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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아스피린 과민성 두드러기 환자에서 프로스타글란딘 E2 수용체
아형 EP4 유전자의 다형성에 관한 연구

연구배경 및 목적 : 아스피린 과민증 만성 두드러기(aspirinintolerant chronic
urticaria, AICU)는

만성

두드러기

환자들

중

30∼40% 에서

관찰된다.

아스피린 과민증 만성 두드러기의 병인기전은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비만

세포의

활성화와

염증

매개체인

히스타민의

배출

조절이

주요

병인기전으로 보고되고 있다. 프로스타글란딘 E2는 그 수용체인 프로스타글란딘
E2 수용체 아형 EP4 (prostaglandin E2 receptor subtype EP4 gene,

PTGER4) 를 매개로 하여, 세포 안의 cyclic adenosine monophosphate
(cAMP) 수준을 증가시키고 비만 세포의 매개체인 히스타민 유리능을 억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아스피린 과민성 두드러기와 PTGER4
유전자 다형성(polymorphism)과의 연관성 연구로 아스피린 과민성 두드러기의
병인기전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 아스피린 과민증을 동반한 만성 두드러기 (aspirinintolerant
chronic urticaria, AICU) 환자 141명, 아스피린 과민증을 동반하지 않은
만성두드러기 (aspirintolerant chronic urticaria, ATCU) 환자 153명, 그리고
정상 대조군 (normal healthy control, NC) 174명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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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GER4 유전자 다형성 중, 특히 단일 염기 다형성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s, SNPs)의 casecontrol 연관성 연구를 수행하였다. PTGER4
유전자 다형성에 따른 기능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luciferase reporter assay 와
전기 이동성 교대 분석 실험(electrophoretic mobility shift assay, EMSA)를
수행하였고,

아스피린

과민성

두드러기

환자의

말초혈액

호염기구로부터

유전자다형성에 따른 히스타민 유리능을 비교하였다.

결과 : PTGER4 유전자의 1254A>G 다형성의 변이 대립형질의 빈도가 정상
대조군에 비해 아스피린 과민성을 동반한 만성두드러기 환자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p=0.032, for AICU vs. NC). 인간 비만 세포주인 HMC1 을 이용한
luciferase reporter assay 결과, 1254 GG 대립형질을 가진 promoter
reporter

construct에서

프로모터

활성도가

유의하게

낮았다

(p=0.003).

PTGER4와 그 전사인자인 SP1을 공동세포이입 (cotransfection) 결과, 우성
대립인자인 AA 유전자형을 가진 promter reporter construct는 약 2.8배 정도
전사조절

부위의

활성이

증가되었고

(p=0.003),

열성

대립인자인

GG

유전자형을 가진 promter reporter construct는 약 2.5배 정도 전사조절 부위의
활성이 증가되었다. 또한 전사인자인 MAZ를 공동세포이입 한 결과 유전자형에
따른 차이 없이 약 1.7배정도 전사조절 부위의 활성이 증가되었다 (p=0.005).
또한 아스피린 과민증 두드러기(aspirinintolerant urticaria, AIU)환자들의
말초혈액 호염기구(basophil)에서 항 인간 goat IgE 항체 (10μg/mL)로 자극
후 히스타민 유리능과 PTGER4 유전자의 1254A>G 다형성 사이의 관련성을
비교한 결과, 1254 AG 대립 유전자와 1254 GG 대립 유전자를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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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이 1254 AA 대립 유전자를 가진 환자들보다 히스타민 유리능이
유의하게

높았다

(p=0.048).

PTGER4

한편

1927G>A

다형성의

경우,

1927G>A 대립 유전자형 빈도는 아스피린 과민성 만성 두드러기 환자에서
정상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p=0.031).

결론 : 본 연구결과는 PTGER4 1254 GG 대립 유전자는 SP1이나 MAZ와
같은 전사인자들의 결합능이 변화되어 PTGER4 유전자의 프로모터 활성화에
영향을

주고, 궁극적으로는

히스타민

유리능을

증가시켜

아스피린

과민성

두드러기의 발생에 관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핵심어:

아스피린

과민성,

두드러기,

프로스타글란딘

(프로스타글란딘 E2 수용체 아형 EP4), 단일염기다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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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PTGE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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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아스피린(acetylsalicylic
유도된

약으로

오늘날

acid,

진통,

ASA)은

해열,

살리실산염(salicylate)으로부터

항염증제

등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Szczeklik 등, 2003). 그러나 아스피린이나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항
염증제(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NSAIDs)는 과민반응에 의해
천식, 두드러기 및 혈관부종을 악화시킨다(Stevenson, 2004; de Weck, 2006).
아스피린 과민증(aspirinintolerance)은 천식 환자 중 10∼20% 에서,
만성 두드러기 환자 중 30∼40%에서 관찰된다 (Grattan, 2003; Mastalerz
등,2004;

Jenneck

등,

2007).

아스피린

과민성

천식

(aspirin intolerant asthma, AIA)의 병인기전은 아스피린에 의한 cyclooxy
genase(COX)효소의

억제로

인한

아라키돈산에서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

억제와 류코트리엔의 과생성 등이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zczeklik,1990;
Szczeklik 등, 2003). 반면, 아스피린 과민성 두드러기의 병인기전은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아스피린 과민성 두드러기 환자에서 아스피린에
대한 특이 IgE 항체가 있다는 증례가 보고되었고, 혈청 내 자가항체와의
관련성도

보고되었다(Ye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등, 2005). 또한 한국인
아토피는

아스피린

과민성

만성 두드러기 환자를
만성

두드러기의

위험

요소이고, 만성두드러기의 30∼50%의 환자를 자가 혈청 피부반응 검사를 통해
자가 혈청을 진피 내에 주사하였을 때 팽진과 발적 반응 일어나는 자가 면역성
두드러기임이 보고되었다 (Han 등, 2003; Jang, 2005; Choi 등,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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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피린 과민성 만성 두드러기는 아스피린 내성 만성 두드러기와 비교하였을
때 아토피 경향이 높고, 젊은 연령군이며, 전신 스테로이드 투여량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Ye 등, 2005).
아스피린 과민성 두드러기의 병인기전은 COX 억제 기전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아스피린이

