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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천천천식식식 환환환아아아의의의 중중중증증증도도도 평평평가가가 및및및
기기기관관관지지지 과과과민민민성성성 지지지표표표로로로서서서 혈혈혈청청청 EEEooosssiiinnnoooppphhhiiilll---dddeeerrriiivvveeeddd

nnneeeuuurrroootttoooxxxiiinnn(((EEEDDDNNN)))농농농도도도 측측측정정정의의의 의의의의의의
목적:EDN (eosinophil-derived neurotoxin)은 ECP (eosinophil

cationicprotein)와 같이 기관지 천식에서 호산구성 염증 반응의 표지
자로 알려져 있다.최근 상품화된 ELISA kit를 이용하여 혈청 EDN
농도가 기관지 천식 환아에서의 중증도의 평가,또한 기관지 과민성
의 지표로서의 임상적인 유용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만 6세에서 15세 사이의 환아 151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아

토피성 천식 환아는 72명,비아토피성 천식 환아는 36명,대조군은 43
명이었다.대상 환아에서 폐기능 검사,메타콜린 흡입 유발시험,혈액
내 호산구수,혈청 ECP농도,혈청 EDN 농도 및 피부 단자 시험을
시행하였다.메타콜린 흡입 유발 시험을 통해 얻어진 PC20을 기준으로
4개의 군으로 (GoupI:<1mg/mL;GroupII:1-4mg/mL;GroupIII:
4-16mg/mL;GroupIV:>16mg/mL)나누어 이들 군 간의 임상적
특성과 혈액 내 호산구 수,혈청 ECP와 EDN 농도의 경향성을 분석
하였다
결과:혈청 EDN 농도는 혈청 ECP농도와 같이 아토피성 천식군에

서 비아토피성 천식군과 대조군에서보다 의미있게 높은 측정값을 보
였고,천식군 내에서 중증도가 심해짐에 따라 측정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혈청 EDN 농도와 혈청 ECP농도
사이에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기관지 과민성 유무에 따
라서 혈청 EDN과 혈청 ECP농도가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PC20과
이들 측정값 사이에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결론:혈청 EDN 농도는 혈청 ECP농도와 같이 호산구성 염증반응
을 나타내는 표지자로서 아토피성 천식 환아의 중증도 평가 및 기관
지 과민성의 지표로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되는 말 : EDN (Eosionphil-derived neurotoxin), ECP
(Eosinophilcationicprotein),천식,중증도,기관지 과민성



천천천식식식 환환환아아아의의의 중중중증증증도도도 평평평가가가 및및및
기기기관관관지지지 과과과민민민성성성 지지지표표표로로로서서서 혈혈혈청청청 EEEooosssiiinnnoooppphhhiiilll---dddeeerrriiivvveeed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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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김 규 언>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김김김 경경경 원원원

III...서서서론론론

호산구는 약 120년전 PaulEhrlich에 의해서 발견되고 명명되어 지
금까지 많은 질병과 관련되어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1.특히
천식에 있어서 호산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지금까지 병태생리,
진단 및 치료와 관련된 많은 보고가 있었고 현재에도 연구가 끊임없
이 계속되고 있다.
천식 환아에서 기도의 염증 변화는 성인 천식에서와 마찬가지로 기

도의 수축,기도 상피의 손상 및 기도 벽의 비만세포와 호산구가 주
를 이루는 염증세포의 침윤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2-4.이중에서 특히
호산구와 그 매개물질들은 기도 수축,기도 상피 손상 및 기관지 과
민성(bronchialhyperresponsiveness)에 관여하며,성인 천식과 마찬가
지로 천식 환아의 기관지 세척액과 기도 조직에서 호산구 수와 매개
물질들의 농도가 증가되어 있다4.특히 기관지 과민성에 관하여는 많



은 연구들을 통해서 호산구가 기도 상피를 손상시킴으로 과민성을 유
발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 알려졌다3.
활성화된 호산구는 일반적으로 eosinophilcationicprotein(ECP),

major basic protein (MBP), eosinophil peroxidase (EPO)와
eosinophilproteinX/eosinophil-derivedneurotoxin(EPX/EDN)의 네
가지의 과립단백을 유리한다고 알려져 있고 최근 MBP2(majorbasic
protein2)가 발견되었다5.과립단백 중에서 동물실험을 통하여 MBP
와 ECP가 기도 상피에 독성(cytotoxic)효과를 가지는 것을 알게 되
었으며,EDN은 ECP와 같이 기도 상피에 독성 효과를 가지면서 신경
독성(neurotoxic)효과도 가진다고 알려져있다4.또 최근의 연구에서
ECP가 천식에서 폐 계면활성제(surfactant)의 기능장애를 유발하여
기도 수축을 일으킨다는 보고도 있었다6.치명적인 천식에서 손상받은
기도 상피세포 주변에 MBP의 침착이 보였고,ECP는 경증 및 중등증
천식의 기관지 조직에서 발현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3.원숭이 기
관지에 MBP를 직접 주입하면 메타콜린에 대한 반응성이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고,항원 자극 후 천식의 후기 반응기에 기관 세
척액에서 ECP와 MBP의 농도가 증가한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을 통하여 조직 내의 호산구 과립단백이 천식의
병태생리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다2.
호산구 과립단백 중에서 MBP는 호산구 뿐 아니라 비만세포에서도

