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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자가면역성 갑상선질환은 대표적인 장기-특이적 자

가면역 질환으로써, 자가면역성 갑상선염 (하시모토 갑

상선염)은 유병률이 전 인구의 1∼2% 정도로 추정되

어 인체 자가면역질환 중 가장 흔한 질환이고, 그레이

브스병도 유병률이 0.2∼1.1%로 비교적 흔한 질환이

다[1]. 전자의 경우는 자발적 혹은 실험적으로 유발된 

동물모델이 있었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동물모델이 없

었으며 최근에서야 실험적으로 유발된 동물모델이 보

고되었다. 이 두 질환은 임상적인 발현 양상은 다르지

만 갑상선에 림프구가 침윤하며 갑상선-특이 단백질들

에 대한 자가반응성 (autoreactivity)을 가진다는 공통

점이 있다. 다른 자가면역질환들과 마찬가지로 자가면

역성 갑상선질환에 있어서도 발생기전이 명확하게 밝

혀져 있지 않으며 따라서 질병의 진행과정을 수정하는 

측면에서의 치료는 아직 불가능하다. 여기서는 최근에 

진전된 자가면역질환의 병태생리에 대하여 개관하고, 

갑상선 자가면역에 관한 연구의 최근 발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자가면역질환의 발생 기전 :최근의 개념

각각의 자가면역질환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자가면역질환의 발생은 유전적 소인을 가

진 개체가 질병-유발 환경인자에 노출된 후, 비정상적

인 면역조절 과정에 의하여 자가항원에 대한 면역반응

이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Fig. 1). 자가면역 

반응이 일어난다고 해서 모두 자가면역질환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표적장기의 손상이나 임상적으로 유의한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를 자가면역질환으로 정의한다. 

자가면역질환이 발생하는 초기단계 또는 질환의 악화

과정에서는 자가항원에 대한 자가면역 반응이 중요한 

역할을 하나 그 후의 장기손상이나 질병발생 과정은 

자가면역 반응과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다.

자가면역질환은 흔히 특정 장기를 표적으로 한다는 

점, 자가항원의 특정한 부분 또는 제한된 몇 부위에 대

한 항체들만 나타난다는 점, 실험동물에서 한 개의 자

가반응성 (aotoreactive) T 세포 클론으로 자가면역질

환이 유발된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자가면역질환의 발

병에 있어 한 개의 자가항원에 대한 자가면역반응이 

시발점이 된다는 ‘single initiating antigen' 가설이 설

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질병이 진행됨에 따라 

대개는 자가면역반응의 표적 부위가 확대되는 소위 

‘determinant spreading'이 일어나게 되므로 항원 내의 

다른 항원결정기나 장기내의 다른 분자들이 자가면역

반응의 표적이 된다[2].

특정 자가면역질환의 발생과 연관된 유전적 소인은 

세 가지 단계에서 질병 감수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첫째는, 면역체계의 반응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이런 

경우 한 개체에서 여러 가지 자가면역질환의 발생 위

험도를 증가시킨다. 둘째는, T 세포가 펩티드를 인지

하는 과정에 향을 미치는 경우로 유전적 소인이 특

정 항원에 대한 자가면역질환 발생 위험도를 증가시키

는 것이며, 셋째는 표적장기가 자가면역의 공격을 완

충하는 능력에 향을 미치는 것이다. 환경적 요인들

도 마찬가지로 자가면역질환 발생의 세 단계에서 각각 

질병 발생에 향을 미칠 수 있다 (Fig. 2).

1. 면역체계의 반응성에 향을 미치는 유전

적 요인

유전적 요인들 중 일부는 면역세포의 기능에 직접

자가면역성 갑상선질환에 대한 최근 연구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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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향을 끼쳐 자가면역질환을 잘 생기게 한다. 

예를 들면, SLE나 polymyositis 가족에서는 다른 장기

-비특이적 자가면역질환이나 장기-특이적 자가면역질

환의 유병률이 높으며[3], 제1형 당뇨병, 자가면역성 

갑상선염, 아디슨병, 자가면역성 다선증후군, 백반증, 

celiac병 등이 여러 형태의 조합으로 한 개인 또는 가

족 내에서 clustering 되는 현상 등이다.

Genetic mapping을 통한 질병감수성 유전자를 찾

는 연구들에서 크로모솜의 특정 위치에 여러 가지 질

환의 감수성 유전자들이 모여 있는 경우들이 알려져 

있다[4]. 예를 들면, IL-2 유전자 (idd3)의 다형성이 

NOD쥐 당뇨병과 experimental autoimmune encephalitis 

(EAE)의 발생과 관련이 있고[5], CTLA-4 유전자 다

형성이 제1형 당뇨병, celiac 병, 자가면역성 갑상선질

환 등의 발생과 관련이 있다[6,7]. Autoimmune regu-

lator (AIRE) 유전자의 다형성은 제1형 자가면역성 다

Fig. 1. Requirements for the development of an 

autoimmune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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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증후군 (APS-1)과 관련되어 내분비기관의 여러 가

지 자가면역질환 발생과 관련이 있다[8]. 그러나, 이와 

같이 여러 자가면역질환의 감수성 유전자들이 특정 부

위에 ‘clustering'되는 현상이 각각의 질병과 관련된 유

전자들이 그 부위에 모여있기 때문인지, 아니면 여러 

자가면역 질환의 발생이 한 유전자의 변이와 관련이 

있기 때문인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자가면역성을 증가시키는 유전자의 변이가 면역체

계의 반응성을 증가시킴으로 해서 질병 감수성을 증가

시키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꼭 그러한 

것만은 아니다. 자가면역질환이 잘 생기는 어떤 계통

의 동물은 림프구 수가 오히려 감소되어 있고 면역반

응도 감소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9,10]. 그 

기전은 미상하나 조절 T 세포의 일부 (CD4+ CD25+ T 

세포)의 감소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2. 항원의 제시 또는 인지에 향을 미치는 

