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알레르기 호흡기 : 제 20 권 제2 호, pp107～113, 2010년
1)

소아 알레르기질환에서의 Tyrophagus putrescentiae 감작률
좋은강안병원 소아청소년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 및 알레르기연구소 *

최봉석ㆍ이용주*ㆍ백지영*ㆍ김경원*ㆍ손명현*ㆍ김규언*

Prevalence of Sensitization to Tyrophagus putrescentiae
in Children with Allegic Diseases
Bong Seok Choi, M.D., Yong ju Lee*, M.D., Ji Young Baek, M.D.*
Kyung Won Kim, M.D.*, Myung Hyun Sohn, M.D.* and Kyu-Earn Kim, M.D.*

Department of Pediatrics, Good Gangan Hospital, Busan, Korea
Department of Pediatrics and Institute of Allergy, Severance Children’s Hospital,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Purpose : Tyrophagus putrescentiae (Tyr p) is known as the third most common mite following
Dermatophagoides pteronyssinus (Der p) and Dermatophagoides farina (Der f) in Korea. And it
is an important allergen in allergic diseases, but there have been no reports on its sensitization
rate in Korean children.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its sensitization rat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yr p and other parameters related to allergy.
Methods : This study included 662 allergic patients who visited the allergy clinic of Severance
Children‘s Hospital between 2005 and 2008. Patients consisted of 472 asthmatic children, 102 patients with allergic rhinitis, 59 patients with atopic dermatitis, 7 patients with chronic urticaria and
22 patients with other diseases. Skin prick tests with 32 common allergens and measurements
of peripheral blood eosinophil counts, serum total IgE level and eosinophil cationic protein were
performed in subjects.
Results : Of the 662 patients, 592 (89.4%) showed positive responses to more than one allergen.
The number of patients sensitized to Tyr p was 129 (19.5%). The wheal size induced by Tyr
p was positively related to age (r=0.102 P =0.009) as well as the wheal size induced by house
dust (r=0.298 P <0.001), Der p (r=0.272, P <0.001) and Der f (r=0.272, P <0.001). The wheal
size induced by Tyr p was also positively related to serum total eosinophil counts (r=0.101, P
=0.015) and IgE (r=0.153, P <0.001) and number of positive skin prick test (r=0.272, P <0.001).
Conclusion : Sensitization to Tyr p is prevalent in children with allergic disease. Therefore,
this result should be considered when evaluating allergic children.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elucidate the clinical significance of sensitization to Tyr p. [Pediatr Allergy Respir Dis(Korea)
2010;20:10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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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알레르기질환의 발생은 유전 및 환경적 요인의 복잡한 상
1)

호 작용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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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유전적 감수성 이외에도 집먼지 진드기에 대한 노출
2)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중 천식은 472명, 알레르기비염

과 감작은 중요한 원인이 된다. 또한 인간의 생활 환경에서

102명, 아토피피부염 59명, 만성두드러기 7명, 기타 질환이

집먼지 진드기의 분포는 지정학적 위치, 기후, 생활방식, 가

22명이었다. 천식은 기침, 호흡곤란, 천명 등의 천식의 전형

옥구조, 현대화 산업화의 정도 등의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

적인 증상을 보이면서 기관지 확장제에 호전을 보이는 환자

근래에, 재래식 가옥에 비해 난방이 쉽고 환기가 잘 안되는

를 대상으로 하였다. 알레르기비염은 비폐색, 비루, 가려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가 증가하였으며 서양식 침구, 카펫,

증, 재채기 등의 비염 증상을 보이면서 한가지 이상의 흡입

가습기 등을 사용하는 생활 환경의 변화로 집먼지 진드기가

항원에 감작을 보이는 환자들이었다.

7)

8)

아토피피부염은

9)

Hanifin과 Rajka의 진단기준 으로 진단하였으며 만성두드

서식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뀌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집먼지 진드기는 Dermatopha-

러기는 전형적인 두드러기 증상이 6주 이상 재발 혹은 지속
10)

goides farinae (Der f )와 Dermatophagoides pteronys-

되는 경우로 하였다.

sinus (Der p)로 지금까지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어 왔

알레르기, 만성 부비동염 등이 포함되었다.

3-5)

다.

