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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Although improvements in neonatal care techniques have increased the
survival rate of preterm infants, bronchopulmonary dysplasia (BPD) remains an
important factor in neonatal mortality and morbidity. BPD is a multifactorial disease
associated with genetic and clinical risk factors related to lung development and
perinatal inflammation. Interleukin-1 (IL-1) is a crucial cytokine in the early stages
of inflammation. In the present study, we aimed to determine the association between
the IL-1 polymorphisms, clinical risk factors, and BPD in preterm infants.
Methods: The study was performed who consented infants born at less than 34
weeks’ gestation. The alleles of the 3 sites of the IL-1 gene (IL-1α-889, IL-1β-31, and
IL-1β-511) were determined using Taqman®-based allelic discrimination assays.
Clinical data were reviewed from the medical records.
Results: A total of 31 infants with BPD and 73 control infants were enrolled in the
study. The gestational age (P =0.001) and birth weight (P =0.001) were lower in the
BPD group compared to those in the control group. The incidence of respiratory di
stress syndrome (RDS; P =0.002), patent ductus arteriosus (P =0.01), and retinopathy
of prematurity (P <0.001) was higher in the BPD group compared to that in the control
group. The frequency of IL-1α-889TT was higher in the BPD group (6.5% vs. 0.0%,
P =0.028) compared to that in the control group. The frequencies of IL-1α-889T,
IL-1β-31T, and IL-1β-511T did not differ between the BPD and control groups. In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gestational age and RDS were found to be associated
with BPD.
Conclusion: IL-1α-889, IL-1β-31, and IL-1β-511 polymorphisms are not associated
with the development of BPD in preterm inf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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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 조산아를 대상으로 한 IL-1 유전자 다형성에 대한 연구

서론

나 유전자 다형성과 BPD 발생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극히 드
신생아 집중치료의 발전으로 신생아호흡곤란증후군(respiratory

물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34주 미만의 조산아를 대상으로, IL-1α

distress syndrome, RDS)을 비롯한 신생아기의 여러 질환의 발

-889, IL-1β-31, IL-1β-511 부위의 유전자 분포와 빈도를 확인하

생률과 신생아 사망률은 감소하였지만, 극소저체중아의 생존율

고 각 부위에서 특정한 대립유전자 또는 일배체형(haplotype)의

이 증가하면서 기관지폐 형성이상(bronchopulmonary dysplasia,

존재유무가 BPD 발생과 연관성을 갖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1,2)

BPD)의 발생빈도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다 . 최근에 발표된
국내 다기관 연구결과에서도 조산아 및 극소저체중아의 생존율
의 향상과 이에 따른 BPD 발생률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3,4).

대상 및 방법

BPD는 다양한 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하는 다인자
성질환(multifactorial disease)으로 알려져 있다. 미성숙한 폐가

1. 대상

호흡을 시작하면서 받게 되는 인공환기기 등에 의한 기계적 자

2011년 5월부터 2012년 4월까지 12개월 동안 분당차병원에서

극, 과산소, 출생 전후의 감염이나 염증 등에 의한 반복적인 폐손

출생하여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재태연령 34주 미만의 조

상은, 결국 폐의 만성적인 염증반응을 초래하거나 폐포와 폐혈관

산아 중 연구에 동의한 10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CHA

5-9)

발달에 장애를 일으키면서 BPD를 발생시킨다

. BPD 발생과 연

관된 위험 인자에 관한 연구는, 심한 RDS가 있었던 조산아의 치

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의학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
였다(IRB 2008-073).

