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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kground and Objectives：Smoking has been reported as an important risk factor of laryngeal cancer. Cytochrome P450 
1A1 (CYP1A1) and glutathione S-transferase P1 (GSTP1) are genes that encode enzymes which are involved in the metab-
olism of carcinogens in cigarette smoke. In this study, we statistically tested the significances of smoking and genotypes of 
CYP1A1 and GSTP1 as risk factors of laryngeal cancer. Materials and Method：In this case-control study, 84 pathologically 
proven laryngeal cancer patients and 168 age- and sex-matched controls were included as the study subjects. Information on 
smoking habit was collected using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and CYP1A1 and GSTP1 genotypes were analyzed using 
PCR-RFLP method. Chi-square test, Student’s t-test and conditional logistic analysis were used to test statistical significance. 
Results：Smoking was turned out to be a significant risk factor of laryngeal cancer both in univariate and multivariate ana-
lyses. The CYP1A1 Ile/Ile genotype was significant in the univariate test, but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disappeared in the 
multivariate conditional logistic model including smoking. The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of GSTP1 A/A geno-
type for laryngeal cancer was 0.71 (0.38, 1.33), which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Conclusion：Smoking is the most 
potent risk factor among the three factors, and the genotypes of CYP1A1 and GSTP1 would not be major risk factors for 
laryngeal cancer in Koreans. ((((Korean J Otolaryngol 2002;45:5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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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후두암은 두경부 영역에서 발생하는 악성종양 중 갑상선 

암을 제외하면 가장 흔한 원발성 악성종양으로, 전체 악성종

양의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한국인에서

는 1.5∼1.6%의 발생률을 보인다. 흡연은 공해와 음주 등과 

더불어 후두암의 중요한 환경적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1)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에서의 후두암 발생률은 4∼24배 높

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위험률은 흡연량에 비례해서 높

아진다고 알려져 있으나, 어떤 기전을 통하여 흡연이 후두암 

발생에 기여하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담배 

연기와 공해물질에는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 등

의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의 대사에 cytochrome 

P450 1A1(CYP1A1) 등의 제 1 상 효소(phase I enzy-

me)와 glutathione S-transferase(GST) 등의 제 2 상 효

소(phase II enzyme)가 작용한다. 이러한 효소의 다형성은 

발암물질의 대사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후두암 발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된다. 

Aryl hydrocarbon hydroxylase(AHH) 유도성이 높으면 

AHH를 효과적으로 활성화시켜 각종 발암물질을 활성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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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 폐에서의 CYP1A1 발현정도는 AHH 유도성과 일치하

는데, 이 CYP1A1 유전자의 7번 exon의 특정 adenine이 

guanine으로 돌연변이가 일어나게 되면 CYP1A1의 heme-

binding region 근처에 있는 462번 아미노산이 isoleucine

에서 valine으로 바뀌면서 높은 AHH 활성도를 나타내게 된

다.2) CYP1A1의 발현이 증가된 사람에서는 PAH 등의 발암

물질이 인체 내에서 생활성화(bioactivation)되어 독성이 증

가되므로 암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일

부 국외 연구는 CYP1A1 다형성과 후두암 발생 사이에 유

의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고하였다.2) 

Glutathione S-transferase phi(GSTP1) 유전자형은 표

피세포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며 이들 조직 내에서 해독작용에 

관여함으로써 암 발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GSTP1 유전자의 313번 염기가 A에서 G로 치환된 유전자 

다형성이 존재함이 밝혀졌는데,3) 흡연과 관련된 암종 중 일부

는 이 GSTP1 유전자 다형성과 유의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되고 있다.4) 그러나 한국인을 대상으로 CYP1A1과 GSTP1 

두 가지 유전자 다형성과 그 상호작용이 후두암 발생 위험도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진 바 없는 실정

이다. 본 연구는 후두암 환자와 대조군을 대상으로 흡연습

관과 CYP1A1과 GSTP1 다형성이 한국인의 후두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대상 및 방법 
 

대  상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이비인후-두경부외과를 방문하

여 병리조직학적으로 후두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84명과 암

이 아닌 다른 질환으로 방문한 대조군 168명을 대상으로 하

였다. 환자군 1명당 성별이 동일하며, 나이 차이가 세살 이내

의 사람을 두 명씩 짝지어 대조군으로 하였다. 

