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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aving an understanding of the properties of cytokines is essential for the immunologist, 

the researcher and the medical practitioner who need to understand immunologic diseases and 

immunological therapeutic approaches. Cytokines are redundant in their actions on target cells 

and promiscuous in their receptor reactions. (ED note: That is some cool use of English!) 

Moreover, many cells concomitantly produce several cytokines that have overlapping actions. 

Here this review provides conceptual framework to understand the intriguing aspects of the 

cytokin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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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사이토카인(cytokine)이란 인체 내 핵을 가

진 모든 세포 형에서 생산될 수 있는 조  단

백 물질로, 숙주 방어와 손상 치유 과정에 

여하는 세포들과 조  세포에 작용하여 면역 

반응과 조 작용을 조 하는 인자들을 말한다. 

재 약 35종의 인터루킨계, 48종의 모카인

계, 두 그룹으로 나 어지는 인터페론계, 집락

자극인자(colony stimulating factor)계, 성장인

자(growth factor)계  종양괴사인자(Tumor 

necrosis factor, TNF)계 등이 사이토카인이라 

불리며 재까지 200여종 이상의 단백물질이 

사이토카인에 속하게 된다. 그러나 생명 련 

책임 자：김희선, 구 역시 남구 명5동 317-1,  남 학교 의과 학 미생물학교실

          Tel: (053) 620-4363, Fax: (053) 653-6628,  E-mail: heesun@med.yu.ac.kr



－김 희 선－

2

연구 분야에 유용한 재료 는 매개인자로써 

흔하게 이용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단백물질

이 사이토카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가운데 

연구자 간에 상이한 이름으로 사용되고, 범

한 작용의 특성 상, 사이토카인의 정의가 모

호함에 따라 본 은 사이토카인으로 불리게 

되기까지 이에 한 역사와 기본  정보를 제

공하고자 한다.  

사이토카인의 명명

특이 항원에 반응한 림 구가 생산하는 단

백물질이라는 의미로 림포카인이라 불리던 단

백물질들이 다양한 세포들로부터 만들어지고, 

생산 세포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한다는 것이 

밝 지면서, 이러한 림포카인을 가리키는 용어

로 1974년 Cohen 등
1)
에 의해 사이토카인이란 

단어가 등장하 다. 뒤 이어 1979년 제 2차 국

제 림포카인 크 에서 사이토카인 명명 체계 

확립을 해 인터루킨(interleukin, IL)이라는 

용어가 채택되게 된다. 즉 인터루킨이란 서로 

다른 종류의 백 구들 사이에 상호작용을 하는 

신호매개물질로써의 능력을 가진 단백물질을 

뜻하는 것으로, 이 까지 연구자들에 따라 다

양한 이름으로 불려 지던 일부 사이토카인들이 

IL-1과 IL-2로 명명되는 것을 시작으로 재 

인터류킨은 IL-35까지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여 히 재에도 옛날의 이름 그 로 불리는 

사이토카인 한 상당한 수에 이른다. 즉, 인터

페론계, 종양 괴사인자계, 집락자극인자(colony 

stimulating factor, CSF)계 등이 그 가 된다.

사이토카인의 분류와 역사

사이토카인의 작용기 이나 역할에 한 활

발한 연구를 통하여 많은 새로운 사실들이 규

명되고, 지 도 새로운 사이토카인들이 밝 지

고 있으나, 사이토카인에 한 분류는 아직 정

립되지 않아 연구자들이나 련 서 에 따라 

조 씩 다르게 표 되고 있다.

사이토카인 연구의 시작은 네 분야로 나 어

질 수 있다.2) 가장 먼 , 그리고 가장 요한 연

구의 시작은 면역학계의 림포카인 연구 다. 림

포카인 련 연구는 1960년 반부터 찾을 수 

있다. 림 구에서 분비되는 단백 매개물질이 

백 구들의 증식과 기능을 조 한다는 연구보

고가3, 4) 시작이었고, 곧 이어 단핵구 한 백

구의 기능을 조 할 수 있는 요한 단백 물질

들(모노카인, monokine)을 분비한다는 것이 알

려지게 되었다.5) 사이토카인의 두 번째 연구 분

야는 인터페론계이다. 원래 1950년 에 항바이

러스 제제로써 출발하 고, 차 면역계 내외

부의 세포증식과 분화에 범 한 작용을 하는 

단백 물질로 인식되면서 인터페론은 재 사이

토카인의 한 부류가 된다. 세 번째 사이토카인 

연구 분야는 조  성장 인자계(hematopoietic 

growth factors)이다. CSF는 조 모세포의 성

장과 분화에 작용할 뿐만 아니라 완 히 분화

된 조 세포의 기능을 일부 조 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한 사이토카인의 범주에 들게 되

