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l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l
l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
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의학 석사학위 논문

작업 관련 증상이 발생한 제빵공에서의

Chitinase의 역할

아 주 대 학 교

대 학 원

의학과/
의학전공
이 소 희

작업 관련 증상이 발생한 제빵공에서의

Chitinase의 역할

지도교수

박 해 심

이 논문을 의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6월

아 주 대 학 교

대 학 원

의학과/
의학전공
이 소 희

- 국문요약 -

작업 관련 증상이 발생한 제빵공에서의 Chitinase의 역할
제빵공에서 발생한 작업 관련 증상은 밀가루 알레르기원, 박테리아의 내독소,
진균 등으로 구성된 밀가루 분진을 흡입 후 유도되는 다양한 알레르기 반응에
의해 나타난다. 제빵공이 흡입하는 밀가루 분진에는 박테리아의 내독소, 진균이
포함되어 있고, 이들의 껍질에는 Chitin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Chitin
성분 흡입이 되면 면역세포로부터 Chitinase 생성이 증가하면서 유도되는 기도
염증 반응이 제빵공 천식의 병인 기전에 관여하리라 추정하고 있지만, 아직 그
기전은 알려져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제빵공에서 밀가루 분진 노출후
Chitinase 생성 증가가 작업 관련 증상 발생에 관여할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성남의 한 제빵공장 직원 381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들은 분진에 노출되지
않은 건강 대조군 106명과 비교하였다. 제빵공의 작업 관련 증상 유무를 판정하
기 위해 설문지 조사를 시행하였고, 밀가루 항원에 감작 유무와 아토피 유무는
알레르기 피부단자시험과 혈청 밀가루 항원 특이 IgE치는 효소결합면역흡착측정
법(ELISA)으로 측정하였다. 혈청내 Chitinase측정과 함께 혈청내 TNFa, IL-18,
MPO치도 ELISA 로 측정하였다. 또한 선천성 면역 반응과의 연관성을 관찰하기
위하여, 두 가지 Toll 유사 수용체 4 프로모터 단일 뉴클레오타이드 유전자 다
형(-2027A>G, -1608T>C)에 대한 유전자형을 분석하였다.
혈청 Chitinase의 농도는 밀가루 분진에 노출된 제빵공에서 대조군보다 유의
하게 높았다(P=0.026). 그러나 작업 관련 증상이나, 혈청 특이 IgE 유무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Toll 유사 수용체 4

-2027 AG/AA를 가진 군에서 -2027 GG

i

메모 [y1]: 호흡기 증상?

를 가진 군보다 혈청 Chitinase의 농도가 유의하게 높았고(P = 0.021), 또한 단상
형 분석에서도 G 대립 유전자를 가진 군에서 혈청 Chitinase의 농도가 유의하게
높았다(P = 0.021). 혈청 Chitinase 치와 선천 면역 사이토카인인 IL-18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나(P<0.001), 혈청 TNFa, myeloperoxidase(MPO) 치와
는 유의한 상관성이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혈청 Chitinase의 농도는 밀가루 분진 노출의 한 지표가 될
수 있고, Toll 유사 수용체 4의 유전자 다형에 따른 혈청 Chitinase의 농도의 관
련성, 선천 면역 사이토카인과의 연관성을 확인하여, 제빵공 천식의 발생에 선천
성 면역 반응이 관여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핵심어: Chitinase, TLR4, 선천 면역 반응,제빵공 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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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직업 관련 호흡기 질환이란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가스, 먼지, 가루를 흡입하여
발생하는 알레르기 질환으로 퇴근 후나 휴일에 호전되며, 근무 시 악화 되는
특징을 지닌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산업화와 함께 작업 관련
호흡기 질환은 증가하고 있다 (Devenny et al., 2004; Ho, 2010). 직업성 천식은 작업
관련 호흡기 질환 중 가장 흔하며, 이 중 제빵공 천식은 최근 그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어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Bakolis et al., 2012). 이러한 유병률
증가는 환경적 위험 요인에 대한 노출 증가와 관련되며 이런 환경적인 요인이
천식의 중요한 결정 요인이지만 유전적 영향도 매우 중요하다(Werner et al., 2003;
Woo et al., 2003; Lee et al., 2008). 천식 관련 감수성 유전자(susceptibility gene)
발굴은 천식 유전체 관련 연구 등을 통해 분석되어 왔고(Lee et al., 2011b),
제빵공 천식은 환경적 요인과 유전적 요인의 상호 작용에 의해 발생한다.

