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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Fcγ IIa 수용체의 다형성과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

  여러 자가면역 질환에서 면역에 관계하는 수용체의 다형성과의 관련

성에 대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으나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Idiopathic 

Thrombocytopenic Purpura, ITP)과 수용체 다형성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히 밝혀진 것이 없다. 특히 이런 수용체 중에서 저친화성을 

보이는 면역 로불린 G 수용체 IIa는 세망내피질계가 면역 로불린에 

감작된 혈소판을 제거하는데 관여하는데 그 다형성의 차이에 따라 면역

로불린과의 친화 정도가 달라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자가 면역성 질환

의 발병이나 임상양상에 차이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되어 국내 ITP 

환자와 정상군에서 수용체 다형성의 분포 및 임상 특성의 차이를 분석

해 보았다. 1992년 10월 1일부터 2001년 8월 31일까지 연세대학교 원주

기독병원, 아주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병원에서 ITP로 진단하여 치료받

은 환자 44명과 원주기독병원 건강검진센터를 방문한 정상인 28명을 대

상으로 채취한 전혈에서 DNA를 추출하여 allele specific PCR을 통한 

실험으로 Fcγ IIa 수용체의 다형성을 분석하 고 다형성의 차이와 환자

들의 치료반응 속도, 재발여부와 빈도, 재발까지의 기간, 만성 ITP로의 

이행여부, 초기 혈소판 수치와 성별 및 발병 연령과의 관련성에 대해 

후향적으로 통계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ITP 환자군과 정상 환자군에는 다형성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P=0.695).

 2. 급성 ITP 환자군의 다형성은 HH형 7명, HR형 1명, RR형 3명이고

만성 ITP 환자군은 HH형 17명, HR형 15명, RR형 1명으로 유의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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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보 고(P=0.014) 급성 ITP 환자군과 정상군 사이에서도 정상군의 

다형성이 HH형 13명, HR형 13명, RR형 2명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으

나(P=0.049) 만성 ITP 환자군과 정상군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739). 

 3. 다형성의 차이와 환자들의 치료반응 속도, 재발여부와 빈도, 재발까

지의 기간, 만성 ITP로의 이행여부, 초기 혈소판 수치와 성별 및 발

병 연령과의 관련성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상의 결과로 급성 ITP 환자군에서 RR형의 비율이 만성 ITP 환

자군과 정상군보다 상대적으로 많아서 RR형을 가지는 사람이 급성 

ITP에 더 쉽게 노출될 것이라고 생각되나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대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핵심되는 말 :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 Fcγ IIa 수용체, 다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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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γ IIa 수용체의 다형성과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

<지도교수 김황민>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전  고  운

I. 서  론 

  소아의 ITP는 4-6세에 주로 발생하는 비교적 흔한 자가면역성 혈액

질환으로
1)
 50-60%에서 1-4주 전에 이환된 바이러스성 상기도 감염과 

동반되나 정확한 발생기전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2). ITP의 면역학적 

병태생리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혈소판 표면에 있거나 순환하는 IgG 

군(class)에 의한 항혈소판 항체들이 혈소판 막에 특이하게 존재하는 

GP IIb/IIIa, GP Ia/IIa, GP Ib/Ix 등의 당단백질(GPs)에 결합하여 순환

하다가 세망내피질계에서 거대탐식세포의 IgG의 Fc 부분에 대한 수용

체에 감지되어 제거된다
3)
. 이에 혈소판 항체의 발현과 Fcγ 수용체의 기

능은 이 질병의 발병과 진행과정에 깊이 관여할 것으로 사료되고 특히 

항체가 결합된 혈소판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수용체인 Fcγ 수용체의 다

형성이 질병의 발생과 경과에 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Fcγ 수용

체 IIa의 유전학적 다형성은 single nucleotide의 치환으로 인해 131번째 

아미노산이 histidine에서 arginine으로 변화하여 발생한다
4)
. 이런 아미

노산의 대치로 인해서 IgG과의 결합력에 차이가 생겨 FcγRIIa-131H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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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R보다 IgG에 대한 강한 친화력을 보인다5). Fcγ 수용체의 역할에 중

점을 두고 시행한 몇몇 연구들에서 소아와 성인 ITP 환자에서 Fcγ 수

용체 다형성의 빈도에 차이가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6)
. 이에 저자들은 

연세대학교 원주기독병원과 고려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병원에 입원한 

ITP 환자 44명과 정상인 28명의 Fcγ 수용체 IIa의 다형성의 빈도와 임

상양상을 비교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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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료 및 방법