 

설문 조사 

대상자에게 설문 조사를 통해 흡연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

하였다. 흡연력은 흡연 여부와 누적 흡연량을 조사하였으며, 

누적 흡연량은 pack-year로 환산하였다. 

 

유전자형 분석 

혈액에서 DNA를 추출하여 PCR-RFLP(polymerase ch-

ain reaction-restriction fragment length polymorphi-

sm) 방법으로 CYP1A1과 GSTP1의 유전자 다형성을 분석

하였다. 

 

CYP1A1 

CYP1A1 유전자형은 Hinc II restriction fragment len-

gth polymorphism(RFLP)으로 확인하였다. PCR primer

는 Hinc II 제한 부위를 생성하는 두 가지 primer, 즉 5’-

GAA CTG CCA CTT CAG CTG TC-3’와 5’-GAA AGA 

CCT CCC AGC GGT CA-3’를 사용하였다. PCR은 gen-

omic DNA 100 ng, dNTP 혼합체 800 μM, MgCl2 1.5 mM, 

KCl 40 mM, Tris-HCl 10 mM, pH 8.0, Taq polymerase 

2.0 unit를 섞어 총 용량이 25 μl로 하였다. 온도 조건은 de-

naturation 94℃ 1분 30초, annealing 53℃ 1분 30초, ex-

tension 74℃ 30초로 Thermocycler(Perkin Elmer Cetus, 

UK)에서 35회 증폭시켰다. 증폭된 PCR 산물을 2% aga-

rose gel에서 전기 영동시켜 ethidium bromide로 염색 후 

187 bp의 band를 확인하였다. 이렇게 나온 PCR 산물 10 

μl에 HincⅡ 10 unit를 섞어 총 용량이 20 μl가 되게 하여 

37℃에서 6시간 이상 반응시켰다. 다음날 반응산물 15 μl

를 12% PAGE gel서 전기 영동시켜 ethidium bromide로 염

색 후 최종 유전자형을 확인하였다. 제한 부위가 없는 139 bp

의 band만을 보이는 것을 Ile/Ile 유전자형, 120 bp가 보이는 

것은 Val/Val 유전자형, 그리고 139 bp와 120 bp의 band

가 함께 보이는 것을 Ile/Val 유전자형으로 하였다(Fig. 1). 

 

GSTP1 

PCR과 Alw26I 제한 효소를 이용한 RFLP법을 사용하여 

GSTP1 유전자형을 판정하였다. PCR용 primer는 GSTP1

을 위한 5’-GTA GTT TGC CCA AGG TCA AG-3’과 

Fig. 1. HincⅡ PCR-RFLP (polymerase chain reaction-restriction
fragment length polymorphism) fragment of CYP1A1 (cyto-
chrome P450 1A1) gene. A 139 bp product is digested into
120 bp and 19 bp fragments on an 12% polyacrylamide gel
when samples contain Ile allele (smaller framents are not sh-
own). M is molecular size marker, lane 1 Val/Val, lane 2 Ile/
Val, and lane 3 Ile/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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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AGC CAC CTG AGG GGT AAG-3’를 이용하였다.4) 

PCR은 genomic DNA 100 ng, dNTP 혼합체 800 μM, 

MgCl2 1.5 mM, Taq polymerase 2.0 unit를 섞어 총 용량

이 25 μl로 하였다. 온도 조건은 denaturation 95℃ 15초, 

anealing 57℃ 30초, extension 74℃ 1분으로 Thermoc-

ycler(Perkin Elmer Cetus, UK)에서 35주기 동안 증폭시

켰다. 증폭된 PCR 산물을 Alw26I 제한효소로 37℃에서 6

시간 이상 반응시킨 후 2% agarose gel에서 전기 영동시켜 

431 bp band만 보이는 경우를 A/A type, 431, 313 bp 

band가 보이는 경우를 A/G type, 313 bp band가 보이는 

경우를 G/G type으로 판정하였다(Fig. 2). 

 

통계 분석 

전제 환자군과 대조군에 대하여 흡연력과 두 가지 유전자

형의 분포가 환자군과 대조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를 단변수 분석으로 검정하였고, 흡연자만을 대상으로 CYP 

1A1과 GSTP1 유전자 다형성의 후두암에 대한 영향을 검

정하였다. 또 PC-SAS for the Windows의‘ROC PHR-

EG’를 이용하여 누적 흡연량과 두 가지 유전자 다형성을 포

함하는 다변량 분석을 전체 대상자와 흡연자에 대하여 따로

따로 시행하였다. 

