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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
–

베체트병에서 대식세포 유주 저지 인자 발현에 대한 연구

목적:
목적: 대식세포 유주 저지 인자(Macrophage migration inhibitory
factor, MIF)는 최초의 T 세포 유래 사이토카인으로서, 시험관 내의
모세관 (capillary tubes in vitro)으로부터 대식세포의 무작위적인
이동을 억제하며 지연형 과민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대식세포

polymorphism)에

유주

저지

인자의

따른

임상형의

유전자

차이는

다형성(genetic

류마티스성

관절염,

사르코이드증, 궤양결장염(ulcerative colitis), 알쯔하이머병, 신증후군
등 여러 질환에서 밝혀진 바 있으며 피부 질환에서는 아토피, 건선,
중증 원형 탈모증 등에서 밝혀진 바 있다. 베체트병은 구강궤양, 외음부
궤양, 포도막염 등의 세가지 증상이 특징적인 만성 염증성 질환이다. 이
병은 점막 및 피부, 눈, 심장, 혈관, 신장, 위장 그리고 신경이 침범될 수
있는 임상적 특징을 가진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질환으로 인식되어
있으며, 호전과 악화의 재발성 질병 양상을 갖는 것이 특징이다.
베체트병의 병인은 아직까지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선천면역과
적응면역이

모두

관여하며

염증유발성

사이토카인과

Th1

형

사이토카인이 활성화되고 부착분자나 염증유발성 사이토카인에 대한

v

유전변이와 같은 면역이상으로 더 강력한 중성구 및 T 세포 반응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외부자극에

대한

있다.

또한

염증반응에

전사인자의

대한

역치를

세포

내

신호이상으로

떨어뜨린다.

적응면역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외부(연쇄구균, 초항원) 및 내부항원(열 충격
단백질, 장기 특이 단백질)에 작용하여 조직 T 세포 침착을 유발한다.
베체트병의 면역학적 병인에 널리 알려진 가설에 따르면, 여러 가지
항원에 대한 T 세포의 과민반응과 이에 따른 단핵구의 활성화로
인터루킨 12 의 생성을 유발하고 이 사이토카인이 Th1 반응을 자극한다.
또한 비정상적인 T 세포 활성화로 인해 인터루킨 8, 인터루킨 17,
감마인터페론과
활성화된다.
대식세포

종양괴사인자와

베체트병

유주

저지

같은

환자에서도
인자의

사이토카인에

포도막염이

혈청내

발현이

의해

중성구가

있는

환자의

경우

높다는

보고가

있고,

신경베체트병 환자에서 뇌척수액 내의 대식세포 유주 저지 인자 발현이
높다는 연구 보고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베체트병에서 대식세포

유주

저지 인자의 유전자

다형성에 따른 임상형의 변화와 함께, 각각의 유전자형에 따른 대식세포
유주 저지 인자 발현의 차이를 mRNA 수준에서 RT-PCR 을 통해,
단백질

수준에서

ELISA

와

면역조직화학염색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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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확인하고자

대상 및 방법:
방법: 2002 년 9 월 이후 아주대학교 병원 피부과에 내원하여
International Study Group for Behçet's Disease 에서 1990 년에
발표한 진단기준과 1987 년 일본 베체트병 연구회의 진단기준을 동시에
만족하여

베체트병으로

확진한

환자

명을

427

대상으로

하여

말초혈액을 얻었다. 정상 대조군은 2005 년 6 월부터 2005 년 10 월에
경기도
중

광주시

보건소에서

자발적으로

본

연구에

실시한

비만프로그램에

참여의사를

밝힌

307

참여한
명을

정상인
대상으로

말초혈액을 확보하였다. 면역조직화학염색에서는 상기 실험군중 13 명의
환자 피부의 결절홍반 부위에서 조직을 얻고, 아주대병원 피부과에서
조직검사를 시행한 건선 환자 2 명과 원발성 결절홍반 환자 6 명을
대조군으로

이용하였다.

