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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결핵환자 치료에 따른

interferon-gamma, interleukin-12와 

tumor necrosis factor-alpha의 변화

결핵은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염성 질환으로 한 해 

300만 명 정도가 결핵으로 인해 사망하고 있다. 화학요법의 도입과 새로운 

항결핵제의 개발로 결핵으로 인한 사망이 감소하다가 최근에는 후천성면역

결핍증의 증가와 다제내성결핵 환자의 증가로 결핵이 다시 증가하고 있어 

결핵의 발병 기전을 밝히고 백신개발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

다. 

결핵의 발병에 있어서 세포매개면역반응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 이

미 알려져 있는데 이중 Th1 cytokine이 결핵의 발병과 진행에 중요한 역할

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결핵의 세포매개면

역반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Th1 cytokine인 interferon-gamma(IFN-γ), 

interleukin-12(IL-12)와 Tumor necrosis factor-alpha(TNF-α)의 생산과 치

료과정 중의 변화를 전혈세포배양법을 이용해 측정하여 결핵의 발병과 진

행에 있어 각 cytokine의 역할과 각 cytokine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하

다. 

본 연구를 시행하기 위해 전혈세포배양법을 사용하 는데 이는 결핵균의 

특이항원에 대하여 이미 자극을 받은 단핵세포와 T-cell이 특이 항원에 대

해 cytokine을 분비하는 기능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으로 최근에 세

포매개면역반응의 기전을 밝히고 결핵을 진단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자극

을 위한 항원으로는 culture filtrate protein(CFP), purified protein 

derivatives(PPD), 85A M. tuberculosis proteins(Ag85), early secretory 

antigen target-6(ESAT-6), 38k Dalton antigen(38kDa), RNA polymerase β 

subunit B1(rpoB1) , RNA polymerase subunit B2(rpoB2), arabinofuranasy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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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poarabinomanna(araLAM), mannosyl-capped arabinomannan(manLAM)과 

비특이적인 자극물질로는 ConcanavalinA(ConA), Lipopolysaccaride(LPS),  

Phytohaemagglutinin(PHA)를 사용하 으며 각 자극에 대한 INF-γ, IL-12

와 TNF-α의 생산과 치료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

었다. 

1. PPD에 대한 결핵 피부반응에 양성인 정상 대조군에 비해 결핵 환자에

서 IFN-γ의 생산이 감소하 으며, 치료 후에 비특이적 항원에 대한 

IFN-γ의 생산이 증가하 고, ESAT-6에 대한 IFN-γ의 생산이 증가하

는 경향을 보 다. 

2. PPD에 대한 결핵 피부반응에 양성인 정상 대조군에 비해 결핵 환자에

서 Th1-cytokine인 IL-12의 생산이 증가하 고, 치료 2개월 후부터는 

감소하 다. 

3. TNF-α 역시 PPD에 대한 결핵 피부반응에 양성인 정상 대조군에 비해 

결핵 환자에서 생산이 증가하 으며, 치료 2개월 후부터는 감소하 다. 

결핵 발병 초기에는 IFN-γ의 생산이 감소하고 IL-12와 TNF-α의 생산

이 증가하다가, 결핵의 치료와 함께 IFN-γ의 생산이 증가하고, IL-12와 

TNF-α의 생산은 감소하 다. 

4. 결핵환자에서 IL-12와 TNF-α의 생산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

으나 IFN-γ의 생산과는 관계가 없었다.

이상의 결과로 결핵의 발병과 IFN-γ 생산의 감소가 관계가 있고, 결핵 

초기에 IL-12, TNF-α 생산의 증가하여 결핵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IL-12와 IFN-γ의 생산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었는데 이의 정

확한 기전을 밝히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핵심되는 말: 폐결핵, 전혈세포배양법, IFN-γ, IL-12, TNF-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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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환자에서 치료에 따른 

interferon-gamma, interleukin-12와 

tumor necrosis factor-alpha의 변화

<지도교수 김   성   규>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김          삼

I. 서  론

1. 결핵의 역학

결핵은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염성 질환으로 한 해 

300만 명 정도가 결핵으로 인해 사망하고 있다
1
. 화학요법의 도입과 새로

운 항결핵제의 개발로 결핵으로 인한 사망이 감소하다가 최근에는 후천성

면역결핍증의 증가와 다제내성결핵 환자의 증가로 결핵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2000년에서 2020년까지는 10억 명 가량이 결

핵균에 새로 감염되고, 2억 명 가량이 결핵에 걸려 약 3,500만 명이 결핵으

로 사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우리나라 결핵환자의 유병율은 인구 10

만 명당 1965년에는 5,065명에서 1995년에는 1,032명으로 꾸준히 감소하

으나 아직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질병이다. 

2.  결핵의 발병 기전

1882년 Robert Koch가 결핵균을 발견하기 이전에는 결핵이 같은 가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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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많이 발병하기 때문에 결핵이 유전과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생기는 것

으로 생각하 다. 그러나 결핵균을 발견한 이후에 결핵의 감염과 발병은 

결핵균에 의한 것으로 생각하여 주로 새로운 항결핵제의 개발과 결핵환자 

관리체계의 개발에 주력해왔다. 그러나 지난 100년간 여러 지역에서 인종

에 따른 결핵의 발생율을 관찰한 결과 인종에 따라 결핵균 감염의 감수성

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결핵균에 감염된 사람 중 임상적으로 결

핵이 되는 경우는 전체의 10%로 알려져 있어 결핵균의 감염에 있어 유전

적인 요인이 관여할 것이라는 가설이 다시 제기되었다. 일반적으로 백인에 

비해 흑인이 폐결핵이 더 잘 걸리고 더 심한 임상경과를 거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처음에는 이를 환경적인 요인의 차이로 설명하 으나 같은 요

양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결핵균 감염이 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결핵

균의 감염력을 비교한 결과 백인에 비해 흑인이 2배 잘 걸리는 것으로 나

타났고, 쌍둥이를 이용한 연구를 통해서도 결핵의 감염에 있어서 유전적인 

요인이 관여함이 알려졌다. 최근에는 다제내성결핵의 증가로 인해 결핵의 

감염과 질병의 진행에 있어 세포매개면역 반응을 포함하여 유전적 요인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세포매개면역반응은 결핵균에 노출된 이후에 결핵균에 대한 감염을 지연

시키고 결핵균이 몸속에서 퍼지는 것을 막는 작용을 말한다. 결핵균에 노

출된 후 수 일 내지 수 주 내에 인체 내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면역작용이 

나타난다. 결핵균에 감염된 부위에 처음에는 호중구가 모이지만 결핵균을 

죽이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는다. 결핵균에 대한 면역반응은 주로 

대식세포와 림프구 두 가지 세포를 통해 이루어진다. 다른 박테리아를 죽

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항체반응은 결핵균을 죽이는 데는 큰 역할을 

하지 않는다. 수지상세포(dendritic cell)나 말초혈액의 단핵구(peripheral 

blood monocyte)같이 항원을 제공하는 세포(antigen presenting cell)가 결

핵균을 탐식한 후 결핵균의 지질항원이나 결핵균의 단백질 항원을 처리한 

후 여러 가지 펩타이드(peptide) 형태로 세포 표면에 노출시킨다. 결핵항원

은 major histocompatibility complex molecule이나 CD1 molecule등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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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한 후 T-림프구에 제시되고, 활성화된 T-림프구에서는 여러 종류의 

cytokine이 분비된다. 이 cytokine에 의해 다양한 종류의 세포가 활성화되

어 결핵균의 번식과 전파를 막게 되는 것이다. 최근까지의 연구결과에 의

하면 일부 T-림프구는 대식세포를 다시 활성화하여 세포 안의 결핵균을 

죽이게 하는 반면, 다른 T-림프구는 결핵균을 번지게 할 가능성이 있는 

대식세포 자체를 죽이는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2
.

