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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가 와사 끼병 환자 에서 IL-6 유전 자 pro mo te r의 po ly mo rphis m

가와사끼병은 소아에서 발생하는 전신형 염증성 혈관염으로 아직 그 원인

이 밝혀져 있지 않지만 급성기 혈중의 IL-6치의 증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그 증거로는 급성기 혈중의 IL-6치가 발열기간, 혈관염의 지표

가 되는 가용성 E-selectin , T 세포의 활성지표인 혈중의 가용성 IL-2R와 상관

관계가 있으며 임상적으로도 급성기 염증의 지표가 되는 혈중 CRP와의 상관

관계가 있다는 점, 회복기에 혈소판이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점은 IL-6가 골수

의 m egakaryocyte의 숙성과 관련을 지을 수 있겠고, 또한 회복기에 손가락과

발가락의 탈피는 IL-6가 keratin ocyte 숙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 등을 들 수 있

다.

이러한 혈중 IL-6의 증가가 IL-6 유전자의 p olym orp hism 으로 인하여 초래

될 수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1999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세의료원에서

가와사끼병으로 진단 받은 환자 10명과 정상대조군 10명을 대상으로 하여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혈청 IL-6은 ELISA kit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대상자의

말초혈액에서 gen om ic DN A를 추출하고 IL-6 DN A의 5 -flan kin g region의 유

전자 서열을 Gen Bank에서 검색하고 이중 전사조절 부위를 선정하여 p rim er를

제작하였으며, PCR에 의한 gen om ic DN A를 증폭하여 sequ encin g하여

m u tation site를 분석하였다. 의심되는 m u tation site에 대하여 site-d ir ected

m u tagen esis를 시행하고 IL-6 p rom oter-lu ciferase 융합 p lasm id를 제조하고

CV-1 cell에 tran sfection시켜 m u tation된 부위의 기능을 조사하였다.

가와사끼병의 급성기 혈중 IL-6치는 136.9 p g/ m l로 현저히 증가하였다가

회복기에는 20.9 p g/ m l로 의미 있게 감소하였고(p <0.01) 정상 대조군에서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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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g/ m l이하였다. 가와사끼병 환아를 대상으로 IL-6 유전자 p rom oter 부위의

염기서열을 조사한 결과 IL-6의 증가와 연관되어 있다고 알려진 -174bp 부위

의 G/ C p olym orp hism 은 발견할 수 없었고 가와사끼병과 질병이 없는 정상

아동 사이의 p rom oter gen e 염기서열에서도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소아의 IL-6 p rom oter 염기서열과 이미 보고된 w ild typ e의 염기서

열에서는 7부위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55bp 부위에서 A의 G

su bstitu tion이 있었고 -810bp 부위에는 GGGCTG의 in sert와 -816bp 부위의 G

d eletion을 관찰할 수 있었다. 나머지 다섯 부위는, -66bp 부위에 T in sert,

-142bp 부위에 C in ser t, -579bp 부위에 G d eletion, -666bp 부위에 C in sert,

그리고 -770bp 부위에 GC in sert를 관찰할 수 있었다. 돌연변이가 IL-6 발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시행한 결과 -55bp 부위에서 G의 su bstitu tion과,

-810bp 부위의 GGGCTG in sert와 -816bp 부위의 G d eletion은 IL-6 분비에 영

향을 미치는 돌연변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다른 질환이나 정상 아동과 비교하여 볼 때, 가와사끼병 환자에

서 IL-6 유전자 p rom oter부위의 p olym orp hism 은 발견할 수 없었으나, 미국인

과 비교하여 한국인에서 볼 수 있는 p olym orp hism 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러

한 p olym orp h ism은 IL-6 유전자의 발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IL-6에 의하여 유발될 수 있는 질병의 종류 및 병리생태나

증상 등에 차이를 보일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핵심되는 말 : 가와사끼병, IL-6, p rom oter, p olym orp h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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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와사 끼병 환자 에서 IL-6 유전 자 pro mo te r의 po ly mo rphis m

<지도교수 이기영>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사업단

손 명 현

I. 서 론

가와사끼병은 소아에서 발생하는 전신적인 혈관염으로 고열, 경부 림파선염,

구내염, 결막염, 비특이적인 피부 발진 등을 특징적인 증상으로 하는 질환이다. 이

질환은 일반적으로 잘 회복되나 중요한 합병증으로 심관상동맥에 혈액 응고성 혈

관 폐색이나 확장, 동맥류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소아의 후천성 심장병의 중요 원

인의 하나로 되어있다. 이 질환은 1967년 가와사끼1에 의해 처음 기술된 이래 전

세계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구미, 유럽지역보다는 한국, 일본을 비롯한 동양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질환은 주로 6개월 이상 5세 미만의 소

아에서 호발하며 지역적으로나 시기적으로 유행 양상을 보인다. 또한 여아에서보

다는 남아에서 약간 더 빈발하며 형제 사이에 발생 빈도가 약간 높으나 전염성

감염의 가능성은 확실하지 않다. 이 질환의 임상적, 역학적, 면역학적 및 병리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는 현재까지 잘 이루어져 있는 반면 아직까지도 발병의 원인 및

기전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 따라서 아직 원인적 진단을 하지 못하

고, 단지 중요임상소견인 1) 5일 이상 계속되는 고열, 2) 결막염, 3) 구강 점막의

염증, 4) 사지 말단의 경성 부종, 5) 피부발진, 6) 경부 림프절염으로 6개 항목의

진단기준을 설정하여 이중 5가지 이상이 해당될 경우 가와사끼병으로 진단하고

있는 실정이다.2 ,3 이처럼 임상소견을 기준으로 진단이 이루어지는 이유로 인하여,

각 지역과 각 시기의 환자들이 실제로 단일 집단인지 아닌지는 아직 규명되지 않

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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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사끼병은 한마디로 전신성 혈관염인 것으로, 이들 환자에서는 공통적으로

전신의 혈관에 염증이 관찰되는데 특히 중소 규모의 동맥에 염증을 특징으로 하

고 있다.4 ,5 염증의 초기에는 혈관 내막에 국한된 염증으로 시작되어 10-14일 후에

는 혈관 중막에 까지 염증세포가 침윤되어 혈관 중막 조직이 손상되고 나아가서

혈관확장 또는 동맥류를 유발하기에 이른다. 염증부위에 백혈구의 침윤이나 혈관

내막 손상 기전에는 혈관 내피세포 표면에 발현되는 세포 결합 분자인 E-selectin ,

in tercellu lar ad hesion m olecu le-1(ICAM-1)과 백혈구의 lym p h ocyte fu n ction

associated antigen -1(LFA-1)이 관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실제적으로 Kim 등6

의 보고에 의하면 급성기 가와사끼병 혈중에 가용성 E-selectin치가 현저하게 증가

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는 것은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하는 좋은 증거가 되고 있다.

