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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연구목적：
기존의 항정신병약물인 haloperidol이나 clozapine과는 약물학적 특성이 다른 대표적인 약물인 risperidone
을 사용하여 정신분열병 환자가 치료 전과 4주 치료 후에 어떤 면역학적 차이를 보이는지 6가지 cytokine의
혈장 농도를 측정하여 알아보았다.

방 법：
1999년 2월부터 1999년 5월까지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정신과에 입원한 환자 중 DSM-IV 진단
기준에 의해 정신분열병으로 진단된 환자 2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입원 다음날 아침 8시 risperidone 투여
전의 기본적인 cytokine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혈액을 채취하였으며 제2병일에 risperidone 2mg, 제4병일
에 4mg, 제6병일에 6mg으로 증량하는 방식으로 항정신병약물 치료를 하였다. 임상평가는 risperidone 투
여 전과 투여 4주 후 정신과 전공의가 각각 PANSS 검사를 시행하였다. 혈장에서 IL-1β, IL-2, IL-6,
IL-12, INF-γ, TNF-α의 정량 측정은 ELISA kit(Endogen Inc., Woburn, MA, USA)을 사용하여 quantitative ELISA법으로 하였다.

결 과：
Risperidone을 4주간 투여 후 환자 혈장 IL-12 농도가 유의하게 증가되었고 나머지 cytokine 농도는 유
의한 변화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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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들의 연구에서 risperidone 치료 후 IL-12가 증가된 것은 이러한 항정신병약물치료가 면역반응을 활
성화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시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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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과의 연관관계는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서

론

본 연구에 사용된 약제인 risperidone은 현재 정신
증 환자에게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비정형 항

최근 십여년 간 면역계와 신경계, 내분비계 간에 밀

정신병약이다.23) 제약회사의 보고에 의하면 risperi-

접한 상호작용이 있다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

done은 1994년에 도입된 이후 정신과 의사에 의해 가

1)

특히 여러 가지 cytokine들이 이들 간의 상호관

장 많이 처방되는 항정신병약물 중 하나이며 약 백만명

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cytokine은 주로 림프구

다.

이상의 환자들이 상기 약제를 처방받고 있다고 한다.24)

에서 생성되어 림프구의 활성화와 증식, 급성기 단백질

리스페리돈은 benzisoxazole 유도체인 비정형 항정신

의 생성 등 많은 면역 기능을 조절하는 세포간 매개물질

병약물로 기존의 항정신병약물과는 달리 정신분열병의

로 알려져 있어 신경계에서의 cytokine과 그 수용체의

양성증상 뿐만 아니라 음성증상에도 효과적이며 추체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여러 신경정신

외로증상 등의 부작용도 적어서 정신분열병 외의 적응

질환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다.2)3)

이 되었던 정신질환에 까지도 임상에서의 사용이 점차

정신분열병은 유병률이 매우 높은 대표적인 신경정

확대되고 있다.25) 그러나 아직 이 약제에 대한 면역학

신계 질환으로 1960년대부터 바이러스/자가 면역 원인

적 접근 특히 cytokine에 대한 연구는 보고되어 있지

론이 대두되었고, 최근 정신분열병 환자의 cytokine 연

않다.

구에서 제기된 면역학적 이상이 정신분열증의 바이러
스/자가 면역의 원인이라는 보고가 있었다.4)

우리는 이 연구에서 haloperidol이나 clozapine과는
약물학적 특성이 다른 대표적인 약물인 risperidone을

정신분열병 환자에서의 cytokine 연구는 1990년대

사용하여 정신분열병 환자가 치료 전과 4주 치료 후에

들어 활발해져 많은 연구자들이 정신분열병 환자의 혈

어떤 면역학적 차이를 보이는지 6가지 cytokine의 혈

액과 뇌척수액에서의 cytokine 농도에 대한 연구를 시

장 농도를 측정하기로 하였다. 특히 최근 세포성 면역,

5-7)

연구 결과가 일치하지 않고 서로 상반

체액성 면역 모두에 주요 조절자로 알려졌으나,26) 정신

3)

된 경우도 있다. 현재 여러 연구들에서 비교적 일치된

면역계에서는 연구결과가 거의 없는 IL-12를 포함시

결과로는 정신분열병 환자에서 IL-6 혈청 농도가 증

켜 조사하였다.