3. 결핵의 감염과 관련된 cytokine

 

T-림프구의 기능은 크게 type 1 T-helper(Th1) activity와 type 2 

T-helper(Th2) activity로 나눈다. Th1 cell은 interleukin-2(IL-2), 

interferon-γ(IFN-γ)같은 cytokine을 통해 결핵균에 대한 면역작용을 증가

시키는 반면, Th2 cell은 주로 interleukin-4(IL-4)의 작용을 통해 대식세포

가 interleukin-1을 분비하는 작용을 억제하여 Th1 cell과는 반대작용을 한

다고 알려져 있다. Th1 cell에서 분비되는 cytokine 중 결핵균에 대한 세포

매개면역반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cytokine은 IFN-γ이다. IFN-γ

는 대부분 CD4+ T-림프구로부터 만들어지지만 NK cell이나 CD8+ T-림

프구에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소량이지만 B림프구에서도 만들어진다. IFN-

γ의 형성을 자극하는 cytokine에는 IL-2와 interleukin-12(IL-12)가 있다. 

IFN-γ는 대식세포를 자극하여 MHC 수용체의 표현을 증가시키고, 

interleukin-1(IL-1)과 tumor necrosis factor-α(TNF-α)의 형성을 증가시키

며, CD4+ 림프구가 Th1 cell 기능을 하는 것을 도와준다. 또한 CD8+ 림프

구의 세포독성작용을 증가시키고 natural killer cell의 활성도를 증가시켜 

세포독성작용을 증가시키고 IFN-γ를 더 많이 분비하게 한다. 최근의 여러 

실험과 관찰 결과 INF-γ 유전자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 결핵균에 감염된 

이후에 결핵이 더 빨리 진행하는 것을 관찰하 다
3
. 이런 IFN-γ의 생산을 

조절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cytokine은 IL-12이다.

IL-12는 주로 단핵구와 대식세포에서 만들어진다. IL-12는 Th0 cell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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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하여 IL-2를 만들고, Th1 cell을 자극하여 IFN-γ와 TNF-α를 만든다. 

그리고 Th2 cell의 작용을 억제하기 때문에 IL-4, interleukin-5(IL-5) 및 

interleukin-10(IL-10)의 형성을 감소시킨다. 이런 여러 가지 cytokine의 작

용을 통해 T-림프구를 주로 CD4+ Th1 cell로 분화하게 하고, CD4+ Th1 

cell과 NK cell에서 IFN-γ를 더 많이 만들어내게 자극한다. 최근 여러 연

구결과를 통해 CD4 T-cell의 수가 1μL당 500개 미만이면서 다제내성결핵

이 있는 환자는 INF-γ와 IL-12에 대한 반응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4
. 결핵균 감염당시 IL-12를 동시에 투여하면 결핵균에 대한 저항력이 

증가하는데
5
, 이런 면역증가 효과는 INF-γ가 없으면 나타나지 않아 IL-12

의 효과가 INF-γ를 통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결핵환자에서 Th1 cell의 반응이 감소한 것은 IFN-γ의 생산을 감

소시키는 cytokine의 생산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주

로 IL-10과 transforming growth factor-β(TGF-β)가 CD4+ cell과 γδ 

T-cell의 작용을 통해 IFN-γ의 형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6
. 이 중 

IL-10의 억제 효과가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IFN-γ의 생산을 감소시키는 

cytokine에는 IL-4, IL-10과 TGF-β가 있다. TGF-β는 주로 대식세포에서 

만들어져 CD4+ 림프구의 작용을 억제하여 IL-2, IL-12 및 IFN-γ의 작용

을 억제한다. 이렇게 IFN-γ의 생산을 촉진하고 억제하는 Th1/Th2 cell 

activity의 균형이 결핵균에 감염된 이후 결핵의 진행을 억제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2
.

4. 전혈세포배양법(whole blood culture)

결핵의 세포매개면역반응과 관련된 cytokine의 생산은 인체 내 혈액 중

의 농도를 직접 측정하거나, 조직에서 cytokine과 관련된 m-RNA를 측정

하여 알 수 있다. 그런데 혈액 내의 cytokine의 농도는 너무 낮아 측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어떤 국소 부위의 자극에 대한 cytokine의 생산능력

을 잘 반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전혈에서 원하는 세포를 추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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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거나 배양된 세포주를 이용하여 cytokine의 생산을 측정하기도 한

다. 그런데 세포를 분리하는 것이 어떤 실험실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것

이 아니고 세포를 분리하는 것 자체가 자극이 되어 면역작용과 관련된 일

부 세포가 활성화되는 경우도 있고, 원치 않게 같이 분리된 세포들로 인해 

실험결과에 이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세포를 분리하지 않고 

전혈(whole blood)을 이용하여 시험관에서 배양한 후 항원을 투여하여 자

극한 후 cytokine의 생산을 측정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단핵구

를 자극하기 위한 비특이적 자극으로는 주로 lipopolysaccharide(LPS)를 사

용하고, T-림프구를 자극하기 위한 비특이적 자극으로는 주로 

phytohaemagglutinin(PHA)을 사용한다. 그 이외에 결핵균에 특이한 자극

을 주기 위해서는 Mycobacterium bovis BCG, M. tuberculosis culture 

filtrate 혹은 tuberculin PPD등을 사용한다. 전혈세포배양법(whole blood 

culture)을 이용하면 5배로 희석한 후 배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환자에

서 비교적 소량의 혈액을 채취하여도 여러 가지 항원의 자극에 대한 

cytokine의 생산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다.

5. 연구의 필요성

이번 연구를 통해 Th1 cytokine인 INF-γ, IL-12와 TNF-α의 생산에 

향을 미치는 요인과 결핵의 치료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 다. 그리고 결핵

과 관련된 여러 특이항원을 이용하여 자극함으로써 어떤 항원이 가장 항원

성이 강한 지를 비교하고자 하 으며, 이를 통해 결핵 감염에 관련된 세포

매개면역반응의 작용기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 다.

6. 연구 목적

결핵의 세포매개면역반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Th1 cytokine인 INF-

γ, IL-12와 TNF-α의 생산과 치료과정 중의 변화를 전혈세포배양법을 이



8

용해 측정하 다. 이를 통해 밝히고자 하 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상인에 비해 결핵환자에서 Th1 cytokine(INF-γ, IL-12)과 TNF-

α의 생산이 증가할 것이다.