1. 연구 대상

  1992년 10월 1일부터 2001년 8월 31일까지 연세대학교 원주기독병원

과 아주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병원에서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으로 치

료받은 환자 44명을 대상으로 하 다. 혈소판 감소증은 혈소판 수치가 

150,000/μL 미만인 경우로 정의
2)
하 고 만성 ITP는 발병 6개월 이후에

도 혈소판 감소증이 지속된 경우로 정의하 으며 재발은 기간에 관계없

이 정상으로 유지되던 혈소판이 정상 이하로 떨어졌다가 치료 유무와 

관계없이 다시 정상으로 유지되는 경우로 정의하 다. 대조군은 2002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연세대학교 원주기독병원 건강검진센터를 방

문한 성인 28명을 대상으로 하 다.

2. 연구 방법

가. DNA 추출

  환자와 대조군의 정맥으로부터 채혈된 5 mL의 전혈에 Proteinase K

와 phenol/클로로포름법을 이용한 상용화된 제품(Easy-DNA
TM
 kit, 

Invitrogen Co, USA)을 사용하여 약 30 ng의 DNA를 추출하 다. 

나. Fcγ IIa 수용체 다형성의 검사

  Primer의 design은 H형의 발현을 위해서 H131-specific sense primer 

oligonucleotide로 5'-ATCCCAGAAATTCTCCCA-3'(Bioneer, Korea)

를 20 pM 사용하 고 R형의 발현을 위해서는 R131-specific s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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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er oligonucleotide로 5'-ATCCCAGAAATTCTCCCG-3'(Bioneer, 

Korea)를 20 pM 사용하 다. FcγRIIa, FcγRIIb, FcγRIIc가 있는 intron

의 downstream 부위에서 common antisense primer 

(5‘-CAATTTTGCTGCTATGGGC-3')를 20 pM 이용하여 439 bp의 

PCR 산물을 얻도록 하 다. Internal control을 위해서는 253 bp의 PCR 

산물을 형성하는 Human growth hormone (HCG)-I primer 

(5'-CAGTGCCTTCCCAACCATTCCCTTA-3')와 HCG-II primer를 

각각 0.125 μM을 첨가하 다. 한 환자의 검체를 둘로 나누어 각각 50 μ

L PCR mixture (DNA 2.5 μL포함)에 5 μL의 PCR buffer (15 mM 

MgCl2 포함. Roche, Diagnostics GmbH, Mannheim, Germany), 200 μ

M의 dNTP (Promega, WI, USA)와 0.5 U의 Taq polymerase (Roche, 

Diagnostics GmbH, Mannheim, Germany)를 혼합하 고 한 튜브에는 

H131-specific sense primer 20 pM을 넣었고 다른 튜브에는 

R131-specific sense primer 20 pM을 넣은 후 모든 검체에 common 

antisense primer와 HCG-I primer와 HCG-II primer를 첨가하 다. 각 

검체를 95℃에서 5분간, 95℃로 30초간, 57℃에서 1분, 72℃에서 30초간 

10회의 Thermal cycler (Master cycler 5330, Eppendof, Germany)를 

시행하 고 민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95℃로 30초간, 54℃로 1분, 72℃로 

30초간 22회를 시행하 으며 최종연장반응으로 72℃에서 5분간 시행하

다. PCR 산물은 2% agarose에서 전기 동하 고 ethidium bromide

를 사용하여 확인하 다(Fig. 1). Agarose 전기 동의 결과 253 bp의 

HCG internal control이 나타나면서 439 bp에서 H lane만 발현이 되는 

경우는 HH형을 가진 사람으로 판독하 고 H lane과 R lane 모두 발현

이 되는 사람은 HR형이라고 판독하 으며 R lane만 발현되는 경우는 

RR형의 다형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판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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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cγ IIa receptor genotype determination by PCR-ASP. Lane 1 

exhibits a marker, lane 2 and 3 show HH type, lane 4 and 5 show 

HR type and lane 6 and 7 show RR type.

다. 통계처리

  통계처리는 SPSS 11.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행하

다. ITP의 급성과 만성군 및 정상 대조군에서 다형성의 분포와 치료반

응 속도, 재발여부와 빈도, 재발까지의 기간, 만성 ITP로의 이행여부, 

초기 혈소판 수치와 성별 및 발병 연령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Chi-square test와 Fisher's exact test와 unpaired t-test를 이용하 다. 

