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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IVIG는 1 ~ 2g/kg 고농도의 양으로 매 3주 간격

DC-SIGN 매개 Intravenous
immunoglobulin(IVIG) 항염증효과 유발 기작 연구

으로 투여해야 하는 고비용이 드는 치료제이다. 따라서 IVIG
의 항염증 효과를 모방하는 저 비용, 고효율의 물질을 찾아
내기 위해 IVIG에 의한 항염증효과 유발 기작연구가 활발하
게 진행되고 있다. 2008년도 12월 미국 락커펠러대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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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acting with C1q. Kang YS, Do Y, Lee HK, Park 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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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 Cell. 2006 Apr 7;125(1):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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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ing from Fc sialylation. Kaneko Y, Nimmerjahn F,
Ravetch JV. Science. 2006.
A novel role for the IgG Fc glycan : the anti-inflammatory
activity of sialylated IgG Fcs. / Anthony RM, Ravetch
JV. J Clin Immunol. 2010.
Intravenous gammaglobulin suppresses inflammation
through a novel T(H)2 pathway. Anthony RM,
Kobayashi T, Wermeling F, Ravetch JV. Nature. 2011.

Ravetch그룹에서 SIGN-R1과 사람 유사수용체인 DCSIGN이 IVIG의 항염증작용에 필수적인 alpha2,6sialylated IgG Fc를 인식하는 수용체임을 밝혀내었다
(Proc Natl Acad Sci U S A. 2008 Dec 16;105(50):195718). 그리고 2011년도 같은 그룹은 IVIG 주입 후에 IVIG의
sialylated Fc가 DC-SIGN을 발현하고 있는 단핵세포에 결
합하여 IL-33를 생성하고, IL-33은 FcεRI+ innate 백혈
구를 활성화 시켜 IL-4를 생성시킨 후, 대식세포의 FcRIIb
를 증가 시키고 이로써 염증반응 유발을 위해 요구되는 역치
값을 증가시킴으로써 염증반응이 쉽게 일어나지 못하도록
함을 규명하였다.
병원균의 침입에 대비하여 포유동물의 면역시스템은 2 단
계의 방어계획을 진화시켰다. 그중 1단계는 혈액 내 보체, 중
성구, 단핵구 등과 대식세포가 주로 활약하는 선천성 면역

염증은 류마티스관절염 등 다양한 만성염증성질환의 주요
원인이다. IVIG는 만성염증성질환의 획기적인 치료제로써
널리 쓰이고 있다.IVIG에 대한 강력한 항염증효과는 1981년
에 확인되었고, 그 이후 2004년에는 미국에서만 다양한 자
가면역질환의 치료를 위해 오백만 달러에 달하는 IVIG 4백
만g이 사용되었다 . IVIG는 대표적으로 자가면역질환들의
치료 이외에도 그림 1에서와 같이 면역성 피부질환, 암관련
질환, 면역성 혈액질환, 선천성 면역질환 및 다양한 면역성
신경질환 등에 폭 넓게 사용되고 있으면 현대에 들어와 그
응용 폭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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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IVIG의 임상 사용 예

Molecular and Cellular Biology News

(Innate Immunity)시스템이고, 2단계는 항체를 만드는 B

는 데, 이는 보체를 억제하는 부분을 분해해 버려 활성을 가

세포와 이를 도와주는 T세포, 수지상세포, 대식세포 등이 주

진 부분을 드러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보체의 활성화

요한 역할을 하는 후천성 면역(Adaptive Immunity)시스템

과정은 단계적으로 연쇄반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보

이다. 선천성면역 반응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몸

체활성화의 단계과정 (complement activation cascade)이

안에 침입한 병원체들을 빠른 시간 안에 인식하는 것이다.

라고 부른다.

면역반응에 관여하는 세포의 표면에는 이러한 병원체들을

면역보체들은 세가지의 보체활성화 경로들 (Classical,

인식하는 매우 다양한 수용체들 (C-type lectins,

Mannan-binding Lectin, 및 Alternative Complement

scavenger receptors, leucine-rich proteins, 및

Pathway)을 통해 작동함이 알려져 왔다. 이미 매우 잘 알려

integrins 등)이 있다. 이들 중 특히 세균점막에 존재하는 반

져 있다. 이러한 세 경로에 의해 보체가 활성화되면 보체에

복되는 구조의 당단백질이나 탄수화물 등을 인식하는 반복

의해 세균과 같은 미생물이 파괴되어 미생물이 제거된다

유형인식 수용체들(pattern recognition receptors)의 연구

(lysis). 보체가 활성화되는 과정 동안 얻어지는 여러 가지의

가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단백질들은 세균과 같은 미생물이 보다 쉽게 숙주의 면역세

