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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기학 연구를 위한 면역개념의 발전과정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소아청소년과학교실

김희섭

Development of Immune Reaction Concept for Perinatology
Hee Sup Kim, M.D.
Department of Pediatrics, Dongguk University Ilsan Hospital, Dongguk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Ilsan, Korea

Most of perinatological phenomenona and diseases are closely related with immune reaction. Most of initial
immune responses occur through innate immunity and most causes, such as mechanical damage, hypoxia, and
hyperoxia, are self and microorganisms are non-self, all of which are related with immune reaction concept.
However, researches on perinatology are mainly focused on specific one or two causes of perinatal diseases, so
often there is limitation to understand the basic concepts and phenomenona of the perinatal diseases. Through
understanding of immune reaction concept, we can apply immune reaction theory to researches in perinatology
and we can understand phenomenona in perinatology through knowledge of immune reaction.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understand historical development of immunology and concept of immune reaction for researches
and treatment of perina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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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기에서 나타나는 여러 현상은 면역학과 밀접한 연

개념과 연계가 되어 있다. 이러한 주산기 현상과 질환의 한

관이 있다. 주산기 현상의 원인으로 저산소증, 감염, 기계적

두가지 원인에 대한 부분적인 현상만 연구를 하면 면역학

손상, 과산소증 등 여러 원인에 대해 면역학적 연구가 진행

의 응용에 제한이 있고 따라서 주산기 질환을 이해하고 원

되고 있으나 현상에 대한 부분적인 연구에만 국한되어 있

인을 규명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다. 주산기 원인에 의한 면역반응은 일차적으로 선천 면역

종설에서는 면역학의 개념발전 과정을 이해함으로 면역학

(innate immunity)과 주로 연관이 되어 있고 각 개별적 원

의 주산기 현상에 대한 이해와 응용을 돕고자 한다.

인으로 저산소증, 기계적 손상, 과산소증은 자가(self)이고
감염은 비자가(non-self)로 면역학의 전반적인 공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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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론

1. 면역반응에 대한 개념의 발전과정
1) One-signal theory
면역반응에 대한 개념의 발전과정에서 중요한 Burnet1의
이론은 항원특이 수용체가 발현이 되어 항원과 반응을 하
면 신호를 보내어 B 세포가 활성화되서 면역반응이 시작된
다는 것이다. 이것은 간접적 원형설로 유전자에 기록되어

Copyrightⓒ 2015 by The Korean Society of Perinatolog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
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The Korean Journal of Perinatology · pISSN 1229-2605 eISSN 2289-0432 · e-kjp.org

있는 항체가 만들어진다는 모델로, 이에 반해 Talmage2의
직접 원형설은 항원이 직접 항체를 만드는 원형설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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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함께 Jerne3는 자연 선택설(natural selection theory)

은 이 운반 항체가 생명 초기에 모계에서 받아야 하는데 우

을 제안했는데 항원은 서로 관련된 항체만 반응한다는 것

리가 경험하는 생명은 성인의 구성체와 태아의 구성체는 다

이다. 간접 원형설은 self에 대한 면역반응과 면역학적 관용

르기 때문에 이 모델은 면역반응 설명에 한계가 있을 수 밖

(tolerance)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없는 직접 원형설의 모순

에 없다. 1970년 Bretscher와 Cohn11은 이러한 문제점을

을 설명하는데서 기인한다. 자신에 대해서는 면역반응이

시정하는 새로운 Associative Recognition model을 제시

4

했다. 전 모델은 두개의 신호가 서로 다른 것이나 Associa

은 Billingham, Brent, Medawar 등 이 발표한 자가반응

tive Recognition model에서는 signal one인 합텐 특이신

세포는 생명초기에 없어진다는 설을 근거로 선택복제설

호에 의해 signal two가 반응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림프구

(clonal selection theory)을 제기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 이 두 신호를 조절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당시에 항체가

monoclonal antibody는 이러한 개념에서 나온 것이다.