분비되는 반면에,ECP,EDN와 EPO는 호산구에서 특이적으로 분비
되므로 이들이 MBP와는 달리 호산구의 활성과 기도 염증의 간접적
인 측정 방법이 되었다4.혈청 ECP농도는 호산구성 염증상태의 표지
자로서 천식 진단,천식의 중증도,폐기능 및 기관지 과민성과의 연관
성과 천식 치료의 효과를 감시하는 표지자로서의 역할에 관하여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으며7-9상용화된 방법이 있으므로 쉽게 접할
수 있어 많이 이용되고 있다.EPO의 유용성에 관하여는 아직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소아에서 더 그러하며 그 연구들에
서도 논란이 있다4.
천식에서 임상적인 상태와 염증의 정도,특히 호산구 활성의 정도

와 연관된 염증의 중증도 및 호산구 과립단백의 농도와의 관련성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천식의 악화 시기에 혈액 내
저밀도의 호산구와 EG2양성인 호산구가 증가하고,호산구 표면에
CD11b의 발현이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었으며,혈청 과립 단백의 농
도가 현저한 증가가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2.그러나 호산구는 기도
염증에 비특이적이며,혈청 ECP농도도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나 바
이러스 감염 등에서 증가할 수도 있으며 민감도와 특이도가 낮고 천
식 진단의 유용성에 대해 아직까지 논란이 있어 단독으로 이용될 수
는 없으며 보조적인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
혈청 ECP농도와 천식의 중증도와의 관련성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보
고들이 많다2,5,7,10-13.혈청 ECP농도가 폐기능이나 기관지 과민성
과의 연관성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으며 아직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4.최근 흡입 스테로이드 요법(inhaledcorticosteroids)을 받는
환아에서 치료 효과의 감시 표지자로서의 과립단백의 유용성에 관한
여러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일부 보고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
고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으나 좀 더 잘 계획된 큰 규모의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4,7-9,14.또한 소아에서 천식을 예견하는 것은
천식 환아에서 질병의 진행이나 악화를 막는 위험 요소를 평가하는
것 만큼 중요하다.이에 관한 호산구 과립단백의 연구는 천명이 들리
는 영아에서 만성 천명의 예견지표로 혈청 ECP농도가 연구되었으나



아직까지는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4.최근 연구에 의하면 과립단백의
임상적 유용성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천식 환아에서 임상 경과 악
화의 예견인자로서 긍정적인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2,15.
혈청 ECP의 농도는 체내에서 분비된 농도와 혈액이 응고될 때 시

험관 내에서 분비되는 농도의 합으로 나타난다.이렇게 시험관 내에
서 응고될 때 유리되는 혈청 ECP가 혈액 내 체내에서 호산구가 활성
화 상태에서 유리되는 ECP라고 할 수 있으며,이 농도로 활성화된
호산구성 염증 상태를 반영할 수 있다16.즉,EDTA로 처리된 혈장
ECP의 농도는 순환하는 혈중의 ECP농도를 반영하며 혈청 ECP농
도는 호산구로부터의 ECP의 유리능(releasibility)을 나타낸다4.ECP와
EDN은 온도,원심분리 이전까지의 시간 및 혈액 채취 튜브의 종류
등에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또한 일부 보고자들은 ECP와 EDN이
일중 변동 및 계절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4.더욱이 혈청
ECP의 유리는 칼슘과 혈액의 응고 상태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보
고되고 있다16.
EDN은 ECP와 약 70% 정도의 구조적인 유사성을 가진 매우 밀접

한 과립단백이며 모두 신장으로 배설되나 EDN만이 소변에서 측정될
수 있다.소변 EDN은 호산구의 회전율과 호산구의 탈과립 후 기관지
상피와의 연관성 및 요로 감염 등에 영향을 받으며,그 절대 수치는
아직 보고되고 있지 않다4.
소아에서 천식의 진단은 어른과 달리 최대 호기 유속치 및 폐기능

