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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가와사끼병 말초 B 세포에 표현된 IgM VH transcripts의 특성

  가와사끼병은 고열, 경부 림프절염, 구내염, 결막염, 피부 발진 등의 특징

적 증상을 나타내며 병리학적으로는 전신적인 혈관염의 양상이 관찰되는 

질환이다. 중요한 합병증으로 심관상동맥에 혈액 응고성 혈관 폐색이나 확

장, 동맥류를 일으킬 수 있어 소아의 후천성 심장병의 중요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이 질환에 관한 임상적, 역학적, 면역학적 및 병리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가 계속되어 많은 것들이 밝혀져 있는 반면에, 아직 발병원인 및 

기전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 흥미있는 것은 가와사끼병 환자에서 면

역반응 활성의 증거가 관찰되는데 이러한 면역학적인 이상이 질환의 발생, 

경과 및 합병증 발생에 관계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가와사끼병 환자에서 Vβ2 및 Vβ8 family를 표현하는 T 세포의 선택

적 증식이 관찰되어 superantigen의 관련 가능성이 제기된 이후 가와사끼병

에서 T 세포의 활성화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어 온 반면 B 세포의 

활성화에 관한 보고는 많지 않다. 연구자는 가와사끼병으로 진단 받은 환아

에서 B 세포의 IgM VH군에서 oligoclonal expansion이 보이는지 확인하여 

가와사끼병의 말초혈액 내 B 세포의 활성화 양상 및 superantigen에 의한 자

극의 증거를 찾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 다. 방법은 가와사끼병으로 진단 받

은 환아에서 급성기 및 아급성기의 말초혈액 B 세포 분포를 확인하 으며, 

B 세포의 RNA로부터 추출하여 만든 cDNA를 이용하여 PCR을 시행하여 중

쇄군의 분포를 관찰하 고, IgM VH군에서 oligoclonal expansion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 군별로 시행한 PCR 산물을 이용하여 cloning과 sequencing을 통

하여 DNA를 분석하 다. 급성기 말초혈액에서 T 세포는 의의있게 (p<0.05) 



- 2 -

감소하 으나, B 세포는 의의있게 (p<0.05) 증가되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었

다. 그러나 급성기의 B 세포가 증가한다고 이와 동반하여 혈청 면역 로불

린이 증가하지는 않았다. 말초혈액 내 B 세포 중쇄군의 일차 PCR을 시행하

을 때, 중쇄군의 분포는 VH1에서부터 VH6까지 모든 중쇄군이 표현되었다. 

3명의 환자에서 얻은 μ gene 클론은 312개 고 이중 VH3, VH4, VH5가 많았

다. Germ line 유전자는 M99686을 가장 많이 이용하 고 그 다음으로는 

X92224/J, L21967, L21964 순이었다. 환자별로도 비슷한 순서를 보 다. 이

들 클론 중 20 set의 클론은 같은 염기 서열을 보 으며 VH2와 VH5에서 흔

하 다. 서로 다른 환자에서 거의 유사한 염기 서열을 보인 경우가 1 set 있

었고 이들의 homology는 99.5% 다. 같은 염기 서열을 보이는 20 set의 클

론들은 germ line 유전자와 매우 유사 (94-100%의 homology)한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이들 중에서도 역시 M99686의 germ line 유전자를 이용하는 

클론이 4 set로 가장 흔하 다. 이 중 한 클론으로 3차원 구조를 확인한 결과 

전형적인 β sheet의 면역 로불린 중쇄의 모양을 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급성기 가와사끼병 환아의 말초혈액 B 

세포에 표현된 IgM transcripts의 특징은 oligoclonal expansion의 현상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을 미루어 볼 때, 가와사끼병은 

superantigen의 자극에 의한 질환이라기보다는 conventional antigen의 자

극에 의한 질병으로 생각되었다.

핵심되는 말：가와사끼병, B 세포, 면역 로불린 중쇄 유전자, 클론성 팽

창, superantigen, conventional anti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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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사끼병 말초 B 세포에 표현된 IgM VH transcripts의 특성

<지도교수 김 동 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이  현  희

I. 서   론

  1967년 일본의 가와사끼 (Kawasaki)
1
에 의해 처음으로 mucocutaneous 

lymph node syndrome, 소위 가와사끼병이 기술된 이래 본 질환은 전 세

계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서구보다는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양에서 발

생 빈도가 높은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에서는 미국에 비

하여 6배 이상의 빈도를 보여서, 주로는 동양인에게 흔한 질환으로, 미국 

내에서도 특히 하와이 지역에서 가와사끼병의 빈도를 보면 백인보다는 일

본인이나 한국인에게 흔히 발병되기 때문에 본 질환은 인종과 관계가 되는 

질환으로 생각되고 있다. 가와사끼병의 임상적인 특징은 고열, 경부 림프절

염, 구내염, 결막염, 피부 발진 등의 특징적 증상을 나타내며, 병리학적으로

는 전신적인 혈관염의 양상이 관찰되는 질환이다. 이러한 이유로 과거에는 

infantile polyarteritis라는 병명으로 불리우기도 하 다. 전신적인 혈관염이

라는 특징에 걸맞게, 이 질환의 중요한 합병증으로는 심장 관상동맥에 혈

액 응고성 혈관 폐색이나 확장, 동맥류 등을 일으킬 수 있어, 류마티스 심

장질환의 발병빈도가 현저하게 줄어든 근자에 있어서, 소아의 후천성 심장

병의 가장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또한 이 질환은 주로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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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5세 미만의 소아에 호발하며, 지역적으로나 시기적으로 유행성을 

보인다. 남아에서 여아보다 약간 더 빈발하며 형제 사이에 발생 빈도가 약

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

  현재까지 이 질환에 관한 임상적, 역학적, 면역학적 및 병리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가 계속되어 많은 것들이 밝혀져 있지만, 아직까지 이 질환의 원

인이나 발병 기전에 관하여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아직 원인적 

진단을 하지 못하고 있고 또 이 질환에 대한 특징적인 검사소견도 없는 이

유로 인해, 진단을 위해서는 환자에서 발현되는 주요 임상 소견인 1) 5일 

이상 계속되는 고열, 2) 결막염, 3) 구강 점막의 염증, 4) 사지 말단의 경성 

부종, 5) 피부 발진, 6) 경부 림프절염 등 6개 항목의 진단기준을 설정하여 

이중 5가지 이상이 해당될 경우 가와사끼병으로 진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3-5
. 

이와 같이 임상소견을 기준으로 진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지역과 각 시

기의 환자들이 실제로 단일 집단인지 아니면 다양한 집단의 환자들이 한 형

태의 임상소견으로 발현되는 것인지에 관해서는 아직 규명되지 않은 상태

이다.

  그러나 가와사끼병 환자에서는 공통적으로 전신적인 중소 규모의 동맥 

혈관에 염증이 관찰된다
6, 7

. 초기에는 혈관 내막에 국한된 염증으로 시작되

어 10-14일 후에는 혈관 중막에 까지 염증세포가 침윤되어 혈관 중막 조

직이 손상되고 나아가서 혈관 확장 또는 동맥류를 유발한다. 백혈구의 침

윤과 혈관내막 손상 기전에는 혈관 내피세포 표면에 발현되는 세포 결합 

분자인 endothelial leukocyte adhesion molecule-1, intercellular adhesion 

molecule-1과 백혈구의 lymphocyte function associated antigen-1 등이 관

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실제적으로 Kim 등
8
의 보고에 의하면 급성기 

가와사끼병 환자의 혈중에 가용성 E-selectin치가 현저하게 증가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는 것은 이러한 결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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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혈관 내피세포의 세포결합 분자들은 가와사끼병 환자 혈중에 증가

되어 있는 염증성 싸이토카인인 interleukin-1 (IL-1), tumor necrosis 

factor-α (TNF-α) 등에 의하여 발현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9, 10

. 

