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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역학은 무엇인가?

(1) 면역학의 기본 개념

면역학 (Immunology) 이란 외부 병원균에 대한 우리 몸의 방어 기작 체계에 대한 학문을 통틀어 지

칭하는 말이다. 우리 몸의 방어 기작 체계를 면역 시스템 (Immune system)이라고 한다. 면역 시스템

은 자신 (self)과 남 (non-self)을 구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에 대해서는 면역 반응

(immune response)이 유도되지 않지만 남에 대해서는 면역 반응이 유도된다.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의 외부 병원균이 우리 몸 안에 침투하면 면역 시스템은 이를 감지하여 세균을 직접 죽이거나 세균에

감염된 세포를 죽이게 된다.

(2) 면역학의 역사와 업적

1796년 에드워드 제너 (Edward Jenner)가 천연두 백신 (smallpox vaccine)을 처음으로 소개함으

로써 우리 몸 안의 면역 시스템에 대한 개념이 확립되었다. 이러한 면역 개념이 소개된 이후로 다양한

외부 병원균에 대한 면역 반응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1901년 Emil von Behring 이 디프테리아 (diphtheria)에 대한 serum therapy 로 노벨 생리 의학

상을 수상한 이래로 면역학 관련 분야의 연구로 30명 이상의 연구자들이 노벨 의학상을 수상하 다.

다음 쪽의 표에서 보여지듯이, 항체 및 면역 세포에 대한 중요한 연구들을 수행한 과학자들이 노벨 의

학상을 수상하 음을 알 수 있다. 2008년 노벨 의학상 수상자들은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human

papilloma virus (HPV)를 발견한 Harald zur Hausen 과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

를 발견하고 이에 대한 치료법을 제시한 Luc Montagnier와 Francoise Barre-Sinoussi 다. 최근

노벨 의학상 수상자들의 연구가 특정 병원균에 대한 면역 반응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은 외부 병원균과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 간의 긴 한 관계가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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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역 반응의 결정 인자

우리의 면역 시스템이 자신과 남을 구분하지 못하거나

남에 대해 과도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 즉, 면역 시스템이

고장이 날 경우 이로 인해 질병이 유발된다. 자가면역질

환 (autoimmune disease)은 면역 시스템이 자신을 남으

로 오인하여 자신의 몸을 공격함으로써 발생되는 질병이

며, 과민반응 (hypersensitivity)의 하나로 알려져 있는

알러지 (allergy)는 면역 시스템의 과도한 반응으로 인해

유도되는 질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역 과잉 반응

을 억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면역 반응을 면역 관용 (tolerance)라고 한다. 따라서 우리 몸의 면역 시

스템이 원활하게 작용하기 위해서는 면역원성 (immunity)과 면역 관용 (tolerance)가 시기적절하게

조화 (balance)를 이루어야 한다. 

2. 숙주와 병원균 간의 상호 작용

(1) 외부항원을 감지하는 숙주의 면역 시스템

우리 신체에 침투하여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병원균으로는 박테리아 (bacteria), 기생충 (parasite),

바이러스 (virus), 곰팡이균 (fungus) 등이 있다.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은 이러한 병원균들을 외부항

원 (non-self antigne)으로 인식하게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주조직 적합성 단백

질 (Major Histo-Compatibiligy I)이다. 이 단백질은 여러 가지 타입으로 분류되는데 자신 (self)의

모든 세포에서 특정한 타입이 발현되기 때문에 병원균에 존재하는 다른 타입의 MHC I 은 우리 몸의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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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시스템에 의해 외부항원 (non-self)로 인식된다. 또한 병원균이 보유한 특이한 단백질 부분이 숙주

내의 면역 시스템에 의해 인지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부분의 펩타이드들을 에피토프 (epitope)라고 명

명하며 보통 자신의 MHC에 구조적으로 알맞게 위치하게 된다. 따라서 MHC 와 epitope는 자신 (self)

과 남 (non-self)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두가지 요소라고 할 수 있다.

