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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사람의 체내에서는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면역 세포의 수와 비율, 기능
등이 달라져 면역 체계가 외부의 자극에 적절히 반응하지 못하게 되는
면역 노화가 일어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면역 노화가 중증 천식 환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CD4 T 세포의 아형과 사이토카인 등을 중심으로 확인해
보았다.
노인의 경우 젊은 사람과는 달리 비아토피성 천식을 앓는 경우가 많아
그룹을 나누어 성인 정상인 20 명, 노인 정상인 20 명, 성인 아토피 천식
환자 32 명, 노인 아토피 천식 환자 13 명, 성인 비아토피 천식환자 7 명,
노인

비아토피

천식

말초혈액단핵세포를

환자

얻었고,

33

명의

Intracellular

혈액

샘플을

staining

을

채취한
통해

후
CD4

T 세포와 γδ T 세포를 분석하였다.
염증성 세포의 분석은 CD4 T 세포에서 IFN-γ, IL-4, IL-17, IL-9,
IL-10, IL-13, IL-17F 등의 cytokine 을 분비하는 세포의 비율로
분석하였다. 이 결과, 노인 아토피 천식 환자에서 염증성 cytokine 인
IFN-γ가 증가하였고, 성인 아토피 천식 환자와 노인 비아토피 천식
환자에서 천식의 염증 반응을 매개한다고 알려진 IL-4 가 증가하였다.
최근 병원성이 밝혀진 비전형 cytokine 분비 T 세포 중

IL-17F+

IFN-γ+ CD4 T 세포의 비율이 성인 아토피 천식 환자군에서 증가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1

또한 천식의 병인세포로 작용할 수 있는 IL-4+γδ T 세포가 아토피
성인 천식 환자와 노인 비아토피 천식 환자에서 증가했고, IL-17+γδ
T 세포가 노인 아토피 천식 환자에서 증가하였다.
천식의 염증 반응을 억제할 수 있다고 알려진 면역 조절 T 세포
아형의 비율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면역 억제능이 강한 rTreg 이
성인과 비교하여 노인 천식 환자에서 감소하였고, 반대로 면역 억제능이
없고 cytokine 을 분비하는 Foxp3lo non-Treg 은 노인 천식 환자에
증가되었다.
면역 억제능의 경우 노인 비아토피 천식 환자의 rTreg 과 aTreg 의
억제능이 약간 감소되었다. 또한 사이토카인을 분비하는 면역조절 T
세포가 증가되어 있어 면역 조절 T 세포에서의 IFN-γ, IL-4, IL-17,
IL-13 등의 cytokine 을 확인한 결과, IL-13 을 분비하는 면역 조절 T
세포가 노인 비아토피 천식 환자에서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 중증 노인 천식 질환과 아토피 질환, 그리고 면역 노화와의
관련성을 T 세포 수준에서 확인하였으며, 기존 알려진 천식과 다른 노인
천식의 기전을 이해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 생각하였다.

주요어 : 중증노인천식, 면역노화, 아토피, 염증성 T 세포, 조절 T 세포
학 번 : 2012 – 2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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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사람의

체내에서는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면역학적으로

기능이

저하되는 면역 노화 현상이 일어난다. 그 중 후천 면역 체계에 속하는
세포인 T 세포는 연령 증가에 따라 naive T 세포 및 effector T 세포
모두 그 숫자가 감소한다.1 특히, 새로운 항원/알레르겐 침투에 대한
naive T 세포의 반응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이러한 면역
노화로 인해 면역력이 감소되고, 그 결과 노인에서의 감염성 질환 또는
만성 염증성 질환이 증가한다.3
천식은 기관지에 침투한 알러젠에 의한 만성적 염증 반응 때문에
발생하는 알레르기 질환으로서,4 일반적으로 어린 연령대에서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최근에는 노인에서의 유병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5
천식은 발생 시기에 따라 40 세 이전에 증상이 발생한 조기 발생
천식(성인

