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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배경: 영아기에 발병하는 염증성 장질환은 드물지만 임상적으로
심한 경과를 보이며 유전적 배경을 연구하는 데에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최근 IL-10 신호 전달 체계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interleukin-10 (IL-10), IL-10 receptor (IL-10R) 등 연관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세계적으로

보고가

보고되고
적고

일부

있다.
인종에

그러나
편중되어

아직까지
있으며,

한국인에서의 보고는 아직까지 없다. 여기서는 한국인 영유아 및
소아

염증성

장질환에서

IL-10

및

IL-10RA,

IL-10RB

돌연변이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발병 당시 연령이 10 세 미만인 40 명의 소아
염증성 장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의 임상적 자료를
수집하고, 혈액 시료에서 IL-10, IL-10RA, IL-10RB 유전자
직접 염기 서열 분석을 하였다.
결과: 7 명 (17.5%)의 환자에서 IL-10RA 돌연변이가 발견되었
다. 이들은 모두 발병 연령이 생후 1세 미만으로 발병 연령 1세
미만 환자 14명 중에서는 50% (7/14)에서 돌연변이가 확인되었
다. 생후 1세 이후에 발병한 환자 중에서는 돌연변이가 없었다.

IL-10RB와 IL-10에서는 돌연변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ILi

10RA

돌연변이는

각각

p.[R117H];p.[Y91C],

p.[R101W];p.[Y91C],

p.[R262C];p.[Y91C],

p.[R101W];p.[W69R],

p.[R101W];p.[R262C],

p.[R101W];p.[R117H] 및 p.[Y91C];-였다. 이들 중 p.[Y91C]
와 p.[W69R]는 기존에 보고되지 않은 새로운 변이였다. 이 외에
도 다형태로 IL-10RA에서 p.[R351G]와 p.[I224V]가 각각 40
명과 20명에서, IL-10RB에서 p.[K47E]가 31명에서 확인되었다.
확인된 돌연변이는 1세 미만의 발병 연령 (P = 0.000), 항문 주
위 누공 (P = 0.000), 장절제술 등 외과적 수술 여부 (P =
0.017) 및 조기에 수술을 받게되는 것 (P = 0.000)과 연관성을
보였으며, 1 세 미만에 발병한 IBD 환자에서 돌연변이가 있는 환
자와 없는 환자를 비교하였을 때, 돌연변이는 항문 주위 누공 (P
=0.021), 조기에 장절제술을 받는 것 (P =0.001)과 유의한 연
관이 있었다.
결론: IL-10RA 돌연변이는 영아형 염증성 장질환의 중요한 원인
의 하나임을 확인하였다. 돌연변이가 있는 일부 환자에서는 조혈
모세포 이식 등 새로운 치료법의 길이 열리게 되어, 영아형 염증
성 장질환 소아가 초기부터 심한 대장염, 항문 주위 누공 등의
소견을 보일 경우 IL-10RA 돌연변이를 감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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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염증성 장질환 (IBD)은 전체 환자의 약 10~15%, 크론병의
경우 약 25%가 18 세 이전에 진단을 받는다(1). 흔하지는
않지만 학동 전기 유소아 등 어린 연령에서 발병하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어린 소아에서의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생후 1 년 이내에 발병하는 소위 영아형 IBD 환자는 그
수가 매우 적어 전체 소아 IBD 환자의 1% 미만을 차지한다(1,
2). 영아형 IBD 환자군은 심한 임상적 경과를 보이고 면역억제
치료에 대한 반응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 4). 어린
나이일수록 환경의 영향을 적게 받은 상태이며, 유전적 영향이
강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들은 IBD 의 병인 연구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생후 0~2 세 사이에 진단된 IBD 환자에서는
직계 1 대 친족(first degree relative)에서 가족력의 빈도가
현저히

높았다는

(44%

대

19%)

연구가

유전적

영향의

중요성을 뒷받침하며(3), IBD 의 발병률이 인종 간 차이를
보이고,

일란성

쌍둥이에서

크론병이

발생할

위험은

36%,

궤양성 대장염의 위험도는 16%인 반면, 이란성 쌍둥이에서는
4%에 불과하다는 연구도 유전자의 영향을 강하게 시사한다(5).
유전적

영향에

관해

연구하려면
-1-

환자군의

나이가

어릴수록

유리할 것이나 매우 어린 연령을 기준으로 할 경우 환자군
확보가 어려워 연구를 하기 힘든 문제가 있다. 조기 발병 IBD 를
몇 세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다. 기존의
몬트리올 분류법에서는 진단 시 17 세 미만을

조기 발병

(A1)으로 분류하였는데, 이는 통상 소아 연령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근거에 기반한 분류가 아니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여
2009 년 파리 분류법이 제안되었다(6). 파리 분류법은 소아
환자의 임상적, 혈청학적 특징 등을 반영하여 A1 을 다시 진단
연령 10 세 미만의 A1a 와 10~17 세 미만의 A1b 로 세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파리 분류법에 기초하여 발병 시 10 세 미만 환자
군 전체를 대상으로 유전자 연구를 계획하였다.
1990

년대에

1996~2006
연구들이

년

IBD

의

동안은

진행되어

유전적

연관

IBD1

연관성이

유전자의

위치를

(NOD2/CARD15)

제기된
찾기

유전자나

후
위한
IBD3

유전자 등이 제시되었다(7). 연관 유전자로 보고되는 경우도
인종적

차이를

보여

NOD2/CARD15

유전자가

서구에서는

연관성이 있게 나오나 동아시아에서는 그렇지 않았고(8, 9),

SLC22A4, SLC22A5, DLG5 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서구와
동아시아에서

인종적

차이를

뚜렷이

보였다(10,

11).