이들 혈관 내피세포의 세포결합 분자들은 가와사끼병 환자 혈청에 증가되어

있는 in terleu kin-1(IL-1), tu m or necrosis factor-α(TN F-α) 등에 의하여 발현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 ,8 또한 이 질환의 초기에 면역글로블린을 대량 정

주 투여하면 임상 증상이 호전되고 혈관에서의 염증반응이 감소하며 심관상동맥

의 합병증이 예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9 ,1 0 검사소견 상 IL-1, TN F-α 등의

사이토카인 생성이 감소되고 혈관 내피세포에서 세포결합분자의 발현이 감소하는

것이 보고되고 있다.1 1

가와사끼병 환자에서는 면역반응 활성의 증거가 다양하게 관찰되는데 이러한

면역학적인 이상소견들은 본 질환의 발생, 경과 및 합병증 발생에 관계되는 것으

로 여겨지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면역반응의 이상들은 초기에 T 세포, B

세포, 단핵구들이 활성화되고 혈액 내 다양한 cytokine의 변화가 있는데 IL-1β,

IL-4, TN F-α, p 60 sTN F-R, in terferon-γ(IFN -γ), IL-6, IL-10, M CP-1, MIP-1β,

RAN TES 등이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1 2-20 반대로 tran sform in g grow th

factor-beta 1은 급성기 가와사끼병의 혈중에서 감소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21 또한

다클론성 IgM 및 IgG 항체가 증가되고
22

혈관 내피세포에 대한 세포독성 항체가

보고된 바 있는데 이 항체는 싸이토카인에 의해 활성화되어 나타나는 혈관 내피

세포항원과 반응하여 혈관염을 유발하는 중요한 인자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

다.23 아울러 가와사끼병 환자에서는 억제 T 세포의 활성도가 감소되었음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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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바 있으며24 혈액 내에서 IL-2와 Il-2 수용체가 증가되어25 ,26 T 세포 활성화를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가와사끼병은 발열, 림프절염 등의 임상증상, 그리고 일정 기간의 급성기 후

자연 회복되는 경유행성의 양상을 보이며 소아에 국한되는 발생, 환자에서 관찰되

는 특징적 면역학적 소견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본 질환이 감염에 의하여 초래되

는 것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가와사끼병의 발병 기전에 많은 감염성

인자의 관련 가능성을 시사하는 여러 보고들이 있었으나 아직 명확히 확인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가와사끼병 환자에서 Ep stein-Barr (EB) viru s의 viru s cap sid

항원에 대한 항체의 증가가 보고되어 EB viru s와의 관련성이 제기된 바 있고,2 7 환

자의 회복기 혈청에서 BCG 항원성 물질의 하나인 65kDa heat sh ock p rotein에

대한 높은 항체가가 보고되어 항산성균 항원과의 관련성이 제기된 바 있다.28 연쇄

상구균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연구되어 왔는데29 strep tococcal p yrogen ic

exotoxin (SPE)에 의한 T 세포 분열 반응이 가와사끼병 환자의 회복기 혈청에 의해

억제되어 SPE와의 관련성이 제기된바 있다.30 그 외 다양한 바이러스, 세균 내지

콕시엘라도 원인 병원체로 의심하는 보고들이 있다.3 1

임상증상이 가와사끼병과 유사한 stap hylococcal toxic sh ock syn drom e은 포도

상구균의 toxic sh ock syn drom e toxin -1(TSST-1)에 의하며, 성홍열은 연쇄상구균의

SPE에 의하여 유발된다. TSST-1과 SPE는 su p erantigen으로서 T 세포를 활성화시

키는 것으로 밝혀졌다.3 2-33 Su p eran tigen은 전형적인 항원반응에서처럼 한 항원 결

정기를 인지하는 특이 T 세포 클론을 활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특성 Vβ fam ily를

표현하는 모든 T 세포 클론들을 활성화시킨다. 근자에 들어서 가와사끼병 환자에

서 Vβ2 및 Vβ8 fam ily를 표현하는 T 세포의 선택적 증식이 관찰되어
34

su p erantigen의 관련 가능성이 제기 되었으며 일부의 가와사끼병 환자에서는

TSST-1을 생산하는 포도상구균이 검출되어3 5 TSST-1에 의한 su p eran tigen 자극이

가와사끼병의 발병기전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일부의 연구결과와는 달리

Ch oi 등36의 연구 결과 및 Pietra 등3 7에 의하면 가와사끼병에서 su p erantigen 자극

이 관여했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convention al an tigen에 의한 자극

에 의한 T세포의 변화만 관찰할 수 있었으며, 실제로 우리 나라에서 가와사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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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로부터 포도상구균 검출을 시도하였으나 한 건도 발견할 수 없었다.

T세포의 활성화에서뿐만 아니라 B세포의 활성화도 관찰할 수 있다. 가와사끼병

에서 B세포의 활성화에 관한 보고는 많지 않지만,3 8 Kim 등39에 의하면 급성기 가

와사끼병에서 H u m kv325 derived kap p a ch ain CDR3의 11개의 아미노산 cod on을

가지는 B세포의 클론들이 두드러지게 증식되었다가 회복기에 소실되는 양상을 보

인다고 하였고, 김 등4 0의 보고에 의하면 다양한 VH 군들의 클론들이 활성화되는

양상을 보여서 가와사끼병에서 B세포의 활성화의 증거를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가와사끼병이 면역성 질환이라는 데는 많은 보고자들이 의견을 같

이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어느 하나 가와사끼병의 병인론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

는 단서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앞서도 기술하였지만 급

성기 가와사끼병의 혈중에 IL-6가 증가한다는 사실이다.4 1 이와 같이 가와사끼병에

서 혈중에 IL-6가 증가한다는 사실은 김 및 김4 2과 Kim 26의 보고에서처럼 우리 나

라 가와사끼병 환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IL-6에 대한 생물학적

인 기능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려져 있으며 더욱이 IL-6의 증가는 류마티스관절염

이나 전신성 홍반성 낭창과 같은 자가면역성 질환에서도 증가되어 있음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18 임 및 김4 3의 보고에 의하면 전신성 홍반성 낭창 환자

중에서도 혈관염이 동반된 환자의 경우 의미 있는 IL-6 의 증가가 관찰된다고 하

였다. 더욱이 최근에 들어서 Fishm an 등44의 보고에 의하면 전신형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서 IL-6의 증가는 질병의 정도와 연관이 있으며, 이러한 IL-6의 증가

는 IL-6 유전자의 -174부위의 G/ C p olym orp hism 때문에 초래된 것으로 보고하였

다.