 

결     과 
 

전체 대상자에 대한 분석 

환자군과 대조군의 평균 연령은 각각 61.7세와 61.8세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환자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흡

연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량을 pack-year로 환산

하였을 때, 환자군의 누적 흡연량이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하

게 많았다(Table 1). 

환자군에서 CYP1A1 유전자형은 Ile/Ile형이 69.2%, Ile/ 

Val형이 25.6%, Val/Val형이 5.1%였고, 대조군에서는 Ile/ 

Ile형이 38.2%, Ile/Val형이 46.1%, Val/Val형이 15.8%로 

환자군에서 Ile/Ile 유전자형이 유의하게 많은 양상을 보였다

(Table 2). 

환자군에서 GSTP1 유전자형은 A/A형이 64.6%, A/G형

이 34.2%, G/G형이 1.3%였고, 대조군에서 GSTP1 유전자형

은 A/A형이 70.4%, A/G형이 28.3%, G/G형이 1.3%로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Table 3, p>0.05). 

누적 흡연량과 CYP1A1과 GSTP1의 유전자 다형성의 세 

가지 변수를 독립 변수로 하는 conditional logistic ana-

lysis에서 누적 흡연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인 반면에 

CYP1A1과 GSTP1 유전자 다형성은 어느 것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1.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age and cumul-
ative smoking amount in total cases and controls 

Variables Cases Controls p-value 

Age (year) 61.8± 8.2 61.7± 8.8 NS 
Cumulative smoking 

amount (pack-year) 40.0±14.1 23.1±20.9 <0.001 

NS：Not significant 
 
Table 2. Distributions of sex, smoking status, and genotypes 
of CYP1A1 and GSTP1 in total cases and controls 

Number of subjects 
(%)  

Cases Controls 
χ2 OR (95% CI) p-value 

Sex      
Male 82 (97.6) 164 (97.6) 
Female  2 ( 2.4)   4 ( 2.4) 

0.00 1.00 (0.05, 18.9) <0.001 

Smoking      
Yes 84 (100)  119 (73.9) 
No  0 ( 0.0)  42 (26.1) 

26.4 0.00 (0.00,    ) <0.001 

CYP1A1      
Ile/Ile 54 (69.2)  84 (50.9) 
Ile/Val 20 (25.6)  76 (46.1) 
Val/Val  4 ( 5.1)   5 ( 3.0) 

 
4.3* 2.34 (1.29, 4.24) <0.05 

GSTP1      
A/A 51 (64.6) 107 (70.4) 
A/G 27 (34.2)  43 (28.3) 
G/G  1 ( 1.3)   2 ( 1.3) 

 
0.9* 0.71 (0.38, 1.33) NS 

CYP1A1：Cytochrome P450 1A1, GSTP1：Glutathione S-tran-
sferase P1, OR：Odds ratio, CI：Confidence interval, NS：Not 
significant, *Chi-square for trend 

Fig. 2. Alw26I PCR-RFLP (polymerase chain reaction-restriction
fragment length polymorphism) patterns of GSTP1 (glutathi-
one S-transferase P1) gene. A 431 bp PCR product is digested
into 313 bp and 118 bp fragments on 2% agarose gel when
samples contain G allele (smaller fragments are not shown).
M is molecular size marker, lanes 1 and 2 are A/G type, lanes
3, 4, and 6 are A/A type, and lane 5 is G/G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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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에 대한 분석 

환자군은 모두 흡연자였으며, 대조군에서는 119명(70.8%)

이 흡연자였다. 흡연자의 성별 분포는 Table 5와 같다. 

흡연자의 CYP1A1 유전자형 분포는 환자군과 대조군 사

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대조군 중 흡연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가 전체 대조군과 달리 환자군과 차이가 있으므

로, 성과 연령을 보정한 CYP1A1 유전자의 Ile/Ile 유전자

형의 대응비(odds ratio；OR)를 구하였는데, 그 값은 2.01

이었고, 95% 신뢰구간은(1.03, 3.90)로서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 

담배를 피우는 환자군과 대조군의 GSTP1 유전자형 분포

에서 A/A형이 환자군에서 적은 듯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으며, 성과 연령을 보정한 대응비와 그 95% 신뢰구

간은 0.61(0.27, 1.37)로서 역시 유의하지 않았다(Table 5). 

연령과 성, 그리고 두 가지 다형성을 동시에 포함시킨 

conditional logistic model에서 CYP1A1과 GSTP1 유전자 

다형성은 어느 것도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지 않았다(Ta-

ble 3). 

