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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으로 B-임파구(체액성 또는 항체에 의해 중

서

론

재되는 면역)에 의해 중재되는 면역기능은 포피된 박
테리아에 대항해서 싸우거나, 박테리아에 의해 생성된

중추신경계와 면역계 사이에는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독성물질을 중화시키거나,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시키고

있으며 정신질환은 면역반응의 불균형과 관련이 있다

즉각적인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서 체내 상태를 보호

(Leonard 1988). 지난 10여년간 심리학적 스트레스

해 주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Rosen등 1984). 그러

와 정신질환이 면역기능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지

나 최근에 주요 정신질환을 갖는 환자의 면역기능 이상

적하는 일련의 연구가 있어 왔고(Camara와 Danao

소견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 지면서, 특히 정서상태나

1989；Leonard 1988), 이들 연구들은 심리학적 상태

외부적 스트레스와 연관된 우울증 환자에서 면역기능

가 질병에 대한 취약성과 그 과정, 그리고 예후에 영향

의 이상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형질세포(plasma cell)는 다섯개의 항체 또는 면역

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전통적으로 면역학자들은 면역체계를 두 개의 체계

글로부린(Ig G, M, A & D)을 생산한다. 이들중 우울

로 나누었는데 세포성(cellular)과 체액성(humoral)성

증 환자에서 Ig치의 유의한 증가가 없었다는 연구보고

분으로, 두 개의 복합된 체계의 전개를 요구한다(Ca-

(Roos등 1985)가 있고, Ig이 증가(Vasiljeva등 1989)

labrese등 1987). 세포성 면역은 주로 임파구에 의해

되었다는 보고도 있으며 Ig M만 감소(DeLisi등 1984)

중재되어지는 것으로 침입된 항원에 직접적으로 작용

되었다는 보고도 있는등 아직까지 확실하게 Ig의 증가,

하고, 반면 체액성 면역은 전신적으로 순환하는 항체

감소여부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를 생산하는 임파구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생각된

한편 혈청 보체체계는 체액성 면역의 가장 중요한 성

다. 이외에 다른 면역기능으로는 호중구(neutrophil),

분중의 하나이다. 이것은 적어도 11개의 분리된 혈장

단핵세포(monocyte), 대식세포(macrophage)와 보체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항원-항체 복합을 형성하여

(complement)체계와 같은 식작용(phagocytic)세포에

일연의 연쇄상안에서 반응한다(Spivak등 1989). 특히

의한다.

보체는 여러 자가면역질환에서 관찰되는 조직 손상의
병인(pathogenesis)에 포함되어 있고 여러 종류의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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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성 질환과 관련이 있다(Schur와 Austen 1968).
최근에 혈청 보체는 면역 기능의 중요한 중재자이고
종종 심리학적 스트레스를 받는 어떤 유형의 정신질환
에서는 C3와 C4의 순환성 혈청농도가 증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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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고가 나오면서(Spivak등 1989) 우울증 환자를
중심으로 Ig와 더불어 보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오

Table 1. Comparison of variables between depressed
patients and healthy controls
Depressed
(N=30)

Variable

고 있다.
그러나 정신분열증, 주요우울증, 그리고 양극성 우울
증 환자가 정상대조군에 비해 C3와 C4농도에서 의의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보고(Spivak등 1989)가
있고, 단극성 우울증 환자에서 Ig M과 더불어 C3, C4
와 alpha 1-antitrypsin, haptoglobin과 같은 양성 급
성 단백질의 농도가 높았다는 보고(Song등 1994)가
있는등, 우울기간동안의 면역기능 능력에 대한 연구는
아직 결론적인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Sex

Control
(N=24)

p-value*

M

11(36.7)a

6(25)

NS

F

19(63.3)

18(75)

NS

Age(Yrs)

28.93±10.57b 27.04± 4.97

HDRS

26.57± 8.15

8.79± 2.06

NS
p=0.000

SRRS
63.30±20.38 21.58±10.31
p=0.003
a(
)：percentages
b ：Mean±SD
*Chi-sqare or t-test
HDRS：Hamilton Depression Rating Scale
SRRS：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

우울증에서의 면역기능의 이상은 사별이나 심한 만

정상대조군은 이화여대부속 동대문 병원 직원과 의

성적 스트레스를 경험한 사람들에서와 비슷하다. 따라

과대학생중 신체질환이 없고, 약물복용중이거나 정신질

서 이론적으로는 우울증 환자들은 또한 같은 종류(바이

환의 과거력이나 현병력이 없는 24명으로 남자 6명,

러스, 곰팡이종류의 염증, 만성 소모성질환)의 질환에

여자 18명이었고 평균 연령은 27.04±4.97세이었다.

