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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베체트병 특이 혈관 내피세포 항원의 유전자 클로닝 

 

베체트병은 여러 장기를 침범하며 만성적으로 염증 반응을 보이는 질환으

로, 발병 기전은 아직 확실하지 않으나 혈관 손상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보고

가 증가하고 있다. 베체트병에서도 혈관 내피세포에 대한 항체가 검출된 바 있으

며, 질병의 활성도나 혈관염의 증상과 상관성이 있음이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베체트병의 병인과 밀접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 베체트병 환자의 혈청 항내피세포 항체 (antiendothelial cell antibody: AECA)와 

반응하는 인체 진피 미세혈관 내피세포 (human dermal microendothelial cell: 

HDMEC) 항원의 분자적 실체를 규명하기 위하여 이차원 전기영동 및 질량분석기

에 의한 프로테옴 기법을 이용하여 표적 단백의 구조를 알아내고 그 유전자를 클

로닝하여 유전자 재조합 단백을 제조한 다음, 베체트병에서 표적 단백의 유용성 

검토를 시행하였다. 

HDMEC 단백에 대한 IgM-ELISA 검사상 24명의 베체트병 환자중 14명

(58%)에서 HDMEC에 대한 혈청 IgM 항체를 관찰하였다. 이차원 전기영동, 면역

블롯 및 Maldi-Tof로 분석결과 베체트병 환자의 혈청 AECA 항체가 반응하는 단

백은 α-enolase임을 알아내었다. 유전자 클로닝을 통해 유전자 재조합 α−enolase 

단백을 분리정제하였다. 유전자 재조합 α-enolase 단백으로 시행한 ELISA 검사상 

베체트병 환자의 혈청 IgM은 α-enolase 와 잘 반응함을 알 수 있었다. 재조합 단

백에 대한 IgM-ELISA 검사는 HDMEC 단백에 대한 IgM-ELISA 검사결과와 일치

하였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베체트병 환자의 혈청내 AECA의 표적단백은 α-enolase 

임을 밝혀내었고 앞으로 베체트병의 발병기전에서 이 단백의 역할 규명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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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체트병의 새로운 진단법 및 치료법 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   

핵심되는 말 : 베체트병, 혈관 내피세포, 항내피세포 항체, 프로테옴, 유전자 클로

닝, α-enol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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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체트병 특이 혈관 내피세포 항원의 유전자 클로닝 

 

<지도  이  광  훈 교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정 혜 신 

 

Ⅰ. 서   론 

베체트병은 여러 장기를 침범하며 만성적으로 염증 반응을 보이는 질환으

로, 병변의 진행상태에 따라 실명이나 장천공 등의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기도 

하는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확실한 병인이 알려져 있지 않음은 물론 임

상증상 외에 적당한 진단적 검사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본 질환의 병인으로서 바

이러스에 의한 발병설, 연쇄상 구균의 항원에 대한 알레르기설, 유기인제나 살충

제에 의한 중금속 중독설 및 유전학적 관련설 등이 보고된 바 있다.1 베체트병의 

발병 기전은 아직 확실하지 않으나 임상 증상으로서 재발성 혈전정맥염, 혈전, 피

부혈관염 등이 자주 관찰된다.2 병리조직학적으로 혈관 주위에 림프구와 단핵구의 

침윤 및 내피세포의 부종이나 괴사, 부분적인 혈관강내 폐쇄가 관찰되며, 심한 경

우에는 괴사성 혈관염 및 육아종성 혈관염이 동반되기도 하는 등 혈관 손상이 중

요한 역할을 한다는 보고가 증가하고 있다.3 

혈관 내피세포는 모든 혈관의 가장 내측에 단층으로 배열된 고도의 활동성 

세포로서 혈관강내의 세포성분 및 비세포성분과 항상 접해 있음으로써 백혈구 이

동 및 복귀, 염증반응, 상처치유, 종양전이 및 혈관형성 등 다양한 생물학적 현상

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4,5 여러 보고들로부터 혈관염을 보이는 질환들에서 혈관 

내피세포의 변화가 발병기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시사되어 왔다.6 생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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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반응 조절물질 (biological response modifier: BRM)에 의해 혈관 내피세포가 활성

화되면 응고기능에 변화가 오고, 염증세포의 유착도가 증가하며 이로 인해 혈관

염이 유발한다는 보고도 있으며, 전신성 홍반성 낭창, 경피증, 가와사키병, 류마치

스 관절염 등 여러 자가면역질환에서 내피세포 표면의 에피토프가 면역반응의 표

적이 되기도 한다.7-9 

혈관 내피세포에 대한 항체 (anti-endothelial cell antibodies: AECA)는 교원성

질환, 만성폐결핵, 신장 동종이식 환자의 혈청에서 마우스 신장기질을 이용한 간

접 면역형광법에 의해 처음 검출되었다.7 교원성 질환중 전신성 홍반성 낭창, 류

마치스성 관절염, 혼합결체조직질환, 경피증, 피부근염에서 높은 검출빈도를 보인

다. 그 외 베그너 육아종증, 원발성 망막 혈관염, 가와사키병, 소아의 급성 용혈성 

요독증후군, 당뇨병, 장기이식환자,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 다발성 경화증, 혈전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맥관부종, 산독증, 버거병에서도 AECA가 검출되었다.8,9 베

체트병에서도 혈관 내피세포에 대한 항체가 검출된 바 있으며,10-13 질병의 활성도

나 혈관염의 증상과 상관성이 있음이 보고되었다.10  

현재까지 혈관 내피세포 표면에는 특성이 규명된 수많은 분자들이 알려져 

있지만,13 AECA에 의해 인식되는 혈관 내피세포 표면항원의 특성을 규명한 문헌

은 많지 않다. AECA에 의해 인식되는 내피세포 표면 분자의 에피토프는 동일 질

병의 혈청에서도 연구방법이나 연구재료에 따라 연구자간에 차이가 있으며 또 일

부 항원은 섬유아세포나 단핵세포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 베체

트병에 관한 종전 연구에서 효소면역표지법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을 이용하여 베체트병 환자 혈청에서 배양한 인체 진피 미세혈관 내피세

포 (human dermal microvascular endothelial cells: HDMEC)에 대한 순환항체를 관찰하

였다. 베체트병 환자 131명중 49명 (37.4%)에서 HDMEC에 대한 혈청 IgM항체를 

검출할 수 있었다. 이 항체는 정상대조군 및 질병대조군의 혈청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본 연구실에서 종전에 시행한 면역 블롯 검사상 베체트병 환자의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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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MEC IgM 항체 양성혈청은 HDMEC 표면의 44-50 kDa 사이의 항원을 인지한 

반면 전신성 홍반성 낭창환자의 혈청은 81 kDa의 단백과 반응하였다.11 이러한 결

과들로부터 혈관 내피세포에 대한 항체가 혈관염의 소견을 보이는 질환에 따라 

비교적 특이성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프로테오믹스 (proteomics)는 유전체에 의해 발현되는 단백질들의 총합을 일

컫는 단백체를 다루는 학문 분야로서 특정한 질병으로 인한 특정 단백질의 발현 

및 변화 (modification)를 찾아냄으로써 질병의 발병 기전이나 질병과 관련된 표적 

단백질을 알아내는데 최근 유용한 기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베체트병의 병인과 밀접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 베체트병 환자의 혈청 AECA와 반응하는 HDMEC 항원의 분자적 실체를 규

명하기 위하여 첫째, 이차원 전기영동과 면역 블롯을 시행하여 표적단백을 찾아

내고 질량분석기를 이용하여 아미노산 서열 분석을 통해 유사 단백을 밝혀내며 

둘째, 생물 정보망을 이용하여 단백의 유전자 염기 서열을 알아내고 유전자 클로

닝을 통해 유전자 재조합 단백을 순수 정제하여 셋째, 베체트병에서 표적 단백의 

유용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1. 연구 대상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세브란스병원 베체트병 특수크리닉에 내원하여 

국제적 진단분류법 (International Study Group for Behçet’s Disease, 1990)14에 따라 재

발성 구강궤양을 가지며, 재발성 외음부 궤양, 안증상, 피부병변, pathergy 검사 양

성 중 두가지 이상의 증상을 가진 환자중 내원당시 최근 1개월 이내에 아무런 치

료를 받지 않은 베체트병 환자 2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피부질환 및 다른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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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질환을 동반하지 않은 정상성인 10명을 정상 대조군으로 하였다. 실험군 및 

대조군 환자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시험관에 옮긴 후, 실온에서 6시간 이상 방치

하여 응고시킨 다음 250 x g로 10분간 원침하여 혈청을 분리한 후 실험에 사용하

기 전까지 –70 °C에 동결 보관하였다. 