 

고     찰 
 

한국인의 후두암 발생률은 연간 250∼400명 정도로 인구 

100,000명당 1.2명 정도에 해당하며, 남녀비는 약 10：1, 

호발 연령은 60대로 알려져 있다. 후두암 환자의 90% 이

상이 흡연력을 갖고 있으며, 흡연은 여러 역학적 연구를 통

하여 후두암의 위험요인으로 확인되었으나, 어떤 기전을 통하

여 후두암을 유발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알

려져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도 흡연은 강력한 후두암 유발

인자로 나타났다. 후두암 환자군의 100%가 흡연을 한 것으

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대응비를 산출할 수 없었으나, chi-

square 값이 26.4로 p-value는 0.001에도 미치지 못하였

다. 누적 흡연량도 환자군과 대조군 사이에 뚜렷한 차이를 보

였을 뿐 아니라, 다변량 분석에서도 CYP1A1과 GSTP1 유

전자 다형성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누적 흡연량만 유의하였으

며, 1 pack-year 증가함에 따라 후두암 위험도가 1.04배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체에 발생하는 대부분의 암은 흡연과 같이 외부로부터 폭

로되는 환경적 인자와 다양한 개개인의 유전적 인자 사이의 

상호 작용에 의해 발생한다. 이론적으로는 외부의 발암 물질

에 노출되었을 때, 개개인의 감수성의 차이에 따라 암 발생

이 결정되는 것으로 생각되며, 개인의 감수성의 차이는 발암 

물질의 활성화와 관련된 대사에서 유전적으로 결정되어지는 

효소 기능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CYP1A1 

Table 3. Conditional logistic analysis including CYP1A1 and GSTP1 genotypes in smoking cases and controls 

 β SE (β) Wald chi-square p-value OR (95% CI) 

CYP1A1* 0.090 0.372 2.2 0.140 1.73‡  (0.84, 3.60) 
GSTP1†  -0.416 0.438 0.9 0.342 0.66‡  (0.28, 1.56) 

CYP1A1：Cytochrome P450 1A1, GSTP1：Glutathione S-transferase P1, SE：Standard error, OR：Odds ratio, CI：Confidence 
interval, *Effects of the Ile/Ile type against the Ile/Val or Val/Val types, †Effects of the A/A type against the A/G or G/G 
types, ‡Adjusted for age and sex 
 
Table 4. Conditional logistic analysis including cumulative smoking amount and genotypes of CYP1A1 and GSTP1 

 β SE (β) Wald chi-square p-value OR (95% CI) 

Cumulative smoking amount (pack-year) 0.048 0.011 20.3 <0.0001 1.04 (1.03, 1.07) 
CYP1A1* 0.583 0.366  2.5 0.112 1.79 (0.87, 3.67) 
GSTP1†  -0.119 0.376  0.1 0.752 0.71 (0.38, 1.33) 

CYP1A1：Cytochrome P450 1A1, GSTP1：Glutathione S-transferase P1, SE：Standard error, OR：Odds ratio, CI：Confidence in-
terval, *Effects of the Ile/Ile type against the Ile/Val or Val/Val types, †Effects of the A/A type against the A/G or G/G types 

Table 5. Distributions of sex and genotypes of CYP1A1 and 
GSTP1 in smoking cases and controls 

Number of subjects 
(%)  

Cases Controls 
χ2 OR (95% CI) p-value 

Smoking      
Yes 82 (97.6) 119 (100) 2.86 0.00  (0.00,     ) NS 
No  2 ( 2.4)   0 ( 0.0)    

CYP1A1      
Ile/Ile 54 (69.2)  64 (54.2) 
Ile/Val 20 (25.6)  49 (41.5) 
Val/Val  4 ( 5.1)   5 ( 4.2) 

2.74＊ 2.01† (1.03, 3.90) <0.05 

GSTP1      
A/A 51 (64.6)  79 (72.5) 
A/G 27 (34.2)  28 (25.7) 
G/G  1 ( 1.3)   2 ( 1.8) 

0.98＊ 0.61‡ (0.27, 1.34) NS 

CYP1A1：Cytochrome P450 1A1, GSTP1：Glutathione S-tran-
sferase P1, OR：Odds ratio, CI：Confidence interval, NS：Not 
significant, *Chi-square for trend, †Effects of the Ile/Ile type 
against the Ile/Val or Val/Val types, ‡Effects of the A/A type 
against the A/G or G/G types 