취약할 것이라는 견해이다. 지금까지 스트레스와 연관

이들의 평균 HDRS는 8.79±2.06, SRRS는 21.58±

된 우울증 환자의 면역기능 이상에 대한 연구는 주로

10.31이었다(Table 1).

세포성 면역에 관한 것이 많았고 국내에서는 전진숙
(1992)이 우울증환자에서 연령 및 우울증의 심도에 따
른 체액성 면역 이상에 대해 보고한 바 있다. 이런 이
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저자는 우울증 환자만을 대상으
로 이들이 겪은 1년동안의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우울
증의 심도에 따른 면역기능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본연
구를 실시하였다.

2. 연구방법
우울증환자군과 정상대조군의 전주정맥에서 혈액 5ml
를 채취하여 응고하게 놓아둔 후 900 ref에서 15 분간
원심분리하여 혈청을 분리한 뒤 -20도 C이하에서 보
관하였다가 측정 1시간전에 실온에서 녹여 사용하였다.
방법은 시료에 분석하고자 하는 항원에 대응하는 항
체를 가하여 용액내 항원-항체 반응에 의해 생성된 항
원, 항체 복합물에 광선을 통과시켜 그 광산란 강도를

대상 및 방법

측정함에 의해 항원(혈청단백질 성분)을 정량하는 rate
Nephelometry에 의해 혈청 Ig G, Ig A, Ig M과 보체

1. 연구대상
우울증 환자군은 1995년 6월1일부터 1996년 7월
말까지 이화여대부속 동대문병원 정신과에 입원하였던
환자 30명으로 남자 11명, 여자 19명이었고 평균 연
령은 28.93±10.6세이었다.
환자들에게 입원 첫날 일반검사를 실시하여 염증 및
종양과 같은 면역조절을 방해하는 주요 내과적 및 신체
적 장애가 있거나, 알콜중독 및 약물남용과 같은 다른
약물사용이 있는 경우는 제외시켰다.

C3, C4를 정량 분석하였고 측정단위는 mg/dl로 하였다.
Ig와 C3, C4의 정상범위 기준치는 다음과 같다.
Ig G는 564～1765mg/dl, Ig A는 85～385mg/dl,
Ig M은 45～250mg/dl, C3는 70～176mg/dl, C4는
16.3～44.7mg/dl 이다.

3. 통계방법
측정된 자료들은 SPSS MS Window(Version 6.0)
를 이용하여 통계처리하였다. 우울증 환자군과 정상대

이들은 국제질병분류 제10판(이부영 역 1992)진단

조군의 우울 및 스트레스심도, Ig G, Ig A, Ig M 및 C3,

기준에 의해 우울증 에피소드의 범위에 속하는 환자들

C4의 평균치는 t-검정을 이용하였고 우울증 환자군의

로 평균 Hamilton우울증척도(이하 HDRS)(Endicott

연령, 우울 및 스트레스심도와 혈청 Ig G, Ig A, Ig M

등 1986)가 26.57±8.15, 평균 사회재적응평가척도

및 C3, C4 와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

(이하 SRRS)(Holmes 1978)는 63.30±20.38이었다.

cients로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 467 －

Table 2. Distribution of Immunoglobulin and complement concentrations in depressed patients and healthy controls
Dependent
variable

Distribution of serum concentration
Low

Normal

High

Depressed

Control

Depressed

Control

Depressed

Control

Ig G

0(0 )

0( 0 )

30(100.0)

22( 91.7)

0( 0 )

2(8.3)

Ig A

0(0 )

0( 0 )

26( 86.7)

23( 95.8)

4(13.3)

1(4.2)

Ig M

0(0 )

0( 0 )

29( 96.7)

24(100.0)

1( 3.3)

0(0 )

C3

0(0 )

0( 0 )

29( 96.7)

23( 95.8)

1( 3.3)

1(4.2)

C4
1(3.3)
( )：percentages

3(12.5)

27( 90.0)

21( 87.5)

2( 6.7)

0(0 )

Table 3. Comparison of immunoglobulin and complement concentrations in depressed patients and healthy controls
Dependent variable
Ig

