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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rmacogenetics is opening a new era of precision medicine in psychiatry. Drug-metabolizing enzymes are characterized by genetic
polymorphisms, which render a large portion of variability in individual drug metabolism. Dose adjustment based on pharmacogenetics knowledge is a first step to translate pharmacogenetics into clinical practice. However, diverse factors including cost-effectiveness should be addressed to provide clinical recommendation. To address current challenges in pharmacogenetics testing in psychiatry, this review provides an update regarding genotyping (SNP analysis, array, and next-generation sequencing), genotype-phenotype
correlations, and cost-effectiveness. The current updates on pharmacogenetics in psychiatry will provide guidance for both clinician
and researchers to have a consensus in harmonizing efforts to advance the pharmacogenetics field in a part of precision medicine in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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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것이다. 특히 약물유전학연구가 정신의학에서 갖는 강점과 약
점을 임상적 유용성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다.

약물대사효소(drug-metabolizing enzyme)는 유전적 다
형성(genetic polymorphism)에 따라 그 기능에 차이가 발생
1)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Cytochrome P 450(CYP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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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이론적 배경

효소에 대한 유전형 분석(genotyping)은 정신질환 약물유전
학연구(pharmacogenetics)의 핵심이다. 이러한 유전적 다형

약물대사효소의 유전적 변이는 약물 대사의 모든 단계에

성은 치료 효과와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제거율(drug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약물대사의 1단계에서는, 지질친화성

clearance)에 있어서 약 10배 이상의 차이까지 내는 것으로

약물이나 생체이물(xenobiotics) 등이 산화, 환원, 가수화 등

알려져 있다.2-5) 이 종설에서는 약물대사효소의 유전적 다형

에 의해 수용성 물질로 전환된다. 이러한 전환은 해독작용과

성이 정신의학 약물치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기술할

관련이 많으며, 간 혹은 신 배설 촉진을 돕게 된다. 그러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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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이물은 때로는 독성 물질 혹은 치료적 활성이 있는 화합물
로 활성화되기도 한다. CYP450은 약물대사의 1단계를 매개
하는 주요 효소에 속한다.6) 간에서 대부분의 CYP450 효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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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이물 대사에 관여하게 된다.

Bimodal

약물대사 2단계에서는, 친수성 잔여기(hydrophilic residues)
와의 결합(conjugation)을 통해 약물의 수용성(solubility)이
증가된다. 2단계에 관여하는 주요 약물대사효소로는 glucuronyl transferase, N-acetyltransferase, sulfonyltransfer-

Trimodal

High degree ploymorphism

ase와 glutathione S-transferases 등이 있다. 이들 효소도 역
시 기능상의 다형성(polymorphism)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신의학약물은 1단계 약물대사효소에 의해 대사
되므로, 약물유전학적 효과의 대부분은 1단계에 속하며, la-

Unimodal

motrigine이나 morphine 등 2단계에서 대사되는 약물은 일

Low degree polymorphism

부에 불과하다. 1단계 약물대사효소 중에서 특히 CYP2D6는
흔히 처방되는 정신의학약물 중 약 절반의 대사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 약물대사의 3단계에서는 수송체에 의해
약물이 배설된다. 관련된 수송체의 기능적 다형성이 역시 잘
알려져 있으나 이 종설의 주제에 맞지 않으므로 논의하지 않

Fig. 1. Polymorphism distribution for metabolism. Phenotypes for
drug-metabolizing enzymes are divided into high and low degree
polymorphisms. High degree polymorphism is marked by bimodal
or trimodal distributions for metabolism, while low degree polymorphism is by unimodal distribution.