긴털가루진드기(Tyrophagus putrescentiae, Tyr

p)는 저장진드기의 한 종류로 집먼지 내 뿐만 아니라 밀가루

기타 질환에는 만성 기관지염, 음식

2. 방 법

나 곡물이 저장된 창고나 곡류 식품 및 저장 식품 내에 흔한

1) 피부단자시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 가옥 집먼지 내 진드기 분포

Der p, Der f, Tyr p를 포함한 32개의 항원(Torii & Co,

상 Dermatophagoides 다음으로 흔히 분리된다.6) Tyr p

Tokyo, Japan)으로 시행하였다. 히스타민과 생리식염수를

는 천식 등 알레르기질환에서 중요한 원인 항원으로 알려져

각각 양성 및 음성 대조로 사용하였다. 결과는 검사 15분

있으나 이에 대한 임상적 고려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

후에 팽진의 크기를 측정하여 반응이 적어도 3 mm 이상인

에서는 소아 알레르기질환에서 Tyr p 감작률 및 다른 알레

경우를 양성으로 하였다.

르기 지표들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11)

2) 혈액 총호산구수, 혈청 ECP, 및 혈청 총 IgE 측정
전체 대상군 중 587명에서 검사를 시행하였다. 혈액 내

대상 및 방법

호산구수는 말초 혈액을 채취하여 NE-8000 system
(Sysmex, Kobe, Japan)를 이용하여 계수하였다. 혈청 총
IgE와 ECP는 CAP radioallergosorbent technique

1. 대 상

(UniCAP; Pharmacia and Upjohn, Uppsala, Sweden)을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소아청
소년과로 내원하여 알레르기 피부시험을 시행한 662명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3) 통계분석
통계분석은 SAS program (version 9.1)를 사용하였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Diagnosis
Asthma
AR
AD
CU
Others

Tyr P
sensitization

No.

Male/Female

Age, yr

TEC, /mm3

IgE, kIU/L

ECP, µg/L

(+)
(-)
(+)
(-)
(+)
(-)
(+)
(-)
(+)
(-)

111
361
19
83
14
45
1
6
1
21

73/38
242/119
14/5
56/27
10/4
23/22
1/0
1/5
1/0
11/10

10.3±2.7
9.7±2.9
10.2±2.9
9.7±2.4
9.6±2.8
8.8±2.9
10
10.8±3.2
8
10±3.1

466±297.2
426.9±324.6
522.2±415.1
392±335.5
530.7±267.9
337.1±238.3
270
116.7±39.8
350
247.9±145.3

696.7±729.3
569.5±694.7
529.2±489.8
365±520.1
239.9±522
434.2±636.8
643
284.5±341.8
128
277.3±495.8

29.7±31.1
46.7±140.9
36.7±28.5
28.6±32.5
34.4±25.9
36.9±37.7

17.8±18.6

Results are indicated as means±SD or number.
Abbreviation: AR, allergic rhinitis; AD, atopic dermatitis; CU, chronic urticaria; TEC, total eosinophil count; ECP,
eosinophil cationic pro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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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간 분석에서는 Student’s t-test 또는 Chi-square test
를 연관성 분석에서는 Pearson correlation test를 사용하
였다. P 값이 0.05 미만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하
였다.

2. 소아 알레르기질환에서 Tyr p 감작률
전체 대상 중 Tyr p에 양성을 보인 경우는 129명
(19.5%)이었다. 피부단자시험에서 Tyr p의 팽진 크기는
나이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0.102 P =0.009, data

결

과

not shown)

Tyr p에 대한 양성률은 천식에서 23.5%, 알레르기비염
18.6%, 아토피피부염 23.7%, 만성두드러기 14.3%, 기타

1. 대상 환아의 임상적 특징

질환에서 3.5%였다. Tyr p 감작률은 천식, 알레르기비염,

전체 662명 중 남자는 432명(65.3%), 여자는 230명
(34.7%)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9.8±2.8세였다. 전체 대상

아토피피부염, 만성두드러기 사이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Fig. 1)

중 피부단자시험에서 한가지 이상 양성 반응을 보인 경우는

3. Tyr p 감작과 혈중 총 호산구수,
혈청 ECP 및 총 IgE와의 연관성

592명(89.4%)였다.(Table1)

혈액 총 호산구수는 Tyr p 양성군(482.2±403.2)에서
음성군(403.2±316.1)보다 높았다.(P =0.012, data not
shown) 총 IgE도 Tyr p 양성군(704.4±680.7)에서 음성
군(510.1±659.4)보다

높았다.(P =0.003,

data

not

shown) Tyr p 팽진 크기는 혈액 총 호산구수(r=0.101, P
=0.015) 및 총 IgE (r=0.153, P <0.001)와 약한 양의 상
관관계를 보였다.(Fig. 2)

4. Tyr p 감작과 Dermatophagoides farina,
Dermatophagoides pteronyssinus에
대한 감작과의 연관성
Fig. 1. Comparison of positive rate of Tyr p in
skin prick test.