또한 이 질환에서는 질환의 초기에 면역 로불린을 대량 정주 투여하면 임

상 증상이 호전되고 혈관에서의 염증반응이 감소하며 관상동맥의 합병증이 

예방된다
11, 12

. 또한 면역 로불린을 투여하면 IL-1, TNF-α 등의 사이토카

인의 생성이 감소되고 혈관 내피세포에서 세포결합분자의 발현이 감소하는 

것이 보고되고 있다
13
.

  흥미있는 것은 가와사끼병 환자에서 다양한 면역반응 활성의 증거가 말

초혈액 내에서 관찰되는데 이러한 면역학적인 이상이 질환의 발생, 경과 

및 합병증 발생에 관계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면역학적인 이상소견들은 다

양하게 나타나는데 초기에는 T 세포, B 세포, 단핵구들이 활성화되고 혈액 

내 IL-1β, TNF-α, interferon-γ (IFN-γ), IL-6, IL-10, IL-15 등이 증가한

다
14-20

. 또한 가와사끼병 환자에서는 억제 T 세포의 활성도가 감소되었음

이 보고된 바 있으며
21
, T 세포의 활성화 중에서도 특히 Th1보다는 Th2세

포의 활성도가 증가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22
. 

  일반적으로 가와사끼병은 생후 6개월에서 5세 사이의 소아에서 흔히 발

생한다는 점, 또 발열, 림프절염 등의 임상증상들이 일정 기간의 급성기 후 

자연 회복되는 경과를 보인다는 점, 발병의 유행성을 보이는 점 등으로 미

루어 볼 때, 발병원인으로 감염이 관련되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2
. 가와사끼병 환자에서 Epstein-Barr (EB) virus 의 virus 

capsid 항원에 대한 항체의 증가가 보고되어 EB virus와의 관련성이 제기

된 바 있고
23
, HIV와의 관련성도 제기되었으며

24
, 급성기 환자에서 BCG를 

맞은 부위에 발적이 동반되면서 이 환자의 회복기 혈청에서 BCG 항원성 

물질의 하나인 65 kDa heat shock protein에 대한 높은 항체가가 보고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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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산성균 항원과의 관련성이 제기된 바 있다
25
. 또한 이 질환은 처음부터 

임상양상이 마치 성홍열과 비슷하기 때문에 연쇄상구균과의 관련성에 대해

서도 많이 연구되어 왔는데
26, 27

, streptococcal pyrogenic exotoxin (SPE)

에 의한 T 세포 분열 반응이 가와사끼병 환자의 회복기 혈청에 의해 억제

되어 SPE와의 관련성이 제기된 바 있다
28
.

  또한 임상증상이 가와사끼병과 유사한 toxic shock syndrome은 포도상

구균의 toxic shock syndrome toxin-1 (TSST-1)에 의하여, 성홍열은 연쇄

상구균의 SPE에 의하여 유발되는데, TSST-1과 SPE는 superantigen으로

서 T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29, 30

. Superantigen은 전형적인 

항원반응에서처럼 한 항원 결정기를 인지하는 특이 T 세포 클론을 활성화

하는 것이 아니라 특이 Vβ family를 표현하는 모든 T 세포 클론들을 활성

화시킨다. 최근 가와사끼병 환자에서 Vβ2 및 Vβ8 family를 표현하는 T 세

포의 선택적 증식이 관찰되어
31
 superantigen의 관련 가능성이 제기되었으

며, 일부의 가와사끼병 환자에서는 TSST-1을 생산하는 포도상구균이 검

출되어
32
 TSST-1에 의한 superantigen 자극이 가와사끼병의 발병기전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가와사끼병 환자의 장 점막에 이러한 T 세포가 활성

화된 증거가 관찰되며, 같은 소견으로 가와사끼병의 심장합병증으로 사망

한 환자의 관상동맥 주변에 침투된 T 세포도 같은 superantigen 자극으로 

활성화된 세포가 주종임이 밝혀져 가와사끼병과 superantigen과는 깊은 연

관이 있음이 주장되어 왔다. 그러나 Choi 등
33
의 연구 결과와 Pietra 등

34
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가와사끼병에서 superantigen 자극이 관여했다는 증거

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conventional antigen의 자극에 의한 T 세포

의 변화만 관찰할 수 있었다. 아직까지 가와사끼병이 superantigen에 의한 

질환인지, 아니면 conventional antigen에 의한 질환인지에 관해서는 그 논

란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 7 -

  이처럼 가와사끼병에서 T 세포의 활성화를 통해서 이 질환의 원인이 

superantigen에 의한 질환인지 아니면 conventional antigen에 의한 질환인

지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어 온 반면 B 세포의 활성화에 관한 보고

는 많지 않다. B 세포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는 Barron 등
35
이 처음으로 다클

론성 IgM 및 IgG 항체가 증가된다고 하 고 이후 환자의 혈청에서 혈관 내

피세포에 대한 세포독성 항체가 보고 된 바가 있는데 이 항체는 싸이토카인

에 의해 활성화되어 나타나는 혈관 내피세포항원과 반응하는 것으로 추정된

다
9, 10

. Kim 등
36
에 의하면 급성기 가와사끼병에서 Humkv 325 derived 

kappa chain CDR3의 11개의 아미노산 codon을 가지는 B 세포의 클론들이 

두드러지게 증식되었다가 회복기에 소실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하 는데 이 

연구에서는 면역 로불린 경쇄의 클론성 팽창을 주장하기는 하 지만 

sequencing을 통한 oligoclonality를 보여주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또한 이 

등
37
은 말초혈액 내에서 면역 로불린의 중쇄에 대한 클론성 팽창의 연구를 

시도하 지만 이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보고하지 못하 다. 흥미있는 사실은 

최근의 연구로 Rowley 등
38
에 의하면 가와사끼병으로 사망한 환자의 관상동

맥에 침윤된 형질세포는 주로 IgA와 일부의 IgM을 분비하는 세포라는 보고

가 있었고, 이어서 이들 세포를 연구한 결과 oligoclonal IgA의 반응이 관찰

되었다. 결국 이들은 가와사끼병이 superantigen에 의한 질환이라기보다는 

conventional antigen에 의한 질환의 가능성을 강력하게 제기하 다
39
.   

