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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pite the development of modern intensive care and new antimicrobial agents, the mortality of the patients with 

severe sepsis and septic shock remains high. The poor outcome is considered to be a consequence of an overactive 

systemic inflammatory response. Sepsis is now defined as systemic inflammatory response syndrome (SIRS) in which 

there is an identifiable focus of infection. As a consequence of the overactive SIRS response, the function of various 

organ systems may be compromised, resulting in multiple organ dysfunction syndrome (MODS) and death. Systemic 

inflammation is a consequence of activation of the innate immune system. It is characterized by intravascular release of 

pro-inflammatory cytokines and other vasoactive mediators, and the concurrent activation of the innate immune cells. 

In addition to the pro-inflammatory reactions, the host's anti-inflammatory mechanisms are also activated and aimed 

at counteracting the inflammatory response. The balance between pro- and anti-inflammatory reactions is critical for 

the outcome of the patient. Understanding the mechanisms of acute inflammatory responses in critical ill patients is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urgently needed therapeutics. The aim of this review is to provide a description of 

the key components and mechanisms involved in the inflammatory response in patients with SIRS and sep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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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심한 패 증이나 패 증 쇼크에 따른 사망률은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는데 다양한 증요법의 발 에도 불구하고 패

증 쇼크의 이환율과 사망률은 크게 감소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1,2) 환자진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은 심한 패 증

이나 패 증 쇼크를 동반한 환자의 치료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한다. 

  감염성 병원체가 인체에 들어오면 되면 인체는 방어기

으로 국소 인 염증반응을 일으킨다. 이런 국소 인 염증반

응에도 불구하고 감염성 병원체나 병원체에 의해 생성되는 

내독소와 같은 물질이 내로 도달하면 신 인 염증반

응을 일으키게 된다. 1992년 미국의 American College of 

Chest Physicians (ACCP)/Society of Critical Care Medicine 

(SCCM)의 consensus conference (주제발표)에서 신염증반

응증후군(systemic inflammatory response syndrome, SIRS)이라

는 새로운 증후군에 한 정의를 발표하 는데, 패 증은 

병원체에 의해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병원체 침입에 의

한 범 한 인체의 신 인 반응의 하나로 인식되기 시

작하 다(Fig. 1).3) 선천성 면역계의 자극에 의한 신 인 

염증반응의 결과로 류내로 염증성 cytokine들의 분비가 

증가하고, 다양한 면역세포가 활성화된다. 패 증에서 이러

한 과도하고 신 인 염증반응은 순환기계 허탈을 유발할 

수도 있고 내피의 손상에 따른 투과성의 증가로 

인하여 여러 장기의 기능장애를 래하여 다발성 장기부

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1996년도에 Bone4)은 보상성항염증반응증후군(compensato-

ry anti-inflammatory response syndrome, CARS)이라는 개념을 

제안하 는데, 기존의 개념과는 달리 패 증에서 과도한 면

역반응과 더불어 나타나는 염증 반응의 억제도 패 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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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concept of systemic inflammatory response syndrome 

(SIRS) as a common response to many initiating circumstances. 

병태 생리를 이해하는데 요함을 주장하 다. 이에 따라 

패 증 발생 기 에 한 개념이 기에는 염증 반응 물질

의 과도한 생성이 일어나지만, 패 증이 진행할수록 염증 

반응  면역 반응이 억제되는 상황으로 이되어 가는 것

으로 변화되었다.

  패 증에서 발생하는 염증반응, 응고반응  면역억제에 

한 이해는 심각한 상태의 패 증환자의 치료 계획을 수

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과거에는 과염증반응과 과응고

반응이 세포와 조직의 손상과 미세순환 장애를 유발한다고 

알려졌으나, 패 증과 련한 최근의 연구를 통하여 패 증 

후기에 나타나는 매개체들과 면역세포의 세포자멸사, 선천

성 면역의 신경조  등이 패 증의 병태생리에 요한 역

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 지고 있다. 자들은 패 증과 

신염증반응의 병태생리에 한 최신지견을 고찰하여 패

증치료의 잠재 인 목표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신염증반응증후군(systemic inflammatory 