행하였으며,

5)8)

가되어 있으며,

말초혈액 림프구를 mitogen으로 자

방

극한 후 시험관내(in vitro) IL-2 생산능이 정상 대조군

법

9-

보다 정신분열병 환자군에서 유의하게 감소한다는 연구
11)

1. 연구 대상

정상 대조군보다 증가되어 있다는 보고가 있다.12-14)

1998년 6월 1일부터 1999년 5월 31일까지 가톨릭

와 정신분열병 환자에서 혈청 soluble IL-2 수용체가

또한 항정신병 약물이 면역계에 끼치는 영향에 관한
15)

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정신과에 입원한 환자 중 DSM-

연구를 살펴보면 Descotes 등 이 동물 실험에서 ha-

IV 진단 기준에 따라 2명의 정신과 의사에 의해 정신

loperidol, chloropromazine이 지연성 과민반응을 억

분열병으로 진단된 20～40세 사이의 환자를 대상으로

16)

제한다고 했고, 김경희 는 항정신병 약물이 전체적인

하였고, 이전 복용하던 항정신병약물의 영향을 배재하

세포성 면역을 억제한다고 하였지만, 이들과는 달리 항

기 위해 입원 전 6개월 이상 항정신병 약물을 복용한

정신병 약물을 복용중인 환자가 복용하고 있지 않은 환

적이 없는 환자로 대상을 제한하였다. 유병 기간 10년

자보다 혈장내 IL-1α와 IL-6 농도가 증가되어 있었

이상의 만성 환자들은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가족 및

으며,17) clozapine 투여가 TNF-α 혈장 농도를 증가

환자면담과 병상기록지를 통해 알코올 및 약물남용, 주

18)

시켰다는

요 신경학적 질환, 주요 내외과적 질환의 현병력이나

보고도 있었다.

그러나 전향적인 방법을 이용한 연구들에선 halop-

과거력이 있는 환자들도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처음 연

eridol 치료가 정신분열병 환자의 혈장 interleukin 농

구에 참여한 대상 환자는 25명이었고, 이들 중 6명은

도나 그 수용체 농도를 변화시키지 않아 면역 기능에

조기 퇴원한 뒤 병원에 방문하지 않아서 나머지 19명

대한 영향이 없다고 하여19-22) 항정신병약물과 면역기

이 최종적으로 참여하였다. 이중 8명은 정신병 증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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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발병이었고 나머지 11명은 모두 이전에 항정신병약
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재발환자들이었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19 schizophrenic patients
Number of patient(%)
Sex

2. 채혈과 임상 평가
연구 대상 환자들은 입원시에 정신의학적 면접과 병
력청취와 함께 이학적 검사 및 내과적 기본검사(혈액검
사, 소변검사, 흉부 X선 촬영, 간기능검사, 신기능검사, 전
해질검사, 심전도, B형간염혈청검사, 매독혈청검사, HIV
항체검사)를 시행하였다.

Male

11(57.9)

Female

8(42.1)

Age(years)*

28.4± 7.4

Age of onset(years)*

25.3± 5.6

Duration of illness(months)*

30 ±37

Marriage

채혈은 입원 다음날 아침 8시 공복 상태에서 정맥혈
5cc를 15% EDTA K 3로 처리된 시험관에 채혈하였고
1시간 안에 원심분리기로 혈장을 분리한(2500RPM, 10
min)다음, 분석 일까지 -70℃에서 냉동 보관하여 실

Unmarried

13(68.4)

Married

5(26.3)

Divorced

1( 5.3)

Education
Elementary school and below

2(10.5)

Middle school

3(15.8)

peridone 2mg를 투여받기 시작하였고 제4병일에 4mg,

High school

8(42.1)

제6병일에 6mg으로 증량 유지하였다. 이후 추체외로

College and above

6(31.6)

험하였다. 혈액을 채취한 다음, 제2병일에 환자는 ris-

부작용이 심한 환자에선 risperidone을 4mg 또는 3mg
으로 감량 유지하였고, 적은 용랑의 benztropine(1~2
mg)을 필요시에만 투여하였다. 4주 후 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채혈하여 실험하였다. 4주 후 투여된 risperidone의 평균 농도는 4.3±1.2mg이었다.
환자의 정신분열증 임상평가로는 risperidone 투여
전과 투여 4주 후 동일 정신과 전문의가 각각 PANSS
(Positive and Negative Symptom Scale for Schizo-

Occupation
Employed

2(10.5)

Unemployed

11(57.9)

Student
*Mean±S.D.

6(31.6)

4. 통 계
Risperidone 투여 전과 투여 4주 후의 각 cytokine
혈장 농도 비교를 위해 paired t-test(two-tailed)를
시행하였다. 각 cytokine 혈장 농도 변화와 PANSS

phrenia) 검사를 시행하였다.