아라키돈산

대사에서

COX경로를

차단함으로써

5리폭시게나아제(5lipoxygenase : 5LO) 경로로 전환되거나 류코트리엔
생성을 억제하는 프로스타글란딘 E2의 감소가 류코트리엔 과잉 생산과 관련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프로스타글란딘

E2가

5LO

경로의

대사산물인

류코트리엔생산을 조절하여 아스피린 과민성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시사되었다(Stevenson,

2004).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스피린

과민성

두드러기는 비만 세포의 탈 과립으로 화학매개물질인 히스타민과 함께 분비된
시스테인 류코트리엔이 유리되어 호산구의 활성화에 영향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Tilley 등, 2001). 또한 아스피린 과민성 급성 두드러기 환자에서
중성구 활성화의 마커인 혈청내 myeloperoxidase(MPO)가 증가되어 있고,
혈청 내 MPO 와 인터루킨8 (IL8)과 인터루킨18 (IL18)이 유의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보고되어, 호중구의 활성화가 아스피린 과민성 두드러기의
병인 기전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Choi 등, 2007).
프로스타글란딘은 면역 반응 동안에 면역세포를 활성화 시키는 중요한
지질매개인자로써, 프로스타글란딘 E2는 사람 비만 세포에서 면역글로블린
E(IgE)에 의한 히스타민과 류코트리엔 C4의 유리를 저해시킨다(Peachell 등,
1988). 프로스타글란딘 E2에 대한 수용체는 PTGER1 (EP1), PTGER2 (EP2),

PTGER3 (EP3), PTGER4 (EP4)로 4종류가 있는데, 이 중 프로스타글란딘 E2
2

수용체 아형 EP4 (prostaglandin E2 receptor subtype EP4 gene, PTGER4)는
세포 안의 cyclic adenosine monophosphate (cAMP) 수준을 증가 시켜 세포
신호전달을 조절하여 비만 세포의 매개체인 히스타민 유리능을 억제한다(Shuh
등, 1999). 또한 PTGER4는 COX2 mRNA의 안정성과 양을 조절한다(Regan,
2003).

PTGER4 유전자의 단일 염기다형성(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SNP)이

비만

세포의

기능과

신호전달을

조절하는

PTGER4와

COX를

저해시키는 아스피린과 관련이 있고, 저해된 프로스타글란딘 E2가 비만 세포의
매체 분비를 촉진시켜, 아스피린 과민성 두드러기의 병인기전과의 관련성이
있다는 가정하에 본 연구를 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PTGER4

유전자의

단일

염기

다형성(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SNP)과 아스피린 과민성 만성 두드러기 (AICU)와의 연관성
연구로 PTGER4 유전자 다형성에 따른 아스피린 과민성 만성 두드러기의
병인기전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PTGER4 유전자의 단일 염기 다형성(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SNP)에 따른 세포 내 전사 활성 조절을 규명하고
아스피린 과민증의 병인기전과 아스피린 과민증 두드러기 환자의 유전적 기작을
밝히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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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A. 프로스타글란딘 E2 수용체(PTGER4)의 단일염기다형성 연관성 연구

1. 직접염기서열 분석을 이용한 프로스타글란딘 E2 수용체의 단일염기다형성
의 조사
연구

대상의

Kit(Gentra

genomic

systems,

DNA의

Minneapolis,

추출은
MN)를

Puregene

DNA

Purification

사용하여

말초

혈액으로부터

분 리 하 였 다 . PTGER4 유 전 자 염 기 서 열 분 석은 NCBI( www.ncbi.nlm.nih.go
v )에 보고 되어있는 PTGER4 유전자 염기서열 (NM_00958)을 기초로
확인하였다.

PTGER4 유전자 전사조절 부위(Promter)를 포함한 엑손1과

5'비 번역부위(Exon 1, 5'Untanslated region: 5'UTR) 2Kb와 3'비
번역부위를 포함 하는 모든 엑손부위(3'Untanslated region: 3'-UTR, Exon 2,
Exon 3)를 정상대조군 24명의 genomic DNA 시료를 대상으로 Big Dye
Terminator Cycle Sequencing Ready Reaction Kit(Applied Biosystems,
Foster City, California,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중합효소 연쇄반응을
수행하기 위한 primer와 반응 조건은 김상헌 등(2007)이 제시했던 것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Choromas (Technelysium, Tewantin, Australia)
프로그램으로

확인하였고,

정상대조군의

염기서열

비교를

위해

Multalin

Interface Page (INRA, Toulouse, France)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염기서열
비교분석 결과 소수 대립유전자의 빈도가 (Minor allele frequency : MAF)

4

최소

5%

이상인

유전자

변이를

단일

염기

다형성(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SNP)으로 정하였다 (Fig. 1). 소수대립유전자의 빈도가 5%
이상인 단일염기다형성은 1598T/C, 1529T/C, 1307C/T, 1254A/G,
1927G/A이였다(Table 1).

2. 연구 대상 및 표현형
대상 환자는 아주대학교병원 알레르기 클리닉을 내원하여 만성두드러기로
진단받은 환자 중 천식을 동반된 경우를 제외하였고, 아스피린 500mg(Rhonal®;
KunWha Pharmaceutical Co., Seoul, Korea) 1정을 이용한 경구 유발시험에
양성

반응을

나타낸

아스피린

과민증을

동반한

만성

두드러기

(aspirinintolerant chronic urticaria, AICU) 환자 141명과, 대조군으로
아스피린 과민증을 동반하지 않은 만성 두드러기 (aspirintolerant chronic
urticaria, ATCU)환자 153명으로 분류하였다. 정상 대조군 (normal healthy
control, NC)은 알레르기 질환이 없으면서 알레르기 피부단자시험 결과가
음성이고, 두드러기 질환의 병력이 없는 174명을 등록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모든 환자는 아주대병원의 임상시험심의위원회(IRB)에서 승인한 바에 따라 고지
후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정상 대조군과 환자군에 대한 특성은
Table 1 에 제시하였다.

3. 유전자형 분석
5개 단일염기다형성 (1598T/C, 1529T/C, 1307C/T, 1254A/G,
1927G/A)에 대한 LD 패턴 조사한 결과, 1254A/G과 1927G/A가 tagging
5

SNP으로 선정되어 유전자형 분석을 진행하였다. PTGER4 유전자의 각 SNP
유전자형 분석은 primer extension 반응으로 SNaPshot ddNTP Primer
Extension Kit (Applied Biosystems, Foster City, CA, USA)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유전자형 분석에 사용한 primer는 Table 2 에 제시하였다.