 

2. HDMEC 분리배양  

 

신생아 포피로부터 종전의 방법에 따라 HDMEC을 분리하였다.5 신생아 포

피를 3 mm 크기의 소절편으로 잘게 잘라 0.03% trypsin 및 1% ethylenediamine 

tetracetic acid가 함유된  phosphate-buffered saline (PBS)으로 37 °C에서 10분간 처리

한 후 작은 칼날의 옆면을 이용하여  각각의 소절편을 눌러 절단면으로 부터 미

세혈관편이 빠져 나오도록 하였다. Hank's balanced salt solution (HBSS)으로 혼합한 

35% Percoll용액을 원침관에 넣고 4 °C, 30,000 x g에서 10분간 원침하여 밀도구배를 

만든 다음 상단에 미세혈관편이 함유된 용액 1 ml를 가한 후 400 x g로 실온에서 

15분간 원침시켰다. 밀도 1.048 g/ ml 이하의 분획(원침시킨 후 나타나는 중간의 

백색층)을 다른 원침관에 옮기고 HBSS로 채워 400 x g로 실온에서 15분간 다시 

원침시킨 후 그 침전물을 젤라틴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을 미리 

처리한 조직 배양용기에 넣고 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hEGF), hydrocortisone 

acetate, bovine brain extract, dibutyryl cyclic AMP, glutamine, penicillin, gentamicin, 

amphotericin B, 2% fetal bovine serum이 함유된 endothelial medium (Clonetics Co., San 

Diego, CA, USA)을 사용하여 37 oC, CO2 항온기에서 배양하였다. 1차배양된 

HDMEC을 Dynabeads CD31 (Dynal)을 이용하여 순수분리 하였다. 형태학적검사 및 

면역형광검사를 시행하여 배양된 세포가 순수함을 확인한 후 2-6 계대의 HDMEC

을 실험에 사용하였다. 형태학적 검증은 역위상차 현미경으로 평가하였으며, von 

Willebrand's factor (vWF)의 발현을 면역형광검사로 관찰하여 95% 이상 순수함을 



7 

확인하였다. 

 

3.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 

 

베체트병 환자의 혈청중 AECA가 포함된 혈청을 선별하기 위하여 ELISA를 

시행하였다. 바닥이 편평한 폴리스티렌 microtiter plate의 각 well에 HDMEC을 넣

은 후 융합될때까지 배양하였다. 0.05% Tween 20-PBS (T-PBS) 용액으로 3회 세척 

후 비특이 반응을 억제하기 위하여 T-PBS로 3회 세척하였다. 적절하게 희석된 대

조군 및 베체트병 환자 혈청 100 ㎕씩을 각 well에 넣고 37 °C 에서 1시간 반응시

켰다. HBSS로 3회 세척한 peroxidase-conjugated goat anti-human IgM (IgM-ELISA)을  

5% 송아지 신생아 혈청이 함유된 HBSS로 1:1,000 희석시킨 용액과 37 °C에서 1

시간 반응시켰다. HBSS로 3회 세척 후 상온의 암실에서 기질과 반응시켰다. 기질

은 100 mg의  tetramethylbenzidine을 10ml의 아세톤에 섞어 원액으로 만들며, 사용

직전 원액 100 ㎕를 증류수 10 ml에 넣고 30% 과산화수소 1 ㎕를 넣고 잘 혼합

한 다음 100 ㎕씩을 각 well에 넣었다. 8 N H2SO4 25 ㎕씩을 떨어뜨려 반응을 중지

시키고, ELISA reader (Dynatech Laboratories, Inc., Alexandria, VA)로 450 nm에서 판독

하였다. 

 

4. HDMEC 항원의 젤 전기영동 및 면역 블롯법 

 

HDMEC을 EDTA/BSA로 분리 수집한 후 1 mM  PMSF, 10 mM NPGP, 1 mM 

EDTA, 및 1% Triton-X 등이 함유된 완충액으로 얼음속에서 30분간 반응시켜 용해

시켰다. 4 oC , 10,000 x g에서 30분간 원침시킨  후 상청액을 수집하여 동량의 젤전

기영동 시료 완충액과 혼합한 다음, 10% polyacrylamide 구배젤에 넣고, 60 mA의 일

정한 전류하에서 45-90 분간 전기영동을 시행하였다. 젤을 분리하여 나이트로셀룰

로스 용지에 전기영동적으로 전이시켰다. Blotting된 나이트로셀룰로스 용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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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 Tween 20-PBS로 3회 세척한 후 3% BSA를 작용시켜 비결합 부위를 차단시

켰다. 상기의 ELISA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인 대조군 및 베체트병 환자의 활동기 

혈청을 실온에서 2시간 반응시킨 후 T-PBS로 세척하고 peroxidase-conjugated goat 

anti-human IgM과 2시간 반응시켰다. 다시 0.05% T-PBS로 세척 후 diaminobenzidine

을 섞은 용액에 30% H2O2 5 ㎕를 넣어 37 °C 에서 10분간 반응시킨 다음 PBS로 

세척하여 HDMEC 44-50 kDa 항원에 대한 반응을 관찰하였다. 

 

5. 베체트병 환자의 AECA 양성 혈청에서 항내피세포 IgM 분리 

 

IgM-ELISA에서 강양성 반응을 보인 베체트병 환자의 혈청을 사용하였다. 

1.5 x 14 cm 크기의 column에 PBS (pH 7.3)로 조정된 Ultrogel AcA 34를 채운 후 혈

청 0.7 ml를 통과시켜 처음부터 4개의 분획을 수집하여 베체트병 환자의 혈청에서 

AECA가 함유된 IgM을 분리하였다. 분리한 IgM을 가지고 위에서 기술된 젤 전기

영동 및 면역 블롯법을 다시 시행하여 HDMEC 항원에 대한 반응성을 확인하였다. 

 

6. 이차원 젤 전기영동 

 

배양한 HDMEC을 trypsin/EDTA 처리하여 분리 수집한 후 PBS로 3회 세척

하여 만든 세포침전물을 pH 8.0의 1 M Tris, 0.3% sodium dodecyl sulfate (SDS), 3% 

dithiothreitol이 함유된 용해 완충액 50 ㎕와 섞은 후 95 ℃에서 5분간 가열하였다. 

전체시료를 7 M urea, 2 M thiourea, 2 mM tributyl phosphine, 4% 3- (3-

cholamidopropyl)dimethylammonio-1-propane-sulfonate, 1.0% carrier ampholyte, 40 mM 

Tris, 0.002% bromophenol blue dye 등이 함유된 젤 전기영동 시료 완충액 400 ㎕로 

희석한 후, 20 ℃, 12,000 rpm에서 20분간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을 수집하였다. 재수

화트레이에 젤 전기영동 시료 완충액으로 희석하여 원심분리한 시료 400 ㎕을 넣

고, 18 cm의 pH3-10 linear immobilized pH gradient (IPG) strip (Amersham Pharmac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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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tech, Piscataway, NJ, USA)을 공기방울이 생기지 않게 설치하고 24시간 방치하여 

재수화시켰다.  

재수화시킨 IPG strip을 PROTEAN IEF cell (Bio-Rad, Hercules, CA, USA)을 이

용하여 저전압으로부터 고전압에서 적절한 시간 처리하여 등전화 (isoelectric 

focusing : IEF)시켰다. IEF후에 IPG strip은 3.6 g의 urea, 2% SDS, 5M Tris 2 ㎖, 50% 

glycerol 4 ㎖, 25% acrylamide 1 ㎖, 200 mM MTBP 250 ㎕가 함유된 동질 완충액에서 

25분간 동질화 (equilibration)시켰다.  

