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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서 프로테오믹스 기법을 이용한 혈청 자가항체와  

반응하는 각질형성세포 단백의 발굴 

 

현재까지 아토피 피부염의 병인은 유전적 배경과 면역학적 기전, 환경적 요

인 등으로 설명되고 있다. 최근 아토피 피부염의 병인으로 자가항원에 대한 자가

면역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IgE에 반응하는 여러 가지 자가항원이 밝혀졌다. 

이러한 자가 항원에 대한 IgE 매개성 과민반응은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 또는 만

성적으로 증상을 악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본 연

구에서는 프로테오믹스 기법을 통해 아토피 피부염 환자 혈청내 자가항체와 반응

하는 표피내 아토피 피부염 특이 표지단백을 찾아내어 이의 특성 및 관련성을 규

명하고자 하였다.  

임상적으로 Hanifin 및 Rajka의 기준에 의해 아토피 피부염으로 진단된 환자 

48명과 정상 대조군 5명의 혈청을 이용해 각질형성세포에 대한 IgE, IgG 자가항체

의 존재를 확인하기위해 ELISA를 시행한 결과, 아토피 피부염 환자군에서 각질형

성세포 단백에 대한 IgE 자가항체의 수치가 약간 높은 양상을 보였다. ELISA검사

에서 높은 수치를 보인 환자의 혈청으로 각질형성세포 단백에 대한 면역블롯을 

시행한 결과, IgE 자가항체 검출에서 정상 대조군에서 나타나지 않던 45-65 kd의 

단백 스팟이 나타났고 IgG 자가항체 검출에서는 정상 대조군과 환자군 모두에서 

다양한 분자량의 단백 스팟이 나타났다. IgE 자가항체에 반응을 보인 45-65 kd의 

각질형성세포 단백 스팟을 규명하기위해 배양된 각질형성세포 단백을 이용해 2차

원 면역블롯을 시행하였다. 2차원 면역블롯에서 반응을 보인 단백 스팟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되는 각질형성세포의 2차원 전기영동 gel 부분을 분리하여 질

량분석기로 단백을 찾아내었다.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혈청 IgE와 반응을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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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질형성세포 항원은 56 kd, 등전점 5.3의 ATP synthase beta chain과 60 kd, 등전점 

5.7의 heat shock protein 60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혈청에서 각질형성세포 단백에 대한 

자가항체가 존재함을 관찰하였고 그 항원을 동정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토피 

피부염의 병리기전을 이해하는데 기초자료로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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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되는 말 : 아토피 피부염, 프로테오믹스, 자가항체, 각질형성세포 단백, ATP 

synthase beta chain, heat shock protein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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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 피부염 환자에서 프로테오믹스 기법을 이용한 혈청 자가항체와 

반응하는 각질형성세포 단백의 발굴 

 

<지도교수  이 광 훈>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오 상 호 

 

Ⅰ. 서   론 

 

아토피 피부염(atopic dermatitis)은 심한 소양증과 특징적인 피부 소견을 보이

는 만성, 재발성, 염증성 질환으로 보고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나 유소아기에 

약 9-12%에서 발생한다.1-3 최근들어 사회의 공업화, 산업화에 따른 환경 오염, 생

활 습관의 변화, 유전적 영향 등에 의해 아토피 피부염의 발병률이 점차 증가되

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4,5 현재까지 아토피 피부염의 병인으로는 유전적 배경과 

면역학적 기전, 환경적 요인 등의 다양한 인자가 복합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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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질 세

포의 내인적 이상, 호산구의 세포고사(apoptosis) 지연, 표피 지방 대사의 장애, 초

항원의 역할 등이 병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주된 발병 기전이 

무엇인지는 아직 밝혀져 있지 않다.8-12  

최근 자가항원에 대한 자가면역설 등이 아토피 피부염의 병인으로 대두되면

서13 지난 10년동안 분자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IgE에 반응하는 여러가지 자가항원

이 알려졌고 이러한 자가항원에 대한 IgE 매개성 과민반응이 아토피 피부염을 일

으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왔다.14,15 아토피 피부염의 자가 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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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 기전으로 두가지가 제시되었는데, 하나는 자가 항원이 작용세포에 붙어있는 

IgE 자가항체에 교차결합을 하여 염증매개 물질을 분비함으로써 즉시형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또 다른 기전은 자가항원에 대한 IgE의 발생이 자가반응성 T

세포를 자극하여 사이토카인을 분비하고 지연형 면역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이다.15 

이러한 자가항체는 환경적인 외부 항원이 없을때라도 아토피 피부염을 만성적으

로 지속시키게 된다.  

1990년대 이후 환경 알레르겐에 대한 cDNA 염기서열을 알게되고 cloning함으

로써 항원의 분자구조에까지 연구의 영역이 미치게 되었고 그 결과 환경내 항원

과 사람의 단백질 사이에 구조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많은 유사성이 확인되었다. 

