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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만성류마티스판막질환 환자의 승모판에서 Transforming Growth 

Factor-ß1의 발현 

 

류마티스심장질환은 유전 소인을 가진 사람에서 A군 연쇄구균성 

인두염에 의해 발생한 자가면역 반응으로 알려져 있다. 급성류마티스 

열의 가장 심각한 합병증은 만성류마티스판막질환으로 환자에게 심각한 

장애를 유발하는 심장 판막의 변형이 발생하는 기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 본 연구에서는 섬유화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transforming growth factor-β1 (TGF-β1)이 만성류마티스판막질환 

환자의 섬유화된 승모판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 그리고 세포외간질의 

변화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만성 

류마티스 판막질환 환자의 승모판 조직 30예와 대조군 15예를 대상으로 

조직소견검색과 alcian blue, Sirius red 염색, TGF-β1과 smooth muscle 

actin(SMA)에 대한 면역조직화학염색, 그리고 TGF-β1 mRNA에 대한 

역전사 연쇄중합효소 반응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류마티스 승모판은 

대조군에 비해서 TGF-ß1의 발현이 증가되어 있었고 TGF-β1의 발현이 

증가된 판막은 신생혈관의 증식, 염증세포의 침윤, 판막간질세포에서의 

SMA의 발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되어 있었고 프로테오글리칸의 

침착 정도와 프로테오글리칸과 아교질의 비율이 감소되어 있었다. TG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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ß1 mRNA의 발현은 류마티스 승모판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증가되어 있는 

경향을 보였고 TGF-β1의 발현 정도와 상관 관계를 보였으나 통계적 

의의는 없었다. 위의 결과는 급성 염증 반응이 있은 지 수십 년이 지난 

후의 만성 류마티스판막질환에서도 판막에 염증이 지속되고 있고 이 염증 

반응을 조절하기 위해 TGF-β1이 과발현되었고 이로 인해 섬유화가 

지속되어 판막의 변형이 발생하는 것이라는 가설을 뒷받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핵심되는 말: 류마티스심장질환, transforming growth factor-β1, 

섬유화, 심장 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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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류마티스판막질환 환자의 승모판에서 Transforming Growth 

Factor-ß1의 발현 

 

< 지 도 교 수  양 우 익>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김 루 시 아 

 

 

Ⅰ. 서론  

심장 판막에 병변이 발생하는 경우, 판막은 협착이나 폐쇄부전 등의 기능 

장애를 나타낸다1. 심장의 판막, 특히 승모판은 해면질, 섬유질, 심실층 

등의 3층으로 구성된 층판 구조를 가진 조직으로2, 항상 혈액의 흐름에 

영향을 받으며, 대부분의 경우 판막의 근위부를 제외하고 첨판 내에 

혈관이 발견되지 않는다3. 또한, 심장 판막은 특성화되고 기능적으로 

적응된 간질세포와 혈관내피세포, 세포외간질로 구성되어 있다4. 

세포외간질은 심장 주기 동안 반복적인 변화에 따라 그 성분과 양이 

조절되며 간질세포는 세포외간질을 합성하고 복구와 재형성을 통하여 

판막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5. 

승모판 협착의 경우 99%가 류마티스판막질환에 의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1,6,7 류마티스판막은 거의 모두 염증 후 섬유화 소견을 보인다1,6-8. 



      4

염증 후 섬유화를 일으키는 류마티스심장질환은 오랜 세월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병인이 알려져 있지 않으나 현재까지는 유전 소인을 

가진 사람에서 A군 연쇄구균성인두염 (group A streptococcal 

pharyngitis)에 의해 발생한 자가면역반응으로 이해되고 있다9. 급성 

류마티스열의 가장 심각한 합병증은 만성류마티스심장질환으로 급성 

염증성 병변이 치유되는 과정과 판막의 변형으로 인해 발생한 혈액의 

난류로 인해 섬유화가 초래된다고 생각되었다1. 그러나 여러 연구에 

의하면 급성류마티스열 뿐만 아니라 10년이나 20년 후의 만성류마티스 

심장질환에서도 판막에 면역 반응이 계속된다고 한다9-12. 급성류마티스 

열의 경우 체액성 면역이 주를 이루는데 비하여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에서는 세포성 면역이 주된 역할을 하고9, 급성과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에서 판막에 침윤되어 있는 염증세포는 대부분 T 림프구 

이지만10,11 급성류마티스열 환자의 CD4 양성 T 림프구는 Th1 형이고 

만성류마티스심장질환에서는 Th2 형의 T 림프구인 것으로 밝혀져12, 

급성 심염에서 작용하는 T 세포의 기능과 만성류마티스 심장질환에서 

주된 기능을 하는 세포성 면역기전은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면역 반응에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이것 만으로 만성류마티스 

판막질환에서 섬유화가 계속 진행되는 기전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심장판막질환의 병인과 섬유화의 기전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야 

시작되었다3,5,13. 점액종승모판질환에서는 판막의 간질세포가 점액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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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모판의 기질 분해와 재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5,13. 

점액종승모판의 판막간질세포는 활성화된 근섬유모세포의 형태를 

보이면서 여러 종류의 기질분해효소, cathepsin, interleukin-1ß와 같은 

기질을 분해하는 효소와 싸이토카인의 발현이 증가되어 있지만 기질의 

아교질 mRNA 양은 증가하지 않아서 판막간질세포의 기질 합성과 분해의 

항상성이 깨져 있기 때문에 첨판에 기능적인 이상이 생긴다고 하였다5. 

다른 연구에서는 점액종승모판에서 endothelin 수용체의 밀도가 섬유화의 

정도와 관련이 있고 endothelin-1이 판막간질세포를 증식시켜 기질 

합성을 촉진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하였다13. 그러나 여기에서 나타나는 

섬유화는 혈관내피세포의 손상으로 인해 이차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성 

섬유화로 생각된다8,13. 승모판에 인위적인 손상이 가해졌을 때 치유되는 

과정을 형태적으로 관찰한 Tamura 등에 의하면, 다른 조직에서의 상처 

치유 과정과는 다르게 치유가 진행되면서 염증세포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섬유모세포가 근섬유모세포로 표현형이 바뀌고 판막 첨판에 신생혈관이 