었다. 네 번째 분야로써 비조  세포에 작용하

는 성장인자들(growth factor)에 한 연구 분

야이다. 사이토카인에 epidermal growth factor 

(EGF), platelet-derived growth factor(PDGF), 

fibroblast growth factor(FGF)와 같이 형

인 성장 인자들을 생각하면 좀 의아해 하겠지

만 많은 종류의 성장 인자들은 세포 증식의 

진 작용 이외에 사이토카인의 작용을 나타내며 

이 가운데 transforming growth factor(TGF)-

β는 사이토카인에 속하는 표 인 성장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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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사이토카인 연구는 항원에 감작된 림 구들

에서 분비되는 물질에 의해 식세포들의 이

동이 억제된다는 Bloom과 Bennett의 연구 보

고3)가 시작이다. 그 당시 이러한 작용을 하는 

물질을 식세포 이동 억제인자(macrophages 

migration inhibitory factor, MIF)라 불 다. 

MIF의 작용에 이어 곧이어 Williams와 Granger6), 

Ruddle과 Waksman7)에 의해 일부 표 세포에 선

택  세포독성을 나타내는 림포톡신(lymphotoxin)

의 발견이 뒤이어지고 1969년 Dumonde 등4)에 

의해 특이 항원에 감작된 림 구들 사이의 상

호 작용 동안 분비되는 용해성 인자를 뜻하는 

림포카인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된다.

림포카인들 가운데 T 림 구의 증식과 기능

에 추 인 역할을 하는 IL-2의 기원은 1970

년 반으로 올라간다. Morgan 등5)은 mitogen

에 의해 활성화된 단핵세포들에서 분비되는 물

질이 골수 유래 T 세포들을 끊임없는 증식시

킨다고 보고하면서 이 물질을 T 세포 성장인

자(T cell growth factor)로 명명하 다. 재

의 IL-2는 그 당시 T 세포 성장인자 외에도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졌다.8)

모노카인으로 불리는 사이토카인들 가운데 

가장 먼  알려진 사이토카인은 종양괴사인

자(tumor necrosis factor, TNF)이다. Bacillis 

Calmette-Guerin과 지다당질(lipopolysaccharide)

에 감작된 동물의 청에는 세포독성 단백물질

이 있다는 것이 종양괴사인자에 한 첫 연구 

보고9) 으며, 이는 시험 내 실험에서 종양에 

직 인 세포독성작용을 하는 것으로 찰되

었다. 단핵구 유래 사이토카인 가운데 림 구 활

성화 인자(lymphocyte activation factor, LAF)

는 재 IL-1이 된다. IL-1은 사람의 말  

액에서 분리된 부착세포들의 세포 부유물에서 

처음 발견되었다.10) IL-1은 LAF 외에도 백

구 발 인자(leukocytic pyrogen), B세포 활성

화인자(B cell-activating factor) 등 다양하게 

불려졌다.11)

인터페론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에서 생

성되어 바이러스 감염에 한 세포 항을 유

도하는 물질로 1957년 Issacs와 Lindenmann12)

에 의해 처음으로 언 되었다. 수년 후 Wheelock 

등
13)

은 활성화된 T 림 구가 바이러스 억제 

단백물질을 생성한다고 발표하 고 이는 재의  

IFN-γ의 시 가 된다. 비조 세포의 성장을 

자극하는 EGF, PDGF, FGF, VEGF와 같은 많

은 종류의 성장인자들은 일반 으로 사이토카

인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부 성장인자들

은 면역세포에 형 인 사이토카인의 작용을 

갖고 있다. TGF는 α형과 β형이 있으며 이들

의 생물학  작용은 매우 차이가 난다. TGF-α

의 경우 EGF와 가까운 성장인자에 속하나 

TGF-β의 경우 세포 성장의 조  뿐 아니라 

염증과 면역 조 에 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

서 TGF-β는 사이토카인에 해당된다.

