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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정상인과 베체트병 환자 혈청의 프로티옴 지도 비교

베체트병은 여러 기관을 침범하는 만성 재발성 염증성 질환으로 아직까지 병인이

확실히 밝혀져 있지 않다. 최근에 이러한 질환군을 대상으로 프로티오믹스라는 개념

이 도입되면서 새로운 진단법 및 치료법 개발에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고해상도 이

차원 전기영동과 m ass spectrometry 등의 방법들은 이미 광범위한 결과를 산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베체트병 환자의 혈청을 isoelectric focusing 시행 후 고해상도 이

차원 전기영동을 실시하여 정상 혈청과의 차이를 비교하였고 인터넷을 통해

SW IS S - 2D PA GE의 데이터를 참고하여 혈청 단백을 동정하였다.

실험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정상인과 베체트병 환자 혈청의 이차원 전기영동 결과, 총 9개의 단백에 해당하

는 스폿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2. 20명의 베체트병 환자 혈청 모두에서 5.52의 등전점과 35kDa의 분자량을 가지

는 스폿 크기의 감소를 관찰하였다.

3. 인터넷을 이용한 SWISS - 2D PA GE의 데이터 비교에서 5.52의 등전점과 35kDa

의 분자량을 가지는 스폿이 tr an sthyret in임을 확인하였다.

T ran sthyretin은 pre- albumin으로 간 질환이나 영양결핍, 급성 염증기에 감소하며,

이는 염증이 심하게 나타나는 베체트병의 임상소견과 일치하여 베체트병에서 여러

기관의 염증 발현에 관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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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인과 베체트병 환자 혈청의 프로티옴 지도 비교

<지도 방 동 식 교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사업단

김 홍 석

Ⅰ . 서 론

베체트병은 재발성 구강 및 외음부 궤양, 포도막염과 같은 안 질환을 특징으로 하

며 이 외에도 피부병변, 관절염, 혈관계 및 중추신경계를 침범하는 증후군으로 1937년

Hulusi Behçet이 처음 기술하였다.1 지리적으로 독특한 발생분포를 보여 지중해 연안

및 동아시아에 많은 발생 빈도를 보이며2 - 3 국내에서도 베체트병 환자의 수가 점차

증가됨에 따라 임상, 유전학, 병리학 및 면역학적 연구보고가 있어왔다.4 - 1 2

베체트병은 병변의 진행상태에 따라 실명이나 장천공 등의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

하기도 하는 질환이나 아직까지 확실한 병인이 알려져 있지 않다. 또한 진단을 위한

특별한 검사방법이 없기 때문에 베체트병의 진단에는 주로 임상소견으로 설정한 진

단기준을 사용해 왔으며 공통된 기준이 없어서 각 보고들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질병

의 양상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줄 뿐 아니라 베체트병의 가능성이 있는 환자들을

완전히 배제함으로써 질환의 조기 발견에 따른 예방적 차원에서도 문제점이 있다. 따

라서 베체트병을 진단함에 있어 새로운 진단방법이 모색되고 있다.

Francis Crick 1 2이 생물학과 의학의 발전에 결정적인 단서로 DNA 이중 나선구조를

발견한 이래 유전학자들은 유전체 서열(genom e sequence)의 해독은 모든 질병을 설

명할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90년대에 유전체 서열의 해독이 질병의

복잡하고 다양한 생물학적 변화를 이해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유전자의 결과물에 대한 분석, 즉 mRNA와 단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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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의 필연성이 대두되었다.