유전적 요인

한 개체에서 일어나는 자가면역 반응의 항원-특이

성 (즉, 장기-특이성)은 그 개체에서 발현되는 유전자

에 의해 조절을 받게 되는데, 이런 유전자들은 위에 언

급된 것들, 즉 개체의 전반적인 면역-반응성을 조절하

는 유전자들과는 다르다. 항원-특이성과 관련되어 가

장 많이 알려진 유전자가 제2형 주요 조직적합 복합체 

(Major histocompatibility complex, MHC II)인데 이

들 유전자가 왜 특정 항원에 대한 자가면역 반응과 관

련되는지는 여러 가지로 설명되고 있다. 첫째는, MHC 

II 대립유전자의 차이에 따라 표적세포의 펩티드 (항

원)를 자가반응성 CD4
+ T 세포에 제시하는 능력이 다

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예를 들면, 특정 MHC II 

대립유전자 (마우스 I-Ag7 또는 사람 DQ8)는 

GAD-65 또는 인슐린 펩티드를 T 세포에 제시하는데 

매우 적합하므로 T 세포가 췌장 베타세포를 인지하여 

파괴하기 쉽다는 것 등이다[11, 12]. 둘째로, 특정 

MHC II 대립유전자는 흉선에서 특정한 자가반응성 

(autoreactive) T 세포의 양성선택을 증가시키거나 음

성선택을 감소시키는데 유리하기 때문일 수 있다. 또

한, 자가항원-특이적 반응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진 

‘조절 T 세포’의 흉선내 선택을 억제함으로써 특정 항

원에 대한 자가면역 반응을 유도할 수 있다. 이렇게, 

특정 MHC II 대립유전자는 특정한 자가반응성 T 세

포의 흉선내 선택을 조절하여 말초혈액으로의 방출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특정 MHC 

II 대립유전자는 자가반응성을 가질 가능성이 있는 T 

세포를 제거 (deletion)함으로써 자가면역성을 억제할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기전들 중 실제로 어떤 것

이 자가면역질환 발생과 관련되는지는 아직도 확실하

지 않다.

MHC II 유전자 이외에 질병에 관련된 자가항원의 

제시나 인지에 향을 미치는 다른 유전자들도 자가면

역성 발생에 관여할 수 있는데, 표적 장기 또는 림프조

직에서 표적 항원 (분자)의 발현 여부, 발현 양, 조직 

분포 등에 향을 미침으로써 작용한다. 예를 들면, 제

1형 당뇨병에서 IDDM2 유전자 부위가 관련되는데, 이

는 인슐린 유전자의 upstream VNTR (variable number 

tandem repeat)의 다형성 때문이다[13]. 이 부위는 흉

선 내에서 인슐린 유전자의 발현 정도를 결정하게 되

고, 결과적으로 인슐린 분자에 대한 T 세포 관용 유도

에 향을 미친다[14]. 유사하게, EAE의 질병 감수성

은 myelin 단백질의 흉선내 발현 정도에 향을 받는

다[15,16]. 이와는 달리 특정 항원의 발현 양상에 대한 

향이 아니라, 특정 항원의 체내 청소 (clearance)에 

향을 끼침으로써 자가면역질환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즉, lupus의 경우인데, 보체 계통의 한 요소인 

C1q은 아포프토시스를 겪는 세포의 제거에 중요한 역

할을 하는데 C1q의 결핍이 있으면 이런 세포들에서 

방출되는 세포핵 물질의 제거가 잘 안되고 결과적으로 

이들에 대한 자가항체 및 lupus 또는 lupus -유사질환

이 생긴다[17,18].

3. 조직 반응에 향을 미치는 유전적 요인

자가면역성이 생긴 후 특정 장기에서의 염증반응에 

유전적 요인이 향을 미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사람

에서 Fc-γRIIA 또는 Fc-γRIII 대립유전자를 갖는 환

자에서는 SLE나 lupus nephritis가 잘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대립유전자를 갖는 환자에서는 Fc 

수용체 단백의 활성이 낮음으로 인해 혈액내 면역복합

체의 청소율이 낮아져 신장에 면역복합체 침착이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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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기 때문이다[19,20]. 한편, 조직 손상 수준에서 

유전적 감수성은 항원 특이적인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류마티스성 심질환에서 자가면역성 심근염 모

델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 모델에서 항체-매개성 심

근 손상은 종에 따라 특이적으로 나타나며, 손상 발생

의 유무는 심근의 세포외 기질에서 마이오신 단백질이 

발현되는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21]. 이처럼 자가면역 

질환에서의 유전적 요인은 자가면역성 반응 이후의 조

직 손상 단계에 향을 미침으로써 질환의 발생 여부

나 정도에 향을 줄 수 있다.

4. 면역체계의 반응성에 향을 미치는 환경

적 요인

지질다당질과 같은 미생물의 산물, 박테리아의 

DNA, 바이러스 등은 항원보강제 (adjuvant)로 작용하

여 비특이적으로 다른 단백질에 대한 면역 반응을 증

강시킨다[22,23]. 항원보강제는 선천성 면역 (innate 

immunity)을 자극함으로써 염증성 시토카인의 생산을 

유도하는 것으로 작용을 나타내는데, 그 결과 MHC II 

발현 유도 또는 B7-2, OX40L 등과 같은 보조자극신

호 (costimulatory signal) 단백질을 유도함으로써 항원

제시 세포의 활성을 증가시킨다[23,24]. 항원보강제는 

그밖에도 수지상 세포 (dendritic cell)의 림프 장기로

의 이동을 촉진하여 림프구와 상호작용을 잘하도록 하

며[25], 항원에 의해 자극된 T 세포가 사멸하는 것을 

억제하여 항원-특이 T 세포를 증가[22,23]시키는 한편, 

항원-특이 B 세포의 수도 증가시킨다[26].