가와사끼병에서 증가된 혈중 IL-6가 병인론과 중요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시사

되는 증거는 첫째, 김 및 김4 2의 보고에 의하면 면역글로블린을 투여하지 않은 환

자에서 급성기 혈중의 IL-6치와 발열기간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 둘째로 Kim 등

6
의 보고에 의하면 가와사끼병 환자의 급성기 혈중 IL-6치와 혈관염의 지표가 되

는 가용성 E-selectin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 셋째 Kim 2 6의 보고에 의하면 가와

사끼병의 병인론으로 T 세포의 활성화의 지표인 혈중의 가용성 IL-2R치와 IL-6치

가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점 등을 들 수가 있다. 더욱이 임상적으로도 급성기 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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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표가 되는 혈중 CRP와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2 6 ,4 1 ,4 2 회복기에 혈소판이 급

격하게 증가한다는 점은 IL-6가 골수의 m egakaryocyte의 숙성과 관련을 지을 수

있겠고, 또한 회복기에 손가락과 발가락의 탈피는 IL-6가 keratin ocyte 숙성과 관

련이 있다는 것 등으로 미루어보아 IL-6는 가와사끼병의 임상양상 및 면역병리 기

전 등에서 가장 중요한 cytokine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가와사끼병의 원인은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그 원인에 의하여 발현되는 여러 가지 임상 및 병리기전은 혈중 IL-6가 비정상적

으로 증가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혈중 IL-6의 증가는 Fish m an 등4 4

의 연구에서처럼 IL-6 유전자의 p olym orp h ism 으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다는 가설

하에 한국인 소아 가와사끼병에서 IL-6 유전자의 p olym orp h ism 의 유무를 찾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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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료 및 방법

1. 연구 대상

1999년 1월부터 1999년 12월에 걸쳐 연세의료원에서 가와사끼병으로 진단 받

은 1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급성기와 회복기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6개 항목의

진단기준4 5중 5개 이상의 항목을 충족하는 환자를 가와사끼병으로 진단한다. 급성

기 채혈은 면역글로블린 치료 전에 실시하였다. 정상 대조군으로는 계획된 수술을

위해 내원한 같은 연령층의 환자 10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질병 대조군으로는 전

신형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는 2명의 소아를 대상으로 하였다. 외국인 대조군

으로는 한국인과 유전적으로 무관한 미국인 1명으로부터 헌혈을 받았다. 모든 채

혈은 환자 및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였다.

2. 방 법

가 . 혈청 IL-6 측 정

환자의 혈청은 채혈 직후 혈청을 분리하여 -70 ℃에 보관하였다가 실험 직전에

실온에 녹여 사용하였다. 혈청 IL-6치는 R & D System In c. 사 (Minneap olis,

MN , USA)의 ELISA kit를 사용하여 m an u al에 따라서 측정하고 이미 알고있는 농

도의 stan d ard cu rve에 의하여 농도를 계산하였다.

나 . Sequencing of IL-6 promoter

⑴ G enom ic D N A추출

Kaw asaki 환자와 정상 소아(내국인), 외국인으로부터 EDTA vacu tainer tu be에

w h ole blood 약 5 m l을 채혈하고, 200 μl의 blood로 E.Z .N .A . Blood DN A k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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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 ega Bioteck , Doraville, GA, USA)를 이용하여 DN A를 얻었다. 얻어진 DN A

를 UV Sp ectrop h otom eter를 이용 260nm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농도를 측정하고

-70 ℃에 보관하였다.

⑵ Prim er 서열 선정 및 제작

IL-6 DN A의 5 -flankin g region에 유전자 서열을 GenBan k에서 검색하고 이중

전사조절 부위를 선정하였다(Fig . 1). 여기에 Kpn I과 HindⅢ 두 가지 효소의 절단

부위를 포함한 p rim er를 제작하였으며, DN A 염기서열 결정에 이용하기 위해 전

사부위의 중간지점에 정방향과 역방향의 p rim er를 바이오닉스사 (Seou l, Korea)에

의뢰하여 제작하였다. Prim er 서열은 Table 1과 같다.

Fig . 1. A schem atic rep resentation of th e 5' flankin g region of IL-6 gene

iden tifyin g tr an scrip tion bin din g sites an d the orien tation of th e

oligonu cleotide p air s u sed in th is stu dy . Location s of th e bin d in g sites

are relative to the m ajor tr an scrip tion start site : TATA box -27 to -24;

N F-κB -73 to -64; N F-IL-6(C/ EBPβ) -158 to -145; CRE(cAMP resp on sive

elem ent) -163 to -158; N RD (n egative regu latory d om ain) -225 to -164;

AP-1 -283 to -277; A n Tn Tract -392 to -373; GRE1 an d GRE2

(glu cocorticoid resp on sive elem ents 1 an d 2) -466 to -461 an d -557 to

-552, resp ective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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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equ en ces of p rim er s u sed to generate PCR p rodu cts for IL-6

p rom oter an alysis

DF20 5'-GGA GTC ACA CAC TCC ACCT-3'

DF21 5'-GTG ACT GAC AGC ACA GCT-3'

IL6 KpnI 5'-GATCGGTACCGGAGTCACACACTCCACCTGGAGACGCC-3'

IL6 HindⅢ 5'-GCTAGAAGCTTGTGACTGACAGCACAGCTGGGAGCCTGC-3'

⑶ PCR에 의한 g enom ic D N A 증폭

P CR 반응액은 gen om ic DN A를 주형으로 하여 10x PCR bu ffer [20m M

Tris-H Cl(p H 8.0), 100m M KCl, 20m M Mg2 + ], 2.5m M dN TP m ix, 20 p m ol p rim er

set, 2.5 Units Taq DN A p olym erase (Tak ara Ex Taq, Shiga, Jap an )를 첨가하였

다. PCR반응에는 Perkin Elm er DN A Therm ocycler (Perkin Elm er, N orw alk, CT,

USA)을 사용하여 반응조건은 94℃ 3분 가열후, 94℃ 30초, 66℃ 1분, 72℃ 1분을

35회 PCR 하였다. 그리고 72℃에서 1분간 유지후 4 ℃에서 식혔다. 여기서 얻은

PCR p rodu ct를 20% p olyacrylam id e gel에서 확인하였다(Fig . 2).

Fig . 2. Gel electrop h oresis of the PCR p rodu cts of the gen om ic DN A isolated

from p atients w ith Kaw asaki d 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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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Sequ encing

P CR p rodu ct를 QIAqick gel extract kit (Qu iagen Co, Valencia, CA, USA)를

사용하여 정제하여 바로 sequ encin g용 p rim er set(Table 2)와 inner p rim er (Table

1의 IL-6 KpnI과 IL-6 HindⅢ)를 사용하여 au tom atic DN A sequ encer (ALF

exp ress, Am hersh am Ph arm acia, Up p sala, Sw eden)로 분석하였다.