출현하는 소견이 나타난다고 하였고3, 이때 볼 수 있는 육아조직은 

역류성 승모판에서 볼 수 있는 반응성 섬유화와 유사한 조직 소견을 

보였다. 만성 류마티스 판막질환에서 볼 수 있는 섬유화는 신생혈관이 

증식하면서 염증세포가 침윤되는 등 점액종승모판의 반응성 섬유화와는 

다른 소견을 보여 이 두 섬유화가 나타나는 기전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만성류마티스판막질환에서 볼 수 있는 판막의 섬유화가 

진행되는 기전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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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에서 발생하는 섬유화의 과정에는 여러 종류의 싸이토카인, 성장인자, 

효소 등이 작용하게 되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transforming growth factor-ß (TGF-ß)가 있다14-16. TGF-ß는 이합체 

폴리펩티드 성장인자의 한 일원으로, 사람의 경우 3가지의 동형을 가지고 

있고 이 중에서 TGF-ß1이 조직의 섬유화와 가장 관련이 많다. 상피세포, 

내피세포, 조혈세포, 신경세포, 결합조직세포 등 신체의 거의 모든 

세포에 TGF-ß와 그 수용체가 분포한다14,15,17.  TGF-ß는 세포의 증식과 

분화, 배 발생, 신생혈관 형성을 조절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한다18. 

동맥경화증에서는 지단백함유 프로테오글리칸의 생성을 촉진하고 

평활근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19, 심근 조직에서는 

섬유모세포가 심근세포의 특성을 보이도록 표현형을 조절하고 혈관 

형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20,21. TGF-ß가 과발현되면 신장, 간, 

그리고 폐에 섬유화를 유발하고, 섬유화된 장기에서 TGF-ß와 그 mRNA의 

수치가 높다18,22,23. 특히 조직 치유과정에서는 섬유모세포가 기질 

단백질을 생성하도록 하고 기질을 분해하는 단백질분해효소의 합성을 

억제함과 동시에 단백질분해효소 억제제의 합성은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기질단백질이 침착되는 것을 촉진한다14. 정상 상태에서는 조직 손상이 

일어나면 TGF-ß1의 합성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가 음성되먹임고리에 

의해 TGF-ß1의 발현이 조절되어 섬유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병적인 상태이거나 손상이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경우 TGF-ß1의 발현이 

계속 증가하여 세포외간질의 침착으로 인해 섬유화가 유발된다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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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시노이드판막질환의 원인이 되는 세로토닌은 TGF-β1의 발현을 

증가시키는 인자로, 카르시노이드판막에서 증가되어 있는 smooth muscle 

actin 양성 간질세포에서 latent TGF-ß-associated peptide (LAP)의 

발현이 증가되어 있고 배양된 판막간질세포에 세로토닌으로 자극을 

주었을 때 TGF-ß1 mRNA의 증가와 세포외간질의 침착을 관찰할 수 

있었다고 한다24. 그러나 만성류마티스판막질환 환자의 판막에서 TGF-

ß1의 발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는 없는 상태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섬유화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TGF-ß1이 염증 후 섬유화를 보이는 류마티스승모판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 그리고 세포외간질의 침착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연구하여 만성류마티스판막질환에서 보이는 섬유화의 

기전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8

Ⅱ. 재료 및 방법  

 

1. 연구대상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세브란스병원 흉부외과에서 2002 년부터 

2003 년까지 류마티스판막질환으로 승모판치환술을 시행 받은 환자 

30 예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형적인 만성류마티스 판막 

질환의 임상소견과 심초음파소견, 육안소견을 보이고 감염성 

심내막염이나 아교질혈관질환의 병력이 없는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조군으로는 심장판막질환이 아닌 다른 질환으로 심장이식수술을 받은 

환자 1 예와 3 명의 심장 공여자, 그리고 심장과 관련이 없는 질환으로 

사망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부검한 환자 10 예와 인하대병원에서 

부검한 환자 1 예를 대상으로 하였다. 심장 공여자의 경우 각 환자에게서 

승모판이나 대동맥판막 조직의 일부를 적출하였고 부검 예에서는 승모판 

조직을 적출하였다. 모든 예에서 육안 검색을 시행하여 승모판에 이상이 

없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판막은 수술 즉시 육안검색을 실시하여 

일부는 RNA 를 검출하기 위하여 액화질소에 급속 냉동하여 영하 70 도에 

보관하였다. 나머지 조직은 조직검색과 면역조직 화학염색을 위해 

포르말린에 24 시간동안 고정한 후 파라핀에 포매하였다.  

 

2. 연구방법  

가. 환자의 임상기록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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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 환자의 임상기록을 검토하여 환자의 연령, 성별, 승모판 

기능부전의 종류, 동반 질환의 유무, 류마티스열 병력의 유무, 수술 전 

승모판성형술을 받은 병력, 임상진단 등을 확인하였다.  

 

나. 병리검색  

승모판 조직을 육안으로 검색하여 첨판의 경직성, 맞교차의 융합, 석회화, 

힘줄끈의 융합, 힘줄끈의 형태와 비정상적 부착 등의 소견을 살펴보았다. 

조직검색을 위하여 파라핀포매조직을 4μm 두께로 절편하여 헤마톡실린-

에오신 염색을 시행하여 광학현미경 하에서 섬유화, 염증세포의 침윤과 

침윤된 부위, 신생혈관의 형성, 점액양변성, 석회화 등의 소견이 있는지 

검색하여 그 정도를 각각 변화 없음 (0), 경도 (1+), 중등도 (2+), 심함 

(3+) 의 4 단계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승모판 구조의 손상 유무, 첨판의 

부분적인 괴사와 혈전의 유무에 대하여 검색하였다. 판막의 층판 구조의 

변형을 보기 위해 Movat pentachrome 염색 26, 판막기질 내의 프로테오 

글리칸의 침착 정도를 보기 위해 alcian blue 염색 (pH 2.0), 아교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Sirius red 염색 27 을 시행하였다. Sirius red 염색과 

alcian blue 염색에 대한 정량화는 형태계측기 (KS400 Ver.2.0, Zeiss, 

Germany)를 이용하였다. 모든 조직에 대하여 같은 정도의 역치 값을 

적용하였고 전체 영역에 대하여 양성을 보이는 영역의 퍼센트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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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면역조직화학염색  

파라핀 포매조직을 4μm두께로 연속 절편하여 자일렌으로 파라핀을 

제거하고 알콜로 함수시킨 후 30분간 0.3% 과산화수소로 처리하여 내인성 

과산화효소를 차단하였다. 인산염완충액으로 10분간 씻은 다음 항원성 

회복을 위하여 10mM 구연산완충용액에 담근 채 마이크로파 압력 용기를 

이용하여 20분간 가열하였다. TGF-ß1의 경우 이 과정을 생략하였다. 