21 세기 질병 연구는 각 환자의 유형에 맞는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시행되는
맞춤의학을 실현시키기 위해 유전자 환경간 상호작용의 기전을 밝히는 데에
노력하고 있다. 동일한 질병을 가진 환자들 간에도 환경적 요인이나 유전적
요인의 상호작용에 따라 질병발생의 기전이 다를 수 있으며, 그러한 요인들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질병의 지표를 발굴하는 것이 맞춤의학을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으로 제빵공 천식 발생에 Toll 유사 수용체 4, β2아드레날린성 수용체, IL-18, IL-4, IL-4 수용체 등의 유전자다형과의
연관성이 보고되었다(Cho et al., 2011; Kim et al., 2012; Hur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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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y2]: References 추가

Toll 유사 수용체는 선천 면역의 pattern recognition receptor(PPR)의 과로 숙주의
미생물 방어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 (Lee et al., 2011b). 그 중 Toll 유사 수용체
4 는 선천 면역 세포인 대식세포, 비만세포, 기관지 상피세포의 표면수용체로
주로 지질 다당류로 이루어진 그람 음성균의 내독소와 cluster of differ rentiation
14(CD14), 지질 다당류 결합 단백질, MD-2 와 함께 결합하여 활성화 되며(von
Scheele et al., 2010) 천식을 발생시키는 면역 시스템의 신호 전달 경로에 관여
하여 다양한 증상을 나타낸다. 이전의 연구에서, Toll 유사 수용체 4 의 –2027A>G
와 –1608T>C 의 2 가지 유전자형에 따라 제빵공의 동일한 밀가루 분진
노출이라는 환경적 요인 에서 작업 관련 증상의 발생 빈도의 차이가 밝혀졌다.
이는 제빵공 천식의 병인 기전에 선천 면역이 관여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Raby
et al., 2002; Cho et al., 2011). 제빵공 천식은 밀가루 분진 흡입에 대한 다양한 면역
기전에 따라 나타나는 흔한 직업성 호흡기질환이다(Dykewicz, 2009; Vandenplas,
2011). 밀가루 분진은 밀가루뿐 아니라, 박테리아의 내독소, 진균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박테리아의 내독소, 진균의 껍질은 Chitin 이라는
지질다당류로 구성되어있다(Ober and Chupp, 2009; Lee et al., 2011a). Chitinase 는
Chitin 에 결합하여 이를 분해하는 효소로 천식 등 알레르기 질환 및
염증질환에서 높게 측정된다. 대식세포, 중성구, 기관지 상피세포 등의 선천 면역
세포로부터 주로 생산되는 Chitinase 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유도하여 중성구,
호염기구, 호산구를 모집하고 세포의 염증, 세포 사멸 등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hitinase 의 선천면역과 관련된 복잡한 기전에 대한 연구는 선천
면역 관련 수용체의 유전자다형이 천식 등 알레르기 질환의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을 시사한다(Recklies et al., 2005; Lee et al., 2009; Lee and Elias, 2010).
이에, 본 연구에서는 Chitinase 가 제빵공 천식의 증상 발생에 관여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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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하여 Chitinase 와 작업 관련 증상의 연관성 및 Toll 유사 수용체 4 의
유전자다형과의 관련성을 연구하였다.

Ⅱ. 연구대상 및 방법

A. 연구대상
성남시의 한 제빵공장 직원 381 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작업 관련 증상의 유무
판정을 위해 작업 관련 호흡기계 증상(콧물, 재채기, 코막힘, 코가려움, 기침,
가래, 숨가쁨, 천명음)과 작업과의 관련성을 평가하는 설문지조사를 시행하였다.
대조군으로는 노출력이 없는 건강한 성인 106 명을 등록하여 비교하였다. 심부전
등 만성질환이 있거나 면역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신 스테로이드 등의
약물 복용자는 제외하였다. 이 연구는 아주대병원의 임상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고, 모든 대상자는 연구 절차와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듣고 유전자
연구 관련 동의서에 동의하였다 (AJIRB-GEN-SMP-13-108).

