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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현발현발현발현        

 

아토피피부염은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유전적 배경과 면역학적 기전, 

환경적 요인 등의 다양한 인자가 복합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주된 발병 기전은 아직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 아토피피부염은 환경적 

항원 및 immunoglobulin (Ig) E 매개성으로 혈청 IgE 증가와 연관있는 

외인성 아토피피부염과 이들 인자와 관련이 없는 내인성 아토피피부염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들 각각의 병인은 서로 다를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아토피피부염에서 CCL18은 가장 많이 발현되는 케모카인으로 주로 수지상 

세포에서 분비되고 집먼지진드기 같은 알레르겐이나 Staphylococcus 

초항원에 의해 발현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CCL18은 

정상인보다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혈청에서 유의한 증가가 관찰되었으며 CLA 

양성 기억 T세포를 유인한다는 것이 밝혀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내인성 및 

외인성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병변 조직 및 단핵세포와 단핵세포에서 배양한 

수지상 세포와 랑게르한스 세포에서 CCL18의 발현을 관찰하였다. 조사 결과 

내인성 아토피피부염보다 외인성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피부 조직에서 

CCL18의 발현의 증가가 관찰되었다.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단핵세포에서는 

CCL18이 발현되지 않았지만 배양된 수지상 세포와 랑게르한스 세포에서는 

CCL18의 발현이 관찰되었고 랑게르한스 세포의 경우 두 군간의 CCL18 

발현의 차이가 없었지만 수지상 세포의 경우 내인성보다 외인성 

아토피피부염에서 CCL18의 발현의 현저한 증가가 관찰되었다. 또한 정상 

대조군보다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혈청에서 CCL18 발현이 유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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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였으며 내인성 및 외인성 아토피피부염 환자간에 차이는 없었고, 

아토피피부염의 중증도가 심해질수록 증가하다 심한 중증의 환자에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내인성 및 외인성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각 

중증도군간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흥미롭게도, 1년 이상 

집먼지진드기에 대한 탈감작 요법으로 임상적 호전을 보인 외인성 

아토피피부염 환자에서 치료 전에 비해 치료 후의 혈청에서 CCL18 발현의 

유의한 감소가 관찰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외인성 아토피피부염에서 

CCL18이 알레르겐 매개성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데 중요하며, 수지상 

세포에서 CCL18의 발현이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핵심되는핵심되는핵심되는핵심되는    말말말말: 아토피피부염, CCL18, 수지상 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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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이이이이    광광광광    훈훈훈훈 교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박박박박        창창창창        욱욱욱욱    

    

    

ⅠⅠⅠⅠ. . . . 서서서서            론론론론    

    

 

아토피피부염 (atopic dermatitis)는 유소아에서 발생하여 흔히 성인까지 

지속되는 심한 소양증과 특징적인 피부 소견을 보이는 만성 염증성 

질환이다1-2. 최근 사회의 공업화, 산업화에 따른 환경 오염, 생활습관의 

변화, 유전적 영향 등에 의해 아토피피부염의 발병률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3,4. 아토피피부염의 병인으로는 유전적 배경과 면역학적 

기전, 환경적 요인 등의 다양한 인자가 복합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주된 발병 기전이 무엇인지는 아직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5-9.  

아토피피부염은 환경적 항원 및 immunoglobulin (Ig) E 매개성으로 혈청 

IgE 증가와 연관있는 외인성 (extrinsic) 아토피피부염과 이들 인자와 



 ２ 

관련이 없는 내인성 (intrinsic) 아토피피부염으로 나뉘는데, 이들 각각의 

병인은 서로 다를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10. 외인성 아토피피부염 환자에서는 

총 혈청 IgE와 알레르겐 특이 IgE가 증가되어 있고 일반적인 알레르겐에 

대한 피부단자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으나 내인성 

아토피피부염 환자에서는 임상 증상은 유사하지만 혈청 IgE가 증가되어 

있지 않고 공기 중 흡입항원이나 음식 항원과 관련이 없다11. 내인성보다 

외인성 아토피피부염에서 림프절과 말초 혈액의 B 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IgE에 대한 저친화성 Fc 수용체 (FcεRⅡ/CD23)가 더 많이 발현되어 있으며 

내인성의 경우보다 IgE에 대한 고친화성 Fc 수용체 (FcεRⅠ)의 발현이 

현저하게 증가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0,11.  

급성기의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말초혈액과 피부 병변에서는 대부분 

IgE의 발현이 증가되어 있고 interleukin (IL)-4, IL-13 등의 사이토카인을 

생산해내는 Th2세포가 증가되지만12,13 만성기로 진행하면 interferon 

(IFN)-γ를 생산하는 Th1세포가 나타나게 된다14,15. 최근에는 상기 

사이토카인 뿐만 아니라 여러 케모카인이 아토피피부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Th2세포 유도 케모카인인 thymus and 

activation-regulated chemokine (TARC/CCL17), macrophage-derived 

chemokine (MDC/CCL22) 및 cutaneous lymphocyte antigen (CLA) 양성 기억 T 

세포를 유도하는 cutaneous T cell-attracting chemokine (CTACK/CCL27) 등은 

아토피피부염 환자에서 증가되어 있으며 질병의 활성도와 관계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6-18. 또한 각질형성세포에서 분비되는 thymic stro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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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mphopoietin (TSLP)이 수지상 세포 (dendritic cell)에서 TARC와 MDC의 

발현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9.  

최근 밝혀진 CC chemokine ligand 18 (CCL18)은 pulmonary and 

activation-regulated chemokine (PARC)20, dendritic-cell-derived C-C 

chemokine (DC-CK1)21, alternative macrophage activation-associated CC 

chemokine-1 (AMAC-1)22 및 macrophage inflammatory protein-4 (MIP-4)23,24 

등으로 다양하게 보고된 케모카인으로 아직 수용체가 밝혀져 있지 않으며 

주로 T세포를 유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5. 아토피피부염에서 CCL18은 

가장 많이 발현되는 케모카인으로 주로 수지상 세포에서 분비되고 

집먼지진드기 같은 알레르겐이나 Staphylococcus 초항원에 의해 발현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6. 또한 CCL18은 정상인보다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혈청에서 유의한 증가가 관찰되었으며 CLA 양성 기억 T세포를 

유인한다는 것이 밝혀져 있다27.   