IBD

유전학은 이후 Genome-wide association study (GWAS)로
이어져 별다른 가설이 없이도 수십 만의 SNP 를 분석, 정상인과
-2-

비교하여 새로운 유전자 후보들을 계속해서 보고하여

IBD 의

유전적 다양성은 더욱 넓어지고 있다. 소아에서도 Kugathasan
등(12)과 Imielinski 등(13)의 두 그룹이 북미, 유럽 등지에서
19 세 미만 소아를 대상으로 GWAS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대개의 후보 유전자는 성인에서의 결과가 소아에서 재현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GWAS 는 다수의 환자에서 발생하는 흔한
변이에만

집중하여

드물게

발생하나

심각한

기능성

결함을

가져올 수 있는 돌연변이는 확인하지 못할 수 있는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어린 연령에 심하게 발병하는 IBD 는 환자군이
적어 GWAS 에서 발견하지 못한 유전적 결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차세대 exome sequencing 은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여
GWAS

처럼

대규모의

환자-대조군이

아닌

소수의

대상

환자에서도 기능적 결함을 동반하는 유전 변이를 발견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14, 15). IBD 에서는 8 명의 소아
환자에서 targeted exome sequencing 을 하여 기존에 GWAS 로
알려진 169 개의 의심되는 loci 가운데에 104 개를 재확인한
연구도 있다(14).
GWAS 등 기존의 연구는 Interleukin-10 (IL-10), TYK2
와 STAT3 loci 등 IL-10 신호 전달 체계 유전자 위치가 IBD 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IL-10 신호 전달 체계의
중요성에 주목하게 되었다(16, 17). IL-10 은 장관 내 면역
-3-

항상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항염증 싸이토카인 중 하나로, 단핵구,
대식 세포, 수상돌기 세포, T 세포, B 세포, 과립구, 상피 세포,
비만 세포 등 여러 곳에서 분비되어 TNF-alpha, IL-1, IL-6,
IL-12 와 같은 pro-inflammatory 싸이토카인 분비를 제한하고,
IL-2, IFN-γ와 같은 Th1 싸이토카인 분비를 억제하여 대식
세포, T 세포, B 세포의 분화와 증식을 조절한다. 그럼으로써
과도한 면역 반응 및 조직 손상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IL-10 은 이합체화하여 두 개의 α-chain (IL-10 receptor 1)과
두 개의 β-chain (IL-10 receptor 2)에 결합하여 복합체를
형성하는데, IL-10R1 이 리간드 (ligand) 결합과 신호 전달에
주된 역할을 하고, IL-10R2 는 신호 전달에만 작용한다. 이
복합체에

의해

Janus

kinase

(JAK)1

과

tyrosine

kinase

(Tyk)2 가 활성화되면서 STAT3 와 결합할 (docking) 수 있게
한다. 이어 STAT3 가 JAK1 과 TyK2 에 의해 인산화되어 표적
유전자에서 발현하게 된다 (Figure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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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Interleukin-10 signaling pathway in inflammatory bowel disease

이와 같이 IL-10 의 신호 전달 체계에는 IL-10R1 과 IL10R2 가 필요하고, 이들 경로에 관여하는 유전자 증 어느 하나에
기능의

손실을

가져오는

돌연변이가

있으면

신호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IL-10 이나 그 신호 전달 체계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심각한 돌연변이는 장관 내 미생물과 숙주
간의 면역 체계의 균형을 깨뜨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IBD 와
같은 비정상적인 염증 반응을 보이는 질환의 병인이 될 수 있다.
IL-10 신호 전달 체계의 결함이 IBD 를 일으키는 구체적인
기전이나 창자 세포, 호산과립세포 (Paneth cell), 면역 세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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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세포 형태가 기능에 가장 중요한지 등이 명확히 밝혀진
것은 아니나, 기존에 IL-10 이나 IL-10R2 를 부호화 (encoding)
하는 IL-10RB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 쥐 모델에서 심한
대장염이 유발되었다는 연구가 있다(19). 최근 심한 증상으로
발현한 영아형 IBD 환자에서 IL-10R 와 IL-10RB 유전자
돌연변이에

대한

보고가

있은

이후(20),

전체

exome

sequencing 을 이용해 IL-10RA 의 이형접합 돌연변이를 확인한
연구가 있으며(15), 유럽을 중심으로 어린 IBD 환자에서 IL-10,

IL-10 receptor 의 돌연변이가 점차로 보고되고 있다(15, 2123). 그러나 아직 그 수가 충분하지 않고 전세계적으로 지역적
차이가 드러나지 않고 있어 이들 돌연변이의 인종에 따른 차이를
보는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

최근에는

이들

환자에서

조혈모세포 이식을 시행한 사례도 보고되고 있어(21), 유전자
분석을 통해 원인을 찾는 것은 새로운 치료법의 확립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소아에서 IL-10 및 IL-10RA, IL-

10RB

의

돌연변이

여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파리분류법을 기준으로 10 세 미만에 발병한 소아 IBD 환자군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 중에도 연령별, 특히 영아형 IBD 와 더 큰
소아 IBD 간의 유전적, 임상적 차이를 밝히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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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 빛 방법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서 IBD 로 진단받고 치료 중인 소아
환자들 중 발병 당시 연령이 10 세 미만이었던 환자 40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IBD 의 진단은 특징적인 임상 소견을 보이는
환자에서 상하부 위장관 내시경 및 조직학적 소견, 방사선
영상이나 캡슐내시경 등 소장에 대한 적절한 영상 검사를 포함한
표준적인 검사로 이루어졌다. 이들에 대하여 질환 분류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성별, 발병 연령 등을 파악하고, 파리분류법에
따라 장 침범 부위, 항문주위 질환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가족력, 내과적 치료, 장절제술 등 외과적 수술 여부와 수술 시
연령, 구강 궤양 여부, 감염력, 추적 관찰 기간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대상 환자 및 보호자의 서면 동의 하에 말초 혈액 시료를
채취하여

IL-10RA,

IL-10RB

및

IL-10

유전자

분석을

시행하였다. G-DEXTM genomic DNA extraction kit (iNtRON
Biotechnology, Seoul, Korea)를 이용하여 DNA 를 분리하였다.
중합효소연쇄반응 (PCR)을 위한 길잡이 (primer pairs)는 Salzer
등에 따랐다 (Table 1)(24). PCR 은 100 ng 의 genomic DNA 가
포함된 20 µl 에 각각의 길잡이 2.5 pmole 과 AccuPower® Pro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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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q PCR PreMix (Bioneer, Seoul, Korea)를 반응시켰다. PCR 은
94 °C 에서 5 분간 초기 변성시키고 (denaturation), 94 °C 에서
1 분씩 30 cycle 변성시켰으며, 표 1 의 온도에서 1 분간 단련
(annealing) 후 72 °C 에서 1 분간 확장(extension)시키고,
마지막으로 72 °C 에서 10 분간 확장시켰다. 증폭된 조각은 1%
agarose 젤 전기영동으로 분리 후, Qiaquick PCR purification kit
(Qiagen, Hilden, Germany)로 정련하였다. 모든 산물은 ABI
PRISM 3730XL Analyzer (Applied Biosystems, Foster City,
CA)로 염기서열을 분석하였다.
발견된

돌연변이가

기존에

보고되지

않은

경우

확인하기

위하여 100 명의 건강한 한국인 대조군 샘플의 염기 서열을
분석하였다.