천식)과

65

세

이후에

처음

증상이

발생한

후기발생

천식(노인 천식)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성인 천식군은 주로 Th2
반응에 의해 진행되어 아토피의 동반이 흔하고, 노인 천식에서는 Th2
반응과 Th1, Th17, 호중구 등 여러 세포가 염증을 유발하며 아토피의
동반이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5
아토피는 알러젠에 대해 IgE 항체를 생성하는 유전적인 특징으로,
아토피가 있는 사람에서는 알러젠 노출에 대해 IgE 항체 반응과 Th2
염증반응이 유발된다.6 성인 천식의 경우 아토피의 동반이 대부분이지만,
노인 천식의 경우는 아토피의 동반이 드물며, 호흡기 감염이 천식의
4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7 이러한 점에서, 성인 천식과
노인 천식의 면역학적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아토피 유무에
따라 나누어 T 세포 아형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천식의 기전은 주로 알러젠의 침투에 대한 Th2 세포의 반응으로 IL4, IL-5, IL-13 등의 사이토카인이 분비되고, 뒤이어 비만 세포의 IgE
분비와 호산구에 의한 염증반응이 유도된다고 알려져 있다.4 이에 천식의
발병에는 Th1/Th2 아형 불균형이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다.8 노인의
경우, Th1 세포에 비해 Th2 반응으로 치우쳐 있고,9 이것은 노인의 천식
발병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Th2 사이토카인 뿐 아니라 IFN-γ,10 IL-17,
호중구 등이 천식 환자에서 증가되었고,5 중증 천식 환자의 혈액에서
IL-17, IL-17F, IL-22 등의 Th17 사이토카인이 많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11 IL-9 은 기도에서 점액 분비를 조절하며,12 천식 환자의 폐와
기관지에서 IL-9 분비가 증가되어 있는 것이 밝혀졌다.13 따라서, Th2
세포 뿐 아니라, Th1, Th9, Th17 등 다양한 세포가 천식의 진행에
관련이 있을 것이라 판단되었다.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형적

사이토카인

이외의

다른

사이토카인을 분비하는 비전형 사이토카인 분비 T 세포가 여러 염증
반응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만성 천식에서 IL-17+ Th2 세포가
증가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14
IL-9 분비 Th17 세포는 제 1 형 당뇨에서 증가되며,15 IFN-γ를
분비하는

Th17

세포가

다발성

경화증에서
5

확인되어

염증

반응의

원인임이 보고되었다.16 과도한 Th2 염증반응에서 억제성 사이토카인인
IL-10 을 분비하는 Th2 inhibitory 세포가 생성되는 것이 알려졌고,17
이러한 비전형 사이토카인 분비 세포 또한 만성 염증 반응인 천식에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γδ T 세포는 γδ TCR 을 가지는 T 세포로서, 선천 면역 세포와
비슷한 특징을 가지는 세포로 알려져 있으며, 주로 표피, 폐, 소화기의
점막 조직에 분포한다.18 γδ T 세포는 천식의 발병 과정에서 Th2
반응을 통한 IgE, IgG1 반응을 유도하여 천식의 발병에 관여하는데,19
최근에는 천식 환자의 객담에 IL-4 분비 γδ T 세포가 증가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20 IL-17 을 분비하는 γδ T 세포는 피부염 등의
염증 반응에서 Th17 반응을 유도한다는 것이 밝혀져,21 사이토카인을
분비하는 γδ T 세포가 천식의 병인 세포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다.
이러한 비전형 사이토카인 분비 T 세포, 사이토카인 분비 γδ T
세포 등의 염증성 T 세포들은 천식이나 염증성 질환에 관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노인 천식과의 관련성을 밝히는 연구는 아직도 미진한
실정이다.
염증 T 세포와는 달리 면역 조절 T 세포는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세포로서, 억제성 사이토카인인 IL-10 을 분비하며,22 T 세포, 수지상
세포, 대식 세포, B 세포 등을 조절하여 천식에 관여하는 염증 반응을
억제할 수 있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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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면역 조절 세포는 노인에서 증가되어 있고, 천식 환자에서는
감소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24 따라서, 노인 천식 환자의 혈액에서
조절 T 세포의 비율과 IL-10 분비 수준은 천식의 진행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면역 조절 T 세포는 CD45RA 와 Foxp3 발현 정도에 따라 아형이
resting Treg (rTreg), activated Treg (aTreg), Foxp3lo non-Treg
(non Treg) 등으로 나뉜다.25 이 중 rTreg 과 aTreg 은 강한 면역 억제
기능을 가지고 있고, non Treg 의 경우 면역 억제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반면 여러 사이토카인을 분비한다고 알려져 있다.25 노인에게는 면역
조절 T 세포의 아형인 rTreg 이 감소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나, 억제능의
차이에 대한 연구는 진행된 바가 없다. 따라서, 노인 천식에서 면역 조절
T 세포 아형의 억제능이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IL-4, IL-13 분비 CD4 T 세포, IL17F+IFN-γ+ T 세포, IL-4 분비 γδ T 세포가 아토피 성인 천식
환자의 말초 혈액에서 증가되었음을 확인했다. 또한, IFN-γ 분비 CD4
T 세포, IL-17 분비 γδ T 세포가 아토피 노인 천식 환자에서
증가되어 있었다. IL-4 분비 CD4 T 세포, IL-13 분비 면역 조절 T
세포는 비아토피 노인 천식 환자에서 증가되어 있었다.
면역 조절 T 세포의 아형 중 rTreg 은 노인 환자군에서 크게
감소되었으며, non Treg 은 노인 환자군에서 크게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조절 T 세포 아형 중 rTreg 과 aTreg 의 억제능이
비아토피 노인 천식 환자에서 감소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7

이번 연구에서는 노인 천식 환자의 염증성 T 세포와 면역 조절 T
세포 분석을 통하여 노인 천식 질환과 아토피 질환, 그리고 면역
노화와의 관련성을 T 세포 수준에서 확인하였으며, 기존 알려진 천식과
다른 노인 천식의 기전을 이해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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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료 및 방법
2.1 말초 혈액 샘플 제공 연구 참여 대상군