Depressed(N=30)

Control(N=24)

p-value*

G

1178.07±251.19

1351.21±250.92

NS

A

228.80± 92.35

229.79± 80.68

NS

M

156.20± 39.10

140.29± 55.51

p=0.019

C3

111.00± 24.40

100.67± 18.49

NS

C4

24.60±

8.28

21.87±

6.73

NS

*t-test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SD
Table 4. Comparison of male and female immunoglobulin and complement concentrations in depressed patients
and healthy controls
Dependent
variable

Ig G

Ig A

Ig M

C3

C4

p-value*

Depressed
M(n=11)

1218.82±238.58

191.00±78.01

154.54±28.94

105.00±14.01

27.00±12.27

NS

F(n=19)

1154.47±261.59

250.68±94.76

157.16±44.67

114.47±28.56

23.21± 4.60

NS

1230.17±321.56

244.33±22.95

91.33±31.87

103.00±24.12

21.17± 6.31

NS

F(n=18)
1391.55±218.79
224.94±92.48
*t-test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SD

156.61±52.37

99.89±16.99

22.11± 7.03

NS

Control
M(n=6)

Ig A 평균 농도(228.80±92.35mg/dl)는 대조군의 평

결

과

균 농도(229.79±80.68mg/dl)와 차이가 없었다.
우울증 환자군의 Ig M 평균 농도(156.20±39.10

1. 우울증 환자군의 면역글로부린 및 보체농도

mg/dl)는 대조군의 평균 농도(140.29±55.51mg/dl

우울증 환자군의 경우 Ig A는 4명(13.3%), Ig M은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F=5.91, df=2, p=0.019).

1명(3.3%), C3는 1명(3.3%), C4는 2명(6.7%)에서

우울증 환자군의 C3(111.00±24.40mg/dl) 및 C4

그 농도가 정상범위보다 높았으나 대부분 환자의 혈청

(24.60±8.28mg/dl) 평균 농도는 대조군의 C3(100.67

농도는 정상범위내에 있었고 정상 대조군과 비교시 크

±18.49), C4(21.87±6.73) 평균 농도보다 더 높았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Table 2).

으나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3).

우울증 환자군의 Ig G 평균 농도(1178.07±251.19
mg/dl)는 대조군의 평균 농도(1351.21±250.92mg/dl)

우울증 환자군의 남녀간 Ig G, Ig A, Ig M과 C3, C4
농도 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4).

보다 낮았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우울증 환자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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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rrelation of immunoglobulin and complement concentrations with age, severity of
depression and psychosocial stress in depressed patients(n=30)
Dependent

Variable

variable
Ig

있다.
스트레스와 세포성 면역기능에 대해서는 Bartrop등
(1977)이 처음으로 그들 배우자에게 심한 질병이 있

HDRS

SRRS

G

0.0032

-0.1225

-0.0690

A

0.2150

-0.0675

-0.0686

M

0.0345

-0.3039

-0.2515

-0.0204

0.0957

0.1701

C3

Age

역기능의 손상과 관련이 있다는 많은 증거들이 나오고

었던 26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T임파구 반응 저하를
보고했으나 이들의 연구는 대상자가 표준화된 정신의
학적 평가나 기분상태에 대한 평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
에 심리적 스트레스와 면역조절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

-0.0078
-0.1148
C4
0.1767
All variables are statistically insignificant by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HDRS：Hamilton Depression Rating Scale
SRRS：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

게 지지할 수 없었다. 그후 이 연구를 바탕으로 사별한

2. 우울증 환자군의 연령, 우울 및 스트레스심도와

1983, 1984). 그러나 Lin등(1984)은 Hopkins Sy-

면역글로부린 및 보체농도와의 상관관계

배우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전향적 논문에서 스트레스
와 연관된 세포성 면역 조절 저하가 재 확인되었다
(Calabrese등 1986；Kronfol등 1983；Schleifer등
mptom Checklist로 우울의 정도를 자세히 평가하면서

우울증 환자군에서 연령, 우울증심도(HDRS), 스트

세포성과 체액성 면역을 동시에 측정하였는데 이 연구

레스심도(SRRS)와 Ig G, Ig A, Ig M 과 C3, C4와의

에서 높은 우울증 점수를 갖는 사별대상자에서 PHA

상관관계를 살펴 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이

(phytohemagglutinin)에 대한 임파구 반응에 의의있

없었다(Table 5).