P 값은 0.05 미만의 경우에 유의한 것으로 판정하 다. 

control 1   2   3   4   5   6  

ꀹ 253 bp
ꀹ 439 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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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  과

1. 대상 환아들의 특성

  ITP 환자의 입원 당시 연령은 평균 124개월이었고 급성 ITP 환자는 

41.1개월이었으며 만성 ITP 환자는 156개월이었다. 남녀비는 급성 ITP 

환자는 남자 7명, 여자 4명이었고 만성 ITP 환자는 남자 15명, 여자는 

18명이었다. 정상 대조군은 남자와 여자 각각 14명이었다. 평균연령 및 

성별비에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P=0.394, P=0.595, Table 1). 

입원 당시 환자들의 혈소판 수치는 평균 30,000/μL이었고 급성 ITP환

자는 평균 24,818/μL이고 만성 ITP환자는 평균 22,394/μL로 두 군간에 

차이는 없었다(P=0.907, Table 1).

Table 1. Clinical Characteristics of Patients 

Acute ITP patients Chronic ITP patients Normal group P-value

No. of patients 11 33 28

Male:Female 7:4 15:18 14:14 0.595
*

Age (month) 41.1 156.7 508.3 0.394*

Initial Platelet 

count(/μL) 
24,818 22,394 0.907†

*
 Comparison between acute ITP patients, chronic ITP patients and normal group.
†Comparison between acute ITP patients and chronic ITP patients

2. ITP 환자와 정상군에서의 Fcγ IIa 수용체 다형성 분포

 ITP 환자와 정상군에서 HH형과 HR형, RR형이 각각 24명, 16명과 4

명 그리고 13명, 13명, 2명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695,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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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cγ IIa receptor polymorphisms 

Genotype distribution ITP (n=44) Normal group (n=28)

HH 24(54.5%) 13(46.4%)

HR 16(36.4%) 13(46.4%)

RR 4(9.1%) 2(7.2%)

P=0.695

3. 급성 ITP와 만성 ITP와 정상군에서의 Fcγ IIa 수용체 다형성 분포

  급성 ITP 환자는 HH형과 HR형, RR형이 각각 7명, 1명, 3명으로 정

상군과 유의한 차이를 보 고(P=0.049) 만성 ITP 환자는  HH형과 HR

형, RR형이 각각 17명, 15명, 1명으로 정상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739, Table 3). 급성 ITP 환자와 만성 ITP 환자간의 비교에

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014).   

Table 3. Fcγ IIa receptor polymorphisms in acute and chronic ITP 

patients and normal group 

Genotype distribution Acute ITP (n=11)* Chronic ITP (n=33) Normal group (n=28)

HH 7(63.6%) 17(51.5%) 13(46.4%)

HR 1(9.1%) 15(45.5%) 13(46.4%)

RR 3(27.3%) 1(3.0%) 2(7.2%)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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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상양상의 차이 비교

  ITP 환자에서 치료반응 속도, 재발여부와 빈도, 재발까지의 기간, 만

성 ITP로의 이행여부, 초기 혈소판 수치와 성별 및 발병 연령과 Fcγ 

IIa 수용체의 다형성과의 관계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Table 4).

Table 4. Comparison between clinical correlation and Fcγ IIa receptor 

polymorphisms 

Clinical manifestation HH HR RR P-value

Treatment method

Steroid therapy(response period)

IVIG therapy(response period)

n=11(22.8 day) n=7(11.28 day) n=1(30 day) 0.361

n=16(3.63 day) n=12(3.58 day) n=3(3.33 day)

Recurrant patients n=17(70.8%) n=13(81.3%) n=1(25%) 0.213

Initial platelet count(/μL) 20,333 30,187 34,250 0.421

Onset age(month) 122.37 155.93 46.25 0.394

Sex(M:F) 13:11 7:8 2:2 0.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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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ITP는 면역체계의 변화나 기능 이상으로 발생하는 질병이다7). 이 질

병의 주증상인 혈소판 감소증은 Fcγ 수용체를 포함한 세망내피질계의 

세포들이 항체와 결합한 혈소판을 과다 제거하여 일어난다. 혈소판 제

거에서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지만 혈

소판의 제거 기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Fcγ 수용체의 다양한 표현

형의 차이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Fcγ 수용체의 다양

한 표현형은 다형성의 변이로 생기는데 이런 Fcγ 수용체의 다형성의 

변이가 면역 로불린에 대한 서로 다른 친화력을 보이기 때문에 면역 

복합체의 제거율의 차이가 생기고, 이로 인해 질병에 대한 개인적인 감

수성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된다
8)
. Fcγ 수용체는 각종 혈액세포 표면