환자와

대조군의

말초혈액에서

단핵구를

분리하여 cells-to-cDNAⅡ kit (Ambion, Austin, TX)를 이용해
RNA 추출과 cDNA 를 동시에 합성한 후 대식세포 유주 저지 인자
mRNA 에 대한 RT-PCR 을 시행하였고, 혈청 내 대식세포 유주 저지
인자

농도는

ELISA

kit

(DMF00,

Quantikine,

R&D

Systems,

Minneapolis, MN)으로 측정하였다. 면역조직화학 검사는 monoclonal
mouse antihuman MIF antibody (AF-289-PB, R&D Systems,
Minneapolis, MN)을 이용하여 시행하였다.
결 과: 베체트병 환자와 정상인의 혈액에서 mRNA 를 분리하여 RTPCR 을 시행한 결과 mRNA 의 발현은 확인 할 수 없었다. 혈청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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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식세포 유주 저지 인자 발현을 ELISA 를 통해 측정한 결과 정상인에
비해

환자군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유전자형의 변화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환자 피부 조직에서
대식세포 유주 저지 인자의 발현을 면역조직화학염색으로 확인한 결과,
표피층과 피하지방층에서 대식세포 유주 저지 인자의 발현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원발성 결절홍반 환자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건선환자에서도

표피층에

대식세포

유주

저지

인자의 발현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건선환자에서는
피하지방층에서 대식세포 유주 저지 인자가 발현되지 않았다.
결 론: 이전의 보고와는 다르게 베체트병 환자에서 혈청 내 MIF 의
농도는 감소되어 있었으나, 베체트병 환자의 피부조직에서 MIF 가
증가되어 발현되었으므로 베체트병에서 피부증상 발현에 MIF 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핵심되는

말:

Behcet's

disease,

inhibitory factor ( M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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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대식세포 유주 저지 인자(Macrophage migration inhibitory factor, MIF)는
최초의 T 세포 유래 사이토카인으로서, 시험관 내의 모세관(capillary tubes in
vitro)으로부터 대식세포의 무작위적인 이동을 억제하며 지연형 과민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Bloom 와 Bennett, 1966; David,
1966). 사람의 대식세포 유주 저지 인자의 cDNA 는 활성화된 T 세포들 에서
최초로 분리되었고, 이는 114 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2.5 kDa 의
분자량을 가진 물질임이 밝혀졌다(Weiser 등, 1989). 대식세포 유주 저지
인자는 면역계 세포와 말초 조직의 비면역계 세포 모두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식세포 기능의 조절과 림프구 면역 그리고 내분비 기능의 조절
등에서 중요한 기능을 가진다(Calandra 등, 1994; Calandra 등, 1995; Bacher
등, 1996; Meinhardt 등, 1996; Onodera 등, 1997; Waeber 등, 1997; Abe 등,
2001). 대식세포 유주 저지 인자는 글루코코르티코이드의 면역억제 기능과
항염증 작용에 대하여 정반대의 기능을 수행하는 특이적인 조절자로서 작용
한다 (Calandra 등, 1995; Santos 등, 2001). 그람음성 세균의 내독소에 의한
쇼크에 대한 숙주반응과 그람양성 세균의 외독소에 의한 면역세포들의 활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외에도 패혈성 쇼크, 류마티스성
관절염, 신장이식의 지연성 과민반응, 사구체신염, 성인성 호흡 곤란 증후군등의
면역 및 염증성 질환에도 중요한 매개자로 작용한다 (Bernhagen 등, 1993;
Calandra 등, 1994; Donnelly 등, 1997; Lan 등, 1997; Mikulowska 등, 1997;
Calandra 등, 1998; Lan 등, 1998; Bozza 등, 1999; Leech 등, 1999). 면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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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기능