검사 등에 협조가 어려운 점들이 있어 객관적인 평가가 쉽지 않고 또
한 그 중증도의 분류 및 치료에 대한 반응의 평가에 정확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이러한 이유로 염증을 간접적으로 대변하는 표지자에
대한 연구가 특히 소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혈청 ECP농도에 관한 많은 연구가 있었으며 현재에도 계
속되고 있다.그러나 이것의 정확한 역할 및 생물학적인 제한점들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으며,혈청 ECP농도 외에도 임상적으로 쉽
게 적용할 수 있는 기관지 염증반응을 나타내는 표준화된 표지자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최근에 상품화된 ELISA kit를 이용하여 혈청 EDN 농도가 기

관지 천식 환아에서의 중증도의 평가 및 기관지 과민성의 지표로서의
임상적인 유용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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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대대대상상상

2003년 1월부터 2004년 5월의 기간 동안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
란스병원 소아 알레르기 클리닉에 내원한 만 6세에서 15세 사이의 환
아 15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남아는 88명 여아는 63명 이었고,남녀
비는 1.4:1이었으며,평균 연령은 9년 6개월이었다.대상 환아 중 아
토피성 천식 환아는 72명,비아토피성 천식 환아는 36명,대조군은 43
명이었다.
대상 환아 중에서 기도 폐쇄를 일으키는 다른 질병이 없으면서,반

복적이고 가역적인 호흡곤란과 천명이 관찰되어 천식으로 진단받았고
메타콜린 흡입 유발 시험에서 양성 소견 (PC20≦16mg/mL)을 보이며
β2항진제에 가역성을 보인 경우를 천식 환아로 구분하였다17-19.또,
12종의 주요 흡입 항원으로 시행한 피부 단자 시험에서 한 개 이상의
항원에 대해 양성 반응을 보인 경우를 아토피군으로 분류하였다.
천식 환아들은 Joseph-Bowen등10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중증도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경증 천식은 지난 12개월 동안 1-2회의 천
명 소견을 보였던 환아들로 분류하였고,중등증 천식은 지난 12개월
동안 3-12회의 천명 소견을 보였던 환아들 중에서 평균적인 천명의
야간 증상이 일주일에 한번 미만인 환아들로 분류하였다.중증 천식
은 지난 12개월동안 다음 세가지 증상 중 적어도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로 분류하였다.즉,13회 이상의 천명 소견을 보였거나,말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급성 발작이 적어도 1회 이상 있었거나 천명의 야간
증상이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1회 이상 있었던 경우이다.



환아들은 모두 경구 또는 흡입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기 전에 검사
를 시행하였고,최근 6개월동안 천식발작으로 인해 전신적 스테로이
드 치료를 받았던 환자는 제외시켰다.대조군은 정기적인 신체검진이
나 예방접종을 위하여 내원한 환아 중에서 쌕쌕거림이나 반복적,만
성적 염증질환이 없는 환아를 선별하였고 이들은 적어도 최근 2주간
감염의 병력이 없는 환아들로 선별하였다.대조군에 속한 환아들은
모두 시행한 피부 단자 시험에서 음성 소견을 보였고 알레르기나 다
른 질병의 과거력이나 약물 복용력이 없는 환아들이었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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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폐기능 검사 및 메타콜린 흡입 유발 시험

폐기능 검사는 Vmax encore (VIASYS Healthcare Inc.,
Conshohocken,USA)로 측정하였고,각 시점에서 3회 시행한 FEV1의
최대치를 사용하였다.대상 환아들은 폐기능 검사를 시행하여 FEV1이
정상 예측치20의 70% 이상인 것을 확인한 후 메타콜린 흡입 유발시험
을 시행하였다.메타콜린을 완충 생리 식염수에 녹여 각 농도(0.075,
0.15, 0.31, 0.62, 1.25, 2.5, 5, 10, 25 mg/mL)로 희석하여
Rosenthal-French dosimeter를 사용하여 0.6초 동안 DeVilbiss646
nebulizer로부터 aerosol을 발생시켜 흡입시켰다.환아들은 완충 생리
식염수를 5번 흡입하고 5분 간격으로 농도를 증가시켜 흡입하였고,
FEV1은 각 농도 흡입 후 60-90초 후에 측정하였다.FEV1이 완충 생
리식염수 흡입 후 수치보다 20%이상 감소할 때까지 농도를 증가시켜
흡입하여 용량 반응 곡선에서 2개 전후 시점을 연결하여 PC20을 구하



였다.200 μg의 salbutamol흡입 후 FEV1이 12% 이상의 회복을 보인
경우 가역성이 있다고 하였다11,19.메타콜린 흡입 유발 시험은 실시하
기 24시간 전부터 항염증제 및 β2항진제의 사용을 중지하였다.
PC20을 기준으로 4개의 군으로 (GoupI:<1mg/mL;GroupII:1-4

mg/mL;GroupIII:4-16mg/mL;GroupIV:>16mg/mL)나누어19

이들 군 간의 임상적 특성과 혈액 내 호산구 수,혈청 ECP와 EDN
농도의 경향성을 분석하였다.GroupI은 28명,GroupII는 34명,
GroupIII는 46,GroupIV는 43명이었다.