인체에서 감염이 실제로 자가면역질환을 유발하는

지는 확실치 않다. 지금까지의 많은 보고들에서 자가

면역질환의 발생과 감염간의 연관성을 보고하고 있지만 

그것이 감염 미생물이 선천성 면역 반응을 증강시킴으

로써 비특이적인 방식으로 림프구의 반응성을 증강시켜 

자가면역성을 유도하는 것인지, 분자모방 (molecular 

mimicry)을 통해서 유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두 가지 

기전이 모두 작용하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환경적 요인은 한 개체에서 T 세포의 균형, 즉 IFN-

γ를 생산하는 Th1 세포와 IL-4, IL-5를 생산하는 Th2 

세포간의 균형에도 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일반적으

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감염은 Th1 세포로의 분화를 

기생충 감염은 Th2 세포로의 분화를 촉진한다[27,28].

5. 항원의 제시 또는 인지에 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

감염 원인균은 교차반응을 통해서(molecular mimicry) 

T 세포의 자가항원 인지능에 향을 미칠 수 있다. 위

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감염 원인균은 자체적으로 항

원보강제 기능을 가지므로 감염시 항원에 대한 T 세포

의 반응은 매우 격렬하게 일어난다. 따라서, 감염 원인

균이 숙주의 단백질과 유사한 펩티드 부위를 가지고 

있다면 교차반응을 하는 자가항원을 가진 세포들이 T 

세포의 공격을 받게된다. 이러한 molecular mimicry 

이론은 오래 전부터 자가면역 질환의 발생기전을 설명

하는 가설로 주장되어 왔으며 최소한 일부의 경우에는 

병인으로 생각된다. 류마티스열에서 Streptococcus와 

심근 항원간의 교차반응으로 심근이 손상됨이 알려져 

있으며, Borrelia burgdorferi 항원과 LFA-1 단백내 펩

티드의 교차반응으로 Lyme 병에서의 만성 관절염이 

유발됨은 최근에 알려졌다[29]. 자가면역질환의 원인

으로 주장되는 많은 교차반응이 보고된 바 있으나, 다

른 연구들에서 상반된 결과들도 보고되어[30∼32] 특

정 항원과 교차반응을 일으키는 자가항원들에 대한 연

구는 앞으로 더 검증을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6. 표적 장기에 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

표적 장기에 대한 환경 인자의 작용은 자가면역성

의 발현에 향을 미칠 수 있음이 알려져 있다. 그 예

를 들면, 교감눈염증 (sympathetic ophthalmia)에서 한 

쪽 눈의 손상은 일시적으로 반대편 눈에도 염증을 유

발한다[33]. 실험적 갑상선염의 동물모델에서 과량의 

요오드 섭취는 갑상선염의 발생 빈도와 염증반응을 증

가시키며[34], 요오드를 충분히 섭취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요오드 섭취가 적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갑상선 자가항체의 양성 빈도가 높다[35]. 이

처럼 갑상선호르몬의 중요 구성 성분인 요오드가 자가

면역성 갑상선 질환의 발생에 중요한 환경인자로 작용

한다.

감염이 장기-선택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에도 이런 

현상이 관찰되는데, 예를 들면 마우스의 뇌에 감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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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으키는 Theiler 바이러스는 뇌세포 염증과 세포괴사

를 유발하고 수초 항원의 방출을 일으키며 자가면역성 

유발을 통해 multiple sclerosis와 유사한 탈수초 질환

을 유발한다[36].

감염과 그로 인한 염증반응은 위에서 기술한 면역

세포의 기능에 대한 향 외에도 표적 장기에도 향

을 미쳐 자가면역을 유도할 수 있다. 인체에서 염증은 

혈관 내피세포나 상피세포 등 항원제시 세포가 아닌 

곳에서도 MHC I/II 분자 및 보조자극 신호 인자들 

(CD40, CD40 ligand)의 발현을 유도할 수 있다. 이렇

게 발현된 MHC 분자는 (aberrant MHC expression) 

세포 내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의 한 부위인 펩티드와 

함께 T 세포 (수용체)와 반응할 확률이 높다. 왜냐하

면, 분화가 잘 된 세포의 단백질일수록 흉선에서 T 세

포의 면역관용 과정을 거쳤을 확률이 낮기 때문이다. 

이러한 MHC 분자/펩티드 - T 세포 수용체간의 결합

이 보조자극 신호 단백질의 발현 증가 (inflammatory 

environment)와 맞물리면 자가면역성이 일어나게 

된다.

7. 자가면역 질환은 왜 여성에서 호발하는가?

대부분의 인체 자가면역질환들이 여성에서 호발함

은 주지의 사실이다. 발병률이 현저하게 여성에서 높

은 질환들로는 Sjogren 증후군, SLE, 자가면역성 갑상

선질환, 피부경화증 등이며 전체 환자의 80% 이상이 

여성이다. 류마티스 관절염, 다발성 경화증, 중증 근무

력증 등의 질환 환자도 여성이 많아 전체의 60∼75%

에 이른다. 하지만, 제1형 당뇨병, 염증성 대장질환 등 

일부 질환에서는 남녀간의 차이가 거의 없다. 자가면

역질환의 남녀 차는 질환 유병률 뿐 아니라 임상 양상

에서도 나타난다. 자가면역질환의 성에 따른 차이에 

대한 연구는 1996년 이후 미국에서 정부 차원의 연구

비 보조 확대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

다.

남성과 여성에서는 기본적인 면역 반응에 있어 차

이를 보이는데, 많은 결과들은 주로 설취류에서 얻어

진 것들이다. Immunization시 암컷 마우스가 수컷보다 

항체를 더 많이 만들어 내며[37], 사람에서는 항체 생

산량이 여성에서 많다는 보고와 차이가 없다는 보고가 

있다[38,39]. 여성에서는 CD4
+ 림프구의 절대수가 남

성보다 많으며[40], 예방접종시 Th1 시토카인 생산이 

더 현저하다는 사실[41,42]은 여성에서의 증강된 항체

반응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로 여겨진다. 한편, in 

vitro에서 에스트로겐은 IFN-γ, IL-1, IL-10 등의 시토

카인 분비를 증가시키며, 안드로겐은 IFN-γ, IL-4, 

IL-5 등의 시토카인 분비를 감소시킨다.