말초혈액 샘플 대상군은 서울대학교 병원 본원과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모집하였고, 혈액을 채취하여 당일 배송하였다.
성인의 연령 기준은 18-45 세, 노인은 65 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고,
천식 환자의 기준은 메타콜린 기관지 유발 검사 양성 또는 기도 가역성
검사 양성을 나타내며 임상적 천식 증상을 보이는 환자로 하였다.
정상군의 기준은 위의 검사에 음성을 보이며 천식 증상을 보이지 않는
환자로 하였다.
아토피 환자의 기준은 알레르겐 피부 단자 검사 양성을 보이는 환자로
하였다. 이 기준에 맞는 아토피 노인 천식 환자 13 명, 비아토피 노인
천식 환자 33 명, 아토피 성인 천식 환자 32 명, 비아토피 성인 천식
환자 7 명, 노인 정상인 12 명, 성인 정상인 20 명 등 총 117 명의 말초
혈액 샘플을 제공 받았으며, 모든 실험은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규정에 따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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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말초 혈액 샘플 채취

말초 혈액 샘플은 서울대학교 병원 본원과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환자 그룹에 맞추어 BD Vacutainer CPT (Cell Preparation Tube) (BD
Bioscience) 3 개를 이용하여 20 ml 씩 채취하였다.
채취한 샘플은 상온 상태에서 본교로 당일 배송하였으며, 2 시간
이내에 말초혈액단핵세포를 분리하였다.

2.3 말초혈액 단핵세포의 분리

채취된 혈액 샘플이 담긴 BD Vacutainer CPT 를 원심분리하여
polyester gel 하부의 적혈구와 호중구층, gel 상부의 림프구와 단핵구,
혈장층으로 분리하였다.
원심분리 조건은 20℃, 1800RCF, 25 분, accelaration 1, brake 0 으로
진행하였다. 그 후, gel 상부층을

채취하여 4℃, 500RCF, 5 분

원심분리하여 최종 말초혈액 단핵세포를 분리하였다.

2.4 표면분자 염색

CD4 T 세포, γδ T 세포를 분석하기 위해 세포 표면 분자 CD3,
CD4, CD45RA, TCRγδ 등을 염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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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C-anti-human CD3, FITC-anti-human CD45RA, PE-antihuman CD3, PE/Cy7-anti-human CD4, Alexa Fluor 647-antihuman TCRγδ (Biolegend)을 사용하였다. 염색은 4℃의 조건에서
15 분 동안 차광하여 진행하였다.

2.5 Intracellular Cytokine Staining

세포가 분비하는 cytokine 을 확인하기 위해 PBMC 를 PMA (100
ng/ml;

Sigma-Aldrich),

ionomycin

(1

㎍/ml;

Sigma-Aldrich),

Bredfeldin A(Golgi-Plug; BD Biosciences)의 조건에서 4 시간 동안
자극을 주었다. 그 후, 표면 분자 염색을 하고, Intracellular cytokine
staining 을 진행하였다.
Cytofix/ Cytoperm kit (BD Bioscience) 또는 Foxp3 staining buffer
set

(eBioscience)를

이용하여

30

분

동안

차광하여

fixation/permeabilization 해주었다.
이후 세포가 분비하는 cytokines 을 분석하기 위해 FITC-antihuman IL-17, FITC-anti-human IFN-γ, PE-anti-human IL-9,
PE-anti-human IL-10, PE-anti-human IL-17, APC-anti-human
IFN-γ, APC-anti-human IL-13 (Biolegend), PE-anti-human IL17F, PE-anti-human Foxp3, APC-anti-human IL-4, APC-antihuman IL-17, APC-anti-human Foxp3, PE/Cy7-anti-human IL-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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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ioscence)를 이용하여 4℃에서 30 분 동안 차광하여 염색해 주었다.
결과는 FACS Caliber (BD Bioscience)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6 Suppression assay

96well U bottom plate 에 anti-human-CD3 Ab (0.5 ㎍/ml,
Biolegend) 를 사용하여 overnight 코팅하였다.
분리한

말초혈액단핵세포는

anti-human-CD4

bead

(Miltenyi

biotec)를 이용하여 CD4 를 분리한 후, CD4 cell 은 FITC-anti-human
CD45RA,

PE-anti-human

CD25,

PE/Cy7-anti-human

CD4,

APC/Cy7-anti-human CD3 (Biolegend)로 표면분자 염색 후 FACS
Aria III 로 Responder, non-Treg, rTreg, aTreg subset 을 각각
sorting 하였다.
여과액은 CD3 depletion 하여 Antigen presenting cell (APC)을
분리하였다.