점수 변화와의 연관성 분석을 위해선 Pearson 상관계

3. ELISA에 의한 cytokine 정량 측정

수를 산출하였다. 통계 분석은 SPSSwin 8.0을 사용하

혈장에서 IL-1β, IL-2, IL-6, IL-12, INF-γ,

였다.

TNF-α의 정량 측정은 ELISA kit(Endogen Inc.,

결

Woburn, MA, USA)을 사용하여 quantitative ELISA

과

법으로 하였다. 즉 microplate에 표준액과 환자의 혈청
을 50μl씩 넣고 biotinylated antibody reagent 50μl

1. 연구 대상의 일반적인 특성

를 더한 뒤 실온에서 3시간 배양하였고 세척 완충액

연구에 참여한 환자 19명 중, 남자는 11명(57.9%)

400μl로 3회 세척하였다. 다음 각 well에 strepta-

여자가 8명(42.1%)으로 남자가 약간 많았다. 평균 연

vidin HRP(horseradish peroxidase) concentrate를

령은 28.4±7.4세(23～39세 사이)였고, 정신분열병의

완충액으로 희석한 뒤 이 용액 100μl를 더하고 실온

평균 유병 기간은 30±37개월(6～108개월), 평균 발

에서 30분간 배양하였다. 다시 세 번 세척한 후 기질

병 연령은 25.3±5.6세였다. 결혼관계는 13명(68.4%)

용액 100μl를 넣고 30분간 실온 배양 후 정지액 100

이 미혼, 5명(26.3%)이 기혼, 1명(5.3%)이 이혼 상태

μl를 첨가하여 반응을 정지하였다. plate의 흡광도는

였다. 교육 정도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2명(10.5%), 중

ELISA reader(Behring ELISA processor II, Behring,

학교 졸업이 3명(15.8%), 고등학교 졸업이 8명(42.1%),

Marburg, Germany)를 사용하여 각각 450nm에서 측정

대학교 재학 이상이 6명(31.6%)이었다. 직업은 2명

한 후 표준 곡선 위에 대입시켜 농도를 각각 산출하였다.

(10.5%)만이 가지고 있었고 6명(31.6%)은 학생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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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nges in plasma cytokine level between pre-treatment and post-treatment with risperidone
Plasma cytokine level(mean±S.D. )
Pre-treatment
IL-1β(pg/ml)

0.70(±

Post-treatment

0.75)

0.57(±

0.61)

t

p-value

0.91

0.38

IL-2(pg/ml)

1.29(±

3.92)

0.70(±

2.06)

0.91

0.37

IL-6(pg/ml)

4.39(±

5.84)

5.32(±

6.34)

1.65

0.12

166.05(±112.22)

3.74

0.002*

IL-12(pg/ml)

109.89(±102.83)

INF-γ(pg/ml)

4.25(±

4.35)

2.41(±

2.59)

2.08

0.06

TNF-α(pg/ml)
*p<0.05

0.00(±

0.00)

0.12(±

0.31)

1.68

0.11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changes of cytokine
levels and changes of PANSS scores
Change of
cytokine

Correlation with PANSS score change
r

p-value

향이 있었지만 유의하지 않았다(t＝2.08, df＝18, p＝
0.06).
TNF-α 혈장 농도는 risperidone 투여 전 0.00±

IL-1β

0.179

0.478

0.00pg/ml, 투여 4주 후 0.12±0.31pg/ml로 유의한

IL-2

0.024

0.921

차이는 없었다(t＝1.68, df＝18, p＝0.11).

IL-6

0.098

0.689

IL-12

0.109

0.657

INF-γ

0.308

0.213

TNF-α
0.251
Pearson r correlation

0.300

3. Cytokine 혈장 농도 변화와 임상 증상 변화의 연
관성
Risperidone 투약 전과 4주간 투약한 후의 PANSS
점수를 비교하였을 때 투약 전 평균 점수는 82.72(±
12.63)였고, 4주 치료 후엔 66.55(±12.59)로 유의하

으며 11명(57.9%)은 무직 상태였다(표 1).
또한 대상 환자들의 이학적 검사와 내과적 기본검사
는 모두 정상범위 내였다.

게 감소하여 임상 증상이 호전되었다.
Cytokine 혈장 농도 변화와 임상 증상 변화와의 관
련성을 알아보기 위해cytokine 혈장 농도 변화와 임상 증

2. Risperidone 투여 전, 후 cytokine 혈장 농도의 변화

상 변화의 상관계수를 구한 결과, IL-1β, IL-2, IL-6,

Risperidone 투여에 따른 cytokine 혈장 농도의 변

IL-12, INF-γ, TNF-α 중 어떤 것의 변화도 임상

화는 표 2과 같다.