6

7

Fig. 1. Schematic representation of PTGER4 gene. Gene Map of PTGER4 gene on
chormosome 5p 13.1 and location of singlenucleotide polymorphisms(SNPs). The
first base of the translation site is denoted as nucleotide 1 (Translation start site,
TSS). Coding exons are marked by blocks and 5′and 3′untranslated regions by
white blocks. Target SNPs is marked by black st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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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프로스타글란딘 E2 수용체의 단일염기다형성의 기능적 연구

1. 세포배양
인간 비만 세포주인 HMC1 세포주는 Iscove’s Modified Dulbecco’s
Medium (invitrogen, Carlsbad, CA, USA)배지에 10% FBS (invitrogen),
100U/ml 의 penicillin, 25mM HEPES, 그리고 100mg/ml streptomycin을
첨가하여 배양하였고, 인간 단핵구 세포주인 U937 세포주와 인간 T 림프구
세포주인 Jurkat 세포주는 RPMI 1640 (invitrogen, Carlsbad, CA, USA)배지에
10% FBS (invitrogen), 100U/ml 의 penicillin, 25mM HEPES, 그리고
100mg/ml

streptomycin을

첨가하여

배양하였다.

모든

세포주는

Water

jacketed CO2 incubator(Thermo Electron, USA)를 이용하여 37℃, 5% CO2의
조건으로 배양하였다.

2.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RT-PCR)을 이용한 다양한 세포주에서의 PTGER4
유전자의 발현

PTGER4 유전자의 발현은 총 9가지 세포주 (HMC1, 인간 비만 세포주;
Hep3B, 인간 간세포암 세포주; A549, 인간 폐 상피 세포주; Jurkat, 인간 T
림프구; U937, 인간 단핵구 세포주; Beas2B, 인간 기관지 상피 세포주; Hela,
인간 선암종 세포주; HL60, 인간 전 골수구성 백혈병 세포주; THP1, 인간
단핵구 세포주에서 RTPCR로 확인하였다. 각 세포로부터 총 RNA를 TRIreagent(Sigma, Aidrich, USA)을 이용하여 추출하였고, 2μg의 총 RNA를
가지고

42℃에서

1시간

동안

역전사반응을
11

수행하였다.

인간

ßactin

유 전 자 의 증 폭 은 전 향 시 발 체 (Forward primer) 5' TCCTTCTGCAT
CCTGTCGGC3' 와 후 향 시 발 체 (Revers primer) 5' CAAGAGATGG
CCACGGCTGC3'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95℃ 5분 동안 열처리한 후에
95℃에서 30초, 58℃에서 30초 그리고 72℃에서 30초 를 1주기 (cycle)로
하는

총

22주기

최종적으로

동안

72℃에서

역전사
5분을

중합효소

동안

연쇄반응(PCR)을

연장반응을

수행한

뒤,

수행한
모든

후에,
반응을

종료하였다. 인간 PTGER4 유전자의 증폭을 위해 전향 시발체 (Forward
primer) 5'AAGACAGTGCTCAGTAAAGCAA3' 와 후향 시발체 (Revers
primer) 5'TCCACCAGTAAGACACTCTCTG3'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95℃ 5분 동안 열처리한 후에 95℃에서 40초, 58℃에서 30초 그리고 72℃에서
1분을

1주기

(cycle)로

하는

총

40주기

동안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PCR)을 수행한 후에, 최종적으로 72℃에서 5분을 동안 연장반응을
수행한 뒤, 모든 반응을 종료하였다. 발현의 비교는 중합 효소 연쇄반응 후
전기영동을 실시하여 인간 PTGER4 유전자의 발현양을 인간 ßactin 유전자
발현양으로 보정하였다. 그 결과 PTGER4 유전자의 발현이 확인된 비만 세포주,
Jurkat 세포주와 PTGER4 유전자와 관련이 있어 보이는 U937 세포주가 세포
내 기능 연구용 세포주로 선정하였다(Fig. 2).

12

Fig. 2. Primer pairs used for PTGER4 expression and expression of PTGER4 mRNA
in various cell lines. A. Primer pairs used for PTGER4 expression. B. Expression of

PTGER4 mRNA in various cell lines. 1: HMC1 (human mast cell); 2: Hep3B
(human hepatocellular carcinoma cell); 3: A549 (human lung epithelial cell); 4:
Jurkat (human T lymphocytes); 5: U937 (human monocytes); 6: Beas2B (human
bronchus epithelial cell); 7: Hela (human adenocarcinoma cell); 8: HL60 (human
promyelocytic leukemia cells ); 9: THP1 (human monoc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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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romoter construct 제작과 luciferase repoter assay

1. Promoter construct 제작
유전자 재조합에 사용할 PTGER4 유전자의 전사조절 부위 1254 A>G 의
증폭을 위해 1254 AA 또는 1254 GG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의 genomic
DNA를 대상으로 PTGER4 유전자의 전사 조절부위의 241bp를 전향 시발체
(Forward

primer)

(Revers

primer)

증폭하였다.

각

5'GAGTTCCCACTCCGCACCTC3'와

후향

5'TCGCCTTTCCACCCTCTGTAC3'를

PCR

산물을

TOPO

TA

Cloning®

Kit

시발체
이용하여

(Invitrogen)의

pCR®2.1TOPO® vector에 TA 클로닝하였다. Plasmid DNA의 유전자형은
직접 염기서열분석으로 확인하였다. 1254 AA 또는 1254 GG 유전자형을
포함하는 PTGER4 promoter plasmid DNA는 다시 pGL3 basic vector
(Promega, Madeson, WI, USA)에 효소 Xho I 과 Hind III(Takara, Shuzo,
Japan)를 이용하여 재 클로닝 하였다. 이중 효소처리를 통해 생성물을 agarose
전기영동을 통해 UV로 확인하였다. PTGER4 luciferase reporter construct는
대장균

배양액으로부터

Endo

Free

Plasmid

Midi

kit(Qiagen,

Hilden,

Germany)를 사용하여 순수한 plasmid DNA를 추출 하였다.

