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질과 유전학

(Epilepsy and Genetics)

유전학이란?
유전학이란
유전학은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옮겨지는 유전적 특질이나 다른 특질(유전 특성이라고도 함)에 대한
연구이다. 개인은 머리카락 색깔이나 혈액형 같은 부모에게서 물려 받은 유전 특성을 유전자를 통해
자녀에게 물려준다. 인간은 DNA 로 이루어진 무수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각 유전자는 정상적인
몸의 기능에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게 한다. 유전자들이 몸 속의 거의 모든 세포(뇌 세포, 근육 세포,
피부 세포) 속에 존재하는 염색체라는 더 큰 구조로 뭉쳐진다. 각 세포에는 23 쌍의 염색체(모두
46 개)가 있다. 이 염색체의 유전자 반은 어머니에게서 다른 반은 아버지에게서 물려 받는다. 따라서,
유전자는 양친에게서 자녀에게 옮겨진다.
간질에 대한 유전학의 역할은 무엇인가?
무엇인가
간질은 많은 다른 질병에 의해 야기될 수 있고, 유전적 요인들이 이런 많은 질병에 간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오직 소수의 간질 증후군이 단일 유전자의 변화(돌연변이)에 의해 일어난다. 이들 질병은
인지할 수 있는 유전 양식으로 미래 세대로 옮겨지거나 새로운 돌연변이를 통해 저절로 일어난다.
유전과 관련 있는 대부분의 간질은 몇몇 유전자와 환경 요인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생긴다. 이들 간질은
자녀에게로 유전되는 경향이 있지만 대개 유전 양식을 찾아내기가 어렵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 간질이 더 흔히 나타나는 다른 유전 질환은 일부 유전된 대사질환, 일부 유전
증후군과 일부 염색체 질병이 포함된다.
부모나 남매가 간질이 있으면 다른 가까운 가족이 발작을 할 가능성은
일부 유형의 간질은 자녀에게 유전된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간질 환자의 남매와 자녀가 간질을 가질
위험은 약 5% 즉, 약 20 명 중 1 명 꼴이지만, 이는 또한 아래에 기술한 많은 요인에 달려 있다.
일반인이 간질을 가질 위험은 약 1 % 즉, 약 100 명 중 1 명 꼴이다. 일반인에 비해 위험이 높지만,
대부분의 간질환자의 자녀나 다른 가족은 발작 장애가 없다.
유전되는 간질의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다른 요인들은 무엇인가?
무엇인가
• 간질 유형. 전범화된 발작(전범화란 발작 초기에 뇌 양쪽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뇌파검사에서
나타난다는 뜻이다)이 있는 사람의 가족은 국소 간질이 (뇌파검사에서 뇌의 한 영역에서만 발작이
시작되는 걸로 나타나는) 있는 사람의 가족보다 약간 간질을 앓을 가능성이 크다.
• 발작의 원인. 뇌졸증, 뇌종양, 뇌 감염이나 심한 뇌 외상 같은 뇌 부상에 따른 발작 장애가 있는
사람의 친척은 간질을 앓을 위험이 현저히 증가되지 않는다.
• 간질 시작 연령. 어릴 때 간질이 시작된 사람의 친척은 나이 들어 발작이 시작된 사람의 친척보다
간질을 앓을 위험이 높다.
• 엄마나 아빠가 간질을 앓는 경우. 여성 간질환자의 아이는 남성 간질환자의 아이보다 간질의 위험이
두 배 높다.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다.

간질의 유전에 관한 어떤 종류의 연구가 수행되고 있나?
있나
일부 간질 증후군을 일으키는 간질 유전자의 발견을 포함 간질의 유전에 대한 주요한 연구가 있었다.
이 발견이 이들 질병 일부의 진단에 도움이 되었다. 이 유전자들이 어떻게 간질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새로운 항경련제 같은 새로운 치료법의 개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비씨 주의 최근
연구는 영아의 심한 간대성 근경련 간질의 유전적 연구를 포함한다. 다른 간질 증후군을 앓는 영아가
있는 가족에 대한 추가 연구가 현재 수행되고 있다. 염색체 이상을 훨씬 더 자세히 볼 수 있게 하는
새로운 기술이 비씨 주에서 개발되고 있다.
간질과 유전학에 대한 추가정보를 어디서 얻나?
얻나
간질재단 웹사이트, www.epilepsyfoundation.org (유전학과 간질 부분)와 토론토 아동병원의 간질
웹사이트, www.aboutkidshealth.ca/Epilepsy (유전학과 간질의 유전학에 대한 개관 부분)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당신 가족이 간질을 앓을 특별한 위험을 포함한 추가 의문은 의사와 상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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