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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ergy is an immune response that appears in certain people, and reactions such as coughing, shortness of breath, 
and hives occur. The immune system plays an important role in homeostasis and host defense, and allergies cause 

hypersensitivity reactions when an imbalance of immunity occurs. Mutations in the TLR genes are associated with 
autoimmune conditions such as allergies and asthma. It has been reported that a locus in the TLR1-TLR6-TLR10 region 
may be associated with atopic sensitization or allergy.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elect an allergy patient 
group and a healthy control group to determine how the genetic mutation of TLR1 affects the onset of disease. This 
study was conducted in 709 patients and 5,025 control groups out of 10,956 patients with data from KARE and HEXA 
cohorts. As a result of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6 SNPs selected from the TLR1 gene, only rs117033348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P = 0.002356). The influence of rs117033348 was examined using PolyPhen-2, and 
a significant result was shown. Therefore, it can be predicted that the G base in rs117033348 will have an influence on 
the human body. In addition, Geography of Genetic Variants browser was used to confirm the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allele frequencies for the TLR1 gene. Although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large racial difference in the prevalence 
of TLR1 SNP, it could be confirmed that the polymorphism of rs117033348 conducted in this study was only specific 
in East Asia when compared with each r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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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러지(allergy)란 특정 사람에게 나타나는 면역 반응으

로 기침, 호흡곤란, 두드러기 등의 반응이 일어난다. 임상

적으로 이러한 증상이 재발할 수 있으며, 만성화 하는 특

성을 갖는다(Jung et al., 1998). 면역 체계는 항상성과 숙

주 방어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 따라서 알러지, 과민성 또

는 면역과 관련된 면역계의 불균형은 아토피성 질환, 두

드러기, 혈관부종과 같은 질병 및 약물 과민 반응에서 매

우 중요하기 때문에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해 전 세계적으로 

사회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Simon, 2019; Choi and 

Kong, 2021). 알러지 질환의 발생률과 유병률은 전 세계적

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10년이 지날수록 특히 어

린이와 청년층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러한 증가에도 알러지 발병에 대한 의료 기술

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Diwakar et al., 2017). 서구 생활 방

식과 오랫동안 연관되어 왔던 알러지 질환은 아시아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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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서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한국 역시 지난 20년 

동안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Simon, 2019; Park et al., 2009). 

알러지 질환은 영유아에서 위장관, 청소년은 호흡기, 성

인에서는 심혈관과 저혈압 증상이 나타난다. 이처럼 나이

에 따라 증상의 양상이 변화하는 결과가 보고되었다(Goh 

et al., 2018). 또한 알러지 반응이 심할 경우 아나필락시스

가 발생할 수 있고, 발병이 빠르며 소량의 항원에 의해 

유발될 수 있어 생명을 위협하는 호흡 및 순환 문제를 

특징으로 하는 중증의 전신성 과민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다(Reber et al., 2017). 알러지는 유전 가능성이 높아 알러

지 질환의 유전적 기초를 밝히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

다(Bønnelykke et al., 2015; Potaczek et al., 2017). 하지만 질

병에 대한 지식과 더 나은 이해가 요구되며, 알러지 질환

의 최적화된 예방이 필요하다(Charfi et al., 2010). 

Toll-like-receptor (TLR)은 침입하는 병원체를 인식하고 

선천 면역을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막 관

통 수용체이다(Gao et al., 2016). 알러지 질환의 발병 기

전에서 TLR 수용체의 역할은 면역 반응의 활성화 및 조

절에 작용하는 생물학적 기능에 기인한다(Dębińska and 

Boznański, 2014). 면역계 세포는 특정 병원체 관련 분자 

패턴(Pathogen Associated Molecular Pattern, PAMP)을 인식

하여 위험을 감지하고, 특정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다양

한 패턴 인식 수용체(Pattern Recognition Receptor, PRR)를 

발현한다. TLR 또한 다양한 면역 세포에 의해 발현되는 

PRR 중 하나이다(Vijay, 2018). 지질 다당류(LPS), 지단백

질, 편모 및 박테리아 DNA를 포함한 광범위한 미생물 

산물의 인식을 매개하고, TLR을 통한 신호 전달은 염증 

매개체의 생성으로 이어진다(Jang et al., 2017). 미생물에 

의한 TLR 자극은 항원제시세포를 활성화하며, 조절 T 세

포(Treg) 기능에 영향을 미쳐 Th1/Th2 균형 및 Th17 세포 

분화를 결정하고, 비만 세포에서 사이토카인 생산 및 호

산구 활성화를 제어한다(Dębińska and Boznański, 2014). 하

지만 TLR 신호 전달 경로의 조절 장애는 알러지 및 천식, 

만성 비부비동염, 염증성 장 질환, 죽상 동맥 경화증과 같

이 여러 자가 면역 또는 염증성 질환의 병인에 관여한다

고 알려져 있다(Patra et al., 2020). 또한 게놈 전체 연구의 

메타 분석(Genome Wide Meta Analysis)에 의하면 TLR1-

TLR6-TLR10 영역의 유전자좌는 아토피 감작 또는 알러

지와 연관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Renkonen et al., 2015). 