2. 세포이입(transfection)과 luciferase repoter assay
인간 비만 세포에 PTGER4 luciferase repoter construct를 전기천공기
MP100(Digital bio tech. Seoul, Korea)와 PMK1096(Digital bio tech)을
이용하여 세포이입을 수행하였다. 각 well 당 2 x 105개의 세포에 PTGER4
14

plasmid DNA 1μg과 Renilla plasmid DNA 5ng 과 부유완충액 10μL(Digital
bio tech. Seoul, Korea)를 섞어 부유시킨 후, 제품설명서에 제시한 방법에 따라
전기충격을 가하였다. 24 well plate에 다시 부유시킨 다음 Water jacketed CO2
incubator(Thermo Electron, USA)를 이용하여 37℃, 5% CO2의 조건으로
24시간 배양하였다. Promoter reporter assay는 DualLuciferase reporter
Assay kit(Promega)를 사용하였고 pGL3control vector 와 pGL3Basic
vector는 양성 대조군과 음성 대조군으로 사용되었다. Luciferase activity
측정은 Clarity(BioTEK, Winooski, VT, USA)를 사용하였고, 세포이입 효율
차이는 Renilla activity 값으로 보정하였다

4. 전기 이동성 교대 분석 실험 (Electrophortic mobility shift assays, EMSA)
1. 핵 추출물(Nuclear extracts)의 추출
인간 비만 세포를 차가운 PBS로 세척하고 차가운 완충용액 A[10mM
HEPES(pH 7.9), 10mM KCI, 0.1mM EDTA, 1mM DTT, 1mM PMSF, 1mM
NaVO3

그리고

complete

protease

inhibitior

Cocktail(Roche,

basel,

Switzerland )]로 재 부유시킨다. 차가운 완충용액를 넣어서 재 부유시킨
세포를 얼음에서 10분 동안 배양시킨 후 0.5% Nonidet P40를 넣고 얼음에서
15분

더

배양시킨다.

그

후

6,000g에서

1분

동안

원심분리

시킨

후

침전물(pellet)에 추출 완충용액 [20mM HEPES(pH 7.9), 400mM KCl, 4.5mM
MgCl2, 0.2mM EDTA, 1mM DTT, 1mM PMSF, 1mM NaVO3, 1mM NaF
그리고 complete protease inhibitior Cocktail(Roche)]를 넣고 재 부유시킨 후
얼음에서 1시간 동안 배양시킨다. 그 뒤 10,000g에서 10분 동안 원심 분리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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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상층액만 새로운 튜브에 옮긴 뒤 15% glycerol을 첨가하고 80℃에서
보관하였다.

2. 전기 이동성 교대 분석 실험 (Electrophortic mobility shift assays, EMSA)
이중가닥 1254 A>G DNA 탐침(probe)은 두 개의 단일 가닥 DNA로
95℃에서 5분 동안 열 변성 후 37℃에서 식혀서 상보적 이중 가닥 DNA
서열을 제조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oligonucleotide의 염기서열 정보는 Fig.4에
제시 되어있다. 이중 가닥 DNA probes는 DNA 중합효소 I Large (Klenow)
fragment (promega) 와 [α32P] dCTP를 이용하여 5′end에 동위원소로
표지하였다. 5μg의 핵 추출물(nuclear extract)과 반응액 [10mM HEPES(pH
7.9), 400ng의 poly(dIdC), 1mM MgCl2, 30mM KCl, 1mM DTT, 1mM
NaVO3, 1mM NaF]에 5%의 glycerol를 섞은 후 얼음에서 20분 동안 방치시킨
후에 0.2pmol의 방사선으로 표지 된 이중가닥 DNA probe를 얼음에서 20분간
반응시켰다. 만들어진 반응액은 native 6% polyacrylamide 젤에 로딩하고 0.5X
TBE buffer(45mM Trisborate, pH8.0, 45mM boric acid, 1mM EDTA)에서
120V에서 3시간 동안 전기영동 시킨다. 저해 실험은 방사선 표지가 안 된
DNA 탐침(probe)을 사용하여 선 반응하여 수행하였다. Supershift 실험은 각
각의 항체 2μg을 반응 mixture에 얼음에서 20분간 선 반응시키고 방사선으로
표지된

probe로

얼음에서

Millipore(Millipore,

CA,

20분간
USA)

반응시킨다.

에서

AntiSP1

구입하였고,

(07645)는

AntiMAZ

(A17,

sc13485)는 Santa Cruz Biotechnology (Santa Cruz, CA, USA) 에서
구입하였다. 방사선 반응 검출은 FLA7000 (Fuji Photo Film, Tokyo, Japan)을
16

이용하였다.

5. 공동세포이입(cotransfection)을 이용한 PTGER4 promoter활성에서의 전사
인자의 영향
인간 비만 세포에 luciferase repoter vector의 한시적 이입을 전기천공기
MP100(Digital bio tech. Seoul, Korea)와 PMK1096(Digital bio tech)을
이용한 electroporation으로 수행하였다. 2 x 105개의 세포에 PTGER4 plasmid
DNA 0.95μg과 Renilla plasmid DNA 5ng과 각 각 MAZ plasmid DNA와 SP1
plasmid DNA를 50ng과 부유완충액 10μL(Digital bio tech. Seoul, Korea)를
섞어 부유시킨 후, 제품설명서에 제시한 방법에 따라 전기충격을 가하였다. 24
well plate에 다시 부유시킨 다음 Water jacketed CO2 incubator(Thermo
Electron, USA)를 이용하여 37℃, 5% CO2의 조건으로 24시간 배양하였다.
Promoter reporter assay는 이전과 동일하게 수행하였다.

6. 호염기구의 히스타민 유리능
인간
백혈구를

호염기구에서

히스타민

분리하였다(Bae

dextran3%의

등,

유리능을
2007).