자작나무의 꽃가루에 들어있는 프로필린과 사람의 프로필린은 구조가 유사하여 

항체의 교차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제시되었다.16 진균의 일종인 Aspergillus 

fumigatus의 Manganese superoxide dismutase와 ribosomal P-2 protein에 대한 피부반응 

검사에 양성을 보인 환자들이 사람의 동일물질에 대해서도 체액, 세포성 면역반

응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17,18 연구보고에 의하면 아토피 피부염의 환자에서 

항핵항체를 검출하였는데 양성률이 25-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핵항

체는 여성에서 양성률이 높았고 주로 speckled, homogenous형태가 많은 것으로 알

려져 있다.19,20 또다른 자가항체로 핵단백질인 dense fine speckles 70 kd항원 (DFS 

70)에 대한 자가항체가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30%에서 관찰되었다.21 사람 각질형

성세포의 세포질에 존재하는 아토피 피부염의 5가지 자가항원으로 Hom s 1~ 5가 

있는데 특히 Hom s 1에 대한 IgE 자가항체는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서만 존재하고 

만성 두드러기,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건강한 대조군 환자에서는 발견되지 않았

다.22,23  

1953년에 Francis Crick이 DNA 이중 나선구조를 발견한 이래 유전체 서열의 

해독 (genome sequencing)은 의학적 발전에 막대한 변화를 줄 것으로 믿었으나, 복

잡하고 다양한 생물학적 변화를 이해하기에는 DNA만으로는 미흡하여 mRNA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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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을 분석하는 transcriptomics와 단백 분석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위한 프로테오

믹스 (proteomics)로 발전하게 되었다.24 DNA는 단백에 비해 분석이 쉽고, 합성 및 

증폭이 용이하며 결과 분석에 대한 효과적인 software가 존재하므로 각광을 받아

왔으나, mRNA, 단백의 기능과는 관련성이 결여되어 있고, 중요기능을 하는 단백

이 극소량의 mRNA에서 코드화되며, 단백의 활성도는 전사후 변형

(post-transcriptional modification) 등 여러 과정에 의해 조절된다는 단점으로 유전자

의 실제 표현과 단백의 기능을 알아내는 데 제한이 된다.25-27 이에 따라 Wilkins 

등은 1996년에 '게놈'에 대한 새로운 개념으로 '프로테옴(proteom)'이란 단어를 사

용하였으며, 생물학적 변화를 규명하기 위해 유전자의 발현을 단백을 이용하여 

양적으로 측정하는 학문인 프로테오믹스가 발달하게 되었다.28,29 

프로테오믹스는 이차원 전기영동 (two dimensional(2-D) gel electrophoresis), 영상 

분석 (image analysis), mass spectrometry, 아미노산 서열 분석 (amino acid sequencing), 

bio-informatics를 기초로 하는데 이들 방법으로 복합된 단백질에서 소량의 단백을 

빠르게 분리하여 그 중 관심있는 단백만을 추출하여 통합적인 특성을 규명할 수 

있다.30-32 이는 genomics에 보조적 역할을 하여 질환의 병인을 알아내고, 유전자의 

기능을 규명함으로써 질병의 진단 및 치료제 개발에 이용할 수 있다.33,34 따라서 

다양한 병인과 증상을 보이는 아토피 피부염에서도 프로테오믹스 기법을 이용하

면 아토피 피부염의 병인규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까지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서 여러 가지 자가항원들이 밝혀졌지만 이들

의 정확한 관련성과 치료까지 이를 활용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토피 피부염을 비롯한 알레르기 질환에서 많이 적용되지 않은 프로

테오믹스란 새로운 연구 방법을 이용해 각질형성세포 단백에 대한 자가항체가 아

토피 피부염 환자의 혈청 내에 존재하는지 관찰하고 그 항원을 규명함으로써 아

토피 피부염의 병인을 이해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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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재료 및 방법 

 

1. 연구 대상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알레르기 특수 진료소 및 피부과에 내원

하여 임상적으로 Hanifin 및 Rajka의 기준35에 의해 아토피 피부염으로 진단된 48

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아토피 피부염 및 다른 알레르기성 질환의 과거

력이나 가족력을 동반하지 않고 임상적으로 아토피 피부염의 증거가 없는 정상인 

5명을 정상 대조군으로 하였다.  

아토피 피부염 환자로부터 일반 혈액검사, 혈청 총 IgE치, 호산구수 등을 시

행하였으며, 과거력 및 치료 병력을 의무 기록을 통해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아

토피 피부염 및 정상 대조군 환자에서 10 ㎖의 혈액을 채취하여 15 ㎖의 시험관

에 옮긴 후, 상온에서 6시간 이상 방치하여 응고시키고 250 × g로 10분간 원침하

여 혈청을 분리한 후 실험에 사용하기 전까지 -70℃에 동결보관하였다.  