는다.8)
약물대사효소의 기능은 임상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는

현의 조절, 유전자-유전자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데, 특기할 만한 점은 거의 언제나 단일유전적 형질(monogenic

것으로 보인다. 둘째, 특정 약물대사효소에 대한 약물의 친화

trait)에 속한다는 것이다. 관계된 유전자의 발현 변화와 단백

도(affinity)는 높아야 한다. 수많은 외인성 화합물을 처리해

질 구조의 변형이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의 원인으로 작용

야 하는 약물대사효소는 기질에 대한 친화도가 모두 다르다

한다. 약물대사효소의 임상적 스펙트럼은 그 유전형분석에

는 것이 알려져 있다. 셋째, 약물대사효소는 약물 제거와 생

따라 다음의 네 가지 주요 그룹으로 나뉘게 된다. 첫째, 저 수

체내 활성화(bioactivation)에 관여하는 주요 대사경로를 구

준의 약물대사효소로서, 두 개의 대립유전자 모두 결함을 갖

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약물의 치료적 효과의 범위가 좁아

는 상태이다. 둘째, 중간 수준의 약물대사효소로서, 두 개 중

야 한다. 그리하여 이러한 좁은 치료범위에서 벗어남은 결국

어느 하나의 대립유전자에 결함이 있거나 아니면 두 개의 대

불충분한 혈중 약물농도로 인한 치료 실패 혹은 고용량의

립유전자가 부분적인 기능만을 지니고 있는 상태에 해당한

약물 투여에 따른 부작용의 발생을 의미하게 된다.12)

다. 셋째, 고 수준의 약물대사효소로서, 두 개의 기능적 대립
유전자가 온전히 존재하는 상태이다. 마지막 넷째, 초고 수준
의 약물대사효소로서, 효소 기능의 직접적인 항진을 촉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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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용성 검증 연구

는 대립유전자를 지닌 경우에 해당한다.9)
약물대사에서 유전적 다형성이 효소 기능에 영향을 미칠
때 고려해야 할 요인들이 있다. 첫째, 유전적 다형성은 약물
10)11)

대사효소의 활성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향적 무작위 대조군 임상연구
유전형 분석과 효소 활성은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높은 정도

알려져 있으나, 여전히 임상적 결과를 개선시키기 위한 가이

의 다형성(high degree polymorphism)은 저 수준 혹은 초고

드라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다. 약물치료에 있어 약

수준의 약물대사효소 표현형을 모두 갖는 경우를 의미한다.

물유전학 정보가 유용할 수 있음으로 보여주는 초창기 연구

이러한 경우, 약물대사효소 기질의 혈중농도는 일반인구집단

들 중 하나는 Hall-Flavin 등13)에 의한 것인데, 표준치료를

에서 쌍봉(bimodal) 혹은 삼봉(trimodal) 분포를 갖게 된다

받은 대조군에 비하여 유전학적 정보가 주어진 실험군에서는

(그림 1). 즉, 기능적 효소의 부재 혹은 반대로 증강된 효소의

8주 후 호전을 보인 환자 수가 유의하게 더 많은 것으로 발표

존재로 말미암아 약물대사효소의 표현형이 다양해질 수 있는

된 바 있다. CYP2D6, CYP2C19, CYP1A2, SLC6A4, 그리고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낮은 정도의 다형성(low degree poly-

HTR2A에 대한 약물유전학 정보가 114명의 환자들에 대한

morphism)은 유전적 변이가 존재하나 혈중효소기질 농도의

용량 조정을 위해 사용되었다.13) 최근의 메타분석 연구에 따

단봉(unimodal) 분포를 가리킨다. 분산의 대부분은 아마 환

르면, 2013~2019년까지 출간된 우울증상 관해에 관한 5개의

경적 요인으로부터 기인할 것이며, 이들 중 일부는 유전자 발

전향적 무작위 대조군 연구의 총 1737명의 대상자들에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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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유전학 기반의 치료를 받은 환자들(n = 887)은 표준치료를

NeuroID genetix panel 키트로 검사했을 때 소요되는 2000

받은 대조군에 비하여 증상 관해에 도달할 확률이 1.71배 더

USD로부터의 추정치이다. Hornberger 등21)은 2000 USD의

1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66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약물유전체(pharmacogenomic) 검사 패널을 사용했을 때

초고 수준의 CYP2C19 약물대사효소와 저 수준의 CYP2C19

환자 1인당 3647 USD를 절약할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약물대사효소 그룹은 모두 escitalopram에서 다른 약물로 변