분리한

technologies)를

Responder

이용하여

는

Labeling

CFSE(5(6)-CFDA,
하였고,

Supressor

SE,

Life

5 × 103,

Responder 5 × 103, APC 5 × 104 으로 4 일 배양하였다. 그 후 FACS
Calibur 로 proliferation 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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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결과의 통계 처리

결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unpaired Student’s t test 를
사용하였으며, P value 가 0.05 미만인 경우 *, P value 가 0.01 미만인
경우 **, P value 가 0.0001 미만인 경우 ***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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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3.1 염증성 사이토카인 분비 CD4 T 세포 아형의 분석

체내에 항원이 침투하거나 염증 반응이 진행되면 항원 제시 세포가
항원을 섭취 후 MHC molecule 을 통해 제시하고, 이 자극은 naive T
세포에 전달되어 T 세포의 분화를 유도한다.26 이때, T 세포는 주어지는
자극에 따라 Th1, Th2, Th9, Th17 등 여러 아형으로 분화되고, 각각의
사이토카인을 분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6 천식에는 T 세포 아형 중
주로 Th2 반응이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노인 천식에서는 그 외에도
Th1, Th17 반응 또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다.5
이에 노인 천식 환자의 말초혈액에서 IFN-γ, IL-4, IL-17 을
분비하는 CD4 T 세포의 비율을 확인한 결과 (그림 1A-D), IFN-γ를
분비하는 CD4 T 세포의 비율이 성인 아토피 천식 환자군에 비해 노인
아토피 천식 환자군에서 증가되어 있었다 (그림 1A, B).
IL-4 를 분비하는 CD4 T 세포의 비율은 성인 정상군에 비해 노인
정상군과 성인 아토피 천식 환자군에서 증가되어 있었고, 성인 비아토피
천식군에 비해 노인 비아토피 천식 환자군에서 증가되어 있었다 (그림
1A, C).
IL-17 을 분비하는 CD4 T 세포의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적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그림 1-A,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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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9 세포에서 분비되는 IL-9 는 천식 환자의 기관지에서 점액
과분비를 유도하며,12 또한 천식의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3 이에 노인 천식 환자에서 IL-9 를 분비하는 CD4 T 세포의
비율을 확인하였으나 환자 그룹 간에는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그림
2A-B).
천식의 염증 반응에 영향을 주는 Th2 사이토카인 IL-13 을 분비하는
CD4 T 세포의 비율을 노인 천식 환자의 혈액에서 확인한 결과, 성인
정상어 비해 성인 아토피 천식 환자군에서 증가되어 있었다 (그림 2A,
C).
IL-17, IL-17F, IL-22 등 Th17 사이토카인은 중증 천식에서
증가되었는데,11 이 중 IL-17F 를 분비하는 CD4 T 세포의 비율은 환자
그룹 간에는 유의적 차이가 없는 경향이었다 (그림 2A, D).

3.2 비전형 사이토카인 분비 T 세포의 분석

염증 반응에서 발견되어 병원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비전형 사이토카인
분비 T 세포인 IL-9 분비 Th17 세포, IFN-γ 분비 Th17 세포, IL17 분비 Th2 세포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만성적인 염증 상황에서
억제성 사이토카인인 IL-10 을 분비하는 Th2 inhibitory 세포도 확인해
보았다.
이 결과 IL-9 분비 Th17 세포의 경우는 성인 정상에 비해 성인
비아토피 천식 환자군에서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1A, 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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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17 을 분비하는 Th2 세포의 비율은 환자 그룹 간 유의적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1A, 3B).
IFN-γ 분비 Th17 세포 중 IL-17+ IFN-γ+ CD4 T 세포는 환자
그룹 간 유의적 차이가 없었고 (그림 1A, 3C), IL-17F+ IFN-γ+ CD4
T 세포의 비율은 성인 정상군과 비교할 때 성인 아토피 천식 환자군에서
증가되었다 (그림 1A, 3C).
Th2 inhibitory 세포의 경우 IL-4+ IL-10+ CD4 T 세포와 IL-10+
IL-13+ CD4 T 세포 모두 환자 그룹 간에는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그림 1A, 3D).

3.3 Cytokine 분비 γδ T 세포의 분석

γδ T 세포는 γδ TCR 을 가지는 T 세포로서, 선천 면역 세포와
비슷한 특징을 가지는 세포로 알려져 있다.18 γδ T 세포는 Th2
반응에 관여하여 천식의 발병에 관여하며,19 최근 들어 사이토카인을
분비하는 γδ T 세포가 보고되고 있다. IL-4 분비 γδ T 세포는 천식
환자에서 증가되었고,20 또한 IL-17 을 분비하는 γδ T 세포가 여러
염증 반응에 관여하는 것이 밝혀졌는데,21 이러한 사이토카인을 분비하는
γδ T 세포가 천식에 관여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다.
노인 천식 환자의 혈액에서 γδT 세포를 분석한 결과 γδ T 세포의
비율은 환자 그룹 간 유의적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그림 4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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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토카인을 분비하는 γδ T 세포의 경우 IFN-γ를 분비하는 γδ
T 세포의 비율의 경우 환자 그룹 간 유의적 차이가 없음을 확인했다
(그림 4A, C).
IL-4 를 분비하는 γδ T 세포는 성인 정상군과 비교할 때 노인
정상군과 성인 아토피 천식 환자군, 성인 비아토피 천식 환자군에서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4A, D). IL-17 을 분비하는 γδ T
세포의 비율은 노인 비아토피 천식 환자군에 비해 노인 아토피 천식
환자군에서 증가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그림 4A, E).