나.혈액 내 호산구수

NE-8000system (Sysmax,Japan)의 eosinophilchannel에서 측정
되었다.검체를 항 응고제인 K2EDTA가 들어있는 용기에 실온에서
보관하여 검체 채취 4시간 이내에 검사하였다.Alkali용혈제(NaOH)
로 적혈구는 용해시켰고 호산구외 백혈구는 세포질을 녹여 세포를 수
축시켰다.Automaticdiscriminator에 의해 호산구의 절대치를 계수하
였다.

다.혈청 ECP(eosinophilcationicprotein)농도

4mL혈액을 SST 튜브 (BectonDickinson,MountainView,CA,
USA)에 채취후 실온에서 60분간 응고시키고 4℃,1300g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여 혈청 만을 분리수거 한 후 CAP radioallergosorbent
technique(UniCAP;PharmaciaandUpjohn,Uppsala,Sweden)으로
혈청 ECP를 측정하였다11



라.혈청 EDN(eosinophil-derivedneurotoxin)농도

4mL혈액을 SST 튜브 (BectonDickinson,MountainView,CA,
USA)에 채취후 실온에서 60분간 응고시키고 4℃,1300g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여 혈청 만을 분리수거 한 후 새로운 튜브에 옮겨 담았다.
혈청은 원심분리 직후에 -20℃에서 측정 전까지 보관되었다.혈청
EDN의 농도의 측정은 상품화된 ELISA Kit(7630,MBL,Nagoya,
Japan)을 이용하였다.
Anti-humanEDN antibody가 코팅된 microwell에서 100 μL의 혈

청을 넣고 실온에서 1시간동안 incubation 하였다.Wash solution
(MBL,Nagoya,Japan)으로 4회 세척한 후 100 μL의 Conjugate
solution(MBL,Nagoya,Japan)을 첨가하고 1시간동안 incubation후
에 세척하였다.100 μL의 TMBChromogenSolution(MBL,Nagoya,
Japan)을 첨가하고 다시 10분간 incubation 후 100 μL의 Stopping
Solution(0.2M sulfuricacid)을 첨가하여 반응을 종결시키고 30분
안에 microplatereader(VERSA max)로 OD 45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모든 혈청은 2회 반복하여 측정하였다.

마.피부 단자 시험

피부 단자 시험은 12종의 주요 흡입항원(Torii& Co.,Tokyo,
Japan)을 사용하였고 0.5% 히스타민과 생리 식염액을 사용하여 각각
양성 및 음성 대조 검사를 시행하였다.단자 시행 15분 후에 판독하
였으며 팽진의 장경과 단경을 측정하여 그 합을 2로 나누어 판독 결



과를 얻었고21,각 항원에 대한 팽진이 3mm 이상인 경우를 양성으로
판정하였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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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측정값은 mean±SD으로 표시하였다.PC20는 25mg/mL이상
이었던 경우 100mg/mL으로 간주하여 처리하였다.아토피성 천식,
비아토피성 천식과 대조군의 3군간의 비교 및 메타콜린 흡입 유발 시
험으로 얻어진 PC20에 의해 분류된 4군 사이의 특성 분석은
One-Way ANOVA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다.혈청 ECP 농도,혈청
EDN 농도와 혈액 내 호산구수,PC20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의 상관
계수를 구하여 비교하였으며,상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선형 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PC20에 의해 분류된 양성군과 음성군 간의 특성 비
교는 StudentT-test를 시행하였다.통계는 SPSS를 이용하였으며 각
각의 분석에서 P<0.05인 경우에 통계학적 유의성이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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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아아아토토토피피피성성성 천천천식식식군군군,,,비비비아아아토토토피피피성성성 천천천식식식군군군과과과 대대대조조조군군군 간간간의의의 특특특성성성 분분분석석석

가.아토피성 천식군,비아토피성 천식군과 대조군 간의 일반적인 특
성

대상 환아는 151명으로 남아는 88명 여아는 63명이었고,남녀 비는
1.4:1이었으며,평균 연령은 9년 6개월이었다.대상 환아 중 아토피
성 천식 환아는 72명,비아토피성 천식 환아는 36명,대조군은 43명이
었다.이들 각 군 간의 평균나이,남녀 비,기저치 FEV1 (%
predicted)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혈액 내 호산구수는 각
군 사이에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P<0.001)(Table1).