파브리시우스 낭(bursa of Fabricius)에서 생산되고 흉선

일어나지 않아야 생명이 유지되므로, 이에 대해서 Burnet
5

6

Lederberg 는 이에 반해 억제되어 있는 미성숙 림프구

은 조직적합성(histocompatibility) 항원의 인식과 연관이

를 성숙한 림프구로 활성화시키는 one-signal theory를

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이 모델을 지지하게 되었다.12,13 따라

제안했다. 그러나 이러한 모델은 합텐(hapten)-운반

서 Bretscher와 Cohn11은 운반항원 반응(carrier-anti

(carrier) 현상에서 운반체 자체가 면역성을 쉽게 가질 수

gen-sensitive) 세포는 흉선과 관련이 있고 humoral-

있고 합텐은 운반체에 결합되어야만 면역성을 가지는 현상

antigen-sensitive 세포는 골수에서 온다고 하였다.

을 설명할 수 없다. 또한 항원의 성질에 따라 반응성 림프구

그런데 Lafferty와 Jones14는 놀랍게도 면역반응이 이종

가 활성화 또는 관용되는 연구가 발표되었다.7 이러한 현상

개체보다 동종에서 더 심한 면역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발견

8

을 포함하기 위해 Talmage와 Pearlman 이 새로운 제안을

하었다. Lafferty15는 이러한 현상은 항원 외에 다른 조직적

했는데 항원이 응집체가 보체 등과 결합하여 항원 특이 또

합한 외부 세포와 림프구간의 반응이 있다고 제안하였다.

는 비특이 반응을 유발하여 항체를 생산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동종 자극 세포는 혈소조혈세포에서 온다는 것을

그러나 one-signal theory에 기초한 설명은 항원에 대

알아냈고 활성화 된 세포독성 T 림프구(cytotoxic T lym

한 관용이 면역 항원결정기와 결합한 항원결합체를 접종하

phocyte)는 동종 자극 없이도 외부 항원에 대해 어떠한 세

면 없어지는 것과 림프구가 계속해서 변이를 일으키면 자가

포도 죽인다는 것을 보고 했다. 지금은 연구가 진행되어 이

9

면역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

것이 B cell이 결합한 항원을 인식하여 내부의 과정을 거쳐

2) Two-signal theory

주조직접합성 복합체(major histocompatibility complex,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1968년에 Bretscher와

MHC) class II를 나타내고 도움 T 세포(T- helper cell)에

10

Cohn 은 새로운 신호를 넣은 모델을 제시 했는데 이것이

의하여 인지하기를 기다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16

흔히 알려져 있는 two signal model이다. 이 제안은 B 세

1975년 Lafferty는 Cunningham17과 함께 동종 상호

포가 항원 한 개와 반응을 하면 마비가 오나, 두 개 이상의

반응의 새로운 개념이라는 제목의 제안에서 전반적인 세포

복합체 또는 두 번째 항체(운반 항체)와 결합하면 두 번째

면역반응에 대한 개념을 제시하였다. 면역반응의 시작은

신호를 유발하여 세포를 활성화 시킨다는 것이다. 이때 항

항원과 세포의 접촉 외에도 자극세포와 반응세포가 함께

원 복합체와 결합하는 두 번째 항체는 항원과 다른 독립적

하여 자극세포에 의해 signal two (나중에 co-stimulator

인 물질이다. 따라서 림프구에 변이가 일어나도 이차 자기

로 명명되었다.)의 분비가 이루어져야 면역 활성화의 요구

항원 특이클론(self-antigen-specific clone)이 같이 자

가 충족이 된다고 하였다. Co-stimulator는 종에 따라 다

기반응 운반항체를 만들 가능성이 거의 없어 자기 관용이

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에 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모델의 문제점은 운반 항체와 합텐 항

해 Associative Recognition model에서는 second

체가 다른 점이 없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

signal이 항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면역 변이가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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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자가면역반응이 일어나기 쉽다.