TGF-ß1 (Serotec, Oxford, UK), vimentin (M7020, Dako cytomation, 

Glostrup, Denmark), α-smooth muscle actin (SMA) (Dako cytomation), 

CD3 (Novocastra, Newcastle, UK), CD20 (BD Pharmingen, San Diego, CA, 

USA), CD68 (Dako cytomation)에 대한 항체를 일차 항체로 사용하고 

실온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바이오틴 (Cap-plus kit, Zymed, San 

Francisco, CA, USA)이 부착된 2차 항체를 30분간 적용시키고 

인산염완충액으로 씻은 후 스트렙트아비딘-과산화효소시약 (Cap-plus kit, 

Zymed)으로 처리하고 다시 인산염완충액으로 씻었다. 다이아미노 

벤지딘으로 발색한 다음 헤마톡실린으로 대조염색을 시행하였다. 

TGF-ß1 에 대한 반응은 양성을 보이는 부위가 간질인 경우 양성을 

보이는 부위가 가장 넓은 곳에서 저배율 (X40) 시야에서 양성을 보이는 

간질의 범위에 따라 <5% (0), 5% ≤ < 25% (1), 25% ≤ < 50% (2), 50% ≤ 

(3) 의 4 단계로 나누었고, 양성을 보이는 부위가 혈관내피세포인 경우 

증식되어 있는 혈관 중에서 혈관내피세포에 양성 반응을 보인 부위가 <5%, 

5% ≤ < 25%, 25% ≤ < 50%, 50% ≤ 일 때 각각 0, 1, 2, 3 으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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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 에 대한 반응은 양성을 가장 많이 보이는 부위를 기준으로 

판막기질에 양성을 보이는 세포의 반응 정도를 <5% (0), 5% ≤ < 25% (1), 

25% ≤ < 50% (2), 50% ≤ (3) 의 4 단계로 나누었다. Vimentin 에 양성을 

보이는 세포는 양성 반응을 보이는 간질세포의 수를 현미경(BX40, 

Olympus, Tokyo, Japan) 400 배 시야에서 무작위로 10 회 세어 그 평균을 

계산하여 세포 밀도를 측정하였다 

 

라. RNA 검출 

전체 RNA 는 신선한 상태에서 동결된 승모판 조직에서 QIAamp® RNA 

blood mini kit (Qiagen, Hilden, Germany)을 이용하여 추출하였다. 검출 

방법은 제조업자가 제시한 방법을 그대로 따랐다. 추출한 RNA 양은 분광 

광도계 (DU650, Beckman, USA)로 계산하였다.  

 

마. 반정량적 역전사 연쇄중합효소반응 

총 45예 중 류마티스 승모판 23예와 대조군 4예에서 총 RNA가 의미 있게 

검출 되어 이 증례에 대하여 TGF-β1 mRNA에 대한 역전사 연쇄중합효소 

반응을 시행할 수 있었다. 전체 RNA(1μg)는 Oligo-dT 시동체를 이용하여 

제조업자가 제시한 대로 Omniscript® RT kit (Qiagen)를 사용해서 

역전사반응을 시켜 cDNA를 만들었다. 역전사 연쇄중합 효소반응에서는 

사람의 TGF-ß1과 ß-actin에 대한 cDNA 염기서열에서 디자인된 센스와 

안티센스 시동체를 사용하였다28 (Table 1). 증폭 반응은 2µl의 10x Taq 



      12

buffer, 1µl의 primer (10pmol), 0.2µl의 Ex Taq polymerase (1unit) 

(RR001, Takara, Shiga, Japan), 2µl의 dNTP 혼합물 (각각 2.5mM), 6µl의 

10% glycerol에 cDNA 1µg를 첨가하여 20µl가 되도록 하였다. 

ß-actin에 대한 연쇄중합효소반응은 94˚C에서 1분간 변성, 60˚C에서 

1분간 불림, 72˚C에서 1분간 확대 반응을 25주기로 시행하였고, TGF-

ß1의 경우 95˚C에서 1분간 변성, 60˚C에서 1분간 불림, 72˚C에서 

1분간 확대 반응을 45주기로 시행하였다. 마지막 주기는 72˚C에서 5분간 

확대 과정을 시행하였다. 증폭된 DNA는 1.5% agarose gel (Sigma, 

St.Louis, MO, USA)에 전기 영동하여 나타난 밴드의 음영을 음영 

계측기로 측정하였다. TGF-ß1 의 양을 반정량화 하기 위해 각 밴드의 

음영과 ß-actin 의 음영의 비로 환원하였다.  

 

3. 통계  

통계 분석은 PC-SPSS (Ver. 11.0)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기술 통계 

분석을 통해 측정값을 중앙값과 범위로 제시하였다. 조직소견과 

면역조직화학 소견은 각각 Fisher의 정확도 검정 (Fisher’s exact 

test)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TGF-ß1 mRNA 양과 세포 밀도, 

프로테오글리칸과 아교질의 침착 정도는 Mann-Whitney U 검정과 Kruskal-

Wallis 검정을 시행하여 분석하였다. 유의 수준은 0.05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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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1. 임상소견 

만성류마티스판막질환으로 진단된 30예의 평균 연령은 49.7세 (범위: 25 

– 74세)이었고, 남자가 13명 (43.3%), 여자가 17명 (56.7%)이었다. 

승모판협착증의 소견을 보인 증례는 15명 (50%), 승모판협착과 역류의 

소견을 보인 증례는 10명 (33.3%)이었고 승모판역류의 소견은 5명 

(16.7%)에서 볼 수 있었다. 승모판의 이상과 함께 다른 판막의 이상을 

관찰할 수 있었던 환자는 23명 (76.7%)이었다. 류마티스열의 병력을 

알고 있는 환자는 1예 밖에 없었고, 승모판치환술을 시행하기 전에 

승모판성형술을 시행한 예는 6예 (20%)였다. 

대조군은 총 15예이었고 평균연령은 39.9세 (범위: 10 – 73세)이었으며, 

남자가 12명 (80%), 여자가 3명 (20%)이었다. 심장이식수술을 받은 

1명은 Marfan 증후군을 가지고 있었고 확장성심근증으로 심장이식수술을 

받았으나 육안적으로 승모판에 특별한 이상을 보이지 않았다. 심장 

공여자 3명 역시 육안적으로 판막에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았고, 나머지 

11명은 심장 이외의 다른 질병이나 사고로 사망하여 부검한 예로 심장에 

특이한 소견을 보이지 않았다. 