료과정 중에 기계환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의 압력/용적 손상
과 산소 독성에 의한 손상에 의한 변화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후

2. 주산기의 임상적 특성

에 출생 전후의 감염이나 염증이 BPD 발생에 미치는 영향이 알려

대상 환아의 산과력, 주산기 합병증, 검사 결과 등은 의무기록을

지면서, 염증 반응과 관련된 다양한 cytokine의 혈액 내 또는 기

이용하여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임신성 고혈압, 임신성 당뇨,

관흡인액 내 농도와 BPD 발생과의 연관성에 대한 많은 연구 결과

인공수정술, 다태임신, 18시간 이상의 조기양막파수 등의 산과력

10,11)

. 염증반응 이외에도 저체중 출생아, 남아, 낮은

을 확인하였고, 출생 후 1분, 5분의 Apgar 점수와 출생 후 30분 이

Apgar 점수, 동맥관 개존증, 인공 호흡기 사용기간 등이 BPD 발생

내에 검사한 초기 혈액가스검사의 pH를 조사하였으며, Apgar 점

가 발표되었다

12)

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 한편, BPD 발생에는 유전적 요인

수 6점 이하(중등도 이상의 가사)를 따로 분류하여 비교분석하였

도 관여할 것으로 추정된다. 쌍생아와 단일출생아의 BPD 발생을

다.

13)

비교한 Parker 등 의 연구에서 처음으로 BPD의 발생의 유전적
요인의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이후 일란성 쌍생아와 이란성 쌍생

3. 신생아기 질환의 정의
BPD는 Jobe 등22)의 분류법에 따라 생후 28일 이상 산소를 필

14)

아의 비교 연구를 통해 이를 뒷받침하였다 .
Interleukin-1 (IL-1)은 대표적인 염증유발(proinflammatory)

요로 하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신생아기 질환으로는, RDS, 동맥

cytokine으로서, tumor necrosis factor α(TNF-α)와 함께 염증반

관 개존증(patent ductus arteriosus, PDA), 미숙아 망막증(reti

응 초기에 활성화되고, 면역과 염증반응의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

nopathy of prematurity, ROP), 뇌실내 출혈(intraventricular

. 혈액 내의 IL-1 농도와 BPD 발생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로

hemorrhage, IVH), 뇌실주위백질연화증(periventricular leuko

는 초극소저체중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BPD군에서 IL-1β
의혈

malacia, PVL) 발생 여부를 조사하였다. RDS는 산소 농도 0.4 이상

15-17)

다

액 내 농도가 높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 기관흡인액 내 IL-1 농

을 필요로 하는 급성 호흡 곤란증상이 있으면서 동시에 특징적인

도와 BPD 발생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에서도 역시 대조군보다

흉부 방사선 사진의 변화를 보이고, 폐표면활성제의 사용이 필요

BPD군에서 IL-1을 비롯한 여러 cytokine의 값이 높은 것으로 나

한 경우로 정의하였다23). PDA는 특징적 임상 증상(넓은 맥압, 도약

타났다19).

맥, 특징적인 지속성 기계양 심잡음 등)이 있으면서 심에코검사로

18)

IL-1의 발현량은 IL-1 조절부위(regulatory region)의 단
일염기다형성(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에 의해 전사

진단되고 약물치료 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정의하였다
24)

. IVH는 Volpe의 분류에 따라 중증도 3 이상일 때가 각각 임상적

(transcription)단계에서 조절된다 . 이러한 전사단계에서 IL-1의

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정의 하였고, ROP는 국제 미숙아 망막증의

발현량에 영향을 주는 부위로 알려진 곳으로는 IL-1α-889, IL-1β

정의에 따라 stage 1 이상이면 모두 포함시켜 조사하였다25).

17)

-31, IL-1β-511 등 이 있고, 이 중 고생산형 대립유전자(allele)는
-889T, -31T, -511T로 알려져 있다20,21). 문헌고찰을 통하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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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NA 추출

4. 유전자 분석 및 검사 방법
1) 검체 채취

DNA 추출은 PUREGENE DNA Isolation Kit (Gentra Systems,

입원기간 중 한 차례 정맥에서 전혈 0.2 mL를 채취하였다. 전혈
검체를 4℃에서 2,500 rpm에 15분간 원침하여 상부의 혈장층, 중

Minneapolis, MN, USA)를 이용하여 세포 용해, RNase처리, 단백
침전, DNA 침전, DNA 수화(hydration)의 방법으로 시행하였다.

