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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onallergy-causingmaterialsofAllergy
Diseases

Among the food and inhalants which caused allergy,which is
increasingnowaday,thisresearchhasapurposeofstudyingAllergen,
orAllergy-causingmaterialswhichmostfrequentlycauseallergy.
Inordertoconductthisresearch,weselectedonehundredpatients(M
:F=65:35)from severalgeneralhospitalsinKwangju,whowere
tested through Mastimmunoblotmethod.According to the test,the
totalIgE positiverate(aboveClass2)from theInhalantis58.3%,
andthatfrom foodis35%,respectively.
Thisresearchshowsthatthefirstmostallergen isthe tick(Derm.
farinae/Derm.pteronyss),the second mostishousedust,and the
third is the hairofpets such as cats and dogs;52.5%,40.0%,
50.0%,atfoodpanel,and35.0%,65.0%,26.6% ininhalantpanel,
respectively.
BeforedeterminingwhetherAlternativeMedicineisacceptedornot,



weshoulddemonstrateAlternativeMedicinescientificallyandgraspits
practices.Butveryfew researcheshavedoneonAlternativeMedicine
inthecountry.ConsideringtheeffectswhichAlternativeMedicinewill
haveoncivilhygienicenvironmentsinthefuture,weshouldkeepon
studyingfurtheronAlternativeMedicine.

:Allergy,



ⅠⅠⅠ 서서서 론론론

알레르기(Allergy)란 그리스어인 「allos」에서 유래되었는데 이는 「변형
된 것」을 의미하며,1906년 프랑스 학자 VonPirque가 처음으로 알레르
기란 용어를 사용하였다.이는 보통 대부분의 사람에게서는 아무런 문제
도 일으키지 않는 물질이 어떤 사람에게만 두드러기,비염,천식 등 이상
과민반응(Hyper-sensitivityreaction)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알레르기도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면역반응의 한 종류지만 몸에 유해한 반응을 말
하며 요즘 들어서는 과민성이란 의미로 사용된다.알레르기 질환은 봄철
에 주로 발생하는 계절형과 1년 내내 증상이 나타나는 만성형 알레르기
질환으로 나누며 계절형이 해마다 계속되면 만성형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 질환은 봄철에 유행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데 우리나라에서는 집먼지 진드기에 의한 알레르기 질환이 사시사철 발
생하는 경우가 많다.
흔히 알러지라고 하면 다양한 경로로 체내에 들어온 알러지 항원에 감
작된 사람이 동일한 항원에 접촉하게 되면 항원이 호염구(Basophil)나 비
만세포(Mastcell)의 표면에 있는 E면역글로블린(IgE)과 결합하여 세포 속
에 존재하는 염증성 화학매개물인 히스타민,류코트리엔(Leucotriene),화
학주성인자(Chemotacticfactor)등을 세포외로 분비하여 일정한 증상을 일
으키는 것을 말한다.
알레르기 질환은 미국내의 유병률이 약 20% 정도로 매우 흔한 질환으
로 (Homburger,1996),우리나라의 경우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
보험공단,‘2005건강보험통계연보’공동 발간한 연보에서 2005년말 우리
나라 전체 건강보험 적용인구 환자 중 대표적인 알레르기 질환인 아토피,
알레르기 비염,천식 등 질환으로 13.5%가 진료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알레르기 질환으로 건강보험 적용인구 10만명당 진료환자
수가 2001년 10,884(10.9%)명에서 2005년 13,508명으로 24.1%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다.
라디오,TV에서 계절이 바뀔 때마다 흘러나오는 감상적인 말도 알레르



기를 앓는 사람에게는 결코 낭만적으로 들리지 않는다.알레르기란(오홍
근,2003)경적이 너무 예민한 자동차와 같다.손가락 끝으로 조금만 스
쳐도 경적이 빵 울린다면 차 다루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신경 쓰이
겠는가?경망스러운 경적과 마찬가지로 떠다니는 먼지,꽃가루,고양이
털 등에도 체내의 면역체계가 바로 반응하여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물질
이 배출되는 것이다.이 물질은 코,눈,피부 등을 부어오르고 가렵게 만
들며 충혈시켜 화장지만 축나게 만든다.항히스타민제로 다스릴 수는 있
지만 증상 완화에 그치고,사람을 축 쳐지게 만드는 부작용이 따르기 마
련이다.알레르기 반응은 비염,피부염,호흡기 질환 등을 일으켜 흉통,
호흡곤란을 발생시킨다.40세 이하에서는 90% 이상이 알레르기 때문에
천식 발작에 시달린다.
알레르기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가?주된 증가요인은 실내생활의 증
가,실내흡연,매연,자동차 배기가스 증가,신소재의 개발,외국으로부터
이물질 유입 등과 같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급증이다.이같은 환경의 변
화가 유전적 요인(11번째 염색체 이상 등)과 함께 우리 몸의 면역체계에
혼란을 가져오는 것이다.이처럼,알레르기의 발생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대기오염과 원인 알레르겐에 대한 노출이 늘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환경위생의 발달로 병원체의 침
입이 적어지고 우리의 면역 시스템이 병원체에 노출될 기회가 적어져서
병원체와 알레르겐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 알레르기 질환이 증가하
는 한 원인이라는 설이 있다.이것을 입증하는 한가지 예로 기생충 감염
이 많은 지역에서는 알레르기 질환이 적다는 것이다.요즈음엔 젖먹이나
어린이의 감염질환의 감소가 주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한다.어릴 적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알레르기 질환의 발생을 억제하는 Th1세
포가 만들어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알레르기질환을 유발하는 Th2
세포가 생성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알러지의 원인물질은 분자량 10-70kd정도의 아주 작은 단백질로서 개
인에 따라 독특하다.주요한 경로로는 공기중의 원인물질을 흡입하거나,
동식물,광물질,약물,첨가제등을 접촉하거나 섭취하는 것이다.기관지



과민성에 의한 천식으로 기침,천명,호흡곤란 등이 반복되면서 기도에
만성적인 염증이 발생하여 기관지 벽이 두꺼워지고 내경이 감소한다.아
토피 피부염,알러지성 비염,두드러기,알러지성 결막염 등이 직접적인
관련질환이며 이로 인하여 중이염,세균성 결막염,쇼크 등의 이차적인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알레르기란 이물질에 신체가 노출되어 발생하는 변형된 면역반응을 일
컬어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면역학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질병의 면
역학적 해석이 보편화되면서 과민성면역반응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신체
조직의 기능 장애만을 국한하여 취급하고 있다(홍창의 등,1994).또 임상
적으로는 동일한 증상이 자주 재발하면서 만성화되는 특성을 나타낸다.
알레르기 질환은 천식,알레르기성 비염,아토피성 피부염과 두드러기 등
이 알레르기 질환,특히 제1형 알레르기 반응에 의해 발생되는 대표적 증
상들이고 이들은 첫째로 동일한 증상이 반복되면서 만성화되는 경향이
강하고 유전적인 요소가 강하며,한가지 알러젠이 다양한 증상을 나타내
기도 하고,또 여러 종류의 원인물질이 같은 증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알레르기성 질환의 진단에는 환자의 병력,이학적 관찰 및 알레르기의
원인을 찾는 검사가 요구된다(HomburgerHA,1996).알러젠을 찾는 검
사는 환자의 증상이 알레르기성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동시에 적절한
치료를 위해 중요하다.체내 알레르기 검사의 하나인 피부단자시험(skin
pricktest)은 민감도와 재현성이 높고 피부반응 정도가 혈청 총 IgE및
특이 IgE치,기관지 유발시험 등과 높은 일치율을 보여 임상적으로 널
리 쓰이는 방법이다.그러나 연령이 어리거나 피부묘기증,심한 습진,
두드러기가 있는 환자나 피부반응에 영향을 주는 항히스타민제를 복용
하는 경우에는 피부단자시험을 시행할 수 없고(PipkornU,1988)알레르
기 질환이 없는 정상인에서도 각종 알러젠에 대한 양성반응을 약
37-50%까지 관찰할 수 있으며 검사 실시 부위,검사 시간,환자의 연
령,검사 전 약물 복용 여부에 따라 결과에 변동이 있는 단점이 있다
(NelsonHS,1983).
1960년대 중반 Ishizaka등(IshizakaK,1966)에 의해 IgE항체가 알레