(2) 면역 반응 생성 과정

병원균에 대해 우리 신체의 면역 시스템은 두 가지 방

어 기전을 가진다. 첫째는 병원균에 대한 즉각적인 방어

를 담당하는 선천면역 (innate immunity)이며, 둘째는

병원균의 특정 항원에 대한 특이적인 항체나 세포를 생성

하여 기억하는 후천면역 (adaptive 혹은 acquired

immunity)이다. 선천면역은 병원균 특이적인 구조를 인

식하는 수용체를 이용하여 감염 세포를 죽이거나 세포독

성 물질을 분비함으로써 작용한다. 이에 비해 후천면역은

앞서 기술했던 병원균의 에피토프를 인식하는 세포를 이

용하여 강력하고 지속적인 면역반응을 유도한다. 후천면

역은 크게 B 세포의 활성으로 생성되는 체액성 면역반응

(humoral immune response)과 T 세포의 활성이 중심이 되는 세포성 면역반응 (cell-mediated

immune response)으로 나눌 수 있다. B 세포의 활성은 항원 특이적인 항체 (antibody)의 생성으로

이어지며T 세포활성은T 세포자체의독성화및독성물질생성으로이어져감염된세포를사멸시킨다. 

3. 면역장기 및 면역세포의 종류

(1)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장기의 종류, 특징, 위치

인체의 면역 시스템에 존재하여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세포들은 특정 기관에서 생성되어 분화 과정을

거쳐 신체의 각 장기로 이동하여 그 역할을 담당한다. 면역 장기는 주 면역장기 (primary lymphoid

organ)과 보조 면역장기 (secondary lymphoid organ)로 나눠지는데, 주 면역장기에서는 주로 면역

세포가 만들어 지거나 분화되며 이렇게 생성된 대부분의 면역세포들이 이동하여 머물러 있는 장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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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면역장기이다. 주 면역장기로는 B 세포 및 T

세포가 만들어 지는 골수 (bone marrow)와 T 세포

의 분화가 일어나는 흉선 (thymus)가 있으며, 보조

면역장기로는 감염 초기에 신속히 반응하기 위하여

몸 구석 구석에 위치해 있는 각종 림프절 (lymph

nodes)이 있다. 즉, 비장 (spleen), 편도선

(tonsils), 인두편도선 (adenoids), 페이어스패치

(Peyer's patches), 맹장 (Appendix) 등이 보조 면

역장기에 속한다.

(2) 면역세포 분화 과정 설명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모든 면역세포들은 골수에

있는 조혈모세포 (hematopoietic stem cell)로부

터 분화하여 크게 림포이드계열 전구세포 (lymhoid

progenitor cells)와 미엘로이드계열 전구세포

(myeloid progenitor cells)가 된다. 림포이드계열

전구세포는 다시 분화하여 후천면역을 담당하는 T

세포 및 B 세포 등이 되며, 미엘로이드계열 전구세

포는 분화하여 대식세포 (macrophage), 호산구

(eosinophil), 호중구 (basophil), 호염기구

(basophil), 과립거대핵세포 (megakaryocyte), 적

혈구 (erythrocyte) 등이 된다.

4. B 림프구와 T 림프구

병원균 감염이 개시된 이후 가장 먼저 생성되는

면역반응을 선천면역반응 (innate immune

response)이라고 한다. 선천면역반응은 주로 병원

균을 직접 인식하는 대식세포나 수지상세포에 의해

서 일어난다. 이후 선천면역반응에 의해서도 제거되

지 않은 병원균을 제거하거나 병원균 감염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일어나는 반응이 후천면역반응

(acquired immune response)이다. 후천면역반응

에 관여하는 세포는 B 림프구와 T 림프구이며 이들

세포는 각각 항체를 생성하는 체액성 면역반응

(humoral immune response)과 감염세포 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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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하는 세포성 면역반응 (cellular immune response)을 유도한다고 알려져 있다. 세포성 면역반응

을 좀더 세분화하면 대식세포나 B 림프구의 기능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CD4 T 림프구 (헬퍼 림

프구)와 감염세포 살상을 유도하는 CD8 T 림프구 (세포독성 림프구)로 나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