   

2. 조직소견 

대조군의 승모판은 세 층의 판막 층판구조가 잘 유지되어 있었다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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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와 1B). 이 중 3예 (20%) 에서만 경도의 섬유화를 볼 수 있었으며 

나머지의 경우에서는 섬유화가 보이지 않았다. 2예 (13.3%)에서는 

국소적으로 소수의 림프구가 기질에 침윤하고 있었다. 면역조직화학 

염색에서 CD68 양성 대식세포가 기질에 많이 침윤해 있었다. 11예 

(73.3%) 에서 경도의 점액양변성을 관찰할 수 있었고 2예 (13.3%) 

에서는 중등도의 점액양변성을 볼 수 있었다. 신생혈관의 형성이나 

석회화, 판막 첨판의 괴사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이와는 달리 만성 류마티스승모판의 경우 모든 예에서 중등도 이상의 

섬유화로 인해 판막첨판의 구조가 변형되어 있었다 (Figure 1C). 26예 

(86.7%)에서 신생혈관이 주로 첨판의 중심부에 증식되어 있었으며, 이 중 

25예에서는 두꺼운 근육벽을 가진 혈관이 분포하고 있었고 한 예에서는 

모세혈관과 유사한 혈관의 형태를 보였다. 15예 (50%)에서 염증세포가 

판막첨판에 침윤해 있었는데 (Figure 1D), 대부분의 경우 혈관 주변의 

간질 내에 분포하고 있었고 혈관 주변부와 내피세포하간질에 침윤한 

경우가 1예 있었다. 류마티스승모판에서는 주로 T 림프구가 혈관 주위의 

간질에 침윤해 있었고 (Figure 1E), 소수의 대식세포가 간질과 혈전 

부위에 침착되어 있었다. 11예 (36.7%)에서는 판막의 표면이나 판막간질 

부위에 국소적으로 혈전이 부착되어 있었다. 첨판의 석회화는 18예 

(60%)에서 볼 수 있었고, 첨판에 부분적으로 간질의 괴사를 보이는 

경우는 11예 (36.7%)이었다. 이러한 경우는 주로 섬유화가 아주 심한 

부위에서 관찰할 수 있었다. 점액양변성은 18예 (60%)에서 볼 수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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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4예 (13.3%)에서는 중등도 이상의 점액양변성을 보였다 (Table 2). 

수술 전 승모판치환술을 받은 병력이나 승모판 이외의 다른 판막에도 

이상이 동반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군 사이에 다른 점을 관찰할 수 

없었다. 또한 연령과 조직소견과의 상관관계는 관찰되지 않았다. 

관찰되는 조직소견 사이의 연관성을 살펴본 결과, 승모판의 섬유화가 

심하게 나타나는 증례에서 신생혈관이 많이 증식되어 있었고(p=0.000), 

혈관 주변의 간질에 염증세포의 침윤이 증가되어 있었으며(p=0.033) 이로 

인해 판막 첨판의 구조가 변형되었고, 여기에 석회화 (p=0.000)와 판막 

첨판의 괴사 (p=0.004), 혈전의 부착 (p=0.009)을 관찰할 수 있었다. 

점액양변성은 승모판에 섬유화가 적은 경우, 그리고 석회화가 없는 

증례에서 관찰되는 경향을 보였다. 

 

3. 면역조직화학염색 소견 

가. 만성류마티스판막질환 환자의 승모판에서 TGF-ß1의 발현 

TGF-ß1에 대한 면역조직화학염색에서 류마티스승모판은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TGF-ß1의 발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되어 있었다 

(Table 3). TGF-ß1의 발현 부위를 살펴보면, 대조군에서는 TGF-ß1이 

내피세포하간질에서 양성을 보인 반면 (Figure 2A 와 2B) 류마티스 

승모판 중 13예 (43.3%)에서는 혈관의 내피세포에 양성을 보였고 (Figure 

2C 와 2D), 3예 (10%)에서는 간질과 간질세포에서 양성을 보였으며, 13예 

(43.3%) 에서는 혈관의 내피세포와 간질에서 모두 양성을 보였다. TGF-



      16

ß1이 판막의 간질에 양성을 보이는 경우 주로 혈관 주위의 간질이나 

혈전이 있는 부위에 염색되었다 (Fig 3). 승모판의 섬유화가 심할수록 

TGF-β1이 높게 발현되었고 (p=0.000), 이러한 경우 TGF-β1은 주로 

신생혈관의 내피세포에서 양성을 보였다. 또한 TGF-β1의 발현은 

염증세포의 침윤 (p=0.004)과 신생혈관의 증식 (p=0.007), 판막간질의 

석회화 (p=0.000) 와도 관련이 있었다. 그러나 점액양변성과는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나. 만성류마티스판막질환 환자의 승모판에서 SMA의 발현 

SMA는 28예 (93.3%)에서 류마티스판막의 간질세포에 양성을 보여 

대조군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발현하였다 (Table 4), 또한 

승모판의 섬유화 정도와 SMA의 발현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p=0.001), TGF-ß1의 발현과 SMA의 발현 사이에도 

관련성이 있었다(p=0.004)  

 

다. 만성류마티스판막질환 환자의 승모판에서 기질 성분의 변화 

(1) 판막기질에서의 프로테오글리칸의 침착 정도 

프로테오글리칸의 침착 정도를 알기 위하여 alcian blue가 침착된 면적을 

형태계측기를 이용하여 정량화하였다. 류마티스승모판에서는 프로테오 

글리칸이 판막간질 면적의 3.75% (중앙값)를 차지하였고(범위: 0– 23.5%) 

대조군의 경우 13.25%(중앙값)를 차지하여 (범위: 0 - 41.9%) 두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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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4)(Figure 5A). 대조군에서는 

해면질층에 프로테오글리칸이 침착되어 있었고 (Figure 3A), 류마티스 

승모판의 경우 혈관주위간질이나 치밀한 섬유화를 보이는 간질의 

중심부가 성긴 구조를 보이면서 이 부위에 프로테오글리칸의 침착이 

증가되어 있었다 (Figure 4A). 다른 예에서는 내피세포하간질에 

프로테오글리칸이 침착되어 있으면서 판막간질세포가 증식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부위는 반응성 섬유화가 일어난 부위일 것으로 생각하였다. 