핵산은 단백에 비해 안정적이고 기본구조가 덜 복잡하며 polym erase chain

reaction (PCR) 등의 방법에 의해 쉽게 증폭될 수 있어 유전체의 발현을 연구함에 있

어 단백보다 용이한 검체이다.1 3 그러나 mRNA와 단백간에 관련성이 결여되어 있음

이 밝혀지고 실제로 단백과 mRNA가 세포내에서 매우 상이한 반감기를 가짐이 알려

짐에 따라 유전체의 결과물을 연구함에 광범위한 단백의 분석이 불가피하였다.1 4 또한

단백은 전사 후 매우 복잡한 변형과정을 거쳐 그 수가 크게 늘어나게 되므로 mRNA

에 대한 분석만으로는 다양한 생물학적 현상을 설명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Wilkin s

등1 5 - 1 6은 1996년에 게놈 에 대한 새로운 개념으로 프로티옴(prot eom e) 이란 단어를 사

용하였으나 프로티오믹스(prot eomics )는 생물학적 변화를 규명하기 위해 유전자의 발

현을 단백을 이용하여 양적으로 측정하는 학문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프로티오믹스 연구기술의 큰 축인 이차원 전기영동(tw o dim ensional

electrophoresis ; 2- D )은 이미 20여 년 전부터 사용되어 왔으며 복잡한 단백혼합물을

분리하여 picomole 단위의 단백을 규명할 수 있게 하였다.1 7 - 1 8

프로티오믹스는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을 단백의 발현 이라는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에 따라 질병과 치료의 관련성을 단백발현을 정상적인 상태로 환원

시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프로티오믹스는 기존 유전체 서열 해독자료에

단백이 종류에 따라 어떤 상황과 위치에서 어느 정도의 양으로 생성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보완하는 것이다. 이것은 특정질환에 의해 단백이 세포 내에서 변형되는 과정

을 보여줄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치료약물의 표적을 규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프로티오믹스는 기존의 방법들이 해결하지 못한 병인 규명과

진단법 개발에 있어 새로운 문제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1 9 아직 원인 및 진단법이 뚜

렷하게 알려지지 않은 베체트병에서도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상인 및 베체트병 환자의 혈청을 대상으로 이차원 전기영동

법을 시행한 후 MELANIE III를 이용하여 단백 스폿의 차이를 분석하므로써 베체트

병의 진단에 있어 유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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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료 및 방법

1 . 대상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베체트병 특수 진료실에 내원하여 국제적 진단

분류법(Internat ional study group for Behçet ' s disease, 1990)2 0 및 일본의 베체트병

연구위원회에서 제시한 진단기준(Behçet ' s disease research committee of Japan ,

1988)2 1에 따라 재발성 구강궤양을 가지며, 재발성 외음부 궤양, 안 증상, 피부병변,

pathergy검사 양성 중 두 가지 이상의 증상을 가진 환자 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피

부질환 및 다른 자가 면역질환을 동반하지 않은 정상성인 20명을 정상 대조군으로

하였다.

베체트병 환자에서 일반 혈액검사를 비롯하여 면역복합체, 항핵항체, 항 ds - DNA항

체, 류마티스성 인자, 적혈구 침강속도 등의 혈액검사를 시행하였으며, 병력은 의무기

록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2 . S e ru m s a m p le 준비

혈청 6.3㎕를 ly sis buffer (10% sodium dodecylsulfate (SDS (Sigm a, St . Louis , MO,

USA )) , 2.3% dithiothreitol(DT T (Sigma)) 10㎕와 섞어 혈청 총 단백이 150μl 가 되

도록 넣은 후 5분간 95℃에서 가열하였다. 500㎕의 전체시료를 sample buffer (9M

urea , 3- [(3- cholamidopropyl)dim ethylamm onio- ]- 1- propane- sulfonate (CHAP S )

35mM , 35mM T ris , 65mM DT T , 2.0% carrier ampholyte, 0.002% bromophenol

blue)(Sigma)로 희석한 후, 그 중 60㎕를 isoelectric focu sing (IEF )분석에 사용하기 위

해 4℃, 17000rpm에서 15분동안 원심분리 후 상층 500㎕를 얻고 나머지 시료는

- 70℃에서 냉동 보관하였다.

3 . Im m o b iliz e d p H g ra d ie nts ( IP G) re hy d rat io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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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G strip (Am er sham Pham arcia Biotech , Piscat aw ay , NJ , USA )을 내려놓을

acryl 판의 홈에 500㎕의 혈청을 떨어뜨린 후 IP G strip을 공기방울이 생기지 않게

설치하고 mineral oil로 덮은 후 10시간 이상 재수화하였다.