에 존재하는 당단백으로 여러 가지 면역 로불린의 Fc 부분을 특이적

으로 인지하고 결합하는 수용체들로서 면역 로불린과 결합하여 면역복

합체를 형성하여 면역체계를 활성화시킨다. 이 수용체는 면역 로불린

의 Fc 부분과 결합하는 α subunit과 β, γ, ζ subunit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 α subunit의 차이로 Fcγ 수용체들간에 IgG와의 결합력

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들 수용체들의 종류에는 I, II, III 세 가지가 있

고 각각 Ia, Ib, IIa, IIb, IIc, IIIa, IIIb로 구성되어 있는데 IIa와 IIIa는 

monomeric IgG에 저친화성을 가지는 수용체이다5). 특히 이들에서는 

single nucleotide 다형성이 많이 발생하여 각 다형성마다 기능적인 차

이가 나타난다
9)
. 그 중 Fcγ II 수용체의 기능은 확실히 밝혀진 바는 없

지만 혈소판을 염증부위로 이동시키는 수용체 역할과 염증으로 IgG가 

침착된 부위에서의 혈소판 웅집, 혈액내 면역복합체의 제거 등의 기능

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이런 Fcγ II 수용체의 아형인 Fcγ I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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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체의 경우 다형성이 발생하면 131번째 아미노산인 histidine이 

arginine으로 치환되게 되는데 histidine으로 구성된 HH형은 IgG에 대

한 결합력이 강하고 arginine으로 구성된 RR형은 결합력이 약해진다. 

Fcγ 수용체의 다형성의 차이와 기능적인 차이의 연관성은 murine IgG1 

항체의 결합과 Fcγ IIa 수용체 131H 변이의 관계에서 처음 보고되었다

10)
. 그 이후로 Fcγ IIa 수용체의 기능적인 다형성과 몇몇 자가면역 질환

에서 일련의 연관성이 있음이 밝혀졌다11). 자가면역 질환에서 Fcγ 수용

체의 변이에 대한 병태생리적인 기전은 아직 확실히 알려진 것이 없지

만 면역복합체의 침착으로 여러 가지 합병증을 야기하는 SLE 환자의 

경우는 Fcγ IIa 수용체가 수용체에 대한 저친화성을 가지는 131-R 유

전자형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로 인한 면역복합체의 불완전한 제

거가 SLE를 유발시킬 것이라는 가설이 있다
12)
. 

  Fcγ IIa 수용체의 다양성에 대한 여러가지 연구가 발표되고 있는데 

분포에 있어 Foster 등13)과 Carcao 등14)은 HH, HR, RR형이 31%, 

44%, 25%과 38% 43% 19%로 본 연구와 결과의 차이를 보 고 

Lehrnbecher 등
15)
의 연구에서는 HH, HR, RR형이 49%, 47%, 8%로 본 

연구와 비슷하 다. 치료에 대한 반응에 관한 것으로는 Williams 등
6)
의 

연구가 있는데, R형을 가진 사람은 IgG2에 대해 친화성이 작기 때문에 

항체와 결합한 감염 항원 복합체가 불완전하게 제거되어 치료에 대한 

불응성이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성별과의 관계에서는 Joutsi 등9)이 

연구하 는데 젊은 여자 ITP군에서 R형이 우세하다고 하 다. 

  본 연구 결과 다형성의 분포가 Lehrnbecher 등
15)
의 결과와 비슷한 

것은 Foster 등
13)
과 Carcao 등

14)
의 논문이 백인과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 비해 Lehrnbecher 등
15)
의 연구는 극동지방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결과 다는 점에서 인종간의 다형성의 차이가 이와 

같은 결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불응성 ITP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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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γ IIa 수용체의 다형성과의 비교로 치료에 대한 반응여부를 분석해 

보았는데, 잦은 재발을 보이는 군과 다형성의 차이와의 관계에 있어 유

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또한 연령이나 성별에 대해서도 본 연

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본 연구의 대상으로 포함된 어

른의 수가 5명밖에 안되는 점은 연령별 관계에 대해 많은 대상군을 상

대로 연구해 보아야할 여지를 남기고 있다. 