Polyacrylamide gel 제작을 위하여  1.875 M Tris buffer가 함유된 9% 완충액 

40 ㎖와 40% stock acrylamide 45 ㎖, 증류수 115 ㎖를 혼합하고, 16% buffer 40 ㎖, 

40% stock acrylamide 80 ㎖, 50% glycerol 80 ㎖를 혼합하였다. 이렇게 제작된 9-16% 

gradient polyacrylamide gel (21 cm×21 cm×1.5 mm)에 0.5% agarose, 0.001% 

bromophenol blue dye가 함유된 agarose 완충액을 넣고 IPG strip을 embedding시킨 

후에 24.8 mM Tris, 192 mM glycine, 0.1% SDS가 포함된 cathode running buffer를 넣었

다. 젤당 3 mA/ gel의 전류로 2시간 전처리한 후, 젤당 15 mA의 일정한 전류하에

서 전기영동을 시행하였다. 

 

7. 이차원 면역 블롯 및 단백질 스팟 분리 

 

전기영동이 끝난 젤을 나이트로셀룰로스 용지 (Amersham Pharmacia Biotech, 

Piscataway, NJ, USA)를 이용하여 500 mA 전류로 2시간 semi-dry transfer (Bio-Rad, 

Hercules, CA, USA)에서 전이시킨 다음 베체트병 환자의 혈청에서 분리한 항내피

세포 IgM항체로 상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면역 블롯을 시행하였다. 프로테인 스팟

을 깨끗한 면도날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씻어내고 50 mM ammonium bicarbonate 용

액에서 5분간 그리고  아세토나이트릴을 이용하여 탈수 시킨 후 스피드백 증발기

에서 완전히 건조시켰다. 0.1 ㎍의 트립신이 함유된 25 mM ammonium bicarbo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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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액에서 37 ℃, 16시간 처리한 후 트립틱 펩타이드를 여러 번 용출 시킨 다음 스

피드백 증발기에서 완전히 건조시켰다. 

 

8. 질량분석기를 이용한 펩타이드 지문 획득 

 

나이트로셀룰로오스가 함유된 포화된 α-CHCA (α-cyano-4-hydroxycinnamic 

acid)를 매트릭스로 이용하여 가검물과 섞어 Maldi plate에 점적 후 상온에서 완전

히 건조 시킨 다음 Maldi-Reflectron Tof (Micromass, Manchester, UK)를 이용하여 평

균 40-50 개별적인 레이저 샷으로 질량 스팩트럼을 얻었고, 내부 표준물질로서 소

의 트립신 자가분해 펩타이드 피크 (m/z 842.50 과 2211.10)를 이용하여 조정하였

다. 

 

9. 펩타이드 지문을 이용한 정보검색 

 

 펩타이드 질량은 NCBI의 검색 알고리즘인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UCSF)에서 제공되는 MS-Fit (http://prospector.ucsf.edu/ucsfhtml3.2/msfit.htm)

을 이용하여 정보검색을 시행하였으며 오차 한계 50 ppm을 사용하였다. 

 

10. 배양한 HDMEC으로부터 RNA추출 

 

배양한 HDMEC에서 TRIZOL reagent (acid guanidinium thiocyanate-phenol-

chloroform extraction method)를 이용하여 전체 RNA를 분리하였다. HDMEC을 차가

운 PBS로 3번 세척한 후 TRIZOL reagent 1 ml를 추가하여 5-10분간 방치한 후 E-

tube로 옮겨 chloroform 200 ㎕를 첨가하여 잘 혼합한 다음 상온에서 10분간 방치

하였다. 12,000 rpm, 4 ºC에서 8분간 원심 분리하여 상층액만 새로운 E-tube에 옮긴 

후 500 ㎕ isopropyl alcohol을 가한 다음 상온에서 10분간 방치하였다. 다시 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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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m, 4 ºC에서 8분간 원심 분리하여 RNA를 침전시킨 후 상층액을 버리고 침전물

만 남겨 건조시킨 후 DEPC를 처리한 증류수에 녹여 정량한 다음 사용시까지 –70 

ºC에 보관하였다. 

 

11. cDNA 합성을 위한 RT-PCR 

 

전체 RNA 10 ㎍으로부터 Superscript II Preamplification system (Invitrogen Life 

Technology, Paisley, UK)을 이용하여 first strand cDNA를 합성하였다. 전체 RNA에 

Random hexamer (Promega, Madison, WI, USA), dNTP, 완충액, DTT, RNase block들을 

적정농도가 되도록 넣고 잘 섞은 후 Superscript II reverse transcriptase를 넣고 42 ºC

에서 1시간 반응시켰다. 이렇게 얻은 first strand cDNA에 dNTP, MgCl2, 완충액을 

적정농도가 되도록 넣고 앞에서 밝혀진 단백에 해당하는 primer와 DNA 

polymerase를 넣은 후 94 ºC에서 denaturation 2분, 55 ºC에서 annealing 1분, 72 ºC에서 

extension 2분 cycle을 40회 시행하여 double strand cDNA를 합성하였다. PCR시 사용

한 primer는 앞에서 밝혀진 단백의 염기서열을 포함하며 PCR 산물을 발현 벡터인 

pGEX-4T-1에 subcloning 하기위하여 BamHI과 XhoI의 제한효소에 의해 절단되는 

염기서열을 양쪽 끝에 넣어 만들었으며 각각의 염기서열은 5’-PCR primer (5’-

CAGTTGGATCCTCTATTCTCAAGATCCATGCCA-3’), 3’-PCR primer (5’-

ATCCTCGAGTTACTTGGCCAAGGGGRTTTCTGAAGTTCCTG-3’) 이었다. 

 

12. cDNA의 subcloning  

 

PCR로 증폭된 double strand DNA 산물을 agarose 젤로 분리하여 원하는 크

기의 band를 깨끗한 면도날로 잘라낸 후 질량을 측정하여 그 3배 정도 되는 양의 

6  N NaI를 넣고 50 ºC 에서 젤을 완전히 녹인 후 glassmilk 10 ㎕를 넣어 잘 섞었

다. 얼음위에서 10분간 잘 섞어준 후 원심분리 (10,000 rpm, 1분)하여 glassmilk를 



12 

침전시켰다. Washing buffer (50 mM NaCl, 10 mM Tris-Cl (pH7.5), 5 mM EDTA, 50% 

ethanol)로 2번 세척한 후 증류수를 첨가하여 50 ºC 에서 10분간 유지하였으며 원

심분리 (10,000 rpm, 1분)하여 상청액에 있는 DNA를 얻을 수 있었다. pGEX- 4T-1 

vector DNA와 증폭된 DNA를 BamHI과 XhoI으로 절단한 후 T4 ligase를 이용하여 

ligation하였다. 재조합된 plasmid DNA를 Eschericia coli DH5α cell에 삽입하여 형질

전환을 일으킨 후 ampicillin (50 µg/ml)이 첨가된 LB agar plate에서 16시간 배양하였

다. 단일 colony를 따서 LB broth배지에서 12시간 배양한 후 그 일부에서 mini-

preparation method (Wizard Plus SV minipreps DNA purification system, Promega, Madison, 

WI, USA)를 이용하여 재조합된 plasmid DNA를 다량 얻은 후 BamHI과 XhoI 제한

효소로 잘라 plasmid내 vector와 삽입된 double strand DNA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13. 유전자 발현 및 재조합 단백 분리정제 

 

위에서 확인된 형질전환된 E. coli를 LB broth 배지에서 다량 배양하여 600 

nm에서 흡광도가 0.45-0.55가 되도록 배양한 후 1 mM IPTG (isopropyl-ß-D-

thiogalactopyranoside) 를 첨가하여 25 ºC에서 약 16시간 배양하여 단백질의 발현을 

유도하였다. 원심분리를 통하여 균을 모은 후 proteinase (1 µM leupeptin, 0.1 µM 

aprotinin, 1 mM NaVO4, 1 mM PMSF)를 포함한 PBS를 배양액의 1/100 volume 정도 

넣은 후 얼음 위에서 250 W로 20분간 sonication하여 균을 파쇄하였다. Triton X-100

을 최종농도 1%가 되게 넣은 후 단백질이 잘 녹도록 30분간 부드럽게 잘 섞어주

었다. 4 ºC에서 10분간 13,000 rpm으로 원심분리하면 상층액에는 원하는 단백과 28 

kDa의 glutathion-S-transferase (GST)가 합쳐진 단백이 존재하므로 70 ㎕ Glutathion-

Sepharose 4B beads에 넣고 12시간 부드럽게 섞어주어 beads에 잘 흡착되도록 하였

다. 원심분리하여 bead만 분리한 후 PBS로 2회 세척한 다음, 앞에서 사용한 

proteinase를 포함한 PBS로 세척하였다. Elution buffer를 70 ㎕넣은 후 실온에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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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간 잘 섞어주어 bead에 붙어있던 단백이 분리되도록 하였다. 원심분리하여 상

층액을 수집하여 단백질을 정량하였다. 