여성에서 자가면역질환이 호발하며, 면역 반응에 있

어 남녀간에 차이를 보이고, 성호르몬이 시험관 내에

서 면역 기능에 향을 준다는 사실 등은 성호르몬, 특

히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테스토스테론 등이 자

가면역성의 발생에 관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사람에

서 성호르몬이 자가면역성에 관여하는 가장 좋은 예의 

하나는 임신과 자가면역 질환의 관계라 할 수 있다. 류

마티스 관절염, 다발성 경화증 등은 임신중 질병 활성

이 감소하고 그러한 활성 감소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

스테론 혈중 농도가 최고에 이르는 임신 말기에 가장 

현저하며, 이들 호르몬 농도가 감소하는 산욕기에 질

병 활성이 증가한다[43,44]. 반대로, SLE의 경우처럼 

임신중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도 있다[45,46]. 임신과 

관련한 이들 질환 활성도의 변화는 임신중의 호르몬 

변화가 Th2 반응을 증가시키기 때문으로 해석되는데 

류마티스 관절염, 다발성 경화증 등에서는 이로 인해 

자가항원에 대한 Th1 반응이 억제되므로 질병 활성이 

감소하고, SLE의 경우에는 Th2 반응 증가로 항체 생

산이 증가하므로 질병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와 같이 에스트로겐은 생체 외에서 측정된 정상 

면역반응의 경우는 증강시키고, 생체내에서 측정된 자

가면역성은 억제하는 등 면역 반응에 대한 향에 차

이를 보인다. 이와 같은 복잡성은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으나 에스트로겐이 이중적인 용량-반응성을 나타낸

다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즉, 낮은 용량에서는 면역

반응을 증가시키며, 임신시와 같이 높은 용량에서는 

반응을 억제한다[47].

성호르몬은 항원 제시, 림프구 활성화, 시토카인 생

성, 면역세포의 분포 등 여러 단계의 면역 반응에 향

을 주며 성호르몬 수용체가 면역세포에서 발견된다는 

사실은 자가면역성의 발생에 성호르몬이 직접적으로 

향을 준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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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성호르몬이 자가면역성에 향을 끼친다

는 것은 확실해 보이나, 면역 반응의 각 단계에서 성호

르몬의 향이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는지는 아직 체계

적으로 연구되지 않았다. 또한, 성호르몬은 시상하부-

뇌하수체-부신 축에도 향을 주는데, 인간을 포함한 

많은 종 (species)에서 여성의 경우 코티솔 농도가 남

성보다 높다[48,49]. 그외에도, 남녀간에 차이를 보이

는 프로락틴이나 인슐린양 성장인자 등이 면역 반응에 

향을 끼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남녀간 자가면역

질환의 발생이나 임상상의 차이를 설명하려면 앞으로

도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자가면역성 갑상선질환의 발생 기전:

최근의 진전

1. 그레이브스병의 유전적 요인

그레이브스병은 30대에 호발하고 여자에 많으며, 

발병의 위험요인 중 가장 강한 요인이 질환의 가족력 

유무이다. 한 가족에 어떤 질환이 clustering된다는 것

은 유전적 요인을 시사하기도 하나 공통된 환경인자에 

대한 노출이 그 원인일 수도 있다. 그레이브스병의 일

란성 쌍생아에서의 합치율 (concordance rate)은 30∼ 

50%이며 이란성 쌍생아에서의 합치율인 5%보다는 훨

씬 높다[50]. 이는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모두 

관여함을 시사한다 하겠다. 자발성 그레이브스병의 동

물모델이 없는 관계로 이 질환의 감수성 유전자를 찾

는 것이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최근에는 비교적 대규

모의 질환-대조군 연구들과 가족 연구들이 행해지고 

있어 자료가 축적되고 있다.

염색체 6p21 위치의 MHC 유전자 다형성과 그레이

브스병의 연관성에 관한 population based, case- 

control 연구들 중 비교적 최근 것들의 결과를 요약하

면 Table 1과 같다.

즉, HLA에서 감수성 대립유전자 유무에 따른 질병 

발생의 상대위험도는 1.9∼3.8 정도로 보고된다. 하지

만 질환-대조군 연구는 감수성 유전자를 찾아내는 예

민도는 높으나 특이도가 낮은 단점이 있다. 이를 보완

하려면 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의 검증이 

필요하며 가족 내에서의 질환-관련 대립유전자 분석을 

통해 연쇄불균형 (linkage disequilibrium)의 효과를 배

제하여야 한다. 이런 방법으로 분석되어 그레이브스병

의 유의한 감수성 유전자로 밝혀진 HLA 유전자는 

DR3 일배체형 (haplotype)과 D6S273-TNFα이다[57, 

58].