증상 변화와는 관련성이 없었다(표 3).

IL-1β 혈장 농도는 risperidone 투여 전 0.70±

고

0.75 pg/ml, 투여 4주 후 0.57±0.61pg/ml로 시간에

찰

따른 유의한 변화는 없었다(t＝0.91, df＝18, p＝0.38).
IL-2 혈장 농도는 risperidone 투여 전 1.29±3.92

현재 정신분열병 환자에서 많은 면역학적 연구가 이루

pg/ml, 투여 4주 후 0.70±2.06pg/ml로 시간에 따른

어지고 있지만 항정신병약물 투여가 환자의 혈청 cy-

유의한 변화는 없었다(t＝0.91, df＝18, p＝0.37). IL-

tokine 농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적은

6 혈장 농도는 risperidone 투여 전 4.39±5.84pg/ml,

상황이다. 또한 haloperidol, clozapine 투여 전후의 혈

투여 4주 후 5.32±6.34pg/ml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

청 cytokine 농도 변화에 대한 연구가 있지만 rispe-

다(t＝1.65, df＝18, p＝0.12).

ridone을 이용한 연구는 없었다. 저자들은 4주간 ris-

IL-12 혈장 농도는 risperidone 투여 전 109.89±

peridone으로 치료한 후 정신분열병 환자의 혈장 cy-

102.83pg/ml, 투여 4주 후166.05±112.22pg/ml로 ri-

tokine(IL-1β, IL-2, IL-6, IL-12, INF-γ, TNF

speridone 치료 후 IL-12 혈장 농도가 유의하게 증가

-α)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조사하고자 하였다. 우리

되어 있었다(t＝3.74, df＝18, p＝0.002).

는 최근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IL-2와 IL-6에 더불

INF-γ 혈장 농도는 risperidone 투여 전 4.25±

어 IL-12의 농도도 측정하였는데, 세포성 면역의 주요

4.35 pg/ml, 투여 4주 후 2.41±2.59pg/ml로 감소경

조절자로 알려진 IL-2와 더불어 최근 세포성 면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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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ate 면역 모두에 대한 주요 조절자로 각광을 받고

많았다. 더우기 비정형 항정신병약물인 clozapine에 대

있는 IL-12의 역할이 신경정신면역계에서도 중요할

해선 이 약물이 면역기능을 억제하는 특성이 있다는 주

26)

장과 면역억제 특성 때문에 agranulocytosis가 생긴다

것으로 생각하고 조사하였다.

본 연구 결과, risperidone을 4주간 투여 후 환자 혈

는 주장도 있지만, 그와는 정반대로 clozapine으로 유

장 IL-12 농도가 유의하게 증가되었고 나머지 cyto-

도된 혈장 soluble IL-2 receptor의 증가는 면역활성

kine 농도는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IL-1β, IL-2,

의 효과라는 주장도 있다.34) 이렇게 다양하고 상반된

TNF-α와 IL-6 혈장농도는 치료 전후의 변화가 없

결과는 매우 복잡한 면역계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고

었고 IFN-γ 혈장농도는 감소경향이 있었지만 유의하

각각의 cytokine이 면역반응 전반을 모두 설명할 수는

지 않았다.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연구결과

IL-12는 현재 면역 연구에 있어 주목을 받고 있는
heterodimeric cytokine으로서 antigen-presenting

로 항정신병약물이 확실히 면역반응을 억제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cell에서 분비되어 세포매개 면역반응을 유도하는데 중

본 연구결과는 항정신병약물이 면역반응을 활성화시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IL-12는 NK

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시사되는 결과이지만 위에서 말

cell과 T 림프구를 자극하여 이 세포들을 증식시키고,

한 바와 같이 이는 매우 논란이 많고 상반된 연구 결과

INF-γ를 분비시키며 T 림프구와 NK cell의 cyto-

가 많으므로 앞으로 항정신병약물과 면역반응에 대한

toxicity를 활성화시켜 세포매개 면역반응을 증가시키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는 작용을 한다. 또 IL-12는 감염초기에 INF-γ를

본 연구에서 IL-12 이외의 다른 cytokine 농도는

분비시켜 식세포 활동을 활성화시키기도 하여 비특이

risperidone 치료 후 변화가 없었는데 이는 haloperi-

적인 체액매개 면역반응과 특이적인 세포매개 면역반

dol로 시행한 다른 연구19-22)와 같은 결과였다. 그 중

27)

응에 모두 작용한다.

