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혈구탐식림프조직구증식증(HLH) 진단 표지자
혈청 Soluble Interleukin-2 receptor (sIL-2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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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IL-2R levels in adults with HLH and other diseases

Interleukin-2(IL-2)는 면역반응을 생성하고 유지하는데 대표적인 싸이토카인
(cytokine)으로 IL-2 수용체(이하, IL-2R)에 결합하여 작용합니다. 특이항원 
자극이나 T세포 활성화에 따라 세포표면에 IL-2R의 발현이 증가되는 동시에 
가용성 IL-2R (soluble interleukin-2 receptor, 이하 sIL-2R)이 혈중으로 
유리됩니다. 
sIL-2R은 건강한 사람들의 혈청에서 낮은 농도로 존재하고 종양 질환, 자가면역 
질환, 장기 동종이식 거부반응 및 여러 감염증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질환에서 
상당히 높은 농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sIL-2R은 HLH의 진단, 치료상의 평가 및 암 관리를 위한 표지자 역할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면역 활성화를 포함하는 다양한 질환의 지표가 됩니다.

Soluble Interleukin-2 receptor (sIL-2R)

혈구탐식림프조직구증식증(hemophagocytic lymphohistiocytosis, HLH)은 조직구증식증후군(histiocytosis syndrome)의 
하나로 과도한 전신적인 염증과 면역반응의 조절이상으로 인하여 고열과 범혈구감소증 및 장기 부전을 초래하는 치명적인 
면역조절장애입니다. 과도하게 활성화된 림프구와 대식세포들이 조직에 침윤하고, 이들로부터 분비되는 많은 양의 염증성 
싸이토카인으로 인해 발생하며 혈구감소증, 간기능 장애, 신경학적 이상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HLH는 상염색체 열성으로 유전하는 원발성 HLH와 감염, 면역질환 및 악성종양과 연관되어 유발되는 속발성 HLH로 
분류됩니다. 국내에서 최근 20년간 보고된 대부분은 감염질환과 연관된 속발성 HLH였으며, 이들 중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것이 
30%로 가장 많았습니다.  
HLH는 면역계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환된 환자의 상당수가 사망하는 
치명적인 질환으로 빠른 진단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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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IL-2R ROC Curves (AUC=0.90)
Fig 3.  Survival from onset of disease comparing patients with ≥ 10,000 U/mL (A) 
            and less than 10,000 U/mL (B) sIL-2R

HLH-2004 진단기준에 따르면 HLH에 부합되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확인되거나, 8개 기준 중에서 최소 5가지를 만족할 경우 
진단할 수 있습니다. 

Diagnostic criteria of hemophagocytic lymphohistiocytosis : HLH-2004
A. Molecular diagnosis consistent with HLH
B. Diagnostic criteria for HLH fulfilled (5 out of the 8 criteria shown below)
      ➀ Fever ≥ 38.5℃ for ≥ 7 days   
      ➁ Splenomegaly ≥ 3 finger breadth below the left subcostal margin 
      ➂ Cytopenias affecting ≥ 2 of 3 lineages in peripheral blood
           Hemoglobin ＜ 9 g/L     Platelets ＜ 100×109 /L     Absolute neutrophil count ＜ 1.0×109 /L  
      ➃ Hypertriglyceridemia and/or hypofibrinogenemia
           Fasting triglycerides ≥ 265 mg/dL     Fibrinogen ≤ 1.5 g/L
      ➄ Hemophagocytosis in the bone marrow or spleen or lymph node 
      ➅ Low or absent NK cell activity (according to the local laboratory reference)
      ➆ Ferritin ≥ 500 ㎍/L
      ➇ Soluble CD25 (soluble interleukin-2 receptor, sIL-2R) ≥ 2,400 U/mL

HLH-2004 진단기준에도 명시된 sIL-2R 농도는 HLH에서 
특이적으로 상승할 뿐만 아니라 예후 예측에도 유용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sIL-2R 수치가 10,000 U/mL 이상인 그룹(A) 
의 경우, 10,000 U/mL 미만인 그룹(B) 에 비해 5년 생존율이 
낮아 예후가 불량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HLH 진단 표지자, Soluble Interleukin-2 receptor (sIL-2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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