TTTaaabbbllleee111...Clinicalcharacteristicsofsubjectgroupsclassified by
diagnosis

*mean±SD
＋P<0.001

AtopicasthmaNon-atopicasthma Control
No.ofsubjects 72 36 43
Age(years)* 9.7±2.1 8.7±2.1 9.7±2.2
Sex(male/female) 44/28 21/15 23/20
BaselineFEV1
(% predicted)*

81.7±12.4 84.2±14.7 86.0±13.4

Eosinophilcount(/㎕)*＋ 578.5±369.7 269.9±213.9 276.3±269.3



나.아토피성 천식군,비아토피성 천식군과 대조군 사이의 혈청 ECP
농도 비교

아토피성 천식군,비아토피성 천식군과 대조군 사이의 혈청 ECP
농도의 측정값을 비교하였다.아토피성 천식군은 31.3±30.1 μg/L,비아
토피성 천식군은 15.9±26.1 μg/L,대조군은 11.3±12.0 μg/L으로 세 군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아토피성 천식군과 비아토피성
천식군 사이(P<0.01)와 아토피성 천식군과 대조군 사이(P<0.001)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비아토피성 천식과 대조군 사이의 차이는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P=0.305)(Fi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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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ggg...111...Serum ECP levels differed significantly among atopic
asthma,non-atopicasthma,andcontrolgroups(*P<0.01,compared
toatopicasthmagroup).



다.아토피성 천식군,비아토피성 천식군과 대조군 사이의 혈청 EDN
농도 비교

아토피성 천식군,비아토피성 천식군과 대조군 사이의 혈청 EDN
농도의 측정값을 비교하였다.아토피성 천식군은 80.1±34.6 μg/L,비아
토피성 천식군은 60.4±36.3 μg/L,대조군은 52.8±34.4 μg/L으로 세 군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아토피성 천식군과 비아토피성
천식군 사이(P<0.01)와 아토피성 천식군과 대조군 사이(P<0.001)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비아토피성 천식과 대조군 사이의 차이는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P=0.342)(Fi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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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ggg...222...Serum EDN levels differed significantly among atopic
asthma,non-atopicasthma,andcontrolgroups(*P<0.01,compared
toatopicasthmagroup).



라.혈액 내 호산구수에 따른 혈청 ECP농도의 변화

대상 환아에서 혈액 내 호산구수에 따른 혈청 ECP농도의 변화는
변수 사이에 γ=0.491(P<0.001)으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정의

(positive)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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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Fig. Fig. Fig. 3.3.3.3. Serum ECP showed a strong correlation to blood 

eosinophil count (γ=0.491, P<0.001). 



마.혈액 내 호산구수에 따른 혈청 EDN농도의 변화

대상 환아에서 혈액 내 호산구수에 따른 혈청 EDN 농도의 변화는
변수 사이에 γ=0.457(P<0.001)으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정의 상

관관계를 나타내었다(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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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Fig. Fig. Fig. 4.4.4.4. Serum EDN showed a strong correlation to blood 

eosinophil count (γ=0.457, P<0.001). 



바.혈청 ECP농도와 혈청 EDN 농도의 상관관계

대상 환아에서 혈청 ECP농도 변화에 따른 혈청 EDN농도의 변화
는 변수 사이에 γ=0.443(P<0.001)으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뚜렷

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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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Fig. Fig. Fig. 5.5.5.5. There was also a strong correlation between EDN and 

ECP (γ=0.443, P<0.001). 



222...천천천식식식의의의 중중중증증증도도도에에에 따따따라라라 분분분류류류된된된 군군군 사사사이이이의의의 특특특성성성 분분분석석석

가.천식의 중증도에 따라 분류된 군의 일반적인 특성

천식 환아는 108명으로 남아는 65명 여아는 43명 이었고,남녀 비
는 1.4:1이었으며,평균 연령은 9년 7개월이었다.대상 환아 중 경증
천식 환아는 43명,중등증 천식 환아는 37명,중증 천식 환아는 28명
이었다.이들 각 군 간의 평균나이,남녀 비,기저치 FEV1 (%
predicted)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혈액 내 호산구수는 각 군
사이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P<0.001)(Table2).

TTTaaabbbllleee222...Charateristicsofgroupsclassifiedbyasthmaseverity

*mean±SD
＋P<0.001

Mildasthma ModerateasthmaSevereasthma

No.ofsubjects 43 37 28

Age(years)* 9.0±1.9 9.4±2.5 10.0±1.6

Sex(male/female) 25/18 22/15 18/10
BaselineFEV1
(% predicted)*

85.5±13.8 79.9±11.8 81.5±13.5

Eosinophilcount(/㎕)*＋ 383.3±295.4 465.1±308.5 666.1±418.9



나.천식의 중증도에 따라 분류된 군 사이의 혈청 ECP농도 비교

대상 환아 중에서 천식 환아는 경증,중등증,중증 천식의 세 군으
로 재분류 하였다.이들 경증 천식군,중등증 천식군과 중증 천식군
사이의 혈청 ECP 농도의 측정값을 비교하였다.경증 천식군은
19.7±28.0 μg/L,중등증 천식군은 23.8±24.3 μg/L,중증 천식군은
39.2±35.1 μg/L으로 세 군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경증
천식군과 중증 천식군 사이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P<0.05),경증
천식군과 중등증 천식군 사이,중등증 천식군과 중증 천식군 사이에
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Fig.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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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ggg...666...Serum ECP showed asignificantdifferenceamong the
groupsthatweredividedbyasthmaseverity. 



