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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과 유전자-환경 상호작용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김      용      구

Depression and Gene-Environment Interaction

Yong-Ku Kim, MD, PhD 
Department of 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Korea University, Ansan, Korea

Major depressive disorder (MDD) is a common disorder, widely distributed in the population, and 
usually associated with substantial symptom severity and role impairment. MDD is also a complex 
and heterogeneous disorder, at etiological, phenotypical, and biological levels. The gene or series 
of genes, which cause MDD, have so far not been identified. However, certain genetic variations, 
called polymorphisms, may increase the risk of MDD in a susceptible person. In addition, environ-
mental stress also is a common precipitating factor of MDD. Various stressful life-experiences-pre-
natal stress, aversive early life experiences, ongoing or recent psychosocial stress-are important en-
vironmental factors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MDD. Nevertheless, not all persons ex-
posed to these stresses become depressed. Environmental stress interacts with a person’s ge-
netic makeup to influence his or her risk for developing MDD. It is the combination of genes, early 
life stress, and ongoing stress, which may ultimately determine an individual’s responsiveness to 
stress and vulnerability to MDD. Consequently, the gene and environment interactions may impact 
multiple neurobiological systems implicated in MDD. The gene-environment interaction in the pa-
thophysiology of MDD leads to advances in personalized medicine by means of genotyping for in-
ter-individual variability in drug action and metabolism. Such concept may explain why some sub-
jects become depressed while others remain unaffected.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10;49:538-545

KEY WORDSZZ Major depressive disorder · Depression · Gene · Environment · Serotonin · Stress.

Received February 2, 2010
Revised May 13, 2010
Accepted August 9, 2010

Address for correspondence
Yong-Ku Kim, MD, PhD 
Department of 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Korea University, 516 Gojan-dong,
Danwon-gu, Ansan 425-707, Korea
Tel +82-31-412-5140
Fax +82-31-412-5144
E-mail yongku@korea.ac.kr

서      론
　

주요우울증(major depressive disorder)의 평생 유병률은 

국가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략 일반 인구의 5명 중 1명

은 평생 동안 이 병에 이환될 수 있는 흔한 질환이다.1) 정신

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 4판(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4th Edition, Text Revision, 

이하 DSM-IV-TR)2)에 따르면, 주요우울삽화(major depres-
sive episode)의 진단기준에 9개의 증상들을 제시하고 있

고, 이들 중 5개의 증상들이 있어야 주요우울삽화로 진단될 

수 있다. 즉, 우울한 기분 혹은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 중에 

하나 혹은 두 증상이 2주 이상 진행되어야 하고, 식욕, 체중, 

수면, 및 정신운동 활성의 변화, 기력저하, 죄책감, 우유부단, 

자살사고 혹은 자살 행동의 증상 중에 적어도 4가지 이상이 

동반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기능의 심각한 손상을 동반할 

때 주요우울삽화로 진단될 수 있다. 주요우울증으로 진단을 

내리려면 이전에 조증 혹은 경조증의 삽화 없이 적어도 한

번 이상의 주요우울삽화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주요우울증

의 대다수의 환자는 여러 번의 재발을 경험한다.3) 더욱이, 

주요우울증 환자들은 신체적 질환과 다른 정신질환들을 동

반하는 경우가 많다. 흔히 동반되는 신체적 질환4)으로는 당

뇨병, 심장질환, 자가면역질환, 및 동통5)을 들 수 있고, 정신

질환으로는 불안장애, 물질사용장애, 및 충동조절장애를 동

반한다.1) 특히 신체질환과 우울증은 양 방향으로 소통이 가

능하며, 서로의 예후에 영향을 미친다. 