르기성 과민반응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 1967년 Wide등(W
ideL,1967)에 의해 혈청내 알러젠 특이 IgE를 측정하는 Radioallerg-
osorbenttest(RAST)가 개발되어 널리 쓰이고 있다.그런데 RAST는 방
사성동위원소를 취급해야 하고 개별 항원마다 각각 방사면역법을 시행
해야 함으로 비경제적이며 고가의 장비가 요구되는 단점이 있다.
알레르기 원인물질의 확인이 알레르기의 진단에 중요한데 이 유발 알러
젠을 선별(screening)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allergy MAST(Multiple
AllergenSimultaneousTestSystem)법과 RAST(Radio-AllerosorbentTest)
이 있는데 이 중 allergyMAST(Multiple Allergen SimultaneousTest
System)법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MAST법은 방사능 물질을 사용
하지 않으며 고가의 장비와 기술이 필요 없으며 동시에 많은 양의 항원
을 검색함으로써 경제적이고 RAST(Radio-AllerosorbentTest)와의 상관관
계가 좋은 검사법으로 알려져 있다(Asser등,1984;Miller등,1984;
Dennis등,1988;김 등,1996).본 연구는 인간에게 주로 알레르기를 일
으키는 물질인 식이성(Food)과 흡입성(Inhalant)알러젠 물질 중 총IgE의
양성과 유발 알러젠의 종류와 빈도를 조사하기 위해 광주시내 종합병원
에서 검사 의뢰된 1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알레르기를 검
사하는 최신기법인 MAST(Multiple Allergen Simultaneous Test)
Immunoblot법을 이용하였으며 본 검사법은 검사 시간이 빠르고 간단하
며,경제적이고 검체 소모량이 많았던 예전의 검사법과 달라 검체 소모량
도 적은 검사로 알려져 있다.



ⅡⅡⅡ 재재재료료료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ⅡⅡⅡ 재재재료료료
광주시내 종합병원에 2006년 6월부터 2007년 5월까지 AllergyMAST
검사 의뢰된 환자중 한가지 이상의 물질에서 이상반응을 보인 환자중
100명(Foodpanel40건,Inhalantpanel60건)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
다.의뢰된 환자중 남자는 65명,여자는 35명 으로 연령분포는 1세부터
75세까지 다양하였으며 총 IgE와 각각의 알러젠 인자의 결과를 분석조
사 하였다.

ⅡⅡⅡ 모모모델델델
Mastallergypanel모델로는 Mastallergyfood와 MastallergyInhalant
의 panel 모델을 이용하였다. RIDA X-SCREEN(R-Biopham
AG/Germany)을 사용하였으며 RIDAⓇ AllergyScreen Food panel1/2,
Inhalantpanel1/2로 된 각각의 kit로 검사를 실시하였다.
Mastallergyfood의 panel모델은 Table1과 같이 총 IgE를 포함한 치
즈,돼지고기,닭고기,소고기,땅콩,마늘 등 40가지를 사용하였으며,
Mastallergyinhalat의 panel모델은 Table2와 같이 총 IgE를 포함한
아카시아,수양버들,민들레,소나무,갈대,프랑스 국화 등 40가지를 사
용하였다.
Mastallergyfood와 MastallergyInhalant의 panel모델에는 서로 중복
된 검사 항목이 20개가 있는데 이것은 두 panel중 하나만 검사해도 결
과를 알 수 있다.서로 중복된 검사 항목을 살펴보면 콩,우유,계란흰
자,게,새우,복숭아,자작나무,참나무,호밀풀,쑥,돼지풀,곰팡이류(3
종),고양이,개,바퀴벌레,집먼지,진드기(2종)등이다.



ⓇⓇⓇ AAAlllllleeerrrgggyyySSScccrrreeeeeennnFFFoooooodddPPPaaannneeelll---ssstttrrriiippp
성 분 IU/ML CLASS

1 총 IgE TotalIgE 0.0 -
2 콩 Soyabeans 0.0 -
3 우유 Milk 0.0 -
4 치즈 Cheese 0.0 -
5 계란흰자 Eggwhite 0.0 -
6 게 Crab 0.0 -
7 새우 shrimp 0.0 -
8 참치 Tuna 0.0 -
9 대구 Codfish 0.0 -
10연어 Salmon 0.0 -
11돼지고기 Pork 0.0 -
12닭고기 chicken 0.0 -
13소고기 Beef 0.0 -
14레몬,라임 CitrusMix 0.0 -
15복숭아 Peach 0.0 -
16밀 Wheatflour 0.0 -
17쌀 Rice 0.0 -
18보리 Barleymeal 0.0 -
19마늘 Garlic 0.0 -
20양파 Onion 0.0 -
21땅콩 Peanut 0.0 -
22효모 Yeast,bakers 0.0 -
23자작나무 Birch-AlderMix 0.0 -
24참나무 OakWhite 0.0 -
25호밀풀 Rye 0.0 -
26쑥 Mugwort 0.0 -
27돼지풀 Ragweed,short 0.0 -
28곰팡이류 Alternaria 0.0 -
29곰팡이류 Aspergillus 0.0 -
30곰팡이류 Cladosporium 0.0 -
31고양이 Cat 0.0 -
32개 Dog 0.0 -
33바퀴벌레 CockroachMix 0.0 -
34집먼지 Housedust 0.0 -
35진드기 Derm.farinae 0.0 -
36진드기 Derm.pteronyss 0.0 -
37향미풀 Buckwheatmeal 0.0 -
38토마토 Tomatoe 0.0 -
39칸디다콤팡이 Candidaalbicans 0.0 -
40수중다리진드기 Acarussiro 0.0 -



ⓇⓇⓇ AAAlllllleeerrrgggyyySSScccrrreeeeeennnIIInnnhhhaaalllaaannntttPPPaaannneeelll---ssstttrrriiippp
성 분 IU/ML CLASS

1 총 IgE TotalIgE 0.0 -
2 콩 Soyabeans 0.0 -
3 우유 Milk 0.0 -
4 계란흰자 Eggwhite 0.0 -
5 게 Crab 0.0 -
6 새우 shrimp 0.0 -
7 복숭아 Peach 0.0 -
8 아카시아 Acacia 0.0 -
9 물푸레나무 AshMix 0.0 -
10자작나무 Birch-AlderMix 0.0 -
11수양버들 Sallow,Willow 0.0 -
12개암나무 Hazelnut 0.0 -
13일본삼나무 Ceder,Japan 0.0 -
14참나무 Oak,White 0.0 -
15포플라 PoplarMix 0.0 -
16플라타너스 SycamoreMix 0.0 -
17우산잔듸 BermudaGrass 0.0 -
18오라새 OrchardGrass 0.0 -
19큰조아제비 TimothyGrass 0.0 -
20호밀풀 Rye,Cultbatd 0.0 -
21미역취(국화) Goldenrod 0.0 -
22털비름 PigweedMix 0.0 -
23명아주과줄 Birch-AlderMix 0.0 -
24민들레 OakWhite 0.0 -
25쑥 Mugwort 0.0 -
26돼지풀 Ragweed,short 0.0 -
27곰팡이류 Alternaria 0.0 -
28곰팡이류 Aspergillus 0.0 -
29곰팡이류 Cladosporium 0.0 -
30곰팡이류 Penicillium 0.0 -
31고양이 Cat 0.0 -
32개 Dog 0.0 -
33바퀴벌레 CockroachMix 0.0 -
34집먼지 Housedust 0.0 -
35진드기 Derm.farinae 0.0 -
36진드기 D.pteronyssinus 0.0 -
37향기풀 Sweetvernalgrass 0.0 -
38갈대 Reed 0.0 -
39소나무 Pine 0.0 -
40프랑스 국화 Ox-eye-daisy 0.0 -



ⅡⅡⅡ 방방방법법법 알알알레레레르르르기기기 질질질환환환의의의 진진진단단단
알레르기 검사가 필요한 이유는 환자의 질환이 IgEmediatedallergy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치료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어떤 종류의 검사를 시행
하기에 앞서 각 검사 방법에 따른 평가가 필요하므로 기술적 측면과 임상
적 측면에서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Sampson 2003;이 1992;김 등,
1998).

ⅡⅡⅡ 알알알레레레르르르기기기 병병병력력력 조조조사사사 및및및 진진진찰찰찰 소소소견견견
알레르기 진단은 실험실 테스트 결과에 단독으로 근거하지는 않는다.