자가면역 반응의 초기에 항원제시세포가 MHC분자

와 항원 펩티드를 제시하면 T 세포 수용체가 이와 결

합하게 된다. 이때 보조자극 신호가 있어야만 자가반

응성 (autoreactive) T 세포 클론이 증식하게 되며 이 

신호가 없으면 무반응 (anergy) 상태가 되거나 T 세포

가 사멸한다. 이 보조자극 신호를 이루는 것들 중 하나

Table 1. 그레이브스병과 MHC 유전자의 관련성(질환-대조군 연구)

연  구  자 대상 (n) HLA 관련성 상대 위험도

 Mangklabruks 등, 1991[51]

 Bandenhoop 등, 1992[52]

 Bandenhoop 등, 1995[53]

 Yanagawa 등, 1993[54]

 Cuddihy 등, 1996[55]

 Barlow 등, 1996[56]

 Heward 등, 1998[57]

 

130

374

542

169

134

177

592

 DR3

 DQB1*0201

 DR3

 DQA1*0501

 DR3

 DQA1*0501

 DR3

 DR3

 DQA1*0501

 DRB1*0304

 DQB1*0301/4

 DQA1*0501

3.4

3.3

2.3

2.5

2.5

3.7

3.5

2.7

3.8

2.7

1.9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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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항원제시세포 표면의 B7.1 (CD 86)과 T 세포 표면

의 CD 28 분자간의 결합이며 이 결합은 T 세포의 증

식과 시토카인 분비를 촉진한다[59]. 반면, 항원제시세

포 표면의 B7.2 (CD 80)과 T 세포의 CTLA-4 분자간

의 결합은 T 세포 증식을 억제하고 T 세포 수용체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60]. CTLA-4 분자의 세포 표

면에의 발현은 T 세포 활성화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

을 감안하면 CTLA-4는 항원제시세포-T 세포의 상호

작용에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고 생각된다. 1995년 

Yanagawa 등[61]이 CTLA-4 유전자 3' 방향의 (AT)n 

microsatellite marker 다형성이 그레이브스병과 연관

있음이 발표된 후 그레이브스병 환자에서 CTLA-4 유

전자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현재까지는 

promoter 부분과 exon 1 부분의 염기 다형성이 그레

이브스병과 관련되어 있음이 보고되었고[61,62], 특히 

exon 1의 GG genotype 환자에서 심한 갑상선기능항

진증을 보이고[61] 항갑상선제시 치료에 대한 반응도 

나쁜 것으로 알려졌다[63].

어떤 기전으로 CTLA-4 유전자의 다형성이 그레이

브스병 발병과 관련이 있는지를 설명해줄 자료는 아직 

없다. 그러나, CTLA-4 유전자가 CD 28 유전자와 염

색체상 (2q33)에서 근접해 있고 CD 28과 CTLA-4가 

항원제시 세포와의 상호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병인론적으로 중요함을 시사한다.

MHC 유전자와 CTLA-4 유전자가 그레이브스병의 

감수성 유전자로 알려져 있으나 이 두 가지를 모두 고

려하더라도 가족내 clustering의 50% 이상을 설명하지 

못한다[58]. 최근에는 genome 전체를 대상으로 그레

이브스병 감수성 유전자를 탐색한 결과 세 부위가 관

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각각 GD-1 (14q31)[64, 

65], GD-2 (20q11.2)[66], GD-3 (Xq21.33-22)[67] 유

전자로 불리고 있으나 아직 세부적인 유전자 mapping

이 필요한 상태이며 다른 연구들에서 재확인이 필요하다.

그 외에도 그레이브스병의 감수성 유전자로 보고된 

HLA 유전자 이외의 유전자들로는 IL-1 RA (Receptor 

antagonist) 유전자[68], LMP2 및 LMP7 유전자[69], 

TNF-β 유전자[70] 등이나 LMP 유전자의 경우는 

HLA DR3 유전자와 연쇄 불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알

려졌고, 그 외의 것들도 관련이 없다는 상반된 결과들

이 있다.

2. 하시모토병의 유전적 요인

하시모토 갑상선염은 임상적인 진단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가에 따라 유병률에 큰 차이를 보인다. 혈청 갑

상선 자가항체 (TgAb, TPOAb) 양성인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유병률이 여성의 4∼5%에 이르

며, 명백한 기능저하증만을 포함시키면 1∼1.5%이다. 

국소적 갑상선염 (focal thyroiditis)은 매우 흔하게 관

찰되는 소견으로 나이가 듦에 따라 증가하는데, 갑상

선 질환의 병력이 없었던 여성의 부검에서 40%까지 

관찰된다[71]. 임상적으로 갑상선종이 없고 갑상선기

능이 정상이면서 갑상선자가항체 양성인 경우는 대부

분 국소적 갑상선염에 의한 것이며 이는 임상적으로 

별 의미가 없을 것으로 추정되나 예후나 경과는 잘 알

려져 있지 않다. 이와 같이 하시모토 갑상선염은 임상

적으로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유전적 

감수성을 관찰할 때 질환을 어떻게 정의하 는가에 따

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족

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토대로 보면 하시모토 갑상선

염도 그레이브스병과 유사하거나 약간 높은 정도의 유

전적 소인이 관여함을 알 수 있다[72,73].

시험적으로 유발된 동물에서의 자가면역성 갑상선

염 발생이 MHC 유전자와 관련이 있으며[74], MHC 

분자가 자가면역 반응에 중요하기 때문에 하시모토 갑

상선염 환자에서도 MHC 유전자 다형성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많은 연구들이 있었다. 코카시안을 대상으로 

한 초기의 연구들에서 위축성 갑상선염 환자에서는 

HLA-B8과 DR3가[75,76], 갑상선종을 가진 환자에서

는 DR5가[77] 감수성 유전자로 알려졌다. 따라서, 갑

상선종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간에 유전적 감수성이 

다른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다른 연구에서는 그러한 차

이가 없이 DR3가 일반적으로 하시모토 갑상선염과 관

련이 있다고 보고되었다[78,79]. 그외에도 DQ7[80], 

DR4[81, 82] 등이 감수성 유전자로 알려졌으며, 비코

카시안인인 일본에서는 B46과 DR9이 관련이 있다

[83]. 모든 경우에 특정 MHC 대립유전자의 질병 상대 

위험도는 2∼7 정도로 낮은 편이며 따라서, MHC가 

주요 감수성 유전자는 아닌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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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LA-4 유전자에 대한 연구들도 그레이브스병의 

경우처럼 많이 연구되기는 하 으나 역시 특정 대립유

전자의 상대위험도가 2∼3 정도로 낮은 편이다.