response syndrome, SIRS)과 패 증 

  패 증은 염증에 의해 유발되는 발열이나 빈맥, 빈호흡, 

백 구증가증 등을 동반하는 신 인 염증반응이다. SIRS

와 패 증의 차이는 감염원의 유무에 있다. SIRS가 있다고 

해서 감염이나 패 증을 진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감염 

이외의 여러 가지 원인( 성 췌장염, 화상, 외상, 수술 등)으

로 SIRS가 발생할 수 있으며(Fig. 1), 패 증은 감염에 의한 

SIRS라고 할 수 있다. 패 증을 일으키는 원인균은 미국의 

경우 1987년 이후는 그람양성균에 의한 경우가 그람음성균

에 의한 경우보다 많았으며 진균에 의한 경우도 많이 증가

하고 있다.5) 원인균이 달라도 임상양상은 비슷하며, 비록 

원인균을 밝히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세균감염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ACCP/SCCM의 정의에 따르면 SIRS는 

다음의 조건  2개 이상을 충족할 때 진단할 수 있다고 

한다; 1) 체온 ＞38oC 혹은 ＜36oC, 2) 심박수 ＞90회/분, 3)

호흡수 ＞20회/분 혹은 동맥 이산화탄소분압 ＜32 mmHg, 

4) 백 구수 ＞12,000개/mm3, ＜4,000개/mm3 혹은 ＞10% 

band 형태.
3) 만일 압, 류,  성 장기부 을 동반

하게 되면 심한 SIRS 혹은 패 증이라고 정의하며, 패 증 

쇼크는 한 수액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는 심한 패 증

의 한 형태다. 

  패 증의 병태생리에 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패 증은 

tumor necrosis factor-α (TNF-α)와 같은 염증성 cytokine

의 과다한 생성과 비정상 인 면역체계의 활성화에 의한 

과염증반응(hyper-inflammatory response)의 결과이다. 이러한 

비정상 인 과염증반응은 조직손상과 장기부 을 래하게 

된다. 단핵구와 식세포는 다양한 감염성이나 비감염성 자

극들에 반응하여 염증반응(pro-inflammatory response)에 

여하는 다양한 염증 매개물질들을 분비한다. 정상 인 상태

에서 염증은 인체를 방어하기 한 조  가능한 반응이다. 

정상 인 상태에서 cytokine의 분비와 백 구의 활성화는 염

증을 유발하는 물질들을 제거할 정도로 하게 일어난다. 

그러나 감염에 한 부 한 선천성 면역반응에 의해 유

발된 과염증반응으로 패 증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따른 

염증 매개물질들의 과도한 분비는 다발성 장기부 의 원인

이 된다(Fig. 2).6,7)

  인체의 방어체계는 선천 인 면역체계와 후천 인 면역

체계로 구분된다. 그람양성균과 그람음성균, 바이러스, 진균 

등은 병원체 련 분자 패턴(pathogen-associated molecular 

patterns)이라고 불리는 독특한 세포막 물질들을 가지고 있

다. 이러한 표면물질들은 면역세포 표면의 패턴인식수용체

(pattern-recognition receptor)들과 결합하게 된다. 선천 인 면

역반응은 병원체의 표면에 나타나는 분자패턴들과 강하게 

상호작용 하는 toll-like receptor (TLR)와 같은 패턴인식수용

체들을 통해 빠르게 나타난다.8) 를 들면 TLR-2의 경우 

그람양성균 표면의 peptidoglycan을 인식하는 반면 TLR-4의 

경우 그람음성균 표면의 lipopolysaccharide (LPS)를 인식한

다. 표면물질이 TLR-2나 TLR-4와 결합하게 되면 세포 내 

신호 달체계를 활성화시켜 세포질 내의 nuclear factor κB 

(NF-κB)를 활성화 하게 되고, 활성화된 NF-κB는 세포질에

서 핵으로 이동하여 사를 유발하는 부 에 결합하여 

TNF-α, IL-1β, IL-10 등의 cytokine들의 사를 증가시킨다.