3.4 면역 조절 T 세포의 분석

면역 조절 T 세포는 염증성 T 세포와는 다르게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세포인데, 억제성 사이토카인인 IL-10 을 분비하여 천식에 관여하는
면역 반응을 조절한다고 알려져 있다.22 천식 환자의 혈액에는 면역 조절
T 세포의 수와 기능이 감소되어 있으며, 노인에서는 T 세포의 수가
증가되었다고 알려져 있다.24
노인 천식 환자에서 면역 조절 T 세포의 비율과 IL-10 을 분비하는
면역 조절 T 세포의 비율을 확인하였다.
면역 조절 T 세포의 비율은 전반적으로 노인에서 증가되는 경향이나
유의적 차이는 없었고, 성인 정상군과 비교했을 때 성인 아토피 천식
환자군에서 증가되었다 (그림 5A-B). 면역 조절 T 세포에서 분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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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성 사이토카인인 IL-10 을 분비하는 CD4 T 세포의 비율은 환자
그룹 간 유의적 차이가 없는 경향이었다 (그림 2A, 5C).
면역 조절 T 세포가 분비하는 사이토카인을 확인한 결과, IFN-γ,
IL-4, IL-17 을 분비하는 조절 T 세포는 환자 그룹 간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그림 6A-D). IL-13 를 분비하는 조절 T 세포의 경우 성인
비아토피 천식 환자군과 비교할 때 노인 비아토피 천식 환자군에서
증가된 것을 확인했다 (그림 6A, E).
면역 조절 T 세포는 CD45RA 와 Foxp3 발현 정도에 따라 아형이
resting Treg(rTreg), activated Treg(aTreg), Foxp3lo non-Treg
등으로 나뉜다.25 이 중 rTreg 과 aTreg 은 면역 억제 기능을 가지고
있고, non Treg 의 경우 면억 억제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반면
사이토카인을 분비한다고 알려져 있다.25
면역 조절 T 세포 아형의 비율을 살펴 본 결과, rTreg 세포의 경우
노인 천식 환자에서 매우 감소되었으며(그림 5A, 7A), 이와 반대로
Foxp3lo non Treg 세포는 노인 천식 환자에서 증가되었다 (그림 5A,
7C). aTreg 세포는 비아토피 노인 천식 환자에서 약간 증가된 것처럼
보이나,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그림 5A, 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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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면역 조절 T 세포의 면역 억제능 분석

성인 환자와 노인 환자의 면역 조절 T 세포 아형의 비율 차이가 큰
것에 착안하여, 면역 조절 T 세포 아형들의 억제능이 노인 천식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면역 억제능을 분석하였다.
Foxp3 staining 을 할 경우 세포가 정상적으로 생존하지 못하기
때문에 CD45RA 와 CD25 로 표면분자를 염색하여 rTreg(CD45RA+,
CD25++),

aTreg,(CD45RA-,

CD25+++),

non

Treg(CD45RA-,

CD25++,), Responder(CD45RA+, CD25-)를 sorting 한 후(그림 8A),
각각의 Foxp3 발현을 확인하였다(그림 8B).
분석 결과, 성인 정상, 노인 정상, 성인 아토피 천식 환자군에 비해
노인 비아토피 천식의 rTreg 세포의 억제능이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8C-D). 또한, 노인 정상, 성인 아토피 천식, 노인 아토피 천식
환자군에 비해 노인 비아토피 천식의 aTreg 세포의 억제능이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8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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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찰
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만성 질환의 증가는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만성 질환의 하나인 천식은 모든
연령층에 흔한 질환이나, 노인 천식에 대한 인식은 저조한 편이고, 이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상태이다.
최근의 연구 결과, 국내 노인 천식의 유병률은 12.7%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노인 천식은 젊은 연령층에 비해 중증도와 사망률이
높은 특징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27
노인 천식에서는 발병과 염증 반응의 원인이 되는 세포가 성인
천식보다 다양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또한, 아토피가 대부분 동반되는
성인 천식과는 달리, 노인 천식의 경우 대부분 아토피를 동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
본 연구에서는 천식이 노화와 아토피라는 인자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T 세포 수준에서 확인하였다.
Th1, Th2, Th9, Th17 세포가 분비하는 사이토카인을 분석한 결과,
IL-4 와 IL-13 은 성인 정상에 비해 노인 정상에서 증가된 것을
확인하였다. 면역 노화의 결과로 Th1/Th2 비율이 감소되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다.9 따라서 Th2 사이토카인인 IL-4 와 IL-13 이 성인 정상에
비해 노인 정상에서 증가되는 것은 면역 노화에 따른 Th2 세포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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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성인 정상과 비교했을 때 아토피 성인 천식 환자에서 IL-4 와
IL-13 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천식 환자에서 Th2 반응이 증가되어
있다는 연구보고와 일치하는 경향이었다.
IFN-γ는
사이토카인으로