간부의 연층(buffy coat), 하부의 적혈구층으로 분리한 뒤 혈장층
을 버리고 피펫을 이용하여 연층을 모았다.

3) 실시간 정량적 중합효소연쇄반응
Genomic DNA 20 ng, 2×Universal PCR Master Mix (Applied
Biosystems, Foster city, CA, USA), 각각의 탐식자(Applied Bio
systems; Bioneer, Daejeon, Korea) 100 nM씩, 각각의 시발체
(Bioneer) 600 nM씩을 혼합하여 최종 부피는 5 μL가 되도록 하였
다. TaqmanⓇ 반응은 50℃에서 2분간, 95℃에서 10분간 처리 후
95℃에서 15초간, 60℃에서 1분간 40회 주기로 증폭을 실시하였
다. 전체 반응은 ABI Prism 7900HT Sequence Detection System
(Applied Biosystem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반응에 이용되는
증폭기는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연결된 컴퓨터 화면상에 유전자
가 증폭되면서 분리되는 형광 발광체간의 상호 반응에 의해 발생
하는 특이 파장의 형광을 감지하여 유전자 증폭 양상을 실시간으
로 추적 관찰하였다(Fig. 1).
4) 유전자 다형성 검사
시발체(primer)와 탐식자(probe)를 이용한 TaqmanⓇ 대립유
전자 판별분석법(allelic discrimination assay)을 통하여 IL-1의 3
개 부위의 단일염기다형성을 분석하였다(Table 1). Interleukin-1
의 부위는 cytokine의 생산능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알려
진 IL-1α-889, IL-1b-31, IL-1β-511을 조사하였다. 각 부위는

Fig. 1. Discrimination of alleles for position -889 of IL-1α gene

region. *homozygote for allele C; †heterozygote for allele C and T;
‡
homozygote for allele T.

Primer Express version 2.0.0 software (Applied Biosystems)를
사용하여 시발체를 고안하였다.

Table 1. Sequence of Primers and Probes for Amplification and Allelic Discrimination Assay of Interleukin-1
Gene Site

Probe or Primer

IL-1α-889C/T

C- probe

5'-ACCAGGCAACACCATTGAAGGCTC-3'

T- probe

5'-CCAGGCAACATCATTGAAGGCTCA-3'

Forward primer

5'-CACAGGAATTATAAAAGCTGAGAAATTC-3'

Reverse primer

5'-AAAGGAAGGCATGGATTTTTACAT-3'

C- probe

5'-CTGCTTTTGAAAGCCATAAAAACAGCGA-3'

T- probe

5'-TCTGCTTTTGAAAGCTATAAAAACAGCGAGG-3'

Forward primer

5'-CCCCTTTCCTTTAACTTGATTGTG-3'

Reverse primer

5'-GAGGTTTGGTATCTGCCAGTTTCT-3'

C- probe

5'-TGACAGAGAGCTCCCTGAGGCAGAG-3'

T- probe

5'-TGACAGAGAGCTCCTTGAGGCAGAGAA-3'

Forward primer

5'-AACCCTGCATACCGTATGTTCTCT-3'

Reverse primer

5'-AATAGCCCTCCCTGTCTGTATTGA-3'

IL-1β-31C/T

IL1β-511C/T

Abbreviation: IL, interleu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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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계

Table 2. Perinat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Gestational age (weeks)
Birth weight (gram)

Non BPD
(N=73)

P -value

28+4±2+3

30+6±2+3

<0.001

였으며, 두 군의 빈도비교는 Chi-square test를 통해 분석하였고,

1,230±420

1,560±410

<0.001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등을 통해 다변량분석을 하였다. P값

Male

51.6%

50.7%

n-s

PIH

9.7%

12.3%

n-s

GDM

본 연구의 통계분석은 SPSS (ver. 20)를 이용하였다. 두 군의 평

BPD
(N=31)