Table 2. Sequ ences of p rim er s u sed for m anu al sequ encin g

MIS 5'-AGAGTAAAGCTGAAGTCATGCACGAAG-3

MIR 5'-CTTCGTGCATGACTTCAGCTTTACTCT-3'

MS 5'-ATATTTATTGGGGGTTGAGACTCTAAT-3'

MR 5'-CAAATGTGGGATTTTCCCATGAGTCTCAA-3'

⑸ PCR 산물 clon ing

A garose gel 전기영동으로 증폭된 유전자 산물의 크기가 기대한 858 bp와 일

치하는 지를 확인한 후 Qiagen Ⅱ gel extraction kit (Qiagen Co., Valen cia, CA,

USA)를 이용하여 gel을 정제하였다. PCR 산물 클로닝 벡터인 p T7-blu e scrip t

KS(N ov agen, M adison, WI, USA)와 DN A를 KpnI과 HindⅢ의 제한효소로 클로닝

할 원하는 부위를 잘랐다. 이후 p lasm id vector와 원하는 부위의 DN A (in sert)에

T4 DN A ligase를 넣고 16℃에서 4시간 이상 반응시켜 ligation하였다.

⑹ 박테리아 의 transf orm ation

H an ah an의 방법을 변형하여 com p etent cell을 만들었다. 간단히 요약하면 agar

p late (LB배지)에 자란 E.coli DH 5αcolon y를 SOB m ediu m 3m l에 접종한 후 밤새

키웠다. 위에서 자란 균 1-2m l을 250m l의 SOB m ed iu m 에 다시 접종한 후 37℃에

서 O .D . 600이 0.6이 될 때까지 sh akin g in cu bator에서 키웠다. Tran sform ation

bu ffer, DMF solu tion으로 w ash in g한 후, 준비된 DN A를 넣고 혼합하였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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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M g 포함)배지에 넣고 재부유 시켰다. 이를 미리 준비해둔 LB(w ith am p icillin )

p late 위에 위 혼합액을 적당량 도말하였다. 이때 X-gal과 IPTG를 섞어 배지 위에

먼저 도말한 후, 박테리아를 도말하여 37℃ 배양기에 p late를 뒤집어서 밤새 배양

하였다. 12-16시간 후 w hite colony를 2xTY배지 2.5m l에 접종하여 37℃ 배양기에

흔들면서 하루동안 키웠다. 이를 QIAp rep m inip rep kit (Qiagen Co, Valencia,

CA, USA)를 사용하여 p lasm id DN A를 분리하였다. 여기서 얻은 DN A 2μl를

EcoRⅠ과 H in dⅢ로 잘라서 0.8 % gel에서 원하는 유전자 산물(858 bp )이 삽입되었

는지 확인(Fig . 3)하고 클로닝된 유전자의 염기서열을 au tom atic DN A sequ en cer

(ALF exp ress, Am her sh am Ph arm acia, Up p sala, Sw eden )로 분석하였다.

Fig . 3. Clonin g of p T7Blu e-IL-6 p rom oter p lasm id

(a) Map of p T7Blu e T-vector

(b) Restr iction enzym e digestion of a recom bin an t clon e

M : 1Kb lad der, 1 : Recom bin ant clone, 2 : Vector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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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Site-directed mutagenesis

돌연변이 부위를 가지고 있는 gen om ic DN A를 주형으로 하여 Qu ick Ch an ge

Site-Directed Mu tagenesis Kit (Stratagene, La Jolla, CA, USA)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m u tagen esis를 실시하였다. PCR반응액은 10x reaction PCR bu ffer

5 μl, DN A tem p late 5-50 n g, p rim er 125 n g (Table 3), dN TP m ix 1 μl,

Pfu Tu rbo DN A p olym erase (2.5 U / μl) 1 μl로 하여 Perkin Elm er DN A

Th erm ocycler (Perkin Elm er, N orw alk, CT, USA)을 사용하여 95℃에 30초 가열

후 95℃에서 30초, 55℃에서 1분, 68℃에서 7분, 18회 PCR하였다. 이후 Dp n I 제한

효소를 넣고, 37℃에서 1시간 처리하여 su p ercoiled DN A를 d igestion한 후 1μl의

Dp n I 처리한 DN A를 50 μl의 Ep icu rian Coil XL1-Blu e Su p ercom p on ent cell에

넣어 tran sform ation시켰다. 이것을 DN A p rem ate kit (Bioneer , Taejeon, Korea)를

이용하여 m inip rep한 후 T7 p rim er (Table 4)를 사용하여 au tom atic sequ en cer로

m u tation을 확인하였다. Mu tation이 있는 tem p late p lasm id DN A의 염기서열은

Table 5와 같다.

Table 3. Sequ en ces of p rim ers u sed for the confirm ation

of site-d irected m u tagenesis

Mut 810F
5'- GAG GGG TGT GTG GCC CAG GGA TGC GGG GCG CCA

GCA GAG GCA GGC TC-3'

Mut 810L
5'- GAG CCT GCC TCT GCT GCT GGC GCC CCG CAT CCC TGG

GCC ACA CAC CCC TC-3'

Mut 60F 5'- GCA CGA AAT TTG AGG ATG GCC AGG CAG TCT AC-3'

Mut 60L 5'- GTA GAC TGC CTG GCC ATC CTC AAA TTT CGT GC-3'

Table 4 . Sequ ences of p rim ers u sed for site-d irected m u tagenesis

by m anu al sequ en cin g

T7 promoter within
pT7 blue vector

5'-TCT AAT ACG ACT CAC TAT AGG-3'

U-19 mer within
pT7 blue vector

5'-GGT TTT CCC AGT ACG CGA CG-3'

- 13 -



Table 5. Sequ ences of m u tated region com p ared w ith p u blished IL-6

p rom oter (desired). See ( ) an d d ark italic.

Region(bp) Wild Mutation

50-55-60 5'-TGAGGATGGCC-3' 5'-TGAGG(G)TGGCC-3' Substitution

806-810-816-818 5'-GGGATGCGGGGCG-3'
5'-GGGA (GGGCTG)

GCGGG(-G)CG-3'
Insertion and Deletion

라 . Reporter gene constructs

돌연변이 부위를 가진 p lasm id DN A는 HindⅢ로 자른 후 Klen ow와 d N TP로

처리하여 blu nt형으로 만들고, BamH I으로 다시 자른다. Digestion한 DN A를 gel

electrop h oresis하고 IL-6 p rom oter region (858 bp )을 잘라서 DN A p rep m ate kit

(Bioneer , Taejeon, Korea)를 사용하여 gel extraction하였다. 이를 SmaI과 BglII로

digestion한 p GL3 Basic Lu cifer ase vector에 ligation하였다. 이후 H an ah an방법으

로 tran sform ation을 실시하고 colony를 배양하여 p lasm id를 분리하고 Hin dⅢ와

KpnI으로 잘라서 in sert를 확인하였다(Fig . 4).