는 감소와 또한 Ig기능저하가 있음을 보고하면서 이런
이상 소견은 감소된 interleukin-2와 같은 세포-중계

고

찰

성 면역의 또 다른 요소의 변화를 제시한다고 하였다.
또 최근에는 우울증 환자에서 prostglandin E1과 E2

본 연구는 우울증 환자의 체액성 면역기능저하에 관

농도 증가가 한편에서는 세포성 면역의 손상을 직접 초

한 이전의 연구보고들을 다시 검토하여 생활사건 스트

래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

레스와 관련시켜 발전시키고자 한 연구이었으나 이전

축을 간접적으로 자극하므로써 면역조절 기능에 관계

연구들과 특별히 다른 소견을 발견할 수 없었다.

한다는 이론이 제시되고 있다(Calabrese등 1986).

우울증 환자에서 생활사건 심도에 따른 면역글로부

그러나 약물을 복용하지 않은 정동장애에서 세포성

린과 보체농도사이에 상관관계는 없었으나 임상적 평

면역의 이상 소견에 대한 발견은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가에서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우울증의 심도 사이에는

Albrecht등(1985)은 32명의 중등도 우울증 환자와

매우 유의한 관계가 있었고, 우울증 환자 집단이 정상

정상대조군 비교 연구에서 기존의 결과를 나타내지 못

대조군에서 보다 Ig M, C3, C4 농도가 증가되었다는

하였고 Kronfol등(1983)의 후향적 연구에서도 우울증

결과는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연관된 우울증 환자의 급

의 경우 호중구 증가와 임파구 감소가 나타났지만 이와

성기 혈장 단백질 반응을 시사할 수도 있다.

같은 소견은 쿳싱 증후군에서 나타난 소견과 같아 이들

이미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우울증과는 의의있는 관

두 장애에서 보이는 cortisol과다 분비는 공통적으로

계가 있다고 입증되어 왔으며(연규월 1992；임승주

면역적 이상의 기초가 된다고 하였다. 그 후 Kronfol등

1988；Billings등 1983；Lewinsohn등 1988；Lin등

(1985)이 전향적 연구를 통해 조사한 연구에서도 우

1979；Monroe등 1983) 가까운 친척의 죽음, 이혼,

울증 환자에서 나타난 호중구 증가와 임파구 감소증은

은퇴 등의 상실사건과 같은 부정적 사건이 많을수록 우

dexamethasone투여후 억제되지 않았던 집단에서만

울증이 더 심하다는 의견들이고(Aneshensel과 Stone

나타났고 정상적으로 억제되었던 집단에서는 없었다고

1982；Phiefer와 Murrel 1986) 스트레스(Jemmott

보고하므로써 우울증의 면역조절 이상에 대해 일치된

와 Locke 1984；Kiecolt-Glasser등 1984)와 정신

결론이 없다고 하였다.

질환(Calabrese등 1987；DeLisi등 1984)은 둘다 면

마찬가지로 우울증 환자의 체액성 면역에 관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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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의 연구보고에서도 일치된 결론은 없다. 국내에서

1989)가 있으나 본연구에서는 성별, 연령에 따른 Ig,

는 Ig 증가(박용천 등 1988), Ig M의 증가와 Ig G의

C3, C4농도의 변화를 발견할 수 없었다.

감소(전진숙 1992)가 있고, 국외의 보고로는 Ig M의

우울증에서는 우울증이 심할수록 면역기능이 저하되

감소(De Lisi등 1984), Ig G, Ig A, Ig M증가(Va-

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나(Irwin등 1987；Schleifer등

siljeva등 1989), Ig M의 증가(Kronfol과 House 1989),

1989；Vasiljeva 등 1989) 국내에서는 증상의 심각

각 정신질환에서 Ig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Roos등

도와 면역기능 저하와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고(전진

1985)는 보고가 있다. 이런 이유로 최근 Ig이외에 우

숙 1992)하는등 일치된 결론은 없다. 본 연구에서는

울증의 체액성 면역계 이상을 추론할 수 있는 또 다른

우울증의 심도와 면역기능저하 사이에 상관관계를 나

면역 조절의 요인인 보체 C3, C4와 양성급성기 단백질

타내지 않았다.