최근에는 genome 전체를 대상으로 하시모토병 감

수성 유전자 부위를 microsatellite marker로 탐색한 

결과 매우 유의한 유전자 부위를 발견하 는데, 

AITD-1 유전자로 불리우며 6번 염색체내에 존재하고 

HLA 유전자와 36 cM 정도의 거리에 있다 (D6S257) 

[84]. 이외에도 염색체상 두 부위가(13q32-34, 12q11-22) 

하시모토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시모토 갑상선염은 특정한 염색체 결함과 관련하

여 유병률이 매우 증가하는데, 터너 증후군 (45X)과 

다운 증후군 (Trisomy 21)이다. 전자의 경우는 전체 

환자의 30%에서 임상적인 갑상선기능이상이 나타나

고, 후자의 경우는 50%까지 나타난다. 이는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유전적 배경을 가진다는 또 다른 근거가 

되나, 그 기전에 대하여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3. 요오드 섭취량과 자가면역성 갑상선질환

요오드의 과량 섭취는 여러 가지 자가면역성 갑상

선질환 동물모델에서 갑상선 자가면역성에 향을 준

다. Wistar 렛트에서는 과량의 요오드가 자가면역성을 

억제하지만[85], 자가면역 질환이 잘 생기는 모델인 

BB-DP 렛트나 NOD-H2h4 마우스에서는 자가면역성

이 증진된다[86∼87]. BB-DP 렛트의 경우에는 만성적 

고요오드 식이에 의해 통상 발생하는 갑상선-관련 림

프조직의 형성이 일찍 생기게 되며 항콜로이드 항체의 

형성을 촉진한다[87]. NOD 마우스의 경우에는 유전

적 소인에 따라 요오드에 의한 향이 다른데, 일반적

으로는 고요오드 식이에 의해 자가면역성 갑상선염이 

유발되지 않으나, 갑상선염이 잘 발생하는 스트레인인 

NOD-H2h4 마우스의 경우에는 고요오드 식이에 의해 

갑상선염이 악화된다[86,88]. NOD 마우스에서 이러한 

종에 따른 차이는 MHC II의 차이로 설명된다. 또한, 

요오드 결핍상태로 갑상선 증식을 유발한 상태에서 과

량의 요오드를 섭취하게 하면 보통의 NOD 마우스에

서도 갑상선 세포의 손상과 그로 인한 비 특이적 염증

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는 자가항원의 방출과 항원제

시세포의 유인 통해 자가면역 반응을 시작시키는 방아

쇠로 작용할 수 있다[88]. 자발적 갑상선염 발생 모델

인 OS chicken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관찰되는데, 요

오드 섭취가 적으면 갑상선염 발생이 줄고, 섭취량을 

늘이면 갑상선염 발생이 늘어난다[89].

이런 사실들로 미루어 유전적으로 갑상선 자가면역

성의 소인이 있는 개체에 과량의 요오드를 섭취시키면 

자가면역성 갑상선질환이 쉽게 발생함을 알 수 있으

며, 이러한 현상은 사람에서도 유사할 것으로 생각되

고 있다. 일본처럼 요오드 섭취량이 많은 나라에서는 

전통적인 하시모토 갑상선염의 유병률이 요오드 섭취

가 적은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90].

식이 요오드 섭취량이 갑상선의 자가면역성에 향

을 끼치는 기전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요오드에 의한 갑상선세포의 손

상이다. 요오드 결핍으로 갑상선의 증식을 유도한 상

태에서 과량의 요오드를 투여하면 자가면역성 갑상선

염이 훨씬 잘 발생하는데 이는 증식된 갑상선 조직이 

대사적으로 활발하고 따라서 요오드에 의한 손상을 잘 

받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이런 조직에 요오드

가 과량 투여되면 활성화된 갑상선 과산화효소 (TPO)

에 의해 요오드가 산화되면서 산화중간물 (hypoiodous 

acid) 또는 산소 유리기가 생기면서 세포막 손상을 일

으키게 된다. 세레늄 (selenium) 결핍이 있으면 이런 

산화 손상이 증폭되는데 세레늄이 자연적으로 존재하

는 항산화효소의 조효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91]. 급

성 요오드 투여가 아닌 만성적인 요오드 과잉 상태도 

자가면역성이 호발하는 개체에서는 갑상선세포의 손

상을 유발할 수 있다[92]. 요오드에 의한 손상의 초기

단계에 산화손상이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OS chicken의 경우 부화시기부터 항산화제 처리를 하

면 갑상선 자가면역성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93].

요오드가 갑상선의 자가면역성에 향을 끼치는 두 

번째 기전은 요오드에 의한 갑상선 단백질의 항원성 

증가이다. 이는 주로 갑상선 로불린의 경우에 해당하

는 것으로, 요오드가 많이 결합된 갑상선 로불린은 

적게 결합된 것에 비하여 항원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

져 있다[94,95].

마지막으로, 요오드는 대식세포, 수지상 세포, T 세

포, B 세포 등의 면역세포를 자극하여 갑상선의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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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96∼98], 요

오드화 티로신이나 요오드 함량이 풍부한 갑상선 로

불린 등은 단핵구를 수지상 세포로 전환시키는 과정을 

촉진한다[99].

요오드가 갑상선 자가면역성에 향을 끼침으로 인

해 요오드 섭취량에 따른 갑상선 질환의 유병률이나 

패턴도 변화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장기적인 고요오드 

섭취지역에는 갑상선기능저하증이, 장기적인 저요오드 

섭취지역에서는 항진증의 유병률이 높다 (Fig. 3).