  그러나 어린 아에서 말초혈액 내에서 다클론성 자극을 하면 처음에는 

주로 IgM이 분비되며 IgG나 IgA를 분비하는 B 세포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40, 41

. 이러한 현상은 말하자면 일차 면역반응을 보여주는 것으

로 일차 면역반응의 특징은 주로 IgM이 형성되면서, 만들어진 항체의 특

성은 항원에 대한 친화력이나 특이도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기억 

B 세포의 생성도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Rowley 등
39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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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한 관상동맥에서 IgA의 반응이 있기 전에 이미 혈액 내에서 IgM의 

반응이 있은 후에 면역 로불린의 class switch가 일어나서 그러한 반응을 

보 으리라고 추정된다. 그렇다면 급성기 가와사끼병 혈액 내의 B 세포의 

반응은 주로 IgM 반응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급성기 

가와사끼병의 말초혈액 내 B 세포에 발현된 IgM transcripts를 조사하여 

clonality를 조사하는 것이 이 질환의 병인론을 조사하는데 우선 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본 연구를 시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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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 연구 대상

  2002년 1월 연세의료원에서 전형적인 가와사끼병으로 진단 받은 3명의 

환자 (#3, #5, #7)를 대상으로 하 다. 환자는 6개 항목의 진단기준
5 
중 5개 

이상의 항목을 충족하는 환자를 가와사끼병으로 진단하 다. 급성기 채혈

은 면역 로불린 투여 전에 실시하 고 모든 증상이 호전된 후 퇴원하기 

전에 다시 채혈하 다. 모든 환자의 채혈은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거쳐서 

시행하 다. 이 환자들의 혈청 면역 로불린도 동시에 측정하 다. 

2. 방법

가. 말초혈액 림프구 phenotyping

  사용된 단세포군 항체는 Becton-Dickinson Monoclonal Center (San 

Jose, CA, USA)사의 제품으로 anti-CD3과 anti-CD19를 사용하 다.

  Pamela 등이 보고한 전혈을 이용한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방법을 

간단히 기술하면 먼저 헤파린 처리한 전혈 100 μ1 각각에 100 μ1의 

anti-CD3와 anti-CD19 단세포군 항체와 음성대조군으로 PBS를 첨가하고 

30분 동안 4℃ 암소에 방치하 다. 적혈구는 lysing reagent를 사용하여 용

혈시키고 원심분리하여 상청액을 버렸다. 남아있는 세포를 2% 우혈청알부

민이 함유된 0.01 M PBS 3 ml를 넣고 부유액을 다시 만들었다. 이 용액

을 원심분리하여 상청액을 버리고 남아있는 세포를 1% paraformaldehyde

가 함유된 PBS용액 0.3 ml를 넣고 flow cytometer (FACStar, Bec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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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ckinson, San Jose, CA,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나. 총 RNA 분리

  총 RNA 는 acid guanidiumthiocyanate를 이용하여 분리하 다.  Denaturing 

solution은 4 M guanidium thiocyanate, 25 mM sodium citrate (pH=7.0), 

0.5% sarcsosyl, 0.1 M 2-mercaptoethanol 로 구성되어 있는데, 림프구 1×

10
7
세포에 denaturing solution 600 μ1와 chlorofom isopropanol 120 μl를 첨

가하여 4℃에서 20분간 원침시킨 후 상청액에 포함된 총 RNA를 2.5배의 

ethanol로 침전시켜 얻었다.

다.  cDNA 생성

  Random primer (pd(N)6, Pharmacia, Uppsala, Sweden)를 사용하여 

cDNA를 만들었다. 총 RNA 5-10 μg에 random primer 2 U, 10 mM 

dNTP 200 mM, dNTP 200 mM, 반응 완충액 및 DTT 80 μM과 reverse 

transcriptase 400 unit를 혼합한 후 42℃에서 60분간 반응시키고 95℃에서 

5분간 denaturation 시킨 후 20℃에서 보관하 다.

라.  PCR 산물의 cloning 및 sequencing

  Immunoglobulin의 VH1, VH2, VH3, VH4, VH5, VH6 부위를 분석하기 위

해 DNA template로 위에서 얻어진 cDNA와 각 VH primer, 및 Cμ primer, 

2.5 units의 Taq polymerase (Takara, Shiga, Japan), dNTP, 10×PCR 

buffer 5 μl를 넣은 후 94℃에서 5분간 가열하고 94℃에서 30초, 58 -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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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H1, VH2, VH4, VH6는 58℃, VH3는 62℃, VH5는 63℃)에서 30초, 72℃에

서 30초 동안 35 cycle을 반응시키고 72℃에서 10분간 더 반응시켰다. 

Primer는 각 VH를 증폭하기 위해 해당 VH sequence의 leader 와 FR1 부

위를 포함하는 부위를 sense primer로 이용하 으며 antisense primer 는 

Cμ 5'-GCTCTAGAAGACGAGGGGGAAAAGGGTT-3' (Bionia, Korea)를 

이용하 다 (Table 1). 

   Table 1. Base sequence of the VH primer

Sense

 VH1 5'-CCATCGACTGGACCTGG-3'

 VH2 5'-ATGGACATACTTTGTTCCAC-3'

 VH3 5'-ATGGAGTCTGGGCTGAGCTGGCTTT-3'

 VH4 5'-ATGAAACACCTGTGGTTCTT-3'

 VH5 5'-ATGGGGTCAACCGCCATCCT-3'

 VH6 5'-ATGTCTGTCTCCTTCCTCAT-3'

   Antisense

Cμ 5'-GCTCTAGAAGACGAGGGGGAAAAGGGTT-3'

  PCR 생성물의 band 크기를 전기 동으로 확인한 후 pCR
ⓡ
 2.1-TOPO

ⓡ
 

kit (Invirogen, Calsbad, CA, USA)를 이용하여 transformation을 시행하

다. 우선 PCR 생성물과 pCR
ⓡ
 2.1-TOPO

ⓡ
 vector를 함께 섞어 5분간 실온

에서 반응시켜 ligation하고 One Shot
ⓡ
 competent E. coli와 섞은 후 5분

간 얼음에 방치하고, 42℃ 항온 수조에서 30초 가열한 후 즉시 얼음으로 

옮겨 SOC 배지를 넣고 1시간 배양하 다. X-gal (Sigma Co., St. Louis, 

MO, USA)과 ampicillin (100 μg/ml)이 들어있는 선택 평판 배지에 배양액

을 도말하여 37℃에서 밤새 배양하여 plasmid가 transformation된 양성 집

락을 얻었다. Transformation이 된 양성집락을 ampicillin (100 μg/ml)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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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있는 LB (Luria- Bertani)배지에 진탕 배양한 후 QIAprep
ⓡ
 Miniprep 

kit (Qiagen, Valencia, CA, USA)를 이용하여 plasmid를 얻고 DNA 양을 

측정하 다.

  PCR 생성물의 염기 서열 분석은 automatic DNA sequencing 방법을 이용하

다. 우선 BigDye
ⓡ
 terminator mix (PE Applied Biosystems, Foster City, CA, 

USA), plasmid DNA, sequencing primer를 섞어 96℃에 10초, 50℃에 5초, 60℃에 

4분으로 25회 동안 PCR 반응을 하여 DNA를 증폭시켰다. 증폭된 DNA는 ethanol

로 세척하고 ABI PRISM
ⓡ
 310 (PE Applied Biosystems)으로 염기 서열을 분석

한다. 염기 서열은 M13 forward primer (5'-GTAAAACGACGGCCAG-3')와 

M13 reverse primer (5'-CAGGAAACAGCTATGAC-3')를 이용하여 양쪽 방향

으로 분석하 다. 염기 서열은 DNA sequencing analysis software (PE Applied 

Biosystems) 및 DNAstar를 이용하여 확인하 고, VH CDRs 및 사람 

immunoglobulin germ line 유전자와 비교 분석은 http://imgt.cines.fr와 

advanced blast search program을 사용하여 genbank data base (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 NIH, USA)를 이용하 다.