병력(임상학적인 병력)이 임상학적 윤곽(다른 체외와 체내 실험 결과)과
결합되어야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Testsystem을
사용하여 결정되는 class는 검사된 개인의 allergen에 대한 환자들의 감
응도에 관한 언급을 가능하게 한다.
알레르기 병력을 조사하는데 중점을 두게 되는 것은 환자가 항원에

노출이 되었는지,만약 그렇다면 어떤 항원에 노출이 되었는지에 대한
것이다.환자의 증상이 어떤 특정 계절에만 나타나는지,또는 일년 내내
계속되는지,증상이 간헐적으로 나타나는지 또는 일정 기간 지속되는지
하루에도 증상이 변화되어 나타나는지,장소에 따라 증상이 다르게 나
타나는지 등을 자세히 알아봐야 한다.또 집안의 난방,가구의 종류나
배치,환자의 침실과 침구,애완동물의 사육 여부 등 환경적인 면에 대
한 조사도 필요하다.또 환자의 증상이 어떤 특정 식품을 먹거나 운동
을 실시한 다음에 나타나는지에 관해서도 알아보아야 한다.때로는 환
자의 상태를 보다 자세히 알기 위하여 증상 일기(symptom diary)나 식
품 일기(fooddiary)를 써 오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ⅡⅡⅡ
RIDAⓇ AllergyScreenTest는 인간 혈청에 도는 allergen-specific면역
글로블린(IgE)의 정량분석을 위한 Immunoblotassay이다.

ⅡⅡⅡ 검검검사사사장장장비비비
RIDA X-SCREEN(R-Biopham AG/Germany)을 사용하였으며 RIDAⓇ

AllergyScreenFoodpanel1/2,Inhalantpanel1/2로 된 각각의 kit로 검
사를 실시하였다.

ⅡⅡⅡ 검검검사사사원원원리리리
특이 allergen은 반응조에 놓여진 nitrocellulose막 표면에 결합한다.환
자의 혈청을 reactiontrough에 분주하고 실온에서 배양시킨다.이 때
allergen 특이 IgE 항체는 allergen과 반응을 하며 allergen을 거쳐
aitrocellulose막에 결합한다.결합하지 않은 것은 세정 단계에서 제거된
다.이 과정 후에 biotin과 결합한 anti-humanIgE를 첨가하고 실온에서
배양시킨다.이것은 첫 번째 반응에서 테스트 영역 안에 남은 각각의
특이 IgE에 결합한다.결합하지 않은 검출용 항체는 세정 단계에서 제
거된다.다음,alkalinephosphatase와 접합된 streptavidin이 첨가되고 실
온에서 배양시킨다.이것은 두 번째 반응에서의 biotin과 결합하고 양성
control과도 결합한다.결합하지 않은 streptavidin접합체는 세정에 의해
제거된다. 기질액을 첨가하고 실온에서 배양시키면 alkaline
phosphatase의 특이 효소 발색 반응은 teststrip위에 첨전물의 형성을
일으킨다.착색은 혈청 샘플의 특이 항체량에 직접적으로 비례한다.분
석은 teststrip을 완전히 건조시킨 후 RIDAX-Screen에 의해 이루어진
다.



ⅡⅡⅡ 검검검사사사방방방법법법
RIDAⓇ AllergyScreenTest는 인간 혈청에 도는 allergen-특이 면역글
로블린(IgE)의 정량 분석을 위한 Immunoblotassay이다.검사하는 순서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시약을 실온이 되게 한다.
② RIDAX-SCREEN세척용 buffer농축액을 1:25로 희석시킨다.
③ 250㎕의 혈청 샘플을 allergenstrip으로 채워진 대응하는 reaction
trough에 각각 분주한다.수평교반기에서 45분간 실온으로 배양시킨
다.

④ 세정하기 위하여 reactionthrough를 비스듬히 아래로 해서 잡고 세
척용 병 안의 희석된 세정액을 수차례 teststrip위로 유도한다.
⑤ 5방울의 RIDA X-SCREEN 검출용 항체를 첨가한다.수평교반기에
서 29분간 실온으로 배양시킨다.
⑥ ④번에 설명된 것처럼 세정한다.
⑦ 5방울의 RIDA X-SCREEN streptavidin접합체를 첨가한다.수평교
반기에서 20분간 실온으로 배양시킨다.
⑧ ④번에 설명된 것처럼 세정한다.
⑨ 5방울의 RIDAX-SCREEN기질액을 첨가한다.20분간 어두운 곳에
서 실온으로 배양시킨다.반응은 흐르는 물로 간단하게 헹구어 내는
것으로 마무리 한다.
⑩ 완전히 건조시키고 teststrip을 측정한다.

ⅡⅡⅡ 검검검체체체 적적적정정정도도도
RIDAⓇ AllergyScreen은 인간의 혈청 샘플(검체)분석을 위해 개발되
었다.혈액 샘플은 정맥천자와 2000g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여 분리된
혈청을 사용하여 얻을 수 있다.반복되는 검체의 냉동/해동과 미생물의
오염을 피해야 한다.가열-비동화,lipemic,용혈,황달검체와 탁한 검체
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결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만약 분석이 곧장
이행되지 않는다면,그 검체 재료는 2-8oC에서 최대 1주일간 보관될 수



있다.

ⅡⅡⅡ 보보보고고고방방방법법법
각각의 allergen의 경우 test영역의 색의 진하기는 환자의 혈청 안에
존재하는 특이 IgE 항체의 양에 비례한다.정량적인 측정은 RIDA
X-SCREEN을 사용하여,막을 가진 reactionthrough를 측정하기 위해
reader의 adapter에 넣음으로써 진행된다.RIDAX-SCREEN은 분석에서
나온 수치를 1U/ml로 출력,인쇄하고 그것들을 testclass0-6의 분류로
지정한다(Table3).측정은 각 사전-지정 test에 저장된 standardcurve
(표준곡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읽혀진 class값은 Table1을 이용하
여 해당 allergen의 IgE양으로 변환시킬 수 있다.임상적으로 알레르기
의 증거가 없는 정상인에서도 Class1까지는 관찰이 되므로,Class2
이상을 양성으로 Class1이하는 음성으로 판정하였다.

Class Allergen-specificIgEcontent
0 noneorhardlyanyfound(Negative)
1 low(Negative)
2 increased(Positive)
3 sidnificantlyincreased(Positive)
4 high(Positive)
5 veryhigh(Positive)
6 extremelyhigh(Positive)



ⅢⅢⅢ 실실실험험험 결결결과과과

ⅢⅢⅢ 의의의 분분분류류류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양양양성성성율율율
AllergyMastfood(40test)와 inhalant(60test)test에서 양성을 나타낸 검
체가 총 IgE에서 반응 보인 비율은 Class1은 food에서 26명(65%),
inhalant에서 25명(41.6%),Class2는 food에서 6명(15%),inhalant에서
18명(30%),Class3은 food에서 8명(20%),inhalant에서 17명(28.3%)이
었으며 Class4,Class5,Class6에서 반응을 보인 경우는 없었다(Fig.
1).AllergyMastfood(40test)와 inhalant(60test)를 합쳐서 양성으로 나타
난 알러젠 결과를 살펴보면 집먼지(Housedust),진드기(Derm.farinae/
Derm.pteronyss),바퀴벌레의 피부 껍질이나 부산물,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의 털 등에서 가장 높은 양성률을 나타냈다.



의의의 양양양성성성률률률
Allergy-MASTallergyfoodtest에서는 40명의 환자중에서 다빈도로 양
성율을 보인 성분을 보면(Table4) 총 IgE에서 Class126명(65%),
Class26명(15%),Class38명(20%)으로 나타났고,검출된 알러젠을 살
펴보면 치즈(Cheese)3명(7.5%),게(Crab)2명(5.0%),땅콩(Peanut)4명
(10.0%),돼지고기(Pork)3명(7.5%)등에서 양성반응을 나타냈다.식이성
MAST에 의해 검출된 각 알러젠중 높은 빈도는 ▲집먼지(Housedust)
16명(40.0%)▲진드기(Derm.farinae/Derm.pteronyss)21명(52.5%)
▲바퀴벌레의 피부 껍질이나 부산물 1명 ▲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의
털 23명(57.5%),▲수중다리 진드기 7명(17.5%)등에서 나타냈다.