이외에도

대식세포

유주

저지

인자는

시상하부

전엽

유래

호르몬으로서 광범위한 조절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식세포
유주 저지 인자의 mRNA 발현은 수정체 세포의 분화에도 관련이 있으며,
섬유아세포의 성장을 자극하는 기능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포의 증식과
분화에도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또한 암의 형성
과정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Takahashi 등, 1998; Chesney 등, 1999;
Hudson 등, 1999; Calandra 등, 2000; Ogawa 등, 2000).
피부질환에 있어 대식세포 유주 저지 인자는 여러 자가면역성 질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신성 경화증에서 대식세포 유주 저지 인자의 혈청
농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 되었고(Hoi 등, 2003; Selvi 등, 2003), 아토피
피부염과 건선에서도 대식세포 유주 저지 인자가 혈청과 병변 부위 피부
조직에서 높게 발현되는 것이 보고되었다(Shimizu 등, 1996; Shimizu 등, 1997;
Shimizu 등, 2001). 최근 대식세포 유주 저지 인자를 이용한 치료 방법으로
항-대식세포 유주 저지 인자 항체를 이용하여 패혈증과 류마티스성 관절염
그리고 종양 발생 등을 치료하고자 하는 전임상 연구도 보고 되었다(Chesney
등, 1999; Calandra 등, 2000; Ogawa 등, 2000).
대식세포 유주 저지 인자의 유전자 다형성(genetic polymorphism)에 따른
임상형의 차이는 류마티스성 관절염, 사르코이드증, 궤양결장염 (ulcerative
colitis), 알쯔하이머병, 신증후군 등 여러 질환에서 밝혀진 바 있으며 피부
질환에서는

아토피

피부염,

건선,

중증

원형

탈모증

등에서

밝혀진

바

있다(Donn 등, 2001; Amoli 등, 2002; Donn 등, 2004; Flex 등, 2004; Hizawa
등, 2004; Nohara 등, 2004; Berdeli 등, 2005; Shimizu 등,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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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체트병은 구강궤양, 외음부 궤양, 포도막염 등의 세가지 징후가 특징적인
만성 염증성 질환이다. 이 병은 점막 및 피부, 눈, 심장, 혈관, 신장, 위장 그리고
신경이 침범될 수 있는 임상적 특징을 가진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질환으로
인식되어

있으며,

특징이다(Saylan,

호전과
2001).

악화의

재발성

베체트병의

병인은

질병

양상을

아직까지

갖는

확실히

것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선천면역과 적응면역이 모두 관여하며 염증유발성 시토카인과 Th1 형
사이토카인이 활성화되고 부착분자나 염증유발성 사이토카인에 대한 유전변이와
같은 면역이상으로 더 강력한 중성구 및 T 세포 반응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전사인자의 세포 내 신호이상으로 외부자극에 대한 염증반응에 대한
역치를 떨어뜨린다. 적응면역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외부(연쇄구균, 초항원) 및
내부항원(열 충격 단백질, 장기 특이 단백질)에 작용하여 조직 T 세포 침착을
유발한다(Direskeneli, 2001). 베체트병의 면역학적 병인에 널리 알려진 가설에
따르면 여러 가지 항원에 대한 T 세포의 과민반응과 이에 따른 단핵구의
활성화로 인터루킨 12 의 생성을 유발하고 이 사이토카인이 Th1 반응을
자극한다. 또한 비정상적인 T 세포 활성화로 인해 인터루킨 8, 인터루킨 17,
감마인터페론과

종양괴사인자와

같은

사이토카인에

의해

중성구가

활성화된다(Hirohata 와 Kikuchi, 2003).
베체트병에서 대식세포 유주 저지 인자의 역할에 관한 이전 보고에서 혈청
MIF 농도가 베체트병 환자에서 증가되어 있으며, 질병의 활성도와 연관이
있다고 알려진 바 있다(김성동 등, 2004).
본 연구에서는 베체트병에서 대식세포 유주 저지 인자의 유전자 다형성에
따른 임상형의 변화와 함께, 각각의 유전자형에 따른 대식세포 유주 저지 인자
3