아직 내인성 및 외인성 아토피피부염의 발병 기전의 차이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규명 및 차이점을 밝히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 아토피피부염 환자에서 CCL18의 발현이 보고되었고 특히 

알레르겐에 노출시 발현의 증가가 관찰되어 CCL18은 외인성 

아토피피부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내인성 및 

외인성 아토피피부염에 따른 CCL18의 연구는 아직까지 보고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인성 및 외인성 아토피피부염간에 CCL18의 발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내인성 및 외인성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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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단핵세포, 단핵세포에서 배양한 수지상 세포와 랑게르한스 세포 

(Langerhans cell) 및 혈청 등에서 CCL18의 발현 양상을 관찰하고 

사이토카인 및 알레르겐을 처리한 후 CCL18의 발현 변화를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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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II. II. II. 재료재료재료재료    및및및및    방법방법방법방법 

    

    

1.1.1.1. 연구연구연구연구    대상대상대상대상        

    

가가가가....    환자군의환자군의환자군의환자군의    선정선정선정선정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알레르기 특수 진료소 및 피부과에 

내원하여 임상적으로 Hanifin 및 Rajka의 기준28에 의해 아토피피부염으로 

진단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총 혈청 IgE와 알레르겐 특이 IgE가 

증가되어 있거나 피부단자검사에서 양성을 보이는 경우 외인성 

아토피피부염으로 진단하였고, 기관지 천식이나 알레르기성 비염 등의 

알레르기성 질환이 없고 총 혈청 IgE가 정상범위에 있으며 알레르겐 특이 

IgE가 발견되지 않고 피부단자검사가 음성인 경우 내인성 아토피피부염으로 

진단하였다10,11. 아토피피부염 환자들은 eczema area and severity index 

(EASI)29에 따라 중증 정도를 평가하였고, 10점 이하인 경우를 경증, 10점 

초과이고 20점 이하인 경우를 중등도, 20점 초과이고 30점 이하인 경우를 

중증, 30점을 초과한 경우를 매우 중증으로 분류하였다. 내인성 및 외인성 

아토피피부염으로 진단된 환자들의 임상 및 검사실 소견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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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임상 및 검사실 소견 

  외인성외인성외인성외인성 1111    내인성내인성내인성내인성 2222    

환자 수 (남:여) 25 (14:11) 10 (2:8) 

나이 (년) 17.5±7.5 20.9±10.8 

발병 시기 (%)   

 영아기 (0-1년) 56 30 

 조기 소아기 (2-6년) 12 40 

 후기 소아기 (7-12년) 24 0 

 청소년기 (13-18년) 4 10 

 성인기 (19년 이상) 4 20 

총 혈청 IgE (U/ml) 2558.3±1813.0* 78.4±84.6 

EASI3 수치 18.3±14.5 15.9±16.9 
    *

p<.0001; Student's t-test를 시행함. 

       
1 외인성: 외인성 아토피피부염 

       
2 내인성: 내인성 아토피피부염 

       
3 
EASI: eczema area and severity index  

 

나나나나....    대조군의대조군의대조군의대조군의    선정선정선정선정    

질병 대조군으로 임상 양상 및 조직 생검을 통해 건선 및 홍반성 

루푸스로 확진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아토피피부염 및 다른 

알레르기성 질환의 과거력이나 가족력을 동반하지 않고 임상적으로 

아토피피부염이나 기타 염증성 피부질환의 증거가 없는 정상인을 정상 

대조군으로 하였다. 

 

2.2.2.2. 조직조직조직조직    생검생검생검생검    

정상 대조군과 질병 대조군으로 건선, 홍반성 루푸스 환자 및 

아토피피부염 환자에서 피부 조직 생검을 시행하여 조직을 채취하였다. 

채취한 조직 중 일부는 면역조직화학염색을 위해 Tissue-Tek® (Saku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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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etechnical Co., Tokyo, Japan)에 넣고 실험에 사용하기 전까지 -70oC에서 

냉동보관하였고 일부는 reverse transcriptase 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을 시행하기 위해 전처치없이 즉시 -70oC에서 냉동보관하였다.  

    

3.3.3.3. 면역조직화학염색면역조직화학염색면역조직화학염색면역조직화학염색        

정상 대조군과 질병 대조군으로 건선, 홍반성 루푸스 환자 및 

아토피피부염 환자 병변에서 채취하여 O.C.T에 냉동보관한 조직을 6 μm 

크기로 동결절편하여 silane coated 슬라이드 (Muto Pure Chemicals, Tokyo, 

Japan)에 부착시킨 다음 아세톤에서 15분간 고정하고 phosphate-buffered 

saline (PBS)으로 세척하였다. 면역조직화학염색은 Histostatin-DS® kit 

(Zymed Lab., San Francisco, CA, U.S.A)를 이용하여 시행하였다. 비특이적인 

결합을 억제하기 위해 blocking solution으로 10분 동안 처리한 다음 5% 

bovine serum을 첨가한 PBS에 1:25로 희석한 mouse monoclonal anti-human 

CCL18 항체 (R&D Biotechnology, Minneapolis, MN, U.S.A)를 4oC에서 

overnight시켰다. 슬라이드를 PBS로 3회 세척한 다음 biotinylated 이차 

항체를 실온에서 10분간 반응시켰다. 슬라이드를 PBS로 3회 세척 후 

streptavidin alkaline phosphatase (AP) conjugate에 10분 동안 반응시켰다. 

다시 PBS로 3회 세척하여 NBT (nitroblue tetrazolium)용액으로 발색시켰다. 

이중 면역조직화학염색을 위하여 double staining enhancer 용액을 넣은 후 

실온에서 30분간 처리 후 상기 과정을 반복하였고 AP conjugate대신 

streptavidin peroxidase (HRP)을 사용하여 A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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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mino-9-ethylcarbazole)용액으로 발색시켰다. 이중 면역조직화학염색시 

사용한 일차 항체는 CD206 (BD Biosciences, San Jose, CA, U.S.A)와 langerin 

(Beckman Coulter, Inc., Fullerton, CA, U.S.A)에 대한 항체를 사용하였다. 

면역조직화학염색의 결과는 2인의 관찰자가 광학 현미경으로 검경하였으며, 

판독은 염색 정도에 따라 6단계로 나누어 0에서 6까지 점수화하였다30. 

    

4.4.4.4. 수지상수지상수지상수지상    세포세포세포세포    및및및및    랑게르한스랑게르한스랑게르한스랑게르한스    세포의세포의세포의세포의    배양배양배양배양    

  

가가가가....    말초혈액말초혈액말초혈액말초혈액    단핵세포의단핵세포의단핵세포의단핵세포의    분리분리분리분리    

정상 대조군과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혈액 20 ml를 5 U/ml heparin, 2 mM 

EDTA가 포함된 20 ml PBS용액과 혼합한 후 50 ml의 시험관에 들어있는 15 ml 

Ficoll/Hypaque (density: 1.0777 g/ml) 용액 위에 혼합액을 조심스럽게 부은 

후 상온에서 15분 동안 원심분리를 하였다 (200 ×g). 원심분리 후 상층의 

혈장 20~25 ml를 분리한 다음 다시 20분 동안 상온에서 원심분리를 

계속하였다 (400 ×g). 원심분리 후 생긴 계면을 모아 차가운 5 mM EDTA의 

PBS 용액으로 5차례에 걸쳐 세척하여 (2500 rpm, 10 min) 말초혈액 

단핵세포를 얻었다.  

 

나나나나....    세포유착법을세포유착법을세포유착법을세포유착법을    통한통한통한통한    단핵세포단핵세포단핵세포단핵세포의의의의    분리분리분리분리    

분리된 말초혈액 단핵세포를 RPMI 1640 (Gibco Laboratories, Grand Island, 

NY, U.S.A) 용액에 다시 부유시킨 후, 6-well plate에 각 well당 1×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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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의 세포를 1시간 정치시켰다 (37oC, 5% CO2). 1시간 후 유착되지 않은 

부유상태의 세포는 가볍게 3회 세척하여 제거하고 바닥에 유착되어 있는 

세포를 배양에 이용하였다. 

