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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berculosis (TB), mainly disseminated by infection of the respiratory tract, remains an unsolved community health 

problem by Mycobacterium tuberculosis (MTB). However, because of the different susceptibility to MTB, people infected 
with MTB do not all develop TB. These differences of disease arise from individual genetic susceptibility as well as the 
property of the microorganisms itself. CD226, one of the genetic factors that influences TB, interact with its ligand PVR 
and ITGB2. It is induced various cellular responses that contribute multiple innate and adaptive responses. In a previous 
study, CD226 enhanced immune efficacy induced by Ag85A DNA vaccination that is secreted protein by MTB.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ssociation between six genetic polymorphisms of CD226 gene and TB status with 

Korean population. Our results show that two SNPs of CD226 were identified to associate with tuberculosis. The highest 
significant SNP was rs17081766 (OR=0.70, CI: 0.54~0.90, P=5.4 × 10-3). According to this study, polymorphisms of 
CD226 gene affect the outbreak of TB in MTB-infected patients. It is suggested that polymorphism of other genes also 
associated with immune responses results in susceptibility to TB. The results from this study suggest that not only the 
characteristics of the microorganism itself but also the genetic background of the individual may affect progression of 
TB in MTB-infected patients. 

Key Words: Tuberculosis, Mycobacterium tuberculosis, CD226, Genetic association study 

 

서  론 

 

결핵은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 MTB) 감염

에 의해 발병하는 질병으로 2015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32,000명의 신환자가 발생하고, 2,000명 이상이 사망한 공

중보건학적 문제를 일으키는 질병이다(KCDC, 2015). 결핵

은 주로 MTB의 호흡기를 통한 감염에 의하여 전파가 되

는데, 질병의 전파 속도가 빠르고 결핵균에 대한 개개인

의 감수성 및 인체의 면역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결핵균

에 감염된 모든 사람이 결핵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일부 환자의 경우는 잠복 결핵으로 진행되기도 하며, 일

부는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도 있다(Elisa et al., 2016). 

이러한 결핵의 발병은 MTB의 특성뿐만 아니라 감염

된 환자의 유전적 감수성에 의하여 일어날 수도 있다

(Comstock, 1978). 실제로 이전 연구를 보면 쌍둥이에서 

결핵에 대한 감수성 연구와 인종에 대한 감수성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현재에는 많은 그룹에서 유전적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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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분석하는 association studies를 통하여 결핵의 발병이 면

역을 담당하는 유전자를 포함한 많은 유전자의 유전적 감

수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했다(van der Eijk et al., 2007; 

Thye et al., 2010; Chimusa et al., 2014; Mahasirimongkol et al., 

2012). 

CD226 유전자는 CD226, PTA1 또는 DNAM-1을 암호

화하고 있는 유전자로서 염색체 18q22.3에 위치하고 있

으며, 이 유전자에 의해 발현하는 당 단백은 immuno- 

globulin superfamily의 일종으로 주로 CD4+와 CD8+ T cell

에서 발현하며, 그 외에도 NK cell, monocyte, macrophage

와 혈소판 등에서 발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hibuya 

et al., 1996). 이 유전자는 다양한 세포반응에 작용하고, 특

히 NK cell과 T cell의 면역반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한다고 알려졌다(Seth et al., 2009). 결핵과 관련하여 이전 

연구에서 CD226은 genetic adjuvant로서 결핵균 감염에 있

어서 Ag85A를 사용한 DNA 백신의 효율을 효과적으로 

상승시켜 결핵균 감염을 방지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

(Li et al.,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유전체 역학 조사 사업

의 일환으로 구성되어 있는 코호트 자료를 활용해 결핵

이 발병했던 환자군과 대조군을 분류하고, 두 그룹 사이

의 결핵 발병의 차이와 CD226 유전자의 유전적 다형성

(genetic polymorphisms)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고자 유전적 

변이에 대한 상관성 분석 연구를 시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연구대상자 

본 연구를 위한 한국인 연구대상자는 한국인 유전체 

역학 조사 사업(Korean Genome and Epidemiology Study; 

KoGES)의 일환인 Korean Association Resource (KARE)를 

기반으로 하였다(Cho et al., 2009). 경기도 안성 지역과 안

산 지역 거주자 코호트로 질병관리본부에서 한국인 보건 

및 유전체 연구로 2001년도에 시작된 것이다. 40세에서 

69세 사이의 10,038명을 모집하였으며, 이들 중에서 QC 

(Quality Control) 과정을 통해 분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1,196명은 제외되었다. 이에 따라 8,842명(남성: 4,183명, 