인 haptoglobin, alpha 1-acid glycoprotein, alpha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우울증의 심도 사이에는 매우

1-antitrypsin과 음성급성기 단백질인 albumin과 tra-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우세하나 같은 생활사건

nsferrin농도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스트레스라도 생활사건의 수가 많을수록 우울의 정도

이중 보체는 체액성 면역의 가장 중요한 성분중의

가 심하다는 연구가 있고(Billings등 1983), 빈도보다

하나로 급성기 혈장 단백질 반응(Schur등 1968)의

는 어린시절의 특별한 사건의 경험이 더 큰 영향이 있

일부로서 다양한 염증성 장애와 관련이 있고 보체농도

다고 보고하는 연구들도 있다(Breier등 1988；Ellis등

의 증가는 면역반응의 감소와 관련되어 있다(Kronfol

1981；Faravelli등 1986；Kendler등 1992；Le-

등 1989；Weiler등 1982). 보체농도는 심리적 스트

vinsohn등 1988；Nelson 1982；Roy 1985). 그러나

레스상황하에서 증가되며 우울증 환자에서 C3, C4가

특별한 사건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우울증을 초래하는

의미있게 증가되었다는 보고(Kronfol등 1989；Song

것은 아니고, 우울증 심도에 절대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등 1994)가 있다.

생활사건요인의 비중은 단지 10%이하라고 보고하기도

본 연구에서 우울증과 정상 대조군 모두의 혈청 Ig

하며(Tennant등 1982), 우울증의 원인은 유전적, 체

와 C3, C4 농도는 정상인의 대조치와 비교할 때 대부

질적, 신경생화학적, 사회심리적, 병전 인격등 여러 요

분 정상 범위내에 속하였으나 우울증 환자의 소수에서

소가 서로 관련되기 때문에, 생활사건 스트레스 항목의

Ig A, Ig M, C3, C4가 정상 범위 이상에 속하였고 정상

빈도나 심도, 과거의 경험보다는 최근에 경험한 생활사

대조군과 비교시 C3, C4의 평균농도가 다소 높았고 Ig

건들이 우울증을 초래하는데 가장 연관이 많을 것이라

M의 평균농도는 매우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 점

는 연구보고도 있다(Garnefski등 1990). 또한 최근의

은 우울증이 급성기 면역 반응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해

생활사건, 또는 과거 어린시절의 특별한 사건 어느것에

주고 있다. 이와같은 소견은 우울증 환자에서 Ig G와

만 치우친 비중을 둘 수 없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Ig A의 증가는 없어도 Ig M이 증가되어 있다는 기존의

(Charles등 1991).

연구결과(Fontana등 1980；Kronfol과 House 1989)

본 연구에서 최근 1년간 겪었던 생활사건 스트레스

와 일치되었고 단극성, 양극성 우울증 환자 모두에서 혈

정도에 따라 임상적으로 평가한 우울증 척도 점수와는

청 C3, C4가 현저히 증가되었다는 Song등(1994)의

매우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 최근에 겪었던 생활사건이

연구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우울증 유발과 우울증의 증상에 주요인자로 나타났다.

성별, 연령 등 인구학적 변인들의 영향을 조사한 연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우울증 환자에서 생활사건 스

구에서는 여자 환자군에서 Ig가 증가되었다는 보고

트레스와 세포성 면역기능 사이에 뚜렷한 결론은 내리

(DeLisi 1986), 사별을 겪은 홀아비가 과부에 비해 질

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당히 관련이 많다는 연구 보고가

병에 걸리는 율이 높았다는 보고(Gorman과 Locke

우세하다. 그러나 체액성 면역기능과의 관련성에 대해

1989), 남자 환자군에서 임파구 반응이 감소되었다는

서는 정상인을 대상으로 일시적인 시험이라는 스트레

보고(Schleifer등 1989),성별의 차이가 없다(전진숙

스하에서 Ig A가 증가되었다는 보고(Kiecolt-Glaser

1992；최영태와 오동원 1990)는 연구결과들이 있고,

등 1984)가 있으나 우울증 환자만을 대상으로 스트레

나이에 따라 면역기능이 감소된다는 보고(Schleifer등

스에 따른 직접적인 체액성 면역기능에 대한 연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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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드믈다. 이와같은 이유는 우울증의 원인론중 스트레

도를 정량분석하여 비교하였고, 임상적 평가는 Hamilton

스가 중추신경을 자극하여 신경전달물질의 대사에 영

우울증 척도와 사회재적응 평가척도를 사용하였다.