4 . Is o e le c t ric fo c us in g (IEF) 및 이차원 전기영동

IEF는 18cm의 pH4- 7, pH6- 9, pH3- 10 IPG strip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IPG

strip은 재수화시킨 후 Multiphor - II (Amer sham Phamarcia Biot ech )에서 100V에서 1

시간, 300V에서 1시간, 600V에서 1시간, 1000V에서 1시간, 3000V에서 1시간, 5000V

에서 1시간, 8000V에서 9시간 수행하였다. IEF후에 IP G strip을 6M urea, 2%SDS ,

1.875M T ris , 20% glycerol, 5mM tributyl phosphine (T BP (F luka, St . Louis , MO,

USA )), 2.5% acrylamide에서 15분간 동질화시켰다. IP G strip의 단백질은 8- 18%

liner gradient polyacrylamide gel (20cm×20cm×1.5mm )을 이용하여 20℃에서 40mA

로 5시간 전기영동하였다. 단백질의 확인을 위해 silver diamine st aining 방법을 사

용하였다.

5 . 프로티옴 지도의 비교분석

정상 대조군과 베체트병 환자의 프로티옴 지도를 silv er stain하고 GS - 710

Calibrated Imaging Den sitometer (Bio- Rad, Münich , Germany )로 스캐닝한 다음

MELANIE III (Bio- Rad)를 사용하여 단백 스폿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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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베체트병 환자의 임상양상과 혈청학적 검사소견

환자
성별/
나이

구강 궤양
외음부

궤양
안증상 피부증상

일반 혈액

검사

일반 화학

검사
C-반응단백

1 여/ 46 있음 있음 없음 모낭염 백혈구증가 시행안함 시행안함

2 남/ 47 있음 있음 없음 모낭염 정상 정상 시행안함

3 남/ 40 있음 있음 없음 모낭염 정상 정상 정상

4 여/ 39 있음 있음 없음 결절홍반 시행안함 시행안함 시행안함

5 남/ 35 있음 있음 있음 농양 백혈구증가 정상 증가

6 남/ 35 있음 있음 없음 모낭염 시행안함 시행안함 시행안함

7 여/ 26 있음 있음 있음 없음 시행안함 시행안함 시행안함

8 여/ 27 있음 있음 없음 모낭염 정상 정상 정상

9 여/ 42 있음 있음 없음 모낭염 시행안함 시행안함 시행안함

10 여/ 43 있음 있음 없음 모낭염 정상 정상 정상

11 여/ 55 있음 있음 없음 결절홍반 정상 정상 정상

12 여/ 45 있음 있음 없음 모낭염 시행안함 시행안함 시행안함

13 여/ 37 있음 있음 없음 모낭염 정상 시행안함 정상

14 여/ 38 있음 있음 없음 모낭염 시행안함 시행안함 시행안함

15 여/ 36 있음 있음 없음 결절홍반 정상 정상 정상

16 여/ 35 있음 있음 없음 없음 정상 정상 정상

17 여/ 38 있음 있음 없음 결절홍반 정상 정상 정상

18 여/ 43 있음 있음 없음 결절홍반 정상 정상 정상

19 여/ 34 있음 있음 없음 모낭염 정상 정상 정상

20 남/ 40 있음 있음 없음 결절홍반 시행안함 시행안함 시행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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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 과

1. 환자의 임상양상 및 검사소견

환자군은 남자 5명, 여자 15명으로 평균연령은 39세였다. Shimizu 분류2 2상 완전형

1명, 불완전형 19명이었으며, Lehner 분류3로는 피부점막형 15명, 관절형 5명이었다.

병변 부위별로는 구강 궤양과 외음부 궤양이 20명 모두에게서 나타났으며, 피부병변

이 19명, 안 질환이 2명에게서 나타났다. 피부병변을 가진 환자들은 여드름양 농포성

구진이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결절홍반이 6명, 농양이 1명에게서 나타났다. 일반 혈액

검사를 시행한 13명 중 2명에서 백혈구가 증가된 소견을 보였으며, 일반 화학검사는

모두 정상소견을 보였다. 또한 C- 반응 단백검사를 시행한 11명 중 임상적으로 농양

을 가진 1명의 환자에서만 증가된 소견을 보였다(표 1).