주요우울증은 그 임상양상이 다양하다. DSM-IV-TR2)은 

우울증의 진단에 긴장형, 멜랑콜리형, 비전형적 양상과 같이 

증상의 특징에 따라 아형을 구분하고, 증상의 심각도를 경증, 

중등도, 중증,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한 중증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이는 주요우울증이 병인, 현상측면에

서 이질적인 집단으로 구성된 질환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

으며, 또한 우울증이 다양한 생물학적 체계의 이상으로 기인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현재의 수 많은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우울증은 취약

한 개인에서 다양한 환경적 인자들과 여러 유전적 소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병된다.6-8) 다시 말해, 우울증은 유전자, 

출산 전 스트레스, 소아기의 부정적 경험, 그리고 지속적인 

혹은 현재의 정신사회적 스트레스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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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우울증과 관련되는 신경생물학적 체계의 구조 및 기능의 

변화로 인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유전자-환경 상

호작용의 개념은 같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도 어떤 사람은 

우울증으로 이환되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이유를 설

명해 줄 수 있다. 

본 종설에서는 유전자, 출산 전 스트레스, 유년기의 부정

적 경험들, 그리고 현재의 정신사회적 스트레스가 주요우울

증과 관련된 여러 신경생물학적 체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

쳐 우울증이 발병될 수 있는지 토론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유전-환경의 상호작용의 개념은 우울증에 대한 연구, 진단, 

및 치료에 새로운 통찰을 갖게 되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울증의 단가아민 가설
　

우울증의 생물학적 연구는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고

혈압 치료제인 reserpine을 복용한 환자의 일부에서 심각한 

우울증을 일으킨다는 우연한 발견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차

후의 연구를 통해 reserpine이 뇌 시냅스의 단가아민 함량

을 감소시켜 우울증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러한 

소견들을 토대로 발전된 우울증의 첫 생물학적 가설이 단가

아민 고갈가설(monoamine depletion hypothesis)9)이다. 

다시 말해, 이 가설은 우울증이 단가아민 신경전달물질의 효

용성의 저하, 특히 시냅스에서 세로토닌(serotonin, 이하 5- 

HT)과 노르에피네프린(norepinephrine, 이하 NE) 및 도파

민(dopamine) 등이 고갈되어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가설은 차후에 많은 연구를 통해 우울증 환자의 혈액, 뇌척수

액, 사후 뇌에서 정상인에 비해 모노아민 신경전달물질의 감

소 혹은 기능의 저하가 있다는 결과들에서 지지되었다.10,11) 

그러나 우울증을 앓고 있는 환자와 정상인과 비교하여 얻

은 결과들은 그 인과 관계를 알기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다. 

부연하면, 우울증 환자와 정상군의 비교는 우울증 환자에서 

나타난 모노아민계의 활성의 감소에 기인하여 우울증이 오

는 것인지, 아니면 우울증의 결과로 모노아민계의 활성이 저

하된 것인지, 혹은 제 3의 인자가 모노아민계와 우울증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따라서, 모노아민계와 우울증의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

한 새로운 연구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새로운 연구방식

은 관해(remission)의 우울증 환자와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

상이 지속되고 있는 우울증 환자, 그리고 정상인에서 5-HT, 

혹은 NE의 전구물질을 의도적으로 고갈(depletion)시켜 

우울증의 발현 혹은 우울증상의 악화를 관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5-HT의 전구물질인 트립토판, NE의 전구물질

인 타이로신을 의도적으로 억제시키는 실험적 방법이다. 이

러한 연구들의 결과들12)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사실들을 알

게 되었다. 모노아민 고갈 실험12)에서 1) 5-HT/NE 고갈이 

정상인에서는 특별한 기분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았고, 2) 오

히려 우울증의 가족력이 있는 정상인에서 기분의 저하를 유

발하였으며, 3) 항우울제를 복용하지 않는 관해의 우울증 환

자에서 5-HT 고갈이 경미한 우울증의 재발을 유발했으나, 

4) 항우울제를 투여받고 있는 관해의 우울증 환자에서는 기

분의 변동이 없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뇌의 모노아민 활성의 저하가 우울증을 

유발하거나 혹은 우울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지만 우울증의 

가족력이 있는 정상인이거나 혹은 항우울제를 복용하지 않

는 관해의 우울증 환자에 국한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우리는 우울증으로 잘 이환될 수 있