4. 감염과 자가면역성 갑상선질환

류마티스열, Reiter 증후군, 전신성 홍반성 낭창, 중

증 근무력증, 인슐린의존형 당뇨병, Sjogren 증후군 등 

많은 자가면역성 질환에서와 마찬가지로 자가면역성 

갑상선질환에서도 감염이 발병에 관여하리라는 증거

들이 있다. 갑상선에서만 국한하여 살펴보면, 바이러

스 감염으로 추정되는 아급성 갑상선염을 앓은 후에 

일부 자가면역성 갑상선질환의 발생이 보고되었고[100 

∼102], 질환 발생은 아니더라도 각종 갑상선 자가항

체들이 일부 환자들에서 나타난다[103∼105]. 선천성 

Rubella를 앓은 후에 하시모토 갑상선염, 그레이브스

병, 일차성 점액수종 등의 발생이 보고된 바 있다[106 

∼108].

그레이브스병의 발생이 군집화하는 경우가 있으며

[109], 병의 발생이 계절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점 

등[110]의 역학적 근거 외에도, 환자들이 발병직전에 

감염력이 많고[111], 인플루엔자 B 항체[112], Yersinia 

항체[113], retroviral factor의 혈청내 존재[114] 등은 

그레이브스병의 발생이 감염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한다.

하시모토 갑상선염 환자에서도 발병 전의 박테리아, 

바이러스 감염 기왕력이 많으며[111, 112], retrovirus 

감염과 관련되고[115], 이들 환자의 혈청에서 Yersinia 

항체[116]가 대조군에 비해 많이 나타나는 점 등은 감

염과의 관련성을 시사한다.

자가면역성 갑상선질환이 박테리아나 세균 감염과 

관련이 있음은 확실하지만, 실제로 감염이 발병의 원

인인지에 관하여는 좀 더 직접적인 증거들, 예를 들면, 

바이러스 자체를 질환이 있는 환자의 갑상선 조직에서 

증명하거나, 이들 감염원으로 동물에서 유사 질환을 

Fig. 3. Prevalence of thyroid disease in studies of various coh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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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등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 

아직까지는 이런 종류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

며, 다만 최근에 그레이브스병 환자의 갑상선 조직에

서 retrovirus에서와 유사한 활성을 보이는 역전사효소 

(reverse transcriptase)의 활성이 증가되어 있음이 보

고된 바 있다[117].

감염원이 갑상선 자가면역성을 유발할 수 있는 기

전으로는 molecular mimicry, 자가항원의 변형을 유

도, 다클론성 T 세포의 활성화 (superantigen으로 작용

하여), idiotype network의 변화 유도, 면역 복합체 형

성, 갑상선 세포에 MHC 분자의 발현 유도 등이 거론

되고 있다. 이 중 바이러스 감염 자체가 T 세포나 γ

IFN이 없는 상황에서도 갑상선세포에 MHC II 분자의 

발현을 유도할 수 있음은 CMV[118], reovirus[119] 

의 경우에 알려져 있으나 그 기전에 대하여는 미상하

다.

최근의 보고에 의하면 [120] 갑상선세포를 포함한 

각종 세포들 (섬유아세포, 지방세포, 근육세포, 내피세

포, 평활근세포.)에서 세포질 내에 이중나선 구조의 핵

산 (double strand nucleic acid, ds DNA 또는 ds 

RNA)를 넣어주면 MHC II 분자 발현 뿐 아니라 항원

제시에 필요한 LMP2, TAP, HLA-DM, Ii 등의 발현

이 증가하고 보조자극 신호에 관여하는 단백질의 

(B7.1) 발현도 증가한다. 즉, 면역 세포가 없는 상태에

서도 표적 세포가 바이러스 감염 또는 손상을 받으면 

세포질 내로 이중나선 구조의 핵산이 유입될 수 있겠

는데, 그 결과로 표적세포 자체가 항원제시세포의 역

할을 함으로써 자가면역성을 촉발 (trigger)할 수 있다

는 것을 의미하는 매우 흥미로운 관찰이다. 이중 나선

구조의 핵산이 MHC II 분자의 발현을 유도하는 현상

은 염기서열에 무관하며, 25 bp 이상의 길이를 가지면 

가능하고, 단일 나선구조의 핵산은 이러한 현상을 유

발하지 않는다[120]. 예전에는 바이러스 감염 후 MHC 

II 발현 유도는 일반적으로 면역세포에서 분비되는 

IFN이 표적세포에 작용해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간주

되어 왔었다.

5. 자가면역성 갑상선질환의 임상상 발현 기

전에 대한 연구 : 최근의 진전

1) 갑상선세포 및 갑상선 침윤 림프구의 아포프

토시스 (Apoptosis)

사람의 갑상선은 일생을 통해 5∼10번 완전히 새로

운 세포로 교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갑상

선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세포의 생성과 아포프토시스

(Apoptosis) 과정을 겪고 있음을 의미하고, 따라서 이

는 갑상선의 조직량 유지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과정이

다. 최근에 자가면역성 갑상선질환에서 갑상선 세포 

및 갑상선 침윤 림프구들에서 아포프토시스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하시모

토 갑상선염과 그레이브스병은 모두 갑상선이 면역세

포의 표적이 되는 자가면역 질환이나, 하시모토 갑상

선염은 갑상선에 림프구의 침윤이 현저하고 결국 갑상

선 위축 및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발현하고, 그레이브

스병은 갑상선에 림프구 침윤은 현저하지 않고 갑상선 

자가항체로 인해 (갑상선 자극항체) 갑상선종과 기능

항진증으로 발현하여 서로 반대의 임상 표현형을 나타

낸다. 한편,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해보면 하시모토 갑

상선염 환자의 갑상선세포들에서는 아포프토시스가 

현저히 증가되어 있으나, 그레이브스병에서는 약간 증

가된 정도에 불과하다[121,122]. Giordano 등은 최근 

하시모토 갑상선염 환자에서 갑상선 세포의 파괴가 아

포프토시스를 통하여 일어난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123]. 즉, 정상적으로 갑상선세포에는 Fas ligand 