알아보기

먼저,

dextrosephysiologicsaline이

위해

20mL의
들어있는

말초

혈액에서

blood를

6%의

2.5mL의

용액과

1mL의 ethyleneddiamine tetraacetic acid와 섞는다. 섞은 후 상온에서 2시간
동안 반응시키고 1500rpm 4℃ 10분간 원심분리 하여 혈장에 포함된 백혈구를
얻는다. 백혈구 침전물은 PIPESA [ 25mM piperazineNN'bis2 ethane
sulphonic acid, 110 mM NaCl, 5mM KCl, 40mM NaOH, 0.03% bovine se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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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umin ,pH 7.4]로 두 번 씻어 주고, 자연 발생적인 히스타민 유리능을 측정한
뒤, PIPESACMD (PIPES 에 1 mM CaCl2, 0.5 mM MgCl2, 그리고 0.1%
dextrose를 넣고 섞는다)를 최종 cell 농도가 5 X 106 cells/mL 이 되게 재
부유시킨다. 항 인간 goat IgE 항체(1:10, 1:100, 1:1000 vol/vol으로 희석,
KLP, USA)를 백혈구를 100μL에 부유하여 37℃에서 15분간 반응시켰다.
유사한 방법으로 백혈구 부유시켜 자연발생적 히스타민 유리능 측정을 위해
PIPES-ACMD만 넣고 배양하였다. 최종 세포 내 히스타민 농도는 백혈구
현탁액에

0.1%의

NP40를

첨가하여

측정하였다.

배양시킨

호염기구는

3000rpm, 4℃에서 15분간 원심분리하고 상층액을 선별하여 히스타민치를
측정하기
Marseille,

위해

80℃에서

France)를

수행하였으며,

Synergic™

보관하였다.

이용하여
HT

히스타민

히스타민

(BIOTEK,

EIA

유리능
Vermont,

Kit(Immunotech,

차이

비교

USA)를

실험을
이용하여

히스타민 유리양을 측정하였다. 히스타민 유리능은 최종 세포 내 히스타민
퍼센트를 표현한다.
히스타민 유리능 (%) = 100 X ((자극된 히스타민 유리능  자연발생적
히스타민 유리능)/(최종 세포내 히스타민 유리능  자연발생적 히스타민
유리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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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통계처리
연구대상자의 임상적 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연속 변수는 Ttest, 비연속
변수는 Chisquare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유전자형 분석 후 Hardy
Weinberg 평형을 조사하였다(Haploview ver. 4.1). 또한 최종 선정된 단일
염기다형성의 질환군 별 유전자형의 분포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Chisquare
test를 이용하였고, logistic regression을 통하여 나이와 성별을 보정하였다.
유전자형 결과를 토대로, 연속 변수는 Ttest, 비연속 변수는 Chisquare
test를 이용하여 질환군 별 임상지표 차이를 분석하였다. 각 유전자 형에 따른
promoter activity와 luciferase assay, histamine 유리능 차이는 Ttest와
MannWhitney test를 이용하였다. 통계적 유의성은 p value가 0.05이하인
경우로 한정하였고, 모든 통계 분석은 SPSS version 12.0.1 (SPSS Inc.,
Chicagl, IL,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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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A. 프로스타글란딘 E2 수용체유전자의 유전자 다형성 조사
정상대조군 24명의 genomic DNA 시료를 대상으로 PTGER4 유전자의
직접염기서열분석을 시행하여 NCBI에 보고되어 있는 염기서열(NM_00958)
정보와 다형성을 비교해보았다. 그 결과 promter 부위의 4개의 다형성을
확인하였고 (1598 T>C, 1529 T>C, 1307 C>T, 1254 A>G),
3′UTR 부위의 1개 다형성을 확인하였다 (1927 A>G,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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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프로스타글란딘 E2 수용체유전자의 단일염기다형성의 기능적 연관성 연구

1. 연구대상의 임상적 특성
연구대상의

임상적

특성은

Table

1에

요약되어

있다.

총

294명의

만성두드러기 환자 중 AICU군은 141명, ATCU군은 153명 이였으며, 비
아토피성

정상대조군은

174명

이였다.

ATCU군의

평균연령

(39.39

±

11.71세)은 AICU군의 평균연령 (35.44 ± 11.54세)보다 높았고 (p<0.004),
정상 대조군의 평균연령 (30.97 ± 10.68세) 보다 높았다 (p<0.001). 성비는
세 군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아토피의 비율은 AICU군이 161명(72.1%)

으로

ATCU군 (75명, 9.3%) 보다 높았다 (p<0.001). 혈청 총 IgE치는 AICU 군
(5.20 ± 1.05 log(IU/L)) 과 ATCU군 (4.69 ± 1.11 log(IU/L)) 모두 정상
대조군 (3.57 ± 1.30 log(IU/L)) 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p<0.001), AICU
군과 ATCU군 간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01). 항 핵항체 및 항
갑상선 항체 (antithyroglobulin anibody, ATA; antimicrosomal anibody,
antinuclear anibody, ANA)는 AICU 군과 ATCU군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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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TGER4 유전자의 유전자형 빈도

PTGER4 유전자의 유전자형 빈도는 Table 4에 요약하였다. PTGER4
유전자의 1254A>G 다형성의 변이 대립형질의 빈도가 정상 대조군에 비해
AICU 환자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p=0.031, for AICU vs. NC). PTGER4
유전자의 1254A>G 다형성의 AA 유전자형 빈도는 codominant 모델에서
AICU 환자군에 비해 정상 대조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p=0.032, for AICU
vs. NC). PTGER4 유전자의 1927G>A 다형성의 경우, 변이 대립형질의 빈도
및 유전자형 빈도 모두 AICU 환자에서 정상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p
=0.040). 또한 PTGER4 유전자의 1927G>A 다형성의 GG 유전자형 빈도는
codominant 모델에서 정상 대조군에 비해 AICU 환자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p=0.031, for AICU vs. NC ).