여성: 4,659명)이 분석에 가능한 연구대상자로 남게 되었

다. 본 연구에서는 결핵에 대한 유전 변이와의 상관성 연

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8,842명의 대상자 중에서 결핵 환

자와 대조군을 선별하였다. 환자군은 결핵으로 진단을 받

은 443명을 선택하였고, 대조군은 결핵을 포함한 다른 질

환들의 진단을 받지 않은 건강한 사람 3,228명을 대상으

로 하였다. 대조군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질환들에는 고

혈압, 당뇨병, 위염/위궤양, 알레르기질환, 심근경색, 갑상

선질환, 울혈성 심부전, 관상동맥질환, 고지혈증, 매독, 천

식, 만성폐질환, 말초혈관질환, 신장질환, 간염, 정신질환, 

종양, 치매, 뇌혈관질환, 두부외상, 요로 감염, 통풍, 발기

부전, 기타 질환에 대한 진단 여부를 확인하였다. 연구대

상자 수, 남녀 구성비, 나이에 대한 정보는 Table 1에 나

타내었다. 연구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에 의한 승인은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이루어졌으며, 

모든 연구자들에게서 연구내용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

아서 진행되었다. 

유전형 분석과 SNP 선별 

자세한 유전형 판독과 QC 과정은 앞서 발표된 논문

(Cho YS, 2009)에 잘 기술되어 있다. 간략히 부연하자면, 

대부분의 DNA 시료는 연구 참여자의 말초혈액에서 분리 

추출하였고, 유전형 판독을 위해서는 Affymetrix Genome-

Wide Human SNP array 5.0 (Affymetrix, Inc., Santa Clara, CA, 

USA)을 사용하였다. 유전형 판독의 정확도는 Bayesian 

Robust Linear Modeling using the Mahalanobis Distance 

(BRLMM) algorithm (Rabbee and Speed, 2006)으로 계산하

였다. 유전형 판독 정확도가 98% 이하이거나, 4% 이상의 

높은 missing genotype call rate을 보이거나, 30% 초과의 

Table 1. The subjects of tuberculosis cases and controls in the KARE study cohort 

 Characteristics Controls Tuberculosis P value 

Number of subjects 3,228 443  
Gender [male (%)/female (%)] 1,638 (50.7) / 1,590 (49.3) 271 (61.2) / 172 (38.8) <0.0001 

Age (M years ± s.d.) 51.0 ± 0.16 51.6 ± 0.42 0.213 

KARE, Korean Association REsourc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ge between the controls and cases were determined by the two-tailed 
Student's t-test, and in gender rate were determined by the comparison of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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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terozygosity를 가지거나, 성별 불일치가 존재하는 대상

자들은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CD226 유전자 

영역에 존재하는 6개의 SNP은 KARE 유전형 자료에서 

선별하였다. 유전자 영역은 전사체의 양 말단에서 5 kb씩 

확장하여 이 범위에 존재하는 SNP을 대상으로 하였다. 

선별된 SNP의 염색체 상의 위치는 NCBI human genome 

build 36를 기준으로 하였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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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지스틱 

회기 분석이 결핵 환자군과 대조군에 대한 유전적 변이

와의 상관성 분석에 사용되었다. 상관성 분석은 additive 

genetic model을 기반으로 하였고, 유의수준은 0.05 이하를 

기준으로 하였다. Haploview version 4.2 (Whitehead Institute 

for Biomedical Research, Cambridge, MA, USA) 프로그램

을 사용하여 KARE 유전형 정보를 바탕으로 연관불균

형(linkage disequilibrium) 블록 구조를 확인하였다. 또한, 

CD226의 결핵 발생과 관련된 생물학적 pathway를 검색하

기 위해서 KEGG (Kyoto Encyclopedia of Genes and Genomes, 

www.genome.jp/kegg/pathway.html) database에서 확인하였다. 

 

결  과 

연구대상자 정보 

KARE 코호트 기반의 결핵 환자군과 대조군에 대한 기

본적인 정보는 Table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호트 구성

원 중 결핵으로 진단 받은 443명을 환자군으로 분류하였

다. 이 중 남성이 271명으로 61.1%이고, 여성은 172명으

로 38.8%였다. 대조군은 각종 질환에 대한 질병력을 제외

한 3,22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조군에서의 남성과 여

성의 비율은 각각 50.7%와 49.3%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

Table 2. Results of the case-control association analysis between the six SNPs in the CD226 gene on chromosome 18 and tuberculosis in 
the KARE subjects 

 
No. 