마. 3차원 구조

  Sequencing한 클론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ExPASy (http://www. 

expasy.ch/swiddmod/) software를 이용하여 3차원 구조를 만들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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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1. 가와사끼병 환아의 말초혈액 T 및 B 세포 분포

  가와사끼병 환아의 급성기 및 회복기의 말초혈액에서 T 세포와 B 세포를 

분석한 결과 급성기에 T 세포는 의의있게 (p<0.05) 감소하 으나, 급성기에 

B 세포는 의의있게 (p<0.05) 증가되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Table 2). 

그러나 급성기의 B 세포가 증가한다고 이와 동반하여 혈청 면역 로불린이 

증가하는 것 같지는 않아서, 혈청 면역 로불린은 급성기에 988±218 mg/dl

로 대조군의 1,046±264 mg/dl와 비교하여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물론 면

역 로불린을 정맥 내로 투여하고 24시간이 경과한 후 혈청 면역 로불린

은 2,723±259 mg/dl로 증가하 다가 퇴원전인 7일 후에는 여전히 2,470±311 

mg/dl로 증가되어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Table 2. Percentage of T and B cells in Kawasaki disease

Cell
Stage

Controls
Acute Convalescent

T cell 62.5±9.5* 69.2±7.9 70.0±7.2

B cell 14.8±6.5* 13.1±6.0 8.4±3.5

Peripheral blood mononuclear cells were stained with 

anti-CD19 or anti-CD3 monoclonal antobodies and total 5,000 

to 20,000 cells were analyzed.

*p<0.05 compared with normal contr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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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역글로불린 V 유전자 사용분석

  말초혈액 내 B 세포 중쇄군의 oligoclonal expansion의 증거를 찾기 위해 

일차 PCR을 시행하 다. 중쇄군의 분포가 VH1에서부터 VH6까지 모든 중

쇄군이 잘 표현되고 있다 (Fig. 1). 

Fig. 1. Amplification of V regions of 

Ig μ heavy chain genes (VH1-VH6) by 

RT-PCR. M: marker 

ꀹ 500 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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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의 환자에서 얻은 μ gene 클론은 312개 고 이 중 VH3, VH4, VH5가 

가장 많았다 (Table 3).

 Table 3. Distribution of μ gene clones from cDNA of three 
          Korean Kawasaki disease patients

VH1 VH2 VH3 VH4 VH5 VH6 Total

Patient #3 10 15 17 24 17 18 101

Patient #5 13 15 17 20 20 14 99

Patient #7 12 18 23 21 20 18 112

Total 35 48 57 65 57 50 312

Total 312 clones were analyzed nucleotide and amino acid sequences 

compared by DNA sequencing analysis software & DNA star.

  DNA sequencing analysis software (PE Applied Biosystems) 및 

DNAstar를 이용하여 확인한 염기 서열을 가지고 VH CDRs 및 사람 

immunoglobulin germ line 유전자와 비교 분석한 결과 M99686을 이용한 경

우가 총 312개의 클론 중에서 54개의 클론 (17.3%)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

로는 X92224/J로 48개 클론 (15.4%)이 이용하 다. 그 외 L21967이 17개 클

론 (5.4%), M99660과 X92278이 각각 15개 클론 (4.8%), L10088, L10089, 그

리고 M99641이 각각 11개 클론 (3.5%)이 이용하 다 (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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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 Frequently used germ lines in total patients

Germ lines
No. of 
clones

M99686 54

X92224/J 48

L21967 21

L21964 17

M99660, X92278 15

L10088, L10089, M99641 11

L06612, L21969 9

L10094 8

M99649, X62110, X62112 5

L06618, M99652, Z14237 4

L33851, M83132, M99672, M99679, M99684, X62106, 
X92206, X92287, Z12353

3

J00239, L10097, M18806, M99637, X92214, X92216, Z12351, 
Z14223  

2

L21972, L22582, M29811, M95113, M99406, M99676, 
X05715, X56358, X62109, X92217, X92227, X92232, X92259 

1

Total 312

  이것을 다시 환자별로 보면 모든 환자에서 역시 M99686의 germ line 유전

자를 가장 많이 이용하 고 2번째로 X92224/J를 많이 이용하 다. M99686은 

VH5 family이고 X92224/J는 VH6 family이다. 그 다음 3번째로 많이 이용된 

germ line 유전자는 각각의 환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다 (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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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5. Frequently used germ lines in each patients

 Patient #3 Patient #5 Patient #7

V
family

Germ lines
No. of
clones

V
family

Germ lines
No. of
clones

V
family

Germ lines
No.of
clones

V5

V6

V4

V2

V2

V4

V1

V3

V6

V3

V3

V4

V3

V3

V1

V1

V4

V4

V1

V5

V4

V3

V3

V2

V3

V3

M99686

X92224/J

L10089

L21967

L21964

X92278

L06612

M99652

Z14223

Z12353

X92206

X62112

M99660

M99649

M99641

M99637

L10094

L10088

X62110

X56358

M99684

M99679

L33851

L21972

L06618

J00239

17

16

11

8

6

5

5

4

2

2

2

2

2

2

2

2

2

2

1

1

1

1

1

1

1

1

V5

V6

V3

V2

V2

V4

V4

V1

V3

V1

V1

V4

V2

V5

V1

V4

V4

V4

V3

V4

V1

V4

V3

V1

V3

V3

V5

V4

V3

M99686

X92224/J

M99660

L21967

L21964

X92278

L10088

X62110

M99649

X62106

L06612

L10097

L21969

M18860

M99641

M99684

X62112

Z14237

L06618

L10094

L22582

M95113

M99406

X62109

X92206

X92216

X92227

X92259

Z12351

17

14

8

7

6

5

4

4

3

3

2

2

2

2

2

2

2

2

1

1

1

1

1

1

1

1

1

V5

V6

V2

V1

V2

V4

V4

V2

V3

V4

V1

V3

V3

V1

V3

V3

V3

V3

V4

V3

V4

V4

V3

V4

V3

V3

M99686

X92224/J

L21969

M99641

L21967

L10088

L10094

L21964

M99660

X92278

M83132

M99672

X92287

L06612

L06618

L33851

M99679

X92214

M29811

M99676

X05715

X62112

X92216

X92232

Z12351

Z12353

20

18

7

7

6

5

5

5

5

5

3

3

3

2

2

2

2

2

1

1

1

1

1

1

1

1

Total 101 99 112

Total 101 clones from patient #3, 99 clones from patient #5 and 112 

clones from patient #7 were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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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염기 서열을 비교해 본 결과 흥미롭게도 같은 sequence의 클론이 20

종류 (6.4%)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중에서 특히 VH2 family와 VH5 

family에서 각각 5개의 같은 클론들을 가장 많이 확인할 수 있었고 나머지 

family에서는 2개에서 3개의 같은 클론을 확인 할 수 있었다. 3개가 같은 

sequence를 보이는 클론도 2종류가 있었다. 각각의 환자에서 같은 클론은 #3

환자가 6개, #5 환자가 6개, #7 환자가 8개로 환자별 차이는 없었다 (Table 6). 