23

24

C. 프로스타글란딘 E2 수용체유전자의 단일염기다형성의 기능학적 연구

1. PTGER4 promter 부위 1254 A>G의 전사활성 조절의 효과

PTGER4 1254 A>G 다형성에 따른 promoter 부위의 활성을 조사하기
위해 인간 비만 세포주인 HMC1 , U937 인간 단핵구세포주, Jurkat 인간 T
림프구

세포주를

이용하였고,

인간

비만

세포에

PTGER4

1254

AA

유전자형과 1254 GG 유전자형을 가진 두 개의 luciferase reporter plasmid
DNA를

세포이입(transfection)

시킨

후

promter

reporter

assay를

시행하였다(Fig. 3). 1254 GG 유전자형을 가진 construct에서 1254 AA
유전자형을 가진 construct보다 약 1.5배 정도 낮은 promoter activity가
관찰되었다(p=0.003). U937세포와 Jurkat 세포에 세포이입 시켰을 때 동일한
결과를 관찰 하였다 (p<0.001, p=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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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 of 1254A>G polymorphism on the transcription activity of PTGER4
promoter. (A) Schematic representation of reporter gene construct that contained
the PTGER4 promter region at 1254A>G polymorphisms. Lucifease repoter
constructs using transfected with HMC1 cell(B), U937 cell(C) and Jurkat cell(D).
Relative luciferase activity was represented as the ratio of the activity to the
luciferase activity in the cells transfected with the empty control vector
pGL3Basic. Luciferase activity assay was performed in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Values

represent

mean

±

SD

of

for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n=9). Statistical differences were evaluated with independent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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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TGER4 1254 A>G 다형성 부위와 전사 인자 결합의 확인

PTGER4 1254 A>G

다형성에 따른 전사인자의 결합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인간 비만 세포주의 핵 추출물을 제조하여 1254 A>G 의 이중 가닥
oligonucleotide probe를 이용하여 결합 차이를 확인한 결과(Fig. 4.), 1254
A probe에 더 높은 결합능을 보이는 단백질의 출현을 확인하였다(Fig. 4. B).
특정 전사 인자의 결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동위원소가 표지되지 않은 probe
(NFkB 와 OCT1 과 MAZ 그리고 SP1)를 이용하여 경쟁적 반응 차이를
확인하였을 때, SP1 특이 DNA probe 에 의해서 1254 A probe의 단백질
결합이 1254 G probe 보다 선택적으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4. C).
다음에는

항 SP1 항체와 항 MAZ 항체를 이용하여 supershift assay를

수행하였다. 결과

1254 GG 대립형질에 비해

1254

AA 대립형질에

전사인자인 SP1과 MAZ가 선택적으로 결합능 감소를 확인하였다(Fig. 4.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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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Functional effect of the 1254A>G polymorphism on transcriptional activity.
(A) Nucleotide sequences of oligonucleotides used as probes and competitors
(1254A, 1254G, OCT1, NFkB, MAZ, SP1). (B, C, D) EMSAs for the
1254 A>G polymorphism using HMC1 cell nuclear extracts. Differential of a
nuclear protein to 1254A/G alleles, binding affinity of specificity protein 1 (SP1)
protein and MYCassociated zinc finger protein for PTGER4 promoters with either
a A or a G at position 1254. Identification of the transcription factor binding to
1254 probes using competitive binding assay. Competitive binging assay was
performed with unlabeled OCT1, NFkB, MAZ, SP1 probe. The amount of
competitor was 10fold molar excess than probe. Identification of the transcription
factor binding to 1254 probes using competitive binging assay. Supershift assay
was performed with SP1 and MAZ antibody. The antibody used 2μg/well. The
unbound probes and specific band are indicated by arr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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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세포이입(cotransfection)을

통한

PTGER4

promter

부위의

전사인자(MAZ, SP1)의 영향
MAZ와 SP1의 전사인자가 세포 내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공동세포이입을 수행하였다. PTGER4 plasmid DNA 0.95μg과 Renilla plasmid
DNA 5ng 과 각 각 MAZ plasmid DNA와 SP1 plasmid DNA를 50ng로
세포이입

시킨

후

promter

reporter

assay를

시행한

결과

SP1을

공동세포이입을 시켰을 때 우성 대립인자인 AA 유전자형을 가진 promter
reporter construct는 약 2.8배 정도 전사조절 부위의 활성이 증가되었고, 열성
대립인자인 GG 유전자형을 가진 promter reporter construct는 약 2.5배 정도
전사조절 부위의 활성이 증가되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Fig. 5),
MAZ를 공동세포이입 시켰을 때 AA 유전자형과 GG 유전자형을 가진 promter
reporter construct 모두 약 1.7배 정도 전사조절 부위의 활성이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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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 of SP1 on the transcription activity of PTGER4 promoter. The HMC1
cells were cotransfected with PTGER4 luciferase repoter and SP1 constructs.
Relative luciferase activity was represented as the ratio of the activity to the
luciferase activity in the cells transfected with the empty control vector
pGL3Basic.

Luciferase

activity

assay

was

performed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Values represent mean ± SEM of for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n=9). Statistical differences were evaluated with independent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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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ffect of MAZ on the transcription activity of PTGER4

promoter. The

HMC1 cells were cotransfected with PTGER4 luciferase repoter and MAZ
constructs. Relative luciferase activity was represented as the ratio of the activity
to the luciferase activity in the cells transfected with the empty control vector
pGL3Basic.

Luciferase

activity

assay

was

performed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Values represent mean ± SEM of for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n=9). Statistical differences were evaluated with independent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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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TGER4 1254 A>G 다형성>G 다형성에 따른 호염기구 히스타민 유리능
아스피린 과민성 두드러기(AIU) 환자군에서의 PTGER4 1254 A>G
다형성에

따른

두드러기(AIU)

히스타민
환자에서

유리능을
호염기구를

알아보기
분리한

위해
후

항

아스피린
인간

과민성

goat

IgE

(10μg/mL)항체로 자극시켜 히스타민 유리능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아스피린
과민성 두드러기(AIU) 환자 중 PTGER4 1254 GG 유전자형 또는 AG
유전자형을

가진 환자 일수록 1254 AA 가진 환자 보다 히스타민 유리능이

증가하였다(p <0.048, Fig.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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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Ex vivo funional study of PTGER4 1254 A>G polymorphism. Histamine
release from the peripheral basophils after stimulation with antiIgE antibody(10
μg/mL) in 26 AIU patients. The p value was determined by a MannWhitney test.
Percent histamine release = 100x ((stimulated histamine release  spontaneous
histamine)/(total cellular histamine releasespontaneous histamine 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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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알레르기

질환은

환경인자와

유전인자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되는

대표적인 복합 질환으로, 특히 아스피린 과민성 만성 두드러기 질환의 발생에
가장 중요한 선행인자인 아토피를 비롯한 주요 표현형의 발생은 유전적 요인과
관련성을 보인다(Kim 등, 2009). 본 연구에서는 아스피린 과민성 두드러기의
병인기전에