B. 피부단자시험과 밀가루 알레르기원에 대한 혈청 특이 항체
및 Chitinase 치 측정
아토피 상태를 정의하기 위해 피부단자시험과 혈청 특이 IgE 를 측정하였다.
피부단자시험은 흔한 흡입항원(나무, 잔디, 쑥, 돼지풀 화분과 고양이털, 개털,
Dermatophagoides pteronyssinus, Dermatophagoides farinae) 및 밀가루 알레르기
유발항원 (달걀(Bencard), β-amylase (Asperfillus spp.; Sigma-Aldrich, St.Louis, Missouri),
Tyrophagus putrescentiae (Alergopharma, Reinbek, Germany)에 대해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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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ergen/Histamine ratio≥3 을 양성으로 보았다. 밀가루 알레르기원에 대한 혈청
특이 IgE 와 혈청 Chitinase 농도를 효소결합면역흡착 측정법(ELISA,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nzyme-linked immunospecific assay)을 이용해 측정하였다(R&D
Systems, Minneapolis, MN, USA). 측정된 Chitinase 농도와 임상증상, 면역학적
지표와의 관련성을 평가하고, 또한 Toll 유사 수용체 4 유전자다형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C. Toll 유사 수용체 4 단일 뉴클레오타이드 유전자 다형의
유전 형질 분석
게놈 DNA 는 혈액 검체를 이용하여 puregene DNA purification kit 로 제조자의
프로토콜에 따라 준비하였다(Qiagen, Germantown, Maryland). Toll 유사 수용체 4
유전자의 촉진제(promotor)부위의 직접 순서 결정(direct sequencing)에 따라 다음과
같은 2 가지의 유전자다형(polymorphism)을 찾았다. ; -2027A>G, -1608T>C. 이
2 가지 단일 뉴클레오타이드 다형의 유전자형을 분석하기 위해 SNaPshotddNTP
primer extension 법을 이용하였다(Applied Biosystems, Foster City, California). Toll
유사 수용체 4 의 유전자다형을 찾아 핵산증폭을 위해 사용한 촉진제(primer)의
염기 서열(sequence)은 다음과 같다. -2027A>G 는, forward 5’-TCACAGCTTGGT

TTTTGACA-3,reverse 5-TTGTAAAGCTTTTAGGACAGTGTCT-3’, 그리고 extension
5’-CCTGATTTAAAACAGGAATATTATG-3’;-1608T>C 는,forward 5’-TACCA

TTGCGTATCTTTATTTTAATACA-3’, reverse 5’-AAATGGTGTACAGGAGTT

CTCATT-3’, and extension 5’-TTACAGACCAGAAAGTAATAATAA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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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혈중 tumor necrosis factor- α (TNF-α), myeloperoxidase
(MPO) 및 IL-18 치 측정
제빵공의 혈청 내 TNF-α (Pierce Biotechnology, Rockford, IL, USA ), IL-18(MBL
International Co., Watertown, MA, USA), MPO(Biocheck Inc., Forster City, CA, USA)의
농도는 각각 제조자의 프로토콜에 따라 효소결합면역흡착측정법(ELISA)으로
측정하였다.

E. 통계분석
통계는 SPSS ver. 20.0 (SPSS software, Chicago, IL, USA)로 분석하였으며 대조군과
실험군의 연속변수에 대한 평가는 Student’s t-test, 비연속변수에 대한 평가는 Chisquare test 법으로 시행하였다. 연속 변수들의 상관관계 분석에는
Pearson 상관분석으로 시행하였다. 통계적으로 P 값이 0.05 미만인 경우에
유의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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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A. 연구대상의 특징
Table.1 은 제빵공 중 작업 관련 증상의 유부에 따른 군의 임상적인 특징을
요약하였다. 제빵공 381 명 중 65 명(17.06%)은 작업 관련 증상을 경험했다. 작업
관련 증상이 있는 군의 평균 나이는 35±7.31 세이고 이중 49.23%는 남자였다.
평균적으로 제빵공장에서 3.85±3.10 년을 근무하였다. 34 명(53.97%)은 아토피
상태였고 흡연자는 23 명(36.51%)이었다. 평균 폐기능은 FEV1 3.12 ± 0.70%
이었고 평균 총 IgE 치는 241.87 ±283.65 kU/L 이었다. 밀가루에 대한 혈청 특이
IgE 는 16 명(25%)에서 있었고 밀가루에 대한 피부단자시험 결과 양성인 대상은
5 명(7.81%)였다. 작업 관련 증상이 없는 군의 평균 나이는 34.83±7.77 세이고
이중 58.23%는 남자였다. 평균적으로 제빵공장에서 4.00±3.58 년을 근무하였다.
94 명(30.62%)은 아토피 상태였고 흡연자는 122 명(43.11%)이었다. 평균 폐기능은
FEV1 3.20 ± 0.75% 이었고 평균 총 IgE 치는 224.52 ±448.18 kU/L 이었다.
밀가루에 대한 혈청 특이 IgE 는 28 명(9%)에서 있었고 밀가루에 대한
피부단자시험 결과 양성인 대상은 0 명(0%)였다.