Der p, Der f 및 Tyr p의 양성률은 각각 74.3%, 74.2%,
19.5%였으며,(Fig. 3) Tyr p의 팽진 크기는 Der p (r=

Fig. 2. Correlation between serum total eosinophil count and wheal size of Tyr p in
skin prick test (A) and serum total IgE level and wheal size of Tyr p in skin prick
test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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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2, P <0.001) 및 Der f (r=0.272, P <0.001)의 팽진

드기는 pyroglyphid 진드기인 Der f와 Der p이며 pyro-

크기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Fig. 4) Der p, Der f에는

glyphid 이외의 진드기를 흔히 저장 진드기라고 한다. 대표

음성이면서 Tyr p에만 양성을 보인 경우는 7명(1.1 %)이

적인 것으로는 Tyr p, Glycyphagus domesticus, Lepido-

었다.(Table 2)

glyphus destructor, Acurus siro 등이 있다. 저장 진드기

5. Tyr p 팽진 크기와 피부단자시험 양성항목수
Tyr p 팽진 크기는 피부단자시험 양성항목수(r=0.272,

는 주로 식품 저장소나 헛간, 곡물 저장소나 건초 및 곡물
가루 내에 다량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습도가 높은 지역의 가옥이나 식료품 상점 등에서도 높게 분
포한다.

P <0.001)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Fig. 5)

Tyr p는 길이가 0.2-0.5 mm 정도이며 작은 투명한 몸

고

체와 무색의 구강과 다리 부위를 보인다. 한 세대는 8-21일

찰

정도이고 온도가 떨어지면 더 길어질 수 있다.12) Tyr p는

진드기(order Acari)는 그 종류가 다양하며 기후나 지역
에 따라 다양한 분포를 보인다. 실내에서 주로 발견되는 진

20가지 이상의 알레르기 항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13, 14)

다.

이들 중 16 kDa의 항원이 가장 중요하며 Tyr p에

알레르기를 보이는 환자의 52%에서 이에 대한 IgE항체를

Fig. 3. Prevalence of sensitization to Der p (74.3
%), Der f (74.2%) and Tyr p (19.5%) in total
subjects.

Fig. 5. Correlation between number of positive
skin prick test and wheal size of Tyr p.

Fig. 4. Correlation between wheal size of Der p and Tyr p (A) wheal size of Der
f and Tyr p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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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racteristics of Tyr p Sensitizated Patients without Sensitization to Der p and Der f
Case
1
2
3
4
5
6
7

Sex

Age

Diagnosis

TEC

IgE

ECP

M
M
F
M
F
F
M

10
9
11
8
6
9
12

AR
Asthma
Asthma
Others
Asthma
Asthma
Asthma

1,590
750
560
350
210
170
50

300
526

28

128
20.7
60.1
934

Other sensitizations
Oak, Bermuda, Hop J, German cochroch
Alternaria
Oak
Sagebrush, Hop J
Oak, Birch, Soy bean, Hop J

7.8
3.9

Bermuda, Shrimp

Abbreviation : AR, allergic rhinitis; TEC, total eosinophil count; ECP, eosinophil cationic protein

가진다.15) 보고된 Tyr p의 항원들로는 Tyr p, 13) Tyr p 13,
16)

구보다는 높은 양성률을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Lee22)의 연

17)

구에서는 Tyr p에 대한 감작률이 30.8%이였으며 점박이응

소아에서 Tyr p를 포함한 진드기 감작 양상에 대한 보고

그리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Tyr p 감작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Tyr p alpha-tubulin
13)

rTyr p 13,

및 재조합 항원으로 rTyr p 2,
17)

rTyr p alpha-tubulin

애 및 Der f에 대한 피부반응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등이 있다.
18)

로는, 칠레에서 100명의 천식 환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 에

보였다. 이는 대상군이 성인이었기 때문으로 소아를 대상으

서는 80명(80%)이 적어도 한가지의 진드기에 피부단자시

로 한 본 연구의 결과처럼 연령증가에 따라 감작률이 증가하

험상 양성 소견을 보였으며 이들 중 Der p가 100%, Der

는 양상을 보이다가 성인기 이후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f가 99%, Euroglyphus maynei가 92%, Lepidoglyphus

것으로 생각된다.

desturctor가 80%, Tyr p가 73%, Blomia tropicalis가

본 연구에서 Der p, Der f에 대한 팽진 크기와 Tyr p에

72%, Acarus siro가 70%, Chortoglyphus arcuatus가

대한 팽진 크기가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흔한 실내항원들 사

68%에서 양성 소견을 보였다. 스페인에서 호흡기 문제로 내
19)

이에는 감작 정도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원한 356명의 소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는 39명