감염시

Th1

바이러스나

또는
세포

CD8
내

T

박테리아

세포에서

분비되는

감염

중요하게

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8, 29 IFN-γ는 성인 아토피 천식과 비교할
때 노인 아토피 천식 환자군에 증가되어 있었다.
또한, IFN-γ는 감염이 원인의 한 축으로 알려진 노인 천식인 노인
비아토피 천식에서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노인 아토피 천식과
비교할 때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이 결과들을 토대로 생각할 때 노인
아토피 천식이 전형적인 Th2 반응에 의한 천식이 아닌 질환 복합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IL-4 의 경우 성인 비아토피 천식에 비해 노인 비아토피 천식에서
증가되어 있었는데, 이것 역시 면역 노화에 따른 Th2 세포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보인다.
Th17 은 최근 염증성 질환에서 염증반응 초기와 진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30

중증

천식의

발병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11 그룹간 유의적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비전형 사이토카인을 분비하는 T 세포를 분석한 결과, IL-9 분비
Th17 세포는 성인 정상에 비해 성인 비아토피 천식 환자에서 약간
감소되는 경향이었다. 반면, 성인 아토피 천식 환자에서는 유의적이지는
않지만 약간 증가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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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9 분비 Th17 세포는 자가 면역 질환인 1 형 당뇨에서 증가된다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

염증성

질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었다.15 이를 바탕으로 진행된 선행 연구에서는 동일한 세포가
노인 천식 환자에서 증가되었고, 성인 천식에서는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 IL-9 분비 Th17 세포가 아토피와 관련된 기전을 통하여
발생되어 아토피 천식에 관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아토피 Th17 분화 조건에서 IFN-γ를 분비하는 IFN-γ+ Th17
세포는 불안정하고 병원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고,16 다발성 경화증
환자의 뇌에서 발견되어, 천식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31
또한 선행 연구 결과에서 노인 천식 환자에 증가되어 있었으나, 이번
연구에서는 노인 환자에서는 특별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이 세포들 중
IL-17F+ IFN-γ+ T 세포가 성인 아토피 천식 환자에서 증가된 것을
확인하였다.
천식 환자의 폐에 존재하여 만성 천식 환자의 증상을 악화시킨다고
알려져 노인 천식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 예상했던 IL-17 분비 Th2
세포 14 는 선행 연구와 같이 그룹간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만성적 염증 반응에서 발견된 Th2 inhibitory 세포

17

도 마찬가지로

선행 연구 결과 노인 천식에서 증가되었으나, 이번 실험에서는 그룹 간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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γδ T 세포에서 분비하는 사이토카인을 분석하였다. γδ T 세포는
Th2 반응을 유도하여 천식의 발병에 관여하고, 천식환자의 기관지 폐포
세척액에는 γδ T 세포가 증가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19
IL-4 분비 γδ T 세포는 천식 환자의 객담에서 발견되어 천식의
발병에 중요한 세포일 것이라 생각되어 확인한 결과,20 이 세포는 성인
정상군과 비교할 때 성인 아토피 천식과 성인 비아토피 천식에서
증가되어 있었다.
IL-17 분비 γδ T 세포는 노인 비아토피 천식 환자군과 비교할 때
노인 아토피 천식 환자에서 증가되어 있었다. IL-17 분비 γδ T
세포는 최근 염증성 질환 모델에서 병인 세포로 보고되었고,21,

32

특히

Th17 이전 초기 염증 반응을 유도하는 것으로 밝혀져,33 천식의 발병 시
초기 염증 반응을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반면에, IL-17 을 분비하는 γδ T 세포가 천식의 회복에 관여한다는
연구 결과 또한 발표되었다.34 따라서 IL-17 분비 γδ T 세포와 노인
천식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면역조절 T 세포는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데, T 세포의 비율과 억제성
사이토카인인 IL-10 의 분비를 분석하였다. 이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천식 환자에서 면역 조절 T 세포가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선행 연구와 현재의 연구 결과 천식 환자에서 면역 조절 T 세포는
감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성인 정상군과 비교할 때 성인 아토피 천식에서
증가되었다. 또한, 성인 비아토피 천식에 비해서 노인 비아토피 천식에서
증가된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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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 조절 T 세포에서 분비된 사이토카인을 분석하였다. 이 결과 IL13 분비 조절 T 세포가 성인 비아토피 천식 환자군에 비해 노인
비아토피 천식 환자군에서 증가된 것을 확인했다. IL-13 분비 조절 T
세포는 뇌척수염 실험 모델의 마우스 체내에 존재하며, 또한 이 세포는
자가면역을 억제한다는 보고가 있으나,35 IL-13 분비 조절 T 세포가
노인 비아토피 천식의 과도한 염증 반응 시 생성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세포가 천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해서 깊이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IFN-γ, IL-4, IL-17 분비 조절 T 세포는 각 그룹 간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IFN-γ 분비 조절 T 세포는 재발-이장성
다발성경화증이라는 중추신경계의 만성 염증 질환에서 조절 T 세포의
면역 억제 기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6 IL-17 분비 조절
T 세포는 염증성 장질환37, 중증 건선38 등 IL-17이 관여하는 염증성
질환에서 IL-17을 분비하는 염증성 조절 T 세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하지만 IL-4 분비 조절 T 세포에 대해서는 면역 억제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지, 또는 천식의 염증 반응에 관여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알려진 것이 없기 때문에 노인 천식과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면역 조절 T 세포는 CD45RA와 Foxp3 발현 정도에 따라 억제능을
가지는 rTreg과 aTreg, 그리고 억제능이 없으나 사이토카인을 분비하는
non-Treg으로 나뉘어진다.25
24