 

다다다다....        단핵세포단핵세포단핵세포단핵세포의의의의    배양배양배양배양        

    

(1)(1)(1)(1) 수지상수지상수지상수지상    세포로의세포로의세포로의세포로의    배양배양배양배양    

6-well tissue culture plate의 각 well당 3×106의 단핵세포를 RPMI 1640, 

100 IU/ml penicillin (Gibco Laboratories, Grand Island, NY, U.S.A), 100 

μg/ml streptomycin (Gibco Laboratories, Grand Island, NY, U.S.A), 2 mM 

L-glutamine (Gibco Laboratories, Grand Island, NY, U.S.A) 및 10% fetal 

bovine serum (FBS) (Hyclone, Logan, UT, U.S.A)을 첨가한 배양액 3 ml에 함께 

넣었다. 여기에 500 U/ml GM-CSF (R&D Biotechnology, Minneapolis, MN, 

U.S.A)와 1000 U/ml IL-4 (R&D Biotechnology, Minneapolis, MN, U.S.A)를 넣고 

37oC의 CO2 배양기에서 배양하였다. 배양 2, 4, 6일째, 각각의 well의 배양액 

상층을 1 ml씩 제거한 후 500 U/ml GM-CSF와 1000 U/ml IL-4가 포함된 

배양액을 1 ml 첨가하였다. 염증성 수지상 상피세포 (inflammatory 

dendritic epidermal cell)로의 배양을 위해 배양 4, 6일째에 5×10-5 M 

2-mercaptoethanol (ME) (Merk, München, Germany)을 첨가하였고31, 일부는 

비교를 위해 2-ME를 첨가하지 않았다. 6일째 30 ng/ml TSLP (R&D 

Biotechnology, Minneapolis, MN, U.S.A), 25 ng/ml lipopolysaccharide (L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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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 50 μg/ml Dermatophagoides 

pteronyssinus (DP) extract (연세의대 박중원 교수 제공)32을 처리한 후 

24시간 후 각각의 well에서 세포들을 수집하였다.    

    

(2)(2)(2)(2) 랑게르한스랑게르한스랑게르한스랑게르한스    세포로의세포로의세포로의세포로의    배양배양배양배양    

6-well tissue culture plate의 각 well당 3×106의 단핵세포를 3 ml의 

배양액과 함께 넣었다. 여기에 1000 U/ml GM-CSF와 500 U/ml IL-4 및 10 ng/ml 

TGF-β1 (R&D Biotechnology, Minneapolis, MN, U.S.A)을 넣고 37oC의 CO2 

배양기에서 배양하였다. 배양 2, 4, 6일째, 각각의 well의 배양액 상층을 1 

ml씩 제거한 후 1000 U/ml GM-CSF와 10 ng/ml TGF-β1이 포함된 배양액을 1 ml 

첨가하였고 6일째 10 ng/ml TNF-α (R&D Biotechnology, Minneapolis, MN, 

U.S.A)를 함께 넣고 배양하였다. 6일째 30 ng/ml TSLP, 25 ng/ml LPS, 50 

μg/ml DP extract를 처리한 후 24시간 후 각각의 well에서 세포들을 

수집하였다. 

    

5.5.5.5. 공초점공초점공초점공초점    레이저레이저레이저레이저    현미경현미경현미경현미경 (confocal laser microscopy)  (confocal laser microscopy)  (confocal laser microscopy)  (confocal laser microscopy) 검사검사검사검사    

정상 대조군의 단핵세포에서 배양한 7일째 수지상 세포와 랑게르한스 

세포를 silane coated 슬라이드에 도말하고 나서 methanol로 10분간 

고정시킨 후, 수지상 세포에는 CD206에 대한 일차 항체 (10 μg/ml), 

랑게르한스 세포에는 langerin에 대한 일차 항체 (10 μg/ml)를 첨가한 후 

30분간 실온에 방치하였다. PBS로 3회 세척 후 FITC가 부착된 이차 항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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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한 후 다시 실온에서 30분간 반응시킨 다음 세척하였다. 밀봉한 다음 

CD206과 langerin의 발현을 LSM 510 laser scanning microscope (Carl Zeiss, 

Jena, Germany)를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6.6.6.6. RTRTRTRT----PCRPCRPCRPCR    

    

가가가가....    총총총총 RNA  RNA  RNA  RNA 분리분리분리분리    

정상 대조군과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피부 조직과 단핵세포 및 배양한 

수지상 세포와 랑게르한스 세포를 RNeasy mini kit (Qiagen Co., Hilden, 

Germany)를 이용하여 총 RNA를 분리하였다. RNA의 농도는 260 nm의 파장에서 

UV-1601PC 분광광도계 (Shimadzu, Kyoto,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나나나나....    cDNA cDNA cDNA cDNA 합성합성합성합성    및및및및 PCR PCR PCR PCR의의의의    시행시행시행시행    

분리한 총 RNA 1 μg으로부터 AccuPower®RT PreMix (Bioneer Inc., 

Rockville, MD, U.S.A)와 GeneAmp PCR system 2700 (Applied Biosystems, 

Foster City, CA, U.S.A)을 이용하여 cDNA를 제조하였다. 생성된 cDNA는 

AccuPower®PCR PreMix (Bioneer Inc., Rockville, MD, U.S.A)를 이용하여 

CCL18 primer (sense primer: 5'-CCTCTGCTCCTGTGCACAAGT-3', antisense 

primer: 5'-TTAACTAAAGATAACAACTCGACGT-3')와 human beta actin primer (sense 

primer: 5'-GTGGGGCGCCCCAGGCACCA-3', antisense primer: 

5'-CTCCTTAATGTCACGCACGATTTC-3')의 sense와 antisense primer를 각각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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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ole씩 혼합하여 PCR을 시행하였다. PCR은 GeneAmp PCR system 2700을 

이용하여 CCL18의 경우 94oC에서 5분 반응시킨 후, 94oC에서 30초, 67oC에서 

30초, 72oC에서 30초를 40회 시행하고 72oC에서 7분간 반응시켰다. Human beta 

actin의 경우는 94oC에서 5분 반응시킨 후, 94oC에서 30초, 53oC에서 30초, 

72oC에서 30초를 25회 시행하고 72oC에서 7분간 반응시켰다. PCR 산물을 2% 

agarose gel에서 전기영동한 후 밴드를 관찰하였다. 

     

7.7.7.7. 효소면역법효소면역법효소면역법효소면역법    

    

가가가가....    혈청의혈청의혈청의혈청의    분리분리분리분리    

정상 대조군과 내인성, 외인성 아토피피부염 환자 및 1년 이상 

집먼지진드기에 대한 탈감작요법으로 호전된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치료 

전후의 말초혈액을 채취하여 혈청을 분리한 다음 실내 온도에서 각각 2시간 

보관, 혈구 성분을 침전시킨 후 4oC에서 10분간 원심분리 (1300 ×g)한 다음 

SST tubes (Becton Dickinson, Mountain View, CA, U.S.A)에 담아 -70oC에서 

사용시까지 보관하였다. 