Table.1. Clinical characteristics of the bakery workers(Mean±SD).

메모 [y3]: Table 1을 작업 관련
증상이 있는 군과 없는 군간의 비
교 테이블로 구성하는 것이 좋겠

Work-related symptoms

Age(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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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n=65)

No(n=316)

35±7.31

34.83±7.77

습니다.

Sex(male)

32(49.23%)

184(58.23%)

Working period(years)

3.85±3.10

4.00±3.58

Atopy status

34(53.97%)

94(30.62%)

Smoker

23(36.51%)

122(43.11%)

FEV1(%)

3.12±0.70

3.20±0.75

Total IgE(kU/L)

241.87±283.65 224.52±449.18

Presence of specific IgE to wheat flour

16(25%)

Positive response on skin prick test to wheat flour 5(7.81%)

28(9%)
0(0%)

FEV1: forced expiratory volume in one second

B. Chitinase 농도와 작업 관련 증상의 유무에 따른 혈청
Chitinase 농도제빵공 381 명의 평균 혈청 Chitinase 농도는 47.74 ± 45.21ng/ml 였고 대조군의
평균 혈청 Chitinase 농도는 37.37 ± 22.99ng/ml 였다(P = 0.026)(Fig. 1A). 작업
관련 증상이 있는 군의 혈청 Chitinase 농도는 49.25 ± 53.92ng/ml 였고 작업
관련 증상이 없는 군의 혈청 Chitinase 농도는 47.42 ± 43.29ng/ml 로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 =0.930, Fig. 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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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erum levels of Chitinase in unexposed healthy controls and occupationally
exposed bakery workers (A) and comparison according to the presence of work-related
symptoms(WRS). P values were obtained by independent Student’s 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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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Toll 유사수용체 4 유전자다형에 따른 혈청 Chitinase 농도
Table 2.는 제빵공의 단일 뉴클레오타이드 유전자다형 대립유전자의 빈도를
나타낸다. -2027GG 를 지닌 제빵공은 우성 대립 유전자(A)를 포함한 유전형
(-2027AA 또는 -2027AG)를 지닌 제빵공보다 혈청 Chitinase 농도가 61.0 ±
86.8ng/ml 로 유의하게 높았다(P =0.021,Fig. 2A). 반면, -1608T>C 유전자형에
따라서는 혈청 Chitinase 농도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단상형 분석에서
단상형 1, HT1[AT]를 지니지 않은 제빵공의 혈청 Chitinase 농도가
HT1[AT]/HT1[AT]와 HT1[AT]/-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P =0.021)(Fig..2B).

Table 2. Frequency of TLR4 gene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s (SNPs) in bakery
workers.
SNP

Chromosome

Location

MAF

HWE (p value)

TLR4 -2027 A>G

6

Promoter

0.387

0.847

TLR4 -1608 T>C

6

Promoter

0.267

0.787

MAF, minor allele frequency; HWE, Hardy-Weinberg equilibr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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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 Association of the serum Chitinase level with the TLR4 -2027A>G
polymorphisms (A) and the haplotype HT1[AT] of TLR4 -2027A>G and -1608T>C
(B).Generalized linear models adjusted for age and sex as covariates were applied. P values
were calculated using the co-dominant, dominant and recessive models.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applied to control age and sex as covariates.