는 취약 체질(vulnerability trait)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차후의 많은 연구들을 통해 취약 체질에 영향을 미

치는 여러 인자들이 규명되기 시작하였으며, 여기에는 유전

자, 성, 성격특성, 생의 다양한 스트레스 등이 제안되었다.13) 

이는 왜 어떤 사람은 우울증으로 이환이 되고,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은지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우울증과 유전자 
　

가족 및 쌍생아 연구들7)을 근거로 하여 우울증이 유전적 

소인을 가지고 있음이 증명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울증

을 유발할 수 있는 유전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오히려, 우울

증에서 유전자의 다형성(polymorphism)이 우울증을 유발

하는 중요한 인자로 작용하고, 우울증의 발병을 증가시킨

다고 볼 수 있다. 가령, 5-HT의 promoter에 위치하면서 5- 

HT 재흡수에 관여하는 5-HT transporter(이하 5-HTT) 

유전자는 크게 L 대립유전자(long allele)와 S 대립유전자

(short allele)의 다형성을 가지고 있다. 사람은 두 개의 대

립유전자를 가질 수 있음으로, 따라서 한 개인은 LL 혹은 

SS의 동질의 유전자를 갖게 되거나 혹은 LS의 이질의 유전

자를 가지게 된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S 대립유전자가 L 

대립유전자에 비해 5-HTT의 합성을 시키는 능력이 저하되

어 있어, S형은 스트레스에 대한 5-HT의 반응이 둔화된다

는 것이다.14) 실제로, SS형은 LL형의 사람에 비해 스트레스

에 대한 편도(amygdala)의 반응이 더 민감하게 나타났으

며,15) 트립토판 고갈 실험에 대해서도 SS형에서 LL형 보다 

우울증상이 더 악화16)되었다. 더욱 흥미로운 연구는 환경적 

스트레스와 연관하여 유전자 다형성이 우울증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는 결과이다. Caspi 등8)은 전향적인 연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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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5-HTT 유전자 다형성이 생활사의 영향을 매개로 우울

증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이 연구에서 

S형을 가진 사람이 L형을 가진 사람에 비해 스트레스 생활

사와 연관하여 우울 증상이 더 많았고, 우울증으로 진단되

는 환자 수가 더 많았고, 자살사고와 행동이 더 많았으며, 

더욱이 생의 첫 1년 동안 아동기 학대에 노출된 S형이 L형

보다 성인기에 우울증의 삽화가 더 많았다고 보고되었다. 이

러한 결과는 환경적 스트레스에 대한 개개인의 반응이 유전

적 체질에 의해 조절된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이다. 차후의 

연구들에서 5-HTT 유전자 다형성과 환경적 스트레스의 상

호작용이 우울증의 발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여러 연

구자들17-20)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그렇다면, 5-HTT 유전자 이외의 다른 유전자의 다형성

에 따라 환경적 스트레스에 대한 우울증의 취약성을 증가시

킬 수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세로토닌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5-HT1A 수용체 유전자 다형성,21) 

tryptophan hydroxylase의 생성을 주관하는 유전자 다형

성22)도 우울증의 취약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고려되고 있다. 

또한, brain-drived neurotrophic factor(이하 BDNF)는 

우울증의 병태생리에서 중요한 물질23)이며, 5-HT과도 밀접

한 관계24)가 있다. 가령, BDNF는 뇌교(brain stem)에 위치

한 솔기핵(raphe nucleus)에서 5-HT의 합성과 관련이 있

는 유전자들-5-HTT 혹은 tryptophan hydroxylase-의 

전사(transcription)를 촉진시킨다. 반면에, 솔기핵에서 유

리된 5-HT는 그 수용체를 통해 BDNF의 생성을 증가시킨

다. 따라서 세로토닌계의 활성과 환경에 대한 적응은 BDNF

에 의해 조절되고 있다. BDNF 유전자는 두개의 다형성- 

Val, Met-을 가지고 있다. 이 다형성이 BDNF의 세포내 운

송과 분비에 영향을 미친다.25) 흥미로운 사실은 Met 대립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Val형을 가진 사람보다 출생때 상대