발현의 차이를 mRNA 수준에서 RT-PCR 을 통해, 단백질 수준에서 ELISA 와
면역조직화학염색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대상 및 방법
A. 연구대상
2005 년 9 월 이후 아주대학교 병원 피부과에 내원하여 International Study
Group for Behçet's Disease 에서 1990 년에 발표한 진단기준과 1987 년 일본
베체트병 연구회의 진단기준을 동시에 만족하여 베체트병으로 확진한 환자
427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중 말초혈액이 확보된 162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대식세포 유주 저지 인자에 대한 유전자 다형성을 확인하였고,
DNA 검체가 유전자 다형성 확인에 부적절한 9 명을 제외하고 153 명에 대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정상 대조군은 2005 년 6 월부터 2005 년 10 월에 경기도
광주시 보건소에서 실시한 비만 프로그램에 참여한 정상인 중

자발적으로 본

연구에 참여의사를 밝힌 사람들 307 명을 대상으로 말초혈액을 확보하였다.
이들 중 개인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4 명과 가족으로 확인된 4 명, 혈액검체가
불충분한

9

명을

제외하고

290

명에

대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면역조직화학염색에서는 상기 실험군중 13 명의 환자 피부의 결절성 홍반
부위에서 조직을 얻고, 아주대병원 피부과에서 조직검사를 시행한 건선 환자
2 명과 원발성 결절홍반 환자 6 명을 대조군으로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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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tients with Behcet's Disease and
frequency of clinical symptoms
Clinical feature

Total (%) Male (%) Female (%)

BD patient

153(100) 72(47.1)

Age (years)

19-55

81(52.9)

20-55

19-53

Major symptoms
Oral ulcer

144 (94.1) 67 (43.7) 77 (50.3)

Genital ulcer

101 (66.0) 43 (28.1) 58 (37.9)

Skin lesion

109 (71.2) 53 (34.6) 56 (36.6)

Ocular lesion

52 (34.0) 30 (19.6) 22 (14.4)

Minor symptoms
30 (19.6) 13 (8.5) 17 (11.1)

Arthritis
Large vessel involvement

2

(1.3) 1 (0.7)

1

(0.7)

Gastrointestinal involvement

5

(3.3) 5 (3.3)

5

(3.3)

Central nervous system involvement

0

0

(0)

(0)

0

(0)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control group
Total (%)

Male (%)

Female (%)

Control Group

290

42 (14.5)

248 (85.5)

Age (years)

22-67

23-53

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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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방법
1. 말초혈액 단핵구 분리
환자의 혈액을 EDTA 처리된 tube 에 옮긴 뒤 말초혈액 단핵구 (PBMC)를
분리하였다. EDTA 을 포함한 혈액을 RBC lysis buffer (150 mM NH4Cl, 1 mM
KHCO3, 0.1 mM Na2EDTA, pH 7.2-7.4, 36℃)에 5 분간 방치한 후 2000
rpm 에서 10 분간 원심하였다. 상층액을 제거한 후 다시 RBC lysis buffer 에
cell 을 풀어주어 원심분리 하였고, 분리된 cell 을 차가운 phosohate-buffered
saline (PBS)로 2 회 세척한 후 RNA 를 분리하였다.

2. 역전사역전사-중합효소 증폭반응 (RT(RT-PCR)
역전사-중합효소 증폭반응은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환자에서 말초혈액
단핵구를 추출하여 cells-to-cDNA kit (Ambion, Austin, TX)를 이용해
RNA 추출과 cDNA 를 동시에 합성하였고, positive control(β-actin) 로
확인한 뒤

대식세포 유주 저지 인자 primer 를 붙여 cycler 에서 반응시켰다

(94℃ 30 초, 55℃ 30 초, 72℃ 30 초, 30 회 증폭). 증폭된 DNA solution 은
2% agarose gel 에서 전기영동 (100V, 20 분)하였고, ethidium bromide 로
염색한 다음 UV 로 관찰하였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대식세포 유주 저지 인자
primer 는 Steinhoff 등이 건선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용한 내용을
참고하였으며, Table 3 과 같다(Steinhoff 등,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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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equences of polymerase chain reaction(PCR) amplification primer
set
Gene
MIF