참고적인

자료로

PolyPhen-2

(http://genetics.bwh.harvard.edu/pph2)(25)과

SIFT

프로그램
프로그램

(http://sift.bii.astar.edu.sg/www/SIFT_seq_submit2.html)(26)으로

분석하여

단백 기능에 결함이 있을지 예측하였다.
돌연변이와 임상상과의 연관을 분석하기 위한 통계는 SPSS
20.0 (IBM, New York, US) 프로그램의 Mantel-Haenszel
카이제곱검정, ANOVA 및 Kaplan-Meier 법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H-1210-08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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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imer sequences for candidate genes
Gene

Exon

Forward primer

Reverse primer

bp

℃

IL-

1

CGCTAGCGCCCCAGGACAG

GTTTGCGGGTTGGGGGTTTG

545

64

10RA

2
3

ATGTGCCCACTCTGCCCCTTACG
GGGCTGTCCCAGTTTCTCCCAATG

GGGCCCTCAGGCACTCACTTCATT
CCCAACCCACCCCAAGACCTCTC

377
542

61
61

4
5

CAAAGTCTCGGCGGGGACACC
AGGCCCACCAGCTCTCAGTGTCC

CCTCCTCTGCCCACCCACCAT
CCAGGTGCACGCGTTTTGGATT

388
302

61
60

6

CTTGGGCCACTCACTGAATGGTT

CCCACAGCGCTTGATGAAGGTAT

404

60

7
1

CCTTCCCCGGCAGCACTGG
GCGCCTTTCAAAGCTTGCGAGGAT

GCAGAGGAGCAGGCATGGCTAAAA
GGCCGTGGCGTTTGCATCTTCTCT

1048
442

63
65

2
3

ACCCACGTGGCCTTTGAAGACAT
CCAGTCAGCCTCAGGGAGAC

GTGGCCACGAGAATTTCCCAGAC
GGGCCCCAACATAGTCACAT

416
486

60
54

4
5

ACTTCCGTGGACTAATTGTTCTGC
AGTCCCCCAAAGTGCTGTGATTAC

CTTCAGGGAGGGAAAGGTCTG
GGGCGATAGATTTCTGAACTGAGC

494
575

55
57

6

TCTGAGACGTCCCCCAAGATAAAC

TGGGCAGCCCTAACTAGAAAGGAA

359

57

7
1

CCAGCCAGGAGTTCTGTGAAAA
GTGCCGGGAAACCTTGATTGTGG

TAGATGTGGGGCTGGCTCAGAT
GGGGGAATAGGTGTTGGGGATGG

382
435

57
60

2/3
4

GGGCATCAAAAAGACCGCATTTCA
CCACCAGCTTGTCCCCTAAGTGTG

CCCCCAACGCCTGCTCAAAGA
TGGCCGGCCAGCCTAACC

763
404

60
59

5

AGCATGAGGGAGGGGAGCCTATTT

GCGCCCGGCCTAGAACCAA

781

57

IL10RB

IL-10

℃, annealing temperature. From Salzer et al. Screening of functional and positional candidate genes in families with common
variable immunodeficiency. BMC Immunology 2008;9: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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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결 과
3.1. IL-10RA, IL-10RB, IL-10 유전자 분석 결과
총 40 명의 환자들 중 7 명 (17.5%)에서 IL-10RA 유전자
돌연변이가 확인되었다. IL-10RB, IL-10 유전자 돌연변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IL-10RA 돌연변이가 있는 7 명의 환자는 모두
생후 1 년 이내에 발병하여서, 특히 1 세 미만에 발병한 영아형
IBD 환자군 14 명 중 50% (7/14)에서 돌연변이가 발견되었다.
발병 연령이 1 세 이상 ~10 세 미만인 환자 (26 명)에서는
돌연변이가 없었다.

IL-10RA

돌연변이는

각각

p.[R117H];p.[Y91C],

p.[R101W];p.[Y91C],

p.[R262C];p.[Y91C],

p.[R101W];p.[W69R],

p.[R101W];p.[R262C],

p.[R101W];p.[R117H] 및 p.[Y91C];-였다 (Figure 2).
이들 중 c.[272A>G], p.[Y91C]와 c.[205T>C], p.[W69R]는
HGMD

및

NCBI

데이타베이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새로운

변이였다. c.[272A>G], p.[Y91C] 는 4 명에서 발견되었는데
다른

대립유전자에서

기보고된

돌연변이가

확인되었으며,

c.[205T>C], p.[W69R]는 1 명에서 발견되었고, 대립유전자에
기보고된

돌연변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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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72A>G],

p.[Y91C]과

c.[205T>C], p.[W69R]는 100 명의 건강한 한국인 대조군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Table 2). 단백 기능의 결함을 예측하는
PolyPhen-2

프로그램

(http://genetics.bwh.harvard.edu/pph2)(25)은

c.[272A>G],

p.[Y91C]와 c.[205T>C], p.[W69R]를 1.000 점으로 단백 기능
결함 (probably damaging)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SIFT
프로그램

(http://sift.bii.a-

star.edu.sg/www/SIFT_seq_submit2.html)(26)은

c.[205T>C],

p.[W69R]를

있을

0.00

으로

단백

기능에

결함이

것으로

예측하였고, c.[272A>G], p.[Y91C] 는 0.12 점으로 가능성이
높지 않게 예측하였다. 기보고된 c.[301C>T], p.[R101W]와
c.[784C>T], p.[R262C]는 PolyPhen-2 는 각각 1.000 과
0.999 로, SIFT 는 각각 0.01 로 결함이 있는 것으로 예측하였고,
역시