 SNP Consequence 
to transcript BP A1 A2 

MAF 
OR (95% CI) Additive 

P value Cases 
(n=443) 

Controls 
(n=3,228) 

1 rs1790942 Intronic 65692568 C T 0.036 0.032 1.15 (0.78~1.68) 0.485 

2 rs1788244 Intronic 65695697 T C 0.038 0.033 1.16 (0.80~1.68) 0.442 

3 rs17081766 Intronic 65699795 C G 0.079 0.110 0.70 (0.54~0.90) 5.4 × 10-3 

4 rs2051323 Intronic 65701392 T C 0.292 0.305 0.94 (0.81~1.10) 0.436 

5 rs2051322 Intronic 65701566 T C 0.291 0.305 0.94 (0.80~1.09) 0.406 

6 rs17081792 Intronic 65705388 C T 0.096 0.121 0.78 (0.61~0.98) 0.035 

P-values < 0.05 are indicated in bold. Abbreviations: A1, minor allele; A2, major allele; BP, base pair; CI, confidence interval; MAF, minor
allele frequency; OR, odds ratio; SNP,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The SNP positions are based on the NCBI Build 36 human genome
assembly. 

Fig. 1. Linkage disequilibrium of CD226 on chromosome 18. The 
six SNPs and LD structure were shown by a Haploview of LD 
(r2) based on genotyping data from 8,842 KARE subjects and are 
generated by using the Haploview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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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결핵 환자군과 대조군의 평균 나이는 각각 50.1세

와 50.6세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CD226 유전자 영역의 SNP 선별과 상관성 분석 결과 

NCBI human genome build 36를 기준으로 염색체 18번

에서 CD226 유전자의 영역을 설정(전사체 기준으로 하여 

양방향으로 5 kb씩 영역 확장)하여 KARE 유전형 자료에

서 6개의 SNPs (rs1790942, rs1788244, rs17081766, rs2051323, 

rs2051322, rs17081792)을 확인하였다(Table 2). 이렇게 선

별된 CD226 유전자의 6개 SNPs을 대상으로 결핵 환자

군과 대조군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시행한 결과 

2개의 SNP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볼 수 있

었다. 가장 높은 유의 수준(P=5.4 × 10-3)을 보이는 SNP

은 rs17081766으로 상대적 위험도는 0.70에 신뢰구간은 

0.54~0.90을 나타냈다. rs17081766의 minor allele frequency 

(MAF)를 살펴보면, 결핵 환자군에서는 C 염기의 빈도가 

7.9%이고, 대조군에서는 11.0%로 빈도의 차이가 있어서 

rs17081766의 C 염기를 보유할 경우에 결핵 발생을 감소

시키는 방향으로의 상관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다른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는 rs17081792도 역시 minor 

allele (C)를 가질 경우에 상대적 위험도(0.78)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주었다(Table 2). 

CD226 유전자 SNP의 LD 구조 

Haploview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상관 분석에 사용한 

CD226 유전자 영역 6개 SNP에 대해 Linkage disequilib- 

rium (LD) 구조를 확인하였다(Fig. 1). 그 결과 3개의 SNP 

(rs2051323, rs2051322, rs17081792)들이 하나의 LD 블록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 중 rs17081792는 상관 분석에서 유

의성이 있었던 SNP이였고, 이 LD 블록에 속하지 않은 

rs17081766은 가장 유의성이 높았던 SNP이였다. CD226 

유전자의 유일한 LD 블록과 그 외 다른 영역에서 상관관

계가 나왔다는 사실은 CD226 유전자의 다형성이 결핵 발

병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CD226 유전자의 KEGG pathway 검색 결과 

CD226 유전자의 결핵 발생 관련성에 대해 생물학적 

pathway 관점에서 살펴 보고자 KEGG database를 검색한 

결과 Cell adhesion molecules이라는 signaling pathway를 

확인하였다. 이 중에서 항원제시세포(Antigen presenting 

cells; APC)와 T cell, 혹은 Cytotoxic T cell과 감염세포와의 

T cell receptor signaling pathway와 관련하여 CD226이 cell 

Fig. 2. The KEGG signaling pathway for the part of cell adhesion molecules. CD226 found in T cells according to KEGG is red. The 
interaction partners of CD226 are PVR and ITGB2 shaded in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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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esion molecule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Fig. 2). 

 

고  찰 

 

본 연구에서는 CD226 유전자의 association 연구를 통하

여 6개의 SNPs에서 환자군과 대조군 사이에 유전 변이의 

빈도 차이를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두 개의 SNP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빈도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rs17081766의 C 염기를 보유한 경우에 결핵의 

상대적 위험도가 0.70로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rs17081792의 C 염기를 가질 경우에도 0.78로 상대 

위험도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SNPs의 LD 구

조를 살펴보면 두 개의 유의성 있는 SNP가 서로 다른 영

역에 속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하여 CD226 

유전자에 존재하는 SNP들이 결핵 발병과 통계적으로 유

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유의한 2개의 intronic SNP들이 과연 어떻게 

CD226 유전자 혹은 단백질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

해 RegulomeDB (www.regulomedb.org)에서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helper T cell에서 rs17081766는 전사인자 결합과 

DNase에 대한 반응 차이가 있음을 나타냈고, rs17081792

는 DNase peak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었다. 따라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는 2개의 SNP은 T cell에서 CD226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

었다. 