적으로 더 작은 해마를 가지고 태어나며, 학습동안 해마의 

과활성을 보이고, 상대적으로 빈약한 해마와 연관된 기억

(hippocampus dependent memory)을 나타내었다는 것

이다.26,27) 이러한 결과들은 Met형이 Val형에 비해 스트레

스에 대해 해마의 과민성에 기인될 수 있다. 또한, Met형을 

가진 사람은 해마뿐만 아니라 전전두엽 피질의 회백질의 용

적도 작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28) 더욱이, 이전에 한 연구

는 Met형과 5-HTT의 S형을 동시에 가진 사람이 S형만 가

진 노인 우울증 환자에서 우울증의 취약성이 더욱 증가되었

다고 보고29)하였다. 

도파민 또한 우울증의 병태생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

히 우울증에서 도파민 계의 활성의 저하는 우울증의 특징적

인 증상의 하나인 무쾌감증(anhedonia)과 밀집한 관련이 있

다고 알려져 있다.30) 따라서 도파민의 활성을 주관하는 유전

자의 다형성도 또한 우울증의 발현에 중요할 수 있는데, 최

근의 한 연구는 도파민 D2 수용체 유전자 다형성이 현재의 

기분상태에 대한 과거의 스트레스 생활사건의 영향을 매개

하였다고 보고31)하였다. 

요약하면, 유전자는 특히, 유전자 다형성을 통해 환경적 

스트레스와 상호작용하여 우울증의 취약성을 증가 혹은 감

소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우울증의 병인과 관련된 여러 유

전자들의 상호작용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환경적 인자와 우울증
　

스트레스는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요인 중

에 하나이다. 가령, 아동기에 신체 학대 혹은 성적 학대를 받

았거나 혹은 부모 상실을 경험한 사람에서 성년기에 우울증

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다.32) 또한 

최근의 생활 사건-가족의 사망, 실직, 심각한 질병-도 우울

증의 발병을 증가시킬 수 있다.33) 

그러나 한 개인이 받는 스트레스는 이미 출생 전부터 시작

된다. 즉, 신체적/심리적 스트레스에 노출된 산모의 태아는 

신경생물학적 발달의 지연 혹은 심리적 문제를 갖고 태어

나는 것이다. 연구들은 산모가 물질복용, 우울증, 가정불화 

등의 문제들에 노출된 경우 그 자녀에서 우울증 혹은 불안

장애의 위험을 높인다는 것을 밝혀내었다.34,35) 그러나 출산

전 스트레스가 출산 이후의 여러 환경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생물학적 기전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이에 대한 한 가지 가설로서 뇌의 시상하부-뇌하수체,-부

신피질(hypothalamic-pituitary-adrenal axis, 이하 HPA)

축의 변화에 대해 관심을 두었는데, 즉, 출산 전에 산모가 

받는 스트레스는 그 산모의 HPA 활성을 유발하고, 이는 다

시 혈액내 글루코콜티코이드 호르몬을 증가시키고, 이러한 

스트레스 호르몬은 태아의 뇌 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태아의 해마에서 글루

코콜티코이드 수용체의 하향조절이 발생하고, 수용체의 과

민감성이 일어나고, HPA의 음성되먹임이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35,36) 이와 같이, 출산 전 스트레스는 글루코

콜티코이드가 뇌 발달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지만, 이외

에도 5-HT을 포함한 생화학 체계34) 혹은 면역계37)의 중대

한 변화를 함께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출산 전 스트레스는 

태아의 내분비계, 신경전달물질계, 면역계 등에서 뇌의 전반

적인 생물학적 변화를 초래하고, 이는 차후에 우울증으로 이

환될 수 있는 취약성을 증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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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년기의 스트레스, 가령, 아동학대, 무관심, 성적 학대, 신