  TNF-α와 IL-1β는 염증성 cytokine으로 후천 인 면역

반응을 활성화시키고 직  는 간 으로 조직의 손상을 

유발한다.9) TNF-α는 내피세포나 성구를 활성화하여 조

직손상을 증폭시킨다. TNF-α는 다양한 chemokine과 내피세

포의 intercellular adhesion molecule-1 (ICAM-1)과 vascular 

cell adhesion molecule-1 (VCAM-1) 같은 부착분자의 발 을 

증가시키고, 성구의 integrin에 한 친화성을 강화시켜 

성구가  밖으로 이동하게 하고,  밖으로 이동한 

성구는 활성산소와 단백질분해효소를 분비하여 조직을 손

상시킨다. 게다가 TNF-α는 자가분비 등의 방식으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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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ime course of inflammation and concurrent clinical signs in patients with sepsis.

염증성 cytokine의 분비를 유발하여 염증반응을 증폭시킨

다. TNF-α가 패 증의 병태생리에 요한 매개체라는 사

실이 알려지면서 TNF-α의 화를 통해 패 증을 치료하려

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 졌다. 그러나 부분 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TNF-α 화 치료는 패 증 환자의 생존율 증가

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10) 고용량의 TNF-receptor-Fc fusion 

protein을 사용하여 TNF-α를 억제한 연구에서 오히려 감염

이 악화되어 환자의 생존율이 감소하 다.
11) 이러한 연구결

과는 패 증이 염증반응과 항염증반응과 련된 복잡한 병

태생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10) IL-10은 항염증

성 cytokine으로 식세포를 비활성화 시키고 다른 항염증효

과들을 나타낸다. 

  염증성 cytokine들에 의해 성구와 내피세포 표면의 부

착분자들이 증가한다. 활성화된 성구는 병원체도 괴하

지만 내피세포의 손상도 래한다. 더욱이 성구나 단핵

구, 식세포, 소 과 내피세포간의 결합은 protease, pro-

staglandin, leukotriene과 같은 염증매개물질들을 분비한다. 

활성화된 내피세포들은 다양한 chemokine과 nitric oxide (NO)

를 분비하는데 NO는 강력한 확장 물질로 패 증 쇼크

를 일으키는 데 요한 역할을 한다. 패 증은 inducible ni-

tric oxide synthase (iNOS)를 활성화 시켜 강력한 확장 

물질인 NO의 합성을 증가시킨다. 내피의 요한 기능

은 선택 인 투과성과 조 , 소 의 부착부 를 공

하는 것인데 염증매개물질들은 내피세포의 손상을 래하

여 의 투과성을 증가시키고, 확장과 응고장애를 유

발하고  염증기능과 항 염증기능간의 균형을 괴하게 

된다.

  선천 인 면역반응 활성화와 더불어 체내에 침입한 미생

물들은 다양한 호르몬이나 세포를 통해 후천 인 면역반응

을 활성화하고 결과 으로 선천 인 면역반응을 강화시키

게 된다. B 세포는 체내로 침입한 미생물과 결합하는 면역

로불린을 분비하고 분비된 면역 로불린은 항원 달세포

를 매개로 미생물들을 괴하는 자연세포독성세포나 성

구로 달된다. T 세포들도 패 증의 병태생리에 여하게 

된다. 조력 T 세포들은 type 1 조력 T 세포와 type 2 조력 

T 세포로 구분된다. Type 1 조력 T 세포들은 일반 으로 

감염을 유발하는 병원체에 반응하여 감염의 정도 등에 따

라 TNF-α나 interleukin-1β와 같은  염증성 cytokine을 분

비하고 type 2 조력 T 세포는 interleukin-4 and interleukin-10

과 같은 항염증성 cytokine을 분비하게 된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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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성항염증반응증후군(compensatory 

anti-inflammatory response syndrome, CARS)과 

면역세포의 세포자멸사

  CARS는 과도한 염증반응을 길항하기 한 과정이다. 타

고난 면역체계는 면역세포들 간의 그물망이 형성되어 있고 

면역세포들은 세포 표면의 수용체를 통해 죽은 조직이나 

병원성 감염원에 반응하여 활성화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활성화된 임 구나 단핵구에 의해 다른 종류의 면역세포들