피부 조직생검을 통해 얻어진 피부를 4℃ dispase 용액에 24시간 방치하고 수

술용 가위를 이용하여 일부 진피층을 제거한뒤 PBS용액으로 씻어내었다. 0.025% 

trypsin 용액에 37℃에서 10분간 방치하고 수술용 가위로 표피만 얇게 떼어낸뒤 

insulin, hydrocortisone, ethanolamine, phosphoethanolamine, bovine hypothalamic extract 

등이 포함된 MCDB153 (Kyokuto, Tokyo, Japan) 배지에 10일간 배양하였다.  

 

2.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혈청중 배양된 각질형성세포 단백에 대한 자가항체가 

포함된 혈청을 선별하기 위하여 ELISA를 시행하였다. 바닥이 편평한 폴리스티렌 

microtiter plate의 각 well에 배양된 각질형성세포 단백질 1 ㎍씩을 넣고 각질형성

세포에 대한 IgE, IgG 자가항체를 검출하기 위해 각각 1:2, 1:20으로 희석된 아토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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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염 환자의 혈청과 정상 대조군의 혈청 100 ㎕를 각 well에 넣고 37℃에서 한

시간 반응시켰다. 이후 HBSS로 3회 세척한 peroxidase-conjugated goat anti-human 

IgE (Biosource, Camarillo, CA, USA)와 peroxidase-conjugated goat anti-human IgG 

(Biosource)를 5% 송아지 혈청이 함유된 HBSS로 1:1,000 희석시킨 용액과 실온에

서 1시간 반응시켰다. HBSS로 3회 세척 후 상온의 암실에서 기질과 반응시켰다. 

기질은 100 mg의  tetramethylbenzidine (Sigma, St. Louis, MO, USA) 을 10 ㎖의 아세

톤에 섞어 원액으로 만들며, 사용직전 원액 100 ㎕를 증류수 10 ㎖에 넣고 30% 

과산화수소 1 ㎕를 넣고 잘 혼합한 다음 100 ㎕씩을 각 well에 넣었다. 8N H2SO4 

25 ㎕씩을 떨어뜨려 반응을 중지시키고, ELISA reader (Dynatech Laboratories, Inc., 

Alexandria, VA, USA)로 450 nm에서 판독하였다. 

 

3. SDS PAGE와 면역 블롯법 

배양된 각질형성세포를 EDTA/BSA로 분리 수집한 후 1 mM  PMSF, 1 mM 

EDTA, 및 1% Triton-X 등이 함유된 완충액으로 얼음 속에서 30분간 반응시켜 용

해시켰다. 4  , 10,000 x℃  g에서 30분간 원침시킨후 상청액을 수집하여 동량의 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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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한 전류하에서 45-90분간 전기영동을 시행하였다. 젤을 분리하여 나이트로 셀룰

로스 용지 (Amersham Pharmacia Biotech, Piscataway, NJ, USA)에 전기영동적으로 전

이시켰다. 블롯된 나이트로 셀룰로스 용지 (Amersham Pharmacia Biotech)를 0.05% 

Tween 20-PBS로 3회 세척한 후 3% BSA를 작용시켜 비결합 부위를 차단시켰다. 

상기의 ELISA검사에서 높은 수치를 보인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혈청을 정상인 

혈청과 함께 실온에서 2시간 반응시킨후 T-PBS로 세척하고 IgE와 IgG검출을 위

해 각각 peroxidase-conjugated goat anti-human IgE (Biosource)와 peroxidase-conjugated 

goat anti-human IgG (Biosource)를 2시간 반응시켰다. 다시 0.05% T-PBS로 세척 후 

diaminobenzidine (Sigma)을 섞은 용액에 30% H2O2 5 ㎕를 넣어 37℃ 에서 10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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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시킨 다음 PBS로 세척하여 각질형성세포 단백에 대한 반응을 관찰하였다. 

 

4. 시료 용해 및 재수화 (rehydration) 

수집한 표피 100 ㎍을 pH 8.0의 1M Tris, 0.3% sodium dodecyl sulfate (SDS)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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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시료를 5M urea, 2M thiourea, 2 mM tributyl phosphine, 2% 3-[(3-cholamidopropyl) 

dimethylammonio-]-1-propane-sulfonate,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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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수화 tray에 젤 

전기영동 시료 완충액으로 희석하여 원심분리한 시료 400 ㎕을 넣고, 17 cm의 pH 

4-7 non-linear immobilized pH gradient (IPG) strip (Amersham Phamarcia Biotech) 을 공

기방울이 생기지 않게 설치하고 24시간 방치하여 재수화시켰다.  