Fig . 4. Clonin g of p GL3-Basic-IL-6 p rom oter p lasm id

(a) Map of p GL3-Basic vector

(b) Restr iction enzym e digestion of p u tative recom bin ant clon es

M : 1Kb lad der, 1 : Wild typ e, 2 : M 1, 3 : M2, 4 : M1 + 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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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Transient transfections

6 w ell tissu e cu ltu re p late에 5x105 개의 CV-1 cell(African green m on key

kid ney cell)과 H eLa cell을 넣고 10% FCS이 함유된 DMEM m ed iu m (GIBCO

BRL, Gaithersbu rg, MD, USA)에 16시간 배양하였다. 각각의 w ell에는 w ild 및

m u tation을 갖는 IL-6 p rom oter lu ciferase fu sion p GL3 -IL-6 p lasm id o.6 μg과

β-galactosid ase 50 n g(CMV-β gal)을 lip ofectam in p lu s (GIBCO BRL,

Gaither sbu rg, MD, USA) tran sfection 시약을 사용하여 tr an sfection하였다. 24시간

후에 10 U/ m l의 IL-1(R&D System s Inc., Minn eap olis, MN , USA)와 10 μg/ m l의

LPS (Sigm a Co., St . Lou is, MO, USA)를 첨가하여 24시간동안 자극한 후 h arvest

하여 lu cifer ase assay kit (Prom ega, M adison, WI, USA)를 이용하여 lu cifer ase와

β-galactosid ase activ ity를 측정하였다. Tran sfection은 3회 반복하여 시행하였으며

결과는 반복 실험하여 얻었다.

바 . 통계 적 분 석

통계처리는 SAS p rogram 을 이용하여 가와사끼병의 급성기와 회복기의 혈중

IL-6치의 비교를 위해 p aired t-test를 사용하였고 CV-1세포와 H eLa세포 각 군에

서 돌연변이의 정도와 IL-1과 LPS에 의한 반응의 비교 분석을 위해

Kru skal-Wallis test를 사용하였다. 신뢰구간은 95 %를 유의성의 한도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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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결 과

1. 혈중 IL-6치

가와사끼병의 급성기 혈중 IL-6치는 136.9 p g/ m l로 현저히 증가하였다가 회복

기에는 20.9 p g/ m l로 의미 있게 감소하였다(p <0.01). 정상 대조군에서는 5 p g/ m l

이하였다(Fig . 5).

Fig. 5. Levels of seru m interleu kin-6 in serial sam p les isolated from th e

p atien ts w ith Kaw asaki disease du rin g acu te an d su bacu te p h ase

of illn ess an d n orm al controls.

2. IL-6 유전자의 prom oter poly m orphism

10명의 가와사끼병 환아를 대상으로 IL-6 유전자 p rom oter의 염기서열을 조사

한 결과 Fishm an 등44의 보고에서 관찰되었던 -174bp 부위의 G/ C p olym orp h ism

- 16 -



은 발견할 수 없었다. 흥미로운 점은 본원에 입원하였던 전신형 류마티스관절염

환아 2례를 조사한 결과 Fish m an 등44의 보고에서 관찰되었던 -174부위의 G/ C

p olym orp h ism 은 역시 관찰할 수 없었다. 가와사끼병과 전신형 류마티스 관절염

환아를 비교한 결과 IL-6 유전자 p rom oter의 염기서열에 차이는 없었다. 질병이

없는 정상 아동 10명과 가와사끼병 환아 사이의 IL-6 유전자 p rom oter 중에서 다

른 부위의 m u tation의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858bp를 조사한 결과 두 군 사

이에도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우리 나라 소아의 IL-6 유전자 p rom oter의 염기서열과 이미 보고된 w ild typ e

의 염기서열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7부위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55bp 부위에서 A의 G su bstitu tion이 있었고 -810bp 부위에는 GGGCTG

의 in sert와 -816bp 부위의 G deletion을 관찰할 수 있었다(Table 5). 나머지 다섯

부위는, -66bp 부위에 T in sert, -142bp 부위에 C in sert, -579bp 부위에 G

deletion , -666bp 부위에 C in sert, 그리고 -770bp 부위에 GC in sert를 관찰할 수

있었다(Table 6).

Table 6. Sequ ences of oth er p olym orp hism com p ared w ith p u blish ed IL-6

p rom oter (m aybe). See ( ) an d d ark italic.

Region(bp) Wild Mutation

62-66-70 5'-GGCAGTCTA-3' 5'-GGCAG(T)TCTA-3' Insertion

140-142-150 5'-AATCCAGGCTT-3' 5'-AAT(C)CCAGGCTT-3' Insertion

575-579-580 5'-ATGTGG-3' 5'-ATGT(-G)G-3' Deletion

662-666-670 5'-CGAGCCACC-3' 5'-CGAGC(C)CACC-3' Insertion

765-770-774 5'-CCAGCCGGTC-3' 5'-CCAGCC(GC)GGTC-3' Inser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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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oly morphism이 기 능에 미치 는 영 향

연구자는 -810bp 부위 및 -816bp 부위(M1)와 -55bp 부위(M2)의 m u tation을 의

미 있는 것으로 보고 이들의 m u tation이 기능적으로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하기로

하였다. 말하자면 이들의 변이가 IL-6 유전자의 발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였다.

CV-1세포를 이용한 실험결과를 보면 아무 것도 자극하지 않은 경우 w ild typ e

과 비교하여 M1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 IL-6 유전자 발현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

고, M2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는 M 1 돌연변이에 비하여, M1과 M2 돌연변이가 동

시에 있는 경우는 가장 낮은 IL-6 유전자 발현 감소 현상을 볼 수가 있었으며 통

계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p <0.05, Fig .6). 즉 M 1 돌연변이와 M2 돌연변이는

IL-6 유전자 발현의 감소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승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되

었다. IL-1으로 자극한 경우는 아무 것도 자극하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IL-6 유전

자 발현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기 시작하여 w ild typ e보다 M1 돌연변이가, M 1

돌연변이보다 M2 돌연변이가, M2 돌연변이보다는 돌연변이가 동시에 있는 경우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IL-6 유전자 발현의 증가 현상을 보였다(p <0.05). 더욱이

LPS로 자극한 경우에는 IL-1에 비하여 유사한 결과를 보이기는 하나 현저히 증가

한 IL-6 유전자 발현 증가 현상을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0.05). 또한 각

군에서 w ild typ e간의 IL-6 유전자 발현 증가와 M1 돌연변이간의 증가, M2 돌연

변이간의 증가, 동시에 있는 경우의 증가 사이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p <0.05).

H eLa세포를 사용한 경우는 자극하지 않은 경우나 IL-1 또는 LPS로 자극한 경

우 모두 CV-1 세포와는 달리 거의 의미 없는 증감 현상을 보였다(Fig . 7). 단지 아

무 자극이 없었던 경우가 IL-6 유전자의 발현에 통계적인 차이를 보였고(p <0.05),

w ild typ e에서 IL-1과 LPS로 자극한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IL-6 유전자 발현

의 차이를 보였다(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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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 6. Lu ciferase activities of CV-1 cell extr acts tran sfected w ith w ild typ e, M1,

M2, M 1+M2 con stru cts u n der variou s stim u lated con dition s. Resu lts are the

m ean of three tr an sfection s, corrected for p rotein content an d efficiency of

tr an sfection by β-galactosid ase cotr an sfection .