이 활성화되고 여러 종류의 염증성 cytokine들이 분비된

다. 분비된 cytokine들은 발열, 모세  유출  확장 

같은 임상증상들을 유발한다. CARS는 이와 같은 과도한 염

증반응을 환원시키기 한 반응으로 피부무력증(cutaneous 

anergy)과 세포자멸사에 의한 임 구의 감소, 자극에 한 

단핵구의 cytokine 반응의 감소, 단핵구의 HLA 항원 수용체 

수의 감소, IL-10의 발  증가가 나타난다.13) 많은 연구들이 

이런 염증억제 반응이 환자의 후에 나쁜 향을 미친다

고 보고한다. 임상의들은 패 증에 걸린 환자들이 기의 

염증반응이 사라지고 난 후에 이차감염으로 사망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패 증으로 사망에 이르는 부분의 환자

에서 무력증과 림 구감소증, 체온, 병원감염 등이 발생

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면역억제가 패 증에 의한 사망

과 련된 요한 요소로 고려되고 있다.14) 정상인의 단핵

구에 비해 패 증 환자의 단핵구가 LPS 주입에 의한 염

증성 cytokine의 분비가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면역억

제가 패 증환자의 병태생리에 여한다고 생각되고 있

다.15) 

  패 증과 동반하여 발생하는 다발성 장기부 은 항염증

상태로의 환과 요한 면역세포나 상피세포, 내피세포의 

세포자멸사와 연 되어 발생한다. 패 증에서 증가된 염

증성 cytokine과 순환 glucocorticoid, 활성화된 B 세포, T 세

포는 면역세포의 세포자멸사를 유도한다. 세포자멸사는 조

직의 재생과 기능을 유지하기 한 세포의 괴로 정상

인 상태에서는 하게 조 된다. 패 증에서는 내인성 자

극에 의해 DNA의 괴를 유도하는 세포내의 신호 달체

계가 활성화 되어 비정상 인 세포자멸사가 일어난다.16) 패

증이 진행함에 따라 과염증반응이 항염증반응로 환되

면 TNF-α와 IL-1의 농도가 감소하고 IL-10의 농도가 증가

하게 된다.17) IL-10은 식세포의 TNF-α의 생산을 억제하

고 식세포와 T 세포 표면의 자극 분자들의 발 을 억제

한다. 이러한 패 증 후기의 IL-10의 생산증가는 면역억제

에 여하는 것으로 추측된다.17) 이러한 패 증 후기의 면

역억제는 한 항생제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는 범 한 

세균감염을 조장할 수 있다. 

  세포자멸사는 조직의 퇴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리 인 

조직의 손상에 따른 불필요한 세포를 제거하기 한 정상

인 과정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세포자멸사가 특정 질환에

서 비정상 인 세포의 괴에도 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

실이 밝 지고 있다. 세포자멸사 과정에서 세포 내 신호 

달을 해 serine proteases의 일종으로 알려진 caspase가 

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aspase는 DNAase를 활성화 하

여 caspase-activated DNAase를 형성하고 이들은 DNA를 해

체하게 된다. 최소한 두 가지의 caspase 연쇄 반응이 세포자

멸사 과정에서 증명되었다.18) 림 구의 세포자멸사는 패

증으로 사망한 환자에서 찰된다.16,19) 림 구는 여러 가지 

병원균에 의한 패 증에서 인체를 방어하는데 요한 역할

을 한다. 림 구의 감소는 감염을 조 하는 면역계의 기능

을 하시켜 패 증 환자의 사망률을 증가시킬 것으로 생

각된다. 자멸사한 세포는 다른 면역세포의 기능도 하시킨

다는 사실이 동물실험을 통해 밝 졌다.20) 가지세포(dendri-

tic cell)는 강력한 항원 달 세포이다. 괴사한 세포와 달리 

자멸사한 세포를 섭취한 가지세포는 항원 달 기능이 

하게 감소하게 된다. 