(2) 아교질 침착 정도 

Sirius red 염색을 시행한 후 편광현미경하에서 형태계측기를 이용하여 

아교질의 침착 정도를 정량하였을 때 류마티스 승모판의 경우 중앙값이 

23.0% (범위: 8.1 – 51.4%)이었고 대조군은 중앙값이 11.2% (범위: 5.9 – 

22.0%)로 두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00) 

(Figure 5B). 또한, 류마티스 승모판(중앙값: 0.15, 범위: 0 - 2.55)의 

경우 대조군 (중앙값: 1.04, 범위: 0 - 2.91)보다 프로테오글리칸과 

아교질의 비가 감소해 있었다 (p=0.001) (Figure 6A). 대조군에서는 

섬유질층에서 아교질의 침착을 볼 수 있었고 (Figure 3B) 류마티스 

승모판의 경우 치밀한 섬유화가 있는 부위에서 양성을 보였으며 

혈관주위간질에서는 아교질의 침착이 적었다 (Figure 4B). 또한 alcian 

blue에 양성을 보이는 부위는 Sirius red 염색에 음성을 보였다.  

(3) 류마티스 승모판에서 TGF-ß1과 SMA의 발현 부위에서의 아교질과 

프로테오글리칸의 침착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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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GF-ß1의 발현이 증가할수록 프로테오글리칸의 침착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인 의의는 없었고 (p=0.087) 아교질의 침착과는 뚜렷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p=0.34). 그러나, TGF-ß1이 발현되는 증례에서 

프로테오글리칸과 아교질의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p=0.04) 

(Figure 6B). TGF-ß1은 주로 혈관의 내피세포와 혈관 주위의 간질에서 

발현되었고 이 부위는 아교질의 침착이 치밀한 섬유화를 보이는 부위보다 

감소되어 있었다 (Figure 4C). 한편 대부분의 경우 TGF-ß1에 양성인 

부위와 프로테오글리칸이 침착된 부위가 일치하지는 않았다. SMA에 

양성을 보이는 세포는 주로 세포밀도가 높으면서 아교질 침착이 많은 

부위와 반응성 섬유화로 생각되는 내피세포하간질 부위에 분포하고 

있었다 (Figure 4D). SMA에 양성을 보이는 부위는 그렇지 않은 부위와 

비교했을 때 세포 밀도가 증가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부위가 아교질이나 

프로테오글리칸의 침착 부위와 일치하지는 않았다.  

 

라. Vimentin에 양성을 보이는 판막간질세포 밀도의 차이 

Vimentin에 양성을 보이는 판막간질세포의 밀도는 류마티스판막에서 

중앙값이 107.2개 /HPF (범위: 75.2 – 173.3개)이었고 대조군의 경우 

중앙값이 118.4개 /HPF (범위: 61.2 – 162.4개)로 두 집단 간에 통계적 

차이가 없었고 섬유화의 정도나 점액양변성 정도, TGF-ß1의 발현 유무에 

따른 간질세포의 밀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대조군의 경우 부위에 따라 

간질세포의 밀도에 차이가 없었으나 류마티스 승모판에서 판막간질세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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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도가 부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는데 치밀한 섬유화를 보이는 부위는 

세포밀도가 낮고 혈관 주위나 점액양변성을 보이는 간질은 세포 밀도가 

높게 나타났다.  

 

4. TGF-ß1 mRNA 의 발현 

류마티스판막 23예와 대조군 4예에서 모두 TGF-ß1 mRNA를 검출할 수 

있었고 (Figure 7A) 류마티스 승모판 (중앙값: 1.68, 범위: 1.09-3.07) 

에서 대조군 (중앙값: 1.11, 범위: 0.75-1.98)에 비해 TGF-β1 mRNA가 더 

높게 검출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p=0.065) 통계적 의의는 없었다 (Figure 

7B). 또한 TGF-ß1 mRNA의 발현 정도는 승모판의 기질에서 TGF-ß1이 

발현되는 경우가 발현되지 않는 경우보다 더 높게 검출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p=0.068) 통계적인 의의는 없었다 (Figure 7C). 한편 TGF-ß1 

mRNA의 발현과 섬유화의 정도, SMA의 양성 정도, 아교질과 프로테오 

글리칸의 침착 정도와의 관련성은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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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tails of the Nucleotide Sequences of the Sense and 

Antisense Primers, the PCR Amplification Product and the Primer 

Concentrations 

Gene Sequence PCR 

product

(bp) 

Primer 

concentration 

(μm) 

Β-actin    

Sense 5’-GTGGGGCGCCCCAGGCACCA-3’ 540 1.0 

Antisense 5’-CTCAATGTCACGCACGATTTC-3’   

TGF-β    

Sense 5’-CAAGCAGAGTACACACAGCA-3’ 442 1.0 

Antisense 5’-GATGCTGGGCCCTCTCCAGC-3’   

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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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Histologic Findings between Rheumatic Mitral 

Valves (RMV) and Control Group Valves 

 

Variables  RMV Control 

(-) 15 (50.0%) 13 (86.7%) 

(1+) 13 (86.7%) 2 (13.3%) 

Inflammation 

(2+) 2 (6.7%) 0 (0%) 

(-) 4 (13.3%) 15 (100%) 

(1+) 6 (20.0%) 0 (0%) 

(2+) 10 (33.3%) 0 (0%) 

Neovascularization 

(3+) 10 (33.3%) 0 (0%) 

(-) 0 (0%) 12 (80%) 

(1+) 0 (0%) 3 (20%) 

(2+) 3 (10%) 0 (0%) 

Fibrosis 

(3+) 27 (90%) 0 (0%) 

(-) 12 (40%) 2 (13.3%) 

(1+) 14 (46.7%) 11 (73.3%) 

(2+) 3 (10.0%) 2 (13.3%) 

Myxoid 

degeneration 

(3+) 1 (3.3%) 0 (0%) 

(-) 12 (40%) 15 (100%) Calcification 

(+) 18 (60%) 0 (0%) 

(-) 0 (0%) 12(80.0%) Architectural 

distortion (+) 30 (100%) 3 (20.0%) 

(-) 19 (63.3%) 15 (100%) Patchy necrosis 

(+) 11 (36.7%) 0 (0%) 

(-) 19 (63.3%) 15 (100%) Thrombus  

formation (+) 11 (36.7%) 0 (0%) 

RMV: rheumatic mitral val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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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TGF-ß1 Expression between Rheumatic Mitral 

Valves (RMV) and Control Group Valves  

 