사이토카인과 성장인자 그리고 호르몬

사이토카인은 그 정의를 간단하게 표 하기

가 어려울 만큼 다양한 특성을 갖는 단백 조  

물질이다. 이러한 사이토카인이 갖는 다양한 

특성들은 인체 내 다른 두 부류의 단백 매개물

질과 비교된다. 즉, 호르몬과 성장인자들이다. 

성장인자들은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일부가 

사이토카인으로 분류되나 부분의 성장인자들

은 그 생성에 있어 사이토카인들과 구분이 된

다.2) 사이토카인의 생성은 세포내에서 철 히 

조 되는 반면 성장인자들은 세포내 생성을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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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나 찰할 수 있다. 그리고 성장인자의 표

은 비조  세포에 국한되어 있다. 사이토카인

과 형 인 폴리펩타이드형 호르몬과의 구별

은 쉽지가 않으나 가장 큰 차이 은 호르몬의 

경우 특정세포에서만 생산된다는 것이다. 반면 

사이토카인의 경우 세포의 종류에 계없이 다

양한 세포들로부터 동일한 사이토카인이 생성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외는 있다. 

를 들면 INF-γ나 IL-2의 경우 주로 림 구 

계통의 세포에서 만들어 진다. 호르몬에서는 

찰되지 않는 사이토카인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유형의 표  세포에 각각 다른 작용을 할 

수 있는 기능  다양성(pleotropy)과 표  세포

에 다른 종류의 사이토카인들이 동일한 작용을 

하는 복성(redundancy)를 들 수 있다. 이러

한 사이토카인과의 차이 에도 불구하고 사이

토카인, 성장인자, 그리고 폴리펩타이드 호르몬 

모두 기본 으로 유사한 신호 달 작용 기 을 

가진다. 로 IL-2, 4, 5, 6, 7, GM-CSF, 

G-CSF, erythropoietin, prolactin, 성장 호르몬 

등은 여러 가지의 공통된 구조  특성을 보인

다.
14-17)
 뿐만 아니라 이들의 세포내 신호 달 

경로나 이에 여하는 신호 달 련 인자들

은 비슷하거나 서로 공유하는 경향이 있다.2)

화학주성 사이토카인, 모카인

모카인은 8-14 kDa의 작은 크기를 가지는 

사이토카인들로 백 구들의 이동을 조 하고 

선천 면역 반응 시 염증 작용에 IL-1, TNF-α

와 함께 요한 작용을 하는 표  호염증성 

사이토카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많은 

연구의 결과, 면역계의 발달과 항상성 유지에 

기본 인 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재 인식

된다. 활발한 모카인의 연구에 의해 새로운 

모카인의 발견 한 지속 인 추세로. 재

까지 약 48종의 사이토카인이 모카인으로 분

류되어 있다. 모카인은 면역계를 벗어난 다

양한 세포 형에도 범 한 작용을 한다. 를 

들면 추신경계 세포들과  내피세포에 작

용하여 신생 의 억제 는 형성을 조장하

고, 이외 콜라겐 형성을 진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2)

모카인의 분류 체계는18, 19) 구조에 있어 아

미노기 말단에 치하는 시스테인(cysteine) 잔

여기의 배열에 따라 네 개의 그룹으로 나뉜다. 

부분의 모카인은 CXC와 CC그룹에 속한

다. 처음 치하는 두 개의 시스테인 잔여기 

사이에 하나의 아미노산이 삽입된 구조를 가지

면 CXC, 두 시스테인이 붙어있으면 CC로 분

류되고, 이들의 유 자들은 최근 들어 SCY  

(small secreted cytokine)로 알려져 CC 모

카인은 SCYa, CXC 모카인은 SCYb로 표기 

한다. 두 개의 다른 그룹은 C와 CX3C로 C 그

룹 모카인의 경우 시스테인이 결여된 상태의 

구조를 가지며, CX3C 모카인은 처음 치하

는 두 개의 시스테인 사이에 3개의 아미노산이 

치해 있는 구조를 가진다. C계, 즉 SCYc는 

XCL1(lymphotactin)  XCL2(SCM1-β)의 두 

종류가 있으며 CXC3C 는 SCYd에 속하는 

모카인은 fractalkine으로 불리는 CX3CL1이

다. 모카인 명명 한 연구자들 사이에 다양

하게 불려져 상당히 혼란스럽다. 따라서 재 

제시되는 새로운 명명법은 모카인 수용체의 

명명법에 하여 부르도록 제안하고 있다. 