 

5. 이차원 젤 전기영동 

   재수화시킨 IPG strip은 IPG-phor (Amersham Phamarcia Biotech)를 이용하여 저전

압으로부터 고전압에서 적절한 시간 처리하여 등전화 (isoelectric focusing :IEF) 시

켰다. IEF후에 IPG strip은 3.6g의 urea, 2% SDS, 5M Tris 2 ㎖, 50% glycerol 4 ㎖, 25% 

acrylamide 1㎖, 200 mM TBP 250㎕가 함유된 동질 완충액에서 25분간 동질화 

(equilibration) 시켰다.  

   Polyacrylamide gel 제작을 위하여 1.87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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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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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었다. SDS-PAGE는 3 ㎃/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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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류로 2시간 prerun한 후, 15 ㎃/gel의 일정한 전류하에서 전기영동을 시행하였

다. 

  

6. 이차원 면역블롯 및 단백 스팟 분리 

  전기영동이 끝난 젤을 나이트로 셀룰로스 용지 (Amersham Pharmacia Biotech)를 

이용하여 500mA 전류로 2시간동안 semi-dry transfer (Bio-Rad, Hercules, CA, USA)에

서 전이시킨 다음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혈청을 이용해 이차원 면역블롯을 시행

하였다. 각질형성세포 단백에 대한 각 아토피 피부염 환자 혈청의 이차원 면역블

롯에서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단백 스팟만을 깨끗한 면도날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잘라내고 50 mM ammonium bicarbonate 용액에서 5분간 그리고 아세토나이트릴을 

이용하여 탈수시킨후 스피드백 증발기에서 완전히 건조시켰다. 0.1 ㎍의 트립신이 

함유된 25 mM ammonium bicarbonate 용액에서 37℃, 16시간 처리를 한후 트립틱 

펩타이드를 여러 번 용출시키고 스피드백 증발기에서 완전히 건조시켰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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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건

조 시킨 다음 Maldi-Reflectron Tof (Micromass, Manchester, UK)를 이용하여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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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립신 자가분해 펩타이드 피크 (m/z 842.50 과 2211.10)를 이용하여 조정하였다. 

 

8. 펩타이드 지문을 이용한 정보검색 

펩타이드 질량은 NCBI의 검색 알고리즘인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UCSF)에서 제공되는 MS-Fit (http://prospector.ucsf.edu/ucsfhtml4.0/msfit.htm)을 이용

하여 정보검색을 시행하였으며 오차 한계 50 ppm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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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    과 

 

1.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임상양상 및 혈액학적 검사 소견 

아토피 피부염 환자는 남자 31명, 여자 17명으로 총 48명의 평균연령은 17.6

세였고, 평균 유병기간은 10.9년 이었다. 환자들의 평균 총 혈청 IgE 수치는 1639 

U/㎖였다. 평균 호산구수는 470 /㎕로 검사를 시행한 17명에서 증가된 양상을 보

였다. 환자에서 시도된 치료법은 11명에서는 cyclosporine으로, 9명에서는 topical 

tacrolimus로 치료하였고 4명에서 집먼지 진드기에 대한 탈감작 치료를 시행하였

다. 

 

2.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혈청에서 배양된 각질형성세포 단백에 대한 IgE, 

IgG 자가항체의 검출빈도 

각질형성세포 단백에 대한 ELISA 검사 결과, 아토피 피부염 환자 혈청의 평

균 흡광도는 IgE, IgG가 각각 0.035±0.036, 0.058±0.053으로 나타났고 정상 대조군 

혈청의 평균 흡광도는 IgE, IgG가 각각 0.020±0.01, 0.051±0.025로 나타났다. 아토

피 피부염 환자군에서 각질형성세포 단백에 대한 IgE 자가항체의 수치가 약간 높

은 양상을 보였고 IgG 자가항체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정상 대조군의 IgE, IgG 흡광도 평균치에 표준편차 3배수를 더한 값인 각각 

0.050, 0.126 이상인 경우를 아토피 피부염 환자 혈청내에 IgE, IgG 자가항체가 존

재하는 것으로 판정 기준을 정했을 때, 아토피 피부염 환자 중 각각 7명 (14.6%)

이 정상 대조군에 비해 높은 흡광도를 보였다(표 1). 각질형성세포에 대한 IgE 자

가항체가 발견된 환자 7명은 모두 항히스타민제와 스테로이드로 치료하던 환자였

으며 면역조절요법은 시행하지 않았다. 또한 이들은 IgE 자가항체가 검출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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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환자와 비교해볼 때, 임상양상과 혈액학적 검사소견상 차이가 없었으며 IgE 

자가항체의 유무와 총 혈청 IgE 수치 및 집먼지 진드기, 각종 음식물 항원에 대

한 혈청 특이 IgE 수치와도 관련성이 없었다.  