다.천식의 중증도에 따라 분류된 군 사이의 혈청 EDN농도 비교

대상 환아 중에서 천식 환아는 모두 경증,중등증,중증 천식의 세
군으로 재분류 하였다.이들 경증 천식군,중등증 천식군과 중증 천식
군 사이의 혈청 EDN 농도의 측정값을 비교하였다.경증 천식군은
61.6±35.6 μg/L,중등증 천식군은 69.7±32.6 μg/L,중증 천식군은
96.8±31.7 μg/L으로 세 군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경증
천식군과 중증 천식군 사이(P<0.001)와 중등증 천식군과 중증 천식군
사이(P<0.01)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경증 천식군과 중등증 천
식군 사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ig.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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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ggg...777...Serum EDN showed asignificantdifferenceamong the
groupsthatweredividedbyasthmaseverity. 



333...기기기관관관지지지 과과과민민민성성성에에에 따따따라라라 분분분류류류된된된 군군군 사사사이이이의의의 특특특성성성 분분분석석석

가.기관지 과민성에 따라 분류된 군 사이의 일반적인 특성

메타콜린 흡입 유발 시험으로 얻어진 PC20에 따라 분류된 4군 중에
서 I군은 28명,II군은 34명,III군은 46명,IV 군은 43명이었다.이들
각 군 간의 평균나이,남녀 비,기저치 FEV1(% predicted)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혈액 내 호산구수는 각 군 사이에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P<0.005)(Table3).

TTTaaabbbllleee333...Clinicalcharacteristicsofsubjectgroupsclassified by
PC20

*mean±SD
＋P<0.005

GroupI GroupII GroupIII GroupIV
PC20(mg/mL) <1mg/mL1-4mg/mL4-16mg/mL>16mg/mL
No.ofsubjects 28 34 46 43

Age(years)* 9.8±1.9 9.0±2.1 9.4±2.2 9.7±2.2

Sex(male/female) 13/15 21/13 31/15 23/20
BaselineFEV1
(% predicted)*

77.1±12.8 83.0±10.6 85.6±14.3 86.0±13.4

Eosinophilcount(/㎕)*＋ 553.2±310.8523.2±349.7 414.4±369.8 276.3±269.3



나.기관지 과민성에 따라 분류된 군 사이의 혈청 ECP농도 비교

메타콜린 흡입 유발 시험으로 얻어진 PC20에 따라 분류된 4군 중에
서 혈청 ECP농도의 측정값을 비교하였다.PC20의 증가에 따라 혈청
ECP 농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P<0.01)
(Fig.8).PC2016mg/mL을 기준으로 기관지 과민성 양성군과 기관지
과민성 음성군으로 재분류하여 혈청 ECP농도를 비교해 보았을 때,
기관지 과민성 양성군(n=108)에서의 혈청 ECP 농도는 26.2±29.6 μ
g/L,기관지 과민성 음성군(n=43)은 11.3±11.9 μg/L로 두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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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Fig. Fig. Fig. 8.8.8.8. Serum ECP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e 

groups that were divided according to airway responsiveness. 



다. 기관지 과민성에 따라 분류된 군 사이의 혈청 EDN농도 비교

메타콜린 흡입 유발 시험으로 얻어진 PC20에 따라 분류된 4군 중에
서 혈청 EDN 농도의 측정값을 비교하였다.PC20의 증가에 따라 혈청
EDN 농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P<0.005)
(Fig.9).PC2016mg/mL을 기준으로 기관지 과민성 양성군과 기관지
과민성 음성군으로 재분류하여 혈청 EDN 농도를 비교해 보았을 때,
기관지 과민성 양성군(n=108)에서의 혈청 EDN 농도는 73.5±36.2 μ
g/L,기관지 과민성 음성군(n=43)은 52.8±34.4 μg/L로 두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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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Fig. Fig. Fig. 9.9.9.9. Serum EDN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e 

groups that were divided according to airway responsiveness. 



라.PC20에 따른 혈청 ECP농도의 변화

대상 환아에서 메타콜린 흡입 유발 시험으로 얻어진 PC20에 따른
혈청 ECP 농도의 변화는 변수 사이에 γ=-0.274(P<0.005)으로, 

약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역의(negative)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Fig.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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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ggg...111000...Serum ECPshowedaweak,butsignificantcorrelationto
PC20(γ=-0.274,P<0.005).