둘째, 결핵치료에 따라 IFN-γ, IL-12와 TNF-α의 생산이 감소할 것이다.

또한 비특이적 자극과 결핵과 관련된 여러 항원들-culture filtrate 

protein, purified protein derivatives, lipoarabinomannan-에 대한 INF-γ, 

IL-12와 TNF-α의 생산을 비교함으로써 어떤 항원이 가장 항원성이 강한

지 알아보았다. 위의 가설들을 증명함으로써 INF-γ, IL-12와 TNF-α의 생

산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 결핵 치료에 따라 INF-γ, IL-12와 

TNF-α의 생산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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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결핵 치료력이 없고 단순흉부 X-선 검사상 결핵을 시사하는 병변이 없

는 사람을 대조군으로 하고, 활동성폐결핵 및 결핵성흉막염 환자로 임상적

으로 결핵에 합당하여 항결핵제를 복용하고 치료에 반응이 있는 사람을 환

자군으로 정의하 다. 활동성폐결핵 환자는 객담의 결핵균 배양검사를 통

해 결핵균이 증명되거나 흉부 방사선학적으로 결핵이 의심되며 임상적으로 

결핵에 합당하여 결핵 치료를 시작하여 결핵 치료 후 완치된 사람으로 정

의하 다. 결핵성흉막염 환자는 흉막액 조직검사 결과 결핵성 육아종 혹은 

건락성 괴사 등 결핵에 합당한 소견이 관찰된 사람, 흉막액의 항산균 도말

검사, 결핵균 배양검사 결과 혹은 결핵균에 대한 polymerase chain 

reaction검사 양성인 사람, 혹은 흉막액에 대한 adenosine deaminase검사 

결과가 40 U/Liter 이상이면서 항결핵제 투여에 의해 흉막액이 감소하는 

환자로 정의하 다.

2. 연구 방법

  가. 연구대상자에 대한 조사

  

모든 연구 대상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사하 다.

첫째, 진단 당시에 결핵 증상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최근 2개월 

이내에 PPD 피부반응검사를 한 적이 있는 지와 상기도 감염을 포함하여 

다른 종류의 감염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최근 2개월 이내에 PPD 피부반

응검사를 한 적이 있거나 말초혈액검사를 통해 다른 감염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에서 제외하 다. 



10

둘째, 전혈세포배양을 위해 정맥혈 5.5 ml를 채혈하 다. 환자에게 연구

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았다. 

셋째, 기타 검사를 위한 채혈을 한 후 delayed type hypersensitivity 반

응을 확인하기 위해 PPD 피부반응검사를 시행하 다.

넷째, 단순 흉부 X-선 촬 을 시행하여 중증도를 확인하 다.

다섯째, 객담 항산균 도말과 객담 결핵균 배양 검사를 최대 3회까지 시

행한 후 그 결과를 확인하 다.

항결핵제를 복용을 시작한 환자군에서는 내원 2개월째와 6개월 후 치료 

종결 시에 결핵 증상과 다른 감염에 대한 설문 조사, 전혈세포배양을 위한 

정맥혈 채취, 단순 흉부 X-선 촬  및 객담 항산균 도말 검사와 객담 결

핵균 배양 검사를 실시하여 치료에 따른 임상경과의 변화를 조사하 다. 

환자가 연구시점에 다른 감염이 있는 경우에는 전혈세포배양검사를 시행하

지 않았고 악화되는 경우에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추가로 정맥혈을 채취

한 후 전혈세포배양을 시행하 다. 본 연구의 내용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 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검토를 거친 후 최종 승인을 

얻은 후에 시행하 다.

  나. 전혈세포배양법(whole blood culture)

1) 각 연구대상자로부터 정맥혈 5.5 mL을 채혈한 후, heparin을 20 U/ml

의 농도로 섞었다.

2) 채혈된 검체를 100 U/ml의 penicillin, 100 mg/ml의 streptomycin과 2 

mM L-glutamine, 10% fetal bovine serum이 함유된 sterile RPMI 1640 

tissue culture medium으로 10배 희석하 다.

3) 채혈 후 2시간 이내에 96-well round-bottomed tissue culture plates

의 각 well에 배양을 위해 결핵균과 관련된 특이항원인 CFP (연세의대 조

상래 교수 제공), PPD (Statens Seruminstitute, Copenhagen, Denmark), 

Ag85 (SD Inc, Suwon, Korea), ESAT-6 (SD Inc, Suwon, Korea), 38k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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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 Inc, Suwon, Korea), RNA polymerase β subunit B1(rpoB1)(연세의대 

조상래 교수 제공), RNA polymerase β subunit B2(rpoB2)(연세의대 조상

래 교수 제공), araLAM(John T Belisle 교수 제공, Department of 

Microbiology, Colorado state University, Fort collis ,CO, USA), 

manLAM(John T Belisle 교수 제공, Department of Microbiology, 

Colorado state University, Fort collis ,CO, USA)과 비특이적인 자극물질

로는 ConcanavalinA(ConA)(Sigma, St. Louis, MO, USA), LPS (Sigma, 

St. Louis, MO, USA), PHA (Sigma, St. Louis, MO, USA)을 대조군으로

는 배양배지액만 20μL씩 주입한 후 여기에 10배로 희석한 검체를 각각 

180μL씩 주입하여 총 200μL가 되게 하 다.

4) 배양을 위한 항원과 자극물질은 10 μg/ml의 농도로 주입하 다. 단 

Con A는 5 μg/ml의 농도로 주입하 고 각 항원은 3개의 well에 동일하게 

주입하 다.

5) 5% CO2 gas가 포함된 37°C incubator 상에서 배양을 한 후 1, 3, 6일

째에 각 well에서 상층액 150 μL를 제거한 후, - 20°C에 보관을 하 다. 

6) 상층액의 IFN-γ, TNF-α, IL-12p40의 농도를 각 monoclonal antibody 

(Becton Dickonson, NJ, USA)를 이용하여 ELISA법으로 측정하 다.