Sequence (5'-3')
sense

TCCTTCTGCCATCATGCCGA

antisense

TGCGGCTCTTAGGCGAAGGT

Fig. 1. Sequences of polymerase
polymerase chain reaction(PCR) amplification primer
primer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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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LISA
-70℃에 냉동 보관되었던 환자의 serum 을 실온에서 30 분간 서서히 녹인
후 대식세포 유주 저지 인자의 농도를 ELISA kit (DMF00, Quantikine, R&D
systems, Minneapolis, MN)으로 측정하였다. 대식세포 유주 저지 인자의 양을
측정하기위해 anti-human MIF antibody 가 부착된 96-well plate 에 serum 을
넣고 2 시간 배양 후 완충액으로 4 번 세척하였다. HRP conjugated antibody 를
더한 후 실온에서 1 시간 배양시키고 kit 에 준비된 기질을 넣고 실온에서
30 분간 배양시켰다. kit 에 포함된 반응 중지액을 넣고 450 nm 자외선에서 각
well 의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4. 면역조직화학염색
면역조직화학 검사는 monoclonal mouse antihuman MIF antibody (AF289-PB,

R&D

Systems,

Minneapolis,

MN)을

이용하여

시행하였다.

실험방법은 ABC (Avidin-Biotin Complex) techniques 을 참고하여 시행하였다.
조직을 파라핀에 고정하여 block 을 만든 후 5 ㎛두께로 잘라 특수 coating 된
슬라이드에 붙인 뒤 실온에서 overnight incubation 하였다. 절편이 있는 유리
슬라이드를 70℃ hot chamber 에서 20 분간 incubate 한 다음 xylene 으로
탈파라핀화 시켰다. 10 mM sodium citrate buffer (pH 6.0)에서 10 분간
microwave 하여 Epitope Retrieval 과정을 거친 후 20 분간 실온에서 서서히
식혔다. 실온에서 내인성 과산화효소의 활성을 저지하기 위해 3% H2O2 in
methanol 에 15 분간 반응시킨 다음 protein blocking agent (Thermo Shandon,
Pittsburgh, PA)로 실온에서 30 분간 block 시켰다. Primary antibody 는 0.1%
8

Tween 20 in PBS 에서 희석하여 1 ㎍/ml 농도로 만들어 조직에 첨가하고
4℃에서 overnight 하였다. Primary antibody 를 가한 후 Biotinylated antimouse, goat secondary antibody (Thermo Shandon, Pittsburgh, PA)를
가하여 실온에서 1 시간 반응시킨 후 streptavidin peroxidase 를 첨가해
실온에서 15 분간 반응시켰다. AEC (87-8153, Zymed, South San Francisco,
CA)로 적정시간 정색반응 시킨 후 Mayer's hematoxyilin 으로 대조 염색하였다.
Negative control 은 primary antibody 를 넣지 않은 0.1% Tween 20 in
PBS 을 넣어 음성소견을 확인하고, isotype matched immunoglobulin 으로
CD14 goat polyclonal antibody (AF982, R&D Systems, Minneapolis, MN)을
사용하여 특이적인 반응인지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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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A. RTRT-PCR
대식세포 유주 저지 인자의 유전자 다형성을 확인한 153 명의 환자와 290 명의
대조군 중에서 cDNA library 에서 β-actin 발현이 확인된 환자 87 명과
대조군 50 명을 선별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대식세포 유주 저지 인자 mRNA
발현의 차이를 RT-PCR 로 확인한 결과, 환자들이나 정상대조군에서 대식세포
유주 저지 인자 mRNA 의 발현을 확인할 수 없었다.

Fig. 2. Expression of
of MIF mRNA in PBMCs.
PBMCs. left column: BD patients;
right column: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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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LISA
유전자 다형성 분석을 시행한 환자 중 무작위로 60 명을 선정하고, 환자군의
성별, 연령 구성을 고려하여 정상 대조군 55 명을 선정하여 ELISA 를
시행하였다.
발현정도를

베체트병

환자에서

혈청

내의

대식세포

유주

저지

인자

ELISA 를 통해 측정하였을 때 정상대조군에 비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p=0.002)(Fig. 3, Table
4).