Fig . 7. Lu ciferase activ ities of H eLa cell extr acts tr an sfected w ith w ild typ e, M 1,

M2, M 1+M2 con stru cts u n der variou s stim u lated con dition s. Resu lts are the

m ean of three tr an sfection s, corrected for p rotein content an d efficiency of

tr an sfection by β-galactosid ase cotr an sfe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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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고 찰

수종의 싸이토카인 유전자의 p olym orp hism 이 질병과 관련이 있음은 이미 여

러 보고가 있어 왔다. 노르웨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연구된 바에 의하면 소수관

절형의 연소형 류마티스 관절염 환아에서 IL-1α 유전자 p rom oter 부위의

p olym orp h ism 이 질환과 연관이 있다는 보고가 있으며,4 6 IL-1 recep tor an tagonist

와 IL-1β의 p olym orp hism 은 결핵과 연관이 있다는 보고가 있다.4 7 말라리아나

m u cocu tan eou s leishm aniasis의 경우에서는 -308 TN F-α p rom oter p olym orp hism

과 이들의 불량한 예후와 뚜렷한 연관이 있음이 알려져 있다.4 8 ,4 9 또한 TN F-α

p olym orp h ism 이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와도 연관이 있음이 보고되어 있다.5 0

IL-6 유전자의 p olym orp hism 은 이미 보고가 되어 있다. Bow cock 등5 1에 의하

면 M spI과 BglI은 각각 5번째 exon과 5 flan kin g region에 base 대치의 가능성을

보고하였고 그 외 BstN I와 최소 9가지 다른 효소에 의하여 3 -flan kin g region에

다양한 크기의 RFLP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52 IL-6 유전자의

p olym orp h ism 이 질병과 연관된 보고는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환자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졌다.53 이 보고에서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환자 57명중 9명의 환자에서

IL-6 유전자 중 3' flankin g region에 p olym orp hism 이 발견되었고 이러한 다양성

이 IL-6 분비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나 기능적인 연구는 실시하지 않

았다. Tsu kam oto 등54은 IL-6 유전자 locu s의 CA rep eat p olym orp h ism 이 염증성

질환, 칼슘 대사, 악성 혈액질환과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실제로 이러

한 IL-6 유전자 locu s의 CA rep eat p olym orp hism 은 일본의 폐경기 이후의 여성에

서 골다공증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55 또한 산발형의 Alzheim er 병에서 IL-6

유전자의 p olym orp hism 이 질병의 발발과 질병 위험도 등과 연관이 있으며 질병

의 경과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56 그러나 이러한 질환들은 IL-6 유전자

p olym orp h ism 이 3' flankin g region에 있는 것들이었고, M spI과 BglI RFLP는 성

인형 류마티스 관절염,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그리고 소수관절형의 연소형 류마

티스 관절염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5 7 5' flankin g region의 p olym orp h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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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하여는 Ray 등58이 보고하였는데 이들은 -225에서 -164bp 부위에 G/ C

p olym orp h ism 이 rep orter gene exp ression에 negative regu latory effect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5' flankin g region의 p olym orp hism 이 어떠한 질환과 연관이

되어 있음은 1998년 Fish m an 등에 의하여 처음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들은 전신

형의 연소형 류마티스 관절염 환아에서 IL-6 유전자의 -174 부위의 G/ C

p olym orp h ism 이 있음을 보고하였고, 이러한 p olym orp h ism 으로 인하여 혈중의

IL-6치가 증가하게 되는 것을 기능적인 연구를 통하여 증명하면서, IL-6 유전자

p rom oter 염기서열의 p olym orp hism 이 전신형의 연소형 류마티스 관절염의 병인

론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가와사끼병은 소아에서 발생하는 전신형 염증성 혈관염으로 아직 그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지만 다양한 면역학적인 이상 소견들이 발견되어, 소아에서 급성으

로 발생하는 류마티스 질환의 일종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혈중의

IL-6가 많이 증가되어 있고, 가와사끼병 때 보이는 임상양상이 증가된 IL-6에 의한

것과 많은 상관을 보여, 증가된 혈중 IL-6가 가와사끼병의 병인론과 직접적인 연

관성을 가질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리고 가와사끼병에서 이렇게 IL-6가 증가되는

것은 아마도 Fishm an 등4 4의 보고에서처럼 IL-6 유전자의 p olym orp h ism 때문에

초래된 것이 아닌가하는 가설 하에 본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그러나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가와사끼병에서 기존

에 보고된 것과 같은 IL-6 유전자 p rom oter의 p olym orp hism 이 발견되지 않았다.

아울러 우리 나라 전신형 류마티스 관절염 환아에서도 Fishm an 등44의 보고에서

관찰되는 IL-6 유전자 p rom oter의 돌연변이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은 좀 더 연구

가 되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환자의 수가 적어 비교할 수 없는 어

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를 실시하여 결론을 내려

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의 가능한 설명은 Bow cock 등5 1에 의

하면 -174 p olym orp hism 은 Gu arati In dian s과 Afro-Caribbean s에서는 발견하기

힘들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나라에서도 이러한 인종적인 차이 때문에

우리 나라 환자들에서는 이와 같은 p olym orp h ism 이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인종적인 차이에 의한 p olym orp hism 의 무관은 TN F-α p olym orp h ism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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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성 홍반성 루푸스와의 연관성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말하자면

Cau casian에서 보이는 TN F-α p olym orp h ism 의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와의 연관

성이 Sou th African black s에서는 관련성이 없고59 마찬가지로 한국사람과도 연관

성이 없다는 것이다.6 0

임상적으로 가와사끼병을 돌보다 보면 흥미 있는 일을 겪게 된다. 앞서도 지적

하였지만 가와사끼병의 원인은 아직 밝혀져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가와

사끼병은 감염에 의한 질환으로 생각되고 있다. 특히 가와사끼병이 많이 생기는

시기가 있다. 미국의 경우는 겨울과 봄철에 많지만 그 외 아시아, 남아메리카, 유

럽, 호주 등에서는 다양한 계절적 호발 시기가 있다.61 그런데 이러한 시기에는 원

인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어떤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급성 인후염

에 의한 발열성 질환이 많다는 것이다. 이들은 수일간의 발열을 호소하다가 회복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 보고62에 의하면 이 시기에 입원한 환자들을 조사하였