  본 연구 결과 정상인과 ITP 환자군 사이 그리고 정상인과 만성 ITP 

환자군 사이에서 Fcγ IIa 수용체 131H와 131R의 유전자형은 유의한 차

이가 없지만 급성 ITP 환자군은 정상군과 만성 ITP 환자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런 결과는 급성 ITP의 이환은 Fcγ IIa 수용체 

유전자형과 관계가 있지만 만성 ITP로의 이행은 Fcγ 수용체의 표현형

과는 관계없이 다른 면역학적 기전이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임을 보여주

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특히 RR형이 표현되는 경우가 급성 ITP에서 상

대적으로 많다고 하는 것은 저친화성 수용체의 발현으로 인한 불완전한 

면역복합체의 제거가 면역체계를 비정상적으로 활성화시켜 급성 ITP를 

유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RR형을 가진 경우에는 급성 ITP 발

병 초기에 혈소판의 제거율이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발병당시 혈소판 수치와 Fcγ IIa 수용체의 다형성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P=0.359) 초기 혈소판 수치를 10,000/μL의 기준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RR형에서는 10,000/μL 이하가 한 명도 없었고 RH형은 3명

이었으며 HH형에서는 9명으로 R형의 저친화성 수용체 유전형을 가지

는 사람은 혈소판 파괴가 경미하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

며 이는 불완전한 제거율을 반 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치료에 대한 반응 여부나 속도와의 

관계는 유의성이 없었는데, 이 결과는 Fcγ IIa 수용체보다 Fcγ IIIa 수

용체와의 관계에서 치료와 관계있다는 연구와 비슷하다16). 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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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본 연구에서와 같이 Fcγ IIa 수용체의 다형성과 치료반응 및 속

도에는 관계가 없고 Fcγ IIIa 수용체의 다형성에 따라 비장 절제술을 

시행한 경우와 약물 치료로만 치료한 경우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16)
. 

이는 Fcγ IIa 수용체의 다형성이 항체 감작 혈소판의 제거의 정도를 결

정하고 ITP 치료에 대한 반응은 Fcγ IIa 수용체를 제외한 다른 면역학

적 차이에 의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재발 여부와 빈

도, 재발까지의 기간, 초기 혈소판 수치와의 관계에도 유의성이 없었는

데 이는 좀더 많은 표본수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

로 생각된다. 특히 어른에서 발생하는 ITP와 감염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소아 ITP의 기전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할 때 향후 보다 많은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발병 나이와 Fcγ IIa 수용체의 다형성간의 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다. 

  이 논문의 한계점은 만성 ITP의 표본수가 급성 ITP보다 많아서 통계

에 bias가 되었다는 점과 소아 ITP와 성인 ITP를 분리하여 비교분석하

기에는 대상군의 표본수가 적어서 소아 ITP와 성인 ITP의 면역학적 차

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만성 ITP 환자군에 성인을 포함

하여 분석한 점이다. 소아 만성 ITP의 면역학적 기전이 성인 ITP의 기

전과 같은지 보다 많은 대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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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ITP 환자에서 ITP의 병태생리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되

어지는 Fcγ IIa 수용체의 다형성의 차이가 질환의 경과 및 치료반응 정

도에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상호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실험한 

본 연구의 결과, Fcγ IIa 수용체의 다형성 중 RR형을 보이는 사람이 급

성 ITP에 더 쉽게 노출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 외 치료반응 등에 대

한 관계는 향후 보다 많은 대상에 대한 연구를 통해 평가해보아야 한다

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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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cγ IIa receptor polymorphisms in Idiopathic 

Thrombocytopenic Purpura

Ko Woon Chun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Hwang Min Kim)

Low-affinity immunoglobulin (Ig) Fc receptors, Fcγ IIa receptors are 

known to be responsible for removals of antibody coated platelets in 

idiopathic thrombocytopenic purpura (ITP). The polymorphisms of 

these receptors affect the Ig-binding affinity. For this reason, we 

could speculate that the polymorphisms may have an important 

effect on the pathogenesis or clinical course of ITP.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relationships between various clinical 

parameters and Fcγ IIa receptor polymorphisms in Korean ITP 

patients. Forty-four ITP patients and 28 healthy controls were 

enrolled. We extracted the genetic DNA from the whole blood, and 



- 18 -

analysed Fcγ IIa receptor polymorphisms through the allele specific 

polymerase chain reactio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polymorphism 

and clinical data was analysed. The results were as followed. Fcγ 

IIa receptor polymorphism frequency of the acute ITP group 

(HH;7/11, HR;1/11, RR;3/11) was different from those of the control 

group (HH;13/28, HR;13/28, RR;2/28) and of the chronic ITP group 

(HH;17/33, HR;15/33, RR;1/33) (P<0.05). In conclusion, we discovered 

that the polymorphisms of Fcγ IIa receptors affect only the 

pathogenesis of acute ITP. However, further study is needed to 

clarify the relationships in the large population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s : Acute idiopathic thrombocytopenic purpura, Chronic 

idiopathic thrombocytopenic purpura, Fcγ receptor IIa, polymorph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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