 

나나나나....    혈청혈청혈청혈청 CCL18  CCL18  CCL18  CCL18 농도의농도의농도의농도의    측정측정측정측정    

정상 대조군과 아토피피부염의 혈청을 이용하여 DuoSet® ELISA kit (R&D 

Biotechnology, Minneapolis, MN, U.S.A)를 사용하여 CCL18의 농도를 

측정하였다. Mouse monoclonal anti-human CCL18 항체 (1 μg/ml)를 100 μ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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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 ELISA plate에 넣고 실온에서 1시간 처치하고 0.05% Tween-PBS로 3회 

세척한 후, 1% BSA-PBS로 실온에서 1시간 처리하고 0.05% Tween-PBS로 3회 

세척하였다. 정상 대조군 및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혈청을 1% BSA-PBS로 

희석하여 각 well에 100 μl씩 분주하고 실온에서 2시간 처치하였다. 0.05% 

Tween-PBS로 3회 세척한 후 biotinylated goat anti-human CCL18 항체 (50 

ng/ml)를 100 μl 씩 넣고 실온에서 2시간 처리한 뒤 0.05% Tween-PBS로 3회 

세척하였다. Streptavidin-HRP를 각 well에 100 μl 씩 넣고 실온에서 

20분간 처리하고 0.05% Tween-PBS로 3회 세척하였다. 

Tetramethylbenzidine과 H2O2를 1:1로 섞어 각 well에 100 μl 씩 넣고 

실온에서 20분간 처리하였다. 4N HCl를 50 μl 넣어 반응을 중지시킨 다음 

Spectra max 340 reader (Global Medical Instrument, Albertville, MN, 

U.S.A)를 이용하여 4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8.8.8.8. 통계통계통계통계    분석분석분석분석    

내인성 및 외인성 아토피피부염의 임상 및 검사실 소견과 

면역조직화학염색 소견을 비교하기 위해 SAS (statistical analysis system) 

version 9.1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Student's t-test, Fisher's exact test, 

ANOVA를 사용하여 통계학적 유의성을 알아보았으며 유의수준은 0.01 

미만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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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III. III. III. 결결결결                과과과과 

 

1.1.1.1. 피부피부피부피부    조직조직조직조직에서에서에서에서 CCL18  CCL18  CCL18  CCL18 발현발현발현발현의의의의    비교비교비교비교    

    

가가가가....    정상인과정상인과정상인과정상인과    건선건선건선건선, , , , 홍반성홍반성홍반성홍반성    루푸스루푸스루푸스루푸스    및및및및    아토피피부염아토피피부염아토피피부염아토피피부염    환자의환자의환자의환자의    피부피부피부피부    

조직조직조직조직에서에서에서에서    CCL18CCL18CCL18CCL18의의의의    발현발현발현발현    

CCL18 항체를 이용하여 면역조직화학염색법으로 관찰한 결과 정상 

대조군과 건선 및 홍반성 루푸스 환자에서는 CCL18의 발현이 관찰되지 

않았으나,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피부 조직에서는 CCL18의 발현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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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정상인과 건선, 홍반성 루푸스 및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피부 

조직에서 CCL18에 대한 면역조직화학염색 비교. 정상인 (A) 및 건선 (B), 

홍반성 루푸스 (C) 환자에서는 CCL18에 음성 반응을 보였으나 

아토피피부염 (D) 환자에서는 양성 반응을 보였다.  

 

나나나나....    내인성내인성내인성내인성    및및및및    외외외외인성인성인성인성    아토피피부염아토피피부염아토피피부염아토피피부염    환자의환자의환자의환자의    피부피부피부피부    조직조직조직조직에서에서에서에서 CCL18 CCL18 CCL18 CCL18의의의의    발현발현발현발현    

내인성 및 외인성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병변 조직에서 CCL18에 대한 

면역조직화학염색을 시행한 결과, 내인성보다 외인성 아토피피부염 

환자에서 CCL18의 발현이 더 강하게 관찰되었다 (그림 2). 내인성 

아토피피부염 환자 6명과 외인성 아토피피부염 환자 17명의 CCL18에 대한 

평균 염색 정도는 각각 1.71과 2.71로 p값이 0.0001미만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2). 

 

그림 2. 내인성 및 외인성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피부조직에서 CCL18에 

대한 면역조직화학염색 비교. 내인성 아토피피부염 (A) 환자보다 외인성 

아토피피부염 (B) 환자의 피부조직에서 CCL18의 발현 정도가 강하였다. 

내인성 아토피피부염 환자 6명, 외인성 아토피피부염 환자 17명에서 

면역조직화학염색을 시행하였으며 그 중 대표적인 표본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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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내인성 및 외인성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피부 조직에서 CCL18의  

      발현 정도 

 

  내인성내인성내인성내인성1111 (6 (6 (6 (6명명명명))))    외인성외인성외인성외인성2222 ( ( ( (17171717명명명명))))    

CCL18의 염색 정도3 1.71±0.71 2.71±0.56* 

      *
p<.0001; Student's t-test를 시행함. 

          
1 내인성: 내인성 아토피피부염 

          
2 외인성: 외인성 아토피피부염 

          
3
 판독은 2인의 관찰자가 광학 현미경으로 검경하였으며, 염색 정도에 따라  

           6단계로 나누어 0에서 6까지 점수화하였다.          

    

다다다다....    정상인과정상인과정상인과정상인과    건선건선건선건선    및및및및    아토아토아토아토피피부염피피부염피피부염피피부염    환자환자환자환자의의의의    피부피부피부피부    조직조직조직조직에서에서에서에서 CCL18 CCL18 CCL18 CCL18의의의의    발현발현발현발현    

RT-PCR을 이용하여 피부 조직의 CCL18의 발현을 관찰한 결과, 정상 

대조군과 건선 환자에서는 CCL18의 발현을 관찰할 수 없었으나, 내인성 및 

외인성 아토피피부염 환자에서는 CCL18의 발현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특히 

외인성 아토피피부염에서 내인성 아토피피부염보다 CCL18의 발현이 

증가되어 관찰되었다 (그림 3). 

 



 １７ 

그림 3. 정상인과 건선 및 아토피피부염 환자 피부 조직에서 CCL18에 

대한 RT-PCR 결과. 정상인 (NL) 및 건선 (PSO) 환자에서는 CCL18의 

발현이 관찰되지 않았으나 아토피피부염 환자에서는 CCL18의 발현이 

관찰되었으며 내인성 (INT)보다 외인성 (EXT) 아토피피부염에서 강한 

발현을 보였다. 내인성 아토피피부염 환자 4명, 외인성 아토피피부염 

환자 8명에서 RT-PCR을 시행하였으며 그 중 대표적인 표본을 실었다. 

 

라라라라....    아토피피부염아토피피부염아토피피부염아토피피부염    환자의환자의환자의환자의    수지상수지상수지상수지상    세포와세포와세포와세포와    랑게르한스랑게르한스랑게르한스랑게르한스    세포에서의세포에서의세포에서의세포에서의 CCL18  CCL18  CCL18  CCL18 

발현발현발현발현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병변 조직에서 CD206 및 langerin 항체와 CCL18 

항체를 이용하여 시행한 이중 면역조직화학염색상, CD206에 양성을 보이는 

수지상 세포에서 CCL18의 발현을 관찰할 수 있었고, langerin에 양성을 

보이는 랑게르한스 세포에서 CCL18의 발현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림 4).  