9.7%

13.7%

n-s

IVF

35.5%

39.7%

n-s

Twin

41.9%

46.6%

n-s

PROM

38.7%

30.1%

n-s

C/Sec

83.9%

80.8%

n-s

Antenatal steroid

77.4%

64.4%

n-s

균비교는 Student t-test를 이용하여 평균값±표준편차로 표기하

이 0.05 미만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결과
1. 대상 환아의 임상적 특성
총 104명의 환아 중 31명(29.8%)이 BPD군 이었으며, 73명

AS 1min

3.84±2.34

5.30±1.49

0.002

(70.2 %)이 BPD가 발생하지 않은 대조군에 해당하였다. 평균 재

AS 5min

5.36±2.26

7.14±1.17

0.001

87.1%

79.5%

n-s

태연령(28+4±2+3주 vs. 30+6±2+3주, P<0.001)과 출생체중(1,230

Initial pH

7.255±0.09

7.298±0.08

n-s

pH<7.25

38.1%

29.2%

n-s

AS≤6

Mean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D.
Abbreviations: BPD, bronchopulmonary dysplasia; PIH, pregnancy
induced hypertension; GDM, gestational diabetes mellitus; IVF, in
vitro fertilization; PROM, premature rupture of membranes over
18hours; C/Sec, cesarean delivery; AS, Apgar score; n-s, not significant.

±420 g vs. 1,560±410 g, P<0.001)은 모두 BPD군에서 대조군과
비교하여 낮았다(Table 2). 산과력에서는 두 군 모두 임신성 당뇨
병, 18시간 이상의 조기양막파수, 임신성 고혈압, 인공수정술, 제왕
절개술 등의 빈도에는 차이가 없었다. 1분과 5분의 Apgar 점수는
BPD군에서 낮았지만(3.8±2.3점 vs. 5.4±1.5점, P=0.002; 5.4±2.3
점 vs. 7.1±1.2점, P=0.001), Apgar 점수 6점 이하의 빈도와 출생직
후 측정한 pH값은 두 군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2).

Table 3. Postnatal Outcomes of the Subjects
2. 신생아기 질환의 발생빈도

BPD
(N=31)

Non BPD
(N=73)

P -value

RDS

90.3%

60.3%

0.002

PDA (45.2% vs. 20.5%, P=0.01), ROP (22.6% vs. 0.0%, P<0.001)

PDA

45.2%

20.5%

0.01

의 발생빈도가 높게 나타났다(Table 3). 그러나, IVH와 PVL의 발

ROP

22.6%

0.0%

0.001

IVH

9.7%

4.1%

n-s

생 빈도는 두 군 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입원기간 및 인공호

PVL

6.5%

1.4%

n-s

Hospitalization (day)

77.5±27.8

39.0±19.1

<0.001

Ventilator care (day)

34.5±29.0

4.8±8.6

<0.001

6.5%

4.1%

n-s

Mortality

Mean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D.
Abbreviations: BPD, bronchopulmonary dysplasia; RDS,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of newborn; PDA, patent ductus arteriosus; ROP,
retinopathy of prematurity; IVH, Intraventricular hemorrhage more
than grade 3; PVL, Periventricular leukomalacia; n-s, not significant.

BPD군에서 대조군과 비교하여 RDS (90.3% vs. 60.3%, P=0.002),

흡기 사용기간도 두 군 간의 차이를 보였다(77.5±27.8일 vs. 39.0
±19.1일, P<0.001; 34.5±29.0일 vs. 4.8±8.6일, P<0.001). 두 군
의 사망률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IL-1 대립유전자 빈도와 BPD 발생과의 연관성
전체 대상 환아 104명(대립유전자 208개)의 IL-1α-889C/T,
IL- 1β-31C/T, IL-1β-511C/T 총 3개 부위의 대립유전자 중 고생
산형으로 알려진 IL-1α-889T, IL-1β-31T, IL-1β-511T의 빈도는

Table 4. Allele Frequencies of Subjects at Positions Interleukin-1α-889, Interleukin-1β-31, -551
Polymorphism Site

High producer alleles

Frequency
Total (%)

BPD (%)

Non BPD (%)