D. 혈청 Chitinase 농도와 임상적 지표 및 면역학적 지표와의
관계
Table 3.은 혈청 Chitinas 농도와 다른 임상적 지표들과의 상관관계를 요약한
결과이다. 혈청 Chitinase 농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근무기간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0.117, P =0.030). 그러나 총 IgE 농도와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고(R=0.018, P=0.732) 혈청 TNF-α 농도(R=-0.015, P=0.769) 및 MPO 농도(R=- 10 -

0.008, P=0.873) 와도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피부단자검사에서 A/H ratio
3 이상을 양성으로 판정하였을 때, 이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Data 는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혈청 Chitinase 농도와 IL-18 농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R=0.223, P <0.001, Fig. 3).

Table 3. Correlation between Chitinase with clinical and immunologic parameters in
bakery workers .

Chinitase

R

P value

Working period (year)

0.117

0.030

Total IgE(KU/L)

0.018

0.732

TNF-α(pg/ml)

-0.015

0.769

MPO (ng/ml)

-0.008

0.873

P values were obtained by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TNF- α; tumor necrosis

factor- α , MPO: myeloperoxid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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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 Correlations between Chitinase and IL-18 in sera of bakery workers. P value was
obtained by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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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Chitinase, Chitinase like protein 은 선천 면역 인자인 포식세포(주로 중성구와
대식세포)에서 분비되고, 감염 병소, 염증 병소 및 조직 개형 병소에서 유도되어
항염증 역할 및 조직 개형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다(Vega and Kalkum, 2012).
특히 Chitinase, Chitinase like protein 은 천식, 낭성 섬유화증 및 만성 염증질환
등에서 높게 측정되어 생물학적 표지자로서의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대식세포의
선택적 활성화(M2)와 관련이 확인되었으나 아직 그 정확한 기전은 밝혀지지
않았다(Mack et al., 2015). 본 연구는 선천 면역과의 관련성이 밝혀진 제빵공
천식과 Chitinse 의 관계를 탐색하여 제빵공 천식의 발생 기전에서 Chitinase 의
역할을 밝히고, 혈청 Chitinase 치의 제빵공 천식 환자 예측을 위한 생물학적
표지자로서의 역할을 평가하였다.

제빵공 천식은 밀가루 분진에 포함된 밀가루 단백, 계란, 견과류에 대한 혈청
특이 IgE 생성으로 발생하는 Th2 면역 반응뿐만 아니라, 진균의 세포벽을
구성하는 Chitin, 곡물의 껍질을 구성하는 지질다당류 등으로 인한 선천 면역
반응이 관여할 가능성이 있다(Ahangari et al., 2015; Kang et al., 2015; Mack et al.,
2015).

Chitinase 는 Chitin 가수 분해 효소로, Gaucher 병, Crohn 병, 진균 감염, 천식,
갑각류 알레르기 등 다양한 염증질환 및 기타 과민 반응 질환의 혈청에서 높게
측정되어 (Shuhui et al., 2009; Tang et al., 2010; Vega and Kalkum, 2012) 최근 이들
질환의 생물학적 표지자로서의 역할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까지 사람에서 발견된
Chitinase 는 chitotriosidase (CHIT-1)와 acidic mammalian chitinase (AMCase)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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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T- 1 은 활성화된 대식세포로부터 발현되기 때문에 대식세포 자극의 표지자가
될 수 있고, 또한 선천 면역반응에 관여한다(Lee et al., 2009). 반면 AMCase 는 IL13 을 유도하여 Th2 면역 반응을 유도하여 획득 면역반응에 관여한다(Shuhui et al.,
2009). Chitinase 는 획득 면역 뿐 아니라 선천 면역에도 관여함을 알 수 있으나
아직 Chitinase 의 발현 과정에 대해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으며

pattern

recognition receptor(PRR )로 Chitin 을 포함하는 항원을 인식하여 발현된다고
생각하고 있다(Lee et al., 2011a). PRR 중 하나가 Toll 유사 수용체 4 이다(Kaisho
and Akira, 2006).