기보고된

c.[350G>A],

p.[R117H]는

PolyPhen-2

는

1.000 으로 결함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SIFT 는 0.17 로
결함 가능성을 높지 않게 보았다.
이 외에도 아미노산 변화를 동반한 변이로 IL-10RA 에서
c.[1051A>G], p.[R351G]와 c.[670A>G], p.[I224V]가 각각
40 명과 20 명에서, IL-10RB 에서 c.[139 A>G], p.[K47E]가 31
명에서

확인되었으나

이들은

다형태(polymorphism)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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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기보고된

정상

3.2. IL-10RA 돌연변이가 있는 소아 IBD의 표현
형의 특징
전체 환자의 발병 연령별 분포는 Figure 3과 같다. IL-10RA 돌
연변이가 확인된 7 명의 영아형 IBD 환자 중 6 명은 생후 1 개
월 이내에 발병하였고, 1 명은 생후 6 개월에 발병하였다 (0 일
~6 개월, 중앙값 생후 10일). 6명은 임상적으로 크론병으로 보고
추적

관찰한

환자들이었고,

1명은

Sanderson

등(27)이

‘intractable ulcerating enterocolitis in infancy’로 보고한 특징적
인 소견을 보여 치료받고 있었다. 7 명의 환자는 모두 (100%)
진단 초기에 직장-질 누공, 항문주위피부-직장 누공 등 항문 주
위 누공성 병변을 갖고 있었다 (Figure 4). 3명은 구강 궤양의 병
력이 있었다. 모든 환자는 부신피질호르몬제, 아자티오프린, 인플
릭시맙 등의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았다. 7 명 중 6 명 (85.7%)
의 환자가 면역억제제 치료의 반응이 떨어져 수술적 치료를 받았
다 (Figure 4). 5 명의 (71.4%) 환자는 생후 8 개월 ~ 5 년 사
이 (중앙값 2년)에 첫 번째 장절제술을 받았고, 5 명의 (71.4%)
환자는 생후 3 개월 ~ 2 년 사이에 (중앙값 14 개월) 첫 번째
회장조루술 또는 대장조루술을 받았다. 수술을 받은 6 명의 환자
중 5 명이 2회 이상의 반복적인 수술을 받았다. 3 명은 피부 모
낭염의 병력이 있었고, 3 명은 폐렴, 중이염, 수두, 구강 칸디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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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혈증 등의 반복적인 감염력이 있었다. ‘intractable ulcerating
enterocolitis in infancy’와 유사한 임상상을 보인 1 명은 두 명의
오빠가 같은 병력으로 신생아기에 사망한 가족력이 있었으며, 이
형제는 1995년에 국내 첫 ‘intractable ulcerating enterocolitis in
infancy’ 증례로 보고된 바 있다(28). 이 외에 IBD의 가족력은
없었으며, 7 명 환자의 부모 중 근친 결혼은 없었다.
영아기 발병 IBD 이면서 돌연변이가 발견되지 않은 다른 7 명
은 생후 2 주 ~ 6 개월 (중앙값 2 개월) 사이에 발병하였다. 이
들은 모두 임상적으로는 크론병의 특징을 보였다. 7 명 중 2 명
(28.6%)이 항문 주위 누공이 있었고, 7 명 중 3 명이 11 ~ 15
세에 면역억제제 치료의 반응이 떨어져 대장절제술을 받았다. 반
복적인 수술력은 없었다. 한 명은 피부 모낭염의 병력이 있었다.
이들 중 한 명은 형제가 5세에 발병하여 임상적으로 크론병으로
진단된 가족력이 있었으나 형제 모두 돌연변이는 확인되지 않았
다. 영아형 IBD 환자의 IL-10RA 유전자형과 임상상을 Table 3
에 정리하였다.
생후 1 세 이상~ 10 세 미만에 IBD로 진단된 나머지 26 명의
환자들 중 24 명은 임상적으로 크론병이고, 2 명은 임상적으로
궤양성 대장염이었다. 26 명 중 6 명이 (23.1%) 항문 주위 누공
이 있었으며, 3 명이 (11.5%) 대장절제술을 받았다. 앞서 기술한
형제 외에 25명 중 IBD의 가족력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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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10RA 돌연변이와 표현형의 관계를 분석하였을 때, IL10RA 돌연변이는 어린 발병 연령 (P = 0.000), 항문 주위 누공
(P = 0.000), 장절제술 (P = 0.017) 및 조기에 장절제술을 받게
되는 것 (P = 0.000)과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 1세 미만 영아
기 발병 IBD 환자군에서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와 없는 환자를
비교하였을 때에도 돌연변이 환자에서 항문 주위 누공의 발생률
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P = 0.021), 장절제술을 받는 비율에는
의미 있는 차이가 없으나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가 조기에 수술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01) (Table 4, Figure 5).
돌연변이와 장 침범부위는 통계적인 상관관계는 없었으며, 돌연
변이 유무와 관계없이 영아기 발병 IBD 환자가 영아기 이후 발
병환자에 비해 대장형 (파리분류법 L2)이 많고 대장-소장형 (파
리분류법 L3)이 적었다 (P =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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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hromatograms of patients with IL-10RA mutations. Affected
bases are marked with an arrow and their amino acid substitutions are
indicated. c.[301C>T], p.[R101W] in exon 3 (A), c.[272A>G], p.[Y91C]
in exon 3 (B), c.[784C>T], p.[R262C] in exon 6 (C), c.[350G>A],
p.[R117H] in exon 3 (D), c.[205T>C], p.[W69R] in exon 3 (E).

A.

B.