P -value

IL-1α-889 C/T

-889T

22 (10.6%)

8 (12.9%)

14 (9.6%)

0.477

IL-1β-31 C/T

-31T

106 (51.0%)

27 (46.8%)

79 (52.7%)

0.431

IL-1β-511 C/T

-511T

103 (49.5%)

32 (51.6%)

71 (48.6%)

0.694

Abbreviations: BPD, bronchopulmonary dysplasia; IL, interleu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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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BPD 군과 대조군 사이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유전자의 빈도는 각각 12.9%, 46.8%, 51.6%로 나타났으며 대조

5. 다변량 분석

군 과의 빈도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Table 4).

앞에서 BPD 군과 대조군 사이의 차이를 보였던 임상적 요인과
IL-1α-889 TT 일배체형을 포함한 IL-1의 고생산형 유전자형 등

4. IL-1 일배체형 빈도와 BPD 발생과의 연관성
본 연구에 포함된 3개 부위에서 일배체형의 분포와 빈도를

이 BPD 발생의 독립적인 위험인자로 작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

조사하였다(Table 5). BPD군에서 IL-1α-889T의 동형접합체

하여 다변량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재태연령과 RDS의 유

(homozygote)의 빈도가 대조군과 비교하여 높게 나타났다(6.5%

무가 BPD의 발생과 연관성이 있었고, IL-1의 고생산형 유전자

vs. 0.0%, P=0.028). IL-1β-31, IL-1β-511 부위의 일배체형 빈도

형은 BPD 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Table 6). 또한 IL-1α
-889 TT 일배체형을 포함한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도
TT 일배체형은 독립적인 위험인자로 작용하지는 않았다(odds

Table 5. Genotype Distributions of Interleukin-1
BPD
(N=31)

Non BPD
(N=73)

P -value*

CC

25 (80.6%)

59 (80.8%)

n-s

CT

4 (12.9%)

14 (19.2%)

TT

2 (6.5%)

0 (0.0%)

CC

8 (25.8%)

13 (17.8%)

CT

17 (54.8%)

43 (58.9%)

TT

6 (19.4%)

17 (23.3%)

P -value†

ratio 1.25, 95% confidence interval 0.57-5.82, P=0.796).

IL-1α-889 C/T

고찰
0.028

조산아와 저체중아의 치료 성적이 향상되고 생존율이 높아지면

IL-1β-31 C/T

서, 생존한 극소저체중출생아를 중심으로 BPD는 중요한 합병증

n-s

이자 사망요인으로 작용한다. 미국의 NICHD (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 신생아 네트워크의 자

n-s

료에 의하면 극소저체중출생아 중에서 BPD 발생률은 약 31%이

IL-1β-511 C/T
CC

6(19.4%)

16 (21.9%)

CT

18 (58.1%)

43 (58.9%)

TT

7 (22.6%)

14 (19.2%)

n-s

고, BPD에 의한 사망률은 17% 정도로 보고되었다26). 국내의 다기
관 설문조사에서는 32주 미만의 조산아에서의 BPD 발생률은 28%,

n-s

Abbreviations: BPD, bronchopulmonary dysplasia; IL, interleukin;
P -value*, P -value of each haplotypes; P -value†, P -value of high producer
allele homozygote, TT versus other haplotypes, CC or CT; n-s, not
significant.

BPD에 의한 사망률은 16% 정도로 외국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3)

. BPD는 폐의 미성숙, 태내감염, 염증 반응, 폐활성물질의 부족,

과산소에 의한 산소 유리기에 의한 손상, 인공 환기에 의한 압력
손상 및 용적 손상 등의 출생 전후의 다양한 요인이 질환의 발생

Table 6. Effects of Variables on Bronchopulmonary Dysplasia
Univariate analysis
Variables
Gestational age (weeks)
Birth weight (gram)

Multivariate analysis

BPD

Non BPD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P -value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P -value