 

 

그림 4.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수지상 세포와 랑게르한스 세포에서의 

CCL18에 대한 이중 면역조직화학염색. 아토피피부염 환자에서 CD206 

(연갈색)에 양성을 보이는 수지상 세포에서 CCL18 (검은색)의 발현을 

관찰하였고 (A), langerin (연갈색)에 양성을 보이는 랑게르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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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에서 CCL18 (검은색)의 발현을 관찰할 수 있었다. 

 

2.2.2.2. 정상정상정상정상    대조군의대조군의대조군의대조군의    단핵세포단핵세포단핵세포단핵세포에서에서에서에서    배양한배양한배양한배양한    수지상수지상수지상수지상    세포와세포와세포와세포와    랑게르한스랑게르한스랑게르한스랑게르한스    

세포세포세포세포의의의의    확인확인확인확인    

정상 대조군의 단핵세포를 수지상 세포와 랑게르한스 세포로 배양한 후 

CD206과 langerin에 대한 항체와 반응시킨 후 공초점 레이저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각각 CD206과 langerin의 발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수지상 

돌기가 관찰되었다 (그림 5). 

 

그림 5. 정상인의 단핵세포에서 배양한 수지상 세포와 랑게르한스 

세포에서의 공초점 레이저 현미경을 통한 CD206, langerin의 발현. 

정상인의 단핵세포에서는 CD206 (A), langerin (D)의 발현이 관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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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지만, 배양한 수지상 세포에서 CD206의 발현이 (B,C), 랑게르한스 

세포에서는 langerin의 발현이 관찰되었다 (E,F). 수지상 세포 (C)와 

랑게르한스 세포 (F)의 확대 사진에서 수지상 돌기를 관찰할 수 있었다 

(화살표). 

 

3.3.3.3. 단핵세포단핵세포단핵세포단핵세포와와와와    배양한배양한배양한배양한    수지상수지상수지상수지상    세포와세포와세포와세포와    랑게르한스랑게르한스랑게르한스랑게르한스    세포에서세포에서세포에서세포에서 CCL18  CCL18  CCL18  CCL18 

발현의발현의발현의발현의    평가평가평가평가    

 

가가가가....    정상인정상인정상인정상인    및및및및    아토피피부염아토피피부염아토피피부염아토피피부염    환자의환자의환자의환자의    단핵세포단핵세포단핵세포단핵세포와와와와    배양한배양한배양한배양한    수지상수지상수지상수지상    세포와세포와세포와세포와    

랑게르한스랑게르한스랑게르한스랑게르한스    세포에서세포에서세포에서세포에서 CCL18 CCL18 CCL18 CCL18의의의의    발현발현발현발현    

RT-PCR을 이용하여 CCL18의 발현을 관찰한 결과, 정상 대조군 및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단핵세포에서는 CCL18의 발현이 관찰되지 않았으나 

정상 대조군 및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배양한 수지상 세포와 랑게르한스 

세포에서는 CCL18의 발현이 관찰되었다 (그림 6). 특히 외인성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수지상 세포에서는 내인성의 경우보다  CCL18의 

발현이 현저하게 증가되어 있었으나, 랑게르한스 세포의 경우에는 내인성과 

외인성간 CCL18 발현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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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정상인 및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단핵세포 및 배양한 수지상 

세포와 랑게르한스 세포에서 RT-PCR을 이용한 CCL18의 발현. 정상인 

(NL) 및 내인성 (INT), 외인성 (EXT)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단핵세포 

(MO)에서는 CCL18의 발현이 관찰되지 않았다. 정상인 및 내인성, 외인성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수지상 세포 (DC)와 랑게르한스 세포 (LC)에서는 

CCL18의 발현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특히 외인성 아토피피부염의 

수지상 세포에서 현저한 발현을 관찰할 수 있었다. 실험은 3회 이상 

시행하였으며 그 중 대표적인 표본을 실었다.   

 

나나나나....    아토피피부염아토피피부염아토피피부염아토피피부염    환자에서환자에서환자에서환자에서    수지상수지상수지상수지상    세포세포세포세포    배양시배양시배양시배양시 2 2 2 2----MEMEMEME의의의의    첨가에첨가에첨가에첨가에    따른따른따른따른    

CCCCCL18CL18CL18CL18의의의의    발현의발현의발현의발현의    차이차이차이차이    

RT-PCR을 이용하여 CCL18의 발현을 관찰한 결과,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단핵세포에서 수지상 세포로 배양시, 염증성 수지상 상피세포로의 배양을 

촉진시키는 2-ME를 처리한 군이 2-ME를 처리하지 않은 군보다 CCL18의 

발현이 현저하게 나타났다 (그림 7). 

    

그림 7.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단핵세포에서 수지상 세포의 배양시 

2-ME의 처리 여부에 따른 CCL18의 mRNA 발현. 2-ME를 처리한 군 

(2-ME+)이 2-ME를 처리하지 않은 군 (2-ME-)보다 CCL18의 발현이 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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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되었다. 실험은 3회 이상 시행하였으며 그 중 대표적인 표본을 

실었다. 

    

다다다다....    배양한배양한배양한배양한    수지상수지상수지상수지상    세포와세포와세포와세포와    랑게르한스랑게르한스랑게르한스랑게르한스    세포에세포에세포에세포에    사이토카인사이토카인사이토카인사이토카인    및및및및    알레르겐의알레르겐의알레르겐의알레르겐의    

처리처리처리처리    후후후후 CCL18 CCL18 CCL18 CCL18의의의의    발현발현발현발현    

정상 대조군 및 내인성, 외인성 아토피피부염 환자에서 배양한 수지상 

세포와 랑게르한스 세포에 TSLP, DP extract, LPS를 24시간 처리한 후 

RT-PCR을 이용하여 CCL18 발현을 관찰한 결과 각 군간에 현저한 차이는 

없었으며, 외인성 아토피피부염의 수지상 세포군에서 전체적으로 CCL18의 

강한 발현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림 8). 

 

그림 8. 정상인 및 내인성, 외인성 아토피피부염 환자에서 배양한 

수지상 세포와 랑게르한스 세포에 사이토카인 및 알레르겐의 처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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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PCR을 이용한 CCL18의 발현. 정상인 (NL) 및 내인성 (INT), 외인성 

(EXT) 아토피피부염 환자에서 배양한 수지상 세포 (DC)와 랑게르한스 

세포 (LC)에 TSLP, DP extract (DP), LPS를 24시간 처리한 후 CCL18의 

발현을 관찰한 결과, 각 군간에 현저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외인성 

아토피피부염의 수지상 세포에서는 모든 경우에서 CCL18의 강한 발현을 

관찰할 수 있었다. 실험은 3회 이상 시행하였으며 그 중 대표적인 

표본을 실었다.  