  자멸사하는 림 구가 증가하면 면역억제를 야기하게 된

다. 패 증이 진행하면 림 구외에도 의 내피세포나 장

의 상피세포의 자멸사도 증가한다.21) 상피세포나 내피세

포의 세포자멸사는 패 증 환자의 다발성 장기손상에 여

할 것으로 추측된다. 다양한 동물실험을 통해 세포자멸사의 

억제가 패 증의 진행과 사망률의 감소에 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 졌다.16,19) 패 증 동물모델에서 유 자 

조작을 통하여 림 구의 사립체 표면에 세포자멸사를 억제

하는 bcl-2의 발 을 증가시키면 림 구의 자멸사가 감소하

고 생존율이 증가하 다.22) 유 자 조작을 통한 Akt의 과다 

발 이 bcl-2와는 독립 으로 패 증에 의한 림 구의 자멸

사와 사망률을 감소시켰다.23) 범 한 caspase 억제제인 

z-VAD를 투여가 패 증을 유도한 생쥐에서 생존율을 증가

시켰다.
24)

 선택 인 caspase-3 억제제를 사용하거나 caspase 

8의 siRNA 부 의 손을 통해 caspase를 억제한 연구에서

도 유사한 결과를 보 다.25)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통해 

caspase 억제 략이 패 증의 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상된다.

후기매개체인 high-mobility group 

box 1 (HMGB1)

  패 증 환자의 cytokine 생성의 반응속도분석을 통해 TNF-α

와 IL-1의 장농도가 질병 기에는 증가하나 질병후기에는 

감소한다는 사실이 밝 졌다. 부분의 패 증 연구에서 

기의 쇼크 증상에도 불구하고 부분의 환자는 패 증의 

말기에 사망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패 증 기에 증가

하는 염증성 cytokine인 TNF-α에 한 치료가 늦게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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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경우 질병의 진행을 억제하지 못하는 이유를 일부 설명

할 수 있다. 

  패 증의 후기에 요한 역할을 하는 매개물질들에 한 

연구들을 통해 cytokine HMGB1들이 밝 졌다.26) 내독소를 

백서에 주입하는 실험을 통해 TNF-α는 내독소 주입 후 2

시간 후에 HMGB1은 내독소 주입 후 12−18시간 후에 

 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하 다.35) 내독소를 주입한 백서에

서 TNF-α의  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한 후 특이항체를 

주입하여 HMGB1을 길항한 실험에서 사망률이 감소하

다.26)

  패 증의 후기에 치명 인 역할을 하는 cytokine으로 재발

견되기 까지 HMGB1은 세포의 핵 내에 치하고 염색체와 

련된 염색질과 결합하는 단백질로 알려져 왔다.27) HMGB1

은 진핵세포의 핵 내에 흔히 존재하며 그곳에서 DNA나 

사인자들과 결합하여 nucleosome의 형성과 사를 조 하는

데 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세포가 괴되면서 세포 밖

으로 유리된다.26,27) 그러나 정상 인 세포의 세포자멸사 과

정에서는 HMGB1이 핵 내에서 소멸하여 세포 밖으로 유리

되지 않는다. 따라서 세포자멸사가 아닌 괴사에 의한 세포

의 괴만이 염증을 유발하게 된다. 이러한 수동 인 유리

와는 달리 식세포나 단핵구는 TNF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HMGB1을 분비하게 된다. 조직손상에 의해 괴된 세포에

서 유리되든 감염부 의 활성화된 식세포에서 분비되든 

HMGB1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신호를 달하여 염증

을 유발하게 된다. HMGB1은 S100이나 heat shock protein과 

함께 damage-associated molecular pattern molecules (DAMPs)

로 생각되고 있다.27)

  세포 밖으로 유리된 HMGB1은 TLR2와 TLR4와 같은 세

포 표면 수용체를 통해 신호를 달하여 식세포를 활성

화시켜 TNF-α나 다른  염증성 cytokine들을 분비하게 하

여 염증반응을 증폭시킨다.27,28) 내피세포 표면의 Receptor 

for Advanced Glycation End-products와 결합한 HMGB1은 

ICAM-1과 VCAM-1의 발 을 유도하여 백 구의  외로

의 이동을 진하여 조직손상을 유발하게 된다.29) 게다가 

HMGB1은 장 상피세포의 투과성을 증가시킨다.
30) 따라서 

단핵구나 식세포에 의한 염증반응의 유지와 더불어 내피

세포나 상피세포의 손상에 의한 HMGB1의 유리는 패 증

이 다발성 장기부 으로 진행하는 과정에 요한 역할을 

한다.