성 분 Class1Class2Class3Class4Class5Class6Total
1 총 IgE 26 6 8 40
2 콩 2 2
3 우유 1 1
4 치즈 3 3
5 계란흰자 1 1
6 게 2 2
7 새우 0
8 참치 0
9 대구 0
10연어 0
11돼지고기 1 2 3
12닭고기 0
13소고기 1 1
14레몬,라임 0
15복숭아 0
16밀 0
17쌀 0
18보리 0
19마늘 0
20양파 0
21땅콩 3 1 4
22효모 0
23자작나무 1 1
24참나무 1 1
25호밀풀 1 1 2
26쑥 1 1
27돼지풀 2 1 3
28곰팡이류 1 1
29곰팡이류 1 1
30곰팡이류 2 1 3
31고양이 1 11 12
32개 2 8 1 11
33바퀴벌레 1 1
34집먼지 7 6 3 16
35진드기 4 6 1 2 13
36진드기 1 2 3 3 9
37향미풀 1 1
38토마토 0
39칸디다콤팡이 2 2
40수중다리진드기 3 2 1 6



의의의 양양양성성성률률률
Allergy-MAST allergyinhalanttest에서 60명의 환자중에서 다빈도로
양성율을 보인 성분을 보면(Table5) 총 IgE에서 Class125명(41.6%),
Class2 18명(30%),Class317명(28.3%)으로 나타났고,검출된 알러
젠을 살펴보면 ▲가을철에 비산하는 쑥(Mugwort)꽃가루 5명(8.3%)▲
돼지풀(Ragweed,Short)꽃가루 5명(8.3%)▲봄철에 비산하는 자작나무
(Birch-AlderMix)꽃가루 7명(11.6%)▲참나무(Oak,White)꽃가루 4명
(6.6%) ▲민들레(Dandelion) 꽃가루 9명(15%) ▲큰조아제비(Timothy
Grass)꽃가루 9명(15%)▲포플라(PoplarMix)6명(10%)▲호밀풀(Rye,
Cultbatd)8명(13.3%)▲우산잔듸(BermudaGrass)8명(13.3%)▲향기풀
(Sweetvernalgrass)5명(8.3%)▲소나무(Pine)5명(8.3%)▲프랑스 국
화(Ox-eye-daisy)5명(8.3%)등에서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그리고 ▲집
먼지(Housedust) 22명(36.6%) ▲진드기(Derm. farinae / Derm.
pteronyss 39명(65.0%) ▲바퀴벌레의 피부 껍질이나 부산물 11명
(18.3%)▲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의 털 17명(28.3%)등에서도 높은
양성률을 나타냈다.



성 분 Class1Class2Class3Class4 Class5 Class6Total
1 총 IgE 25 18 17 60
2 콩 2 2
3 우유 0
4 계란흰자 1 1
5 게 0
6 새우 0
7 복숭아 2 1 3
8 아카시아 4 1 5
9 물푸레나무 1 3 4
10자작나무 4 3 7
11수양버들 2 2 4
12개암나무 5 1 6
13일본삼나무 1 1 2
14참나무 3 1 4
15포플라 2 4 6
16플라타너스 2 1 1 4
17우산잔듸 3 4 1 8
18오라새 1 3 1 5
19큰조아제비 5 2 1 1 9
20호밀풀 3 2 1 2 8
21미역취(국화) 4 1 5
22털비름 3 2 5
23명아주과줄 2 4 1 7
24민들레 5 3 1 9
25쑥 4 1 5
26돼지풀 4 1 5
27곰팡이류 1 1 2
28곰팡이류 0
29곰팡이류 0
30곰팡이류 1 1
31고양이 10 10
32개 1 6 7
33바퀴벌레 9 2 11
34집먼지 1 10 8 3 22
35진드기 8 5 8 5 26
36진드기 8 5 13
37향기풀 1 3 1 5
38갈대 2 2 4
39소나무 3 2 5
40프랑스 국화 3 2 5



ⅢⅢⅢ 의의의 연연연령령령대대대별별별 양양양성성성률률률
MASTallergyFoodtest의 결과중 Class2이상을 차지하는 연령대별
각각의 양성성분을 보면(Table7)다음과 같았다.나이 Group의 분류는
0-10세까지 15명(37.5%),11-20세까지 16명(40%),20세 이상 성인은 9
명(22.5%)이었다(Fig3).검사한 40명의 환자중 0-10세이하의 그룹에서
는 돼지고기(6.7%),소고기(6.7%),땅콩(6.7%)에서 Class2이상을 나타
내는 경우가 있었고,11-20세에서는 칸디다 곰팡이(12.6%)와 수중다리
진드기(25.2%)에서 높은 양성률을 나타냈다.그리고 20세 이상의 연령
대에서는 수중다리 진드기(33.3%)에서 높은 양성률을 나타냈다.

성 분 0-10세
(n=15)

11-20세
(n=16)

20세 이상
(n=9)

1 총 IgE TotalIgE 5(33.3) 9(56.5)
2 돼지고기 Pork 3(20.0) 1(6.3)
3 소고기 Beef 3(20.0)
4 땅콩 Peanut 3(20.0)
5 칸디다콤팡이 Candidaalbicans 2(12.5)
6 수중다리진드기 Acarussiro 4(25.0) 3(33.3)



ⅢⅢⅢ 의의의 연연연령령령대대대별별별 양양양성성성률률률
MASTallergy test의 결과중 Class2이상을 차지하는 연령대
별 각각의 양성을 나타낸 성분을 보면(Table6)다음과 같았다.나이
Group의 분류는 0-10세까지 26명(43.3%),11-20세까지 8명(13.3%),20
세 이상 성인은 26명(43.3%)이었다(Fig.2).검사한 60명의 환자중 20세
이상의 성인에서 Class2이상의 양성빈도가 전체적으로 골고루 나타냈
다.그중에서도 11-20세 사이에서는 수양버들(25.0%)과 민들레(25.0%)
가 높은 양성률을 나타냈으며,20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우산잔듸
(23.0%),큰조아제비(26.9%),민들레(23.0%),향기풀(19.2%),프랑스 국
화(19.2%)로 높은 양성률을 나타냈다.



성 분 0-10세
(n=26)

11-20세
(n=8)

20세 이상
(n=26)

1 총 IgE TotalIgE 15(57.7) 5(62.5) 14(53.8)
2 아카시아 Acacia 1(12.5) 4(15.4)
3 물푸레나무 AshMix 1(3.8) 1(12.5) 3(11.5)
4 수양버들 Sallow,Willow 1(3.8) 2(25.0) 3(11.5)
5 개암나무 Hazelnut 1(3.8) 1(12.5) 4(15.4)
6 일본삼나무 Ceder,Japan 1(3.8) 1(12.5)
7 포플라 PoplarMix 1(12.5) 4(15.4)
8 플라타너스 SycamoreMix 1(3.8) 1(12.5) 4(15.4)
9 우산잔듸 BermudaGrass 1(12.5) 6(23.0)
10오라새 OrchardGrass 1(12.5) 4(15.4)
11큰조아제비 TimothyGrass 1(3.8) 1(12.5) 7(26.9)
12미역취(국화)Goldenrod 1(3.8) 1(12.5) 3(11.5)
13털비름 PigweedMix 1(12.5) 4(15.4)
14명아주과줄 Birch-AlderMix 2(7.6) 1(12.5) 4(15.4)
15민들레 OakWhite 1(3.8) 2(25.0) 6(23.0)
16향기풀 Sweetvernalgrass 5(19.2)
17갈대 Reed 1(12.5) 4(15.4)
18소나무 Pine 1(3.8) 1(12.5) 4(15.4)
19프랑스 국화 Ox-eye-daisy 1(12.5) 5(19.2)



ⅢⅢⅢ 서서서로로로 중중중복복복된된된 검검검사사사중중중 이이이상상상 연연연령령령대대대별별별

MastAllergyInhalant,Foodtest에서 총 100명중 0-10세는 41명
(41%),11-20세는 24명(24%),20세 이상은 35명(35%)이었다.Food와
Inhalanttest에서 서로 중복된 검사 항목 중 Class2이상을 나타낸 경우
를 살펴보면, 0-10세에서는 집먼지(48.8%), Derm. farinae/
D.pteronyssinus(29.3%, 9.8%), 고양이(34.1%), 개(19.5%), 바퀴벌레
(9.8%)순으로 높은 양성률을 나타냈으며,11-20세에서는 Derm.farinae/
D.pteronyssinus(54.2%, 33.3%), 집먼지(37.5%), 고양이(12.6%), 개
(12.6%),바퀴벌레(8.3%)순으로 나타났고,20세 이상 성인에서는 집먼
지(34.2%),Derm.farinae/D.pteronyssinus(37.1%,25.7%),바퀴벌레
(20.0%),고양이(14.3%),돼지풀(14.3%),참나무(14.3%),개(8.6%)순으
로 높은 양성률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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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분 0-10세
(n=41)

11-20세
(n=24)

20세 이상
(n=25)