유전자 다형성에 따른 혈청 내의 대식세포 유주 저지 인자 발현정도를

비교해 본 결과,

유전자 다형성 인 MIF -173 G>C, MIF-794 (CATT)5-8

사이에는 모두 혈청 내의 대식세포 유주 저지 인자 발현 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5).

Fig. 3. Serum concentration of the MIF in BD patients &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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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erum concentration
concentration of the MIF in BD patients & control
control
BD mean±SD (n)

Controls mean±SD (n)

p

2.94±2.44 (60)

5.45±5.45 (55)

0.002

MIF (ng/mL)

Table 5. Serum concentration
concentration of the MIF in BD patients & control
control according
to the polymorphisms
BD

Controls

mean±SD (n)

mean±SD (n)

*G/*G

3.05±2.84 (36)

4.98±4.51 (34)

*G/*C

2.60±1.70 (18)

6.59±7.40 (17)

*C/*C

3.28±1.76 (6)

4.54±2.95 (4)

5,5

4.21±4.00(13)

6.42±4.97 (10)

5,6

2.32±1.57(20)

7.42±8.59 (16)

5,7

3.04±1.91(7)

4.67±3.08 (10)

5,8

3.89(1)

(0)

6,6

2.48±1.60(8)

3.62±1.33 (9)

6,7

2.61±2.21(7)

3.11±1.61 (6)

6,8

(0)

1.97 (1)

7,7

3.07±2.26(3)

8.43 (1)

7,8

(0)

4.45 (1)

Polymorphisms

MIF -173 G>C

MIF-794(CATT)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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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면역조직화학염색
환자 피부 조직에서 대식세포 유주 저지 인자의 발현을 면역조직화학염색으로
확인한 결과, 13 명의 베체트병 환자 모두에서 표피층과 피하지방층에 대식세포
유주 저지 인자의 발현이 심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베체트병과 비슷한 양상의 조직학적 소견을 보이는 원발성 결절홍반 환자의
피부조직을 같은 방법으로 염색하였을 때도 6 명의 원발성 결절홍반 환자들
모두에서 동일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기존의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건선환자에서도 표피층에 대식세포 유주 저지 인자의 발현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건선환자에서 피하지방층에서는 대식세포 유주 저지 인자가
발현되지 않았다(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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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for MIF (x200).
(x200). a:Behcet's disease,
epidermis; b:Behcet's disease, subcutaneous tissue ; c: erythema nodosum,
epidermis; d: erythema nodosum, subcutaneous tissue; e: psoriasis,
epidermis; f: psoriasis, subcutaneous t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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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베체트병의 면역학적 병인에 널리 알려진 가설에 따르면, 여러 가지 항원에
대한 T 세포의 과민반응과 이에 따른 단핵구의 활성화로 인터루킨 12 의 생성을
유발하고 이 사이토카인이 Th1 반응을 자극한다. 또한 비정상적인 T 세포
활성화로 인해 인터루킨 8, 인터루킨 17, 감마인터페론과 종양괴사인자와 같은
사이토카인에 의해 중성구가 활성화된다(Hirohata 와 Kikuchi, 2003).
대식세포

유주

저지

인자는

여러

가지

염증유발성

사이토카인인

종양괴사인자, 인터루킨 1, 인터루킨 6, 인터루킨 8 등의 분비를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대식세포 유주 저지 인자의 유전자 다형성에 따른

임상형의 차이는 류마티스성 관절염, 사르코이드증, 궤양결장염, 알쯔하이머병,
신증후군, 아토피 피부염, 건선, 중증 원형 탈모증 등에서 밝혀진 바 있다. 또한
베체트병에서 대식세포 유주 저지 인자의 역할에 관한 이전 보고에서 혈청
베체트병

MIF농도가

환자에서

증가되어

있으며,

질병의

활성도와

연관이

있다고 알려진 바 있어(김성동 등, 2004), 베체트병에서 대식세포 유주 저지
인자의

발현

정도와

함께

유전자

다형성에

따른

차이를

베체트병의 병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알아보는

것이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베체트병에서 대식세포 유주 저지 인자의 유전자 다형성에 따른 임상형의
변화와 함께, 각각의 유전자형에 따른 대식세포 유주 저지 인자 발현의 차이를
mRNA