따라서 TLR 유전자의 변이는 알러지 및 천식과 같은 자

가면역 질환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Koponen et al., 

2014). 본 연구는 한국인 유전체 역학 조사 사업 코호트 

자료를 활용하여 알러지 환자군과 건강 대조군을 선별해 

TLR1의 유전적 변이가 질병 발병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한국인 유전체 역학 조사 사업(Korean 

Genome and Epidemiology Study; KoGES)의 일환인 KARE 

(Korean Association Resource)와 HEXA (The Health Ex- 

aminees) 코호트 자료를 분양받아 활용하였다(KBN-2017-

046) (Cho et al., 2009; Health Examinees Study Group, 2015). 

40세 이상의 남녀를 포함한 총 10,956명(KARE: 7,524명, 

HEXA: 3,432명) 중 알러지 질환으로 진단받은 709명을 

환자군으로 선별하였다. 그리고 천식, 고혈압, 당뇨, 심근

경색, 뇌졸중, 갑상선 질환, 고지혈증, 만성폐쇄성 폐 질환

과 통풍에 대한 과거력이 없는 5,014명을 건강 대조군으

로 선별하였다. 알러지 환자군과 건강 대조군의 임상적 

특성을 Table 1에 나타냈다. 이번 연구에 활용한 유전정보

는 질병관리청(KDCA)과 호서대학교에서 연구 윤리 승인

(104131-170822-BR-062-01)을 받아 수행하였다. 총 10,956명

의 유전형 분석은 Exome 영역의 분석을 위해 Illumina 

HumanExome Chip v1.1 (Illumina, Inc., San Diego, CA, USA) 

exome chip을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품질 관리(QC) 과정

에서 DNA 시료는 연구 참여자의 말초 혈액에서 분리 추

출하였고, 유전형 판독 정확도가 96% 이하이거나, 과도한 

heterozygosity를 가지거나, 성별 불일치가 존재하는 대상

자들은 제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총 77,311개의 SNP을 

대상으로 marker QC를 수행하여 MAF가 1% 미만인 SNP

과 전체 분석 대상자 중 1% 이상의 결과가 누락된 SNP

Table 1. Bas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in the Exome Chip 

 Characteristics Controls Cases P-value 

Number of subjects 5,014 709 - 

Gender [men (%) / women (%)] 2562 (51.1) / 2452 (48.9) 245 (34.6) / 464 (65.4) <0.05 

Age (M years ± SD) 50.81±8.55 51.25±8.09 <0.05 

Abbreviations: Exome Chip; M, mean value;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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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외한 후 총 31,506개의 SNP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Marees et al., 2018). 염색체 상의 위치는 UCSC (University 

of Colombo school of computing) Genome browser on human 

Feb, 2009 (Genome Reference Consortium Human Build 37)를 

기준으로 하였다. 대부분의 통계 분석에는 PLINK version 

1.90 beta (http://pngu.mgh.harvard.edu/~purcell/plink)와 PASW 

Statistics version 21.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사용하

였다. 알러지 환자군과 건강 대조군에 대한 유전 변이의 

상관 분석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사용하여 GWAS를 시

행하였다. 회귀 분석의 시행에 있어서 나이와 성별을 공

변수로 조정하여 분석하였고, 분석 값에 대한 유의성의 

기준은 0.05 미만을 기준으로 하였다. 

GWAS 분석 결과, 알러지 질환과 bonferroni correction 

(6.46×10-7)의 결과를 보인 SNP는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

서 해당 결과를 각 유전자 레벨로 개별 분석을 수행하였

고 알러지와 연관된 1,621개의 SNP을 확인하였다. 그 중 

상대적 위험도(Odds ratio, OR)가 1.3 이상이면서 P-value 

가 10-3 이하에 속하는 230개의 SNP을 산출하였고, 알러

지 발병에 높은 감수성을 보이며 GGV 결과를 통해 동아

시아에서 특이적으로 발현하는 SNP을 가진 TLR1 유전자

를 선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TLR1 유전자를 대상으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하나의 SNP

이 도출되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2). Additive Model에서의 OR 값은 1.385, 

신뢰구간(95% CI)은 1.122~1.708이며, Dominant Model에

서의 OR 값은 1.398, 신뢰구간은 1.121~1.744이다. 또한 

Minor Allele Frequency (MAF)는 건강 대조군에서 6.2%의 

빈도를 나타내며, 알러지 환자군에서는 8.2%로 2%의 빈

도 차가 있다. 따라서 Minor allele인 G 염기를 보유할 경

우 알러지 발병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상관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PolyPhen-2를 활용하여 알러지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인 rs117033348이 가지는 영향력을 알아보았다(Fig. 1). 