이들 아형을 분석한 결과, 아토피와 비아토피 모두rTreg은 성인 천식
환자군에 비교할 때 노인 천식 환자군에서 많이 감소되었고, non Treg은
노인 환자군에서 크게 증가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CD4 T
세포에서 naive 세포가 적어졌고, memory 세포가 많아진 것과 비슷한
경향이었다.
이에 면역 조절 T 세포의 아형 비율과 더불어 아형의 억제능이 노인
천식 환자에서도 유지되는지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성인 정상, 노인 정상, 성인 아토피 천식 환자군에 비해 노인
비아토피 천식의 rTreg 세포의 억제능이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노인 정상, 성인 아토피 천식, 노인 아토피 천식

환자군에 비해 노인

비아토피 천식의 aTreg 세포의 억제능이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염증성

T

세포와

조절

T

세포의

분석을

통해

노화와

아토피라는 인자에 의해 달라진 노인 천식의 특성을 T 세포 수준에서
확인하였다.
이번 연구를 통해 성인 천식과 노인 천식의 차이점, 그리고 아토피
천식과 비아토피 천식의 차이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성인 천식과는 다른
노인

천식의

발생

기전을

설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존의

치료법으로는 잘 치료되지 않는 노인층의 중증 천식 치료법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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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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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Th1, Th2, Th17 세포의 비율
성인 정상인, 노인 정상인, 성인 아토피 천식환자, 노인 아토피 천식환자,
성인 비아토피 천식환자, 노인 비아토피 천식환자의 말초 혈액을 20
ml

씩

채취한

후,

말초혈액단핵세포를

분리하여

Intracellular

staining 으로 사이토카인을 분비하는 CD4 T 세포의 비율을 확인함. (A)
FACS Calibur 를 통해 CD3+CD4+ T 세포를 선택하여 Th1, Th2,
Th17 세포의 비율을 확인함. (B) IFN-γ 분비 CD4 T 세포의 비율 (C)
IL-4 분비 CD4 T 세포의 비율 (D) IL-17 분비 CD4 T 세포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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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IL-9, IL-10, IL-13, IL-17F 분비 세포의 비율
천식 환자의 말초 혈액에서 말초혈액단핵세포를 분리하여 Intracellular
staining 으로 IL-9, IL-10, IL-13, IL-17F 사이토카인을 분비하는
CD4 T 세포의 비율을 확인함. (A) FACS Calibur 를 통해 CD3+CD4+
T 세포를 선택하여 각각의 사이토카인을 분비하는 세포의 비율을 확인함.
(B) IL-9 분비 CD4 T 세포의 비율 (C) IL-13 분비 CD4 T 세포의
비율 (D) IL-17F 분비 CD4 T 세포의 비율

29

30

그림 3. 비전형 사이토카인 분비 CD4 T 세포의 비율
천식 환자의 말초혈액에서 비전형 사이토카인을 분비하는 CD4 T 세포의
비율을 확인함. (A) IL-9 와 IL-17 을 함께 분비하는 IL-9+Th17
세포의 비율 (B) IFN-γ와 IL-17, IL-17F 등 Th17 사이토카인을
함께 분비하는 CD4 T 세포의 비율 (C) IL-17 과 IL-4 를 함께
분비하는 IL-17+Th2 세포의 비율 (D) IL-4, IL-10, IL-13 등 Th2
사이토카인을 같이 분비하는 Th2 inhibitory 세포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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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사이토카인 분비 γδ T 세포의 비율
천식 환자의 말초 혈액에서 말초혈액단핵세포를 분리하여 Intracellular
staining 으로 각각의 사이토카인을 분비하는 γδ T 세포의 비율을
확인함.