 

 Table 6. Identical clones in sets from three (#3, #5, #7) patients 

Identical 
clones in 

sets
VH1 VH2 VH3 VH4 VH5 VH6 Total

1
1-5-16, 
1-5-17

2-3-16, 
2-3-17

3-3-11,
3-3-7

4-3-5, 
4-3-3

5-3-3, 
5-3-12, 
5-3-15

6-3-7, 
6-3-18

2
1-7-1, 
1-7-15

2-5-8, 
2-5-11

3-7-1, 
3-7-14

4-5-10, 
4-5-18

5-3-16, 
5-3-18

6-7-3, 
6-7-6, 
6-7-11

3
2-5-13, 
2-5-20

3-7-3, 
3-7-4

4-7-6, 
4-7-8

5-5-13, 
5-5-17

4
2-5-15, 
2-5-17

5-7-12, 
5-7-17 

5
2-7-14, 
2-7-17

5-7-14, 
5-7-19

Total 2 5 3 3 5 2 20

First digit stands VH family. Second digit stands each patients. 

Third digit stands No. of clone.

  더욱 흥미있는 결과로는 #3 환자의 클론과 #7 환자의 클론의 nucleotide가 

거의 유사한 클론이 발견되었다. 이 클론은 99.5%의 homology를 보 으며 

FR1과 FR3부위의 point mutation을 보이고 나머지는 같은 sequence를 보이는 

아주 특이한 클론들이었다. 이들은 모두 VH5 family의 클론이었다 (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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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8  1   ATGGGGTCAACCGCCATCCTCGCCCTCCTCCTGGCTGTTCTCCAAGGAGTCTGCGCCGAG 60

5-7-4  1   .....................................................T...... 60

             

           -------------------------- FR1 -----------------------------

5-3-8  61  GTGCAGCTGGTGCAGTCTGGAGCAGAGGTGAAAAAGCCCGGGGAGTCTCTGAAGATCTCC 120

5-7-4  61  ..................................G......................... 120

           -----------><------ CDR1 ----------><--------------  FR2 ---

5-3-8  121 TGTAAGGGTTCTGGATACAGCTTTACCAGCTACTGGATCGGCTGGGTGCGCCAGATGCCC 180

5-7-4  121 ............................................................ 180

           -----------------------><----------- CDR2 --------><--------

5-3-8  181 GGGAAAGGCCTGGAGTGGATGGGGATCATCTATCCTGGTGACTCTGATACCAGATATAGC 240

5-7-4  181 ............................................................ 240

             ------------------------- FR3 -----------------------------

5-3-8  241 CCGTCCTTCCAAGGCCAGGTCACAATCTCAGCCGACAAGTCCATCAGCACCGCCTACCTG 300

5-7-4  241 ............................................................ 300

             ------------------------------------------><----------------

5-3-8  301 TAGTGGAGCAGCCTGAAGGCCTCGGACACCGCCACGTACTACTGTGCGAGACGGCCTTAT 360

5-7-4  301 ..................................T......................... 360

           -------------------------- CDR3 ----------------------------

5-3-8  361 TACGATATCTTGACTGGCTCTGATGCTTTTGACATCTGGGGCCAAGGGACAATGGTCACC 420

5-7-4  361 ............................................................ 420

           --------><--------- Cµ ------------------------------
5-3-8  421 GTCTCTTCAGGGAGTGCATCCGCCCCAACCCTTTTCCCCCTCGTCTTCTAGAGC 474

5-7-4  421 ...................................................... 474

Figure 2. Sequence alignment of 5-3-8 (patient #3) vs 5-7-4 (patient #7) 
clone. The sequence of clones showed almost identical alig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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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의 아미노산 서열은 Fig. 3과 Fig. 4와 같았고 이들은 germ line 유

전자와의 homology가 아주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의 돌연변이 

분석을 보면 다음과 같았다 (Fig. 5). 이들 중에서 가장 흔히 이용한 germ 

line 유전자는 VH5 family의 M99686이 4 set로 가장 흔한 것이었고, 그 외 

VH2 family의 L21967과 L21964가 각각 2 set씩이며, VH6 family의 

X92224/J가 2 set 다 (Fig. 3, 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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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educed amino acid sequences of VH transcripts ; single-letter amino acid code is used. 
Amino acid substitutions in comparison with the respective germ line sequence are indicated by 
bold and underlined le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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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Nucleotide sequences of CDR3/FR4 and adjacent regions 



- 23 -

 Fig. 5. Mutation analysis of IgM encoding VH sequences obtained from peripheral B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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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기 서열이 같은 클론들의 돌연변이 분석의 결과를 보면 (Fig. 5) 5개의 클

론이 CDR의 R/S비가 2.9이상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같은 germ line 

유전자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M99686과 X92224/J의 클론들의 염기 서

열을 보더라도 CDR의 R/S비가 2.9이상인 경우가 많이 관찰되고 CDR3 크기

가 매우 다양하게 관찰되고 있다 (Fig. 6, Fig. 7, Fig. 8, Fig. 9, Fig. 10, Fig.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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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 deduced amino acid sequences of VH germ line gene segments of 54 clones isolated from 3 
different patients are shown in comparison with germ line M99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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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he nucleotide sequences of CDR3/FR4 and adjacent regions of VH germ line gene segments of 
54 clones isolated from 3 different patients are shown in comparison with germ line M99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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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Mutation analysis of 54 clones isolated 
from 3 different patients are shown in 
comparison with germ line M99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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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he deduced amino acid sequences of VH germ line gene segments of 54 clones isolated 
from 3 different patients are shown in comparison with germ line X92224/J.



- 29 -

Fig. 10. The nucleotide sequences of CDR3/FR4 and adjacent regions of VH germ line gene segments 
of 54 clones isolated from 3 different patients are shown in comparison with germ line X92224/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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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Mutation analysis of 54 clones isolated 
from 3 different patients are shown in comparison 
with germ line X92224/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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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8 클론의 3차원 구조를 만들어 본 결과 전형적인 β sheet를 하고 있

는 면역 로불린의 중쇄 모양을 하고 있었다 (Fig.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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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A three dimensional structural model of 
clone 5-3-8. Clustal W multiple sequence alignment 
program was used to select and align the sequences 
before modeling. Structural prediction was done 
using the software ExPASy (http://www.expasy. 
ch/swiddm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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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가와사끼병의 원인은 아직도 명확하지 않지만, 발진 및 발열의 임상 증

상이 독소 쇼크증후군과 비슷하고, 이외에도 홍역, 돌발진이나 성홍열과 같

은 감염성 질환과 유사하며 지역적으로 유행 양상을 보이고, 연중 발생하

기는 하나 호발 계절이 있는 점, 급성으로 발병하 다가 저절로 호전되는 

점, 발병 연령이 6개월에서 5세 미만인 점, 형제 중에 발생률이 높은 점 등

으로 보아 많은 연구자들이 감염성 질환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2
.

  최근 들어 가와사끼병이 superantigen에 대한 반응이냐 아니면 conventional 

antigen에 대한 반응이냐 하는 논란이 계속되어 오고 있고 아직도 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43, 44

. Superantigen에 의한 자극으로 시작되었

다는 증거로는 가와사끼병이 독소 쇼크증후군과 같은 독소매개에 의한 질환

과 임상적으로 유사하다는 것과 독소 자극에 의하여 생성되는 Vβ2 family의 

T 세포 수용체 (TCR)를 갖는 특정 T 세포가 증가되는 양상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정 Vβ TCR을 갖는 T 세포의 증가를 볼 수 없다는 반박도 

있지만 이것은 아마도 환자로부터의 혈액 채취 시간의 차이 때문이라고 주

장하고 있다
43
. 이에 더하여 가와사끼병 환자에서 독소를 분비하는 포도상구

균의 검출이 증가되어 있다는 보고는 이를 더 확증하는 보고이다
32
. 그러나 

다른 연구자들에 의하면 포도상구균의 검출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데 반하여 가와사끼병에서 관찰되는 포도상구균의 집락 모양이 흰빛을 띄고 

용혈현상이 적고 병원체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다른 연구자들이 간과한 것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3
. 또 다른 보고자들에 의하여도 가와사끼병에서 

superantigen에 의한 자극이 뚜렷하게 관찰된다는 보고들은 계속되고 있다. 