1 총 IgE TotalIgE 20(48.8) 14(58.3) 14(40.0)
2 콩 Soyabeans
3 우유 Milk 1(2.4)
4 계란흰자 Eggwhite 2(4.8)
5 게 Crab 2(8.3)
6 새우 shrimp
7 복숭아 Peach 3(8.6)
8 자작나무 Birch-AlderMix 1(2.4) 2(8.3) 3(8.6)
9 참나무 Oak,White 1(4.2) 5(14.3)
10호밀풀 Rye,Cultbatd
11쑥 Mugwort 1(2.4) 2(8.3) 1(2.9)
12돼지풀 Ragweed,short 2(4.8) 5(14.3)
13곰팡이류 Alternaria 1(2.4) 1(4.2)
14곰팡이류 Aspergillus 1(4.2)
15곰팡이류 Cladosporium 2(4.8) 1(4.2)
16고양이 Cat 14(34.1) 3(12.6) 5(14.3)
17개 Dog 8(19.5) 3(12.6) 3(8.6)
18바퀴벌레 CockroachMix 4(9.8) 2(8.3) 7(20.0)
19집먼지 Housedust 20(48.8) 9(37.5) 12(34.2)
20진드기 Derm.farinae 12(29.3) 13(54.2) 13(37.1)
21진드기 D.pteronyssinus 4(9.8) 8(33.3) 9(25.7)



ⅣⅣⅣ 고고고 찰찰찰

알레르기란 좁은 의미로는 IgE항체에 의해 매개되는 염증 반응을 가
리키는 말이며 때론 아토피(atopy)란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면역학적
연구가 진행되고,질병의 면역학적 해석이 보편화되면서 알레르기 질환
은 이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과민성면역반응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신체조직의 기능장애만을 국한하여 취급하고 있으며 임상적으로는 동일
한 증상이 자주 재발하면서 만성화하는 특성을 가진다.우리나라의 경
우,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알레르기 질환이 증가하기 시작했고,조사
결과 어린이의 약 5%가 천식을 경험했거나 진단을 받은 과거력이 있다
고 했으며,어린이의 알레르기 질환의 빈도는 약 20%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홍 등,1994).알러젠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물질로
대표적 종류에는 집먼지(housedust),진드기(mite),꽃가루(pollen),곰팡
이(fungus),동물의 털,비듬,곤충,음식물,약물,기타 직업적으로 관련
이 있는 유기물질,무기물질 등 약 200종류 이상이고 나이에 관계없이
급성,만성질환의 중요한 원인물질로 알려져 있다.
알레르기를 진단하는데는 병력조사가 가장 중요하며 알레르기 피부시
험(Allergyskintest),유발검사(provocationtest),Prausnitz-Kustner(PK)
시험외에 검사실적 진단으로는 총 IgE의 측정,
RAST(Radio-allerosorbent Test), MAST(Multiple Simultaneous Test
System),호산구(Eosinophil)검사 등이 있다(Dennis등,1988;Roche등,
1991;Brock등,1992;윤 등,1989;홍 등,1994).또 최근에는 호염기구
히스타민 유리능검사(Cellular Allergen Stimulation Test), RAST
Inhibitiontest,CRrE(Crossedradioimmunoelectrophoresis)등의 방법이
도입되고 있다.
유발알러젠에 대해 생체외 선별검사로 사용되는 MASTCLA System(
Dennis1998;Roche등,1991; Brock등,1992)은 RAST의 변형된 형
태의 검사법으로 enzyme-linkedanti-humanIgE 항체와 화학적으로 발
광을 일으키는 물질을 이용하는데 원리는 allergen이 coating 된



mast-pette이라는 chamber에 환자의 혈청을 넣어 allergen과 특이적인
IgE 황체간의 결합이 일어나게 한 다음 enzyme이 붙어있는 anti-IgE
conjugate를 넣고 발광을 일으키는 물질을 넣으면 enzyme의 작용에 의
해 발광이 일어나고 이것을 polaroidfilm에 기록하여 densitometer로 발
광의 강도를 반정량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다.
김 등(김귀숙 등,1996)은 소아천식 환아에서의 MAST검사의 유용성
에 대한 연구에서 MAST와 RAST는 민감도(sensitivity)와 특이도
(specificity)가 유사하며 비교적 상관관계가 좋은 검사법으로 알레르기의
진단에 비슷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특이알러젠의
선별검사로서 유용한 검사법인 MAST는 현재 식이성알러젠(food
allergen)과 흡입성알러젠(inhalantallergen)을 검사할 수 있는 2가지 kit
로 구분되어 사용되고 있다.알레르기 질환을 검사하는 방법으로 다음
과 같은 것들이 있다.
현재 검사할 수 있는 알러젠의 종류는 약 200종류 이상이며 이 모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제적 부담을 감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이
런 문제점을 보안하기 위해서는 MAST검사법외에 다른 특이 알러젠의
조합을 가지는 MAST검사 kit의 개발과 국내에서의 노출 알러젠의 종
류와 빈도에 대한 정보와 외국의 경우와의 비교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알레르기 검사가 필요한 이유는 환자의 질환이 IgEmediatedallergy인
지 아닌지에 따라서 치료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Homburger2001;진
단검사의학,2001).AllergenspecificIgE 항체는 진단과 예후추정 또는
치료제 선택을 위한 통상검사로 시행되고 있다.IgE는 총 IgE와 특이적
IgE의 2가지를 측정할 수 있다.보통 IgE라고 하면 전자를 가리키며 후
자는 항원 특이적 IgE라고도 부르는데,예를 들어 집먼지,계란,고양이
털 등 특수 항원에 대한 IgE를 가리킨다.특이적 IgE는 RAST방법으로
측정한다.IgE는 분자량 약 20만의 당단백질로 구성된 면역글로블린으
로 혈청,콧물,객담,장액내에서 검출되며 알러지 반응에 관여하는 면
역글로블린이다.알러지가 있으면 전신적 또는 국소적으로 IgE가 증가



하므로 총 IgE 농도의 측정은 어떤 증상이 알러지와 관계가 있는지를
아는데 유용한 검사이다.그러나 총 IgE치는 정상치의 범위가 너무 넓
어서 결과를 판단하기 어렵다.즉 알레르기 질환을 앓고 있으면서도 그
수치가 낮은 환자가 많고,알레르기 질환이 없으면서도 그 수치가 높은
환자도 많기 때문에 결과의 판정에는 주의를 요한다.피부반응검사는
1:10또는 1:20W/V의 특이항원을 표피에 특수바늘로 주사하여 15분
후에 wheal구경이 15mm 이상이면 1+로 표시하고,‘hypersensitive하다’
고 판정한다.피부반응시험(skinpricktest)×1000농축액으로도 시험할
수 있으며,food-inducedasthma,uricaria,malabsorptionpotency등이
있을 때에도 임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RAST(Radioallergosorbent
assay)검사는 1967년 Wide에 의해 개발된 약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안
전한 검사이나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는 점 때문에 다른 검사방법으
로 대치되고 있다.검사원리는 고정상의 allergen에 환자의 혈청을 반응
시켜 allergen에 결합된 특이적 IgE 양을 방사성 동위원소로 표식된
anti-IgE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CAP system은 RAST검사법이 방사성 동위원소로 인해 사용이 줄어
들게 됨에 따라 새로 개발된 방법으로 검사원리는 거의 RAST와 동일하
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첫째로 RAST에서 사용하던 종이 디스크
대신 capsule에 든 cyanogenbromideactivatedcellulosecarrier를 이용
한다.둘째로 Radioactivesubstance를 사용하지 않는다.셋째로 보다
정량적인 IgE항체 측정이 가능하고 예민도가 높다.넷째로 반응시간이
20분 정도로 짧다.다섯째로 IgG,ECP,osteocalcin등의 측정도 가능하
다.그러나 CAPsystem의 가장 큰 단점은 기계와 특이 IgE항목당 검
사 비용이 고가인 점이다.
혈청 내 호산구(Eosinophil)를 측정하면 알레르기 질환을 진단하는데 도
움이 된다.백분율보다는 총 호산구수(Totaleosinophilcount)를 측정하
는 것이 더 신빙성이 높다.그러나 호산구는 그 수치가 하루에도 여러
차례 변화되며(하루 중 이른 아침에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냄),호산구
증다증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현상이 항상 계속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