질이 세균에서 온 것으로 보아 APCs는 세균의 분자적 구

이후 10년 이상 Bretscher와 Cohn이 주장한 second

조(pathogen-associated molecular pattern, PAMP)에

signal (help)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어 왔으나 Laf

의해 pattern-recognition receptors (PRRs)이 외부 물

ferty와 Cunningham가 제안한 co-stimulator에 대해서

질을 인식하고 SNS 인식한다고 했다.22 즉, APCs와 선천

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것은 help는 T 세포

면역계통의 다른 세포들이 세균 등 감염성 미생물을 인식

에서 오므로 self와 non-self의 구별에 용이할 수 있으나

하는 PRRs군을 표현한다고 하였고 따라서 PRRs가 APCs

co-stimulator는 self와 non-self를 구분하지 못해 연구

를 활성화 시키지 않으면 면역반응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

자들의 관심을 갖지 못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였다. 이것은 second signal이 T 세포의 활성화 없이 미생
물의 공통 생산물에 의해 유발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아는

3) Second signal로서의 MHC
18

1974년에 Zinkernagel과 Doherty 가 MHC에 의한 T
세포 활성화 제한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발견을 바탕으로

innate immunity와 이와 연관된 toll like receptor 등은
PAMP를 지지해 준다.

19

Lafferty와 Cunningham 은 MHC-encoded molecule

그러나 Janeway가 나중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이것은 보

이 T 세포에 특정하고 자극세포를 자극하여 co-stimula

조제와 세균에 대해서는 설명이 가능하지만 자동면역반응

tor를 생산하게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 모델은 동종 반응,

과 이식, 종양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다.23 Fuchs 등이

MHC에 의한 제한, 정상적인 T 세포 활성화 그리고 co-

Co-stimulation을 설명하기 위해 저가와 비자가에 대한

stimulation을 한가지 설로 설명할 수 있게 하였다.

영역과 함께 고려하여 봤지만 많은 토론 후에도 역시 PRRs

4) Co-stimulator의 분비와 항원제시세포(antigen

에 의한 설명으로는 면역현상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24

6) Danger theory

presenting cells, APCs)
20

Jenkins와 Schwartz 는 1987년 gluteraldehyde로 고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기존 면역학에서는 면역반응

정한 APCs는 항원으로 T 세포를 자극하지 못하고 면역반

은 외부에 대한 반응으로 외부 신호에 의해 non-self를 인

응이 일어나지 않아 살아있는 APCs가 완전한 면역 활성화

식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정상인에서 DNA같

에 필요한 second signal을 생산하는데 없어서는 안된다고

은 self 항원에 대한 자연적 항체를 가지고 있고 예방접종

하였다. 항원 자체만으로는 면역반응을 유발 할 수 없다는

에는 보조제를 쓰는데 이것은 자연의 세균에서 온 것이 아

면에서는 Associative Recognition model과 같으나 여기

니다. 몸에는 55,000개의 가능한 펩타이드가 있고 이에 더

에서는 co-stimulation이 면역반응에 필수요건이 된다는

해 외부 항원에 대한 반응을 유지하면서 1,012개의 서로

것이다. 이것은 면역반응이 어떻게 시작하는지에 대한 의문

다른 B 세포 과 T 세포 유전형이 존재한다. 이러한 현상은

인 primer problem을 해결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또한

PAMP설로는 설명하기 곤란하다. Matzinger21가 주장한

더욱 해결이 안되는 엄청난 난관에 봉착하는 문제를 낳았

Danger model에서는 면역반응은 내부에서 기인하며 스

다. 즉 면역 관용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난

트레스나 상처를 받은 세포에서 온 내적 신호에 의해 시작

관에 대해 Jenkins와 Schwartz는 다음에 언급할 Danger

한다고 본다. 이것은 면역반응이 self와 non-self와 상관하

model 제안자인 Polley Matzinger와의 의견 교환으로 이

지 않고 위험 신호 즉 조직의 손상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본

21

설에 대한 확신을 하게 되었다. Matzinger 는 이에 대해

다. 이 설은 조직이 손상을 받지 않고 세포가 건강한 상태이

APCs는 self와 non-self를 구별하지 못하므로 co-sti

거나 죽어도 조용히 포식이 되면 면역반응이 일어나지 않

mulation의 존재가 면역관용을 설명할 수 없다고 하였다.

으나 세포가 다량으로 죽고 스트레스를 받거나 손상을 받

5) Janeway의 non-self로서의 미생물

으면 손상이 병인균이나 내적의 어떤 원인이건 면역반응이

그러던 중 Janeway는 이 문제에 대해 새로운 해결 방안

일어난다고 본다. 손상 받은 조직에 분비된 물질이 APCs

을 내놓았다. 그는 예방접종의 보조제와 주로 면역자극 물

에 의해 인지되고 이를 통해 co-stimulatory신호를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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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반응이 일어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이식, 종양 면역,

2. 앞으로의 발전 방향

자가면역 등 여러면역 현상을 설명하는데 상당한 의미를

위의 여러 model은 면역반응의 모든 상황을 설명하지는

지닌다.