또한 선천성 면역의 중요한 작용 인자들 중 면역보체계

포에 의하여 제거되도록 만들 수도 있고 (opsonization), 또한

(complement system)이 있다. 면역보체계를 구성하는 보

염증반응을 촉진할 수 있으며 (activation of inflammation),

체 단백질들은 대부분 간세포 (hepatocyte)에 의하여 만들

항원-항체 복합체가 제거되도록 만들 수도 있다 (clearance

어지며, 대부분 활성이 없는 전구단백질 (zymogen, 전효소)

of immune complex). 또한, 보체활성화 과정동안 생성된

상태로 혈액에 존재한다. 면역보체들은 항원이 들어오게 되

다양한 보체 단백질들은 숙주세포에 결합하여 숙주세포가

면 보체의 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데, 이는 활성이 없는

면역반응을 받게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보체의 활성화는

보체의 전구 단백질 (전효소)들이 항원에 의하여 연쇄적으로

언제나 잘 조절되어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형태로 나타나

활성화된 효소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보체의 활성화과정은

야만 한다. 이를 위하여 많은 종류의 보체활성화 조절단백

단백질 분해효소 (proteolytic enzyme)의 작용으로 나타나

질들이 혈액 중에 만들어지기도 하며, 세포 표면에도 비정상
적인 보체의 작용을 막을 수 있는 표면 단백질들이 만들어져,
보체의 활성화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있다.
DC-SIGN (Dendritic Cell-Specifc ICAM-3 Grabbing
Non-Integrin)과 그 생쥐 유사수용체인 SIGN-R1 (DCSIGN-Related gene 1)은 선천성면역계에 중요한 C-type
lectin 군에 속한다. 그 중 DC-SIGN은 인체에 침입한 병원
균을 인식하여 T림프구에 전달해주는 전문적인 항원제시세
포(antigen presenting cell, APC)인 수지상세포의 세포막
에 존재며 이곳에서 HIV-1, HCV, CMV, Ebola virus,
Dengue virus 등의 바이러스와 Mycobacterium

tuberculosis, Candida albicans, Leishmania pifanoi 등
과 같은 다양한 세균을 인식함으로써 선천성 면역 반응을 유
그림 2. DC-SIGN/SIGN-R1 매개 IVIG 항염증효과 기작

도하는데 일차적인 작용을 한다. 사람에서 DC-SIGN 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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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기존의 고전적보체활성화경로 (A) 와 새롭게 밝혀진4번째 SIGN-R1매개 고전적보체활성화경로 (B)

내 기능연구를 위해 생쥐 유사수용체들이 탐구되었고, 이를

있게 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통해 SIGN-R군 (SIGN-R 1 ~ 8)이 발견되었다. 본 저자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IVIG의 항염증효과 유발을 모방하는

미국 락커펠러대학의 2012년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대체물질의 발굴 및 개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고 랄프 스타인만 교수님의 지도 하에 SIGN-R1이 비장의

본 연구실에서도 최근 IVIG가 huDC-SIGN/SIGN-R1와

white pulp 주변 marginal zone의 대식세포에 발현하고,

결합하여 특정 세포신호전달 경로를 자극하고, 이를 통해 항

폐렴균 점막다당질 유형14번에 대한 특이적인 수용체 역할

염증성 싸이토카인들을 직접적으로 생성함을 확인하고 . 따

을 하면서, 보체인 C1q와 결합하여 보체활성화 경로 중 하나

라서 저분자화합물, 천연물 유래 다당체들 및 당단백중합체

인 classical complement pathway를 활성화시킨다는 것

들로 부터 huDC-SIGN/SIGN-R1 결합물질을 탐색하여 항

을 밝혀내었다 (그림 3). 이를 통해 세포막 고정 C-type

염증효과를 유발하는 IVIG 대체물질을 발굴하는 연구를 수

lectin에 의해 매개되는 전혀 새로운 제4 보체활성화 경로가

행 중에 있다. 특히 한국파스퇴르연구소 (Institut Pasteur

있다는 것을 세계 최초로 밝혀내었으며 선천성 면역 관련 수

Korea, IPK)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한국파스퇴르가 소유하

용체와 보체가 생체 내에서 매우 긴밀하게 협동하고 있음을

고 있는 200,000만개 이상의 저분자화합물을 대상으로

보여주었다. 또한 이를 통해 기존에는 전혀 별개의 분야로

IVIG 효과 유발물질을 탐색 중에 있다.

독립적으로 연구되어지고 있던 선천성면역 수용체 연구 분
야와 면역보체 연구 분야를 한 분야로 융합시켜 이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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