 

14. 젤 전기영동 및 면역 블롯으로 재조합 단백 확인 

 

재조합된 단백을 동량의 젤 전기영동 시료 완충액과 혼합한 다음, 10% 

polyacrylamide 구배젤에 넣고, 60 mA의 일정한 전류하에서 45-90분간 전기영동을 

시행하였다. 젤을 분리하여 나이트로셀룰로스 용지에 전기영동적으로 전이시켰다. 

Blotting된 나이트로셀룰로스 용지를 0.05% T-PBS로 3회 세척한 후 3% BSA를 작

용시켜 비결합 부위를 차단시켰다. 상기의 ELISA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인 대조

군 및 베체트병 환자의 활동기 혈청에서 분리한 IgM을 실온에서 2시간 반응시킨 

후 T-PBS로 세척하고 peroxidase-conjugated goat anti-human IgM과 2시간 반응시켰다. 

다시 T-PBS로 세척후 diaminobenzidine을 섞은 용액에 30% H2O2 5 ㎕을 넣어 37 °C 

에서 10분간 반응시킨 다음 PBS로 세척하여 관찰하였다.  

 

15. 유전자 재조합 베체트병 특이항원의 진단적 유용성 검토 

 

유전자 재조합에 의해 생산된 항원을 carbonate완충액 (pH 9.6)으로 희석한 

후 2 µg/ml양으로 만든 후 50 ㎕씩  바닥이 편평한 폴리스티렌 microtiter plate의 

각 well에 넣은 다음 4 °C에서 18시간 방치시켰다. T-PBS 용액으로 3회 세척 후 

비특이 반응을 억제하기 위하여 T-PBS로 3회 세척하였다. 적절하게 희석된 대조

군 및 베체트병 환자 혈청 100 ㎕씩을 각 well에 넣고 37 °C 에서 1시간 반응시켰

다. HBSS로 3회 세척한 후 peroxidase-conjugated goat anti-human IgM을 5% 송아지 

신생아 혈청이 함유된 HBSS로 1:1,000 희석시킨 용액과 37 °C에서 1시간 반응시

켰다. HBSS로 3회 세척 후 상온의 암실에서 기질과 반응시켰다. 기질은 100 mg의

tetramethylbenzidine을 10 ml의 아세톤에 섞어 원액으로 만들며, 사용직전 원액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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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증류수 10 ml에 넣고 30% H2O2 1 ㎕를 넣고 잘 혼합한 다음 100 ㎕ 씩을 각 

well에 넣었다. 8 N H2SO4 25 ㎕ 씩을 떨어뜨려 반응을 중지시키고, ELISA reader 

(Dynatech Laboratories, Inc., Alexandria, VA)로 450 nm에서 판독하였다. 

 

 

16. α-enolase의 순수 분리 및 면역 블롯 

 

위에서 얻은 Glutathion-Sepharose 4B beads 흡착 단백에 GST-fusion 단백 100 

µg당 1 unit에 해당하는 thrombin protease (Amersham Pharmacia Biotech, Piscataway, NJ, 

USA)를 첨가하여 α-enolase만 순수 분리하였다. 순수분리한 α-enolase를 젤 전기영

동하여 확인하였고,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면역 블롯을 시행하였다. 또한 순수 

분리한 α-enolase를 이용하여 위 15항에서 기술한 방법으로 베체트병 환자 혈청을 

대상으로 IgM-ELISA를 시행하였다.  

 

 

III. 결    과 
 

1. 베체트병 환자의 혈청에서 HDMEC에 대한 IgM 항체의 검출빈도 

 

HDMEC 항원에 대한 IgM-ELISA 검사상 10명의 정상대조군 혈청의 광학 

밀도는 0.091 ± 0.027이었다. 정상대조군의 광학밀도 평균치에 표준편차 3배수를 

더한 값 0.173 이상을 IgM 항체 양성으로 판정하였다. 24명의 베체트병 환자의 혈

청중 14명 (58%)에서 IgM 항체 양성이었으며, 10명 (42%)에서는 IgM 항체가 검출

되지 않았다. 항체 음성 베체트병 환자 혈청의 평균광학밀도는 0.091 ± 0.023이었

고, 항체 양성 베체트병 환자 혈청의 광학밀도는 0.305  ±  0.076이었다 (그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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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양한 혈관내피세포로부터 베체트병 특이항원의 순수분리 및 분석 

 

1) 면역블롯검사에서 HDMEC에 대한 순환항체의 반응 

   

AECA양성 베체트병 환자의 혈청이 HDMEC의 어떤 단백과 반응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배양된 HDMEC을 이용하여 젤 전기영동을 시행하고 정상인과 

IgM-ELISA 검사상 양성소견을 보인 활동기 베체트병 환자의 혈청을 사용하여 면

역블롯을 시행하였다. 정상인의 혈청을 반응시킨 경우 특이한 양성 band를 관찰

할 수 없었으나 AECA양성 베체트병 환자의 IgM을 반응시킨 경우 44 kDa과 50 

kDa사이의 HDMEC 단백과 반응함을 확인하였다 (그림2). 

 

2) 프로테오믹스를 이용한 베체트병 AECA와 반응하는 특이항원 분리 및 분석 

결과 

 

배양한 HDMEC을 7 M urea가 함유된 시료 완충액으로 처리 후 18 cm의 pH 

3-10 IPG strip에 등전하시킨 다음 이차원 젤 전기영동을 시행한 결과 약 2000개의 

HDMEC 단백 스팟이 관찰되었다 (그림 3). 이 젤에 앞에서 분리한 AECA 양성 

베체트병 환자의 IgM으로 이차원 면역블롯법을 시행한 결과 44 kDa - 50 kDa 사이

에 AECA 양성 베체트병 환자의 IgM과 반응하는 3-4개의 단백질 스팟이 관찰되

었다 (그림 4). 이들 스팟을 잘라낸 후 질량 분석기를 이용하여 펩타이드 지문을 

얻어내었다 (그림 5). NCBI 검색 알고리즘인 UCSF에서 제공되는 MS-Fit를 이용하

여 획득한 펩타이드 지문에 대해 정보검색결과 human α-enolase와 총 17개의 펩타

이드 중 7개가 30 ppm내에서 일치하였고, 41%의 높은 서열 적용 범위를 보였다. 

모든 스팟이 등전점과 분자량이 약간씩 다른 아형으로 최종적으로는 동일한 47 

kDa 등전점 7.0의 α-enolase (2-phospho-D-glycerate hydrolyase) 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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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혈관내피세포 베체트병 특이항원에 대한 유전자 클로닝 

  

1) HDMEC에서 α−enolase의 유전자 클로닝 

 

    NCBI GeneBank (http://www.ncbi.nim.nih.gov)로부터 human α−enolase에 대한 

염기서열 (그림7)을 얻은 후 배양한 HDMEC에서 전체 RNA를 분리하여 α−enolase

에 대한 RT-PCR을 시행하고 human α−enolase의 cDNA를 제작하여 1.3 kbp의 

human α−enolase의 cDNA를 관찰할 수 있었다 (그림 8). α−enolase에 대한 cDNA를 

subcloning하여 얻은 형질전환된 E. coli로 부터 mini-preparation하여 재조합된 

plasmid DNA를 다량 얻은 후 BamHI과 XhoI 제한효소로 잘라 plasmid내 vector와 

삽입된 double strand DNA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9). 