7) 각 cytokine의 농도는 3개 well의 농도의 평균값을 이용하 고, 자극

을 가하지 않은 well에서의 각 cytokine의 농도를 뺀 값을 자극 후의 각 

cytokine의 농도로 정의하 다. IFN-γ, IL-12p40과 TNF-α의 농도는 각각 

6일, 3일과 1일째 상층액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다. 통계분석

각 cytokine의 농도는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고 심한 우측 편향을 보여 

중위수와 4분위수로 표시하 다. 두 군 간의 차이는 비모수검정인 윌콕슨

순위합 검정을 세 군간의 차이는 크루스칼-왈리스 검정을 시행하여 비교

하 다. 결핵 치료에 따른 각 cytokine의 변화는 SAS program의 mix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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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dure의 반복 측정자료의 분석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mixed 

procedure를 이용한 검정시 자료가 정규분포를 하지 않고 심한 우측 편향

을 보이기 때문에 정규분포에 가깝게 하기 위하여 상용로그로 치환한 값을 

대입하여 분석을 하 다. 각 cytokine의 상관관계는 비모수검정인 

spearman 상관분석법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모든 통계분석은 SAS for 

windows version 8.0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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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   과

1. 연구 대상군의 특성

총 46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 다. 그 중 정상 대조군은 10명으로 결

핵 치료력은 없었다. 정상 대조군은 모두 PPD에 대한 피부반응검사 결과 양

성이었으며 단순 흉부X-선 검사 결과 결핵을 의심할만한 병변은 없었다. 결

핵 환자는 총 36명으로 폐결핵만 있는 경우 17명, 결핵성흉막염과 폐결핵이 

같이 있는 경우 9명, 결핵성흉막염만 있는 경우 10명이었다. 정상 대조군 중 

남자는 7명이었고, 결핵 환자 중 남자는 22명이었으며, 정상 대조군의 평균 

연령은 29세이고, 결핵 환자의 평균 연령은 39세 다. 폐결핵 환자에서 객담

검사를 시행한 경우는 22예로, 이 중 객담 항산균 도말검사 음성은 13명, 양

성은 9명이었고, 객담결핵균 배양 검사는 모두 양성이었다(Table 1). 추적관찰 

결과 폐결핵 환자에서 치료 후 2개월째까지 추적 검사를 시행한 경우 27명이

었고, 치료 종결 6개월째까지 추적 검사를 시행한 경우 24명이었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Diagnosis Number Male/Female Age*

 Tuberculosis 36 22/14 38.9 + 18.4

   Pulmonary tuberculosis 17 9/8 36.8 + 18.2

   Pulmonary tuberculosis with

   pleurisy
9 7/2 44.8 + 17.4

   Tuberculous pleurisy 10 6/4 37.4 + 20.1

 Normal 10 7/3 29.3 + 5.0

Acid fast stains
M. tuberculosis

culture

Negative Positive Negative Positive

 Tuberculosis

   Pulmonary tuberculosis 6 9 0 15

   Pulmonary tuberculosis with 

   pleurisy
7 0 0 7

* Express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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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치료 전 cytokine 생산의 차이

가. IFN-γ 

결핵 환자에서 ConA에 대한 IFN-γ의 생산이 정상인에 비해 저하되었

다. 결핵 환자를 폐결핵만 있는 경우, 결핵성흉막염과 폐결핵이 같이 있는 

경우, 결핵성흉막염만 있는 경우로 세 군으로 분류한 후 정상인과 IFN-γ

의 생산을 비교한 결과 ConA에 대한 IFN-γ의 생산은 세 군에서 모두 감

소하 으며, 결핵성흉막염 환자에서 PHA, CFP, PPD, Ag85에 대한 IFN-γ

의 생산이 감소하 다(Table 2).

나. IL-12p40 

결핵 환자에서 PHA와 araLAM에 대한 IL-12p40의 생산이 정상인에 비

해 증가되었고 ConA에 대한 IL-12p40의 생산이 정상인에 비해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결핵 환자를 폐결핵만 있는 경우, 결핵성흉막염과 폐결핵이 

같이 있는 경우, 결핵성흉막염만 있는 경우로 세 군으로 분류한 후 정상인

과 IL-12p40의 생산을 비교한 결과 araLAM에 대한 IL-12p40의 생산은 세 

군에서 모두 증가 하 으며, 폐결핵환자에서 ConA에 대한 IL-12p40의 생

산이 증가하 다(Table 3).

다. TNF-α 

결핵 환자에서 araLAM, manLAM에 대한 TNF-α의 생산이 정상인에 

비해 증가하 다. 결핵 환자를 폐결핵만 있는 경우, 결핵성흉막염과 폐결핵

이 같이 있는 경우, 결핵성흉막염만 있는 경우로 세 군으로 분류한 후 정

상인과 TNF-α의 생산을 비교한 결과 폐결핵환자에서만 araLAM, 

manLAM에 대한 TNF-α의 생산이 증가하 다(Table 4).



15

Table 2. IFN-γ production after non-specific stimuli and tuberculous antigen (pg/ml)

tuberculosis

tuberculosis(total)

(N=36)

control

(N=10)
pulmonary tbc.

(N=17)

pulmonary tbc.  

with pleurisy

(N=9)

tuberculous pleurisy

(N=10)

PHA
30882.3 27575.0 8376.5* 19461.8 27059.4

(13833.7 - 56761.8)  (7128.9 - 41516.8) (5065.6 - 16849.3) (7268.4 - 45187.3) (13365.4 - 68400.5)

ConA
4689.2* 6876.5* 1355.2* 4327.4* 18004.7

(2594.7 - 8952.9) (1168.8 - 9691.5) (213.8 - 6014.2) (1134.8 - 8071.7) (10044.0 - 25841.2)

CFP
4546.8 1191.0 1193.4* 2814.9 4801.9

(1847.8 - 8753.5) (1023.6 - 3922.2) (589.1  - 2814.9) ( 856.7 - 8113.4) (3574.2 - 15464.7)

PPD
4721.9 2979.8 1225.2* 3213.7 4550.9

(2609.6 - 10246.3) (1985.2 - 6152.8) (856.9 - 2511.5) (1225.2 - 7536.3) (2896.1 - 11013.7)

Ag85
191.3 244.3 79.3* 185.4 557.5

(82.2 - 589.7) (179.4 - 606.5) (21.5 - 200.4) (69.4 - 469.2) (178.0 - 1010.9)

ESAT-6
933.8 224.1 245.7 525.5 558.5

(519.4 - 2467.3) (13.2 - 624.7) (139.7 - 531.6) (159.2 - 1426.7) (270.7 - 2080.2)

38kDa
576.9 283.4 143.7 284.1 973.4

(87.0 - 1148.9) (3.9 - 460.6) (50.4 - 380.0) (41.0 - 664.7) (47.8 - 2430.2)

rpoB1
290.2 321.3 55.7 199.3 248.3

(69.5 - 608.6) (16.9 - 787.5) (28.3 - 175.0) (16.9 - 596.6) (21.0 - 457.6)

rpoB2
269.4 358.1 53.1 152.8 415.0

(106.4 - 778.1) (6.5 -650.1) (9.4 - 85.4) (12.5 - 478.6) (36.8 - 2050.1)

All data are expressed as median and interquantile range ( 25 percentile - 75 percentile )

N: number, * : p-value<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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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IL-12(p40) production after non-specific stimuli and tuberculous antigen (pg/ml)

tuberculosis

tuberculosis(total)

(N=36)

control

(N=10)
pulmonary tbc.