Reichardt 등
45
에 의하면 다른 질환에서와는 달리 가와사끼병 환자의 말초혈

액에 Vβ2 family의 TCR을 갖는 T 세포가 특이하게 증가되어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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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증가는 본 질환을 진단하는 특이한 검사소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Leucht 등
46
은 가와사끼병 환자를 치료하는 면역 로불린의 치료 기전을 연

구하면서 B 세포가 superantigen의 자극에 의한 현상이 관찰된다는 보고를 

하 다. 또한 Duong 등
47
도 가와사끼병의 동물 모델을 연구하면서 마우스에

서 관상동맥에 손상을 일으키는 기전은 superantigen의 자극 때문이라고 주

장하 다. 흥미있는 것은 이들은 가와사끼병의 동물 모델을 Lactobacillus 

casei를 이용해서 시도하 는데, Rowley 등
38
이 주장한 연구에서 가와사끼병

이 점막으로부터 유입된 어떤 항원에 의한 질환이라는 주장과 함께 생각을 

한다면 가와사끼병의 원인은 대장의 어떤 균총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것

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추정은 Takeshita 등
48
의 연구에 의하여 더 확실

한 증거를 찾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가와사끼병의 원인은 곧 밝혀질 것으로 

생각되는 바이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

각된다.

  이러한 연구자들과는 다르게 많은 연구자들은 가와사끼병이 superantigen에 

의한 자극 때문에 생긴 것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conventional antigen에 

의한 자극으로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는 보고를 하고 있다. 특히 Choi 등
33
의 

보고에 의하면 가와사끼병 환자의 말초혈액 내에 superantigen의 자극에 

의한 특이 Vβ TCR의 T 세포의 증가는 관찰 할 수 없었고, 오히려 CD8
+ 

T 세포의 클론성 증식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클론성 팽창은 

conventional antigen의 자극에 의한 팽창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었다. 또한 

가와사끼병의 합병증으로 사망한 환자의 관상동맥 주위에 침윤된 IgA를 

분비하는 형질세포를 분석한 결과 클론성 팽창을 관찰할 수 있는 것
39
은 

가와사끼병이 conventional antigen의 자극에 의하여 초래된 증거를 보여주

는 연구이다. 특히 이 나이에서 IgA의 면역 반응은 항원 자극에 의한 면역 

반응으로 여겨지며 이러한 IgA 면역 반응은 점막을 통하여 항원이 숙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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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Jason 등
49
은 급성 가와사끼병에서 면역 로

불린 투여 전후에 Vβ2 T 세포의 유의한 변화를 관찰하 으나 이러한 Vβ2 

세포의 변화와 T 세포의 기억, 활성화 또는 흡착 표식 인자와의 연관성이 

없었으며, 심근 손상을 보이는 환자에서는 뚜렷한 Vβ2 T 세포의 변화가 

없어 가와사끼병의 병태 생리에서 superantigen의 중요성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 다. 또한 자극 받지 않은 신선한 말초혈액 림프구를 사용하여 시

행한 연구에서는 급성기에 특정 Vβ군의 증가가 관찰되지 않으면서, 

HLA-DR 과 IL-2R 등 T 세포 활성화 표식 인자들의 상승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 이 외에도 CD8

＋
 T 세포에서만 CD45RO의 표현이 증가되어

34
 

superantigen의 자극이라기보다 conventional antigen에 의한 활성화 양상

을 나타내었다. 최근 들어 Leung 등
50
의 보고에 의하면

 
46명의 가와사끼병 

환자의 다양한 부위에서 세균의 배양 결과를 조사한 결과 superantigen 

(TSST-1, SPEB, SPEC, SEB, SEC)을 분비하는 세균은 정상 대조군과 비

교하여 특별한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여 자신들이 처음 보고한
32
 내용과 상

반된 결과를 보고하여 자신들의 처음 주장을 스스로 접고 있다.   

  이처럼 가와사끼병에서 T 세포의 활성화를 통해서 이 질환의 원인이 

superantigen에 의한 질환인지 아니면 conventional antigen에 의한 질환인

지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어 온 반면 B 세포의 활성화에 관한 보

고는 많지 않다. B 세포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는 Barron 등
35
이 처음으로 

다클론성 IgM 및 IgG 항체가 증가된다고 하 고 이후 환자의 혈청에서 

혈관 내피세포에 대한 세포독성 항체가 보고 된 바가 있는데 이 항체는 싸

이토카인에 의해 활성화되어 나타나는 혈관 내피세포 항원과 반응하는 것

으로 추정된다
9, 10

는 보고를 하 다. Kim 등
36
에 의하면 급성기 가와사끼병

에서 Humkv 325 derived kappa chain CDR3의 11개의 아미노산 codon을 

가지는 B 세포의 클론들이 두드러지게 증식되었다가 회복기에 소실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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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을 보인다고 하 는데 이 연구에서는 면역 로불린 경쇄의 클론성 팽

창을 주장하기는 하 지만 sequencing을 통한 oligoclonality를 보여주지 못

한 아쉬움이 있다. 또한 이 등
37
은 말초혈액 내에서 면역 로불린의 중쇄에 

대한 클론성 팽창의 연구를 시도하 지만 이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보고하

지 못했다. 흥미 있는 사실은 최근에 들어서 Rowley 등
38
에 의하면 가와사

끼병으로 사망한 환자의 관상동맥에 침윤된 형질세포는 주로 IgA과 IgM

을 분비하는 세포라는 보고가 있었고, 이어서 이들 세포를 연구한 결과 

oligoclonal IgA의 반응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고하면서, 이러한 결과는 가

와사끼병이 superantigen에 의한 질환이라기보다는 conventional antigen에 

의한 질환의 가능성을 강력하게 제기하 다
39
.  