(FasL)가 발현되며, 림프구의 시토카인인 IL-1β는 갑

상선세포에서 Fas 발현을 유도할 수 있고, 유도된 Fas

가 FasL와 결합함으로써 갑상선세포의 아포프토시스

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하시모토 갑상선염에

서 조직파괴의 기전은 림프구에 의한다는 것만 알려졌

을 뿐, 그 기전은 자세히 알려지지 않고 있었다. 최근

의 연구에서 그들은 이 두 질환의 환자에서 조직을 떼

어 일차 배양을 하고, 갑상선 세포와 갑상선 침윤 림프

구를 분리하여 각각에서 Fas, FasL, bcl-2 mRNA와 

단백질을 정량하 다[124]. 그 결과 그레이브스병에서

는 여포세포는 anti-apoptotic condition이, 림프구는 

pro-apoptotic condition이 되며, 하시모토 갑상선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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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반대의 현상이 관찰되어 이 두 가지 질환이 임상

적으로 반대되는 현상을 그림과 같이 개념화하 다 

(Fig. 4). 즉, 그레이브스병 환자의 갑상선에서는 여포

세포가 림프구의 아포프토시스를 유도하므로 여포세

포의 증식이 유지되고, 조직 침윤 림프구의 수가 적다. 

반면, 하시모토 갑상선염 환자의 갑상선에서는 림프구

가 여포세포의 아포프토시스를 유도하므로 여포세포

의 수가 적어지고 현저한 림프구 침윤이 유지될 것이

라는 설명이다.

이는 새롭고 유망한 개념이지만 이와 같은 가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즉, bcl-2가 자가면

역 공격으로부터 세포의 아포프토시스를 방어할 수 있

는지 밝혀져 있지 않으며[125,126], bcl-2가 아포프토

시스를 억제하는 경로에서는 전체적인 pro-apoptotic 

molecule과 anti-apoptotic molecule의 비율에 따라 

apoptosis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127], Fas 이외에도 

TRAIL (TNF-α related apoptosis inducing ligand) 등

도 아포프토시스 진행에 관여하는데[128] 이 점이 체

계적으로 관찰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가면역 갑상선 질환의 표현형 결정에 있어 

아포프토시스 과정의 조절이 중요할 것으로 여겨지나 

갑상선 세포에서 아포프토시스 과정의 조절에 관한 체

계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겠다.

2) 그레이브스병에서의 TSH 수용체항체

그레이브스병 환자에서 갑상선종 및 기능항진증의 

원인은 혈청에 존재하는 자극형 TSH 수용체항체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관한 최근 연구의 발전에 관한 

내용은 본 저자 등이 최근에 기술한 바 있다[129].

3) 갑상선-관련 안구병증

Genetic immunization, 즉 TSH 수용체 cDNA 자

체를 근육에 접종하는 방법으로 체내에서 수용체 단백

질 발현을 유도하고 비장에서 primed T cell을 분리하

여 이를 BALB/c 마우스 또는 NMRI 마우스에 접종한 

결과 갑상선염과 더불어 갑상선-관련 안구병증 

(Thyroid associated ophthalmopathy, TAO)을 유발하

는 것이 최근 성공한 바 있다[130,131]. 이는 갑상선관

련 안구병증의 첫 동물모델이며, 안구병증의 주요 자

가항원이 TSH 수용체임을 말해주는 가장 견고한 증거

Fig. 4. Differences in apoptotic molecules and potential for thyrocytes & 

intrathyroidal lymphocytes in Graves　and Hashimoto　s disease

Graves’ Disease          Hashimoto’s Ds.   
  Lymphocyte  apoptosis              Thyroid  cell  apoptosis    

Lymphocyte

Follicular
cells

• Increased  Fas
• Decreased  bcl-2

• Decreased  Fas
• Increased  bcl-2

• Decreased  Fas
• Increased  bcl-2

• Increased  Fas, FasL
• Decreased  bc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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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레이브스병 환자에서 안구병증 및 경골전 점액수

종은 갑상선 외에서 발현되는 매우 특이적인 임상상인

데, 이렇게 특정 부위가 자가-반응성 T 세포의 공격 

대상이 되는 이유는 항원이 같기 때문이라고만 설명되

어 왔다. 최근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레이브스병 환

자의 혈청 IgG는 그레이브스병 환자의 섬유아세포 (안

와, 갑상선, 경골전 피부 및 사지 피부 등)에서의 T 세

포 화학유인능 (chemoattractant activity)을 증가시킨

다. 정상인의 섬유아세포에서는 그러한 현상이 관찰되

지 않으며, T 세포 화학유인능의 증가 현상은 항 

IL-16 항체나 항 RANTES 항체에 의해 상당 부분 차

단된다[132]. 이러한 현상을 유발하는 그레이브스병 

환자의 IgG가 TSH 수용체 항체인지 아니면 다른 세

포막 수용체에 대한 항체인지 등에 관하여는 알려진 

바 없다. 이 연구는 그레이브스병에서 T 세포를 결체

조직으로 가도록 유인하는 기전을 새로이 밝혔을 뿐 

아니라, 갑상선-관련 안구병증의 새로운 치료법 모색

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갑상선-관련 안구병증에 관하여는 본 리뷰의 다른 

논문에서 다루어질 것이므로 상세한 언급은 생략하기

로 한다.

결   론

자가면역성 갑상선질환에 대한 최근 연구에 있어 

가장 괄목할 만한 진전은 감수성 유전자의 whole 

genome based search가 가능해졌다는 것, 갑상선세포 

및 림프구의 세포자멸사 (apoptosis)가 질병의 발현 과

정에 관여함을 밝힌 것, 그레이브스병 및 갑상선-관련 

안구병증과 유사한 동물모델이 개발되었다는 것 등으

로 압축할 수 있겠다. 이러한 지식들을 바탕으로 연구

가 계속된다면 갑상선질환은 물론이고 다른 인체 자가

면역질환에 대한 이해가 증진될 것이며, 그를 바탕으

로 한 질병의 경과를 바꾸는 치료가 가능해지리라 믿

는다. 특히 현재 치료법이 미진한 갑상선-관련 안구병

증의 치료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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