(N=17)

pulmonary tbc.  

with pleurisy

(N=9)

tuberculous 

pleurisy

(N=10)

LPA
810.7 468.6 598.5 528.3 269.6

(234.8 - 1009.3) (251.6 - 561.1) (31.3 - 2085.1) (91.7 - 1150.2) (69.9 -877.0)

PHA
89.6 49.8 143.7 90.6

*
  31.3

(31.3 - 225.4) (31.3 - 215.9) (31.3 - 415.8) (31.3 - 239.8) (31.3 - 62.5)

ConA
249.3*  212.4 82.4 205.5†  62.5

(93.1 - 359.1) (91.4 - 268.6) (31.3 - 423.2) (47.9 - 359.1) (51.4 - 108.7)

CFP
790.6 263.1 349.0 360.0 277.6

(133.6 - 1075.4) (108.6 - 307.8) (31.3 - 1214.1) (101.2 - 1060.0) (62.5 - 419.6)

PPD
94.2 95.4 48.9 78.7 62.5

(56.3 - 451.3) (31.3 - 258.8) (31.3 - 809.8) (31.3 - 412.0) (37.3 - 180.9)

AraLAM
347.8*  198.8*  388.5*  330.3*  62.5

(62.5 - 682.5) (111.3 - 373.1) (73.6 - 945.2) (69.5 - 682.5) (31.3 - 62.5)

All data are expressed as median and interquantile range ( 25 percentile - 75 percentile )

N : number

* : p-value<0.05 

†: p-value<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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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NF-α production after non-specific stimuli and tuberculous antigen (pg/ml)

tuberculosis

tuberculosis(total)

(N=36)

control

(N=10)
pulmonary tbc.

(N=17)

pulmonary tbc.  

with pleurisy

(N=9)

tuberculous 

pleurisy

(N=10)

LPS
2044.1 1595.1 2300.7 1910.9 1216.0

(888.2 - 3007.9) (1302.5 - 1954.3) (1233.1 - 2680.1) (1057.6 - 2901.8) (990.1 - 1489.7)

CFP
480.5 515.0 596.5 495.8 314.7

(188.2 - 805.8) (383.4 - 667.6) (291.1 - 728.1) (291.1 - 771.9) (119.3 - 499.2)

araLAM
881.1*  640.7*  267.4 666.6*  329.1

(523.1 - 1286.3) (464.9 - 1756.4) (154.9 - 1681.1) (280.1 - 1681.1) (183.7 - 360.5)

manLAM
480.7

*
 717.4 478.3 251.8

*
 287.9

(178.6 - 1133.4) (388.2 - 1131.9) (294.9 - 884.7) (36.6 - 1183.6) (118.9 - 441.4)

All data are expressed as median and interquantile range ( 25 percentile - 75 percentile )

N : number

* : p-value<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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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치료 후 cytokine 생산의 변화

가. PHA 

결핵 환자에서 치료 후 2개월과 6개월 후에 PHA의 자극에 따른 IFN-γ

의 생산이 증가하 고, 치료 후 2개월과 6개월 후에 PHA의 자극에 따른 

IL-12p40의 생산이 감소하 다(Figure 1). IL-12p40의 생산의 감소는 폐결

핵만 있는 경우, 결핵성흉막염과 폐결핵이 같이 있는 경우, 결핵성흉막염만 

있는 경우에도 모두 나타났다(Figure 2).

나. ConA 

결핵 환자에서 치료 후 2개월과 6개월 후에 ConA의 자극에 따른 IFN-γ

의 생산이 증가하 고, 치료 후 6개월 후에 ConA의 자극에 따른 IL-12p40

의 생산이 감소하 다(Figure 3). IFN-γ의 생산의 증가는 폐결핵만 있는 

경우, 결핵성흉막염과 폐결핵이 같이 있는 경우, 결핵성흉막염만 있는 경우

에도 모두 나타났다(Figure 4).

다. CFP 

결핵 환자에서 치료 후 2개월과 6개월 후에 CFP의 자극에 따른 IFN-γ, 

IL-12p40, TNF-α의 생산에 차이가 없었다.

라. PPD 

결핵 환자에서 치료 후 2개월과 6개월 후에 PPD의 자극에 따른 IFN-γ 

생산에 차이가 없었으나, 치료 후 2개월과 6개월 후에 IL-12p40의 생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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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 다(Figure 5).

마. Ag85, ESAT-6, 38kDa 

결핵 환자에서 치료 후 2개월과 6개월 후에 ESAT-6의 자극에 따른 

IFN-γ의 생산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 으나, Ag85와 38kDa의 자극에 따른 

생산에는 차이가 없었다(Figure 6).

바. LPS

결핵 환자에서 치료 후 2개월 후에 LPS의 자극에 따른 TNF-α의 생산

이 감소하 고, IL-12p40의 생산은 차이가 없었다(Figure 7). TNF-α의 생

산의 감소는 폐결핵만 있는 경우와 결핵성흉막염만 있는 경우에도 모두 나

타났다(Figure 8).

사. araLAM

결핵 환자에서 치료 후 2개월과 6개월 후에 araLAM의 자극에 따른 

IL-12p40, TNF-α의 생산이 감소하 다(Figure 9). IL-12p40의 생산의 감

소는 폐결핵만 있는 경우, 결핵성흉막염과 폐결핵이 같이 있는 경우, 결핵

성흉막염만 있는 경우에도 모두 나타났다(Figure 10).

아. manLAM

결핵 환자에서 치료 후 manLAM의 자극에 따른 TNF-α의 생산은 차이

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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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ytokine 생산 사이의 상관관계

결핵 환자에서 치료 전과 치료 후 시점에서 각 cytokine 생산 사이의 상

관관계를 분석하 다. IFN-γ와 다른 cytokine의 생산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었으며, IL-12p40과 TNF-α 사이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Figure 11).

*: p-value<0.05

Figure 1. Change of IFN-γ and IL-12p40 levels 

after PHA stimulations.



21

Figure 2. Change of IL-12p40 levels after PHA stimulations  

according to diagnosis. 

tbc.: tuberculosis, *: p-value<0.05

Figure 3.  Change of IFN-γ and IL-12p40 levels 

after ConA stimulations.

 *: p-value<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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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Change of IFN-γ levels after ConA stimulations  

according to diagnosis.

  *: p-value<0.05

Figure 5.  Change of IFN-γ and IL-12p40 levels 

after PPD stimulations.

 *: p-value<0.05



Figure 7. Change of IL-12p40 and TNF-α levels 

after LPS stimulations.

*: p-value<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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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Change of IFN-γ levels

after Ag85, ESAT-6, 38kDa stim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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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c.: tuberculosis, *: p-value<0.05

Figure 9. Change of IL-12p40 and TNF-α levels 

after araLAM stimulations.

*: p-value<0.05

Figure 8. Change of TNF-α levels after LPS stimulations  

according to diagn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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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Change of IL-12p40 levels after araLAM 

stimulations  according to diagnosis.

tbc.: tuberculosis, *: p-value<0.05

Figure 11. Correlation between IL-12p40 and TNF-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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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1. 전혈세포배양법

전혈세포배양법은 질병 초기에 세포매개면역에 관련된 cytokine의 변화

를 간접적으로 평가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질병의 발병

기전을 밝히고 새로 개발된 백신의 유용성을 평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

는 방법이다. 전혈세포분석법을 통해서 결핵균의 특이항원에 대하여 이미 

자극을 받은 단핵세포와 T-cell이 특이 항원에 대해 cytokine을 분비하는 

기능을 측정함으로써 결핵균의 감염과 발병에 대한 기전을 간접적으로 평

가할 수 있게 되었다
7
. 이 전혈세포배양법은 1999년 van Crevel등에 의해 

처음 시도되었는데 결핵환자에서 전혈을 채취한 후에 결핵균의 항원을 이

용하여 혈액의 단핵세포와 T-cell을 자극한 후 이를 통해 생산되는 

cytokine의 농도를 ELISA법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8
. 