 

라라라라....    배양한배양한배양한배양한    수지상수지상수지상수지상    세포와세포와세포와세포와    랑게르한스랑게르한스랑게르한스랑게르한스    세포에세포에세포에세포에    사이토카인사이토카인사이토카인사이토카인    및및및및    알레르겐의알레르겐의알레르겐의알레르겐의    

처리처리처리처리    후후후후    배양배양배양배양    상청액에서상청액에서상청액에서상청액에서 CCL18 CCL18 CCL18 CCL18의의의의    발현발현발현발현    

정상 대조군 및 내인성, 외인성 아토피피부염 환자에서 배양한 수지상 

세포와 랑게르한스 세포에 TSLP, DP extract, LPS를 24시간 처리한 후 배양 

상청액을 효소면역법으로 CCL18 발현을 분석한 결과, 외인성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수지상 세포의 배양액 상청액에서 CCL18의 현저한 발현을 관찰할 수 

있었고 각 군간에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그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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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정상인 및 내인성, 외인성 아토피피부염 환자에서 배양한 

수지상 세포와 랑게르한스 세포에 사이토카인 및 알레르겐의 처리 후 

배양 상청액에서 효소면역법을 이용한 CCL18의 발현. 정상인 (NL) 및 

내인성 (INT), 외인성 (EXT) 아토피피부염 환자에서 배양한 수지상 세포 

(DC)와 랑게르한스 세포 (LC)에 TSLP, DP extract (DP), LPS를 24시간 

처리한 후 배양액 상청액에서 효소면역법으로 CCL18의 발현을 관찰한 

결과, 외인성 아토피피부염의 수지상 세포의 모든 군에서 현저한 발현을 

관찰할 수 있었고 각 군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실험은 3회 이상 

시행하였으며 평균 발현도를 정량적으로 나타내었다. 

    

4.4.4.4. 아토피피부염아토피피부염아토피피부염아토피피부염    환자의환자의환자의환자의    혈청에서혈청에서혈청에서혈청에서 CCL18  CCL18  CCL18  CCL18 발현의발현의발현의발현의    평가평가평가평가    

    

가가가가....    정상인정상인정상인정상인    및및및및    아토피피부염아토피피부염아토피피부염아토피피부염    환자의환자의환자의환자의    혈청에서혈청에서혈청에서혈청에서 CCL18 CCL18 CCL18 CCL18의의의의    발현발현발현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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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대조군보다 내인성 및 외인성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혈청에서 

유의한 CCL18의 발현의 증가가 관찰되었으며, 내인성 및 외인성 

아토피피부염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그림 10). 

 

그림 10. 정상인 및 내인성, 외인성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혈청에서 

효소면역법을 이용한 CCL18의 발현. 정상인 (NL)보다 내인성 (INT) 및 

외인성 (EXT)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혈청에서 CCL18의 유의한 증가가 

관찰되었고, 내인성과 외인성 아토피피부염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정상인 9명, 내인성 아토피피부염 환자 10명, 외인성 아토피피부염 환자 

25명의 혈청에서 효소면역법을 시행하였다. (ANOVA test를 시행하였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경우 *p<.0001로 표시하였다.) 

 

나나나나....    중증도에중증도에중증도에중증도에    따른따른따른따른    내인성내인성내인성내인성    및및및및    외인성외인성외인성외인성    아토피피부염아토피피부염아토피피부염아토피피부염    환자의환자의환자의환자의    혈청에서혈청에서혈청에서혈청에서    

CCL18CCL18CCL18CCL18의의의의    발현발현발현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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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피부염의 중증도가 증가할수록 CCL18의 발현은 증가하나 심한 

중증 환자에서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내인성 및 외인성 

아토피피부염의 각 중증도군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그림 

11).    

    

그림 11. 중증도에 따른 내인성 및 외인성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혈청에서 효소면역법을 이용한 CCL18의 발현. 아토피피부염 환자에서 

중증도가 증가할수록 CCL18의 발현은 증가하나 심한 중증 (VERY SEVERE) 

환자에서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며, 내인성 (분홍색) 및 외인성 

(파란색)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각 중증도군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다다다다....    집먼지진드기에집먼지진드기에집먼지진드기에집먼지진드기에    대한대한대한대한    탈감작요법으로탈감작요법으로탈감작요법으로탈감작요법으로    임상적임상적임상적임상적    호전을호전을호전을호전을    보인보인보인보인    외인성외인성외인성외인성    

아토피피부염아토피피부염아토피피부염아토피피부염    환자의환자의환자의환자의    치료치료치료치료    전과전과전과전과    후의후의후의후의    혈청에서혈청에서혈청에서혈청에서 CCL18 CCL18 CCL18 CCL18의의의의    발현발현발현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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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집먼지진드기에 대한 탈감작요법으로 임상적으로 피부염 증상이 

호전된 외인성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탈감작요법 전과 후의 혈청에서 

효소면역법으로 CCL18의 발현을 관찰한 결과, 10명의 환자 모두에서 CCL18이 

감소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그림 12). 

 

그림 12.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탈감작요법 전과 후의 혈청에서 

효소면역법을 이용한 CCL18의 발현. 1년 이상의 집먼지진드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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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감작요법으로 임상적 호전을 보인 10명의 외인성 아토피피부염 환자 

모두 (A)에서 탈감작요법 전과 비교하여 탈감작요법 후에 CCL18의 

발현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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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Ⅳ. . . . 고고고고        찰찰찰찰 

 

아토피피부염의 원인으로는 유전적 소인, Th1/Th2 세포간의 불균형, 

랑게르한스 세포 자극 증가, IL-4, IL-5, IL-10, IL-13 등의 사이토카인 체계 

이상, 프로스타글란딘 대사 장애, 각질형성세포의 내인적 이상, 호산구의 

세포고사 지연, 표피 지방 대사의 장애, 초항원의 역할 등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주된 발병 기전은 아직 밝혀져 있지 않다5,6,9,33,34. 

1930년대 Wise와 Sulzberger은 아토피피부염이 알레르기성 천식이나 

알레르기성 비염 같은 다른 아토피 질환과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에 

'atopic dermatitis'라는 명칭을 처음 사용하였다35. 그러나 아토피피부염은 

atopic eczema, intrinsic allergic dermatitis, endogenous eczema, 

neurodermatitis constitutionalis, eczema flexurarum, Besnier's prurigo, 

asthma eczema, hay fever eczema 등으로 다양하게 명명되어 그 원인이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음을 반영한다36. 최근에는 이런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 'atopic dermatitis' 대신에 'atopic eczema/dermatitis 

syndrome'이라는 새로운 명칭이 제안되기도 하였다37.  

1967년 Ishizaka 등38에 의해 IgE가 발견된 후 대부분의 아토피피부염 

환자에서 총 혈청 IgE와 알레르겐 특이 IgE가 증가되어 있어 IgE가 

아토피피부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아토피피부염 

환자 중에 총 혈청 IgE가 정상 범위이고 알레르겐 특이 IgE가 음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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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관찰된다는 점에서 아토피피부염에서 IgE가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39. 이런 IgE와 관계없는 아토피피부염을 

천식에서 분류하는 것과 유사하게 내인성 아토피피부염으로 구분하였다40. 

내인성 아토피피부염은 보고자에 따라 아토피피부염 환자 중에 10%~45%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외인성보다 더 늦게 발병하는 경향이 

있으나 가족력 및 유병기간, 병변의 분포 등 임상적 특징은 외인성 

아토피피부염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1. 내인성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경우 여자에서 더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기전으로 

여성호르몬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10,41.  