염증반응의 신경 조

  추신경계와 면역체계간의 상호작용은 오래 부터 제

기되었다.
31) 최근 연구에서 미주신경을 통한 추신경계와 

면역체계간의 상호작용이 패 증에서 염증반응을 감소시켰

다.32) 미주신경은 심장이나, 폐, 내장기 에 부교감신경 지

배를 하는 자율신경계의 한 종류이며, 최근 연구들을 통해 

미주신경이 선천성 면역반응을 조 하는 세망내피계통을 

신경 지배한다는 사실이 밝 졌다. 

  말 의 염증반응은 호르몬이나 구심성 신경 달에 의해 

추신경계에 인지된다.
32) 으로 유리된 TNF-α와 IL-1

은 추신경계로 이동하여 패 증의 증상들을 야기한다.33) 

IL-1 수용체가 발 되어 있는 미주신경은 염증성 cytokine을 

인식하여 뇌로 신호를 달한다.34) 말 의 염증반응이 신호 

달을 통해 인식이 되면 추 신경계는 미주신경을 통해 

염증을 완화시키는 신호를 보내게 된다. 미주신경이 활성화

되면 주된 부교감신경계 신호 달물질인 acetylcholine 

(Ach)이 분비되어 식세포를 억제한다.35) 식세포는 니코

틴성 Ach 수용체의 α7 subunit를 발 한다.36) 콜린성 수용

체 작용제들은 LPS에 의한 식세포의 TNF-α나 HMGB1의 

유리를 억제한다.35) 흥미롭게도 콜린성 수용체 작용제들은 

식세포들의 항염증성 IL-10의 유리는 억제하지 않는다. 

콜린성 수용체 작용제에 의한 염증성 cytokine의 분비억제

에는 NF-κB 신호 달체계도 일부 여한다.37) 콜린성 수

용체 작용제에 의한 염증성 cytokine의 분비억제는 동물 

실험에서도 증명되었는데, 미주신경 단술을 시행한 흰쥐

에서 내독소증을 유발한 경우 TNF의 생성이 증가하고 패

증이 빠르게 진행하 다.38) 반 로 패 증을 유발한 동물에

서 미주신경의 직 인 자극이 TNF-α의 생성을 억제하고 

패 증의 진행을 억제하 다.35) 패 증을 유발한 동물실험

에서 선택 인 콜린성 수용체 작용제인 nicotine이 HMGB1

의 유리를 억제하고 생존을 증가시켰다.39) 식세포와 함께 

내피세포도 니코틴성 Ach 수용체의 α7 subunit를 발 한다. 

따라서 내피세포도 콜린성 항염증반응에 여 할 것으로 

추측된다. 콜린성 수용체 작용제인 CAP55에 의한 내피세포

의 자극은 TNF에 의한 ICAM-1, VCAM-1,  E-selectin과 

같은 부착인자들의 발 을 억제한다.37)

염증반응과 응고반응의 상호작용

  패 증의  다른 요한 문제는 응고와 항응고반응 간

의 불균형이다. 염증반응과 응고반응의 복합 인 상호작용

이 패 증의 병태생리에 요한 역할을 한다. 패 증환자에

서 소 과 응고과정은 활성화 되어있고 항응고과정은 억

제되어 있다. 이러한 비정상 인 응고 과정은 미세  내 

을 형성하여 조직으로의 류를 감소시키고 장기의 기

능부 을 유발한다. 패 증에 의한 염증은 지 과 응고반응

을 왜곡시킨다. 

  패 증은 내피를 활성화하여 조직인자(tissue factor)의 

발 을 증가시킨다. 단핵구나 성구와 같은 면역세포와 

TNF-α, IL-1 등의 cytokine은 내피세포의 조직인자의 발

을 유도하고 발 된 조직인자는 내피 세포를 손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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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시킨다. 조직인자는 순환 액 내의 factor VIIa (FVIIa)와 

결합하여 조직인자-FVIIa 복합체를 형성하여 FX를 FXa로 

활성화 시킨다. FXa는 prothrombin을 thrombin으로 환시킨

다. Serine protease인 thrombin은 fibrinogen을 fibrin으로 환

하고 환된 fibrin은 thrombin에 의해 활성화된 transgluta-

minase인 FXIII에 의하여 분자간결합이 안정화된다. Throm-

bin은 FXI, FV, FVIII, FXIII과 같은 다른 응고인자도 활성화

한다. 게다가 세포표면의 thrombin 수용체를 통해 소 , 

내피세포,  단핵구를 활성화한다. 결과 으로 thrombin은 

염증반응 뿐만 아니라 응고반응도 증폭하는 양성되먹임기

(positive feedback mechanism)에 요한 역할을 한다.