2 . 베체트병 환자 혈청에서 시행한 이차원 전기영동 결과

베체트병 환자 혈청에서 시행한 이차원 전기영동 검사 후 MELANIE III 분석상 정

상 대조군의 혈청 스폿과 비교시 9개의 스폿이 변화를 보였으며, 3명의 환자 혈청에

서 6.08의 등전점과 17kDa의 분자량을 가지는 스폿이 감소하였고(그림 1, 2, 4) 1명의

환자혈청에서 6.5에서 7.0의 등전점과 38kDa의 분자량을 가지는 스폿이(그림 2), 2명

의 환자혈청에서 5.78의 등전점과 38kDa의 분자량을 가지는 스폿이 감소하였다(그림

4). 그리고 2명의 환자 혈청에서 5.76의 등전점과 38kDa의 분자량을 가지는 스폿이

(그림 2, 4,) 각각 1명의 환자 혈청에서 5.63의 등전점과 26kDa의 분자량을 가지며(그

림 5), 5.56의 등전점과 50kDa의 분자량을 가지는 스폿이(그림 6) 감소하였다. 또한

각각 3명과 2명에서 4.84의 등전점과 38kDa의 분자량을 가지며(그림 7), 4.8의 등전점

과 8kDa의 분자량을 가지는 스폿이(그림 1) 정상 혈청에 비해 크기가 증가하였다. 20

명의 베체트병 환자 혈청 모두에서 5.52의 등전점과 35kDa의 분자량을 가지는 스폿

이 감소하였다(그림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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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인터넷을 이용한 단백 스폿의 동정

정상 혈청과 비교하여 그 크기가 감소한 스폿을 ExPA Sy 분자생물학 연구소

(Genev a Univ ersity Hospit al, Genev a, Sw it zerland)의 SWISS - 2D PA GE의 데이터와

비교하여 변화를 보인 스폿이 haptoglobin , immunoglobulin heavy chain ,

apolipoprotein , haptoglobin - 1, immunoglobulin light chain , fibrinogen gamm a A

chain , clu sterin , t ransthyretin임을 확인하였고, 4.8의 등전점과 8kDa의 분자량을 가지

는 스폿은 아직 동정되지 않은 단백스폿임을 확인하였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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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베체트병환자 혈청에서 시행한 이차원 전기영동 결과

단백명
등전점 (pI)/
분자량 (kDa )

환자수(% ) 변화

h aptoglobin 6.08/ 17 3 (15) 감소

immunoglobulin h eavy ch ain 6.5- 7.0/ 38 1(5) 감소

apolipoprotein 5.78/ 38 2(10) 감소

h aptoglobin - 1 5.76/ 38 2(10) 감소

immunoglobulin light chain 5.63/ 26 1(5) 감소

fibrinogen gamm a A ch ain 5.56/ 50 1(5) 감소

clu sterin 4.84/ 38 3 (15) 증가

unidentified 4.8/ 8 2(10) 증가

t r an sthyretin 5.52/ 35 20(10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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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인) (베체트병 환자)

A

B

C

그림 1. 정상인과 베체트병 환자(증례1) 혈청의 이차원 전기영동 결과 비

교. 정상인의 혈청에서 관찰되는 5.52의 등전점과 35kDa의 분자량을 가지

는 tr an sthyret in 스폿(A ) 및 6.08의 등전점과 17kDa의 분자량을 가지는

haptoglobin 스폿(B )이 베체트병 환자의 혈청에서는 관찰되고 있지 않으

며, 4.8의 등전점과 8kDa 의 분자량을 가지는 미확인 단백 스폿(C)이 베

체트병 환자의 혈청에서만 관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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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인) (베체트병 환자)