기존 여러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전혈세포배양법을 통해 cytokine의 생산

을 측정하여도 정제된 말초혈액단핵구(peripheral blood mononuclear cell: 

PBMC)를 사용하는 기존의 분석법과 동등한 정도로 정확하게 cytokine의 

생산을 측정할 수 있으며 결과의 편차도 적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리고 

PBMC와 달리 복잡한 혈액의 처리과정 없이 적은 혈액 샘플만으로도 실행

할 수 있으며 한 환자에서 여러 종류의 자극에 대해 다양한 cytokine의 생

산 정도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결핵의 진단과 역학 조

사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9
. 특히 최근에는 결핵균에 대한 항원의 일종

인 PPD에 대한 전혈세포배양법이 PPD에 대한 결핵피부반응검사를 대치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많아, 진단 목적을 위한 검사법이 개발되어 임상에

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으며, 결핵균에는 있지만 BCG나 비결핵항산균에는 

없는 항원인 CFP-10이나 ESAT-6를 이용하여 특이도를 향상시킨 전혈세

포배양법이 새로이 개발되었다. 

전혈세포배양법과 PBMC를 이용하여 cytokine의 생산을 동시에 측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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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PBMC를 이용한 측정법에서 전혈세포배양법을 이용한 측정법보다 단

핵구에서 분비되는 cytokine들의 농도가 더욱 높았고 이와는 반대로 

TNF-α는 전혈세포배양법을 이용한 방법에서 PBMC를 이용한 측정법보다 

더욱 높게 측정되었다. 그러나 T-cell에서 분비되는 cytokine을 측정하는데 

있어서는 PBMC를 이용해 측정한 값과 전혈세포배양법에 의해 측정한 값

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7
. 비특이적인 자극인 LPS에 대한 cytokine의 생산 

반응은 1-2일에 최대로 나타났고, PHA에 대한 생산 반응은 3-5일에 최대

로 나타났다. 각 항원에 따른 차이를 비교한 결과 결핵에 관련된 특이항원 

중에서 cytokine의 분비를 비교한 결과 CFP가 PPD에 비해 T-cell과 관련

된 cytokine의 분비를 더 잘 촉진하 다
7
. 

본 연구에서는 여러 종류의 결핵 항원과 cytokine의 농도를 동시에 측정

하기 위하여 전혈세포배양법을 이용하 고, 결핵균의 항원에 감작된 말초

혈액의 cytokine의 생산기능을 측정할 수 있었다. 그리고 cytokine의 최대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주로 단핵구에서 분비되는 cytokine인 TNF-α와 

IL-12는 배양 후 1일과 3일째에, T-cell에서 주로 분비되는 cyokine인 

IFN-γ는 배양 후 6일째 측정을 하 다. 전혈을 10배 희석하 으나 일부 

결과를 제외하고는 cytokine은 비교적 높은 농도로 측정되었다. 자극에 필

요한 항원으로 여러 종류의 결핵항원과 함께 비특이적인 자극인 PHA, 

LPS, ConA를 투여한 후의 cytokine의 생산도 같이 측정하 는데, 이를 통

해 실험의 결과가 결핵항원에 대해서만 특이하게 나타나는 현상인지 혹은 

전반적인 세포매개면역반응의 억제인지를 구별하고자 하 다. 본 연구의 

결과 결핵항원에 대한 반응과 비특이적인 자극에 대한 반응이 유사하게 나

타났는데 이를 통해 각 cytokine의 반응이 전반적인 면역반응의 저하와 관

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2. IFN-γ

Hussain등
7
이 시행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정상인에 비해 결핵환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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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1 cytokine인 IFN-γ의 생산이 유의하게 감소하 고, Th2 cytokine인 

IL-10의 생산도 감소하 다. 그러나 이런 cytokine 생산의 감소는 항원의 

양이 부족하여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고 PBMC를 이용하여 cytokine의 생

산을 측정하 던 다른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확인되었다
7
. 그리고 

PPD에 대한 결핵피부반응이 음성인 정상인에 비해서 폐외결핵환자에서 

CFP와 PPD에 대한 T-cell 반응이 현저히 감소하 다
7
. 본 연구에서도 비

특이적인 자극과 결핵항원에 대한 자극에 대한 IFN-γ의 생산이 감소하는 

경향을 관찰하 고 ConA에 대한 IFN-γ의 생산이 유의하게 감소함을 관찰

하 다. 특히 폐외결핵인 결핵성흉막염 환자에서 PHA, ConA, CFP, PPD

와 Ag85에 대한 IFN-γ의 생산이 유의하게 감소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Al-Attiyah 등이 시행한 연구에 의하면 결핵치료를 시작하기 전에는 

PBMC를 이용하여 측정한 IFN-γ의 생산이 정상인에 비해 감소하 지만 

결핵 치료를 하고 난 후 2개월째부터 IFN-γ의 생산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

이다가 치료 6개월 후에는 유의하게 상승하 다. 이는 아마도 IFN-γ를 분

비하는 CD4+임파구가 증식을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10
. 본 연구에

서도 비특이적인 자극인 PHA와 ConA에 대한 IFN-γ의 생산이 치료 후 2

개월 후부터 유의하게 상승하 고, ESAT-6에 대한 IFN-γ의 생산 역시 치

료 후 2개월부터 상승하는 경향을 보 다. 즉 폐결핵 환자에서 결핵 치료 

전에는 IFN-γ의 생산이 억제되어 있다가, 치료 후 상승이 되는 것으로 보

아 IFN-γ의 생산의 억제상태가 결핵의 발병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최종 분석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결핵 치료 2개월 후 

임상적으로 호전을 보이다가 3개월 째 갑자기 흉막삼출을 소견을 보이며 

임상경과가 악화되었다가 6개월 후 다시 호전되어 완치된 환자(Figure 12)

에서 IFN-γ의 생산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 2개월째에는 IFN-γ의 생산이 

증가하다가 3개월째 IFN-γ의 생산이 감소하고 치료 종결 시점인 6개월째

에는 다시 증가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Figure 13). 

최근의 여러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폐결핵 환자에서 객담, 혈청 혹은 

기관지폐포세척액의 Th-1 cytokine의 농도가 증가되어 있고, 이는 폐결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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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Change of chest X-ray 

after treatment. A: Before treatment. 

B: 2 month after treatment. C: 3 

month after treatment D: 6 month 

after treatment.  