에 알레르기 질환이 의심되면서도 정상치를 나타낼 때에는 되풀이 해서
검사해 보아야 한다.또 이 검사 역시 정상치의 범위가 넓어서 그 결과
가 다소 높이 나오더라도 알레르기 질환으로 성급히 판단하거나,반대
로 낮게 나오더라도 알레르기 질환이 아니라고 속단해서는 안된다.
폐기능 검사는 천식환자의 심한 정도,투약 효과,병의 경과 등을 평가
하는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검사이다.보통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 후
재검사 결과 FEV1치가 15% 이상 호전시 가역적 기도폐쇄 진단이 가능
하다.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검사 결과치가 환자의 증상의 심한 정도
와 결코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하다.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분자면역학적(Molecularimmune)연구를 살펴보면
백신사용의 목적은 면역성을 높이고 반응성을 줄이는 것이 목적으로 최
근 강조되고 있는 T-helpercell의 Th1/Th2세포의 균형을 조절하는 것
이 알레르겐 면역백신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으로 인정된다.최근 연구
되고 있는 알레르기 면역 백신은 알레르겐이 encoding된 DNA를 이용하
여 Th1의 반응을 유도하는 유전자 재조합 알러젠(recombinantallergen),
펩타이드 백신(PeptideImmunotherapy),생성된 항체가 세포내 처리과
정에 작용하여 항원이 특정 T세포에 전달되는 것을 억제하는 항원-항
체 면역복합체를 이용한 면역요법 등이 연구되고 있다.
GenomeProject와 관련된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기관지 천식과 알레
르기 질환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genomescreens이 밝혀졌다.이 게놈
들을 연구하면 천식과 알레르기 질환을 일으키는 병리기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여기에는 면역반응과 염증반응을 일으키
는 잠재된 생물학적 가능성을 내포한 것으로 밝혀졌다.그리고 분자면
역학적인 최근의 활발한 연구는 알레르기 반응과 염증반응에 주된 역할
을 하는 사이토카인을 차단하는 사이토카인 길항제(cytokines
antagonist)을 이용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이
처럼 유전학적 연구를 통해 천식과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이해가 증진
되면 결국 이들 질환과 연관된 유전자를 찾아내어 유전자 산물을 알아
내고 작용 경로를 밝혀내면 이들 질환을 예방하고 조절하거나 정상적으



로 회복시키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알레르기 질환은 원인에 있어서 유전적인 측면이 강하게 제시되어 왔
다.그러나 많은 연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년전에 비해서 알레
르기 질환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고,특정 지역에는 알레르기성 비
염 환자들이 전무하거나 특정 지역은 기관지 천식 환자들의 유병율이
높다는 것에 착안하여 환경적인 인자가 유전적인 인자만큼 중요하게 인
식되었다.따라서 유전적인 요소만을 가지고는 알레르기 질환의 급속한
증가를 설명할 방법이 없었다.그리고 이러한 환경적인 요인은 배기가
스(예,diesel),오존(ozone)등의 공해,새로운 환경호르몬의 등장,가족과
인구집단의 생활상(life-style)의 변화,소아기의 초기 감염질환,식이습관
의 변화 등과 관련되어 있다.만약 외부의 알려진 자극인자(항원)를 회
피할 수 있다면 이것은 알레르기 질환을 최소화하는데 필수 불가결하
며,향후 알레르기 질환을 치료 하는 데는 유전적인 측면과 환경적인
다인자성 인자를 잘 이해하고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초등학생 10명중 6명이 아토피나 비염,천식과 같은 알레르기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한다.사회가 발전하면서 알레르기 환자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대상을 알러젠(Allergen)이라고 부르는데 먼
지,꽃가루,복숭아,곰팡이 등이 이에 들어가며 요즘에는 화학성분이나
건축물의 독성 등 환경 호르몬에 의한 알레르기가 문제화 되고 있다.
기관지 천식은 갑작스러운 기침,호흡곤란,천명,객담 등의 주증상으
로 여러 가지 자극에 대한 기도의 과민성(Airwayhyperreactivity)과 기도
염증 반응 및 기도 평활근의 광범위한 연축(spasm)에 의한 임상 증상이
자연히 혹은 치료에 의해 가역적으로 호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질
환이다.병태생리는 기관지 평활근의 수축과 점막의 부종,기도 내의 점
액의 과분비와 염증 세포의 침윤이 천식성 기관지 폐색의 주 기전이며
기도 과민성이 내재되어 있다.
알레르기성 비염은 흡입한 항원이 비점막에 접촉되면서 면역반응에 의
해 콧물,재채기,코막힘의 주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을 말한다.병리적인
기전은 비강내 점막의 출혈,염증세포의 침윤,점막의 혈관성 부종으로



인해 나타난다.특별한 계절에만 발병하는 계절성 비염 혹은 고초열
(Hayfever)과 연중 내내 증상을 보이는 통년성 비염(Parennialrhinitis)
으로 나누어지며 때로는 통년성 비염이면서 계절에 따라 증상이 악화되
는 혼합형(Mixiedtype)도 있다.
아토피 피부염은 홍반(erythema),부종(edema),심한 소양증(pruitus),
삼출(exudation),부스럼딱지(cristing)와 인설(scaling)을 특징으로 하는
염증성 피부 질환이다.이는 유전적 요인이 관여하며 아토피 피부염을
가진 영아는 알레르기 비염과 천식으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다.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을 알레르기 행진(Allergymarch)이라고 명명하기도 한
다.아토피 피부염은 어린이의 2-8%에서 걸리며,보통 생후 2개월의 영
아에서 시작되며,때때로 시작이 2-3세로 늦어지는 수가 있는데 90%가
5세 사이에 걸린다.
두드러기는 상부 진피(uppercornium)의 모세 혈관 확장과 투과성 증가
에 따라 붉게 부어오르거나 얼룩 모양을 나타내고 주위와 분명한 경계
를 이루며,대개 심한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피부질환을 말한다.혈관 부
종은 약 10%에서 단독으로 생기며 주로 얼굴,사지 등의 심부층 피하
조직과 흔한 표적 장기인 상부 기도와 위장관 점막하 조직에 나타나며
가려움증이 거의 없다.두드러기와 혈관 부종은 약 50%에서 동시에 생
긴다.두드러기와 혈관 부종은 IgE매개성 알레르기 반응이 비만 세포
의 활성화와 효소계의 작용에 따른 혈관 확장,투과성 증가에 의하여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두드러기도 알레르기 질환의 일종으로 인
식된다.
식품 알레르기란 식품에 의하여 원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면역 과민 반
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전신에 다양한 증상을 일으킨다.이는 식품에 의
한 독성 반응(예;식중독)이나 비면역학적 반응(예;유당 불내성증)과 구
별되며 크게 IgE-매개성(IgE-mediated)과 IgE-비매개성(non-IgE
mediated)반응으로 분류된다.IgE-매개성 반응으로는 두드러기,아나필
락시스,oralallergysyndrome등이 있다.IgE-비매개성 반응은 주로 4
형 과민반응인 세포 매개형(cell-mediatedreaction)반응과 관련되어 있



는데 식품 단백질에 의한 장염,Celiacdisaese,Heinersyndrome등이
이에 속한다.이 두 가지 반응이 같이 작용하는 질환으로는 아토피피부
염,천식,알레르기성 호산구 위장관염 등이 있다(SampsonHA,2003).
식중독과의 차이점은 집단에서 발병하느냐 특정 개인에게서 발병하느냐
의 차이로 감별한다.
약물 알레르기(Drugallergy)는 약물 자체보다는 약물의 대사산물에 의
한다.약물의 면역 반응은 IgE 매개에 의한 즉시형 과민 반응에 의한
전형적인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와 약물에 대한 IgG 혹은 IgM항체
가 다량 생성되어 면역 복합체를 형성,보체 유도 화학 매체 분비 증가
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 등이 있다.아나필락시스는 페니실린,벌독,땅
콩,밀가루 음식,아스피린 등 소량의 공격적인 항원에 의한 과민성 쇽
으로 심혈관의 허탈,심각한 기도의 수축,두드러기와 혈관부종으로 인
한 점막의 부종을 초래하여 생명유지를 위협하기도 한다.또 T세포 매
개에 의한 지연성 과민 반응이나 드물게 세포독성 반응에 의해서도 알
레르기 증상이 발현되며 이러한 상이한 면역 반응 기전에 따라 발현되
는 증상 또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약물 알레르기의 증상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약에 대한 사전 감작이 필수이므로,동일한 약물에 노출되었
던 과거력이 있다는 점이 약물에 대한 다른 불리한 작용과 틀린점이다.
알레르기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환절기가 무섭다.병원을 다녀
도 효과는 잠시뿐 환절기만 되면 또다시 증세가 심해진다.특히 요즘
아이들에게 아토피성 피부염이나 알레르기성 비염은 한 집 건너 한 집
꼴이다.일단 한 가지 알레르기를 갖게 되면 이미 몸의 면역 체계 균형
이 깨진 상태여서 다른 알레르기 질환도 쉽게 걸린다.때문에 어릴 때
는 아토피만 가지고 있다가 크면서 천식,비염 등의 다른 알레르기로
발전되거나,여러 알레르기를 동시에 갖게 되기도 한다.이를 예방하거
나 조기에 빨리 치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상생활에서부터 조금
씩 사소하게 여겼던 생활습관을 바꿔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피부가 건조해지면 더욱 심한 가려움증을 느끼게 되므로 목욕을 자주
하거나 과도한 비누,때 미는 수건 등의 사용을 피해야 한다.목욕물에