C.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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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enetic variants of IL-10RA, IL-10RB, and IL-10 in 40 Korean children with IBD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Children’s Hospital
Gene

Exon

Genotype

Detected numbers of allele

Database*

in 40 patients
IL-10RA

IL-10RB

Detected numbers of allele
in 100 controls

3

c.[301C>T], p.[R101W]

4

mutation

0

3

c.[350G>A], p.[R117H]

2

mutation

0

6

c.[784C>T], p.[R262C]

2

mutation

3

c.[272A>G], p.[Y91C]

4

novel

0

3

c.[205T>C], p.[W69R]

1

novel

0

7

c.[1051A>G], p.[R351G]

40

polymorphism

5

c.[670A>G], p.[I224V]

20

polymorphism

2

c.[139 A>G], p.[K47E]

31

polymorphism

* From genome HGMD and NC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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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Distribution of the age of onset in children with inflammatory
bowel disease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Children’s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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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Rectovaginal fistula orifice on the labium major (circle) in
patient 2 with infantile-onset Crohn’s disease with IL-10RA mutations
(4.1.). Fat-suppressed T2-weighted sagittal magnetic resonance image of
patient 2 shows a fistulous tract (arrow) between the anus and vagina.
Rectal tube is inserted for the study (4.2.). A large ulceration is found after
the colectomy and colostomy in patient 4 with infantile-onset Crohn’s
disease with IL-10RA mutations (4.3.). From Shim et al. European Journal
of Gastroenterology and Hepatology, 2013

4.1.

4.2.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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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Genotypes and phenotypic characteristics of children with infantile-onset inflammatory bowel disease
No.

Clinical
Diagnosis

Age of
Onset

Sex

IL-10RA Mutations

Location*

Perianal
disease

Surgery (age)

Followup
(years)

1

Crohn’s Disease 0 day

Male

c.350G>A (p.R117H)
c.272A>G (p.Y91C)

L2

Fistulae
Abscess

-

5

2†

Crohn’s Disease 3 days

Female

c.301C>T (p.R101W)
c.272A>G (p.Y91C)

L3

Fistulae

Fistulectomy and ileostomy (10 months)
Ileal resection and ileoileal anastomosis (5 years)

5

3

Crohn’s Disease 10 days

Female

c.272A>G (p.Y91C)
-

L2

Rectovaginal
fistulae

Colostomy (3 months),
Subtotal colectomy (8 months), Fistulectomy (16
months), Ileostomy (21 months)

9

4†

Crohn’s Disease 1 month

Male

c.784C>T (p.R262C)
c.272A>G (p.Y91C)

L3L4b

Fistulae
Abscess

Colon segmental resection, abscess drain and
colostomy (14 months), Colectomy and ileostomy
(30 months),
Total colectomy with ileal pouch-anal anastomosis (9
years)

9

5

Crohn’s Disease 1 month

Female

c.301C>T (p.R101W)
c.205T>C (p.W69R)

L2

Anovestibular
fistulae

Sigmoid colostomy (2 months), Fistulectomy and
anoplasty (2 months), Ileostomy (5 months)

2

6

Crohn’s Disease 6 months

Female

c.301C>T (p.R101W)
c.784C>T (p.R262C)

L2

Rectovaginal
fistulae

Fistulectomy and vaginoplasty (2 years),
Colectomy (2 years)

18

- 19 -

7†

Intractable
Ulcerating
Enterocolitis of
infancy

8

1 month

Female

c.301C>T (p.R101W)
c.350G>A (p.R117H)

-

Fistulae

Hemicolectomy and ileostomy (2 years)
Total proctocolectomy with ileal pouch-anal
anastomosis (13 years)

15

Crohn’s Disease 14 days

Male

Wild type

L2L4a

-

Proctocolectomy and ileostomy (15 years)

17

9

Crohn’s Disease 22 days

Male

Wild type

L2

-

Hemicolectomy (11 years)

16

10

Crohn’s Disease 2 months

Female

Wild type

L3

-

Hemicolectomy (11 years)

11

11

Crohn’s Disease 1 month

Female

Wild type

L3L4b

-

-

18

12

Crohn’s Disease 3 month

Male

Wild type

L3

Fistulae

-

4

13

Crohn’s Disease 6 months

Male

Wild type

L2

Fistulae
Abscess

Abscess drainage (5 months)

2

14

Crohn’s Disease 6 months

Male

Wild type

L3

-

-

17

*, According the Paris classification. L1, distal 1/3 ileum ± limited cecal disease; L2, colonic; L3, ileocolonic; L4a, upper disease proximal to Ligament
of Treitz; L4b, upper disease distal to ligament of Treitz and proximal to distal 1/3 ileum
†. Already

reported by Shim et al. European Journal of Gastroenterology and Hepatology,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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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 between IL-10RA mutations and phenotypes in
children with infantile-onset inflammatory bowel disease
Infantile-onset IBD with

Infantile-onset IBD

P value

IL-10RA mutations (n=7)

without mutations (n=7)

Age of onset

36.1 ± 64.8 days

83.7 ± 71.8 days

Perianal disease, n

7 (100%)

2 (28.6%)

0.021

Surgical

6 (85.7%)

3 (42.8%)

0.266

1.83 ± 1.71 years

12.3 ± 2.31 years

0.001

L2

5

L2

4

1.000*

L3

2

L3

3

L4b

1

L4b

1

treatments, n
Age at first
operation
Disease location, n

*, Statistical differences of the proportion of L2 and L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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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Survival period without surgical treatment by IL-10RA mutations
in total age group (5.1.) and in infantile-onset inflammatory bowel disease
group (5.2.)

5.1.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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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Glocker 등은 2009년에 영아기에 발병한 IBD 환자 4명에서 IL-

10RA 와 IL-10RB의 돌연변이를 최초로 보고하였다(20). 이는
IBD에서 기능의 결함을 갖는 유전자 돌연변이를 확인한 최초의 연
구로 다양한 유전적 배경을 갖는 IBD 중 멘델 유전에 따르는 환자
가 존재함을 밝혔다. 이 보고에서 근친 결혼한 터키인 형제에서

IL-10RB 에서 p.[W159X] 동종접합 돌연변이가 발견되었고, 부모
가 근친 결혼한 아랍인 영아에서 IL-10RA 에서 p.[G141R] 돌연변
이가, 백인종 독일인 영아에서 IL-10RA 에서 p.[T84I] 돌연변이가
발견되었다. 이들 4 명은 모두 생후 3 개월 ~ 1 년 이내에 심한 대
장의 염증과 항문 농양, 누공 등으로 발병하였고, 내과적 치료에 반
응이 없어 장절제술, 회장조루술 등의 수술적 치료를 받았다. 같은
연구진에서 이어 11 개월과 3 개월 영아에서 IL-10 유전자 돌연변
이를 발견하였고(29), Kotlarz 등(21) 같은 연구진의 후속 연구로
추가로 터키인, 라틴아메리칸, 아프리카인 3 명에서 IL-10RA 돌연
변이 p.[R101W], p.[Y57C], p.[R117H], p.[I169T] 등을 보고하고,
6 명에서 IL-10RB,