최근에 내인성 및 외인성 아토피피부염의 발병 기전을 알기 위해 많은 

연구가 시행되었다. 내인성 및 외인성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말초혈액의 

림프구를 이용한 실험에서 외인성 아토피피부염 환자에서는 IL-4와 IL-5의 

발현이 증가되어 있지만, 내인성 아토피피부염 환자에서는 IL-5의 발현은 

증가하지만 IL-4의 발현은 감소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다42. IgE를 합성하는 

IL-4의 경우 내인성 아토피피부염에서는 감소되어 있지만, IL-5의 경우 

내인성과 외인성 아토피피부염 모두에서 증가되어 있어 내인성 및 외인성 

아토피피부염 모두에서 나타나는 혈액에서의 호산구증가증과 호산구의 

지연성 세포고사 소견을 잘 설명해 준다43. 내인성 및 외인성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피부 조직에서 T세포를 배양한 후 사이토카인의 발현 양상을 관찰한 

결과 IL-13의 경우 내인성보다 외인성 아토피피부염 환자에서 많이 

증가되어 있다고 보고하였으나44, 혈청을 이용한 실험에서는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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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인성보다 내인성 아토피피부염 환자에서 IL-13의 발현이 증가되어 있어45 

아직 내인성 및 외인성 아토피피부염에서 IL-13의 역할은 모호한 실정이다.  

또한 외인성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경우는 CD23 (FcεRⅡ)을 표현하는 

B세포가 증가되어 있는 것이 보고되어 있으며42,44 CD1a에 양성을 보이는 

표피의 수지상 세포를 관찰한 결과, 외인성 아토피피부염에서 FcεRⅠ의 

발현이 증가되어 있는 반면 내인성 아토피피부염에서는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이 관찰되었다46. 외인성 아토피피부염의 단핵세포에서는 FcεRⅠ 및 

FcεRⅡ의 발현이 내인성보다 증가되어 있으며 IL-4Rα의 발현도 증가되어 

있어 외인성 아토피피부염에서 나타나는 총 혈청 IgE와 알레르겐 특이 

IgE의 증가와 부합하는 소견을 보인다45. IgE가 증가되어 있는 외인성 

아토피피부염에서 FcεRⅠ 및 FcεRⅡ 등의 IgE 수용체의 발현이 

증가하지만 이런 수용체의 증가로 IgE가 증가하는지 IgE 증가의 결과로 IgE 

수용체가 증가하는지는 아직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    

내인성 및 외인성 아토피피부염에서 IgE와 관련된 사이토카인 및 

수용체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되어 있지만 아직 케모카인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없다. 아토피피부염에서 T세포를 유인하는 케모카인으로는 

TARC, MDC, CTACK, CCL18 등이 알려져 있다. TARC와 MDC의 경우, 

아토피피부염 환자에서 분리된 Th2세포에서 발현이 증가되어 있는 케모카인 

수용체 CCR4의 리간드로 작용한다47. TARC는 인간의 각질형성세포와 진피의 

혈관내피 세포에서 주로 분비되지만, MDC의 경우 주로 수지상 세포나 

대식세포, 랑게르한스 세포에서 분비된다48,49. 정상인과 비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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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피부염 환자의 혈청에서 TARC와 MDC의 발현이 증가되어 있고 환자의 

중증도와 상관관계가 있어 질병의 활성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6,17,50. CTACK의 경우는 주로 표피의 각질형성세포에서 발현되는 

케모카인으로 아토피피부염이나 건선,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에서 발현되는 

케모카인 수용체 CCR10의 리간드로, 아토피피부염에서 CLA 양성 CCR10 양성 

기억 T세포를 유인하며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혈청에서 CTACK의 발현이 

증가되어 있고 또한 질병의 활성도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8,50,51.  

CCL18은 macrophage-inflammatory protein-1α (MIP-1α/CCL3)와 

아미노산 서열이 61%가 동일한 케모카인으로20 T세포, B세포, 조혈 전구 세포 

(hematopoietic progenital cell), 단핵세포에서 배양한 미성숙 수지상 세포, 

폐 섬유모세포 등에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5. CCL18은 

단핵세포에서는 발현되지 않으나 GM-CSF와 IL-4에 의해 수지상 세포로 

배양한 경우 발현이 관찰되었으며21, 단핵세포에서 IL-4, IL-10, IL-13 같은 

Th2 사이토카인으로 배양한 대식세포에서도 CCL18이 발현되었다22. 이와 

같이 CCL18은 수지상 세포나 대식세포에서 주로 발현이 되나 수지상 세포가 

성숙하게 되면 CCL18의 발현은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2.  

아토피피부염에서 CCL18은 지금까지 알려진 케모카인 중 가장 많이 

발현되는 케모카인으로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병변에서 TARC의 mRNA 양보다 

100배이상 많이 발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6.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병변 

조직에서 CCL18은 주로 표피와 진피의 수지상 세포에서 발현이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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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erin에 양성인 랑게르한스 세포에서도 발현이 관찰되었다26,27.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단핵세포에서 수지상 세포와 랑게르한스 세포를 

배양했을 때 랑게르한스 세포보다 수지상 세포에서 CCL18이 강하게 

발현하는 것이 관찰되었다26. 또한 아토피피부염 환자에게 집먼지진드기 

항원과 Staphylococcal enterotoxin B를 in vitro와 in vivo로 처리했을 때 

CCL18의 발현이 증가하여 알레르겐이나 초항원에 의한 아토피피부염의 

발현에 수지상 세포에서 발현되는 CCL18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26. DNA microarray를 통한 유전자 분석에서도 CCL18의 유전자가 

아토피피부염과 강한 연관성을 보여 CCL18이 아토피피부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시사한다53. 

본 연구에서 내인성 및 외인성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피부 조직 및 

말초혈액 단핵세포에서 TARC와 MDC의 발현을 관찰한 결과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unpublished data). 그러나 CCL18의 경우 말초혈액 

단핵세포에서는 발현이 미약하여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unpublished 

data), 피부 조직의 경우 두 군간에 CCL18 발현의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본 실험에서 아토피피부염의 단핵세포에서는 CCL18의 발현이 

관찰되지 않았으나 배양한 수지상 세포와 랑게르한스 세포에서는 CCL18의 

발현이 관찰되었다. 랑게르한스 세포의 경우 내인성 및 외인성 간에 CCL18 

발현의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수지상 세포의 경우 내인성보다 외인성 

아토피피부염 환자에서 현저한 증가가 관찰되어 외인성 아토피피부염에서 

수지상 세포에서의 CCL18 발현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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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양한 수지상 세포와 랑게르한스 세포에 TSLP, DP extract, LPS를 24시간 

처리하였을 때 CCL18의 현저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DP extract의 경우 

아토피피부염을 유발시키는 원인 물질로 잘 알려져 있으나 본 실험에서는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는데 이는 in vitro 실험상 직접적인 CCL18의 발현을 

유발시킬 조건을 못 찾았을 가능성이 있거나 DP extract가 수지상 세포 및 

랑게르한스 세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주위에 있는 피부 성분과의 

상호작용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혈청에서 CCL18의 발현을 관찰한 결과 

아토피피부염에서 CCL18의 발현을 관찰할 수 있었고 중증도에 따른 CCL18의 

발현의 차이를 관찰할 수 있었는데 이는 이전의 보고와 일치하는 결과이다27. 

내인성 및 외인성 아토피피부염 간의 CCL18의 발현의 차이는 없었다. 