 

2) 유전자 재조합 α−enolase 단백의 발현 및 분리정제 

 

균을 배양하여 IPTG방법으로 유전자 발현을 촉진시킨 후 다량 제조한 재조

합 단백을 분리 정제하여 전기영동을 시행한 결과 75 kDa의 단일띠의 GST-human 

α−enolase fusion protein (75 kDa)을 얻었다 (그림 10).  

 

4. 유전자 재조합 GST-human α− enolase fusion 단백의 진단적 유용성 

 

GST-human α−enolase fusion protein에 대한 IgM-ELISA 검사상 10명의 정상대

조군 혈청의 평균 광학밀도는 0.085 ± 0.002이었다. AECA 음성 베체트병 혈청 IgM

의 평균 광학밀도는 0.098 ± 0.005, HDMEC에 대한 IgM-ELISA검사에서 강양성 반

응을 보였던 베체트병 환자의 IgM 평균 광학밀도는 0.257 ± 0.051이었고 AECA 양

성인 14명의 혈청을 섞은 cocktail  IgM의 평균 광학밀도는 0.357 ± 0.055로 통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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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그림 11).  

  

5. 순수분리한 α-enolase의 진단적 유용성 

 

유전자 클로닝을 통해 제조한 유전자 재조합 HDMEC의 human α−enolase 단

백을 전기영동한 결과 47 kDa의 단일띠의 α−enolase를 관찰할 수 있었다 (그림 

12). 베체트병 환자 혈청과의 반응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행한 면역블롯에서 활

동기 베체트병 환자의 AECA 양성 IgM만 강한 반응을 보였다 (그림 13). 재조합 

human α−enolase에 대한 IgM-ELISA 검사상 베체트병 항내피세포항체 양성 IgM의 

광학밀도는 정상대조군 및 베체트병 항체음성 IgM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HDMEC에 대한 IgM-ELISA 검사에서 양성 소견을 보인 14명의 IgM 모두 human 

α−enolase에 대해서도 양성소견을 보였다 (그림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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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HDMEC에 대한 베체트병 환자 혈청의 IgM 항체 반응. 정상대조군 (NC) 

및 베체트병 환자 (BD)의 혈청으로부터 IgM 항체가를 ELISA로 측정하였다. 3개의 

well에서 동시에 검사한 각 혈청의 평균값을 점으로 표시하였다. 수평의 점선은 

정상대조군의 광학밀도 평균치에 표준편차 3배수를 더한 값을 나타낸다. BD (-): 

IgM 항체 음성 베체트병 혈청, BD (+): IgM 항체 양성 베체트병 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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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HDMEC 항원에 대한 정상인과 활동기 베체트병 환자 혈청의 면역 블롯 

소견. 정상인의 혈청을 반응시킨 경우 양성 띠를 관찰할 수 없었으나 AECA 양성 

베체트병 환자의 IgM은 44 kDa과 50 kDa사이의 HDMEC 단백과 반응함을 알 수 

있었다. A: 정상대조군의 IgM, B: 베체트병 환자 1 의 IgM, C: 베체트병 환자 2 의  

I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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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HDMEC 항원의 이차원 젤 전기영동 소견. 배양한 HDMEC을 7 M urea가 

함유된 시료 완충액으로 처리 후 18 cm의 pH 3-10 linear IPG strip에 처치한 다음 

등전하시킨 후 동질화시킨 다음 SDS-PAGE를 시행하였다. 약 2000개의 단백 스팟

이 관찰되었으며 그 중 44-50 kDa 단백질 스팟을 사각형으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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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이차원 젤 전기영동한 HDMEC 항원에 대한 정상인 혈청과 베체트병 

환자 혈청 IgM 의 이차원 면역 블롯 소견. 베체트병 환자의 혈청을 이용하여 

이차원 면역블롯법을 시행한 결과 정상대조군에 비해 AECA 양성 베체트병 

환자의 IgM에만 반응하는 44 -50 kDa 사이의 3-4개의 단백질 스팟이 관찰되었다. 

BD: 베체트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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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이차원 면역 블롯에서 항내피세포 항체와 반응하는 단백질의 

질량분석기상 펩타이드 지문 소견. AECA 와 반응하는 HDMEC 단백질 스팟을 

잘라낸 후 탈수시킨 다음 질량 분석기로 분석하였다. Peak가 human α− enolase와 

일치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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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질량분석기에서 분석된 펩타이드 지문에 대한 정보검색 결과, NCBI 검색 

알고리즘인 UCSF 에서 제공되는 MS-Fit 를 이용한 정보검색결과 human α− 

enolase 와 총 17 개의 펩타이드중 7 개가 30 ppm 내에서 일치하였고 41%의 높은 

서열 적용범위를 보였다. 모든 스팟이 등전점과 분자량이 약간씩 다른 아형으로 

최종적으로 같은 47 kDa, 등전점 7.0의 α− enolase (2-phospho-D-glycerate hydrolase) 

임을 알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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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S  I  L  K  I  H  A  R  E  I  F  D  S  R  G  N  P  T  V 
    1 ATGTCTATTCTCAAGATCCATGCCAGGGAGATCTTTGACTCTCGCGGGAATCCCACTGTT 
 E  V  D  L  F  T  S  K  G  L  F  R  A  A  V  P  S  G  A  S 
   61 GAGGTTGATCTCTTCACCTCAAAAGGTCTCTTCAGAGCTGCTGTGCCCAGTGGTGCTTCA 
 T  G  I  Y  E  A  L  E  L  R  D  N  D  K  T  R  Y  M  G  K 
  121 ACTGGTATCTATGAGGCCCTAGAGCTCCGGGACAATGATAAGACTCGCTATATGGGGAAG 
 G  V  S  K  A  V  E  H  I  N  K  T  I  A  P  A  L  V  S  K 
  181 GGTGTCTCAAAGGCTGTTGAGCACATCAATAAAACTATTGCGCCTGCCCTGGTTAGCAAG 
 K  L  N  V  T  E  Q  E  K  I  D  K  L  M  I  E  M  D  G  T 
  241 AAACTGAACGTCACAGAACAAGAGAAGATTGACAAACTGATGATCGAGATGGATGGAACA 
 E  N  K  S  K  F  G  A  N  A  I  L  G  V  S  L  A  V  C  K 
  301 GAAAATAAATCTAAGTTTGGTGCGAACGCCATTCTGGGGGTGTCCCTTGCCGTCTGCAAA 
 A  G  A  V  E  K  G  V  P  L  Y  R  H  I  A  D  L  A  G  N 
  361 GCTGGTGCCGTTGAGAAGGGGGTCCCCCTGTACCGCCACATCGCTGACCTGGCTGGCAAC 
 S  E  V  I  L  P  V  P  A  F  N  V  I  N  G  G  S  H  A  G 
  421 TCTGAAGTCATCCTGCCAGTCCCGGCGTTCAATGTCATCAATGGCGGTTCTCATGCTGGC 
 N  K  L  A  M  Q  E  F  M  I  L  P  V  G  A  A  N  F  R  E 
  481 AACAAGCTGGCCATGCAGGAGTTCATGATCCTCCCAGTCGGTGCAGCAAACTTCAGGGAA 
 A  M  R  I  G  A  E  V  Y  H  N  L  K  N  V  I  K  E  K  Y 
  541 GCCATGCGCATTGGAGCAGAGGTTTACCACAACCTGAAGAATGTCATCAAGGAGAAATAT 
 G  K  D  A  T  N  V  G  D  E  G  G  F  A  P  N  I  L  E  N 
  601 GGGAAAGATGCCACCAATGTGGGGGATGAAGGCGGGTTTGCTCCCAACATCCTGGAGAAT 
 K  E  G  L  E  L  L  K  T  A  I  G  K  A  G  Y  T  D  K  V 
  661 AAAGAAGGCCTGGAGCTGCTGAAGACTGCTATTGGGAAAGCTGGCTACACTGATAAGGTG 
 V  I  G  M  D  V  A  A  S  E  F  S  R  S  G  K  Y  D  L  D 
  721 GTCATCGGCATGGACGTAGCGGCCTCCGAGTTCTCCAGGTCTGGGAAGTATGACCTGGAC 
 F  K  S  P  D  D  P  S  R  Y  I  S  P  D  Q  L  A  D  L  Y 
  781 TTCAAGTCTCCCGATGACCCCAGCAGGTACATCTCGCCTGACCAGCTGGCTGACCTGTAC 
 K  S  F  I  K  D  Y  P  V  V  S  I  E  D  P  F  D  Q  D  D 
  841 AAGTCCTTCATCAAGGACTACCCAGTGGTGTCTATCGAAGATCCCTTTGACCAGGATGAC 
 W  G  A  W  Q  K  F  T  A  S  A  G  I  Q  V  V  G  D  D  L 
  901 TGGGGAGCTTGGCAGAAGTTCACAGCCAGTGCAGGAATCCAGGTAGTGGGGGATGATCTC 
 T  V  T  N  P  K  R  I  A  K  A  V  N  E  K  S  C  N  C  L 
  961 ACAGTGACCAACCCAAAGAGGATCGCCAAGGCCGTGAACGAGAAGTCCTGCAACTGCCTC 
 L  L  K  V  N  Q  I  G  S  V  T  E  S  L  Q  A  C  K  L  A 
 1021 CTGCTCAAAGTCAACCAGATTGGCTCCGTGACCGAGTCTCTTCAGGCGTGCAAGCTGGCC 
 Q  A  N  G  W  G  V  M  V  S  H  R  S  G  E  T  E  D  T  F 
 1081 CAGGCCAATGGTTGGGGCGTCATGGTGTCTCATCGTTCGGGGGAGACTGAAGATACCTTC 
 I  A  D  L  V  V  G  L  C  T  G  Q  I  K  T  G  A  P  C  R 
 1141 ATCGCTGACCTGGTTGTGGGGCTGTGCACTGGGCAGATCAAGACTGGTGCCCCTTGCCGA 
 S  E  R  L  A  K  Y  N  Q  L  L  R  I  E  E  E  L  G  S  K 
 1201 TCTGAGCGCTTGGCCAAGTACAACCAGCTCCTCAGAATTGAAGAGGAGCTGGGCAGCAAG 
 A  K  F  A  G  R  N  F  R  N  P  L  A  K  * 
 1261 GCTAAGTTTGCCGGCAGGAACTTCAGAAACCCCTTGGCCAAGTAA 
 