28+4±2+3

30+6±2+3

0.66

0.57-0.76

0.001

0.69

0.51-0.94

0.016

1,230±420

1,560±410

0.99

0.99-1.00

0.695

1.00

0.99-1.00

0.866

AS 1min

3.84±2.34

5.30±1.49

0.65

0.55-0.77

0.001

1.10

0.76-1.60

0.611

AS 5min

5.36±2.26

7.14±1.17

0.57

0.47-0.71

0.001

0.69

0.64-1.06

0.093

IL-1α-889 T

12.9%

9.6%

1.39

0.55-3.52

0.479

1.14

0.32-4.09

0.843

IL-1β-31 T

46.8%

52.7%

0.79

0.43-1.43

0.432

0.85

0.38-1.89

0.689

IL-1β-511 T

51.6%

48.6%

1.13

0.62-2.04

0.694

1.04

0.49-2.23

0.914

RDS

90.3%

60.3%

6.15

2.49-15.2

0.001

5.76

1.96-16.88

0.001

PDA

45.2%

20.5%

3.18

1.68-6.05

0.001

0.99

0.42-2.34

0.996

ROP

22.6%

0.0%

21.0

2.45-79.49

0.005

1.08

0.37-4.54

0.862

Mean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D.
Abbreviations: BPD, bronchopulmonary dysplasia; AS, apgar score; IL, interleukin; RDS,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of newborn; PDA, patent
ductus arteriosus; ROP, retinopathy of premat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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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복잡한 발생 기전이 아직 완

용체에 IL-1α, IL-1β와 경쟁적으로 작용하며, 각 물질들의 발현량

전히 밝혀지지는 않았다8,9). 많은 연구에서 BPD 환아의 제대혈이

에 의해 염증반응을 조절하게 된다. BPD군에서 출생초기의 IL-1

나 양수, 기관지 흡인액에서 다양한 염증유발 cytokine의 농도가

β와 IL-1Ra의 값이 유의하게 높고, 그 두 값의 불균형과 BPD 발생

10,11)

, BPD 발생은 융모양막염과도 연관성이 있었

과의 관계를 설명한 연구도 있다18). 이러한 IL-1의 발현을 조절하

다27).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BPD 발생에는 전신적인 염증반응

는 유전자에 단일염기 다형성이 발견 되었고, 이 부위의 염기서열

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특히 출생 전의 염증 반응이 미숙한 폐의

에 따라 실제로 발현되는 cytokine의 양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연

일차적인 손상에 많은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출생 전의

구가 보고되었다20,21). 이와 같은 유전자형에서 IL-1의 생산량이

염증반응에 의한 태아의 일차적인 폐 손상과 출생 후의 인공환기

증가되고, 이로 인해 염증반응이 지속되어 조직의 손상과 질환의

와 산소치료, 신생아기의 염증 등에 의한 이차적인 폐 손상의 다

발병에 영향을 주게 된다. 결국 특정유전자형을 가진 경우, 이로

단계 손상이론(multiple-hit theory)이 BPD 발병 기전을 설명하는

인해 IL-1의 발현이 증가되고, 면역질환 및 염증과 관련된 질환의

높아져 있었고

28)

가능성 높은 모델로 제시되고 있다 .

발병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대상이 된 IL-1

BPD의 발생에 유전적 요인이 작용한다는 근거는, 쌍생아와
13)

단일출생아의 BPD 발생을 비교한 Parker 등 과 일란성 쌍생아
14)

α- 889의 유전자의 경우, 고생산형 유전자인 889T가 알츠하이머
병, 당뇨병 등의 발생과 연관성이 있었다34,35). 또한 IL-1β의 -31T,

