형성이 한국인에게 

고혈압 및 좌심실 비대의 발병과 연관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우

리는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고혈압과 좌심실 비대에 대한 발병 

기전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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