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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반응이나 염증반응이 거의 없는 기관으로 알려져 왔으나

서론
염증반응(inflammatory responses)은 미생물의 감염이
나 외부의 손상으로부터 생체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기전으
로 로마의 의사였던 Celsus의 염증에 대한 기술이 현대 의학
교과서에 실려있듯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염증
반응은 비교적 최근에 많은 발전이 이루어진 면역학의 발전
과 더불어 선천면역이라는 개념과 질병과의 연계로 인하여
조명을 받고 있다. 면역반응의 고전적인 개념, 즉 자기

이러한 뇌에도 신경교세포(neuroglial cells)라는 자체의 면
역/염증세포가 존재하며 이들이 면역/염증반응을 담당하며
이러한 반응이 적절하게 조절, 종결되지 않으면 뇌기능을 담
당하고 있는 신경세포의 기능이상을 초래하는 뇌질환의 병
태생리로 작용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뇌에서의 염증유발 물질 및 염증신호

(self)-비자기(nonself)의 개념에서 진 일보하여 최근에는

뇌에서의 염증/면역반응에 대한 연구는 말초의 염증반응에

면역반응을 위험(danger) 또는 손상(damage)에 대한 반응

기초하여 연구되어 왔다. 특히, 뇌의 염증/면역반응의 내인적

으로 보는 시각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자기-비자기의 개

유발인자가 확인되지 않아 말초의 대식세포(macrophage)와

념으로는 설명이 어려웠던 자가면역질환 등의 병태생리를

의 대한 연구를 벤치마크하여 진행되어 왔다. 즉, 대식세포

설명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

를 활성화 시킨다고 알려진 박테리아나 진균 세포막 성분인

의 발전은 비교적 외부의 침입이 어려운 뇌에서도 면역/염증

lipopolysaccharides (LPS)나 zymosan 또는 염증성 사이

반응이 일어나며, 따라서 적절히 조절되어 종결되지 못한 면

토카인인 tumor necrosis factor(TNF)-α나 interferon

역/염증반응이 퇴행성 뇌질환의 병태생리로 작용할 수 있다

(IFN)-γ를 이용하여 신경교세포를 활성화 시켜 연구를 진행

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뇌는 외부의 세균이나 이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물질들은 미생물에 감염되지 않은 상

물질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특수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면

태에서 뇌에 존재하기 어려우므로 질환의 병태생리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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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적절한 모델은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자들