3명에서 IL-10 유전자 돌연변이를 확인하였

다. Begue 등(30)은 프랑스에서 생후 1 세 이전에 발병한 13명의
IBD 환자 중 1명에서 IL-10RA p.[R262C], 다른 1 명에서 IL- 23 -

10RB 돌연변이를 발표한 바 있다. 한편, Moran 등(22)의 대규모
연구에서 미국 백인 영아 1 명에서 IL-10RA 의 p.[P206X] 돌연변
이가

확인되었으며,

IL-10RA

다형태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의 일부가 6세 미만 발병 궤양성 대장염과 연관성을
보인다고 하였다. 가장 최근에는 Engelhardt 등(23)이 인도, 아랍,
파키스탄 인 등에서 추가로 7명의 돌연변이 환자를 확인하여 보고
하였다. 아직까지 연구의 수는 충분하지 않아 전세계적으로 IL-

10RA 에서 11 명, IL-10RB 에서 13명, IL-10 에서 5 명의 돌연
변이가 보고되었을 뿐이다. 현재까지 보고된 모든 IL-10, IL-10RA,

IL-10RB 돌연변이와 본 연구에서 확인된 7명의 결과를 Table 5에
정리하였다.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서 추적 관찰 중인 IBD 소아에서도 증례
를 확인하여 보고한 바 있으며(31), 이를 계기로 영아기 및 영아기
이후 소아기 발병 IBD 환자군에서 유전자를 분석하고 임상적 표현
형과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본 연구를 계획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IL-10RA 돌연변이 가운데 p.[Y91C]와 p.[W69R]는 기존에
보고되지 않은 새로운 변이였다. p.[Y91C]는 4명의 환자에서 같은
돌연변이가 발견되고 이들 중 3명은 대립유전자에 기존에 알려진
돌연변이가 있었으며, p.[W69R]가 발견된 1명도 대립유전자에 기보
고된 돌연변이가 있었으며, 또한 100명의 한국인 정상 대조군에서
는 이들 돌연변이가 확인되지 않아 새로운 돌연변이일 가능성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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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생각된다. PolyPhen-2, SIFT 등은 아미노산 치환이 단백 기능에
결함을 가져오는지 예측하기 위하여 염기 서열의 상동성을 데이터
베이스화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기법으로, SIFT
의 경우 69% 이상의 양성 예측도를(26), PolyPhen-2의 경우
73~92% 의 양성 예측도를 보이는데(25), 기 알려진 돌연변이로
확인하였을 때 위음성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새로운 변이가 단백 기능의 결함을 가져오는 돌연변이인지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생체 외 (in vitro) 기능 검사가 필요하
다. 건강한 대조군의 말초 혈액 단핵세포 (PBMCs)는 IL-10으로
자극하였을 때 STAT3가 인산화되는 반면 IL-10RA 결함이 있는
환자의 혈액은 그렇지 않고, 환자의 샘플은 IL-10로 자극하여도 지
질다당질 (lipopolysaccharide)이 매개하는 종양괴사인자-α의 분비
가 억제되지 않는 것으로 단백 기능의 결함을 입증할 수 있다(18).

IL-10, IL-10R 유전자에 관한 연구가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
으나 앞서 정리한 바와 같이 서구 연구진을 중심으로 수행되면서
대부분 아랍인, 쿠르드인, 파키스탄인 및 일부 백인종에서 보고가
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의 연구는 드물다. 본 연구는 IL-10RA 돌
연변이가 영아형 IBD에서 50% 라는 높은 빈도로 확인되어, 기존의
연구가 대부분 근친 관계인 쿠르드인, 아랍인, 파키스탄인 등에서
보고되고 다른 유럽, 미국 지역 연구에서는 13명 중 2명, 188명 중
1명 등 돌연변이 빈도가 낮게 나타난 것과 대비된다. 한국인에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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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적인 차이로 돌연변이 유병률이 높은 것인지는 대규모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번 연구에서는 IL-10 신호 전달 체계를 구성하는 유전자 중

IL-10, IL-10R를 분석하였는데, STAT3 등 다른 유전자에 대한 분
석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STAT3 등에서는 성
인에서 일부 다형성과의 연관성이 보고되고 있을 뿐(32), 기능 결
함을 가져오는 돌연변이가 확인된 바는 없다.

IL-10R 돌연변이와 표현형 분석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생후 1세
미만에 발병한, 특히 6개월 이하에 발병한 IBD 환자에서는 높은 빈
도 (50%)로 돌연변이가 발견되고, 생후 1세 이후에 발병한 환자에
서는 한 명도 돌연변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IL-10RA 돌
연변이가 있는 환자는 모두 발병 초기에 심한 대장염과 항문 주위
누공 (파리분류기준 ‘p’, perianal disease)이 나타났다. 한 명을 제외
한 전체 환자에서 면역억제치료에 반응이 없어 장절제술, 장조루술
등의 수술적 치료를 받았고,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돌연변이가 없는
IBD 환자는 모두 10대 이후에 수술을 받게 되었으나 돌연변이가 있
는 환자들은 2세 이하의 어린 나이에 첫 수술을 받아 수술 없이 생
존하는 기간이 유의하게 짧았으며, 잦은 재발 및 이에 대한 약물 치
료 반응이 좋지 않아 반복적으로 수술을 받게 되는 경향을 보였다.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 중 아직까지 수술을 받지 않은 나머지 1 명
은 현재 연령 5 세로 추적 관찰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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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이 필요하며, 이 환자도 다른 면역억제치료에 반응이 적어 인플
릭시맙 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돌연변이 유무에 관계없이 영아기
발병 환자군은 소아기 발병 환자군에 비해 염증이 대장에 국한된
경우가 (L2) 상대적으로 많아 기존의 연구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3).