와 이란성 쌍생아의 신생아 합병증을 비교한 Bhandari 등 에 의

-511T의 유전자형도 IL-1의 발현을 증가시킴으로써 심혈관질환,

하여 제시되었다. 이후로 BPD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전자,

위암 등 과의 관련성에 대해 보고 되었다20,36,37). 최근에는 IL-1Ra

즉 후보유전자 들에 대한 연구가 여러 부분에서 진행되었고, 주

발현에 관여하는 특정 유전자형에 따라 BPD 발생 빈도의 차이

요 후보유전자로서 초기 염증반응의 주요한 cytokine인 TNF-α

가 나타난다는 연구가 있었다38). 그러나 국내외의 문헌 고찰 결과

를 비롯한 염증 반응과 조절에 관여하는 IL 유전자형과 BPD 발생

IL-1α, β유전자 다형성과 조산아 BPD 발생과의 연관성에 관한

에 대해 많은 연구가 발표되었다. TNF-α의 발현을 조절하는 촉

연구는 찾기 어려웠다. 본 연구는 IL-1 발현량에 영향을 주는 IL-1

진자(promoter) 부위의 다형성과 BPD 발생 간의 연관성은 연구

α, β유전자 다형성이 실제로 BPD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29)

에 따라 다양하게 보고되었다. Kazzi 등 은 TNF-α-238의 유전

첫 번째 연구이다.

자형이 BPD 발생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나 Jo 등30)은 한국인을

본 연구에서 IL-1의 고생산형 대립유전자인 IL-1α-889T, IL-1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TNF-α-238을 포함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

β-31T, IL-1β-511T의 존재유무는 BPD의 발생에 연관성을 보

31)

이는 유전자형은 없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Usuda 등 은 일본인

이지 않았지만, IL-1α-889T의 동형접합체 -889TT는 BPD군에

을 대상으로 IL-6-634 유전자 다형성이 BPD 발생의 증가와 연관

서 높은 빈도를 보였다(6.5% vs. 0.0%, P=0.028). 유전자다형성과

이 있다고 하였고, Yanamandra 등32)은 IL-10-1082 유전자다형

IL-1의 발현량을 보는 Dominici 등21)의 연구에서, IL-1α-889의 일

성과 BPD 발생에는 유의한 상관관계는 없다고 보고하였다. 연구

배체형에 따른 IL-1α의 촉진자(promoter) 활성도에서 -889CC와

에 따라 이렇게 다양한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의 하나로는 인종이

-889TT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mRNA 양 또한 -889CC 보

나 민족에 따른 유전자 발현의 차이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 -889TT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실제로 측정한 혈청의 IL-1α의

외의 연구가 진행된 후보 유전자에는 폐 표면 활성 단백, 앤지오텐

값 역시 -889CC 보다 -889CT, -889CT 보다 -889TT가 높게 측

신전환효소(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전환성장인자-β

정되었다. 따라서 IL-1α-889T의 동형접합체 -889TT가 BPD 군

(Transforming growth factor-β), 인슐린유사성장인자-1 (Insulin

에서 높은 빈도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도, IL-1의 발현량과 BPD

33)

발생이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기초자료의 하나가 될 수 있다.

like growth factor-1) 등이 있다 .
IL-1은 IL-1α, IL-1β, 그리고 IL-1 receptor에 길항제로 작용하

한편, 전체 대상 환아 104명(대립유전자 208개) 중에서 -889T의

는 IL-1 Ra (receptor antagonist)의 세 형태의 물질로 구성되어

이형접합체(CT) 빈도는 17.3%에 해당하고 동형접합체(TT) 빈도

있다. Il-1α와 IL-1β는 염증반응을 증폭 또는 유지시키며, 두 형

는 1.9%에 불과하였다. 이렇게 -889TT의 빈도가 매우 낮기 때문

태에 따른 역할의 차이는 크게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IL-1

에 BPD 발생과 관련된 다양한 변수와의 관계를 함께 분석하기 위

은 활성화된 대식세포, 단핵구, 수지상 세포를 비롯하여 B 림프

해서는 연구대상의 수가 충분히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

구, 자연살해세포, 상피세포 등에서 분비되며, 염증반응에 관여하

구는 총 104명의 조산아를 대상으로 하여 대상의 크기가 작다는

는 여러 세포들을 활성화시켜 염증반응을 증가시킨다. 뿐만 아니

제한점이 있었다. 앞으로의 연구 진행 방향은, 충분한 인구 표본

라, TNF-α과 상호작용으로 이차적인 염증매개물질의 분비를 촉

(population sample) 크기를 갖춘 연구를 통하여 IL-1α-889TT와

진시키며, IL-1 자체가 시상하부에 직접 작용하여 발열반응을 일

BPD 발생 사이의 연관성 유무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겠고,

15-17)