면역반응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CD226이 초기면역반응

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특히 Fig. 2의 KEGG database를 살펴보면, T cell에서 

발현하는 CD226은 APC의 PVR과 ITGB2와 상호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cytotoxic T cell에서 발현하는 

CD226은 target cell의 PVR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호작용들은 이전 연구에서 내재면역 

및 획득면역 반응에 CD226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Reymond 

et al., 2004; Shibuya et al., 2009). 뿐만 아니라 NK cell과 

cytotoxic T cell 표면에 발현한 CD226은 target 세포표면에 

존재하는 CD155을 인지하고, target 세포를 제거하는 역할

을 수행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여러 종

양의 모델에서 면역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하

고 있으며, 실제로 CD226이 결핍된 CTL와 NK cell이 암

세포에 대한 cytotoxicity가 감소하는 결과가 보고되기도 

하였다(Seth et al., 2009; Shibuya et al., 2009; Iguchi-Manaka 

et al., 2008). 

결핵 발병의 관점에서 살펴보게 되면 초기 MTB의 감

염이 일어나면 인체 내에서는 감염에 대항하기 위해 면

역반응이 일어나고, 초기 MTB가 환자의 폐에 침입하여 

alveolar macrophage에 의하여 탐식되면 Toll-like receptor

를 매개로 하는 내재면역체계가 작동하게 된다. 이런 반

응에는 호중구, NK cell, T cell과 dendritic cell의 일부가 면

역반응을 일으키며 MTB 감염에 대하여 대항하게 된다

(Guirado and Schlesinger, 2013). 

그러나 이러한 초기면역 만으로는 모든 MTB 감염에 

대응하지 못하며, 대부분의 경우는 CD4와 CD8 계열의 T 

cell이 관여하여 감염된 MTB를 포함하고 있는 granuloma 

form을 형성하고, 이 안에서 MTB는 사멸하게 된다. 하지

만 임상증상을 겪는 환자는 granuloma form 내에서 MTB

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잠복 감염으로 진행되는 경우

가 있다. 이러한 경우 환자의 면역력이 약해지게 되면 다

시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환자의 경우는 초기면역에 실패하여 MTB를 포함하고 있

는 macrophage나 dendritic cell이 폐를 포함한 여러 장기

에 퍼지며 이차적인 폐외결핵을 유발하기도 한다(Elisa 

et al., 2016; Guerra et al., 2011; Esin and Batoni, 2015; Allen et 

al., 2013). 특히 이 중에서 CD226과 연관 지어 살펴 볼 

수 있는 반응에는 CD18/ITGB2 리간드 상호작용이 있다. 

CD226과 ITGB2의 상호작용은 dendritic cell maturation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dendritic cell은 MTB 감염 

시 획득면역반응 시작에 매우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결핵에 감염된 dendritic cell은 ITGB2의 발현을 억제하고, 

여러 cytokine의 분비를 늦추며, 초기면역을 형성하는 것

을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다(Roberts and Robinson, 2014). 

이렇듯 초기면역 반응에 실패하게 되면 환자는 결핵균을 

직접 사멸하지 못하게 되면서 결핵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균을 체내에 남겨 둘 수 있게 된다. 이렇듯 같은 MTB에 

대한 면역반응의 체계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작용

하여 다양한 형태의 결핵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결핵

의 발병을 균 자체의 특성뿐만 아니라, MTB에 감염된 환

자의 개개인의 면역에 작용하는 유전적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결핵 발병과 연관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 동안 많은 연구에서 MTB의 특성을 분석하여 MTB

의 항생제 내성, 결핵 환자에서의 MTB와 NTM의 동정 

등 결핵의 원인균 자체에 초점을 맞춘 많은 연구들이 수

행되어 왔으며, 결핵에 감염되어 있는 환자의 면역반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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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여 진성 감염과 잠복 감염을 구분하는 연구들이 수

행되어 왔다(Jang, 2015; Hwang et al., 2005; Kim et al., 2013; 

Jin, 2016). 본 연구에서는 결핵 발병 원인이 MTB 자체의 

특성뿐 만이 아니라 개인의 유전적 배경이 결핵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고 있으며, 이

를 통하여 결핵에 유전적으로 감수성을 가진 보균자 또

는 건강인의 관리 측면에서 환자 맞춤형 관리를 할 수 있

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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