발물질로 보고된 gangliosides, chromogranin 및

은 뇌질환의 모델로 사용할 수 있는 내인적 활성물질을 찾고

thrombin등이 NFκB, MAPKs를 경유하여 염증반응을 유

자 하였으며 대상물질로 생각된 것이 신경세포 손상 시 세포

발한다는 것이 보고되었다. 활성제와 세포종류에 따른 뇌염

막이나 세포의 성분이 유리되어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

증반응의 로드맵을 작성하려는 시도에서 새로운 염증신호를

로 신경세포막 성분인 gangliosides , cromogranin 등이 보

찾으려는 노력이 경주되고 있으며 이는 염증신호가 자극이

고되어 사용되고 있다. 또한 최근의 연구결과, 퇴행성 뇌질

나 조직-특이적인 특징을 나타내므로 이를 특이적으로 조절

환의 경우, 장기적인 뇌혈관장벽의 누수 (blood-brain

하거나 교차신호를 차단함으로써 상승효과를 얻을 수 있으

barrier leakage)가 보고됨에 근거하여 혈액내의 일부 성분

리라는 의도에 기반을 두고 있다. 뇌에서의 새로운 염증신호

이 뇌 실질 내로 들어오게 되면 이들 물질이 뇌의 염증반응

로 본 연구자들도 Janus kinase-Signal Transducers and

을 유발할 것이라고 생각되어 혈액성분 중 신경교세포 활성

activators of transcription (Jak-STAT) signal을 확인하

유발 물질을 찾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thrombin3,

였으며1,9 LPS, IFN-γ 뿐 아니라 gangliosides, thrombin

prothrombin4, plasminogen5, tissue plasminogen

등에 의해서도 Jak-STAT 염증신호가 활성화 된다는 것을

activator 등이 신경교세포를 활성화 시키는 물질로 보고되

확인하였다. 사이토카인이나 기타 활성제에 의하여 각각의

었다. 또한 대표적인 퇴행성 뇌질환인 알츠하이머병과 파킨

수용체가 활성화되면 활성화 된 수용체는 세포막 근처의

손병의 공통인자로 생각되는 응집단백(aggregated

Jak을 활성화시켜 수용체로 끌어오게 된다. 수용체로 이동

protein), 또한 신경교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주요 물질로 작

해 작용을 하게 되면 더욱 활성화되며 인근의 STAT 분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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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다는 연구결과들이 다수이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서서
7,8

히 장기적으로 염증반응이 유발 진행되고 정상적으로 종결
되지 않아 병태생리로 작용한다면 이를 억제하여 질환을 예
방 또는 진행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특히, 염증반응이 퇴행성질환들의 직접적인 원인을 아닐지
라도 주요 진행인자로 작용한다는 최근의 연구결과들은 염
증반응의 조절을 통하여 퇴행성질환의 예방이나 치료에 응
용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Jak-STAT, 뇌의 염증신호
그렇다면 이러한 활성물질들에 의해 신경교세포가 활성화
되고 뇌의 염증반응이 유도된다면 어떤 신호전달계를 경유
하여 염증반응이 일어나게 되는가하는 의문이 생기게 된다.
뇌에서의 염증신호에 대한 연구 역시, 말초의 염증세포에서
의 신호전달계를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대표적인 염증신호
로 알려진 nuclear factor kappa B (NFκB) 와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s(MAPKs)가 신경교세포에서도
LPS 등에 의해 활성화됨이 보고되었고 뇌의 내인적 염증유

그림 1. Jak-STAT 신호전달계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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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시키게 된다. 활성화된 STAT은 전사인자로 작용해
STAT 결합부위를 가진 염증성 유전자의 발현을 유발하여
염증매개물의 생성을 촉진시켜 염증반응을 활성화하게 된다
(그림 1)10.

Jak-STAT, 항염증 타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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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수용체, 항염증 타겟
대표적인 항염증작용을 가진 약물의 하나가 glucocorticoid
수용체(GR)을 통하여 작용하는 스테로이드이다. 많은 약물
의 개발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잘되지 않는 자가면역질환이
나 염증성 질환의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이다. 놀라운 임상효
과에도 불구하고 그 정확한 작용기전이 알려진 것은 최근의 일

이와 같이 Jak-STAT 신호전달계가 염증신호로 작용할

이다. 특히 분자적 수주에서의 항염증기전인 transrepression

수 있다는 것이 신경교세포를 이용한 세포모델에서 확인되

에 대한 연구는 최근의 전사조절기전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

었으므로 다음으로 Jak-STAT signal 활성을 억제할 수 있

이 밝혀지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 GR은 대표적인 핵수용체

는 타겟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첫단계로 기존의

로 스테로이드의 대표적 작용인 다당류와 지질대사 조절은

항염증작용이 보고된 약물이나 물질 중 Jak-STAT 신호전
달계의 단백이나 효소에 작용하여 억제작용을 나타낼 수 있
는 물질을 확인하고 그 자세한 기전을 밝히는 연구를 진행하
였다. 여러 가지 물질과 약물들을 스크리닝한 결과, 항염, 항
암작용이 보고된 커리의 주성분인 curcumin11 이나 항염 프
로스타글란딘인 15-deoxy-delta 12, 14 prostaglandin J2
(15d-PGJ2)12의 항염증작용이 STAT 염증신호를 억제하여
염증반응을 억제함을 확인하였다. Jak-STAT신호는 생체
내에서 여러 가지 성장인자, 사이토카인들의 작용을 매개하
는 매우 중요한 신호계이므로 체내에서 네가티브 피드백이
잘 발달되어 조절되고 있다. 내인적으로 작동하는 네가티브
피드백으로는 탈인산효소인 포스파타제와
SOCS(suppressor of cytokine signaling)와 같은 억제단
백이 있으며 curcumin이나 15d-PGJ2의 억제효과 역시 이
러한 탈인산효소의 활성이나 억제단백을 유도하여 나타나는
효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SOCS 단백군에는 많은
단백이 서로 다른 Jak-STAT 신호전달계를 조절하므로 이
들이 관여하는 생리현상을 선택적으로 또는 시너지를 가지
고 조절 할 가능성이 높다. 아직 많은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하겠지만 아스피린과 같은 이미 사용 중인 항염증 약물들의
약리작용의 하나의 기전으로 억제단백인 SOCS가 매개하는
작용들이 보고13되어 있으며 이를 응용하여 SOCS단백을 발
현시켜 염증반응을 억제하고자 하는 약물의 개발이 시도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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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GR의 대표적인 항염증기전14