 

3. 배양된 각질형성세포 단백에 대한 IgE, IgG 자가항체의 면역블롯 검사소

견 

아토피 피부염 환자 혈청이 배양된 각질형성세포의 어떤 단백과 반응하는지

를 알아보기 위하여 배양된 각질형성세포를 이용하여 젤 전기영동을 시행하고 정

상 대조군과 ELISA 검사에서 흡광도가 높게 나온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혈청을 

이용하여 면역블롯을 시행하였다.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서 배양된 각질형성세포 

단백질에 대한 IgE 자가항체를 확인한 결과, 정상 대조군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42-62 kd 사이의 단백 스팟이 나타났다(그림 1). 각질형성세포 단백질에 대한 IgG 

자가항체를 확인한 결과, 정상 대조군과 아토피 피부염 환자간에 유사한 단백 스

팟이 나타났다(그림 2). 

 

4. 각질형성세포 단백에 대한 IgE 자가항체의 이차원 면역블롯 검사소견 

각질형성세포 단백에 대한 IgE 자가항체를 검출하기 위한 면역블롯에서 정상 

대조군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아토피 피부염 환자군에서만 관찰되는 단백을 규명

하기 위해 이차원 면역블롯을 시행하였다. 각질형성세포 단백을 이차원 전기영동

을 시행하고 아토피 피부염 환자 혈청으로 이차원 면역블롯을 시행한 결과, 앞의 

결과와 같이 정상 대조군에서는 반응하지 않는 단백 스팟이 관찰되었고(그림 3), 

아토피 피부염 환자 혈청들에서 유사한 단백 스팟이 관찰되었다. 두명의 환자군

에서는 분자량 52-60 kd, 등전점 5-6 가량의 유사한 단백 스팟이 나타났고(그림 4), 

또 다른 두명의 환자군에서 분자량 55-65 kd, 등전점 5.5-6의 유사한 단백 스팟이 

관찰되었다(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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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토피 피부염 환자 혈청과 반응하는 각질형성세포 단백의 분리 및 분석 

결과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혈청과 각질형성세포 단백 간의 반응으로 여러 단백 

스팟이 나타났지만 이중 환자들에서 유사하게 나타나는 단백 스팟을 동정하기로 

하였다. 배양된 각질형성세포 단백의 프로테옴 지도에서 해당되는 스팟(그림 6)을 

잘라낸 후 질량 분석기를 이용하여 펩타이드 지문을 얻어내었다. NCBI 검색 알고

리즘인 UCSF에서 제공되는 MS-Fit를 이용하여 획득한 펩타이드 지문에 대해 정

보검색을 하였다. 하나의 단백 스팟은 56 kd, 등전점 5.3의 ATP synthase beta chain

으로 동정되었고 총 30개의 펩타이드 중 16개가 30 ppm내에서 일치하였고, 34%의 

높은 서열 적용 범위를 보였다(그림 7). 또 다른 하나의 단백 스팟은 60 kd, 등전

점 5.7의 heat shock protein 60으로 동정되었고 총 28개의 펩타이드 중 11개가 30 

ppm내에서 일치하였고 39%의 높은 서열 적용 범위를 보였다(그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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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배양된 각질형성세포 단백에 대한 아토피 피부염 환자와 정상 대조군 혈청의 

IgE 면역블롯 소견. 정상 대조군의 혈청을 반응시킨 경우 양성 띠를 관찰할 수 없었으나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혈청에서 42 kd과 62 kd사이의 각질형성세포 단백과 반응함을 알 

수 있었다. M: marker, 1,2: control, 3-9: 자가항체 값이 높은 환자 

 

 

 

 

 

M 2 1 3 4 65 9 7 8

11

35

28

21

92

52



 

- 14 - 

 
 
 
 

kd 

 
 
 
 
그림 2. 배양된 각질형성세포 단백에 대한 아토피 피부염 환자와 정상 대조군 혈

청의 IgG 면역블롯 소견. 정상 대조군과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혈청 모두에서 유

사한 단백 spot을 관찰할 수 있었다. M: marker, 1: control, 2-8: 자가항체 값이 높은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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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이차원 젤 전기영동한 각질형성세포 단백에 대한 정상인 혈청과 아토피 

피부염 환자 혈청 IgE의 이차원 면역블롯 소견.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혈청을 이

용하여 이차원 면역블롯 검사를 시행한 결과 정상 대조군에는 관찰되지 않는 단

백 스팟 (화살표)이 관찰되었다. A: 정상 대조군 혈청 (그림 1의 1번 대조군), B: 

아토피 피부염 환자 혈청 (그림 1의 8번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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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아토피 피부염 환자 혈청 IgE와 반응하는 각질형성세포 단백 검출을 위