Dermatophagoides와 Tyrophagus간의 교차반응15, 23)도

(11%)에서 저장진드기에 양성반응을 보였으며 이들 중 3

보고되고 있어 이에 의한 영향도 배제할 수는 없다. Tyr p의

명(8%)은 저장진드기에만 양성을 보였으며 나머지 36명

가장 흔한 항원 중 하나인 16 kDa의 Group 2 항원은

(92%)은 집먼지 진드기에 대해서도 양성반응을 보였다. 저

Dermatophagoides 종과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5,

장진드기 중에는 Lepidoglyphus destructor가 가장 우세
하였다. 각 국가나 지역마다 기후나 생활 방식 등의 영향으
로 진드기 감작의 양상도 국내와는 차이가 다소 있는 것으로

24)

그러나 실제 면역학적 교차반응은 비교적 낮았다고 보고
25)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병원을 방문하였던 환아들을 대상으로 하여 전
체 소아 인구에서의 유병률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

생각된다.
국내에서 실내의 진드기 서식 현황에 대한 조사로는,
6)

Ree 등이 국내 여러 지역의 65가구를 조사하여 Der f는
65.3%, Der p는 20.6%, Tyr p는 6.5%의 가구에서 발견되
20)

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Jeong

등이 서울지역 201가구

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Der f는 93%, Der p는 9%, Tyr p는
8%의 가구에서 발견되어 Tyr p는 국내에서 Der f, Der p
다음으로 흔히 발견되는 중요한 실내항원으로 생각된다.

료된다. 또한 한 지역에서만 시행하여 지역적인 요소를 배제
할 수 없는 제한점이 있다.

Tyr p 감작에 대한 보고들 중 소아를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는 처음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가 의미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본 연구에서 Tyr p의 양성률은 19.5%였으며 Tyr p의
팽진 크기는 혈액 총호산구수(r=0.101 P =0.015) 및 총

Tyr p 감작 양상에 대한 국내의 연구로는, 성인을 대상으

IgE (r=0.153 P <0.001)와는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

로 한 Park21) 등의 연구에서 Tyr p에 대한 감작률이 62.7%

고 피부단자시험 양성항목수(r=0.272, P <0.001)와 양의

이었으며 Der p, Der f에 대한 팽진 크기와는 상관관계를

상관관계를 보였다. Tyr p의 팽진 크기는 Der f, Der p의

보이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histamine에 대한 반응과 비

팽진 크기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나이에 따라 양

교하여 같거나 큰 경우를 3+로 하고 1+~4+ 분류한 후 1+

성률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상을 양성으로 정의하여 팽진 크기 3 mm로 정의한 본 연

Tyr p는 우리나라 알레르기 환아들에서 비교적 높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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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률을 보였으며 임상적 의의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요

약

목 적 : 긴털가루진드기(Tyrophagus putrescentiae,

Tyr p)는 저장진드기의 한 종류로 저장고 뿐 아니라 집먼지
내에서도 발견되며 우리나라 가옥 집먼지 내 진드기 분포상

Dermatophagoides 다음으로 흔히 분리된다. Tyr p는 천
식 등 알레르기질환에서 중요한 원인 항원으로 알려져 있으
나 이에 대한 임상적 고려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는 소아 알레르기질환에서 Tyr p 감작률 및 다른 알레르기
지표들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과로 내원한 662명의 알레르기질환 환아를 대상
으로 하였다. 대상자 중 천식군 472명, 알레르기비염군
102명, 아토피피부염군 59명, 만성 두드러기 7명, 기타 질
환군 22명이었다. 혈액 총호산구수, 혈청 ECP 및 총IgE를
측정하였고, Tyr p를 포함한 대표적인 32가지 항원에 대한
피부단자시험을 시행하였다.
결 과 : 전체 662명에서 32종의 알레르기 피부시험 중
한가지 이상에서 양성을 보인 경우는 592명(89.4%)이었
다. Tyr p에 양성을 보인 경우는 129명(19.5%)이었다. 알
레르기 피부시험에서 Tyr p의 팽진크기는 나이와 양의 상
관관계를 보였다.(r=0.102, P=0.009) 또한 Tyr p의 팽진
크기는 house dust (r=0.298, P <0.001), Der p (r=
0.272, P <0.001) 및 Der f (r=0.272, P <0.001)의 팽진
크기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Tyr p 팽진 크기는 혈액
총호산구수(r=0.101, P =0.015) 및 IgE (r=0.153, P <
0.001)와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피부단자시험 양성
항목수(r=0.272, P <0.001)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천식, 알레르기비염, 아토피피부염, 만성두드러기의 질환별

Tyr p 감작률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결 론 : Tyr p는 우리나라 알레르기 환아들에서 비교적
높은 감작률을 보이고 있어 감작 여부에 대한 확인 및 임상
적 고려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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