더니 급성기에 말초혈액 중에 γδT세포를 분석한 결과 의미 있는 차이를 보여주

었는데, 이 세포가 증가되어있는 환자는 가와사끼병으로 진행하고 이 세포가 증가

되지 않은 경우는 발열이 호전되면서 급성인후염에서 회복된다는 것이다. 말하자

면 가와사끼병은 어떤 바이러스 감염에 의하여 오지만 대부분의 소아들은 이 바

이러스 감염으로부터 자연적으로 회복되고 일부의 소아, 말하자면 유전적으로 질

병 소인이 있는(gen etically p redisp osed ) 소아에서는 가와사끼병으로 진행한다는

것이다.6 3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가와사끼병으로 진행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에 연

구자는 아마도 IL-6 유전자의 p olym orp hism 이 연관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

여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정상 소아나 가와사끼병

환아나 IL-6 유전자에는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IL-6 유전자 이외의

다른 유전적인 요소가 관여하리라는 생각이며 이 부분에 관하여는 더 많은 조사

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결과에서 우리 나라 소아의 IL-6 유전자의 염기서열이 이미 보고되어 있

는 w ild typ e의 염기서열과 다른 부위를 발견하였고 또한 미국인과 비교하여 차이

가 있는 부위를 찾았다는 것은 흥미 있는 것이다. 앞서 기술한 것처럼 가와사끼병

은 어떤 유전적인 요인이 관여하는 것으로 많은 보고자들이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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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서양보다는 일본이나 한국에서 가와사끼병의 빈도가 6배나 높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63 일본의 보고에 의하면 가와사끼병 환아에서

H LA-BW 22J2가 대조군에서보다 흔하게 발견된다는 점이며,64 N ew En glan d와

Israel에서 Cau casian을 대상으로 연구한 바에 의하면 H LA-BW 51이 대조군에 비하

여 빈도가 높다는 보고를 하였다.65 ,66 또한 Kaslow 등6 7에 의하면 H LA-A2, B44,

CW5 항원조합이 가와사끼병과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물론 이러한 보고는 반

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어서 MH C class I이나 MH C class II와 가와사끼병의 병

인론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68

가와사끼병이 유전적인 요인과 관련이 있다는 또 다른 증거는 일반적인 인구

를 비교하여 볼 때 형제간에 더 흔히 발생한다는 점이다. 일본에서 보고에 의하면

형제간에 발생할 확률이 2.1%정도에까지 이르는 반면 일반적인 경우는 0.19%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6 9 비록 일란성 쌍생아와 이란성 쌍생아에서의 빈도 차이는

14.1%와 13.3 %로 통계적인 의미는 없지만, 쌍둥이가 아닌 형제에서보다는 쌍둥이

형제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70 이와 같은 주장들을 종합해 보면 어떠한

원인인지는 알 수 없으나 원인이 되는 항원 또는 감염체에 노출되었을 때 유전적

으로 가와사끼병이 걸릴 확률이 높은 경우 발병한다는 것이다.

앞서 기술한 것처럼 서양에서보다는 일본이나 한국의 소아에서 가와사끼병의

빈도가 6배 이상 높다는 점은, IL-6 유전자가 인종별로 차이가 있다는 보고51로 미

루어 볼 때에 미국인과 한국 소아에서 IL-6 유전자의 차이가 하나의 원인 요소가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두군데의 가

장 의심스러운 m u tation부위를 찾아낼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부위의

m u tation으로 말미암은 것이 과연 기능적으로도 연관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실험결과에 의하면 이들은 기대했던 대로 IL-6 생성에 기능을

미칠 수 있는 m u tation임을 알 수 있었다.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55bp 부위

의 A 의 G su bstitu tion , -810bp 부위의 GGGCTG in sertion과 -816bp 부위의 G

deletion p olym orp hism 은 어떤 자극에 의하여 미국사람보다 IL-6 생성에 증가를

초래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인보다는 한국인에 있어서 IL-6의 증가로 인한 여러

가지 질환이나 증상들이 더 잘 생길 수 있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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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기능연구에 의하면 H eLa 세포와 CV-1세포가 다른 양상을 보여주

고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분석하고 추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 CV-1세포를 이용한 실험결과를 보면 M 1과 M2의

돌연변이가 IL-6 유전자 발현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IL-1으로 p rom oter를 활성화한 경우 IL-6 유전자 발현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기

시작하여 M1 돌연변이에서 M2 돌연변이, 또 돌연변이가 동시에 있는 경우로 갈

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IL-6 유전자 발현의 증가 현상을 보였으며 LPS로 자극한

경우에도 유사한 현상을 보였다. 이것은 m u tation 때문에 rep ression되어 있던

p rom oter가 IL-1이나 LPS 등의 자극에 의해 그 기능이 회복되면서 IL-6 유전자의

발현능력이 더 증가되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는 m u tation과

관련되어 여러 가지 전사인자가 관여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돌연변이의 염기서열과 관련되는 전사인자의 결합부위를 찾아본 결과 M 1

m u tation의 경우 w ild typ e에서는 GCF-CS, T-Ag-SV40이 결합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하여 CTCF-RS, AP-2, APRT-m ou se, Sp 1이 돌연변이에 의해 더 결합할 가능성

이 생기게 되며 M2 m u tation의 경우에는 T-Ag-SV40, CTCF-RS, Pu F-RS 등의 결

합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최근 Pam ela 등71은 T-A g-SV40이 early RN A 합성을

증가시킨 후에는 rep ressor로 작용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전사를 촉진시키는 작

용을 하는 AP-2의 결합을 방해하거나 AP-2와 직접 결합하여 그 기능을 저하시킨

다고 하였다. 즉 T-Ag-SV40에 의해 억제되던 IL-6 유전자의 발현능력이 돌연변이

에 의해 AP-2나 Sp 1과 같은 전사촉진인자들이 결합되게 되고 이것이 IL-1이나

LPS처럼 어떤 염증과 같은 자극에 의해 그 균형이 깨지면서 IL-6 유전자의 발현

능력이 더 증가되는 것이라는 가설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이러한 전사

인자들의 상호 작용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LPS로 p rom oter를 활성화하였을 때는 IL-1으로 활성화한 경우보다 더욱 두드러진

IL-6 유전자 발현의 증가를 볼 수 있었는데 이것은 LPS가 N FκB의 억제 인자인 I

κB의 해리를 촉진시킨다는 보고72와 관련되어 LPS가 IL-6 p rom oter 부위에 결합

하는 N F-κB의 활성화를 촉진시킨 결과로 생각된다. 앞으로 이런 전사인자들의

상호 작용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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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1세포에 비하여 H eLa 세포에서의 결과는 IL-1이나 LPS자극의 효과가 그리

현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이처럼 세포간의 민감도가 다른 것은 장기별로

IL-1이나 LPS에 대한 민감도가 다르기 때문인지, 아니면 H eLa세포는 사람의 세포

이고 CV-1은 원숭이의 세포이기 때문에 종간의 민감도의 차이 때문에 온 것인지

는 좀 더 조사가 될 필요가 있으나, IL-6와 같은 염증성 cytokine은 H eLa 세포보

다는 염증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는 콩팥의 세포에 대한 작용이 더 중요한

생물학적 의미를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다른 질환이나 정상 아동과 비교하여 볼 때, 가와사끼병에서 IL-6