체 학대, 부모의 사망 등의 경험은 차후의 정신질환-우울

증, 불안장애, 물질남용장애, 충동장애 등-의 발병에 기여

한다고 알려져 있다.38) 특히, 모자 간의 관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은 자녀의 HPA 축의 발달과 기능 등의 생물학

적 체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유년기의 모성 분

리(maternal separation) 혹은 모성 박탈(maternal depri-
vation)은 그 자녀에게 HPA의 활성화, 시상하부 혹은 시상

하부외의 뇌 구조물에서 분비되는 corticotrophin releas-

ing factor(이하 CRF) 분비 증가, NE 혹은 5-HT 단가아민

계의 활성화, GABA/benzodiazepine계의 억제를 초래하였

다.39,40) 또한, 유년기의 스트레스의 노출은 결국은 뇌의 구

조적인 변화를 초래하는데, 과도한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

는 해마를 포함된 뇌 부위의 신경조직발생(neurogenesis)

을 억제하고, 차후의 스트레스에 대한 뇌의 신경가소성(neu-
roplasticity)을 억제하게 된다.41) 아마도 이러한 생물학적 

변화들이 차후에 성년기에서 겪게 되는 생활사의 스트레스 

경험과 결부되어 더욱 악화될 것이며, 종국에는 유전적 취

약 체질을 가진 사람에서 우울증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 

요약하면, 출생 전의 스트레스 그리고 출생 후의 유년기의 

스트레스 및 성년기에 겪을 수 있는 생활 사건들의 상호작용으

로 인해 내분비계, 신경전달물질계, 면역계 등의 생물학적 

체계의 불균형을 가져오게 되고, 이러한 생물학적 손상은 유

전적 취약 체질을 가진 개인에서 우울증으로 발전하게 된다. 

　

유전자-환경의 상호작용과 우울증 

스트레스가 우울증의 발병에 중요한 인자이긴 하나 그렇

다고 해서 스트레스에 노출된 모든 사람에서 우울증으로 발

전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앞서 전술한 바와 같이 한 개인

의 유전자 다형성이 이러한 스트레스에 대한 민감성을 증가

시키고 우울증으로 발전될 가능성을 높인다.8,17-20)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연구들이 우울증의 발생에 유전자-환경의 

상호작용의 영향을 뒷받침하지는 않는다. 일부 연구에서는 

환경적 스트레스가 우울증의 유발하는 위험요인이나 5-HTT

의 아형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42,43) 

더욱이, 최근의 한 연구에서는 항우울제를 복용하지 않는 

관해의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트립토판 고갈 실험에서 트

립토판 고갈로 인해 5-HTT의 SS 혹은 LS 대립유전자를 

가진 환자가 LL 동형 대립유전자를 가진 사람보다 우울 기

분에 대한 현저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44) 

따라서, 어떤 경우에서는 세로토닌 전달체 유전자 다형성 

이외의 다른 유전자 다형성이 스트레스와 상호작용하여 우

울증으로 발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의 

한 연구45)에서는 아동기 학대가 향후 성년기의 우울증으로 

발전하는데 CRF type 1 수용체 유전자의 다형성에 의해 

매개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하나의 유전자가 아닌 

두 가지 이상의 유전자들의 상호작용이 스트레스와 연계하

여 우울증을 발생할 수도 있다. 이전에 연구들에서 5-HTT 

유전자의 ss형과 BDNF의 Met/Val형을 동시에 갖고 있는 

아동에서 유년기의 부정적 스트레스와 연계하여 우울 증상

이 더욱 심하였고,46,47) 차후에 성년기의 우울증의 발현에도 

영향48)을 미쳤다. 또한 5-HTT 유전자와 MAO-A 유전자 

다형성의 상호작용도 환경적 인자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49)