  그러나 어린 아에서 말초혈액 내에서 다클론성 자극을 하면 처음에는 

주로 IgM이 B 세포에서 분비되며 IgG나 IgA를 분비하는 B 세포는 많지 

않다
40, 41

. IgG나 IgA를 분비하는 B 세포가 증가하는 나이는 1-2세가 되어

야 한다. 이러한 현상은 T 세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T 세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보이는데, 특히 T 

세포의 도움이 필요한 B 세포의 IgG나 IgA 분비는 6세까지도 감소되어 

있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서구 소아에서뿐만 아니라 동양

인에서도 같은 결과
51
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인종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더욱이 숙주에 항원이 처음 소개되는 경우에 발현되는 면역반응은 일차 

면역반응인데, 일차 면역반응의 특징은 주로 IgM이 형성되면서, 항체의 지

속기간이 짧고, 만들어지는 항체의 양도 적으며, 항체의 특성은 항원에 대

한 친화력이나 특이도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기억 B 세포의 생성

도 많지 않은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Rowley 등
39

이 보고한 관상동맥에서 IgA의 반응이 있기 전에 이미 혈액 내에서 일차



- 37 -

면역반응으로서 IgM을 분비하는 B 세포의 반응이 있은 후에 면역 로불

린의 class switch가 일어나서 IgA의 반응을 보 으리라고 추정된다. 그렇

다면 급성기 가와사끼병 혈액 내의 B 세포의 반응은 일차적으로 IgM 반

응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이 질환에서 B 세포의 반응을 연구하기 위해

서는 IgA를 분비하는 B 세포를 조사하기보다는 IgM을 분비하는 B 세포를 

가지고 연구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Leung 등
9
의 보고

에 의하면 가와사끼병에서 혈관염을 일으키는 기전으로는 환자의 혈청 내

에 항혈관 내피세포 항체가 있어서 이것에 의한 세포독성으로 혈관염이 온

다고 하 으며, 이 항체는 IgM 항체라고 하 다. 그러므로 가와사끼병의 

병인론을 조사하기 위해서 급성기 가와사끼병의 말초혈액 내 B 세포에 발

현된 IgM transcripts를 조사하여 clonality를 조사하는 것이 우선 되어져

야 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면역 로불린의 중쇄를 관장하는 유전자는 14번 염색체의 14q32.33 band

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유전자는 V-D-J-C 분절 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1960년대 말부터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처음 골수종의 면역 로불린의 중쇄

의 가변 부위가 서열 분석되었으며 이 때 처음 서열 분석되었던 단백질(Eu)

은 VH1군으로 분류되었다. 그 후 여러 단백질들이 분석되면서 상호 상관 관

계를 보이면서 Eu 서열과 구분되는 Ou, He, Daw 및 Cor 단백질들을 VH2로, 

또 Tie, Was, Kon, Zap, Tur, Nie 및 Gal 단백질들은 VH3 군으로 분류하

다. 현재까지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VH군에 대한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일정하게 규정된 조건 (0.1×saturated sodium citrate, 0.1% sodium dodecyl 

sulfate, 65℃) 하에서 southern filter hybridization 방법에 의해 cross- 

hybridization이 관찰되는 VH 유전자 분절을 동일한 VH 유전자군에 속한다

고 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현재까지 크게 3군 (VHI, VHII, VHIII)으로 나누

어져 있으며 이들은 다시 VHI은 VH1/VH5/VH7으로, VHII는 VH2/VH4/VH6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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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HIII는 VH3로 7개의 아군 (VH1-7)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52
.  

  면역 로불린의 heterogeneity는 VHDJH와 VLJL 유전자 분절의 재조합이

라는 독특한 기전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53
. 면역반응이 일어나는 동안에 개

개의 항원에 특이한 항체를 생성하는 B 세포가 선택되며, 항원에 대해 고

도로 특이하도록 분화된 항체의 생성은 hypermutation이라는 기전에 의해

서 이루어진다. 특히, 면역 로불린의 CDR3 부위는 면역 로불린 배아 유

전자 VDJ 유전자 분절의 재배열에 의해서 형성되는데 여러 가지 기전에 

의해 다양성을 보이기 때문에 정상인이 말초혈액에서 20,000개의 클론당 1

개에서만 같은 CDR3를 갖게 되어 CDR3의 길이가 clonal marker로 사용

될 수 있으며
54
 CDR3 fingerprinting analysis는 T 림프구와 B 림프구 수

용체의 다양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이용이 되었다
55
. CDR3의 길이 분포는 

클론성 팽창이 있는 경우에 dominant band를 보이게 되며 단클론성인 경

우는 하나, 소수 클론성 팽창인 경우는 2개 이상의 dominant band를 보이

게 되지만 polyclonality를 보이는 경우는 dominant band가 관찰되지 않는

다
56
. 우리도 이러한 clonality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와사끼병 환자의 말초

혈액의 B 세포를 가지고 조사한 결과 뚜렷한 dominant band를 확인할 수

가 없었기 때문에 oligoclonality 보다는 polyclonality를 의심할 수 있었다

37
. 그리고 이 경우는 IgG에 대한 polyclonality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항원

의 자극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경우를 생각해서 이번에는 IgM transcripts

를 cloning하고 sequencing하여 oligoclonality의 증거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로 하 다. 아울러 Leung 등
43
이 주장하고 있는 가와사끼병의 병인론이 

superantigen의 자극에 의한 것이라면 항원 중에서도 superantigen은 IgG

나 IgA보다는 IgM과 주로 결합하기 때문에 가와사끼병 환자의 병인론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IgM transcripts를 조사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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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세포 superantigen과 마찬가지로 B 세포 superantigen은 VH3 면역

로불린의 Fab부위에 결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taphylococcal protein 

A(SPA)가 대표적인 B 세포 superantigen으로 연구에 의하면 주로 IgM과 

결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VH3 family의 Fab 부위 중에서도 특히 

FR3 부위에 주로 결합하며 일부는 FR1과 CDR2의 3‘ 부위에 결합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57
. 물론 정상인의 말초혈액에서 B 세포의 repertoire도 

VH3 family의 사용이 가장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VH3 family에 속하

는 클론의 수가 가장 많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렇다면 superantigen

의 자극을 받는다면 어떤 특별한 VH family에 속하는 클론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현저하게 감소하여야 한다. 즉 예를 들어 Hillson 등
57
의 가

설에 의하면 우리가 cloning한 IgM transcripts 중에서 VH3 family가 가장 

많을 것으로 기대하 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고 VH1 family에서 VH6 

family까지는 거의 비슷한 수를 cloning 할 수 있었고, 반대로 현저하게 감

소된 VH family의 클론도 관찰할 수 없었다.

  오히려 VH4 family가 가장 흔한 클론들이었고 그 다음으로 VH3 family

와 VH5 family의 순서를 보이면서 같은 sequence의 클론을 6.4%에서나 발

견할 수 있었다. 또한 사용된 germ line 유전자를 살펴보면 314개의 클론 

중에서 M99686을 이용한 경우가 17.3%, X92224/J 클론을 사용한 경우가 

15.4% 등 상당히 많은 경우가 비슷한 germ line 유전자를 이용한 클론들

이 많이 관찰되었으며, 3명의 환자가 많이 이용하는 germ line 유전자가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경향은 모든 환자에서 골고루 관찰되

었다는 것은 B 세포의 oligoclonality의 가능성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또한 

이 둘의 클론은 superantigen의 자극으로 올 수 있는 VH3 family에 속하지 

않고 오히려 M99686은 VH5 family에 속한 클론들이었고, X92224/J는 VH6 

family에 속하는 클론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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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sequence가 같은 클론들이 20개나 있었는데 이렇게 같은 클론이 

발견되는 것은 같은 형질세포에서부터 sequence를 분리했을 가능성이 높

다. 그러나 더욱 더 흥미있는 사실은 서로 다른 환자의 경우에서 5-3-8 클

론과 5-7-4 클론의 sequence를 보면 99.5%의 homology를 보이는 것을 관

찰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에 의하면 같은 형질세포에서부터 sequence

를 분리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또 하나는 말초혈액의 IgM 형질세포가 

200,000개 이상이 있을 것으로 추산되어서 여기서부터 분리한 total RNA로

부터 cDNA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앞서 기술한 것처럼 B 세포 superantigen은 면역 로불린의 CDR 부위