반면, 네덜란드에서는 CYP2D6/CYP2C19의 유전형분석 비

15)

경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연구들은 모

용이 약 100~300 EUR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두 정신의학약물치료에 있어 약물유전학 정보가 유용할 수

미국 연구에 비해 매우 절감된 금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경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한 연구들 또

제적 측면에서 약물유전학 검사는 실제로 매우 이득이 큰 행

한 다수 존재하고 있다. 2013~2018년까지 출간된 16개 연구

위에 해당한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선진국의 연구로부터 약물

16)

를 분석한 Solomon 등 에 의한 최근의 체계적 종설에 이

유전학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불필요한 약물 부작용

내용이 잘 기술되어 있다. 유의성 확보 실패의 이유로는 비-

내지는 과도한 의료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을 받게 될 수

무작위화(non-randomization), 조사시점 설정의 비합리성,

있다. 또한, 약물유전학 검사는 종래에 행해지던 약물의 혈중

대상자의 임의 배제, 특정 인종에 국한된 연구설계, 약초 등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보다 용이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

의 동시사용, 약물의 복잡한 약동학 등이 있다.

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에서 특정
변이 분석에 수반되는 비용, 행위의 논리근거, 그리고 관련 사

후향적, 확언적 대조군 연구

전지식은 임상에 적용되기 전에 충분하게 논의되어야 함은

Aripiprazole과 risperidone는 모두 CYP2D6에 의해 대사
되는 약물이다. 이들 두 약물에 대한 후향적 연구가 Norway

물론이다. 개발도상국에서 약물유전학 검사를 도입할 때 고
찰해야 할 항목들은 기존 종설에 잘 반영되어 있다.22)23)

에서 진행된 바 있다. 2005~2018년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CYP2D6 유전형(genotype)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약물유전학 연구의 난제들

상황에서 임상가들은 저 수준의 CYP2D6 약물대사효소 그
룹에 대해 risperidone 용량을 19%[95% confidence interval

유전형분석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유전자의 어떤 변이를

(CI), 5~35 ; p = 0.010], 그리고 aripiprazole 용량을 15%(95%

조사할 것인지를 정하는 데 있다. 이는 표현형 예측의 신뢰도

CI, 1~28 ; p = 0.033) 감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만약

(reliability)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약물대사효소의

약물유전학 정보에 따르면, 이들 저 수준의 CYP2D6 그룹은

정상 범주에 대한 정의가 조사되는 변이의 수에 따라 달라질

17)

각각 40%와 35% 약물감량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

수도 있다는 뜻이다.24) 분석되는 변이의 수가 많을수록, 약물

러, risperidone에서 다른 항정신병 약물로 전환하는 비율은

대사효소에 대한 예측력은 강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다 하더

대조군에 비하여 초고 수준의 CYP2D6 약물대사효소 그룹

라도, 각 실험실에서는 각자의 변이 리스트를 가지고 있으며,

[odds ratio(OR), 2.9 ; 95% CI, 1.4~6.0 ; p = 0.003]과 저 수

대개 사용하는 유전형분석 플랫폼이 상이한 상황이다. 그래

준의 CYP2D6 그룹(OR, 1.9 ; 95% CI, 1.1~3.1 ; p = 0.015)

서 각 실험실은 어떤 단일염기다형성(single nucleotide poly-

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적어도 risperi-

morphism)을 조사했는지 보고하게 된다. 약물유전학의 임상

done에 대해서는 CYP2D6 유전형분석이 임상적 효과를 직

적 적용은 어떤 변이가 연구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합의를

접적으로 보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끌어내는 과정이기도 하다. 2018년도에 American Molecular Pathology는 CYP2C19 검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간

약물유전학 검사의 비용-효과
약물유전학 검사를 임상에서 실제 약물용량 조절에 활용

하였다. Tier 1은 CYP2C19*2, *3, *17 변이 대립유전자를,
그리고 Tier 2는 CYP2C19*4A-*4B, *5, *6, *7, *8, *9, *10,
*35 대립유전자를 보유한 경우로 구분하였다.25) Tier 1 변이