Figure 13. Change of IFN-γ after treatment according 

to clinical response (2month: improved, 3 month: 

progressed, 6 month: c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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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활성도와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11
. 그러나 결핵 감염이 진행되는 

장소에서 Th-1 cytokine이 증가함으로써 질병이 진행하는 것을 억제할 수

는 있지만 결핵 감염 자체를 억제할 수는 없는데, 그 이유는 IFN-γ의 농

도가 감염 초기에 증가를 하지 않고 나중에 증가를 하며, 결핵균의 감염 

초기에는 대식세포가 IFN-γ에 반응하지 않아서라고 추측하기도 하고, 

IFN-γ의 농도가 감염 초기에 증가를 하지 않고 나중에 증가를 하기 때문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12
. 

이렇게 결핵군이 증식하는 장소에서는 IFN-γ의 농도가 상승을 하지만, 

그 이후에 시행된 여러 연구에 의하면 HIV-음성 폐결핵 환자들에서 결핵

균 항원인 tuberculin purified protein derivative (PPD)나 the antigen 85 

complex의 자극에 대한 림프구의 증식과 IFN-γ의 생산이 감소하는 사실

을 확인할 수 있었다
13,14
. Dieli 등이 시행한 연구에 의하면 결핵 감염 초기

에는 말초혈액에서의 T-cell의 반응이 감소하 지만 결핵 치료를 시작한 4

개월 이후부터 증가하고, 결핵균의 증식이 일어나는 부위에서는 감염 초기

에는 T-cell의 반응이 증가하 으나 결핵 치료를 시작한 이후에는 감소하

다
15
. Hirsh 등이 시행한 연구에 의하면 PPD를 이용해 PBMC에 자극을 

가한 후, 생산되는 IFN-γ의 농도를 측정한 결과 결핵 감염 초기와 3개월 

이후까지도 정상인에 비해 감소되었다
16,17
. 이후 유사한 여러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결핵 감염 초기에는 IFN-γ와 다른 여러 cytokine의 반응이 

정상인에 비해 감소를 하지만 항결핵 치료를 시작하고  2-4 개월이 지나

면  이런  면역결핍반응이 회복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1 3 - 1 8

. 

이렇게 치료되지 않은 초기 결핵 환자에서 결핵균에 대한 T-cell의 반응

이 감소하는데, 결핵균의 감염에 의해 반응이 감소를 하는지 혹은 T-cell

에 대한 반응이 감소한 경우에 결핵균의 증식이 일어나 활동성 결핵으로 

되는지에 대한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12
. 결핵 감염 초기에 T-cell에 대

한 반응이 감소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CD4나 CD8 cell

을 통해 T-cell에서 Th1 cytokine의 생산을 억제한다고 알려진 IL-4와 같

은 Th2 cytokine의 생산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세포 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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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전에 의해 결핵균 항원에 감작된 T-cell이 감소하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결핵 환자에서 혈청 IL-10의 농도가 증가하

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 결과를 바탕으로 Th2 cytokine인 IL-10이 

T-cell에서의 IFN-γ의 생산을 억제한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12
. 결핵균 항원

인 PPD로 자극을 가한 후 세포 내에서 발현되는 cytokine을 염색한 결과 

CD4+와 CD8+ T-cell이 IL-10을 분비하는 것을 관찰하 다
18
. 그러나 이런 

억제의 기전을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결핵 감염 초기에 말초혈액 내 

세포의 구성과 각 세포의 분비기능을 직접 측정하거나, 세포고사를 관찰하

여 이를 정상인의 소견과 비교해야 할 것이다.   

3. IL-12

IL-12 는 Mycobacteria나 Salmonella와 같이 세포 내에서 증식을 하는 

균의 감염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1
. IL-12p40 유

전자의 돌연변이나 IL-12의 조절에 이상이 있는 경우 혹은 IL-12 receptor 

β1 chain15-18의 결함이 있으면 항산균 감염에 잘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24
. 폐결핵 환자에서 PBMC를 결핵 항원을 이용하여 자극한 결과 

IL-12와 IFN-γ의 분비능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졌으며
13
, 결핵 환

자의 조직에서 IFN-γ, IL-4, TNF-α와 CD8 T cells에서 분비되는 

IL-12p40 mRNA의 발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건락성 괴사가 있는 

부위에서 IFN-γ, IL-12, TNF-α의 발현이 서로 연관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25
. 그러나 결핵환자의 감염에 있어서 IL-12의 역할에 대해서는 

IFN-γ에 비해 잘 연구되어 있지 않다. 특히 전혈세포법으로 IL-12의 분비

기능을 측정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를 통해 IFN-γ와는 달리 결핵환자에서 IL-12p40의 생산이 증가

함을 관찰하 으며, 치료에 따라 유의하게 감소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 

결과들을 통해 결핵이 발병하면 IL-12의 분비가 증가하여 결핵균의 증식

을 억제하는 추측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결과와는 달리 T-cell에서 IFN-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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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비를 자극한다고 알려진 IL-12p40의 농도와 IFN-γ의 농도 사이에 상

관관계를 관찰할 수 없었다. 이는 아마도 IFN-γ의 생산이 유의하게 억제

되어 있는 결핵 감염 초기에 IL-12p40을 측정하 기 때문일 수도 있겠으

나, IFN-γ의 생산에 자극을 주는 다른 cytokine이 관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IFN-γ의 생산을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는 Th2 cytokine과의 상관관

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여러 결핵항원 중 araLAM에 대한 

IL-12p40의 생산이 결핵환자에서 유의하게 증가하고 치료 후 2개월과 6개

월 째 유의하게 감소하 다. 본 연구의 정상 대조군은 모두 PPD에 대한 

결핵피부반응이 양성이었기 때문에 araLAM에 대한 IL-12p40의 생산을 측

정하는 것이 PPD에 대한 결핵피부반응이 양성인 군과 결핵환자를 구별하

고 치료의 결과를 평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추측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4. TNF-α

최근 류마티스관절염의 환자의 치료를 위해 TNF-α에 대한 항체를 투여

하는 과정에서 결핵이 생겼다는 보고가 있었다
26,27
. 결핵 환자에서 TNF-α

의 농도가 상승을 하면 감염된 조직이 괴사하거나 악액질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28
. 그리고 결핵 환자의 감염 초기에 임상적으로 악화되는 경

우에 TNF-α의 농도가 상승함을 관찰하 다
29
. 그 이외에 TNF-α가 

adhesion molecules 뿐만 아니라 chemokine과 chemokine receptors의 발

현에 향을 미쳐, 결핵에서 가장 특징적인 병변인 육아종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30
. 그러나 결핵환자의 감염에 있어서 

TNF-α의 역할 역시 interferon-γ에 비해 잘 연구되어 있지 않다. 특히 전

혈세포법으로 TNF-α의 분비기능을 측정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를 통해 IFN-γ와는 달리 결핵환자에서 TNF-α의 생산이 증가함

을 관찰하 으며, 치료에 따라 유의하게 감소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여러 

결핵항원 중 araLAM에 대한 TNF-α의 생산이 결핵환자에서 유의하게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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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고 치료 후 2개월과 6개월 째 유의하게 감소하 다. IL-12p40과 마찬

가지로 araLAM에 대한 IL-12의 생산을 측정하는 것이 PPD에 대한 결핵

피부반응이 양성인 군과 결핵환자를 구별하고 치료의 결과를 평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IL-12p40과 TNF-α의 생산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는데, 이를 통해 TNF-α 역시 결핵균의 증