스테로이드에 의해 활성화 된 GR이 다이머를 이루어 전사조
절인자(transcription factor, TF)로 작용, 관련 유전자의
발현을 유도한다. 항염증작용의 경우는, 대사관련 작용과는
달리 염증관련 매개물의 유전자들은 GR이 결합할 수 있는
시퀀스(GRE, GR-responsive element)를 가지고 있지 않
으므로 간접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즉, 전사인자와 함께 전
사를 촉진시키는 전사보조인자(coactivator)의 결합을 억제
하거나 전사억제인자(corepressor)와의 결합을 유도하여 전
사를 억제하는 방법을 통하여 전사조절에 관여하며 이러한
기전을 transrepression 이라고 한다(그림 2)14.
스테로이드 수용체 이외에 다른 핵수용체들도
transrepression에 의하여 항염작용을 나타내는 것이 보고되

그림 3. LXR 리간드의 항염증기전16

어 있다. 지질대사나 지방세포의 분화에 관여하는 대표적인
핵수용체인 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발현을 억제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며 이러한 STAT과

receptor(PPAR) α와 γ, 역시 항염작용을 가지고 있음이 확

LXR의 결합에는 SUMOylation이 결정적 역할을 담당한다

인 되었으며 cholesterol 의 운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

는 것을 확인하였다. LXR이 STAT과 결합하게 되면 왜 해

는 liver X receptor (LXR)의 항염증작용이 대식세포, 혈관

당 유전자의 promoter에 결합하지 못하는 가 하는 부분은

내피세포 등에서 보고되었다. 특히, GR, PPAR과 LXR에

아직 자세한 기전이 밝혀져 있지 못하다. 그 하나의 가능성

의한 transrepression 과정에는 sumoylation과 같은 단백

으로 핵수용체 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기전이 제시되고 있다.