할 지 여부는 비용 측면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난제 중 하

대립유전자는 다음 3가지 경우에 동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

나는, 여러 실험실에 따라 혹은 국가에 따라 약물유전학 검

의된다. 첫째, 약물 반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CYP2C19 활성

사의 비용이 상이하다는 데 있다.18)19) 최근 Maciel 등20)에 의

의 차이가 잘 밝혀져 있고, 해당 기능적 변이의 종류가 잘 알

한 보고에 따르면, 실제 임상에서 우울증환자의 약물치료에

려져 있다. 둘째, 환자 집단 내에서 대립유전자형빈도(Minor

약물유전학 검사에 따른 연간 1인당 의료비용의 감소액이

Allele Frequency)가 알려져 있다. 셋째, 일반 인구 집단의 참

3962 USD에 해당한다고 한다. 이는 10개 유전자로 구성된

조 대립유전자형 빈도(Reference Allele Frequency) 역시 알
journal.biolpsychiatry.or.kr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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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져 있다. Tier 2 대립유전자는 Tier 1에 포함된 3가지 사항

최근의 연구들에 따르면 생물정보학(bioinformatics) 도구가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만족한 경우에 속하며, 유전형분석 패

NGS 분석에 접목될 가능성이 높다.29) 사용 가능한 특정 프

널의 확장에 선택적으로 기용될 여지가 있는 후보군이다. 이는

로그램 도구로는 Aldy, Astrolabe, Stargazer 등이 있다. 그럼

정상기능의 변이 대립유전자, 낮은 빈도의 대립유전자, 일반

에도 불구하고, NGS를 활용한 희귀변이 분석 및 적용에는

인구 집단으로부터 가용한 참조 대립유전자형 빈도가 없는

한계가 존재하는데, 희귀변이의 임상적 의의를 충분히 파악

대립유전자를 의미할 수 있다.

하기 어렵다는 점과 이로 인해 처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

대립유전자의 별표(* ; star allele) 표식을 사용하여 SNP를

지는 아직 부족하다는 점이다. CYP2D6 유전형 분석의 또

변이 대립유전자로 표현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 *1은 정상 활

다른 난제는, 유전자 결손, 중복, 그리고 CYP2D6/7의 잡종

성 효소를 부호화하는 디폴트 값으로 칭하는 것이다. CY-

(hybrid) 대립유전자 발생 등이며, 이는 최근의 CYP2D6에 관

P2D6의 경우 131개의 변이 대립유전자가 밝혀져 있는데, 이

한 종설에 잘 언급된 바 있다.26) CYP2D6의 복제수변이(copy

들은 정상 활성, 감소된 활성, 비활성 변이로 구분된다.26) 비록

number variation)는 exon 9에서의 신호강도를 조사하는

mRNA나 단백질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다형성이 그러한 일

copy number variation(CNV) array 분석법이나, XL-poly-

반적 변이 구분의 어느 하나에 속하긴 하나, 어떤 특정 변이

merase chain reaction(PCR)(Autogenomics 또는 Luminex)

들은 아미노산 치환을 유발하여 효소활성을 직접적으로 변

에 의한 특정 PCR 산물 분석법에 의해 조사될 수 있다. CNV

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 즉, 여러 변이의 영향

에 대한 두 개의 탐침(probes) 즉 intron2와 exon9를 사용하

력을 세세하게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를 구현할 수 있

거나, 혹은 13개의 CYP2D6 탐침을 활용하는 VeriDose 방식

는 방식으로 활성 점수할당(activity scoring, AS) 방식을 사

(Agena BioScience)은 이형 대립유전자를 분석할 때 사용할

용해볼 수 있다. 비-기능성 대립유전자에 대해서는 0점, 감소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CYP2D6 유전형 분석의 기술적 복

된 활성부터 정상활성 대립유전자까지에 대해서는 0.25, 0.5,

잡성은 향후 해결해야 할 정신의학 약물유전학 영역의 주요

27)

0.75의 점수를 할당하는 것이다.