  Fibrin은 소 과 결합한 후 내피세포에 부착하여 미세

 내의 을 형성한다. 미세  내의 은 매개체들

을 분비하거나 미세  폐쇄에 의한 허 을 유발하여 조

직을 손상시킨다. 정상 으로 자연 인 항응고인자(protein 

C와 protein S), antithrombin III,  tissue factor–pathway in-

hibitor (TFPI)는 응고과정을 약화시키고 섬유소를 용해하여 

미세 을 제거한다. Protein C는 간에서 합성되는 단백질

로 액 속에서 비활성화된 zymogen으로 순환하다 응고반

응의 음성되먹임기 에 요한 역할을 한다. Protein C는 

thrombin에 의해 활성화된 형태인 activated protein C (APC)

로 환되어 내피세포의 표면에 축 되어 thrombinthrombo-

modulin-endothelial protein C 복합체를 형성한다. 활성화된 

protein C는 단백분해를 통해 factor Va와 factor VIIIa를 불활

성화 하여 plasminogen-activator inhibitor 1 (PAI-1)의 합성을 

감소시켜 응고과정을 억제한다. 상 으로 패 증에서는 

PAI-1의 합성이 증가하고 protein C, protein S, antithrombin 

III,  TFPI의  농도가 감소한다.

  LPS와 TNF-α는 thrombomodulin과 endothelial protein C 

receptor (EPCR)의 합성을 감소시켜 protein C의 활성화를 억

제한다. 패 증은 EPCR의 발 을 감소시켜 protein C 경로

를 손상시켜 protein C 농도를 더욱 감소시킨다. LPS와 

TNF-α는 PAI-1의  농도를 증가시켜 결과 으로 섬유

소용해를 감소시킨다. 이러한 응고과정의 변화는 임상 으

로 종 내응고와 범 한 다발성 장기부 을 유발하

게 된다. FV의 과오돌연변이인 Arg506Gln는 APC에 의한 

응고억제반응이 감소하여 정맥 증의 험성이 증가한

다.40) 더욱이 APC는 항 염증효과도 나타낸다. APC는 염증

성 cytokine의 생성과 내독소 자극에 의한 단핵구 내의 NF-

κB 신호 달을 억제한다.41) APC는 내피세포를 통한 성

구의 이동을 억제하고 의 투과성을 감소시킨다.
42) 따라

서 APC는 응고반응과 염증반응을 조 하는데 요한 역할

을 한다. 패 증 환자는 염증반응에 의해 장 내 protein C

의 농도가 감소함에 따라 APC로의 환 역시 감소하게 되

고 이러한 결과는 사망률의 증가를 래한다.43) Protein C 

Worldwide Evaluation in Severe Sepsis (PROWESS)를 통해 

APC를 투여한 패 증 환자에서 출  험과 더불어 사망률

이 감소하 다. 그러나 APC의 치료효과가 APACHE Score가 

25 이상인 고 험 환자에 국한된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기에 비해 APC에 한 기 가 감소하고 있다.1,18)

결      론

  최근의 패 증 연구의 발 에 따라 패 증의 복합 인 

병태생리에 한 이해가 깊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패 증의 효과 인 치료법은 개발되어 있지 않고 사망률도 

높은 실정이다. 

  패 증은 염증성반응에 여하는 여러 가지 인자들의 

활성에 의해 신 인 염증반응이 과도하게 나타나 다발성 

장기손상과 쇼크를 일으키게 된다.  인체에서 과도한 염

증반응을 억제하기 한 보상성항염증반응과 면역세포의 

세포자멸사도 패 증 후기의 사망률을 높이는 요한 원인

이 된다. 이런 패 증과 신 인 염증반응과의 연 성을 

이해하는 것은 패 증의 병태생리를 이해하고 치료방침을 

정하는데 매우 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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