 

 
그림 7. Human α-enolase의 염기서열 과 유추된 단백질 서열.  cDNA의 서열을 표

시하는 그림으로 코딩하는 아미노산서열을 아래에 표시 하였다.  * 는 stop codon

을 표시한것이다.  이들 서열에 대한 정보는 NCBI GenBank   

(http://www.ncbi.nim.nih.gov)로부터 염기서열 정보를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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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HDMEC α− enolase의 RT-PCR 소견. 배양한 HDMEC으로부터 RNA를 추출

한 후 알려진 human α− enolase의 염기서열을 포함하며 PCR산물을 발현 벡터인 

pGEX-4T-1에 subcloning하기 위하여 BamHI, Xho1에 의해 절단되는 염기서열을 양

쪽 끝에 넣어 primer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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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cDNA의 subcloning후 형질 전환된 E.coli mini-preparation의 RT-PCR 소견. 

PGEX-4T-1에 subcloning하기 위해 증폭된 cDNA를 BamHI, Xho1으로 절단한 후 

T4 ligase를 이용하여 ligation하였다. E.coli DH5α cell에 삽입하여 형질 전환한 후 

ampicillin이 첨가된 LB agar plate에서 배양후 단일 colony를 따서 mini-preparation 

method를 이용하여 재조합된 plasmid DNA를 다량 얻은 후 BamHI과 Xho1 제한효

소로 잘라 plasmid내 vector (4969bp)와 삽입된 double strand DNA (1305bp)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M: marker, A: restriction enzyme 처리한 miniprep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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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유전자 재조합에 의해 분리 정제한 GST-human α− enolase fusion protein의 

젤 전기영동 소견. Vector만 넣어 형질변환시킨 E. coli에서 발현 유도후 얻은 GST 

(28 kDa)를 대조군으로 하였다. M: marker, A: GST 단백 추출 후 남은 bead, B: 

추출된 GST, C: GST-enolase 추출후 남은 bead, D: 추출된 GST-enol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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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1. 유전자 재조합에 의해 분리 정제한 GST-human α− enolase fusion 

protein에 대한 베체트병 환자 혈청 IgM 항체 반응. 정상대조군 (NC) 및 베체트병 

환자 (BD)의 혈청으로부터 IgM 항체가를 ELISA 로 측정하였다. 3 개의 well 에서 

동시에 검사한 각 혈청의 평균값을 표시하였다. 10 명의 정상대조군 혈청의 광학 

밀도는 0.085 이었으며,  AECA 음성 베체트병 혈청 IgM 의 광학밀도는 0.098 인 

반면, HDMEC 에 대한 IgM-ELISA 검사에서 강양성 반응을 보였던 14 명의 

베체트병 환자의 IgM 평균 광학밀도는 0.257, AECA 양성인 14 명의 혈청을 섞은 

cocktail 의  IgM 광학밀도는 0.357 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BD (-): 

AECA 음성 베체트병 환자 혈청, BD (+): AECA 양성 베체트병 환자 혈청, Cocktail: 

AECA 양성 베체트병 환자 14명의 혈청을 섞은 cock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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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Thrombin 처리에 의해 순수 분리한 α−enolase 의 젤전기영동 소견. 

Glutathion-Sepharose 4B beads 에 흡착된 GST 부착 단백에 thrombin 을 처리하여 

bead 에 붙어있던 human α− enolase 가 순수 분리되도록 하였다. 47 kDa 의 단일 

띠의 human α− enolase를 관찰하였다. M: marker, A: 추출된 GST, B: thrombin처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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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순수 분리된 α−enolase 에 대한 정상인과 활동기 베체트병 환자 혈청의 

면역 블롯 소견. AECA 양성 베체트병 환자의 IgM만 α−enolase에 잘 반응함을 알 

수 있다. M: marker, A: 정상 대조군, B: AECA 음성 베체트병 환자 혈청, C: AECA 

양성 베체트병 환자 혈청, cocktail: AECA 양성 베체트병 환자 14명의 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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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유전자 재조합에 의해 순수분리한 HDMEC α−enolase 에 대한 베체트병 

환자 혈청의 IgM 항체 반응. 재조합 human α−enolase 에 대한 IgM-ELISA 검사상 

베체트병 환자 AECA 양성 IgM 의 광학밀도는 정상대조군 및 베체트병 환자 

AECA 음성 IgM 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HDMEC 에 대한 IgM-ELISA 

검사에서 양성 소견을 보인 14 명 베체트병 환자의 IgM 모두 human α−enolase 에 

대해서도 양성소견을 보였다. 

 
 

 

 

 



32 

Ⅳ. 고  찰 

 

베체트병은 재발성 구강궤양과 외음부궤양, 포도막염과 같은 안질환 및 피부

병변을 주증상으로 하며, 다른 여러 장기도 침범하는 다발성 만성 염증성 질환으

로 본 질환의 병인으로 유전학적 관련설, 바이러스설, 연쇄상구균설, 중금속설, 

열 충격 단백질 설, γδ+T 세포 이상설, 사이토카인 및 케모카인 이상설, 혈관 내

피 세포 이상설 및 기타 요인 등이 보고된 바 있으며1 그 외에 자가면역항체 및 

순환 면역복합체의 존재,2,15 면역 형광검사시 항체 및 보체의 침착16,17 등의 보고

와 같이 자가 항체가 본 질환의 발병에 관여할 것이라는 설이 유력시 되고 있다.  