한 이차원 면역블롯 I. 두명의 환자에서 약 52-60 kd, pI 5-6 가량의 단백 스팟이 공

통적으로 나타났다. A: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혈청 (그림 1의 8번 환자), B: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혈청 (그림 1의 9번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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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아토피 피부염 환자 혈청 IgE와 반응하는 각질형성세포 단백 검출을 위

한 이차원 면역블롯 II. 두명의 환자에서 약 55-65 kd, pI 5.5-6 가량의 단백 스팟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A: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혈청 (그림 1의 3번 환자), B: 아토

피 피부염 환자의 혈청 (그림 1의 4번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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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배양된 각질형성세포 단백의 프로테옴 지도. A: 그림 4에서 두명의 아토

피 피부염 환자 혈청 IgE와 공통적으로 반응을 보인 각질형성세포 단백 부위, B: 

그림 5에서 두명의 아토피 피부염 환자 혈청 IgE와 공통적으로 반응을 보인 각질

형성세포 단백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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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이차원 면역블롯에서 아토피 피부염 환자 혈청 IgE와 반응하는 각질형성

세포 단백질의 질량분석기상 펩타이드 지문소견 I. 분석결과 ATP synthase beta 

chain으로 나타났고 총 30개의 펩타이드 중 16개가 일치하여 34%의 높은 서열 적

용 범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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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이차원 면역블롯에서 아토피 피부염 환자 혈청 IgE와 반응하는 각질형성

세포 단백질의 질량분석기상 펩타이드 지문소견 II. 분석결과 heat shock protein 60

으로 나타났고 총 28개의 펩타이드 중 11개가 일치하여 39%의 높은 서열 적용 

범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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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혈청에서 배양된 각질형성세포 단백에 대한 IgE, 

IgG 자가항체의 검출 빈도 
 

 
 

실험군 
 
실험대상수

항 각질형성세포 
단백질 IgE 

자가항체 양성수(%)

항 각질형성세포 
단백질 IgG 

자가항체 양성수(%)
 

대조군 
 

5 0 (0) 0 (0) 

 
아토피 피부염 환자군 
 

48 7 (14.6) 7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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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아토피 피부염은 주로 유소아기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만성질환으로 그 유병률이 매우 높다. 아토피 피부염의 여러가지 병인들이 제시

되고 있는데 그 중 심한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서 즉시형 피부 반응이 유발되고 

이러한 피부 반응이 혈청으로 수동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고 보고되면서, IgE 자가

반응성이 심한 만성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서 중요한 병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개

념이 생기게 되었다.36 이후 여러가지 환경 알레르겐이 사람의 단백과 유사한 구

조와 면역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심하고 만성적인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서 

다양한 단백에 대한 IgE 자가항체가 존재하는 것이 밝혀졌다.16,17 현재까지 알려진 

아토피 피부염의 자가항원은 세포내 단백으로 손상되지 않은 세포내에서는 체액

성 면역의 공격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즉 어떤 자극에 의해 유발된 세

포 파괴로 인해 혈중으로 분비되거나 세포 표면으로 노출되는 항원에 대해 자가 

항체가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37 자가항체는 아토피 피부염 발생의 직접

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자가 항원에 의해 비정상적인 면역반응을 유발시켜 만성적

인 아토피 피부염을 만들어 내는데 역할을 하게된다.38 자가항원에 대한 IgE의 존

재는 심한 증상과 연관되며 흡입 항원에 노출이 많아지는 계절에 그 양이 증가되

는 경향이 있다. 또한 항체는 혈청 전기영동을 시행하였을 때 인간의 항원에 반

응할 뿐만 아니라 이와 비슷한 구조를 가진 꽃가루나 진균항원 등과도 반응한다. 

즉 이런 환경 항원에 대해 친화성이 큰 것을 볼 때 이들 항체는 본래 환경항원에 

대한 방어로 생산되어 자가 항원을 공격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39 

유전자와 단백의 이해에 대한 새로운 방법으로 프로테오믹스가 최근 대두되

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여러 질환의 병인 규명과 진단, 치료에 유용한 생화학

적 표지자를 알 수 있게 되었다.33 아토피 피부염의 연구에서 프로테오믹스가 널

리 적용된 바가 적으며 아토피 피부염의 IgE 자가항체를 찾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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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사용된 예가 없다. 현재까지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서 자가항체를 찾는 방법으

로는 환경 알레르겐의 cDNA를 cloning하여 환자의 혈청 IgE에 반응하는 자가항원

을 규명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발견된 주요 자가항원은 Hom s 1~5번까지로 

Hom s 1은 피부에 주로 분포하는 항원이고 특히 표피에 분포하는 것으로 되어있

으며 식도 편평세포암 환자의 cytotoxic T 세포에 의해 인식되는 SART-1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Hom s 1은 분자량이 125 kd으로 알려져 있고 