으키기도 한다

. IL-1 Ra는 IL-1의 자연적 길항제로서 IL-1 수

유전자 연구와 더불어서 IL-1의 발현과 BPD 발생의 인과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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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는 기초 연구도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3)

다변량분석을 통해 여러 임상적인 위험요인을 보정하였을 때,
낮은 재태연령과 RDS가 BPD 발생의 독립적인 위험인자로 나타
났고, IL-1α-889TT 일배체형과 BPD 발생 사이에는 연관성을 보

4)

이지 않았다. IL-1α-889TT이 BPD 발생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
이 나타나지 않은 중요한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위에서 제시한 대로 본 연구가 갖는 연구대상 수

5)

의 제한점 때문에, 발생빈도가 매우 낮은 유전자형인 -889TT가
임상증상에 미치는 효과가 희석되어 통계적인 유의성을 나타내
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로는 IL-1α-889TT가 BPD 발생에

6)

직접적으로 작용하기 보다는, BPD 발생에 영향을 주는 다른 위험
요인의 조절에 관여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
구에서도 확인되었듯이 대표적인 BPD 발생의 위험인자인 조산

7)

이나 RDS 발생과 연관성이 있을 가능 성이 있겠고, IL-1의 활성을
포함한 염증반응과 폐 손상과 재생에 관련된 다른 유전적 요인과
의 연관성도 배제할 수 없다. IL-1Ra를 포함한 염증관련 후보 유
전자와의 관계도 고려해 볼만한 사항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IL-1의 세 부위의 단일염기다형성은 BPD의 발생
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였다. IL-1의 유전적 요인보다는 재태연

8)
9)
10)

령과 RDS 등의 임상적 요인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여러 후보 유전자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여 BPD
발생과의 관계를 확립한다면, 간단한 혈액 검사를 통해 BPD의 발
생위험이 높은 조산아를 미리 확인하여 주의 깊은 관찰과 조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통해 BPD의 발생을 줄이고, 조기에 치료하고,
합병증을 줄이는 방향으로 신생아치료의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

11)
12)

이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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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leukin-1α-889, β-31, β-511유전자 다형성: 기관지폐 형성이상 발생 위험
과의 연관성
CHA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소아과학교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역학교실*
강정희·이정진·조성일*·최유진·조희승·이규형

목적: 극소저체중아의 생존이 증가하면서 BPD (bronchopulmonary dysplasia) 발생률 역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BPD 발
생에는 유전적 요인도 관여하며, 그 중에서도 중요한 염증유발 cytokine인 interleukin-1 (IL-1)의 유전자 다형성
과 BPD 발생과의 연관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2011년 5월부터 2012년 4월까지 12개월 동안 분당차병원에서 출생하여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재태연령
34주 미만의 조산아 104명을 대상으로, IL-1의 생산능과 연관된 IL-1α-889, IL-1b-31, IL-1β-511 세 부위의 단
일염기다형성을 분석하였고, BPD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다른 임상적 요인과 함께 분석하였다.
결과: 전체 대상 환아 104명 중 BPD군은 31명(29.8%) 이었다. BPD 군과 대조군 사이에 재태연령, 출생체중, Apgar 점
수, 신생아호흡곤란증후군, 동맥관 개존증, 미숙아 망막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IL-1의 세 부위의 대립유
전자와 BPD 발생빈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일배체형의 비교에서는 IL-1α-889의 T 동형접합체
가 BPD군에서 빈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6.5% vs. 0.0%, P=0.028). 다변량분석에서는 재태연령과 RDS의
유무만이 BPD 발생과 연관성이 있었다.
결론: 본 연구에서 진행한 IL-1의 세 부위의 단일염기 다형성은 조산아의 BPD 발생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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