보다는 FR 부위에 결합하게 되므로 somatic hypermutation은 적게 일어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8
. 일반적으로 무작위로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경우

에 R/S 비가 2.9 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59
. 아미노산의 염기 서열을 유지하

는 방향으로 선택이 일어나는 경우 R/S비가 2.9 이하이며, 다양성을 가지

는 방향으로 선택이 일어난 경우는 R/S 비가 2.9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

다
60
.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경우, 즉 항체

의 FR의 경우는 R/S 비가 1.5 이하이어야 한다. 반면에 항원의 자극에 의

하여 생성된 항체의 CDR은 R/S 비가 2.9 보다 크며, 이것은 항원에 친화

력이 높은 항원 결합부위를 가지는 클론이 positive selection 되었음을 나

타낸다
61
. 여기서 분석된 모든 클론들의 sequence를 모두 다 확인하기는 어

렵지만 같은 염기 서열이 관찰되는 클론들 CDR의 R/S 비가 2.9 보다 큰 

것들이 많이 관찰되는 것은 positive selection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서 이러한 결과는 conventional antigen의 자극에 의하여 선택된 것이라는 

증거가 된다. 더욱이 같은 germ line 유전자를 가장 많이 이용한 M99686

과 X92224/J를 보더라도 R/S비가 2.9 이상인 것들이 많이 관찰되며 CDR3

의 크기도 다양한 것으로 보아 superantigen의 자극이라기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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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tional antigen의 자극에 의한 클론성 팽창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

다고 하겠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항원의 자극에 대한 면역 로

불린의 somatic mutation이 다양하게 일어난 것은 항체의 affinity 

maturation이 일어난 것으로 보여지며, 결국 가와사끼병의 말초 B 세포의 

IgM transcripts는 superantigen의 자극에 대한 면역반응이라기보다는 

conventional antigen의 자극에 대한 면역반응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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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가와사끼병 환자의 발병 원인이 superantigen의 관련 가능성이 제기된 

이후, 이에 반하는 연구가 계속되면서 현재까지는 주로 T 세포에 대한 연

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온 반면, B 세포의 활성화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

다. 이에 연구자는 가와사끼병으로 진단 받은 환아에서 급성기와 아급성기

의 말초혈액 내 B 세포의 분포를 관찰하고, 급성기 말초혈액의 B 세포에 

표현된 IgM VH transcripts를 분석하여 가와사끼병의 말초혈액 내 B 세포

의 활성화 및 superantigen에 의한 자극의 증거를 찾고자 본 연구를 시행

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가와사끼병 환아의 급성기에 T 세포는 대조군에 비하여 의의있게 감소

하 고 B 세포는 의의있게 증가하 다 (p<0.05). 그러나 B 세포의 증

가에 따른 혈청 면역 로불린의 증가는 관찰되지 않았다.  

2. 면역 로불린의 V 유전자 이용을 분석한 결과 VH1-6 까지 잘 표현되고 

있었다.

3. 3명의 환자에서 얻은 μ gene 클론은 312개 고 이중 VH3, VH4, VH5 

family의 클론이 많았지만 어느 특별한 VH family가 많거나 적은 경우

는 없었다.

4. Germ line 유전자는 M99686을 가장 많이 이용하 고 그 다음으로는 

X92224/J, L21967, L21964 순 이었다. 환자별로도 비슷한 순서를 보 다.  

5. 이들 클론 중, 20 set의 클론은 같은 염기 서열을 보 으며 VH2와 VH5

에서 흔하 다.

6. 서로 다른 환자에서 거의 유사한 염기 서열을 보인 경우가 1 set 있었

고 이들의 homology는 99.5% 다.

7. 같은 염기 서열을 보이는 20 set의 클론들은 germ line 유전자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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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94-100%의 homology)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들 중에서도 

역시 M99686의 germ line 유전자를 이용하는 클론이 4 set로 가장 흔

하 다. 

8. 각 클론들 CDR의 R/S 비는 2.9 이상의 것들이 많고 다양한 크기의 

CDR3가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conventional antigen의 자극에 의한 클

론성 팽창임을 알 수 있었다.   

9. 이 중 한 클론으로 3차원 구조를 확인한 결과 전형적인 β sheet의 면역

로불린 중쇄의 모양을 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급성기 가와사끼병 환아의 말초혈액 B 

세포에 표현된 IgM transcripts의 특징은 oligoclonal expansion의 현상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을 미루어 볼 때, 가와사끼병은 

superantigen의 자극에 의한 질환이라기보다는 conventional antigen의 자

극에 의한 질병으로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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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gM VH transcripts of peripheral B cell in Kawasaki disease

Hyun Hee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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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ed by Professor Dong Soo Kim)

  Kawasaki disease is characterized by fever, cervical lymphadenitis, 

oral lesions, and skin rashes. It is pathologically a systemic vasculitis. 

The important complications of Kawasaki disease include coronary 

artery dilatations and thrombosis, and coronary aneurysms, making it 

an important cause of acquired heart disease in children. Although there 

is ongoing research on the clinical, epidemiological, immunologic and 

pathologic characteristics of Kawasaki disease, its etiology and 

pathogenesis are still not clear. Interestingly, an immunologic process is 

observed in Kawasaki disease and this immune process is thought to 

be involved in the disease activation, process and complications.

  Recently, the selective expansion of T cells expressing Vβ2 and Vβ8 

family has been observed suggesting the involvement of superantigens, 

and this has led to the active research of T cells. On the other hand, 

there is little research on the activity of B cells. My research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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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determining if there was an oligoclonal expansion of IgM VH 

in the B cells of patients diagnosed with Kawasaki disease (KD).  

  Furthermore, I research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activation of the 

B cells in the peripheral blood of KD patients and evidence of 

stimulation by superantigens. I studied the distribution of B cells in the 

acute and subacute phases of patients diagnosed with KD and from the 

RNA of B cells, obtained cDNA and performed PCR. To determine the 

oligoclonal expansion of IgM VH family I cloned and sequenced the 

PCR products from each group and analyzed the DNA. In the peripheral 

blood of acute phase patients, T cells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p<0.05), but B cells were siginificantly increased (p<0.05). However the 

increase in B cells does not necessarily mean an associated increase in 

serum immunoglobulins. When the first PCR was done on the B cell 

chains, VH1 to VH6 were all expressed. The number of μ gene clones 

obtained from 3 patients was 312 and among these there were many 

VH3, VH4 and VH5 family. M99686 germ line was most frequently used 

and the next most frequently used were X92224/J, L21967 and L21964. 

A similar order was seen in the patients. Among the clones, 20 sets of 

clones showed the same base sequence and this was frequent between 

VH2 and VH5. 1 set showed almost the same base sequence between 

different patients, and the homology was 99.5%. 20 sets of clones that 

showed the same base sequence showed high similarity to the germ 

line (94%-100%). Among these, the clones that utilized the M99686 

germ line was 4 sets which was most frequent. The 3-dimensional 

structure of one of these clones showed the typical β sheet structur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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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unoglobulin chains.

  In summary, the IgM transcripts expressed by the B cells in the 

peripheral blood of KD patients in the acute phase of the disease show 

clearly an oligoclonal expansion which suggests that Kawasaki disease 

is caused not by a superantigen stimulus but rather by a conventional 

antigen. 

Key Words：Kawasaki disease, B cell, immunoglobulin heavy chain, 

oligoclonal expansion, superantigen, conventional antig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