유전자 재조합된 단백은 73 kd이며 재조합된 단백에 대한 자가항체가 반응하는 

조직내 단백질은 55 kd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22 아토피 피부염에서는 Hom s 1에 

대한 IgE 자가항체가 피부에 염증반응을 유발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22 Hom s 2는 세포내 단백의 핵내로 이동에 관계하는 cotranscriptional factor로 

작용하고 human nascent polypeptide-associated complex (α-NAC)로 불리운다. 이는 진

균, 식물, 동물, 세균의 α-NAC와 구조가 유사하며23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말초혈

액 단핵구를 증식을 유발하는 것이 밝혀져 아토피 피부염의 만성적인 피부증상을 

만들어 내는데 Hom s 2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40 Hom s 5는 사

람의 cytokeratin type II로 나타났으며 아직까지 연관성은 많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

이다.23 이와 같이 아토피 피부염과 연관된 다양한 자가항원이 밝혀지고 있으며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각질형성세포에 대한 IgE 자가항체가 검출된 7 명의 환자에서 임상 양상, 일

반 검사소견, IgE 수치, RAST 소견 등에서 자가항체 미검출 환자에 비해 특이한 

차이점은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실험대상 환자와 자가항체 검출 환자의 수가 

너무 적어,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 속단하기는 어려우며 향후 좀더 많은 환자군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혈청 IgE에 대한 각질형성세

포의 자가항원은 ATP synthase beta chain과 heat shock protein (HSP) 60으로 모든 아토

피 피부염 환자의 혈청에서 이에 대한 IgE 자가항체가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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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ATP synthase는 동, 식물 등 모든 개체에서 에

너지를 생성하는데 필수적인 효소로써 보통 mitochondria에 많이 존재하고 

oxidative phosphorylation과정을 통해 ATP를 합성하게된다. ATP synthase의 기본적 

구조는 membranous F0 (ab2c10-14)와 membrane-extrinsic F1 (α3β3γδε)으로 구성되고 

효소의 촉매작용을 하는 catalytic core는 α3β3γ로 구성된다. 특히 β chain이 ATP와 

ADP의 결합부위가 되고 ATP의 합성과 분해에 있어 촉매작용을 하는 부위이

다.41,42 최근 예후가 좋지 않은 간암에서 면역치료를 시도할만한 종양 항원을 찾

기위해 프로테오믹스 기법으로 간암환자에서 간암세포에 대한 자가항체를 조사한 

결과 8가지 항원에 대한 자가항체가 발견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의 항원이 ATP 

synthase beta chain이었다.43 이외에 ATP synthase가 자가항원으로 발견된 질환은 없

었으며 아토피 피부염에서도 관련성이 발견된 보고는 없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HSP은 일종의 스트레스 단백으로 원핵세포에서부터 유

핵세포까지 잘 유지되어 있고 외부의 스트레스에 대해 세포를 보호하고 세포내 

단백의 결합, folding, 이동에 관여하는 등 세포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다.44 

이는 heat 뿐만 아니라 산화 스트레스, 중금속, glucose 유사체, protein kinase C, 허

혈, 세균감염, 바이러스 감염, 호르몬, 항생제, cytokine 등 다양한 자극에 의해 발

현되게 된다.45,46 주로 세포질, mitochondria, endoplasmic reticulum, 핵 등의 부위에 

존재하고 분자량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나뉘어진다.46 HSP60 family에는 포유류의 

HSP60, 결핵의 mHSP65, chlamydia의 cHSP60, E.coli의 GroEL이 모두 포함된다. 이

들 간에는 계통학적으로 구조가 잘 유지되고 서로 유사한 측면이 있어 서로 면역

학적으로 교차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또한 다른 종류의 heat shock protein과도 교

차반응이 발생할 수 있어 여러 가지 질환의 병인을 설명하는데 HSP이 중요한 위

치를 차지하고 있다.47 특히 HSP60은 동맥경화증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세균 감염에 대한 숙주의 면역반응이 세균과 사람 HSP60 간의 

유사성에 의해 혈관내피세포에 표현된 HSP60을 공격하여 동맥경화증이 유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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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47,48 Chlamydia 감염 후에 발생하는 불임과 유산 역시 chlamydia의 

cHSP60에 대한 면역반응과 사람의 HSP60이 교차반응을 일으켜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49,50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와 다른 류마티스 질환, 그레이브병, 하

시모토 갑상선염 등 여러 자가면역질환에서도 HSP에 대한 자가항체가 발견되고 

질환과의 관련성이 얘기되어지고 있다.46,51 또한 베체트병52, 건선, 지루성 피부염53 

등 여러가지 염증성 피부질환에서 각질형성세포와 림프구에 HSP의 발현이 증가

되며 이것이 병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다. 최근 한 보고에 따르면 

아토피 피부염 환자군이 접촉피부염 환자군과 정상 대조군에 비해 각질형성세포

와 침윤된 림프구에서 HSP65, HSP72/73의 발현이 많고 증상이 심한 경우 발현이 

더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54 이렇게 증가된 HSP는 각질형성세포에서 cytokine의 