타서 쓰거나 목욕 후 3분 내 사용하는 보습제 등을 발라주면 피부가 건
조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단 땀을 많이 흘렸을 경우에는 곧바로
씻어주는 편이 낫다.
아토피 피부염은 온도와 습도 변화에 매우 민감하므로 방 안의 온도와
습도는 항상 적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게 좋다.이상적인 실내온도는
22-24oC,습도는 50-60% 정도,또한 실내 환기를 자주 시키도록 한다.
집 안뿐만 아니라 신발장 옷장,이불장 등 가구도 수시로 환기시켜 공
기를 정화한다.아이 방은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청소기와 물걸레질을
하고,하루 2-3회씩 환기를 시키는 거시 바람직하다.
하루 24시간 중 평균 2-8시간 정도 머무르는 침구류는 주 2회 이상 일
광소독을 하도록 한다.너무 푹신푹신 한 침구류는 먼지 진드기의 온상
이 될 수 있으므로 자제한다.또한 매트리스 커버는 먼지 진드기가 통
과할 수 없는 촘촘한 고어텍스,인조가죽 등으로 먼저 커버한 후 면커
버를 덧씌우는 편이 좋다.가능하면 먼지 진드기 박멸용 살충제를 구입
하여 주지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아토피 피부염이나 알레르기 비염,천식으로 오랫동안 고생한 사람들
중에는 심적 갈등으로 인하여 매우 예민한 성격을 갖게 된다거나 집중
을 잘하지 못하고 산만한 경우가 종종 있다.이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나 이를 해서하기 위한 격한 운동은 증세를 악화시키기 쉽다.따라서
알레르기 질환을 앓고 있는 본인은 물론 주위 사람들도 부드럽고 편안
한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알레르기는 원인이 다양하고 불분명한 만큼 치료가 어려운 질환으로
알려져 있지만,음식 섭취나 주위 환경,계절적 변화에 조금만 신경을
쓰면 증상을 훨씬 줄일 수 있다.특히 봄철에는 날씨와 환경 때문에 알
레르기가 더 심해지는 만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일단 알레르
기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거나 알레르기 질환이 의심되는 사람이라면 주
변부터 살펴야 한다.환기를 자주 하고,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만큼
알레르기 질환에 좋은 건 없다.물론 황사가 심해지는 봄철에는 마음놓
고 환기를 하기도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문을 꼭 닫아놓고 살 수만도



없는 노릇이다.하루 두 번 정도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야만 먼지
가 없어지고 실내 통풍도 원활해진다.가능하면 환기를 할 때 진공청소
기로 구석구석 청소를 해 먼지를 없애주는 것이 좋다.만약 집안 식구
가 모두 알레르기 증상이 심한 경우라면 지금 당장 먼지나 진드기가 끼
기 쉬운 카펫이나 담요를 걷어내자.또한 침대 시트나 이불,담요 등은
2-3주에 한번씩 뜨거운 물에 빨고,세탁 후에는 반드시 햇볕에 충분히
말려 사용한다.집안의 온도와 습도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아토피 피부염은 물론 비염,천식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도 적절한 실
내 온도와 습도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특히 봄철에는 공기가 건조하
며 꽃가루가 많이 날아다니므로 집안 습도를 적절히 맞춰주어야 한다.
실내 습도는 50% 이하로 유지하는 게 좋으며,가습기를 사용할 때는
사용과 정지를 반복해 실내 습도가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한다.환자가
가습기 수증기를 직접 쐬지 않도록 하고,커튼과 카펫에도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무엇보다 가습기 청소를 자주 해주어 세균이나 곰팡이가 생
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외출시 마스크나 안경을 착용하고,귀가하
면 깨끗이 씻는 일 또한 빠뜨려선 안 된다.꽃가루가 가장 많이 날리는
아침이나 황사 현상이 심할 때는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고,부득이하게
나가게 될 경우엔 마스크나 모자,선글라스 등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집에 돌아오면 우선 옷의 먼지를 털고 들어간다.외출 후 바로 손과 발
을 깨끗하게 씻고,양치질을 하며,눈이 가렵거나 따가울 경우 식염수나
미지근한 물로 눈을 세척한다.먹는 음식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알레르기는 일종의 면역 질환으로 체내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는 육식보다 신선한 채소류를 많이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특히 과
일,녹황색 채소,미역이나 김,다시마 같은 해조류를 많이 먹도록 한다.
술,담배,패스트푸드,과자 등과 같은 밀가루 음식은 면역력을 떨어뜨
림으로 피하는 게 상책이다.너무 찬 음식도 좋지 않다.또한 적당한 운
동을 하면 심장 및 혈액순환 계통과 면역 기능이 강해진다.
알레르기 질환을 관리하는 방법에는 현재 알레르기를 앓고 있는 환자
를 대상으로 한 회피용법(환경조절),약물 요법 및 면역 요법 같은 치료



방법과,현재 앓고 있지 않으나 알레르기 질환이 발생할 소인을 가지고
있는 소아를 대상으로 하는 예방 요법이 있다.알레르기 질환의 치료는
이들 치료 방법 중에서 질병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치료하게 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회피 용법이다.
병력이나 검사를 통해 알레르기의 원인으로 확인된 물질이나 유발시키
는 요인을 적극적으로 제거해야 하지만,어려우면 노출 또는 접촉을 피
하도록 한다.먼저 항원을 제거 또는 회피하는데,천식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흡입성 항원인 집먼지 진드기의 서식을 줄이기 위해서 습도를
50% 이하로 유지하는 등 환경을 조절한다.환자에게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진 약물,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색소,표백제 및
방부제 등)의 섭취를 피하고 외용 약제 및 그 밖의 접촉성 항원도 적극
적으로 피해야 한다.그리고 항원이외에도 비특이적인 유발 요인으로부
터 회피하여야 한다.특수 항원은 이에 과민한 특정 환자에서만 증상을
유발시키지만,다수의 환자에게 공통적으로 증상을 유발시키는 요소들
도 많이 있다.예를 들어 연기,찬바람,찬음식이나 음료,니스,연탄가
스 또는 음식 냄새 및 나무 타는 냄새 등이 그것이다.
그렇다면,알레르기 질환의 이상적인 치료방법은 무엇이겠는가?한마
디로 말한다면 올바르고 깨끗한 먹거리를 통해 저항력을 키우고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다.즉,알레르기 환자는 우선 곡·채식 위주의 올바른 식
생활을 함으로써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알레르기성 질병이 기승을 부
린다고 해도 올바른 식생활을 통해서 체세포를 온순하게 만들어 주면
이러한 과민반응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물
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체세포가 바꾸어지기 때문이다.곡식과 야채와
과일과 같이 인간의 몸에 맞는 음식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체세포는 이
물질에 대한 반응도 너그럽게 포용하는 속성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면역
반응을 하며 순조롭게 이물질을 처리한다.
두번째로 알레르기 환자들은 약화된 면역기능을 강화·정상화시켜야 한
다.면역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는 혈액을 맑게 해야 한다.체내의 각종
노폐물과 독성물질로 혈액이 산성화되면 면역력이 저하되어 정상적인