(A)

FACS

Calibur

를

통해

γδ

TCR

발현과

각각의

사이토카인 분비를 확인함. (B) γδ T 세포의 비율 (C) IFN-γ 분비
γδ T 세포의 비율 (D) IL-4 분비 γδ T 세포의 비율 (E) IL-17
분비 γδ T 세포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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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면역 조절 T 세포와 IL-10 분비 세포의 비율
성인 정상인, 노인 정상인, 성인 아토피 천식환자, 노인 아토피 천식환자,
성인 비아토피 천식환자, 노인 비아토피 천식환자의 말초 혈액을 20
ml

씩

채취한

후,

말초혈액단핵세포를

분리하여

Intracellular

staining 으로 조절 T 세포의 비율을 확인함. (A) FACS Calibur 를 통해
CD3+CD4+ T 세포를 선택하고, Foxp3 와 CD45RA 발현으로 면역
조절 T 세포의 아형 비율을 확인함. (B) 면역 조절 T 세포의 비율 (C)
IL-10 분비 T 세포의 비율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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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사이토카인 분비 조절 T 세포의 비율
성인 정상인, 노인 정상인, 성인 아토피 천식환자, 노인 아토피 천식환자,
성인 비아토피 천식환자, 노인 비아토피 천식환자의 말초 혈액을 20
ml

씩

채취한

후,

말초혈액단핵세포를

분리하여

Intracellular

staining 으로 조절 T 세포의 비율을 확인함. (A) FACS Calibur 를 통해
CD3+CD4+ T 세포를 선택하고, 사이토카인을 분비하는 면역 조절 T
세포의 아형 비율을 확인함. (B) IFN-γ 분비 조절 T 세포의 비율 (C)
IL-4 분비 조절 T 세포의 비율 (D) IL-17 분비 조절 T 세포의 비율
(E) IL-13 분비 조절 T 세포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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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면역조절 T 세포 아형의 비율
성인 정상인, 노인 정상인, 성인 아토피 천식환자, 노인 아토피 천식환자,
성인 비아토피 천식환자, 노인 비아토피 천식환자의 말초 혈액을 20
ml

씩

채취한

후,

말초혈액단핵세포를

분리하여

Intracellular

staining 으로 조절 T 세포의 비율을 확인함.
(A) Resting Treg 세포의 비율 (B) Activated Treg 세포의 비율 (C)
Foxp3lo non-Treg 세포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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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Supression assay
천식환자의 말초 혈액을 20 ml 씩 채취한 후, 말초혈액단핵세포를 분리한
후

rTreg,

aTreg,

non

Treg

을

분리하여

CFSE

Labeling

된

Responder 와 함께 4 일 배양하여 억제능을 확인함. (A) FACS Aria
III 를 통해 rTreg, aTreg, non Treg, Responder 를 분리함 (B)
CD45RA 와 CD25 를 이용해 분리한 rTreg, aTreg, non Treg 의
Foxp3 발현 (C) 성인 정상군과 비아토피 노인 천식 환자의 대표 데이터
(D)Responder only 와 비교했을 때 rTreg 과 aTreg 과 함께 배양한
Responder 의 Proliferation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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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Jun-Seok Park
Laboratory of Immunology
Dept. of Molecular Medicine and Biopharmaceutical Sciences
Graduated School of Convergence Science and Techn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number of CD4, CD8 T cells, and the frequencies of helper T
cell subsets or cytokines are changed in the elderly because of the
immunosenescence.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effect of
immunoscenescence and atopy on severe asthma through the
analysis of CD4 T cell and its cytokines.
First,

we

analyzed

CD4

T

cells

secreting

cytokines

of

inflammatory T cells. As a result, CD4 T cells secreting IFN-γ
were increased in peripheral blood of elderly atopic asthma patients,
and IL-4 secreting CD4 T cells were increased in young atopic
asthma and elderly non-atopic asthma patients. We investigated the
pathogenic atypical cytokine producing CD 4 T cells, and we found
IL-17F+ IFN-γ+ CD4 T cells were increased in young atopic
asthma patients. Also, IL-4+γδ T cells, which are suspic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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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ogenic cells of asthma, were increased in young atopic and nonatopic asthma patients, and IL-17+γδ T cells were increased in
elderly atopic asthma patients.
In the analysis of immune regulatory T cells, the number of
regulatory T cells was increased in young atopic asthma and elderly
non-atopic asthma patients. But, regulatory T cells expressing IL10 had no significant difference. Regulatory T cells secreting IL-13
was increased in the elderly non-atopic asthma patients.
In the analysis of Treg subsets, the number of rTreg was decreased
intensely and non Treg was increased in the elderly asthma patients.
Continually, we analyzed the suppressive ability of Treg subsets. As
a result, the supressive ability of rTreg and aTreg was decreasd in
the elderly non-atopic asthma patients.
This study would clarify the differences between young asthma and
elderly asthma with or without atopy. Also, this study may
contribute to develop the treatment of the elderly asthma which has
no ideal remedy.

Keywords:

severe

elderly

asthma,

inflammatory T cells, regulatory T cells
Student number: 2012-2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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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unosenescence,

at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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