베체트병 환자의 피부병변을 중심으로한 일련의 초미세구조 연구들은 혈관 내

피세포의 퇴행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퇴행변화를 보이는 내피세포들은 세포의 

위축, 핵 염색질의 농축 및 세포질내 공포와 같은 미세구조의 변화를 보이며, 더 

진행시 혈관 내피세포의 조직 파편들이 혈관 내외로 떨어져 나와 혈관 주위의 림

프구와 반응하거나 혈관 주위 세포에 의해 탐식되기도 하며, 혈관강내의 혈전 형

성에 관여함을 보이기도 한다.3,18 

혈관 내피세포에 대한 항체는 냉동 마우스 신장기질을 이용한 간접 면역형광

법에 의해 교원성 질환, 만성 폐결핵 등 여러 염증성 질환에서 처음으로 검출되

었고7,19 이후 여러 교원성 질환20 및 전신성 혈관염21 환자에서 항내피세포 항체의 

존재가 증명되었다. 본 연구실에서는 종전 연구에서 베체트병 환자의 혈청에서 

배양한 HDMEC 항원에 대한 IgM 순환항체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58%의 

양성율을 관찰하여 종전의 연구결과와 같이 베체트병에서 관찰되는 혈관염의 병

인에 IgM 아형의 면역글로블린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혈관염 질환에서 항 내피세포 항체의 존재와 임상양상과의 연관성에 대해 일

부 보고에서 기술한 바 있다. 류마치스성 관절염 환자에서는 동반된 혈관염의 증 

상이 호전되면서 항내피세포 항체의 수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22 전신성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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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 낭창 환자에서는 혈관 내피세포에 대한 높은 항체역가가 활동성 신장병변 

및 혈관염과 밀접하게 동반되어 신장 침범을 예견하는 표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고 보고되었으며,23 베체트병에서는 항내피세포 항체가 양성인 환자군에서 활동성 

안질환과 급성 혈전증의 발생 빈도가 음성인 환자군에 비해 의미있게 높았고, 적

혈구 침강속도도 항체 양성인 환자군에서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가 있었다.10,11 본 

연구에서는 종전의 본 연구실의 연구결과24와 동일하게 AECA 양성 환자군에서 

항체 음성인 환자군에 비해 혈전 정맥염과 동반된 경우가 현저히 많았다.   

전신성 혈관염이 동반된 환자의 혈청에 혈관 내피세포에 대한 순환항체가 존

재하는 것은 혈관손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되어진다. 이러한 항체의 

존재가 직접적으로 혈관의 손상에 관여하는지 혹은 혈관에 어떠한 염증반응이 선

행된 후 내피세포 항원이 발현되어 이차적으로 항체가 생성되었지에 대해서는 아

직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다. 항체들이 혈관 내피세포에 부착하면 보체 혹은 세

포독성 T림프구, 자연살세포 등 세포독성 작동세포 등을 통하거나, 내피세포 기능

에 변화를 일으켜 혈관 내피세포에 손상을 주어 용해를 유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베체트병은 병리조직학적으로 혈관염을 특징으로 하며, 점막 표피 병변내 혈관

주위에 CD4+ T림프구의 침착을 관찰할 수 있다.25 면역계에서 림프구가 항원을 

인식하고 특정한 염증부위로 유주하기 위해서는 혈관 내피세포와 염증세포간의 

유착이 필수적이며, 유착도는 여러 사이토카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Interleukin-

1α (IL-1α), tumor necrosis factor α (TNF α) 등으로 혈관 내피세포를 전처치하면 

intercellular cell adhesion molecule-1 (ICAM-1), vascular cell adhesion molecule-1 (VCAM-

1), E-selectin과 같은 림프구 유착과 관련된 세포유착분자의 발현과 혈관 내피세포

에 대한 림프구의 유착을 유도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다.5 본 연구자가 시행한 최

근의 연구에서 배양한 HDMEC에 베체트병 환자의 AECA 양성 혈청을 첨가 후 

면역형광 유량 세포분석과 ELISA법으로 HDMEC 표면 세포유착분자 발현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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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하고 HDMEC에 대한 T 림프구 유착실험을 시행해본 결과 베체트병 환자 혈

청의 AECA가 ICAM-1, VCAM-1, E-selectin 등의 혈관 내피세포 유착분자의 발현을 

증가시키거나 유도하고 HDMEC에 대한 T 림프구 유착을 증가시킴을 관찰하고 

이러한 현상이 베체트병의 혈관염 유발에 관여할 것으로 시사하였다.26 또한 베체

트병 환자에서 HDMEC으로부터 TNFα나 IL-1α의 생성으로 인한 자가분비 효과 

없이 IgM-AECA가 직접적으로 HDMEC에 작용하여 ICAM-1 분자를 발현시키고, 

이 과정의 신호전달 경로에 ERK1/2가 관여하여 베체트병의 병인에 기여할 것으

로 보고한 바 있다.27 

 많은 질환들에서 AECA가 여러 빈도로 검출되긴 하였으나 AECA가 인식하

는 혈관 내피세포 항원의 특성에 관한 문헌은 찾기 어렵다. 특히 베체트병에서 

검출되었던 AECA와 반응하는 항원에 대해서는 본 연구진의 연구결과외에는 알

려진바 없다. 본 연구자들은 종전 연구를 통해 베체트병 환자의 AECA 양성 IgM

은 면역 블롯 검사상 44-50 kDa의 HDMEC 항원과 반응함을 관찰하였다. 이러한 

항원에 대한 반응성은 전신성 홍반성 낭창 환자의 혈청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이 항원에 대한 항체는 혈관 내피세포의 항원에 대해서는 조직특이성 없이 

공통으로 반응하나 다른 세포와는 반응하지 않는 내피세포 특이성 항체로 추측되

었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를 통해 비교적 재현성이 높은 결과를 관찰하였고 본 

연구자는 이 항원이 베체트병과 매우 상관성이 높은 항원일 것으로 생각하게 되

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항원의 순수분리를 통해 단백의 성상을 규명하고 

그 특이성을 조사하여 베체트병 환자의 진단에 유용성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

다.  

최근 인간 게놈 서열 해독이 완성됨에 따라 이제는 인간 유전체의 기능을 분

석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프로테오믹스는 여기에 가장 적합한 방

법으로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프로테오믹스는 이차원 전기영동을 이용하여 단백

을 분석하고 이를 여러 가지 분석 방법들을 이용하여 단백을 감정하는 일련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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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거치는데, 전기영동의 결과 얻어진 프로테옴 지도는 matrix-assisted laser 

desorption-ionization mass spectrometry (MALDI-MS) 또는 electrospray ionization mass 

spectrometry (ESI-MS) 등을 이용하여 분석할 수 있다.28-30 이차원 전기영동은 

O’Farrell31에 의해 처음 기술된 방법으로 단백혼합물을 등전점 (isoelectric point)과 

분자량에 의해 분리하여 단백을 양적과 질적으로 동시에 분석하는 기술로서 최근

에는 고해상도 이차원 polyacrylamide gel 전기영동이 단백의 구성을 분석하는 정

형화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전기영동의 결과를 스캐닝한 후 이미지 분석을 

하고 이러한 전기영동의 결과로부터 자동적으로 단백을 규명하는 새로운 방법들

이 소개되고 있다.32,33 본 연구에서 18 cm IPG strip을 이용한 이차원 전기영동에서 

약 2000개의 단백 스폿이 관찰되는 HDMEC 단백지도를 작성하였다. 이차원 면역

블롯상 등전점 pH 5.0에서 8.0 사이에 44 -50 kDa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단백 스

폿이 베체트병 환자의 AECA 양성 혈청과 반응함을 관찰하였다. 잘라낸 단백 스

폿의 질량분석기를 통한 펩타이드 지문에 대한 정보검색 결과 human α−enolase와 

총 17개의 펩타이드중 7개가 30 ppm내에서 일치하였고 41%의 높은 서열 적용범

위를 보여 AECA와 반응하는 단백이 최종적으로 47 kDa, 등전점 7.0의 human 

α−enolase임을 확인하였다. 처음에는 AECA와 반응하는 HDMEC 단백이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단백일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예상과는 달리 이미 그 유전

자가 클로닝되어 염기서열이 잘 알려진 α−enolase로 밝혀졌다. 따라서 알려진 염

기서열을 이용하여 어렵지 않게 유전자 재조합 human α−enolase를 순수 분리정제

할 수 있었다.  