수준에서

RT-PCR을

통해,

단백질

수준에서

ELISA와

면역조직화학염색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대식세포

유주

저지

인자

promo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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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에

대한

유전자

다형성과

베체트병의 발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은 발견할 수 없었다. 베체트병
환자에서 MIF mRNA 발현과 관련하여, 환자군에서나 대조군 모두에서

mRNA

발현을 확인할 수 없었다. 환자 혈청 내 대식세포 유주 저지 인자의 농도 감소는
이전 보고들 과는 상반된 점으로, 대부분의 환자에서 치료가 진행중인 점을
감안할 때, 질병의 상태가 비활성인 상태에서 채혈이 이루어져 대식세포 유주
저지

인자의

보고들에서

혈청

내

농도가

감소된

것으로

생각한다.

이전의

글루코코르티코이드와 대식세포 유주 저지 인자간의 관련성이

밝혀진 바 있으며, 글루코코르티코이드의 농도에 따라 대식세포 유주 저지
인자의 발현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보고도 있었다. 이는 면역반응 조절과 관련된
다른 약물들도 대식세포 유주 저지 인자의 발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점으로,

베체트병에서

MIF를

분비하는

세포

및

조절인자와

치료약물과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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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이전의 보고와는 다르게 베체트병 환자에서 혈청 내 대식세포 유주 저지 인자의
농도는 감소되어 있었으나, 베체트병 환자의 피부조직에서 대식세포 유주 저지
인자가 증가되어 발현되었으므로 베체트병에서 피부증상 발현에는 대식세포
유주 저지 인자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향후, 대식세포 유주 저지
인자를 조절하는 인자들과, 대식세포 유주 저지 인자에 의해 조절되는 여러
인자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대식세포 유주 저지 인자
외에도, 베체트병과 선천면역에 관련된 여러 다른 유전자들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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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Expression of Macrophage Migration Inhibitory Factor in Behçet's
disease

Sung-Il In

Department of Medical Sciences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Eun-So Lee)

Purpose: Macrophage migration inhibitory factor (MIF) is a unique protein,
participating in inflammation, immune response, and cell growth. Previous reports
showed that MIF-173 G>C polymorphism or the MIF-794 [CATT]5-8 polymorphism
and haplotypes containing these variants were associated with an increased risk for
various inflammatory diseases such as psoriasis, sarcoidosis, rheumatoid arthritis,
ulcerative colitis, atopic dermatitis, Behçet's disease with uveitis, and neuro-Behçet's
disease.
Materials and Methods: To elucidate the influence of polymorphisms of MIF on
Behçet's disease, 153 patients with Behçet's disease and 290 healthy controls were
genotyped. We also performed RT-PCR analysis, ELISA, and immunohistochemical
25

stain for MIF. The mRNAs of 83 Behçet's disease patients and 50 controls were used
for RT-PCR. ELISA was performed for 60 Behçet's disease patients and 55 controls.
Immunohistochemical stain was performed for 13 Behçet's disease patients, 2
psoriasis patient, and 6 erythema nodosum patients.
Results:

We found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genotype

frequencies of the MIF-794[CATT]5−8 repeat polymorphism or MIF-173 G>C
polymorphism between the Behçet's disease patients group and the control. MIF
mRNA was not detected either in Behçet's disease patients nor in the control. Serum
level of MIF , measured by ELISA, was decreased in Behçet's disease patients group
compared to the normal control. Immunohistochemical analysis showed that MIF
protein was present in skin lesions from patients with Behçet's disease and erythema
nodosum. MIF protein was diffusely distributed throughout epidermis and
subcutaneous fat, whereas in psoriasis patients, MIF protein was distributed only in
epidermis.
Conclusion: Contrary to previous reports, serum levels of MIF were decreased in
patients with Behçet's disease and polymorphisms in the MIF promoter region was
not associated with disease susceptibility. However, MIF may play a role in
cutaneous inflammation in Behçet's disease.

Key Words: Behcet's disease, Macrophage migration inhibitory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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