A

B C

D

그림 2. 정상인과 베체트병 환자(증례2) 혈청의 이차원 전기영동 결과 비

교. 정상인의 혈청에서 관찰되는 5.76의 등전점과 38kDa의 분자량을 가지

는 haptoglobin 스폿(A ) 및 5.52의 등전점과 35kDa의 분자량을 가지는

tr ansthyretin 스폿(B), 6.5에서 7.0의 등전점과 38kDa의 분자량을 가지는

immunoglobulin heavy chain 스폿(C), 6.08의 등전점과 17kDa의 분자량

을 가지는 haptoglobin 스폿(D )이 베체트병 환자의 혈청에서는 관찰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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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인) (베체트병 환자)

A

그림 3. 정상인과 베체트병 환자(증례3) 혈청의 이차원 전기영동 결과 비

교. 정상인의 혈청에서 관찰되는 5.52의 등전점과 35kDa의 분자량을 가지

는 tr an sthyret in 스폿(A )이 베체트병 환자의 혈청에서는 관찰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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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인) (베체트병 환자)

A

B

C

D

그림 4. 정상인과 베체트병 환자(증례4) 혈청의 이차원 전기영동 결과 비

교. 정상인의 혈청에서 관찰되는 5.76의 등전점과 38kDa의 분자량을 가지

는 haptoglobin 스폿(A ) 및 5.78의 등전점과 38kDa의 분자량을 가지는

apolipoprotein 스폿(B), 5.52의 등전점과 35kDa의 분자량을 가지는

tr ansthyretin 스폿(C), 6.08의 등전점과 17kDa의 분자량을 가지는

haptoglobin 스폿(D )이 베체트병 환자의 혈청에서는 관찰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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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인) (베체트병 환자)

A

B

그림 5. 정상인과 베체트병 환자(증례5) 혈청의 이차원 전기영동 결과 비

교. 정상인의 혈청에서 관찰되는 5.52의 등전점과 35kDa의 분자량을 가지

는 tr an sthyret in 스폿(A ) 및 5.63의 등전점과 26kDa의 분자량을 가지는

immunoglobulin light chain 스폿(B)이 베체트병 환자의 혈청에서는 관찰

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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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인) (베체트병 환자)

A

B

그림 6. 정상인과 베체트병 환자(증레6) 혈청의 이차원 전기영동 결과 비

교. 정상인의 혈청에서 관찰되는 5.56의 등전점과 50kDa의 분자량을 가지

는 fibrinogen γ- A chain 스폿(A ) 및 5.52의 등전점과 35kDa의 분자량

을 가지는 t ran sthyretin 스폿(B )이 베체트병 환자의 혈청에서는 관찰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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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인)

A

(베체트병 환자)

B

그림 7. 정상인과 베체트병 환자(증례7) 혈청의 이차원 전기영동 결과 비

교. 정상인의 혈청에서 관찰되는 5.52의 등전점과 35kDa의 분자량을 가지

는 tr an sthyret in 스폿(A )이 베체트병 환자의 혈청에서는 관찰되고 있지

않으며, 4.84의 등전점과 38kDa 의 분자량을 가지는 clust erin 스폿(B )는

베체트병 환자의 혈청에서 크게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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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고 찰

베체트병의 원인으로 바이러스설,2 3 연쇄상 구균 항원에 대한 알레르기설,2 4 중금속

중독설,2 5 유전학적 관련설,2 6 체액면역 및 세포매개면역 기전설2 7 - 2 8 등이 있으나 아직

확실한 정설은 없다. HLA의 아형과 베체트병의 분류아형에 관한 연관,2 6 점막 세포에

대한 자가면역 항체 및 순환 면역복합체의 존재,2 ,2 8 - 3 1 면역 형광검사시 항체 및 보체

의 침착1 1 ,2 9 ,3 2과 혈청내 면역글로불린 양의 변화2 9 등의 보고가 있으나 다양한 병인에

의해 발병하며 그 병리기전을 밝히는 것은 매우 복잡하다. 이런 복잡한 병인을 적절

히 다루기 위해서는 질병 진행과정에 관여하는 분자 생물학적 기전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단백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표적이 될 수 있다.