본 연구에서는 제빵공 천식과 Chitinse 의 관계를 탐색한 결과로 제빵공이
대조군에 비해 평균 혈청 Chitinase 농도가 유의하게 높았으나(P = 0.026), 작업
관련 증상이 있는 군과 작업 관련 증상이 없는 군간에 혈청 Chitinase 농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0.930). 또한 이전의 연구에서 혈청 특이 IgE 와 아토피
여부는 밀가루 분진의 노출의 강도와 유의한 연관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작업 관련 증상이 있는 사람들에서 밀가루에 대한 혈청 특이 IgE 는
16(25%)에서만 양성이었으며, 작업 관련 증상이 있는 사람들에서 혈청 특이 IgE
양성률이 100%가 아니었던 점과 특히 밀가루 분진에 대한 혈청 특이 IgG 치가
밀가루 분진에의 노출의 정도와 관련성이 보고 된 점 등으로 미루어 제빵공
천식에는 Th2 면역반응도 관여하지만 선천 면역 반응 등 다양한 면역 기전이
관여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Hur et al., 2008). 본 연구에서 혈청 Chitinase 농도는
메모 [y4]: 앞에서는 Th2와 선천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근무기간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어(R=0.117, P =0.030) 밀가루
분진에의 노출기간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본 연구를 통하여 혈청

역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기술했는데, 여기서는
Th2는 아니라고 단정하는 것은

Chitinase 농도는 작업 관련 증상의 생물학적 표지자는 될 수 없지만, 밀가루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장을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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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진에의 노출력을 대변할 수 있는 생물학적 표지자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Toll 유사 수용체 4 는 주로 선천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인자이다. Toll 유사
수용체 4 의 유전형에 따라 질병의 표현형이 달라지는 연구가 밝혀지고
있다(Cook et al., 2004). 이전 연구에서 -2027AA/AG 를 지닌 제빵공에 비해 2027GG 를 지닌 제빵공에서 작업 관련 하기도 증상의 발생 빈도가 낮았고 ( P
=0.007) -1608TT/TC 를 지닌 제빵공에 비해 -1608CC 를 지닌 제빵공에서 작업
관련 하기도 증상의 발생 빈도가 낮았던( P=0.021) 관련성이 보고 되었고 단상형
분석에서 HT1[AT]에 비해 HT2[GC ]를 지닌 군에서 작업 관련 하기도 증상의
발생 빈도가 낮았는데( P =0 .021) 이는 Toll 유사 수용체 4 유전자 발현이
HT2[GC]와 연관 되어 있음을 나타내며

즉, Toll 유사 수용체 4 의 유전자

다형과 제빵공 천식의 증상 발생 빈도의 관련성을 의미한다(Cho et al., 2011).
또한 여러 연구에서 Toll 유사 수용체 4 의 유전자 다형에 따른 그람 음성균
감염 패혈증의 발생 빈도와 (Arbour et al.) 죽상 동맥경화증의 빈도의 관련성을
보고하였다 (Cook et al., 2004). 이는 유전적 접근을 통해 질병 발생의 정도를
예측하고, 조기 진단할 수 있는 생물학적 표지자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Toll 유사 수용체 4 2027GG 를 지닌 제빵공은 대립 유전자(A)를
포함한 유전형을(-2027AA 또는 -2027AG) 지닌 제빵공보다 혈청 Chitinase 농도가
높았고(P =0.021) 단상형 분석에서 단상형 1, HT1[AT]를 지니지 않은 제빵공의
혈청 Chitinase 농도가 HT1[AT]/HT1[AT]와 HT1[AT]/-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음(P =0.021)을 통해 Chitinase 와 Toll 유사수용체 4 와의 연관성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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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진균 감염의 숙주 면역 반응은 진균의 세포벽의 β glucan 이 dectin-1 같은 PRR 에 의해 pathogen-associated molecular pattern (PAMP)로
인식되고 myeloid-differentiation-primary-response-gene-88-(MYD88-) 신호경로를
통해 염증 사이토카인을 유도하여 염증반응을 유도하는 것(Ober and Chupp,
2009)과 진균 세포벽의 또 다른 주요 구성 물질인 Chitin 이 PAMP 로 인식되어
선천 면역 세포로부터 Chitinase 를 생산하게 할 것이라는 것이며(Vega and Kalkum,
2012) 밀가루 분진에 포함된 Chitin 은 PRR 을 통해 PAMP 인식되어 중성구나
대식세포에서 Chitinase 를 분비할 것으로 생각된다.