 TGF-ß1 expression rate p-value* 

 0 1+ 2+ 3+ 

Total 

  

RMV 0 9 11 10 30 

 (0%) (30.0%) (36.7%) (33.3%) (100%) 

Control 4 8 3 0 15 

 

p=0.000 

 (26.7%) (53.3%) (20.0%) (0%) (100%)  

RMV: rheumatic mitral valve 

*: P value was calculated by Fisher’s exact test for TGF-ß1 

expression rate between RMV and control groups 

 

 

 

Table 4.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Results of SMA Expression in 

Rheumatic Mitral Valves and Control Group Valves 

 

 Expression rate of SMA Total p-value* 

 0 1+ 2+ 3+   

RMV 2 9 14 5 30 

 (6.7%) (30.0%) (46.7%) (16.7%) (100%) 

Control 6 8 1 0 15 

 (40.0%) (53.3%) (6.7%) (0%) (100%) 

 

p=0.000 

RMV: rheumatic mitral valve 

SMA: smooth muscle actin 

*: P value was calculated by Fisher’s exact test for SMA expression 

rate between RMV and control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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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Histologic findings of rheumatic and control valves. A) 

Valvular leaflet of control group showed well preserved leaflet 

architecture representing spongiosa, fibrosa, and ventricularis (from 

top to bottom). (H&E, x40) B) Leaflet architecture was easily 

discernable on Movat pentachrome stain. Collagen stained yellow, 

elastin black, proteoglycan blue, and smooth muscle red. (Movat 

pentachrome, x40) C) Rheumatic mitral valve demonstrated extensive 

fibrosis, neovascularization and distorted architecture. (H&E, x40) D) 

Inflammatory cells were infiltrated in the perivascular stroma of the 

rheumatic mitral valve. (H&E, x200) E) Infiltrating inflammatory cells 

in perivascular stroma were mainly composed of CD3 positive T 

lymphocytes. (CD3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x400)  

 

A B 

C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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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for TGF-β1. Control valves 

showed positivity for TGF-β1 in the subendothelial stroma(A). (x40) 

Valvular interstitial cells and extracellular matrix expressed TGF-β1 

(B). (x400) TGF-β1 was expressed in the vessel walls and 

perivascular stroma of rheumatic mitral valves (C) (x100). In this case, 

endothelial cells, smooth muscle cells of the vessels, perivascular 

interstitial cells and matrix were reactive for TGF-β1 (D). (x400) 

B A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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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Extracellular matrix deposition in control valves. A) Alcian 

blue positive proteoglycan was deposited in the spongiosa of valvular 

leaflet. (Alcian blue, x40) B) In contrast, collagen was stained in the 

fibrosa of valvular leaflet on Sirius red staining. (Sirius red, polarizing 

microscopy, x40)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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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GF-β1 and SMA expression and extracellular matrix 

deposition on rheumatic mitral valves. A) Alcian blue positive 

proteoglycan was deposited in perivascular stroma in which collagen 

deposition was not seen (B). C) TGF-β1 was also expressed in the 

perivascular stroma but this areas did not overlapped with the alcian 

blue or Sirius red positive area. D) SMA positive interstitial cells were 

in the subendothelial stroma. (A: Alcian blue, x40, B: Sirius red, 

polarizing microscopy, x40, C: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for 

TGF-β1, x40. D: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for SMA, x40)  

 

 

 

 

 

 

D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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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30) (N=14) B (N=30) (N=15)  

Figure 5. Proteoglycan and collagen deposition in matrix of mitral valves. 

A) In rheumatic mitral valve group (RM) alcian blue positive proteoglycan 

was less deposited than that in control group (p=0.014*). B) Rheumatic 

mitral valve group (RM) showed extensive collagen deposition compared with 

control group (p=0.00*). Blue bars represented median value of each groups. 

*: P value was calculated by Mann-Whitney U test 

N: number  

A (N=30) (N=14  B (N=19) (N=25  

Figure 6. Ratio of proteoglycan and collagen deposition in matrix of mitral 

valves. A) In rheumatic mitral valve group (RM), the ratio of proteoglycan and 

collagen was lower than that in control group. (p=0.001*) B) The ratio of 

proteoglycan and collagen was decreased according to the increased TGF-β1 

expression (p=0.04*). Blue bars represented median value of each groups. 

*: P value was calculated by Mann-Whitney U test.  

N: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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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Actin

TGF-b1

C1  C2  C3 17 18   19  20   21   23   24  26

C1  C2  C3 17  18  19   20  21  23  24  26

540bp

442bp

 

B
(N=23) (N=4)

C
(N=2) (N=7) (N=9) (N=9)

 

 

Figure7. TGF-ß1 mRNA expression in mitral valves. A) TGF-ß1 mRNA was 

expressed in all control (C1,C2,C3) and rheumatic mitral valves 

(17,18,19,20,21,23,24,26). B) Rheumatic mitral valves demonstrated 

increased TGF-ß1 mRNA expression compared with control group but this 

finding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65*). C) TGF-ß1 mRNA 

expression showed tendency of positive correlation with TGF-ß1 expression 

on immunohistochemistry (p=0.068 #). Blue bars represented median value of 

each groups. 

*: P value was calculated by Mann- Whitney U test 

#: P value was calculated by Kruscal-Wallis test 

N: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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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본 연구에 의하면 만성 류마티스 판막질환을 가진 환자의 승모판에서 

TGF-β1 의 발현이 증가되어 있었고 이러한 소견은 판막의 섬유화의 정도, 

신생혈관의 증식, 염증세포의 침윤, 판막첨판의 석회화, 그리고 

판막간질세포의 SMA 발현과 상관 관계를 보였으며 TGF-β1 mRNA의 발현 

정도와 연관성을 보였다. 또한 TGF-β1의 발현이 증가되어 있는 판막은 

기질에 프로테오글리칸의 침착이 감소되어 있었고 프로테오글리칸과 

아교질의 비가 감소되어 있었다.  

만성 류마티스 판막질환은 급성류마티스열 환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후유증으로 보통 급성류마티스열을 앓은 지 수십 년 후에 증상이 

나타나고 이 때 판막에 심한 섬유화와 판막 구조의 변형을 볼 수 있다9. 

이러한 판막의 변형이 발생하는 기전에 대해서는 급성 염증이 치유되는 

과정에서 판막의 변형이 초래되고 이로 인해 발생한 혈액의 난기류 

때문에 점차적으로 섬유화가 진행된다는 가설과 판막에 염증이 지속되어 

이에 의해 섬유화가 진행한다는 가설이 있지만 아직 논란이 많다.  