마.PC20에 따른 혈청 EDN농도의 변화

대상 환아에서 메타콜린 흡입 유발 시험으로 얻어진 PC20에 따른
혈청 EDN 농도의 변화는 변수 사이에 γ=-0.281(P<0.001)으로, 

약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역의(negative)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Fig.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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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ggg...111111...Serum EDNshowedaweak,butsignificantcorrelationto
PC20(γ=-0.281,P<0.001).



IIIVVV...고고고찰찰찰

본 연구에서 최근 상품화된 ELISA kit를 이용하여 측정한23 혈청
EDN 농도와 혈청 ECP농도가 아토피성 천식 환아에서 비아토피성
천식 환아나 대조군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증가됨을 관찰할 수 있었
다.지금까지의 연구들에서 천식의 진단에 있어서 호산구 수와 호산
구 과립단백의 유용성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4.과립단백 중에서는 특
히 혈청 ECP농도에 관하여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 졌는데,각 연
구에서 상이한 결과를 나타냈던 원인 중 하나는 호산구수와 혈청
ECP와 같은 과립단백의 농도가 아토피 상태를 반영하기 때문으로 생
각된다4,24.본 연구에서 아토피성 천식군과 비아토피성 천식군을 나
누어 비교해 보았을 때 유의한 차이를 보이면서,대조군과 비아토피
성 천식군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것은 이러한 이유
인 것으로 생각된다.
소아 천식의 표현형 중에서 아토피성 천식의 중요성은 성인까지 지

속되는 경향을 보이는 천식의 유형으로 조기 흡입 스테로이드 치료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 있다10,25.이런 의미에서 천식 환아의 진단시
에 아토피 유무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혈청 ECP 농도 및 혈청
EDN 농도가 진단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혈청 ECP및 혈청 EDN농도의 천식의 경과에 대한 직접적인 예측인
자로써의 임상적 유용성에 관하여는 앞으로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
이다.
혈액 내 호산구수와 혈청 ECP 농도,혈액 내 호산구수와 혈청

EDN 농도 사이에 모두 의미있는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혈청
ECP농도와 혈청 EDN 농도 사이에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



다.이것은 지금까지 쉽게 이용될 수 있었던 인자인 혈청 ECP농도
를 혈청 EDN 농도로 대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혈청 ECP농도 측정의 임상적인 유용성은 검체를 채취하여
측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또 하나
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2.본 연구에서는 표준화된 처리과정으로
측정값의 변화를 최소화 하였다.
호산구성 염증반응이 천식의 중증도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

다3.호산구성 염증반응의 지표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혈청 ECP농도
는 임상증상의 중증도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보고들이 많다2,5,7,10-13.
반면에 혈청 ECP농도가 천식의 중증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보고도
있으나26이 연구에서는 스테로이드 치료군까지 모두 포함시켰던 점이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Fujisawa등2의 보고에 따
르면 혈청 ECP농도는 혈액 채취 시점의 임상상태를 반영하기보다는
좀 더 긴 기간동안의 상태를 반영한다고 하였다.이것은 천식의 중증
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현재 천식의 중증도에 의한
분류는 일반적으로 Globalstrategy forasthma managementand
prevention17에 의한 분류를 따른다.이 기준은 성인을 기준으로 분류
한 것으로 소아천식의 적용에 적합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소아
천식은 50% 이상이 경증 간헐적(mildintermittent)천식으로 분류될
뿐 아니라,이 분류의 기준이 되는 증상,증상 완화제 사용 횟수와 폐
기능 사이의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27.이러한 이유로 다른 기준
으로 분류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특히 소아 천식에서 중증
도를 평가하는 객관적인 지표의 제시는 충분히 그 의미가 있다.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연구에 이용된10증상 악화 횟수와 야간 증상을 기
준으로 경증,중등증 그리고 중증 천식의 세 군으로 나눈 분류를 적