최근 연구에선 면역반응 초기에

에서 INF-γ는 항정신병 약물치료 후 감소되는 경향

IL-12가 우세한가, IL-4가 우세한가에 따라 각각

을 보였지만 유의하지는 않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Th1 반응, Th2 반응의 우세가 결정된다고 하여 IL-12

IL-12 이외의 다른 cytokine 농도는 검출되지 않은

가 체액매개 면역과 세포매개 면역의 기능적 연결고리

경우도 많았는데, cytokine의 혈장 농도는 국소면역반

23)

또한 IL-12를 임상치료에

응이 아닌 전신면역상태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

이용하려는 연구도 활발하여 다발성 경색증, 크론씨 병

통 검출하기 어려울 정도의 낮은 농도로 유지되어 연구

과 같은 자가면역질환에서 IL-12의 작용을 억제하는

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유로 최근엔 뇌척수액 cy-

치료법이 연구되고 있고, 반대로 쥐의 감염모델이나 암

tokine 농도에 대한 연구가 시행되기 시작하였는데,6)7)

모델에서 IL-12를 투여하여 면역반응을 활성화시키는

앞으로 혈장 농도 측정 연구의 제한점을 극복한 뇌척수

28)29)

액 cytokine 농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하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치료법도 연구되고 있다.

즉 IL-12의 전반적인

기능은 면역반응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겠다.

저자들의 연구에서 risoperidone 치료 후 IL-12가

비교적 최근 발견된 IL-12는 면역반응에서 중요한

증가된 것은 항정신병약물치료가 면역반응을 활성시키

역할을 담당하는 cytokine으로 현재 면역연구에서 관

는 역할을 했다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결과

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가 신경정신

는 항정신병약물이 면역계를 억제한다는 여러 연구결

영역에서의 IL-12 연구의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15)16)

2)4)30)31)

들에

있다고 생각한다. 향후 정신분열병과 면역계와의 관계

의해 지지된 정신분열증의 대식세포-T 림프구 가설-

를 밝히려는 연구에 지금까지 많이 이루어진 IL-2,

거식세포와 T 림프구의 만성적인 활성화에 의해 IL-2

IL-6 연구와 더불어 IL-12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

등의 cytokine 분비가 촉진되어 정신 증상을 유발한다

하고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

와는 다른 결과이다. 또 여러 연구

는 가설32)과도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하지만 이와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환자 상태에 따라 각

반대되는 주장들도 있어서, 항정신병약물이 면역계에

기 다른 용량의 약물이 투여되었다는 점, 둘째, 환자의

특별한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연구들19)20)33)이 최근

다양한 임상양상을 고려하지 않고 진단명만을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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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상을 선정하였다는 점, 셋째, 4주간의 짧은 기간
치료 후 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장기간의 약물 투여에
의한 cytokine의 변화를 볼 수 없었다는 점을 들 수 있
다. 이에 대해 앞으로는 체내 및 체외 실험을 포함하여

10)

면역계에 작용하는 다양한 물질과 정신분열병의 임상
양상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또 다양한 변인을 통제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장기간의
약물 투여에 의한 cytokine 농도 변화 연구, 약물 투여
후 뇌척수액 cytokine 농도 연구 등 더 조직화된 연구

11)

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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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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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ange of Cytokines by Risperidone in Patients with Schizophrenia
Dai-Jin Kim, M.D., Won Kim, M.D., Soo-Jung Yoon, M.D.,
Hyo-Jin Go, M.D., Bo-Moon Choi, M.D., Tae-Youn Jun, M.D.
Department of 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Object：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evaluate immunologic difference between baseline and after
4 weeks drug treatment with atypical antipsychotics(rispreidone) by measurement of serum concentration of 6 cytokines.
Methods：The subjets were composed of 25 patients who are admitted at Dajeon St's Marys
hospital of psychiatry department and diagnosed as schizophrenia by DSM-IV diagnositc criteria.
We measured serum IL-1β, IL-2, IL-6, IL-12, INF-γ, TNF-α concenatrations by quantitative
ELISA method using ELISA kit(Endogen Inc., Woburn, MA, USA).The two psyciatrists per-formed
PANSS examination between baseline and after 4 weeks risperidone treatments.
Results：The serum level of IL-12 was increased significantly after medication of 4 weeks and the
serum concentration of IFN-γ showed the tendency of decreasement but not significant. The serum
level of the other cytokines showed no significant change.
Conclusions：We spectulate that the increasement of IL-12 may contribute to role of activation of
immune response by treatment of antipsychotic medication(risperidone).
This study is first trial of IL-12 study in neuropsychiatric field and IL-12 which play important role
of immune response becomes interesting subjects in immune research.
KEY WORDS：Schizophrenia·Interleukin·Risperid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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