생성을 자극하고55 CD4+, CD8+ T세포를 통해 TNF-α, IFN-γ 등의 cytokine 생성을 

자극하여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56  

이와 같이 아토피 피부염에서 HSP 자체가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키는 요인

으로 작용할 수 있고 본 연구에서 HSP60에 대한 IgE 자가항체가 발견된 것처럼 

증가된 HSP이 혈중으로 유리된 뒤 이에 대해 IgE 자가항체가 형성되면 역시 아

토피 피부염이 만성적으로 지속되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HSP

에 대한 자가항체가 단지 증가된 HSP에 대해 2차적으로 형성된 것이고 아토피 

피부염의 병인과는 크게 상관성이 없을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발견된 자가항

원과 아토피 피부염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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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알레르기 특수 진료소 및 피

부과에 내원한 48명의 아토피 피부염 환자를 대상으로 배양된 각질형성세포 단백

에 대한 자가항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항체와 반응하는 각질형성세포 단백을 

규명하기 위해 프로테오믹스 방법을 이용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서 각질형성세포에 대한 IgE, IgG 자가항체를 검출하기 

위해 ELISA검사 결과, 48명의 아토피 피부염 환자중 각각 7명 (14.6%)에서 각질형

성세포 단백에 대한 혈청 IgE, IgG 항체를 관찰하였다. 

2. 면역블롯 검사상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혈청 IgE 자가항체와 반응하는 배양

한 각질형성세포 45-65 kd의 단백 스팟이 검출되었다. 

3. 배양된 각질형성세포 단백을 이용한 2차원 면역블롯 검사상,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혈청 IgE 자가항체는 각질형성세포 단백과 반응하는 부위가 모두 일치하

지는 않았으나 일부 환자에서 유사한 단백 스팟이 관찰되었다.  

4. 질량분석기와 정보검색 결과,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혈청 IgE 자가항체와 반

응하는 각질형성세포 단백은 56 kd, 등전점 5.3의 ATP synthase beta chain과 60 kd, 

등전점 5.7의 heat shock protein 60으로 동정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혈청에서 각질형성세포 단백에 대한 자

가항체가 존재함을 관찰하였고 그 항원을 동정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토피 피

부염의 병리기전을 이해하는데 기초자료로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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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ction of protein of keratinocyte reacting with autoantibodies in 
sera of atopic dermatitis patients by proteomics 

 

Sang Ho Oh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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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l now, the pathogenesis of atopic dermatitis has been explained by immunological 

mechanisms and environmental factors. Recently, autoimmunity theory has appeared as a 

pathogenesis of atopic dermatitis and so forth many autoantigens have been discovered. IgE 

mediated hypersensitivity to autoantigen is thought to be a important aggravating factor of 

symptoms of atopic dermatitis. In this paper, we would like to find out autoantigens in the 

epidermis that reacts with autoantibody in the sera of atopic dermatitis patients through 

proteomics and identify its characteristics and relationship. 

According to Hanifin or Rajka’s classification, we collected 48 atopic dermatitis patients’ 

and 5 normal patients’ sera and performed ELISA to verify the existence of IgE and IgG 

autoantibody against proteins of cultured keratinocytes. As a result, in the group of atopic 

dermatitis patient the titer of the IgE autoantibody was slightly higher. We sorted out serums 

which showed higher values in ELISA test and performed immunoblot against keratinocyte 

protein. Keratinocyte proteins of 45-65 kd that didn’t react with sera of normal control 

reacted with IgE autoantibody in the patient group. Variable molecular size proteins of 

keratinocyte reacted with IgG antibody in sera of both patients and normal group. To verify 

the 45-65 kd keratinocyte protein spot, we performed a 2-dimensional immunoblot using 

cultured keratinocyte protein. Through 2-dimensional immunoblot, we confirmed the site of 

the protein spot and found the protein by separating the site in the electrophoresis 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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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atinocyte antigens which reacted with serum IgE autoantibody of atopic dermatitis 

patients were to be ATP synthase beta chain (56 kd, PI 5.3) and heat shock protein 60 (60 kd, 

PI 5.7). 

In this study, we observed the existence of autoantibodies to proteins of cultured 

keratinocytes in the sera of atopic dermatitis patients and identified autoantigens. These 

results will be used as fundamental data in understanding the pathogenesis of atopic 

dermatiti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s : atopic dermatitis, proteomics, autoantibody, keratinocyte protein, ATP 

synthase beta chain, heat shock protein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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