되었다. 따라서 우울증의 병인과 관련된 많은 유전자들의 

상호작용과, 이들 유전자들과 스트레스와의 상호작용의 결

과로 우울증이 유발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향후의 연구

들은 이외에도 다른 유전자들도 우울증의 병인과 관련이 있

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우울증의 뇌신경회로
　

유전자와 스트레스의 상호작용은 필연적으로 우울증의 병

태생리와 관련된 뇌 부위의 변화를 유발한다. 이로 인한 뇌

의 구조적 변화가 초래되고 이로 인한 해당 부위에서의 뇌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 현재까지의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해마(hippocampus), 편도(amygdale), 미상핵(caudate nu-
cleus), 피각(putamen), 그리고 전두엽 피질(prefrontal 

cortex)를 연결한 변연-피질-선조-담창-시상 회로(lim-
bic-cortical-striatal-pallidal-thalamic tract)가 우울

증과 관련된 신경해부학적 회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50) 

해마는 학습과 기억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울증의 

인지장애와 관련이 있다.23) 따라서 우울증에서 해마 기능의 

저하는 장기기억의 공고화(consolidation)의 장애, 외현기억

(explicit memory)의 저하, 인지기능의 장애가 초래될 수 있

다. 또한, 해마는 HPA축의 되먹임 조절에 관여되기 때문

에 신경내분비 장애와도 관련이 있다.51) 전전두엽 피질과 

편도도 우울증과 관련이 깊다. 우울증에서 전전두엽 기능의 

저하는 이 부위에서 주관하는 우울 기분과 작동기억(work-
ing memory), 정신운동 지연 등의 우울증의 증상과 관련

이 있다.52) 이는 해부학적으로 전전두엽이 해마, 기저핵, 시

상, 복측 피개야(ventral tegmental area), 솔기핵(dorsal 

raphe nucleus), 청반핵(locus coeruleus)으로부터 신경

전달되어 있기 때문이고, 이들 부위들도 우울증의 병태생리

와 깊은 관련이 있다. 편도는 심리적이고 감각적인 자극에 

대한 정서적 중요성을 할당하는 역할53)을 담당하고 있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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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는 특히 우울증의 무쾌감증(anhedonia)과 무기력(an-
ergy) 증상과 관련이 있는데54) 중변연 도파민계(mesolim-
bic dopamine system)는 복측피개야(ventral tegmental 

area)에서 중격측좌핵(nucleus accumbens)으로 신경전달

되어 있고, 동기(motivation)와 보상(reward)기전에 관여55)

하고 있다. 시상하부(hypothalamus)는 우울증의 신경생리

적 증상들-수면, 식욕, 기력, 및 성욕의 저하-에서 중요한 

역할56)을 하고 있다. 

요약하면, 우울증의 병태생리는 뇌의 여러 부위가 관련이 

있다. 여러 부위의 뇌 장애가 서로 독립적으로 발생될 수도 

있고, 한 부위의 장애가 다른 부위 기능을 손상시킬 수도 있

다. 유전자와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이들 뇌 부위의 기

능의 손상이 각 뇌 부위에 따른 특이한 증상 발현과 관련이 

있다.

우울증 치료의 발전

우울증이 유전자와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뇌 구조와 

기능에 장애로 인해 발생된 것이라면 치료는 이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우울증의 모노아민 가설에 의거

하여 현재 우울증 치료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방법은 약물

치료이며, 대부분의 항우울제는 5-HT, 노르아드레날린, 도

파민의 전달체 혹은 수용체에 작용하여 그 항우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57) 그러나 모노아민계에 작용하는 약물들

은 우울증 환자의 대략 40%에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해에 

이르지 못하고, 또한 항우울제의 치료 초기에 반응을 보였던 

환자 중에서도 20~30%가 유지치료에 실패하였다.58) 더욱

이, 현재의 항우울제들은 임상적 반응이 나타나기까지는 2

주에서 4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였다.59) 그 이유는 항우울

제는 시냅스 수준의 신경전달물질의 농도의 변동이나 수용

체 변화를 넘어 세포내 신호 전달 경로를 활성화시켜 해마

와 대뇌 피질을 포함하는 특정 뇌 부위의 BDNF를 포함하

는 특정한 표적 유전자를 조절하여 세포 단백질을 형성하기

까지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또한 약물치료가 

잘 되어 관해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많은 수의 환자에서 여

전히 해마의 용적이 감소되어 있다는 사실60)은 왜 관해의 우

울증 환자가 위협적인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61) 자극에 

인지적 반응이 큰 환자가 차후에 우울증의 재발이 많은지62)