면역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게 되고,그 결과 각종 알레르기 질환이 유발
된다.따라서 동물성 식품이나 백설탕 및 정백가공식품,인스턴트·가공
식품 등 체액을 산성쪽으로 기울게 하는 유해식품의 섭취를 삼가고,신
선한 생야채를 비롯한 과일,해조류 등 채식 위주의 식생활로 혈액을
건강한 약알칼리로 바꾸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항원물질을 차단해야 한다.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이물질(항원)이 무엇인지 발견했다면 일단은 그것을 피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계속적으로 항원물질에 노출되는 것은 저항력
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알레르기를 빨리 치료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스트레스를 줄
이고 마음을 편하게 해야 한다.정신적 문제도 알레르기성 질병의 환자
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불안,긴장,초조,공포,경악 등의 스트레스
에서 벗어나 의욕이 넘치는 생활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강력한 스트레
스에 의해서 혈액의 기능은 바뀔 수 있으며 이는 인체의 저항력을 떨어
뜨려 예민한 체질로 만들기 때문이다.
알레르기는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증가되는 매우 흔한 질환이지만 다른
질환과 복합되어 나타나는 현상 등에 의해 원인과 감별이 어려워 임상
적 진단이 용의하지 않는 실정이다.현재 알레르기를 진단하기 위해 주
로 이용되는 것은 환자의 과거력이나 가족력 등을 이용하는 방법과 알
러젠 물질을 검사하는 항체검사가 필수적으로 대두되고 있다.특히 알
러젠 항체를 찾는 검사는 환자의 증상이 알레르기성인지 아닌지를 구분
하는 동시에 적절한 치료를 위해 중요하다.인체내 알러젠 검사의 하나
인 피부단자시험은(skinpricktest)은 민감도와 재현성이 높은 검사법으
로 알려져 있으나 연령이 어리거나 피부반응이상,심한 습진,두르러기
가 있는 환자나 피부반응에 영향을 주는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는 경우
에는 피부단자시험을 시행할 수 없고(Pipkorn등,1988),알레르기 질환
이 없는 정상인에게도 여러 가지 알러젠 물질에 대한 양성반응이 약
30-50%까지 보고되고 있으며,검사 실시부위,검사시간,환자의 연령,
검사 전 약물복용여부에 따라 결과에 변동이 있다는 단점이 있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강 등,1989).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한 방법이 1960년
대 중반부터 Ishizaka등(Ishizaka,1966)에 의해 IgE항체가 알레르기성
과민반응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 많은 혈청내 알러젠물질의
검사법들이 개발되어 널리 쓰이고 있다.이에 본 연구는 2000년도부터
이용되기 시작한 반응시간이 빠르고,경제적이고,검체인 혈청 소요량도
적어 국내 많은 병원들에서 이용되고 있는 MASTimmunoblot법을 이용
하였다(vonWahl,등 1999;박 등,2004).본 연구에서 알레르기 질환으
로 진단된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알러젠 원인 물질을 분석한 결과 다
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우선 첫째로 알레르기 MAST의 흡입형(n=60)
과 음식형(n=40)패널 검사에서 class분류에 따른 총 IgE항체 반응 비
율은 class 1은 흡입형에서 41.6%(25명),음식형에서 65.0%(26명),
class2는 흡입형에서 30.0%(18명),음식형에서 15.0%(6명), class3
흡입형에서 28.4%(17명)음식형에서 20.0%(8명)에서 양성률을 보였으
며,class4,class5,class6에서 반응을 보인경우는 없었다(Fig.1).특
히 양성으로 판정이 가능한 경우는 class 2이상은 흡입형의 경우
58.4%,음식형의 경우는 35.0%를 보여 흡입형이 23.4%가 높게 나타났
으며,이러한 결과는 특이 알러겐 항원물질이 흡입형에서 더 많은 빈도
를 보인 것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총 IgE는 보
고자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인종,지역,흡연여부에 따라 다르나 남녀간
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eeseHD,1980).특히
알레르기성 천식,알레르기성 비염,아토피성 피부염,담마진 등에서 총
IgE가 상승하므로 총 IgE치의 측정은 알레르기 질환 검사 및 진단에 매
우 중요하다(GraterWC 등,1983).그러나 총 IgE의 증가는 알레르기
질환 외에도 기생충 감염,면역결핍증 및 호산구 폐침윤증,IgE골수종
등에서도 나타나므로,총 IgE치의 상승만으로 알레르기성 질환을 단정
해서는 안된다(OkudairaH등,1983).
두 번째는 MAST흡입형과 음식형 알러젠 물질 양성률로,흡입형의 경
우 양성반응을 보인 알러젠 반응물질은 진드기(Derm.farinae/Derm.
pteronyss)65.0%,다음으로는 집먼지 35.0%,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



의 털 26.6%,바퀴벌레의 피부 껍질이나 부산물 18.3% 순으로 나타났
으며,이 밖에도 봄철이나 가을철에 비산하는 꽃가루 등에도 낮지만
5~10% 정도에서 반응을 보인 반면,우유,게,새우,곰팡이류 등에서는
반응을 보인 환자는 없었다.그리고 음식형의 경우는 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의 털 50.0%,다음으로는 진드기류로 52.5%,집먼지 40.0% 순
으로 나타났으며,순수 음식형으로는 돼지고기와 치즈에서 7.5% 정도로
흡입형보다 매우 낮게 나타났다.또한 빈도는 낮지만,우유와 계란,게,
소고기와 땅콩,복숭아 등에서 양성반응을 보였으나 어류인 새우,참치,
대구,연어와 과일인 레몬과 라임등과 곡식인 밀,쌀,보리 그리고 양념
류인 마늘,양파 등에서는 양성반응을 보이지 않아 음식에 대한 알러젠
염려는 별로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된다.박 등(2007)의 알러젠 검
출 양상을 살펴보면 흡입형 패널에서는 바퀴벌레가 31.3%,진드기
(Derm.pteronyss)가 23.8% 및 개 14.3% 순으로 높은 양성율을 보였으
며,음식형 패널에서는 진드기(Derm.farinae)가 25.0%,진드기(Derm.
pteronyss)가 19.8% 및 집먼지 12.0%순으로 진드기 관련 물질이 높은
양성율을 보였으며,그 외의 특이 알러젠에 대한 양성반응 빈도는 비교
적 낮았다.박 등(2007)의 연구와 비교하여 볼때 양성율에 대한 차이는
있었지만 알러젠 검출 양상은 비슷하였다.그리고 흡입형과 음식형에서
진드기류나 집먼지,애완동물털,바퀴벌레 피부껍질등이 높은 양성률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주요 알러젠별 양성율을 국내에서 보고된바와 비교
하여 볼 때 진드기와 집먼지는 21-43%까지 보고 된 바에 비해 Food
panel에서는 52.5%와 40.0%로,Inhalantpanel에서는 65.0%와 35.0%로
약간 높았으며,자작나무는 1.4-5.0% 인것에 비해 6.0%로 거의 비슷하
였으며,쑥은 1.4-10.1%인 것에 비해 4.0%로 비슷하였고,우산잔듸는
2.2-8.6%로 보고 된 바에 비해 11.6%로 약간 높았다(박 등,1999;양
등,1998;윤 등,1989;조 등,1987;차 등,1999).위의 알러젠 외에는
대체로 낮은 양성률을 보였는데 특히 음식물 알러젠 및 곰팡이류가 낮
은 양성률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실내 알러젠으로 알려진 진드기와 개나 고



양이 애완동물의 털 그리고 바퀴벌레 항원에 의한 양성율이 증가하고
있으며,진드기는 가장 많이 검출되는 흡입성 항원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국내에서도 강 등(1984),홍 등(1982)이 국내 알레르기 환자에게
서 진드기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 차례 보고 하였으며,본 연구에서도
집먼지와 더불어 진드기는 중요한 원인 알러젠으로 나타났다.그리고
개나 고양이 애완동물의 털과 바퀴벌레 항원이 중요한 실내 알러젠으로
나타났으며,호흡기 알레르기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Eggleston
등,1998)되었으며,본 연구에서도 애완동물의 털과 바퀴벌레 항원이 상
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최근 주거환경이 아파트에서 생활을 하는 가
구가 늘어나고,점차 밀폐된 생활환경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고,애
완동물의 털이나 바퀴벌레의 분변 및 몸체에서 나온 알러젠의 농도가
높아져 감작율이 높아진 것으로 사료된다.우리나라에서 알레르기 질환
의 원인물질은 음식물보다는 흡입성 물질에서 원인을 찾아보아야 할 것
같다.이는 카페트를 사용하는 가정이 많아지는 것과 더불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고(BackerV등,1997),또한 애완동물에 대
한 알레르기 항원에 쉽게 노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BackerV등,
1997).특히 다른 연구자들(김 등,1995;홍,1995)의 주장처럼 현대인
주거환경이 아파트라는 밀폐된 환경에서 주로 생활하게 되므로 인해 흡
입형 종류에 의한 알러젠 물질과의 접촉 가능성의 증가가 알레르기 질
환이 증가되는 원인이 되고,앞으로 알러젠 물질은 음식형보다는 집안
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흡입성 물질과 접촉성 물질들인 페인트를 비
롯한 색소류나,냄새 등에 대한 연구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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