관여

할

것으로

추측되는

PTGER4

유전자

2개의

단일

염기다형성을 분석하였으며, 아스피린 과민성 두드러기와 각 단일 염기다형성의
대립유전자 빈도 및 유전자형의 빈도는 유의한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PTGER4
유전자의 1254A>G 다형성의 변이 대립형질의 빈도가 정상대조군에 비해
아스피린 과민성을 동반한 만성두드러기 환자군에서 유의하게 높게 관찰되어

PTGER4

유전자의

1254A>G의

다형성이

아스피린

과민성

두드러기

병인기전에 중요한 유전적 소인으로 관여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는 한국인 아스피린 과민성 두드러기 환자에서 PTGER4
promter 부위와 엑손 1부위 및 엑손 2부위 그리고 엑손 3부위 및 3′UTR
부위의 유전자 다형성 연구를 직접염기서열분석을 통해 분석 한 결과 promter
부위의 6개의 다형성을 확인하였고 (1598 T>C, 1529 T>C, 1307 C>T,
1254 A>G), 3′UTR 부위의 1개의 다형성을 확인하였다(1927 A>G).
연구 대상의 표현형을 두드러기 환자와 정상대조군 간에 임상적 특징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AICU 환자군의 아토피와 혈청 내 IgE 양이 ATCU
한자군과 정상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관찰되었다. 이는 AI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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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아토피 경향이 ATCU 환자보다 높다는 이전 연구(Ye 등, 2005)와 같은
결과로써 결론적으로 아토피가 AICU의 위험인자임을 시사한다.

PTGER4 유전자의 유전자형 빈도를 두드러기 환자군과 정상대조군 간에
비교한 결과 1254A>G 다형성의 변이 대립형질의 빈도가 정상대조군에 비해
환자군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 1927G>A 다형성의 경우 변이 대립형질의 빈도
및 유전자형 빈도 모두 아스피린 과민성 두드러기 환자에서 정상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각 유전자의 대립형질을 연구 대상 군끼리 표현형을 비교해
보았지만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는 1254A>G 다형성의 변이 대립형질과
1927G>A 다형성의 GG 유전자형은 AICU로 진행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아스피린

과민성

두드러기

환자와

대조군간의

빈도와

임상적

특징에서도 유의한 결과을 보였던 PTGER4 gene의 promter 부위에 존재하는
1254 A>G의 다형성에서 각각의 유전자형에 따라 전사 조절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promoter reporter assay를 실시하였고, 히스타민이 주로
비만세포에서 분비되는 점을 감안하여 인간 비만 세포주, U937 세포주, Jurkat
세포주에 세포이입을 실시한 결과, 우성 대립형질인 AA 유전자형을 가진
promoter

reporter

construct에서

열성

대립형질인

GG

유전자형

가진

promoter reporter construct보다 약 1.5배 정도 promter 부위의 활성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GG 유전자형을 가질 경우 PTGER4
유전자의

전사활성이

아스피린

과민성

저해되어

두드러기

중합효소연쇄반응(RTPCR)을

비만세포의

발생에

관여할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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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스타민
가능성을

다양한

유리능을
시사한다.

세포주에서의

증가시켜
역전사

PTGER4

유전자의 발현을 통해 PTGER4 유전자의 발현이 확인된 비만 세포주, Jurkat
세포주와 단핵구 세포에서 PGE2가 면역조절자의 역할을 한다 (Demeure CE,
등 1997)는 점에 착안하여 U937 세포주를 세포 내 기능 연구용 세포주로
선정하였다
전사인자는 다른 전사인자와 상호작용을 하여 유전자 발현 시 다른 신호
전달 경로 사이에 crosstalk 가 가능하게 하는데, 전사인자가 유전자의
promoter 부위의 특정 DNA 배열에 결합하거나 이미 DNA 에 결합되어 있는
전사인자의 활성화가 일어나면 전사시작 부위에 인접한 TATA Box에 결합되어
기전전사기구 (basal transcription machinery)와 통하게 되고, 이것이 일련의
기전인자 (basal factor)를 통해 RNA polymerase II의 활성화를 일으키고
유전자 전사와 messenger RNA (mRNA)의 생성을 증가시켜 단백질의 해독이
일어나게

한다.

기전전사기구와

전사인자가
직접적으로

유전자의

promoter

작용하거나

부위의

전사인자를

DNA와

결합하면

기전전사기구에서

활성화시켜 결과적으로 유전자 발현을 증가시킨다.

PTGER4와 전사인자인 SP1을 공동세포이입 (cotransfection) 한 결과,
우성 대립인자인 AA 유전자형을 가진 promter reporter construct는 약 2.8배
정도 전사조절 부위의 활성이 증가되었고, 열성 대립인자인 GG 유전자형을
가진 promter reporter construct는 약 2.5배 정도 전사조절 부위의 활성이
증가되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AA 유전자형을 가질수록 SP1의
전사 활성도가 더 증가 되어 promoter 부위의 활성이 증가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MAZ를 공동세포이입 한 결과 각 유전자형에 따른 차이 없이 약 1.7배
정도 전사조절 부위의 활성이 증가되었다. 이는 전사인자인 SP1과 MAZ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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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GER4 전사조절 부위의 활성을 조절할 것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결과이다.
전기 이동성 교대 분석 실험 결과 1254 GG 대립형질에 비해 1254 AA
대립형질에 전사인자인 SP1이 결합하여 촉진자의 역할을 하고 전사인자인
MAZ가 결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Zine finger 단백질인 SP1 과 MYC 관련
zine finger 단백질인 MAZ는 전사인자로써 GCrich 부위에 결합하여 다양한
유전자의

발현을

활성화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Bossone

SA 등, 1992;

Narayan VA 등, 1996; Her S 등, 1999; Song J 등, 2001; Her S 등, 2003 ).
Serotonin 1a receptor(5HT1a) 유전자에 관한 연구에서 전사조절에 중요한
부위인 TATA Box가 없고 SP1과 MAZ를 공동세포이입 (cotransfection)을
수행하였을 때 promoter 부위에 의해 유전자 발현 활성이 증가되는 것이
보고되었다 (Parks CL 등, 1996). 또한 promoter의 GCrich 부위에서
TATA Box가 없었을 때 GCrich 부위의 전사인자 SP1의 인식부위는
유전자의 기본적인 전사에 중요하다고 보고되었다 (Hapgood 등, 2000). 본
연구자는 PTGER4 promoter 부위의 TATA Box를 찾아본 결과 인간 PTGER4
유전자에서 없는 것을 발견하였다.