최근에 단백의 변화를 프로티오믹스라는 개념으로 관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

질환에서 병인 규명과 진단법 개발, 치료법 개발에 고해상도 이차원 전기영동법의 활

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 베체트병과 관련되어서는 보고된 바가 전혀 없다.

기존의 보고에서 병인과 관련되는 단백의 변화정도는 질병의 진행정도와 치료유무에

따라 양적인 수치가 변할 수 있으므로3 3 뚜렷한 베체트병의 임상양상을 보이며 치료

를 받지 않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각각의 환자들에서 일반 혈액검사 및 일반

화학검사, C- 반응 단백과 같은 염증반응검사를 시행하여 이차원 전기영동 결과와 비

교하여 관련성을 알아내고자 하였다.

현재 인간의 혈청 단백에 대한 분석은 많은 부분이 이루어져 766개의 단백 스폿이

관찰되고 있으며, 이중 49개 스폿군에 대해 동정하였다.3 4 본 연구에서 시행한 이차원

전기영동 결과에서도 51- 71%를 차지하는 알부민과 8- 26%를 차지하는 면역글로불린

G외에 다수의 스폿이 관찰되었으며 정상혈청과 비교하여 총 9개의 단백스폿이 변화

를 보였고, 20명의 베체트병 환자 모두에서 tr an sthyret in에 해당하는 스폿의 크기가

육안으로도 확인될 만큼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T ran sthyretin은 주로 간이나 맥락총

에서 생성되어 혈청이나 뇌척수액에 존재하며 알부민이나 타이록신 결합 글로불린과

같이 갑상선 호르몬과 결합한다. T ran sthyretin은 또한 염증시 음성단백지표로써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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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푸스 백신을 주사하거나 류마티스 관절염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경우, 혈청 아밀로

이드 A , C- 반응 단백 등과 같이 염증시 증가하는 양성단백지표와 달리 그 크기가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함이 보고되었다.3 5 전형적인 베체트병의 임상양상을 보인 본

연구의 실험대상 20명중 염증반응검사를 시행한 11명의 환자에서 C- 반응 단백과 같

은 염증 양성단백지표가 농양을 가지고 있는 단 한 명의 환자에게서만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20명 모두에서 t ran sthyretin 스폿이 감소한 것은 tr ansthyretin이 염증에 반

응한다는 측면에서 베체트병의 진단에 그 민감도가 현저하게 높음을 시사한다. 세균

성 질환과 바이러스성 질환을 가진 환자들에서 급성 염증기의 이차원 전기영동을

비교한 연구에서 t ransthyretin의 발현이 세균성 질환에서는 큰 차이를 보였으나 바이

러스성 질환에서는 변화가 없음을 관찰하였다.3 6 이는 바이러스가 베체트병의 병인에

관여할 것이라는 가설과는 부합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혈중 t ransthyretin은 여러 다

양한 조건에서 수치가 변할 수 있고 대표적으로, 심각한 간 질환을 앓고 있거나 영양

결핍시에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본 연구대상 20명의 베체트병 환자

중 간 기능 검사를 포함한 일반 화학검사, 일반 혈액검사에서 이상 소견을 보인 경우

는 관찰되지 않았다.3 7

본 연구에서 20명의 베체트병 환자 혈청 모두에게서 tr ansthyretin 스폿이 감소하

였다는 결과는 베체트병의 진단에 있어 이차원 전기영동을 이용한 프로티오믹스 비

교가 민감도가 높은 검사방법이 될 수 있으나 검사의 특이성을 알기 위해서는 정상

혈청 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에서 혈청 tr an sthyretin의 변화를 비교하여야 하며, 베체

트병의 진행경과와 치료과정중에 나타난 tr an sthyretin의 변화를 알아보는 것이 치료

효과와 질환의 활성도를 평가함에 있어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정상인과 베체트병 환자 혈청의 고해상도 이차원 전기영동결과