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우울증이 결코 신

경전달물질계의 개선 만으로는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없음

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항우울제의 개발이 더욱 절실해졌다. 최근

의 연구는 CRF 수용체, 도파민, 글루타메이트계에 작용하

여 항우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약물들에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CRF 수용체 1형에 선택적으로 길항작용을 하는 약

물의 경우 임상시험에서는 유의한 결과를 얻어내지는 못하

였다.63) 다만, 최근 들어서 도파민과 글루타메이트 수용체

에 동시에 작용하는 ketamine이 치료 저항성 우울증 환자

에서 단기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긍정적인 결과64)가 있다. 

우울증 환자에 대한 항우울제의 선택에 있어서도 시행착

오에 의한 약물선택이 아닌, 각 개인의 유전자 다형성과 약

동학적 차이를 분석하여 효과와 부작용 측면을 고려하여 가

장 적합한 약물을 선택해서 치료하는 맞춤치료(personaliz-
ed medicine)의 도입이 더욱 절실해졌다.65) 향후에, 우울증

과 관련된 유전자들이 상세하게 규명이 된다면, 개인의 유

전자를 분석하여 유전적 체형에 맞는 적절한 약물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약물치료 이외에도 정신치료66) 및 인지행동치료67)는 우울

증 환자 대부분이 과거의 부정적 경험 혹은 현재 지속되고 

있는 스트레스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다

루어 준다는 점에서 많은 도움을 준다. 경두개 자기자극술

(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68)은 우울증이 전두

엽 피질의 용적과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을 근

거하여 이 부위의 활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저 빈도의 자극을 

주어 우울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다. 심층 뇌 자극술(deep br-
ain stimulation)69)은 subgenual cingulate와 ventral st-
riatum을 자극하여 우울증의 병인과 관련이 있는 뇌신경

회로의 손상을 회복시킨다. 미주신경자극술(vagus nerve 

stimulation)70)은 미주신경을 자극하여 청반핵(locus ce-
ruleus)의 활성을 증가시켜 노르아드레날린의 분비를 촉진

시켜 항우울 효과를 갖는다. 전기충격요법(electroconvul-
sive therapy)71)은 전신마취가 필요하고 기억상실을 동반할 

수 있어 우울증의 일차적인 치료보다는 이전 치료들에 불응

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요약하면, 우울증에 대한 최근의 치료의 동향은 이전의 약

물치료의 한계를 넘어 다각적인 치료법을 모색하고 있다. 

더욱이, 우울증이 신경네트워크에서 정보처리의 장애로 기

인한다는 network hypothesis에 근거한다면,72) 단일의 치

료보다는 임상 상태에 따라 여러 가지의 치료를 같이 제공

하는 것이 손상된 신경네트워크를 빠르게 회복시키는 방법

이 될 것이다. 

　

결      론 
　

우울증은 다수의 유전적 인자들과 출생 전부터 시작하여 

생의 전반에 걸쳐있는 정신사회적 스트레스 간의 복잡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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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작용에 기인하는 병이다. 유전자와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

용은 한 개인의 신경전달물질계, 내분비계, 면역계에 이상을 

초래하며 궁극에는 뇌의 구조적 변화와 기능의 장애를 초

래하게 되며, 이로 인해 우울증의 다양한 임상 증상들이 발

현하게 된다(그림 1). 향후의 연구는 아마도 우울증의 병태

생리와 관련이 있는 특정 뇌 부위들을 대상으로 면역계, 신

경전달물질, 신경호르몬을 포함하는 신경 회로망이 어떻게 

우울증의 다양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포괄적이

고 다각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종국에는 

우울증을 유발하는 유전자를 규명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유전자가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여 우울증을 유발하

는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우울증의 신경생물

학의 진보가 근본적으로 우울증의 치료와 예방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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