식을 억제하는데 작용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5. Th1 cytokine의 역할과 상관관계

결핵균에 대한 면역반응에서 CD4+ T cell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알려져 있고 IFN-γ에 의해서 대식세포의 작용이 활성화되어 결핵균

의 증식을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여러 연구 결과에 의하

면 결핵균에 대한 면역 반응에 있어 CD8+ T cell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하

고 있음이 밝혀졌다
31-33
. 소아 결핵환자에서 감염 초기에는 Vγ9/Vδ2 T 

cell의 증식이 증가하면서 IFN-γ의 생산과  granulysin의 발현은 감소하

나 결핵 치료에 따라 이 반응이 역전되는 것으로 보아 Vγ9/Vδ2 T cell이 

결핵 감염에 대한 보호작용이 있음이 알려 졌다
34
. 결핵균에 감염된 이후

에 단핵구에서 유래된 대식세포에서는 주로 염증 반응과 관련된  

cytokine인 TNF-α, IL-1, IL-6가 분비되고 IFN-γ의 분비를 자극하는 

cytokine인 IL-12는 거의 대부분 단핵구에서 유래된 수지세포(dendritic 

cell)에서 분비된다고 알려졌다
35
. 

지금까지 여러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결핵 환자에서 시험관에서 

결핵항원의 자극에 대한 IFN-γ의 생산은 감소하고 이 같은 면역결핍현상

(anergy)은 대개는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결핵이 치료되면 대부

분 회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 결핵 감염 초기에 나타나는 이

런 면역결핍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기전이 밝혀지면 결핵의 감염과 발병에 관련된 면역 기전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어 새로운 결핵예방백신의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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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cytokine의 생산과 각 세포의 발현 

및 각 세포질 내에서의 cytokine의 발현을 직접적으로 측정하여 그 기전

을 밝히는 추가적인 연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제내성결핵 환자

와 건강한 결핵피부반응 양성자를 대상으로 결핵균 항원인 PPD에 대한 

IFN-γ, IL-10, IL-18의 생산을 비교한 결과 건강한 결핵피부반응 양성자

에 비해 다제내성결핵 환자에서 IFN-γ의 생산은 감소하고 IL-10, IL-18

의 생산은 증가하 다. 다제내성결핵 환자에서 IFN-γ의 생산과 임파구의 

증식 및 CD4 세포의 수는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IL-10, IL-12 및 IL-18의 

생산과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반면 이들 환자에게서 IL-10과 IL-12은 상

관관계가 있었다
36
. 즉 Th2 cytokine 역시 Th1 cytokine 같이 결핵의 발

생과 진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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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결핵 환자에서 전혈세포배양법을 통해 비특이적 자극과 여러 결핵 항원

에 대한 IFN-γ과 IL-12p40 및 TNF-α의 생산을 측정하여 PPD에 대한 결

핵피부반응 양성인 대조군의 수치와 비교하고, 결핵 치료 전과 치료 2개월

과 6개월 후의 변화를 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PPD에 대한 결핵 피부반응에 양성인 정상 대조군에 비해 결핵 환자

에서 IFN-γ의 생산이 감소하 으며, 치료 후에 비특이적 항원에 대한 

IFN-γ의 생산이 증가하 고, ESAT-6에 대한 IFN-γ의 생산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2. PPD에 대한 결핵 피부반응에 양성인 정상 대조군에 비해 결핵 환자

에서 Th1-cytokine인 IL-12의 생산이 증가하 고, 치료 2개월 후부터는 감

소하 다. 

3. TNF-α 역시 PPD에 대한 결핵 피부반응에 양성인 정상 대조군에 비

해 결핵 환자에서 생산이 증가하 으며, 치료 2개월 후부터는 감소하 다. 

결핵 발병 초기에는 IFN-γ의 생산이 감소하고 IL-12와 TNF-α의 생산이 

증가하다가, 결핵의 치료와 함께 IFN-γ의 생산이 증가하고, IL-12와 

TNF-α의 생산은 감소하 다. 

4. 결핵환자에서 IL-12와 TNF-α의 생산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

으나 IFN-γ의 생산과는 관계가 없었다.

이상의 결과로 결핵의 발병과 IFN-γ 생산의 감소가 관계가 있고, 결핵 

초기에 IL-12, TNF-α 생산의 증가하여 결핵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IL-12와 IFN-γ의 생산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었는데 이의 정

확한 기전을 밝히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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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ange of interferon-gamma, interleukin-12 and 

tumor necrosis alpha responses in patients with

active tuberculosis during treatment

Young Sam Kim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ung Kyu Kim)

Background: Tuberculosis is one of the leading infectious diseases in 

adults, causing around 3 million deaths annually. Research on 

understanding the host defense and immunopathogenesis of tuberculosis 

is necessary because there is an urgent need for a new vaccine and 

adjunctive immunotherapy, particularly in patients with drug resistant 

Mycobacterium tuberculosis infection. Th1 cytokine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pathogenesis of tuberculosis. Recently, many aspects of 

cytokine dynamics in patients with active pulmonary tuberculosis have 

been investigated through ex-vivo studies with specific or crude 

mycobacterial antigens, or M. tuberculosis. 

Material and Methods: In this study we used whole blood culture 

method in the evaluation of Th1 cytokine response. We used many 

tuberculous antigens for stimulation. The tuberculous antigens are culture 

filtrate proteins (CFP), purified protein derivatives (PPD), antigen 85A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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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berculosis proteins (Ag85A), early secretory antigen target-6 (ESAT-6), 

38k Dalton antigen (38kDa), RNA polymerase β subunit B1 (rpoB1), RNA 

polymerase β subunits B2 (rpoB1), arabinofuranasyl lipoarabinomannan(araLAM), 

manosyl-capped lipoarabinomannan(manLAM), and non-specific 

mitogens are concanavalinA(ConA), lipopolysaccaride(LPS),  

phytohaemagglutinin(PHA). After antigen stimulations we measured 

interferon-γ(IFN-γ), interleukin 12(IL-12) and tumor necrosis factor-α

(TNF-α) production in the tuberculin skin test reactive health controls 

and tuberculosis patients. In tuberculosis patients we followed the 

changes of each cytokine productions during the course of treatment. 

Results: IFN-γ productions decreased in the tuberculosis patients 

before treatment, but IFN-γ productions increased after treatment 

especially in response to non-specific mitogens and ESAT-6 

stimulations. IL-12p40 productions increased in the tuberculosis patients 

before treatment, but IL-12p40 productions decreased after treatment 

especially in response to araLAM stimulations. TNF-α productions  

increased in the tuberculosis patients before treatment, but TNF-α 

productions decreased after treatment especially after araLAM 

stimulations. 

Conclusion: Inability of IFN-γ production by lymphokine may be  

related to the pathogenesis tuberculosis, and IL-12 and TNF-α 

productions may be related to the killing of M. tuberculosis and 

prevents proliferation of M. tuberculosis. IL-12 and IFN-γ are not 

related to each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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