향을 미침으로써 체액성 면역체계에 변화를 초래할 수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도 있어 면역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통제가 어

1) 우울증 환자군의 혈청 Ig G, Ig A, Ig M 과 C3,
C4 농도는 대부분이 정상범위내에 있었고 정상대조군

렵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심도와 Ig 및 C3, C4농도

의 농도와 비교시 차이가 없었다.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어 생활사건 스트레스가 직접

2) 우울증 환자군의 혈청 Ig M평균 농도는 대조군의

적으로 면역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농도보다 더 높았고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와같은 점은 스트레스가 면역계에 미치는 영향은 스

3) 우울중 환자군의 혈청 C3, C4평균 농도는 대조군

트레스 강도 이외에 스트레스의 성질, 기간 뿐아니라

의 평균 농도보다 높았으나 두 군간 유의한 차이는 없

개개인의 생물학적 특성과 취약성, 사회적 특성에 의해

었다.
4) 우울증 환자군에서 연령, 우울증 심도, 스트레스

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우울증 환자군이 정상 대조군에
서보다 Ig M은 유의하게 증가되었고, C3, C4농도가 다

심도와 혈청 Ig G, Ig A, Ig M 과 C3, C4 농도 사이에
는 상관 관계가 없었다.

소 증가되어 있다는 사실은 우울증에서의 자가면역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우울증 환자군에서 보이는 Ig

급성기 혈장 단백질 반응을 시사하고 생활사건 스트레

M, C3, C4 농도의 증가는 급성기 혈장 단백질 반응을

스와 관련이 없었다 하더라도 입원이라는 스트레스 상

시사하기는 하나, 이들의 농도가 대부분 정상범위에 속

황이 면역기능 변화를 초래할 수 있었다고 사료된다.

하고 스트레스 심도에 따른 혈청 Ig G, Ig A, Ig M과

그러나 C3, C4농도에서 우울증 환자군과 대조군 사이

C3, C4농도사이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에 통계적 차이가 없었던 점은 변화된 보체계의 지표들

보아 혈청 Ig와 C3, C4농도의 변화가 우울증의 특이적

이 여러 요인들의 영향에 의해 초래된 부현상으로도 볼

소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생활사건 스트레스

수 있겠다.

에 의한 체액성 면역계의 변화는 동질의 환자군을 대상

결론적으로 우울증 환자에서 증가된 면역글로부린과
보체는 급성기 혈장 단백질 반응으로 생각되며 이와같
은 변화는 우울증 환자에서 증가되는 혈장 cortisol농
도와 cytokines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으로 Ig, C3, C4이외의 다른 면역 가능의 지표가 사용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중심 단어：우울증·생활사건스트레스·면역글로부린·
보체.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우울증의 원인이나 증상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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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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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erity of Stressful Life Events, Depression and Immune Function
Kyu-Wol Yun, M.D.
Department of 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Objective：Stress and depression have been known to be associated with impairment in immune
function. This study was designed to elucidate the abnormalities of humoral immune function in
patients with depressive illness.
Method：The author compared serum immunoglobulin Ig G, Ig A, Ig M, and complements C3, C4,
checked with rate Nephelometry, between hospitalized depressed patients and healthy normal controls.
The depressive symptoms were rated with the Hamilton Depression Rating Scale and the current
life events were evaluated with the 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
Results：
1) Serum levels of immunoglobulin and complements of depressed patients as well as those of
normal controls were generally within normal range.
2) The levels of the immunoglobulin Ig M were found to be significantly increased in depressed
patients compared to healthy normal controls.
3) The levels of complement C3, C4 tended to be slightly increased in depressed patients compared
to healthy normal controls, but with no statistical significance.
4) Serum immunoglobulin and complement levels were not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age,
severity of depression and life events in depressed patients.
Conclusion：These findings expand previously reported evidence of immune abnormalities in
depressive illness and provide a partial explanation for some of these findings and suggest that
depressive illness is associated with an acute phase immune response. However, the serum immunoglobulin and complement levels were not correlated with the severity of depression and life events in
depressive illness.
So, it is difficult to consider the serum immunoglobulin and complement levels as specific markers
of depressive illness. Further research on the interaction between hormones and immunity in depression
is warranted.
KEY WORDS：Depression·Stressful life events·Immunoglobulin·Comp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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