Enolase는 해당 효소 (glycolytic enzyme)로 분자량이 47-48 kDa인 동질이합체

이며 3가지의 아주 유사한 동형 (isoform)으로 존재하는데 아미노산 배열이 약 

83% 가량 유사하고 포유동물 사이에서는 90% 이상의 유사성을 보인다.34 β-

enolase는 골격근과 심장근에 많이 나타나고, γ-enolase는 신경조직에 많이 존재하

며, α-enolase는 주로 신장이나 흉선에 많이 나타나지만 배아형태로 어느 조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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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나 발견될 수 있다.35 α-enolase는 2-phosphoglycerate가 phosphoenolpyruvate로 탈

수화되는 과정을 촉매하는 효소로 세포질과 혈액내에 존재하며 세포질내에서는 

pyruvate kinase, phosphoglycerate mutase, muscle creatine kinase, aldolase와 같은 다른 

glycotic enzyme과 복합체를 형성하여 존재한다.36,37 Enolase는 세포질에서 세포표면

으로 운반되는 기전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표면 단백질로서 표피세포, 혈관 내

피세포, 조혈세포 등 다양한 세포의 표면에 plasminogen 수용체로 작용하여, 혈관

내 및 세포주위의 섬유소용해계 (fibrinolytic system)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최근에 전신성 혹은 침습성 자가면역 질환에서 이 효소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38  

자가면역 반응의 특징적인 양상중의 하나는 순환 자가항체의 생성과 그 빈도

가 증가하는 것이다. α-enolase에 대한 항체는 종양관련 망막 손상, ANCA 

(Antineutrophil cytoplasmic antibody) 양성 혈관염, 염증성 대장질환, 원판상 홍반성 

루푸스, 전신성 홍반상 루푸스, 전신 경화증, 자궁내막증, 원발성 막성 신증, 혼합 

한성글로불린혈증, 자가면역 간질환인 원발성 담즙성 간경변, 자가면역성 간염, 

원발성 경화성 담관염 등에서 발견된다.34,38,39 그 역할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 신장염이 있는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환자와 혼합 한성글로불린혈증, 

그리고 미만성 형태의 전신 경화증 환자에서는 항 enolase 항체가 α-enolase가 많

이 발현되는 신장 세포와 혈관 내피세포 항원과 결합하여 쉽게 면역복합체를 형

성하고 이에 의해 신장 및 혈관 내피세포 손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

다.34 또한 ANCA 양성 혈관염과 염증성 대장질환 환자의 혈청에 존재하는 항 α-

enolase 항체는 호중구 세포질내 존재하는 α-enolase가 항원으로 생각되고 있으며 

enolase 동형간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α-enolase에만 반응하여 여기에만 존재하

는 항원 결정기 (epitope)를 인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0,41 

Anti-enolase 항체는 혈관의 손상이 있는 질환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α-

enolase와 아주 유사한 안구 수정체의 tau 단백질과 반응하여 Volkmann type의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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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42을 유발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 방종양성 증후군, 종양 관련 망막 장애

에서도 anti-enolase 항체가 발견되며 이것이 망막 손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가면역성 간질환에서 존재하는 anti-enolase 항체는 사람의 enolase와 62%

정도 유사성을 갖는 효모균의 enolase와 교차 상호작용을 갖는다. 따라서 미만성 

Candida albicans 감염에서 진균감염에 대한 면역반응으로 생긴 anti-enolase 항체가 

self-enolase와 상호작용을 일으킨다.43 이와 같이 다른 면역질환에서도 감염을 일

으킨 인자나 외부 인자와 자가항원 간에 항원결정기를 공유할 경우 면역반응으로 

생긴 항체가 자가 면역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최근 연쇄구균의 표면에 α-enolase가 표현됨이 밝혀져 연쇄구균에 의한 자가면

역질환 유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44 급성 류마티스 열 환자의 혈

청에는 연쇄구균과 인간의 α-enolase 모두에 반응하는 항체가 증가되어 있으며 

호중구 표면에 있는 α-enolase에 결합하여 세균의 탐식을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호중구의 α-enolase는 세포증식 자극에 의해 그 발현이 증가되어 항원 증가

에 따른 항체 증가에 의해 자기 관용 (self tolerance)이 깨지고 그결과 옵소닌 작용

과 세포 파괴가 증가하고 세균과 호중구에 대한 면역반응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

다. 또한 증가된 항체에 의해 여러 장기에서 면역반응을 일으킨다고 보고하고 있

다.  

베체트병의 발병기전에 혈관내피세포의 α-enolase의 역할이 무엇이며 베체트병 

환자의 혈청에서 이에 대한 항 α-enolase항체가 존재하는 의의에 대해서 현재로

서는 단정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으나 우선 베체트병의 진단적 검사실 marker로

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는 베체트병 환자에서 혈청에 HDMEC α-enolase에 대한 항체가 존재함

을 밝힌 최초 보고로서 베체트병에서 혈관염이 주된 병리학적 소견인 점, 망막등

에 병변이 잘 발생한다는 점, 연쇄상구균 등 세균감염이 흔히 선행되고 원인으로

서 이에 관련된 보고가 많다는 점, heat shock protein으로서의 역할, ANCA와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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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성 등으로 미루어 human α-enolase 와 이에 대한 항체가 아직까지 불분명한 베

체트병의 발병기전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베체

트병의 새로운 치료법의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혈관염의 소견을 보이

는 다른 자가면역질환의 연구에도 중요한 정보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다. 앞으로 베체트병의 병인에서 이 단백과 이 단백에 대한 순환항체의 역할에 

관한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다른 혈관염을 

일으키는 자가면역질환과의 차이점과 베체트병의 병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연쇄상

구균과의 상관관계도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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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베체트병의 병인과 밀접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

는 베체트병 환자의 혈청 AECA와 반응하는 HDMEC 항원의 분자적 실체를 규명

하기 위하여 첫째, 이차원 전기영동 및 질량분석기에 의한 프로테오믹스 기법을 

이용하여 표적 단백의 구조를 알아내고 둘째, 그 유전자를 클로닝하여 유전자 재

조합 단백을 제조한 다음, 셋째, 베체트병에서 표적 단백의 유용성 검토를 시행하

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HDMEC 단백에 대한 IgM-ELISA 검사상 24명의 베체트병 환자중 14명 (58%)

에서 HDMEC에 대한 혈청 IgM 항체를 관찰하였다. 

2. 이차원 전기영동, 면역 블롯 및 Maldi-Tof 로 분석결과 베체트병 환자의 혈청

AECA 항체가 반응하는 단백은 α-enolase임을 알 수 있었다. 

3. 유전자 클로닝을 통해 유전자 재조합 α-enolase 단백을 분리 정제하였다. 

4. 유전자 재조합 α- enolase 단백으로 시행한 면역 블롯 검사상 베체트병 환자

의 혈청 IgM은 α- enolase와 잘 반응함을 알 수 있었다. 

5. 재조합 α- enolase 단백에 대한 IgM-ELISA 검사결과는 HDMEC에 대한 IgM-

ELISA 검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베체트병 환자의 혈청내 AECA의 표적단백의 하나가 α- 

enolase 임을 밝혀내었고 앞으로 베체트병의 발병기전에서 이 단백의 역할규명과 

함께 베체트병의 새로운 진단법 및 치료법 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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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hçet’s disease is a chronic inflammatory disease involving multiple organs. Its accurate 

etiology and pathogenesis are still unknown and yet many reports increasingly emphasized on 

the important role of vascular injuries. Endothelial cell antigen has been found in Behçet’s 

disease and its relation to disease activity and vasculitis has been reported. 

In this study, we have used two dimensional electrophoresis and mass spectrometry to 

examine the molecular structure of human dermal microvascular endothelial cell (HDMEC) 

antigen that react to serum anti-endothelial cell antibody (AECA) of patients with Behçet’s 

disease. Furthermore, we have cloned the gene to acquire the recombinant protein and 

evaluated the valuableness of the protein in the Behçet’s disease. 

Fourteen out of 24 patients with Behçet’s disease (58%) showed serum IgM antibody to 

HDMEC on IgM-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 test. The protein that react to 

serum AECA of patients with Behçet’s disease was revealed to be α-enolase on two 

dimensional electrophoresis followed by immunoblot and Maldi-Tof analysis. Recombinant 

α-enolase protein was isolated and refined through gene cloning and it reacted well with 

serum IgM of patients with Behçet’s disease on ELISA test. IgM-ELISA test on recombinant 

protein matched with IgM-ELISA test of HDMEC. 

In conclusion, we have revealed that a target protein of serum AECA of patients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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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hçet’s disease is α-enolase and further studies on relating this protein to the pathogenesis 

of Behçet’s disease would open a new era of diagnosis and treatment modalities of Behçet’s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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