IL-10RA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는 조기에 발병하고, 항문 누공을
동반하며, 면역억제치료에 반응이 좋지 않아 장절제술 등의 수술적
치료를 조기에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연구에
서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들은 본 연구에서와 유사한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고 있으며, 본 연구는 돌연변이가 없는 영아기 발병 환자군,
소아기에 발병한 환자군과 비교하여 명확한 표현형의 특징을 보여
주었다. 한쪽 대립유전자에서만 돌연변이가 확인된 1 명도 생후 10
일 만에 직장-질 누공으로 발병하여, 조기에 반복적인 수술적 치료
를 받은 등 다른 복합이형접합자와 매우 유사하게 심한 경과를 보
이며, 돌연변이가 없는 환자와 뚜렷한 차이가 있는 임상상을 보여
나머지 한쪽 대립유전자에도 돌연변이가 있으나 본 연구의 기법으
로 확인되지 않은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조기 발병 IBD는 아직까지 10세 이전을 세분하고 있지 않다. 파리
분류법은 9-10세 이후 진단되는 크론병은 회장을 침범하는 경우가
많고(33), 항 anti-Saccharomyces cerevisiae antibody (ASCA) 항
체가가 8 세 이후부터 의미있게 상승하며, 항-CBirl 항체의 존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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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초기 높은 빈도로 나타나다가 급격히 감소한다는 점에서(34)
10 세의 연령 분류 기준을 추가하였다(6). 영아기에 발병하는 IBD
는 소아 IBD 중에서도 매우 드문 형태이다. EUROKIDS 등록 체계
에 따르면, 유럽과 이스라엘에서 영아기에 발병하는 환자는 전체
2,022 명의 소아 환자 중 21명에 불과하였다(35). 본 연구에서 발
병 연령 10세 미만 IBD 환자 40명 중, 영아기 발병은 총 14명이고,
이후 연령은 빈도 수가 적다가 9세에 12명으로 급증하는 특징적인
이정점 분포를 보였다 (Figure 3). 이는 본 연구 기관에 영아기 발
병 IBD 환자가 집중되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겠으나, 환자수가 영아
기를 넘어서자 마자 급감하였다가 추후 증가하는 것은 이들 환자군
이 이후 연령군과는 다른 병인이 있을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한다.
Cannioto 등은 이들 영아기 발병 IBD가 심한 임상적 경과를 보여
면역억제치료에 저항성을 보이고 장절제술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는데(4), 본 연구에서 영아기 발병 IBD 환자에서 IL-10RA 돌
연변이의 빈도가 높은 것이 이 같은 관찰을 설명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항문 주위 병변 여부는 발병 연령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는데(36, 37), 본 연구에서는 IL-10RA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 돌연변이가 없는 환자에 비해 항문 주위 누공의 빈도가
높았으며, 돌연변이가 없는 환자인 경우에 기존의 연구처럼 영아기
발병 IBD나 1 세 이후에 발병한 IBD에서 항문 주위 누공의 빈도에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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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돌연변이와 임상상에 대한 고찰로 볼 때, 기존의 파리분류
법에 ‘영아형 IBD’ (발병 연령 0~1 세)로 연령 분류를 세분하여야
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IL-10R 돌연변이와 크론병의 관계는 본 연구를 비롯한 앞서 정리
한 기존의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고, IL-10RA 다형태 rs2228054,
rs2228055와 6세 미만에 발병한 궤양성 대장염의 연관성도 보고된
바

있다(22).

또한

본

연구에서

기존에

보고된

‘intractable

ulcerating enterocolitis in infancy’의 임상상을 보였던 환자는 크론
병 환자에서 기확인된 돌연변이를 갖고 있었다. 이는 ‘intractable
ulcerating enterocolitis in infancy’와 영아형 크론병이 별개의 질환
이 아니라 동일한 유전적 병인을 공유하고 있으며, 나아가 영아형
IBD에서는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의 임상적 구분보다는 IL-10R
돌연변이를 기준으로 한 구분이 의미가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IL-10RA 돌연변이를 가진 7명의 환자들 중 3 명은 패혈증, 폐렴,
중이염 등 반복적인 감염력을 동반하고 있었다. 이들 중 ‘intractable
ulcerating enterocolitis’의 특징을 보였던 1 명에서 발병 초기에 T,
B 세포, nitroblue tetrazolium 검사 등 면역 검사가 시행되었고 명백
한 결핍 질환은 없었으나 CD3가 상대적으로 낮은 (840/mm3, 35%,
reference values 53~81%) 이상 소견을 보였다. Ojuawo 등(38)은
궤양성 대장염이 있는 영아와 자가면역성 장염 환자에서 CD3 와
CD4 T 림프구가 낮음을 보고한 바 있고, 이 외에도 비감염성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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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에서 면역 이상이 보고되고 있다. 최근 Engelhardt 등(23)은

IL-10, IL-10R 돌연변이가 있는 IBD 환자에서 CD4/CD8 T 세포
비율이 감소하거나, 혈청 면역글로불린의 증가나 감소, B 혹은 T 세
포의 증가나 감소 등 경미하나 다양한 면역 이상을 보고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IL-10 신호 전달 체계의 결함과 면역 결핍의 관계,
IBD의 병인을 이해하고, 나아가 IBD와 면역 결핍 질환의 관계를 생
각해볼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 다만, 이들 환자에서 면역학적
결함과 반복적인 감염이 직접적으로 면역 결핍과 연관되는 것인지
IBD로 전신 상태가 악화하거나 면역 억제 치료를 받으면서 나타난
2 차적인 결과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치료적인 측면에서, IL-10 신호 전달 체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인간 재조합 IL-10 의 투여는 항 종양괴사인자-α (인플릭시맙 등)
처럼

크론병

환자에서

관해를

유도하지

못하였다(39).