PolyPhen-2는 아미노산의 치환이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의 

차이로 인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Probably Damaging 

Score로 예측할 수 있다. Score는 0에서 1까지 BENIGN, 

PROBABLY DAMAGING, POSSIBLY DAMAGING 총 3가

지로 표현되며, 1에 가까워질수록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rs117033348의 결과는 아미노산의 변화로 

인해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1로 나타났다. 또한 세계적으

로 분포하고 있는 각 인종의 rs117033348의 G 염기 빈도

를 Geography of Genetic Variants (GGV) browser을 이용하여 

알아보았다(Fig. 2). GGV는 1000 genome project의 데이터베

이스를 기반으로 특정 인종들의 염기 빈도를 보여준다. 

이전 연구에서 TLR1 SNP의 유병률은 인종적으로 큰 차이

가 있다고 보고되었다(Yang and Chiang, 2017). 본 연구에서 

진행한 rs117033348의 다형성 역시 각각의 인종과 비교하

였을 때 동아시아 지역에서만 특이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TLR1은 세균성 지질 단백질 및 지질 펩티드를 인식하

기 위해 TLR2와 이종이량체를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Jin et al., 2007). TLR2-TLR1 이종이량체는 그람음성 

세균 및 미코플라스마에서 Triacylated Lipopeptides를 인식

한다(Kawai and Akira, 2010). 또한 Pam3CSK4는 TLR1에 

의해 매개되는 합성 TLR 리간드로, 세포질 도메인을 통해 

TLR2와 협력하여 신호 전달 Cascade를 유도해 NF-κB 신

Table 2. Result of the case-control association analysis between SNP in the TLR1 genes and allergy in the Exome Chip subjects 

 
GENE CHR SNP Minor 

allele BP 
MAF (n) Genetic 

Model OR (95% CI) P-value 
Controls Cases 

TLR1 4p14 rs117033348 G 38800022 0.062 
(617) 

0.082 
(116) 

ADD 1.385 (1.122~1.708) 2.38×10-3 

DOM 1.398 (1.121~1.744) 2.92×10-3 

P-value < 0.05 is indicated in bold; CHR, chromosome; SNP,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BP, base pair; MAF, minor allele frequency;
n, number of minor;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The SNP position are based on the UCSC build 37 

Fig. 1. Confirmation of the probably damaging score of rs-
117033348 of the TLR1 gene using PolyPhen-2. The rs117033348
showing the highest score for predicted score is marked by black 
line. This report is HumDiv. The HumDiv model is preferres model
for evaluating rare alleles, dense mapping of regions identifies by 
genome-wide association studies, ans analysis of natural selection.
http://genetics.bwh.harvard.edu/cgi-bin/pph2/dbsearch.cgi?dbid= 
77810520 



- 180 - 

호 전달 경로를 활성화한다(West et al., 2011). NF-κB의 활

성화는 염증 과정의 시작에 관여하는 사이토카인과 케모

카인을 암호화하는 유전자의 전사를 유도한다(Kwok et 

al., 2012). 하지만 TLR1의 유전적 변이는 이러한 NF-κB 

경로의 활성화를 크게 감소시키며, 면역 반응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염증에 대한 감수성에 기여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Ben-Ali et al., 2011). 

따라서 이번 연구는 TLR1 유전자의 SNP에서 동아시아

인이 Minor allele인 G 염기를 가졌을 경우 알러지에 대한 

감수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만 본 연구에

서는 Exomchip을 이용한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marker 

QC에서 MAF가 매우 낮은 marker들이 제외되어 실제 

TLR1 유전자에서는 1개의 SNP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후 다른 코호트에서 동일한 유전체 영역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천식, 

피부염 및 비염과 같은 알러지와 아토피 장애의 증가가 

관찰되었지만 이러한 기전은 아직 명확하지 않아 새로운 

치료법의 개발이 제한적이다(Verschoor and von Gunten, 

2019). 하지만 현재까지 알러지의 발생과 환경 및 유전적 

요인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으

며, 본 연구는 TLR1의 유전적 다형성이 알러지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또한 알러

지 발병의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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