를 비교하였으나 변화를 보인 단백에 대한 분석은 인터넷상의 자료에만 의존하였다.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m atrix - assisted laser desorption/ ionization mass

spectrom etry (MALDI- MS )와 같은 단백동정법을 이용하여야 하며, 단백을 변성시키

지 않은 이차원 전기영동법을 사용하면 단백간에 작용하는 기능적 변화를 밝히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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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될 수 있고 제한된 스폿과 실험과정의 단순화에 따른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할

수가 있다.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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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베체트병 클리닉에 내원한 불완

전형 이상의 임상양상을 갖는 베체트병 환자 20명을 대상으로 혈청의 이차원 전기영

동결과를 정상 혈청과 비교하고 환자의 임상 및 혈청학적 검사와의 관련성을 조사하

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등전점 6.08과 17kDa의 분자량을 가지는 haptoglobin , 6.5에서 7.0의 등전점과

38kDa의 분자량을 가지는 immunoglobulin heavy chain , 5.78의 등전점과 38kDa의 분

자량을 가지는 apolipoprotein , 5.76의 등전점과 38kDa의 분자량을 가지는

haptoglobin - 1, 5.63의 등전점과 26kDa의 분자량을 가지는 immunoglobulin light

chain , 5.56의 등전점과 50kDa의 분자량을 가지는 fibrinogen gamma A chain , 4.84의

등전점과 38kDa의 분자량을 가지는 clust erin , 4.8의 등전점과 8kDa의 분자량을 가지

는 미확인 단백, 5.52의 등전점과 35kDa의 분자량을 가지는 tr an sthyretin 등 총 9개

의 단백에 해당하는 스폿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2. 환자 20명의 혈청 모두에서 5.5의 등전점과 35kDa의 분자량을 가지는 스폿 크기의

감소를 관찰하였다.

3. 인터넷을 이용한 SWISS - 2D PA GE의 데이터 비교에서 5.5의 등전점과 35kDa의

분자량을 가지는 스폿이 t ran sthyretin임을 확인하였다.

본 실험결과 베체트병환자에서 혈청 t ran sthyretin의 변화는 C- 반응단백과 같은

다른 염증반응지표보다 민감도가 높아 베체트병의 진단에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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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s t ra c t

Co m pa ris o n o f p ro te o m e m a p be tw e e n s e ra o f pat ie nts

w it h Be hçe t 's d is e a s e a nd c o nt ro ls

Ho n g S u k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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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e Graduate S chool, Y ons ei Univers ity

(Directed by Profes sor Dong sik Bang )

Behçet ' s disease is a chronic, multisy stemic disorder charact erized by recurrent

inflamm atory reaction . It s etiology or pathogenesis has not been clarified yet .

In recent year s , the field of prot eomics has opened new possibilities for the

finding of m ethods of diagnosis and treatm ent in this disease group . And a

combinat ion of high - resolution tw o- dim en sional (2- D) 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 , highly sen sitive biological mass spectom etry has pav ed the w ay

for high - throughput prot eomics .

In this study , w e compared the sera of Behçet ' s disease patient s w ith controls

by high - resolut ion tw o- dim ensional electrophoresis w ith isoelectric focu sing in

3- 10 immobilized pH gradient s . Most spot s w ere identified by reference to the

serum map in the SWISS - 2D PA GE database .

T he result s are as follow s ;

1. W e hav e found that the 9 groups of prot ein spot s w ere changed in

comparing betw een sera of patient s w ith Behçet ' s disease and controls by

high - resolution tw o- dim en sional electrophoresis .

2. Protein spot w ith 5.52 isoelectric point and 35kDa m olecular w eight w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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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reased in all sera of Behçet ' s disease pat ient s .

3. Protein spot w ith 5.52 isoelectric point and 35kDa m olecular w eight w as

identified as tran sthyretin by reference in the SWISS - 2D PA GE database.

T ransthyretin is pre- albumin and decreases during sev ere liv er disease,

m alnutrition or acute inflammation . T his result is consist ent w ith the clinical

m anifestations of Behçet ' s disease and show s that transthyretin m ay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pathogenesis of mult isy stemic inflamm ation in Behçet ' s

diseas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 ey W ords : Behçet ' s disease, proteomics , tr an sthyret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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