번역 후 조절과정(posttranslational modification)이 관여

즉, 위에 언급한 핵수용체들은 다른 주요 신호전달물질과 결

되어 신호나 조직에 따라 다르게 염증반응을 조절함이 보고

합할 뿐 아니라 핵수용체 끼리 결합할 수 있다고 보고되어

되었다. 말초의 염증세포에서 뿐 아니라 중추신경계에서도

있다. 우리 연구팀에서도 LXR이 STAT 전사인자를 해당 유

핵수용체들이 항염증작용을 나타낸다는 것이 우리 와 다른

전자의 promoter에 결합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전을 연구

연구자들 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도 전사 후

중이며 하나의 가능성으로 고아 핵수용체(orphan nuclear

조절이 관여하여 특이적으로 염증반응을 조절할 수 있다는

receptor)인 short heterodimer partner(SHP)와의 결합

것이 보고되었다. 본 연구자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신경교

에 의한 억제기전에 대하여 연구 중이다. 그 주요 이유로는

세포인 성상세포가 IFN-γ에 의하여 활성화되면 염증반응을

SHP는 고아 핵수용체이나 다른 핵수용체와 달리 DNA

유발하게 되는 데, 이때 oxysterol이 LXR를 통하여 항염증

binding domain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단백이므로 그 자체

작용을 나타내어 염증성 매개물질과 사이토카인의 발현을

가 직접 DNA에 결합하기 보다는 다른 핵수용체들과의 결

억제하게 된다. 대부분의 염증성 매개물질이나 사이토카인

합을 통하여 작용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자들의

은 그 promoter region에 핵수용체가 결합할 수 있는 부위

연구결과에서도 SHP에 의하여 LXR의 STAT1에 대한 억

를 가지지 못하므로 억제작용은 직접적인 작용이 아니라

제작용이 매개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unpulished

LXR이 STAT 전사인자와 결합하여 STAT이 염증매개물의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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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 후 조절, 항염증 타겟
앞에서 기술한 물질이나 약물들의 항염증 기전은 신호전
달물질을 억제하거나 염증물질의 발현을 transrepression
기전에 의해 전사단계에서 발현을 억제하였다. 그러나 염증
반응을 매개하는 염증매개물과 사이토카인들은 미생물이나
손상을 유발하는 신호가 오게 되면 빠르게 대량으로 생산,
분비되어야 하는 특징을 가지므로 염증매개물들은 전사 후
RNA단계에서 조절을 받고 있는 물질들이 많다18. RNA단계
에서 조절을 받게 되는 mRNA 전사물들은 ‘
3 untranslated
(UTR) region에 AU-rich element(ARE)를 가지고 있어 불
안정한 상태의 RNA로 존재하므로 전사 후 단계에서 그 발
현이 조절된다. 전사 후 조절 기전으로 다양한 RNAbinding protein (RBP)와 마이크로RNA가 잘 알려져
있다. 염증매개물 생성을 매개하는 대표적인 효소인
cyclooxygenase(COX)-2,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iNOS)와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TNF-α,

기

고

granulocyte-macrophage colony-stimulating factor
(GM-CSF), interleukin(IL)-1, IFN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와 같이 염증매개물질과 사이토카인들은 전사단계에서 뿐
아니라 전사 후 단계에서 그 발현이 조절되므로 염증을 조절
하기 위한 약제들의 표적 역시, RNA에서 단백을 형성하는
과정인 mRNA의 안정성과 파괴(decay), 번역과정
(translation) 중에 작용하는 여러 단백이나 효소일 수 있다.
물론 현재까지 이러한 과정을 타겟으로 하는 약물로 임상적
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없으나 최근 RNA 대사에 관한 연
구가 활발해지면서 RNA의 생성과 소멸과정에 관한 자세한
기전이 밝혀지게 되면 이를 겨냥한 새로운 타겟이 발굴될 것
으로 기대된다. 우리의 연구결과19에서도 항염증작용이 알려
진 eicosanoid인 ETYA(5,8,11,14-eicosatetra ynoic acid)
의 경우 항염증기전으로 MAPKs를 조절하는 MAPK
phosphatase인 MKP-1의 발현에 기인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그리고 MKP-1의 발현증가는 전사단계보다는 mRNA의
안정성을 증가시킴시켜 MKP-1의 단백발현이 증가되어 나
타나는 현상임을 확인하였다. MKP-1의 발현이 증가되면
Jun N-terminal kinase(JNK)의 인산화를 억제하여
JNK-의존성 염증 매개물의 발현이 억제되어 나타나는 현상
임을 확인하였다(그림 4). 재미있는 현상은 MKP-1의 발현
을 유도하여 항염증작용을 나타내는 몇 가지 약물들의 기전19,20
을 비교한 결과 각기 다른 기전을 통하여 MKP-1의 발현을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대표적인 항염증약물인 스
테로이드 화합물의 경우, MKP-1 단백을 제거하는 프로테아
좀 기구를 억제시켜 MKP-1 단백발현을 증가시킴을 확인하
였다.

핵수용체를 이용한 조직-, 자극-특이적인 염
증반응의 조절
염증반응은 신체의 거의 모든 조직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며 특히, 생체를 외부로부터의 미생물의 감염이나 위험으로
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염증반응의 조절을
그림 4. ETYA의 항염증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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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의 치료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조절기전을 정확히 밝