못한다. Second signal이 없는 gene-knockout 실험에서

Danger model에서 경고 신호는 두 개의 종류가 있을 수

는 second signal이 면역반응에 필수적이지 않다는 것을

있다. 첫째는 pre-packaged이고 둘째는 만들어지는 물질

보여 준다. 그리고 면역반응이 조직과 상태에 따라 달라지

이다. 첫째 pre-packaged 신호로서 미토콘드리아(mito

고 또한 T 세포의 양은 면역반응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chondria)를 생각할 수 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내에 있

이러한 요소들도 고려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

고 포식된 apoptotic 세포 밖에 있지도 않아 위험 신호를

려하면서 앞으로 면역반응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진행이

보낼 수 있으며 원하지 않는 세균에도 존재한다. Endor

될 것이다.

phin은 자연계의 morphine과 같은 수용체에서 반응을 하
나 외계 물질에 대한 수용체보다 내부 물질에 대한 수용체
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25

결

론

다음으로 mannose가 있다.

APCs는 항원을 채어 올리는데 도움이 되는 mannose 수

주산기의 여러 현상과 질환은 다양한 원인이 있다. 이러

용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mannose는 포유류 세포외에

한 원인 하나로 질환의 원인을 규명하기에는 어려움과 한계

서는 많이 발견되지 않지만 새포내에서는 당단백질의 형태

가 있을 수 밖에 없고 질환의 일부만을 이해하는데 맞추어

26

로는 다량으로 존재한다. 이 당단백질이 외부에 분비되기

져 있어 연구에 제한이 있다. 주산기 질환은 면역학과 밀접

전까지 sialic acid, galatose 등으로 포장이 된다. 미토콘드

한 연관이 있어 면역학의 역사를 통해 개념을 이해하면 주

리아와 함께 mannose가 많은 전구물질들은 죽은 세포에

산기 현상에 대한 이해와 연구 방향 그리고 궁극적으로 치

서 효율적인 전달 역할을 할 것이다. DNA와 RNA도 이에

료에 응용이 될 수 있다. 여러 주산기 현상은 장기와 원인이

27

포함될 수 있다. 단지 APCs가 이에 대한 수용체가 있어

달라도 지금까지 살펴 본 봐와 같이 면역 반응의 분자적 시

야 하고 건강한 세포에서는 노출이 되지 말아야 한다. 두번

작은 같거나 비슷하게 시작된다. 따라서 면역학의 전체적인

째에 속하는 경고 신호는 stress에 의해 세포에서 만들어

흐름을 이해하면서 주산기 질환 각각에 대한 연구를 진행

지는 것이다. 열 충격 단백질(heat shock protein, HSP)이

하는 것은 주산기 질환에 필요한 요소로 생각이 된다.

좋은 후보가 될 수 있다. HSP는 열과 찬 것에 의한 쇼크에
의해 만들어지는데 세균 감염에 의해서도 생성된다.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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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주산기에서 나타나는 여러 현상과 질환은 면역학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초기 면역반응은 innate immunity에 의해
일어나고 기계적 손상, 저산소증, 과산소증 등은 self이고 미생물은 non-self로 면역반응의 개념로 이러한 현상은 면역
반응의 이론과 연관이 되어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면역학적 연구가 부분적인 원인과 현상에만 국한되어 경우가 많다.
면역학의 발전과 개념을 이해함으로서 이러한 한계를 넓히고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연구의 제한을 극복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주산기 연구에서는 면역학의 이론과 응용 그리고 면역학 현상이 실제로 인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면역학의 개
념을 이해하는 것은 주산기 연구와 발전 더 나아가 치료에 매우 중요하다. 또한 면역학을 주산기 현상과 질환에 응용
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면역학의 개념 변화와 발달에 대한 지식 습득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중심 단어: 선천 면역, One-signal theory, Two-signal theory, Danger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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