점수의 총합은 환자가 저

난제이다. 마지막으로, 인종 간 약물대사효소의 유전형에 따

수준의 약물대사효소(AS = 0), 중간 수준의 약물대사효소

른 표현형의 차이의 규명도 난제로 남아있다. 아시아계가 코

(AS = 0.25~1.25), 정상 수준의 약물대사효소(AS = 1.5~2.25),

카시안에 비해 약물대사효소의 활성이 낮다고 알려져 있는

혹은 고 수준의 약물대사효소(AS ＞ 2.25)의 어느 하나에 속

일반적 사실 이외에는, 일관성 있는 연구결과가 미흡한 실정

하는지 판별하는 데 사용된다. 이러한 점수합산 방식은 기존

이다.30) 그럼에도 불구하고, CYP2D6 대립유전자 빈도에 관한

에 저 수준, 정상 수준, 고 수준으로 대별되던 정보의 함량이

연구는 한국인이 여타 인종과는 다른 약물대사효소 특성을

낮은 방식보다 더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상가들과 약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가리킨 바 있다. 특히, 한국인을 대상

유전학 연구자들은 향후로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약물대

으로 한 독립적인 연구들에서 CYP2D6의 다양한 유전형의

사효소의 그룹을 풍부하고 의미있는 정보를 함유한 형태로

빈도가 다른 인종들(일본인, 중국인, 코카시안, 아프리카인)과

구분하는 작업을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른 차원에서 짚

유의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31-34) 대

어볼 또 다른 연구난제는, 대부분의 변이가 단일염기다형성

표적으로 CYP2D6 *1, *5, *10은 한국인에서 빈도가 유의하

분석에 의해 밝혀졌다는 점이며, 따라서 인구집단에서 빈번

게 낮게 나오는 유전형에 해당한다. 한국인에서 관찰되는 이

하게 발현되는 변이에 분석이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차

러한 유전형 빈도의 특징이 어떠한 임상적 의미를 갖는지를

세대 염기서열분석(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은

규명하는 것은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

CYP 대립유전자를 심도있게 분석하는 데 매우 유용한 도구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로서, 표준화된 방식으로 인종에

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변이를

따른 약물대사효소 표현형의 차이를 집중적으로 분석해야

발굴하는 데 차세대 염기서열분석이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할 필요가 크다.

CYP2D6의 변이 구간(locus)은 분석하기 까다로운 특징이
있는데, CYP2D7과 CYP2D8 유사유전자(pseudogene)와

결

론

강한 상동성(homology)을 보이기 때문이다. Lauschke와
Ingelman-Sundberg28)는 NGS의 가치에 대해 특히 강조하

정신의학 약물대사에 있어서, 약물대사효소의 유전적 다형

였는데, 실제로 CYP2D6에서 임상적 의의를 지니는 희귀변이

성에 관한 지식은 지난 수십년간의 연구와 임상 노력에 의해

(rare variants)를 발굴한 바 있다. 물론, 모든 희귀변이에 임

상당부분 축적되어 왔다.35)36) 여기에, 약물유전학 연구는 그

상적 관련성을 덧붙이는 작업은 아직 어려울 수 있다. 다만

공고한 영역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으며, 그 주된 목적은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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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도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임상 가이드라인을 제정
하는 데 사용되며 약물유전학 정보의 임상적 효과를 평가하
는 것이다. 현재 약물유전학연구 영역은 약물대사효소의 유
전형 분석 정보에 따라 각 개인의 혈중 약물 농도를 예측함
으로써 약물용량 조정에 일부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는
정도로 발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밀 의학(precision medicine)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까닭은 혈중 약물
농도만으로 약물의 임상효과가 결정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아직, 분석되지 못한 변이의 종류 또한 다수 남아 있다. 향후
임상가와 약물유전학 연구자들 간에 정신의학 약물대사효소
의 유전형과 표현형 분석에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
망된다.
중심 단어：약물유전학·약물대사효소·CYP450·
유전형 분석·정신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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