PTGER4 1254A>G의 다형성은 TATA Box가 결여된 promter 부위의
GCrich

부위로써

시사된다.

PGE2는

유전자의

기본적인

비반세포로부터

전사에
히스타민

중요한
발생을

부분일

것이라고

방지하고,

그

프로스타노이드가 비반세포의 활성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Coleman 등, 1994; Breyer 등, 2001), 본 연구 결과 1254 G
대립인자를 가질수록 AICU 환자의 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아스피린 과민성
39

두드러기 환자들의 말초혈액 호염기구에서 히스타민 유리능과 PTGER4의 단일
염기 다형성들 사이의 관련성을 비교한 결과, 1254 AG/GG 대립 유전자를
가진

환자들에서

1254

AA

대립

유전자를

가진

환자들보다

히스타민

유리능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1254 G 대립 형질을 가질수록 히스타민
유리능이 증가되어 아스피린 과민성 두드러기 발생에 관여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Rat의 medial preoptic area(MPO)와

frontal cortex(FrCx)에 EP4

수용체 촉진제(agonist, ONOAE1329)로 자극시켰을 때 히스타민 유리능이
증가되었다는 보고도 있다(Huang ZL 등, 2003). 이는 EP4 수용체의 신호전달
기전이 히스타민 유리능에 관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PTGER4 1927G>A 다형성의 경우, 변이 대립형질의 빈도 및 유전자형
빈도

모두

아스피린

과민성

만성

두드러기

환자에서

정상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PTGER4 1927G>A 다형성은 3′UTR 부위로써 3′UTR
부위는 유전자 전사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부위로써 mRNA의 수송과 mRNA의
안정성에 관여한다고 알려져있다(Goldberg IH 등, 1962; Mazumder B 등,
2003; Puga I 등, 2005; Wang D 등, 2005; Kim 등, 2009). 따라서 PTGER4
1927G>A

다형성의

3′UTR

mRNA

안정성

연구를

시행하였지만,

각

대립형질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얻지 못하였다. 이는 PTGER4 1927G>A
다형성 부위는 mRNA의 안정성에 관여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아스피린

과민성

두드러기

환자의

표현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으며, 본 연구는 아스피린 과민성
두드러기로 발병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의 조기 검사 방법 및 아스피린 과민성
두드러기의 치료제 개발 등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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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피린 과민성 두드러기의 영향을 나타내는 보다 더 정확한 병인기전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 보다 더 많은 아스피린 과민성 두드러기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만성 염증반응에 관여한다고 알려진 면역학적, 임상적 특성을 고려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환자

혈청에서의

비만세포를

억제한다고 알려진 사이토카인이나 프로스타노이드가 히스타민 분비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생체 기능 추가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생각한다.

41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아스피린

과민증을

동반한

두드러기

환자와

대조군을

피험자로 선정한 후, 이들에 대한 PTGER4 유전자의 단일 염기다형성의 분포를
조사하였고, 또한 이 유전자 다형성이 아스피린 과민성 두드러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상기 결과들은 PTGER4 1254 GG 대립 유전자에 SP1이나 MAZ같은
전사인자들의 결합능이 변화되어 프로모터 활성화에 영향을 주고 궁극적으로는
히스타민 유리능을 증가시킴으로써 아스피린 과민성 두드러기의 발생에 기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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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enetic Polymorphism Study of Prostaglandin E2 Receptor Subtype
EP4 gene (PTGER4) in AspirinIntolerant Urticaria

Hye Jung Sin

Department of Biomedical Sciences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Supervised by Processor Hae Sim Park)

Introduction: The pathogenic mechanism of ASA (acetylsalicylic acid)
induced chronic urticaria(AICU) is still unknown, but it has been known
that released histamine by cutaneous mast cell activation is considered to
be an important role. Prostaglandin E2 has been identified for inhibition of
neutrophil activation, superoxide release and leukotriene production.
Prostaglandin E2 is also an important modulator of mast cell function and
signaling. Prostaglandin E2 receptor subtype EP4, a G proteincoupled
receptor, mediates suppression of mediator release from mast cell.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ssociation

of PTGER4

gene

polymorphisms with the pathogenesis of AICU. This study also investig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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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unctional

variability

of

the

PTGER4

gene

according

to

the

polymorphisms.

Materials and Methods: The 141 patients with AICU, 153 patients with
ATCU, and 174 normal healthy controls (NC) were recruited from Ajou
University

Hospital,

for

a

casecontrol

association

study.

Two

polymorphisms of PTGER4 (1254A>G and 1927G>A)were genotyped
using a primer extension method. The functional effects of genetic
polymorphisms in PTGER4 gene were analyzed by luciferase reporter
assay, electrophoretic mobility shift assay (EMSA) and histamine releasing
test from basophils.

Results: The minor allele

frequency of PTGER4 1254A>G gene

polymorphisms showed significantly higher in the AICU group than in NC
group (p=0.031, for AICU vs. NC). Promoterreporter construct carrying
the 1254 GG genotype displayed significantly lower promoter activity
than that with 1254 AA construct in three different cell lines including
HMC1 cell line (p < 0.001, respectively). EMSA finding showed that two
transcription factors, SP1 and MAZ bound with lower affinity to the 1254
G than that to the 1254 A allele. Moreover, the AIU patients with 1254
G allele showed significantly higher histamine releasing capacity from
peripheral basophils after the stimulation with antiIgE anti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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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There

results

suggest

that

PTGER4

the

promoter

polymorphisms may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AICU phenotype
by increasing histamine releasibility from peripheral basophils. The
promoter polymorphism may modulate PTGER4 expression by altering the
binding affinities of transcription factors, SP1 and MAZ.

Key

words

Aspirin

PTGER4(prostaglandin

hypersensitivity,
E2

receptor

polymorph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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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ticaria,
subtype

Prostaglandin

EP4

gene),

E2,

Geneti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