모카인 수용체의 명명은 각 모카인 그룹과 

결합하는 수용체 receptor의 R을 CC, CXC, C 

는 CX3C 다음에 붙이고 그 다음에 종류에 

따라 번호를 붙인다. 즉 재까지 밝 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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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인 수용체는 CC 모카인들과 결합하는 수용

체는 CCR1에서 CCR11까지 11종, CXC 모

카인 수용체는 CXCR1에서 CXCR6까지 6종, 

그리고 C 모카인과 결합하는 XCR1, CX3C 

모카인과 결합하는 CX3CR1의 총 19종 모

카인 수용체가 밝 졌다. 제안하는 모카인의 

명명은 기본 으로 수용체를 뜻하는 R자리에 

Ligand의 L을 붙이는 것이고 그 뒤에 종류에 

따라 번호를 붙이는 것이다. 재까지 CC 

모카인은 CCL1부터 CCL28의 28종, CXC 모

카인은 CXCL1부터 CXCL16의 16종, C 모카인  

XCL1, XCL2의 2종, CX3C 모카인 CX3CL1

의 1종이 명명되어졌다. 를 들면 CC 모카

인에 속하는 RANTES의 경우 재 CCL5로 

명명되고, CCL5 는 CCL5/RANTES로 표기

되기도 한다. CXC 모카인의 표  모델 

IL-8의 경우 이제는 CXCL8 는 CXCL8/IL-8

로 표기 된다. CXC3C의 fractalkine은 CX3CL1

로 불린다.

시스테인의 치에 따른 분류와 함께 모

카인은 기능  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2, 18)
 다수 사이토카인들은 세포내 생

성이 항상 진행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포가 

자극으로 인해 활성화 되어야 생성, 분비가 되

고 조 된다. 그러나 일부 모카인은 특정 조

직이나 세포에 항상 분비되어 있다. 즉 모카

인의 역할이 항상성 유지에 주로 작동한다면 

세포외 자극에 계없이 세포내 생성을 찰할 

수 있으며, 염증성 반응에 주로 작동하는 모

카인 이라면 자극 후 세포 활성화에 의해 생성

이 유도된다. 표 인 항상성 유지, 즉 조 작

용이나 백 구들의 정상  이동에 여하는 

모카인은 CCL12, CCL13, CCL14, CCL17, 

CCL19, CCL25, CXCL12 등이다. 그리고 자극

에 계없이 분비되는 모카인과 자극 후 유

도되는 모카인 사이에 경계가 불분명하게 생

성 분비되는 모카인들이 있다. 즉 염증이나 

감염 같은 특정 환경 하에만 자극이 유도되던 

것이 이러한 자극 없이도 생성되는 모카인 

들이다. 를 들면 MCP-1인 CCL2의 경우 종

양 형성 시 특정한 세포외 자극 없이도 세포내 

생성을 찰할 수 있다.

재 들어 모카인은 염증 반응의 매개인

자로서의 역할을 넘어, 면역 조  개인자 뿐 

아니라 림 구 형성의 요한 인자로도 떠오르

고 있다. 최근 들어 모카인의 생물학  특징 

즉, 이들의 세포 수용체가 G protein-coupled 

receptors이라는 사실은 치료제 개발의 목 으

로 작은 분자 크기의 억제제 개발에 매우 유용

하게 응용이 된다.
2, 19)

결    론

사이토카인과 항사이토카인을 이용한 치료

는 이미 의료행 에 주류로 자리를 잡고 있다. 

패 증과 패  쇼크에서의 IL-1과 TNF의 역

할과 B, C형 간염이나 각종 종양에 한 치료

제로서의 1형 IFN의 역할은 잘 알려진 사실이

다.
20)
 특히 감염질환의 병리기 에 여하는 

호염증성 사이토카인과 항 염증성 사이토카인

의 상호 균형과 그 역할은 이미 잘 알려져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토카인의 정의를 

간단하게 내리기란 쉽지 않다. 잘 정제된 사이

토카인과 transgenic mouse 모델들을 이용한 

연구들을 통하여 사이토카인의 규명 작업은 연

히 활발하지만, 사이토카인의 특징인 범

한 “pleiotrophy”와 “redundancy”로 인해 각각

의 사이토카인 고유 독특한 기능이 무엇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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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사이카인에 한 연구는 여 히 매력 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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