Kemeny 등에 의하면 급성류마티스열 환자에서뿐만 아니라 급성 염증을 

앓은 지 수십 년이 지나서 절제된 판막 조직에서도 판막간질에 염증 

세포가 침윤되어 있고, 이 세포는 주로 T 림프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고29, Golbasi 등은 만성류마티스판막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서 C-

reactive protein 수치가 높아져 있다고 보고하였다30. Ayoub 등은 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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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마티스판막질환 환자에서 A군 연쇄구균 항체수치가 계속 증가되어 있고 

판막을 절제하고 난 후에 이 항체수치가 떨어지는 것을 관찰하였다31. 

또한 대부분의 만성류마티스판막질환 환자에서 판막 조직에 A군 연쇄구균 

수퍼항원과 관련된 T 림프구만 제한적으로 침윤해 있었다는 연구도 

있었다32.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만성 류마티스 판막질환에서 볼 수 있는 

판막의 변형이 A군 연쇄구균 수퍼항원에 의해 유발된 자가면역반응이 

수십 년 후까지도 지속되고 이로 인해 염증과 섬유화가 지속되어 

초래되었다는 가설을 강하게 뒷받침해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TGF-ß는 조직의 섬유화를 주도하는 싸이토카인으로16, 발현이 억제되면 

동맥경화반의 염증세포의 침윤이 증가하고 섬유화가 감소하는 등 

동맥경화증에서 염증반응과 섬유화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33, T 림프구의 분화를 억제하고 naive T 림프구를 memory T 

림프구로 전환시키며34, 혈관세포가 부착분자나 케모카인을 발현하는 

것을 감소시켜 항염증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5,36. 한편, 

자가면역에 의한 선천성심장차단 (congenital heart block)에서 TGF-β의 

분비가 TNF-α의 증가와 동반하여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비가역적인 

반흔이 생성되었다는 연구가 있다37. 염증성장질환에서 TGF-ß가 Smad 

7의 과발현으로 인해 TNF 유발성 NF-kappa B의 활성을 감소시키지 못해서 

염증성장질환에서 나타나는 염증반응을 억제하지 못하였고38, 만성 

간질환에서 TGF-ß와 TGF-ß 수용체 II형, Smad 단백질의 발현이 염증과 

섬유화의 정도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였다39. 이러한 소견은 조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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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GF-ß의 발현이 염증반응에 대한 조절의 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으로, 

염증반응이 심한 질환에서 염증성 싸이토카인에 의해 유발된 TGF-ß의 

과발현이 염증반응을 억제하는 동시에 간질세포를 자극하여 아교질의 

침착을 유도함으로써 염증과 함께 섬유화가 일어났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판막 조직의 염증세포의 침윤과 섬유화, 

그리고 TGF-ß1의 발현이 서로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통계적 의의는 

없었지만 TGF-ß1 mRNA의 발현이 류마티스 승모판에서 더 높은 경향을 

보였고 조직에서 발현된 TGF-ß1과의 상관관계를 예상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만성류마티스판막질환에서 수 년간 염증이 지속되면서 이 

염증반응을 억제하기 위해 TGF-ß1이 과발현 되었고 이로 인해 섬유화가 

지속되어 판막의 변형이 발생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뒷받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크론씨병 환자에서 추출한 염증세포는 CD2/CD28 경로를 통해 자극을 

주었을 때 TGF-ß1 합성이 감소되어 있는데 반해, 궤양성대장염에서 

추출한 염증세포의 경우 TGF-ß1의 합성이 증가되는 것을 관찰하였는데40 

이러한 차이는 두 질환에서 나타나는 Th 림프구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된다. 크론씨병에서 볼 수 있는 Th1 림프구에 의한 

반응은 TGF-ß1을 합성하는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궤양성대장염에서 

발현되는 Th2형의 싸이토카인이 있을 때 TGF-ß1을 합성하는 세포가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아닐까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36,40. 

급성과 만성류마티스심장질환에서 판막에 침윤되어 있는 염증세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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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T 림프구이고10,11 급성류마티스열 환자의 CD4 양성 T 림프구는 

Th1형이지만 만성류마티스심장질환에서는 Th2형의 T 림프구가 침윤 

되어 있다는 연구12에 의하면 만성 류마티스판막에 침윤한 Th2 림프구가 

TGF-ß1의 발현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TGF-ß1발현과 염증세포의 침윤이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결과를 좀더 

뒷받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동맥경화증에서의 TGF-ß의 

역할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혈관벽에서 발생하는 염증반응과 섬유화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TGF-ß뿐만 아니라 TGF-ß 수용체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다41. 본 연구에서는 TGF-ß 수용체의 발현에 

대해서는 실험하지 않았으나 TGF-ß 수용체의 발현과 TGF-ß, 그리고 

섬유화와 염증반응의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해 볼 만 하다고 

생각한다. 

TGF-ß1은 판막의 혈관내피세포가 중간엽세포로 형질전환하는데 관여할 

것이라는 가설이 있다42. 성인의 판막 혈관내피세포를 TGF-ß1에 

노출시켜 배양했을 때 혈관내피세포가 그 고유의 형태를 잃어버리고 

SMA을 발현하고 platelet derived growth factor BB 에 화학주성을 

보이는 등 간질세포의 성상을 보인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TGF-ß1에 

대한 면역조직화학염색을 시행하였더니 신생혈관의 내피세포와 

혈관주위간질, 그리고 간질세포가 양성을 보였는데, 이러한 소견은 TGF-

ß1의 ‘혈관내피세포 – 중간엽세포 형질전환’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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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심장판막은 아교질, 프로테오글리칸, 엘라스틴으로 구성되어 있다43. 

점액종승모판에서는 프로테오글리칸과 엘라스틴 성분이 증가되어 있고 

반응성 섬유화의 정도에 따라 아교질의 아형에 차이를 보이는 등의 

소견으로 미루어 볼 때 지속적인 기계적 충격에 의한 자극을 받아 

아교질과 프로테오글리칸, 엘라스틴의 과도한 합성이 판막 표면에서 

계속되어 이들 기질의 침착이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만성 

류마티스 판막질환의 경우 수분의 함량이 감소하고 다른 구성성분의 

총량이 증가하며 특히 제 III형 아교질의 비율이 증가한다고 하였다43. 