1년이상 집먼지진드기에 대한 탈감작요법으로 임상적 호전을 보인 외인성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치료 전과 후의 혈청에서 CCL18의 발현을 관찰한 결과, 

모든 환자에서 치료 후 CCL18의 감소가 관찰되었다. 이는 CCL18이 외인성 

아토피피부염의 병인에 관여한다는 것과 치료 경과를 관찰하는데 CCL18이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토피피부염에서 수지상 세포는 알레르겐 매개성 Th2 면역반응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알레르겐이 처음 

들어온 후 감작기에서 수지상 세포는 알레르겐을 섭취한 후 국소 림프절로 

이동하게 되며 그 곳에서 숫 (naïve) T세포를 감작시켜 기억 T세포를 만들게 

된다. 유발기에 동일 알레르겐이 다시 들어오게 되면 수용체의 교차결합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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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상 세포에서는 많은 케모카인과 사이토카인이 분비하게 되고 기억 

T세포가 급속한 염증반응을 일으키게 된다54. 아토피피부염에서는 표피의 

랑게르한스 세포와 진피의 수지상 세포 외에 표피에 염증성 수지상 

상피세포가 많이 증가되어 있는데 염증성 수지상 상피세포는 CD1a가 

발현되지만 FcεRⅠ가 많이 발현되고 CD11b가 발현된다는 점에서 

랑게르한스 세포와 구분되며 전형적인 Birbeck 과립이 없고 langerin이 

표현되지 않는다55,56.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병변 부위에는 염증성 수지상 

상피세포가 랑게르한스 세포보다 많이 존재하며 병변 부위의 성공적인 치료 

후에 염증성 수지상 상피세포가 감소한다는 점은 아토피피부염의 

염증반응에 이 세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설명해 준다57. 염증성 

수지상 상피세포는 아토피피부염의 초기 반응 뿐만 아니라58 IFN-γ를 

분비하는 후기 반응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9. 최근에는 in 

vitro에서 2-ME같은 환원제 (reducing agent)를 이용하여 FcεRI 양성 

단핵세포에서 FcεRIhigh 염증성 수지상 상피세포를 배양한 보고가 있다31. 본 

실험에서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단핵세포로부터 수지상 세포의 배양시 

2-ME를 처리한 군과 2-ME를 처리하지 않은 군에서 CCL18의 발현을 관찰한 

결과, 2-ME를 처리한 군에서 CCL18의 발현이 증가하였다. 이는 CCL18의 

발현에 있어 FcεRIhigh 염증성 수지상 상피세포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시사한다. 

아직까지 내인성 아토피피부염이 외인성 아토피피부염과 다른 독립된 

질환인지 아니면, 동일한 질환의 다른 표현형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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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진 바가 없다. 최근 내인성 아토피피부염의 소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9년 후 자연경과를 관찰한 결과 내인성 아토피피부염 환자가 

외인성 아토피피부염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은 내인성 및 외인성 

아토피피부염이 동일 질환의 다른 표현형일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60. 또한 

내인성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일부에서 아토피 첩포 검사에 양성 반응을 

보인다는 점은 국소적인 IgE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 또한 동일 질환일 

가능성을 시사한다61. 그러나 성인이 되어도 계속 내인성 아토피피부염으로 

남아 있는 환자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으며, 두 군간에 면역학적인 기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10,62. 현재 아토피피부염의 발병 

기전에 있어서 IgE에 관련된 사이토카인 및 수용체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케모카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63. 아토피피부염에서 

분비되는 케모카인 중 가장 많이 분비되는 CCL18은 본 실험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내인성 및 외인성 아토피피부염간의 발병학적 차이를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외인성 아토피피부염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바 앞으로 진단 및 치료와 예후 판정을 위한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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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Ⅴ. . . . 결결결결            론론론론 

 

본 연구에서는 내인성 및 외인성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병변 조직 및 

단핵세포와 단핵세포에서 배양한 수지상 세포와 랑게르한스 세포에서 

CCL18의 발현을 관찰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내인성 아토피피부염보다 외인성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피부 조직에서 

CCL18의 발현의 증가가 관찰되었다.    

2.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단핵세포에서는 CCL18이 발현되지 않았지만 배양된 

수지상 세포와 랑게르한스 세포에서는 CCL18의 발현이 관찰되었다.    

3. 랑게르한스 세포의 경우 내인성과 외인성 아토피피부염 간의 CCL18 

발현의 차이가 없었지만 수지상 세포의 경우 내인성보다 외인성 

아토피피부염에서 CCL18의 발현의 현저한 증가가 관찰되었다.    

4. 정상 대조군보다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혈청에서 CCL18 발현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내인성 및 외인성 아토피피부염 환자간에 차이는 없었다.    

5.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혈청에서 CCL18의 발현은 아토피피부염의 중증도가 

심해질수록 증가하다 심한 중증의 환자에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내인성 및 외인성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각 중증도군간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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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년 이상 집먼지진드기에 대한 탈감작 요법으로 임상적 호전을 보인 

외인성 아토피피부염 환자에서 치료 전에 비해 치료 후의 혈청에서 

CCL18 발현의 유의한 감소가 관찰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아토피피부염 중 외인성 아토피피부염에서 CCL18이 

알레르겐 매개성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데 중요하며, 특히 수지상 세포에서 

CCL18의 발현이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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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 allergy or IgE-mediated hypersensitivity has long been thought to 

be important in the pathogenesis of atopic dermatitis (AD) because most 

patients have high total and allergen-specific serum IgE levels along with 

positive skin prick test reactions to common allergens. However, some AD 

patients show the typical skin lesions and distribution pattern of AD 

without sensitization to common allergens. The term 'intrinsic' AD (IAD) 

was proposed for this type as a counterpart to the 'extrinsic' AD (EAD). 

There is a lower FcεRI expression of epidermal dendritic cells in IAD. 

T cells from IAD produce similar amounts of IL-5, but produce less of the 

Th2 cytokines, such as IL-4 and IL-13, which increase IgE synthesis. Many 

chemokines including CCL17, CCL22, CCL27, CCL18 are known to be hig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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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ressed in AD, suggesting an important role of chemokines in the 

pathogenesis of AD. However, the differences of this chemokines between 

IAD and EAD are not evaluated yet. In the previous results, CCL18 was 

significantly induced in atopic dermatitis patients after exposure to 

housedust mite antigens (HDM Ag) and staphylococcal products, indicating 

a role for this chemokine in allergen-specific immune response.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expression of CCL18 in lesional skins, monocytes, 

cultured dendritic cells (DC) and Langerhans cells (LC), as well as sera 

of EAD and IAD patients. The results showed that lesional skins of EAD 

expressed more CCL18 than those of IAD, but monocytes did not express CCL18 

in both AD. Cultured LCs in both AD expressed low levels of CCL18, which 

did not differ between IAD and EAD. Strong CCL expressions were induced 

in cultured DCs in EAD but just lower levels of CCL18 were detected in those 

in IAD. The sera of both AD had strong CCL18 expressions but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IAD and EAD. All EAD patients undergoing 

hyposensitization to HDM Ags showed significant CCL18 decrease at follow-up 

visits after this therapy compared with initial presentations. These 

results suggest that CCL18 may play an important role in allergen-mediated 

skin inflammation through DCs in especially EAD patient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s : atopic dermatitis, CCL18, dendritic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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