그림 5. 자극-, 조직-특이적인 전사복합체 구성과 GR의 선택적 억제작용의 기전21

히고 이에 기반하여 원치 않는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특이

째는 LXR의 경우 α와 β의 두가지 아이소타입(isotype)이

적인 조절기전의 규명이 선행되어야 한다. 과연 이것이 가능

존재하며 이들의 조직내 분포가 다르므로 이를 이용하여 조

할까? 항염증제로 사용되고 있는 COX 억제제들은 위장계에

직-특이적인 조절이 가능하다. LXRβ는 대부분의 조직에 분

대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하여 COX 효소의 isotype의 조직

포하고 있는 반면, LXRα는 주로 지방의 대사나 이동에 관

간 자극간 발현차이를 이용하여 COX-1에는 영향을 덜 미치

련하는 조직에 주로 분포하여 간에 가장 널리 분포하고 있다

고 COX-2를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약물들을 개발하여 사용

. 따라서 이러한 조직분포의 차이를 이용하여 특이적으로 조

하고 있다. 핵수용체를 항염증제로 응용하기 위해서는 대부

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조직이나

분의 핵수용체들이 체내의 대사작용에 관여하고 있는 중요

자극에 따른 전사복합체(transcriptome complex) 구성의

한 전사인자들이므로 대사에 대한 작용을 선택적으로 조절

차이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그림 5에서 보여주듯이 어떤 자

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실제로 유방암의 치료

극이냐 또는 어떤 조직에서 어떤 유전자를 발현시킬 것인가

에 이용되는 에스트로겐 수용체 억제제의 경우 조직에 따른

에 따라 전사복합체의 구성이 다르게 형성되므로 이에 따른

전사복합체 형성의 차이를 이용하여 골대사에는 영향을 미

차이를 이용하여 선택적 조절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21. 또

치지 않고 유선(mammary gland)의 에스트로겐 수용체 만

다른 가능성도 열려 있다. 즉, 자극의 종류나 조직 또는 발현

을 선택적으로 억제하여 유선이외의 조직에 나타나는 부작

되는 유전자의 종류에 따라 관여하는 신호전달계의 구성물

용을 최소화한 약제를 만들어 임상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질들이 서로 다른 번역 후 조절을 받게 되므로 이의 차이를

LXR과 같은 핵수용체의 경우도 조직과 자극 등에 대한 선택

이용하여 선택적 조절이 가능할 수 있겠다. 번역 후 조절의

적인 억제를 바탕으로 임상적용 가능한 항염증제를 만들어

종류로는 SUMOylation16,22, glycosylation과 같은 다양한

이용 할 수 있는 몇가지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생각된다. 첫

단백변형이 보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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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증반응과 염증조절 약물은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아
직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다. 특히, 최근의 면역학 분야
의 활발한 연구는 이를 기반으로 염증반응/염증조절약물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과 조절기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
다. 일부 신호전달물질이나 수용체를 타겟으로 하는 항체나
약물들이 임상적으로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사용되
고 있는 많은 항 염증약물의 경우, 우연한 사용되거나 경험
적으로 사용되는 약물이 대부분이다. 대표적인 비스테로이
드성 항염증약물(NSAIDs)인 아스피린이나 스테로이드의 경
유도 그 자세한 약리작용이 밝혀지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
이다. 염증반응의 조절을 질병의 치료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선택적 조절이 해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는 염증반응의 조절기전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확립되어야
한다. 특히, 염증반응이 관여하리라고 생각되는 질병들은 아
직 그 병태생리가 확실하게 규명되지 않아 염증반응이 어떻
게 질병의 진행이나 병인에 관여하고 있는지 질병 자체에 대
한 병태생리의 규명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자극
이나 조직에 따른 선택적 조절기전에 대해서 주로 언급하고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제시하였으나 이 외
에도 주요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즉 염증/면역반응
은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호와 손상의 두가지 면을
모두 가지고 있는 생리적 현상이므로 조직이나 자극에 대한
선택적 조절 이외에 양적, 시간적으로도 정확하게 조절되어
야 하며, 문제가 해결되고나면 반응이 종료되어야 한다. 따
라서 항염증약물의 작용도 양적, 질적 및 시간적으로 정밀하
게 조절되어야 질환의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다. 만일 약물
들이 염증반응을 조화롭고 정확하게 조절하지 못하면 치료
가 아니고 손상을 심화시키고 질병을 악화시키거나 새로운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염증반응의 조절을 통한 질
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해서는 염증반응에 대한 정확한 이해
가 선행되어야 하며 따라서 염증연구는 계속 진행되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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