또한 엘라스틴, I형과 III형 아교질의 염색강도가 전반적으로 증가되어 

있고 피브릴린은 섬유화가 심한 부위에서 염색강도가 증가되었다고 

하였다44. 

심장의 아교질은 심장 섬유모세포나 근섬유모세포에 의해 생성되고 TGF-

ß와 같은 성장인자에 의해 합성이 조절된다45. 카르시노이드 판막질환을 

일으키는 세로토닌은 강력한 TGF-ß1 자극제로서 판막의 카르시노이드 

결절에서 LAP를 발현하는 SMA 양성 간질세포가 많이 관찰되었고, 역시 

배양된 판막기질세포에 세로토닌으로 자극을 주었더니 TGF-ß1이 

발현되었으며 세포외간질이 합성되었다24. 동맥경화증에서의 TGF-ß와 

기질 성분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33,35,45,46, TGF-ß의 발현이 

증가되면 세포외간질의 침착이 증가하고 동맥경화반의 안정성이 

증가하지만 TGF-ß의 발현이 억제되면 신생혈관 내막의 발달이 억제되고 

동맥경화반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게 된다35. 또한 아교질과 프로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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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칸은 동맥경화반에서 침착부위가 다르게 나타났다. 즉, 안정적인 

경화반의 섬유뚜껑에는 아교질이 침착되어 있었고 불안정한 동맥경화반에 

미란이 있는 부위와 혈전 부착부위에는 프로테오글리칸이 과도하게 

침착되어 있었다45. 한편 TGF-ß는 프로테오글리칸의 합성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35. 또한 TGF-ß는 배양된 인간태아 심장 

섬유모세포가 근섬유모세포로 분화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지자인 SMA의 

발현을 유도하고37, 판막질환에서 세포외간질의 침착과 근섬유모세포가 

증식하는데 관여하며, 배양된 판막간질세포가 근섬유모세포의 형질을 

보이도록 분화를 유도한다42. 본 연구에 의하면 대조군에 비하여 

류마티스 승모판의 간질세포에서 SMA의 발현이 증가되어 있었고 아교질의 

침착이 증가되었으며 프로테오글리칸의 침착은 감소되어 있었다. 또한 

TGF-ß1의 발현이 증가되어 있는 승모판에서는 프로테오글리칸과 

아교질의 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러한 소견으로 미루어 볼 때 

프로테오글리칸에서 성숙된 아교질로 세포외간질의 성분이 전환되는 것에 

TGF-β1이 관여를 할 것이라는 가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연구에서와 같이 이러한 소견은 TGF-ß1이 판막의 섬유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판막 기질의 변화를 초래하여 판막의 변형을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예측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판막의 석회화에 대하여 Chopra 등은 류마티스판막에서 관찰되는 

석회화와 림프구의 침윤이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하였고47, 또한 판막 

질환에서 볼 수 있는 석회화에 TGF-ß1이 관여한다는 연구가 있다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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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회성대동맥판막협착을 보이는 판막의 세포외간질에서 TGF-ß1의 발현이 

증가되어 있었고, 배양된 판막간질세포가 TGF-ß1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세포가 응집하고 세포자멸사가 일어나면서 alkaline phosphatase가 

발현되고 석회화가 일어났다고 하였다48. 즉 판막 조직에서 TGF-ß1의 

발현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면 석회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판막조직의 섬유화와 함께 석회화도 TGF-ß1의 

발현과 상관관계를 보여 류마티스 판막조직에서의 지속적인 TGF-ß1의 

발현이 판막의 섬유화를 일으키고 결국에는 석회화까지 초래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가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들은 만성류마티스판막질환에서 

보이는 판막의 변형이 지속적인 염증과 이로 인해 유발된 섬유화에 의해 

초래된 것이라는 가설을 뒷받침해 주고 여기에 TGF-ß1이 관여할 

것이라는 가설을 제안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연구를 토대로 TGF-ß1 뿐만 아니라 TGF-ß수용체와 Smad의 발현, 그리고 

기질분해효소와의 상관관계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앞으로 더 연구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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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TGF-ß1이 만성류마티스판막질환 환자의 승모판에서 

발생하는 섬유화와 세포외간질의 구성성분의 변화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류마티스 승모판은 대조군에 비해서 

TGF-ß1의 발현이 증가되어 있었고 TGF-ß1의 발현이 증가된 판막은 

신생혈관의 증식, 염증세포의 침윤, 석회화, 그리고 간질세포에서의 

SMA의 발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되어 있었고 프로테오글리칸과 

아교질의 비율이 감소되어 있었다. TGF-ß1 mRNA의 발현은 류마티스 

승모판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증가되어 있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소견은 만성류마티스판막질환 환자의 승모판에서 TGF-ß1의 발현이 

지속적인 자가면역반응에 대한 조절의 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으로, 

지속적인 염증반응에 의해 유발된 TGF-ß1의 과발현이 간질세포를 

자극하여 아교질의 침착을 유도함으로써 섬유화가 일어났을 것이라는 

가설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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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eumatic fever is the consequence of a pharyngeal infection with 

group A streptococcus in a susceptible host, leading to an immune-

mediated systemic disease. The most important sequelae of rheumatic 

fever is chronic rheumatic heart disease, characterized by deforming 

fibrotic valvular disease, which can produce permanent and severe 

cardiac dysfunction decades later. But the mechanism involved in 

this delayed valvular destruction has not yet been evaluated.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expression of transforming growth 

factor-ß1 (TGF-ß1) using immunohistochemistry and reverse 

transcription-polymerase chain reaction. We also evalu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GF-ß1 expression and valvular fibrosi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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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ange of extracellular matrix components in 30 mitral valves of 

chronic rheumatic heart disease and 15 normal control valves. In 

chronic rheumatic heart disease, mitral valves showed higher TGF-ß1 

expression compared with control valves and higher TGF-ß1 

expression correlated with valvular fibrosis, inflammatory cell 

infiltration, neovascularization and calcification. Proteoglycan 

deposition and ratio of proteoglycan to collagen deposition were 

inversely correlated with TGF-ß1 expression in mitral valves. 

Rheumatic mitral valves showed increased TGF-ß1 mRNA expression 

compared with control valves, and TGF-ß1 mRNA expression showed 

positive correlation with TGF-ß1 expression on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but these findings were statistically insignificant. In 

conclusion, an ongoing inflammatory process within the valves and 

compensatory expression of TGF-ß1 might be related to the fibrosis, 

calcification, and change of extracellular matrix leading to the 

scarring sequelae typical of rheumatic heart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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