앞서

Glocker 등과 Kotlarz 등은 IL-10R 돌연변이가 있는 5명의 크론병
환자에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을 시행하였고, 단기 관해를 보고한
데에 이어(20) 5 명 중 1명은 거부 반응으로 재이식을 하여 성공하
였고, 4 명이 평균 2 년간 임상적 관해를 유지하였으며 나머지 1 명
은 대장염은 호전되었으나 누공은 남아 있었다고 하였다(21).
본 연구를 통해 IL-10RA 돌연변이는 영아형 IBD의 중요한 원인
의 하나임을 확인하였다. 일부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에서는 조혈모
세포 이식 등 새로운 치료법의 길이 열리게 되어, 영아형 IBD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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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된 소아가 초기부터 심한 대장염, 항문 주위 누공 등의 소견을 보
일 경우 IL-10RA 돌연변이를 감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조혈
모세포 이식의 장기적인 치료 성과를 포함한 치료적인 측면에서의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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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Mutations of IL-10 signaling pathway genes in patients with inflammatory bowel disease
Gene

Sex

Mutations

Consanguinity

Ethnicity

References

IL-10RA

F

c.[421G>A], p.[G141R]

yes

Arab

20

(n=18)

M

c.[251C>T], p.[T84I]

yes

Caucasian

20

M

c.[301C>T], p.[R101W]

yes

Turkish

21

M

c.[170A>A/G], p[Y57Y/C] ; c.[349C>C/T], p[R117R/C]

no

Latin American

21

M

c.[506T>C], p.[I169T]

yes

Black

21

M

c.[784C>T], p.[R262C]

yes

unknown

30

F

g.IVS5+2T>C, p.[P206X]

unknown

Caucasian

22

M

c.[251C>T], p.[T84I] ; c.[301C>T], p.[R101W]

no

unknown

15

M

Ex1_3del

yes

Arab

23

M

c.[170A>G], p.[Y57C] ; p.[V23fsX31]

no

Caucasian

23

F

p.[L125R]

yes

Pakistani

23

M

c.350G>A, p.[R117H] ; c.272A>G, p.[Y91C]

no

Korean

present study

F

c.301C>T, p.[R101W] ; c.272A>G, p.[Y91C]

no

Korean

present study

M

c.784C>T, p.[R262C] ; c.272A>G, p.[Y91C]

no

Korean

present study

F

c.301C>T, p.[R101W] ; c.205T>C, p.[W69R]

no

Korean

present study

F

c.301C>T, p.[R101W] ; c.784C>T, p.[R262C]

no

Korean

present study

F

c.301C>T, p.[R101W] ; c.350G>A, p.[R117H]

no

Korean

present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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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c.272A>G, p.[Y91C] ; -

no

Korean

present study

IL-10RB

M

c.[477G>A], p.[W159X]

yes

Kurdish

20

(n=13)

F

c.[477G>A], p.[W159X]

yes

Kurdish

21

M

c.[477G>A], p.[W159X]

yes

Kurdish-Turkish

21

F

c.[197G>A], p.[C66Y]

yes

South Asian

21

M

c.[52C>T]

yes

Arab

21

F

c.[611G>G/A], p.[W204W/X] ; c.[689C>C/A], p.[S230S/X]

no

Caucasian

21

F

c.[611G>A], p.[W204X]

unknown

Caucasian

21

M

c.331+907_574del

yes

Turkish

21

M

c.[421G>T], p.[E141X]

yes

unknown

30

F

p.[R117H]

yes

Indian

23

F

L59fsX72

yes

Arab

23

F

p.[W18fsX29]

suspected

Pakistani

23

M

p.[G193R]

yes

Turkish

23

IL-10

M

c.[458G>A], p[Gly153Asp]

yes

Arab

21

(n=5)

M

c.[458G>A], p[Gly153Asp]

yes

Arab

21

M

c.[458G>A], p[Gly153Asp]

yes

Arab

21

F

p.[G113R]

yes

Pakistani

29

M

p.[G113R]

yes

Pakistani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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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한국인 소아 염증성 장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IL-10 신호 전달
체계와 관련된 IL-10RA, IL-10RB, IL-10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분석하였으며, 40 명의 소아 환자들 중 7 명에서 IL-10RA 의
돌연변이를 확인하였다. 특히 1 세 미만에 발병한 소아의 경우 50%
(7/14 명)에서 IL-10RA 돌연변이가 확인되었다. 확인된 IL-10RA
돌연변이는

각각

p.[R117H];p.[Y91C],

p.[R101W];p.[Y91C],

p.[R262C];p.[Y91C], p.[R101W];p.[W69R], p.[R101W];p.[R262C],
p.[R101W];p.[R117H] 및 p.[Y91C];-였다. 이들 중 p.[Y91C]와
p.[W69R]는 기존에 보고되지 않은 새로운 변이였다. 특히 이들
7 명은 모두 생후 1 년 미만 영아기에 발병하였고, 항문 누공과
심한 임상 경과로 조기에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되는 등 돌연변이가
없는 환자와 유의한 임상적 차이를 보였다.
영아형 염증성 장질환 소아가 초기부터 심한 대장염, 항문 주위
누공 등의 소견을 보일 경우 IL-10RA 돌연변이를 감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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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kground: Inflammatory bowel disease (IBD) with an onset of infancy is
rare but shows severe clinical course. Recently, genetic defects of interleukin10 receptor (IL-10R) have provided insights into IBD. The aim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mutations of IL-10 signaling pathway genes in Korean children
with IBD, and to find out the clinical implications.
Methods: Forty children diagnosed with IBD before the age of 10 years were
enrolled. We obtained their clinical characteristics and sequenced the genes of
IL-10RA, IL-10RB, and IL-10, respectively.
Results: We found IL-10RA mutations in 7 of 40 children (17.5%) with IBD.
All 7 children developed their symptoms within 1 year of life. Particularly, 50%
(7/14) of children with infantile-onset IBD had IL-10RA mutations. No
mutations were found in IL-10RB and IL-10. Identified IL-10RA mutations
were

p.[R117H];p.[Y91C],

p.[R101W];p.[Y91C],

p.[R262C];p.[Y91C],

p.[R101W];p.[W69R], p.[R101W];p.[R262C], p.[R101W];p.[R117H] and
p.[Y91C];-. Of them, p.[Y91C]and p.[W69R] were novel variants. The IL10RA mutations were associated with younger age of onset (P = 0.000),
perianal fistulae (P = 0.000), surgical treatments (P = 0.017), and shorter
survival periods without surgery (P = 0.000).
Conclusion: We should consider the genotyping of IL-10RA in children with
infantile-onset IBD, especially in whom with onset of perianal fistulae and
severe colitis. Further study is needed to investigate therapeutic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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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IL-10 signaling pathway including long-term outcomes of HSCT.

Keywords: interleukin-10 receptor, mutation, infant, inflammatory bowel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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