Interleukine-18(IL-18)은 Toll 유사 수용체 2 와 함께 세균의 내독소 같은
지질다당류를 인식하여 MYD88-을 통해 선천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사이토카인으로 지질다당류의 양에 따라 발현되어 항감염 역할 또는 염증
반응을 일으켜 선천면역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즉, 밀가루 분진 내
박테리아의 내독소가 IL-18 의 발현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제빵공에서의 IL-18
유전다형성에 따른 밀가루 단백의 감작 정도를 비교한 이전 연구에서 137GG 를 제빵공에 비해 -137GC 또는 -137CC 를 지닌 제빵공에서 밀가루단백에
대한 피부단자시험 결과 양성 빈도가 높았고(P=0.002) HT3[ACC]를 지닌
제빵공에서 밀가루단백 피부반응 양성률이 높음을 확인한 바 있다(P=0.005).
(Woo JG et al.,2003; (Kim et al., 2012). 본 연구에서는 IL-18 과 혈청 Chitinase
농도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0.223, P <0.001). 밀가루 분진에의
노출력이 있을 때 Chitinase 가 더 높게 검출되었고 Toll 유사 수용체 4 의 유전자
다형과 Chitinase 의 관련성을 확인하였으며 선천 면역 사이토카인 IL-18 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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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성을 확인함에 따라 제빵공 천식에서 Chitinase 는 Th2 면역반응보다는 선천
면역에 관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한계는 단면적 연구이며, 본 연구결과에서 제빵공의 작업
관련 증상 유무를 설문지로 확인하는 시점과 혈액 검체 채취 당시의 증상이
일치하는 않는 점 등의 한계가 있어, 향후 추적 연구를 통하여 증상 발생과
노출을 중단한 후 증상 호전에 따른 혈청 Chitinase 농도를 비교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Ⅴ.결론
본 연구를 통하여 저자들은 혈청 Chitinase 농도가 밀가루 분진의 노출력을
나타내는 생물학적 지표로서 사용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또한 혈청 Chitinase
농도와 Toll 유사수용체 4 다형성와 IL18 치와의 관련성을 관찰하여, 제빵공
천식의 병인 기전에 선천 면역과의 관련성을 관찰하여, 이는 추후 제빵공 천식의
병인 기전을 이해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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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ole of Chitinase in the development of work-related symptoms in
bakery workers
So Hee Lee
Department of Medical Sciences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Hae-Sim Park)
Background: Bakery workers are exposed to flour allergens, bacterial endotoxins and
fungus, which interact to induce allergic responses and respiratory symptoms. The workrelated symptoms(WRSs) of bakery workers are more associated with innate immune
responses rather than those of other occupational allergic diseases. We hypothesized that
Chitinase included in wheat flour may involve in the development of WRSs in bakery
workers.
Objective: We investigated the role of serum Chitinase level in association with TLR4
polymorphisms in a single cohort of bakery workers in this country.
Methods: A total of 381exposed workers completed a questionnaire regarding WRSs. One
hundred six unexposed healthy subjects were enrolled as controls. Skin prick tests to
common inhalant and occupational allergens were done. Serum levels of Chitinase, TNFa,
IL-18, MPO and serum specific IgE/IgG antibodies to wheat flour were measured by ELISA.
The single-nucleotide polymorphisms of the TLR4 (-2027AG and -1608TC)were genotyped.
Results: Serum Chitinase levels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wheat flour-exposed bakery
workers than in unexposed control group (P=0.026), however,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noted according to the presence of WRSs and serum specific IgE or IgG antibodies to
wheat flour (P>=0.05, respectively).The workers carryingTLR4 -2027 GG had significantly
higher Chitinase levels than those with TLR4-2027 AG/AA(P=0.021), moreover, haplotype
analysis indicated that the workers with the haplotype 1, ht1 [AT], had significantly higher
Chitinase level that those without it(P=0.021). Significant correlations were found between
serum Chitinase and IL-18 levels (P=0.021), while no significant correlations were found
with serum MPO levels.
Conclus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high serum Chitinase level may represent wheat
flour exposure and may involve in innate immune response and WRS development in bakery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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