유전자의 p olym orp h ism은 발견할 수 없었으나, 미국인과 비교하여 한국인에서 볼

수 있는 IL-6 유전자의 p olym orp hism 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러한 p olym orp hism

은 IL-6 유전자의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Kaw asaki d isease가

서양보다는 일본이나 한국에서 6배나 높은 빈도를 보이는 것이 이 p olym orp hism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더 많은 대상을

통해서 연구되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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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결 론

가와사끼병에서 급성기 혈중의 IL-6치가 발열기간, 혈관염의 지표가 되는 가용

성 E-selectin , T 세포의 활성지표인 혈중의 가용성 IL-2R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

은 가와사끼병의 병인론이 증가된 혈중 IL-6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

러한 혈중 IL-6의 증가가 IL-6 유전자의 p olym orp h ism 으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

는 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가와사끼병으로 진단 받은 환자,

정상대조군, 전신형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는 소아, 및 외국인 대조군으로는

미국인의 말초 혈액을 얻어 시행하였다. 혈청 IL-6은 ELISA kit를 사용하여 측정

하였다. 대상자의 말초혈액에서 gen om ic DN A를 추출하고 IL-6 DN A의

5 -flankin g region에 유전자 서열을 GenBank에서 검색하고 이중 전사 조절 부위

를 선정하여 p rim er를 제작하였으며, PCR에 의한 gen om ic DN A를 증폭하여

sequ encin g하여 m u tation site를 분석하였다. 의심되는 m u tation site에 대하여

site-d irected m u tagenesis를 시행하고 rep orter p lasm id con stru ction을 시행하여

CV-1 cell에 tran sfection시켜 돌연변이 부위의 기능을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

과를 얻었다.

1. 가와사끼병의 급성기 혈중 IL-6치는 136.9 p g/ m l로 현저히 증가하였다가 회복

기에는 20.9 p g/ m l로 의미 있게 감소하였다(p <0.01). 정상 대조군에서는 5

p g/ m l이하였다.

2. 가와사끼병 환아를 대상으로 IL-6 유전자 p rom oter 부위의 염기서열을 조사

한 결과 -174bp 부위의 G/ C p olym orp hism 은 발견할 수 없었다.

3. 가와사끼병과 질병이 없는 정상 아동 사이의 IL-6 유전자 p rom oter 부위의

염기서열은 차이가 없었다.

4 . 우리 나라 소아의 IL-6 유전자 p rom oter의 염기서열과 이미 보고된 w ild typ e

의 IL-6 유전자 p rom oter의 염기서열은 7부위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55bp 부위에서 A의 G su bstitu tion이 있었고 -810bp 부위에는 GGGCT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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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sert와 -816bp 부위의 G d eletion을 관찰할 수 있었다. 나머지 다섯 부위는,

-66bp 부위에 T in sert, -142bp 부위에 C in sert, -579bp 부위에 G d eletion ,

-666bp 부위에 C in sert, 그리고 -770bp 부위에 GC in sert를 관찰할 수 있었다.

5. -55bp 부위에서 G의 su bstitu tion과, -810bp 부위의 GGGCTG in sert와 -816bp

부위의 G d eletion은 IL-6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돌연변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다른 질환이나 정상 아동과 비교하여 볼 때, 가와사끼병에서 IL-6

유전자 p rom oter의 p olym orp h ism 은 발견할 수 없었으나, 미국인과 비교하여 한

국인에서 볼 수 있는 p olym orp hism 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러한 p olym orp h ism 은

IL-6 유전자의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IL-6에

의하여 유발될 수 있는 질병의 종류 및 병리생태나 증상 등에 차이를 보일 수 있

을 가능성이 있음을 생각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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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s t ra c t

The po ly mo rp h is ms in t he p ro mo te r re g io n

o f t he IL- 6 g e ne o f t he pa t ie nts w it h Kaw a s a ki d is e a s e

My ung Hy un S o hn

B rain K orea 21 P roj ect f or M ed ical S ciences

T he Grad uate S chool, Y ons e i Univ ers ity

(Directed by Professor Ki You n g Lee)

Du rin g th e acu te p h ase, p atien ts w ith Kaw asaki disease(KD) d em on strate

a d rastical in crease in seru m interleu kin-6 (IL-6) th at p arallels th e du ration

of fever . To in vestigate th e p ossibility th at th is cytokin e p rofile resu lts from

a d ifference in th e control of IL-6 exp ression, th e p rom oter of th e IL-6 gen e

w as exam in ed for p olym orp hism s.

Gen om ic DN As from th e p atients w ith KD an d n orm al controls w ere

extr acted from blood sam p les collected at ou r h osp ital. Th e p rom oter region

w as am p lified by PCR an d sequ enced . W e d etected sev eral interestin g

p rom oter p olym orp hism s: GGGCTG in sertion at -810 bp an d G d eletion at

-816 bp p osition s (M1), A to G su b stitu tion at -55 bp (M2) of th e rep orted

IL-6 gen e p rom oter sequ en ce. An d oth er con sistent sequ ence v ariation s

d ifferent from th e rep orted sequ en ce w ere also observed at sev eral

p osition s: -66 bp (T in sertion), -142 bp (C in sertion ), -579 bp (T d ele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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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 bp (C in sertion), an d -770 bp (GC in sertion), w hich m ay su ggest a

sequ encin g error of th e rep orted sequ ence. Th ere w ere n o significant

d ifferences in th e nu cleotid e sequ en ce betw een th e KD p atients an d n orm al

control grou p s.

By p rep arin g IL-6 gen e p rom oter-lu ciferase rep orter fu sion p lasm id

con stru cts [p GL3-IL-6-w ild typ e, -M1, -M2, -(M1+M2)] an d tran sient

tran sfection assays in H eLa an d CV-1 cells, w e tested th e fu nction al

sign ifican ces of th e p olym orp hism s (M1 an d M2). Mu tation s at th ese

p osition s significantly d ecreased lu ciferase exp ression (p <0.05), su ggestin g

th e p rom oter elem en ts at w hich th e m u tation s w ere in trod u ced are

im p ortant in tran scrip tion al activ ation of IL-6 gen e. IL-1 an d LPS p otently

stim u lated lu ciferase exp ression on th e w ild typ e an d m u tant rep orter

con stru cts [M1, M2, (M1+M2)], su ggestin g th at th e m u tation m ay affect th e

interaction w ith tr an scr ip tion factors critical in th e tran scrip tion of IL-6.

Th ese p olym orp hism s in IL-6 m ay be m anifested in d ifferent

p ath op h ysiology or sym p tom s of disease believ ed to be related to IL-6.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 ord s : Kaw asaki disease, IL-6, p rom oter, p olym orp h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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