 
 
 
 
 
유전자 다형성이 후두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 

Korean J Otolaryngol 2002;45:56-61 60

유전자 산물은 aryl hydrocarbon hydroxylase(AHH)로서 

담배 연기에 함유된 PAH를 활성화하여 전자 친화성 물질을 

만들며, 그 결과 후두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

체 환자군과 대조군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 CYP1A1의 Ile/ 

Ile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이 Ile/Val이나 Val/Val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에 비하여 2.34배 후두암에 더 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이다. 그러나 전체 대

상자와 흡연자를 대상으로 다변량 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그 

대응비가 각각 1.79와 1.73으로 추정되었으며, 통계적 유의

성을 상실하였다. 최근의 역학적 연구들 중 대부분이 CYP 

1A1 유전자 다형성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한편 몇몇 두경부 암에 대한 분자역학적 연구에서 CYP1A1 

유전자형과 후두암 위험도 사이의 관련성을 보고한 바 있는

데, 후두암의 위험도가 높은 유전자형은 본 연구와 마찬가지

로 Ile/Ile 유전자형이었다. CYP1A1 유전자의 7번 exon의 

특정 adenine이 guanine으로 돌연변이가 일어나게 되면 CY-

P1A1의 heme-binding region근처에 있는 462번 아미노

산이 isoleucine에서 valine으로 바뀌면서 높은 AHH 활성

도와 변이원성을 나타내게 된다. 따라서 Ile/Ile 유전자형의 

AHH 활성도는 Ile/Val이나 Val/Val에 비하여 낮으며, PAH 

등의 발암 물질을 활성화시키는 정도도 약한 것으로 생각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와 몇몇 다른 연구에서 Ile/ 

Ile 유전자형이 환자군에서 높게 나타난 것은 이러한 대사 기

전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누적 흡연량을 포

함하는 다변량 분석에서 그 유의성이 상실된 것은 CYP1A1

에 의하여 활성화된 담배 연기 중 발암 물질의 대사 산물이 

후두암을 유발한다는 가설과 대립되는 결과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 유의한 위험 인자로 나타난 CYP1A1 Ile/Ile 유전

자형이 독립적인 위험 인자라기 보다는 흡연 습관과 통계적인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유의하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GSTP1은 두경부 암을 포함한 여러 종류의 암 조직에서 

그 발현이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각종 암의 예후

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 GSTM1이나 

GSTT1 등 GSTP1 동종 효소의 다형성이 후두암을 포함한 

두경부 암의 위험 요소로 알려지면서,6-8) GSTP1의 유전자 

다형성도 후두암의 위험요소 여부인지를 검정하기 위한 연구

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Finland 연구의 대조군들의 GSTP1 유전자형의 분포가 

A/A, A/G, G/G형이 각각 50.0%, 37.2%, 12.8%인데 비하

여,9)10) 본 연구의 대조군에서의 분포는 A/A, A/G, G/G형이 

각각 70.4%, 28.3%, 1.3%로서 A 대립유전자는 한국인에

게 흔하지만, G 대립유전자는 서구인에 비하여 드문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Matthias 등11)12)의 독일인에 대한 연구에

서 구강 및 인두암과 후두암 환자군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A/ 

A 유전자형이 유의하게 적었으며, 그 대응비를 0.47로 보고

하였다. 그러나 Finland의 연구에서는 GSTP1 유전자 다형

성이 후두암 위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9)10) 본 연구에서도 GSTP1 유전자 다형성은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흡연자만을 대상

으로 한 통계 분석이나 다변량 분석에서도 GSTP1은 유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후

두암 발생에 대하여 GSTP1의 유전자 다형성과 흡연의 상

호작용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GSTP1의 유전

자 다형성이 후두암 발생에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 것

으로 보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결     론 
 

흡연과 GSTP1과 CYP1A1의 유전자 다형성 가운데 흡연

은 가장 강력한 후두암 유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으나, GS-

TP1 유전자형은 후두암 발생에 중요한 위험 요인은 아닌 것

으로 판단된다. CYP1A1은 독립적인 후두암의 위험 요인이

라기 보다는 흡연 습관과 관련되어 있어서 단변수 분석에서 

유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중심 단어：후두암·흡연·Cytochrome P450 1A1(CYP 

1A1)·Glutathione S-transferase P1(GST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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