용하여 분석하였다.또한 모두 경구 또는 흡입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
기 전에 검사를 시행하였고,최근 6개월동안 천식발작으로 인해 전신
적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았던 환자는 제외시켰고 최근 2주간 감염의
병력이 없는 환아들을 선별하였다.임상 증상에 따라 분류된 중증도
에 따라 혈청 ECP 농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경증 천식군과
중증 천식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혈청 EDN 농도 역시 천
식의 중증도에 따라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경증 천식군와 중증
천식군 사이에서와 중등증 천식군과 중증 천식군 사이에서 의미있는
농도의 차이를 나타내었다.혈청 EDN 농도는 혈청 ECP농도보다 중
증도에 따른 군 사이에서 더욱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으며,이것은 혈
청 EDN 농도는 혈청 ECP농도보다 천식의 중증도에 대하여 더 예민
한 지표로 사용가능함을 의미한다.
폐기능 또는 기관지 과민성과 호산구 과립단백 사이의 상관관계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다10-11,28-31.Rao등29의 연구에서는 소아천식에서
혈청 ECP농도와 혈청 EDN 농도가 폐기능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
고하면서 중증도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 짓고 있으며,
Ferguson등30의 연구에서는 폐기능과 혈청 ECP농도 사이에는 연관
성이 없으며 천식의 활동성의 표지자로 이용되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
다.본 연구에서는 기관지 과민성에 따라 분류된 네 군 사이의 혈액
내 호산구수,혈청 ECP농도 및 혈청 EDN농도를 비교해 보았다.이
들은 각 군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각 군 사이를 비교해 보면,I군,II군,III군과 IV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이것은 기관지 과민성 양성군과 음성군 사이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생각되며,혈청 ECP농도와 혈청 EDN 농도가 기관지
과민성 유무를 판별하는 지표로 사용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 기관지



과민성 양성군과 음성군으로 재분류하였을 때 두 경우 모두에서 유의
한 차이를 나타내었다.또한 기관지 과민성 양성군 내에서 메타콜린
흡입 유발 시험으로 얻어진 PC20과 혈청 ECP 농도,PC20과 혈청
EDN농도의 상관관계는 약하지만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얻을 수 있었
다.그런데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이것은 단지 기관지 과민성과 혈청
ECP농도 또는 혈청 EDN 농도 사이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
할 뿐,이 결과로 천식의 중증도를 평가할 수는 없으며 천식의 중증
도에 관하여는 앞서 언급한 결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혈청 EDN 농도는 혈청 ECP농도와 같이 기관지
과민성에 관하여는 그 유무를 판별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양성군 내에서 기관지 과민성의 심한 정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VVV...결결결론론론

천식 환아에서 기도 염증의 복잡함과 그 표현형의 다양함을 고려할
때 어떤 단일 표지자로 진단하고 중증도를 평가하는 것은 어려운 일
이다.그러나 천식 환아는 진단과 그 중증도의 평가가 어려워 여러
가지 연구들이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천식 환아의
진단 및 중증도의 평가에 있어서 혈청 EDN 농도의 유용성을 평가하
고자 하였으며,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었던 혈청 ECP농도와 같이 평
가하였다.혈청 ECP농도와 혈청 EDN 농도는 측정값의 범위가 넓어
정상과 천식 사이에 중복되는 범위가 넓을 뿐 아니라 민감도와 특이
도가 낮아 단일 인자로 진단에의 이용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
이다.
본 연구에서는 혈청 EDN농도가 성인천식으로 발전되는 경향을 보

이는 표현형인 아토피성 천식 환아의 진단에 유용함을 확인하였고 혈
청 ECP농도와 비슷한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었다.천식의 중증도의
평가에 있어서는 혈청 EDN 농도와 혈청 ECP농도 두가지 모두에서
그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혈청 EDN 농도는 천식 환아의 중증
도 평가에서 혈청 ECP농도보다 좀 더 예민한 지표로 나타났다.혈
청 ECP농도와 혈청 EDN 농도는 기관지 과민성에 관하여는 그 유무
를 판별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양성군 내에서 기관
지 과민성의 심한 정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나타
냄을 알 수 있었다.여기에 비용 및 검사 방법의 안정성을 고려하면
혈청 EDN 농도는 혈청 ECP농도보다 앞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임상
적인 지표라고 사료된다.나아가 혈청 EDN 농도의 천식 환아에서 치
료의 방향을 결정하는 직접적인 예측인자로서의 유용성에 대한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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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nicalsignificanceofserum eosinophil-derivedneurotox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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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Raaatttiiiooonnnaaallleee:::Through values obtained by the ELISA Kit,we
attemptedtoevaluatethesignificanceofEDN (eosinophil-derived
neurotoxin)andECP(eosinophilcationicprotein)inthediagnosis
and evaluation ofseverity and bronchialhyperresponsivenessin
childhoodasthma.
MMMeeettthhhooodddsss:::Serum ECP and EDN were compared between 72
childrenwithatopicasthma,36childrenwithnon-atopicasthma,
and43healthycontrols.TheFEV1(forcedexpiratoryvolumeat1
sec)andprovocationconcentrationinducing a20% fallinFEV1
(PC20)inthemethacholineinhalationchallengetestweremeasured.
FourgroupswereclassifiedbasedonPC20 [GoupI:<1mg/mL;
Group II:1-4mg/mL;Group III:4-16mg/mL;Group IV:>16



mg/mL,byAmericanThoracicSociety,1999],andserum ECPand
EDNlevelswereanalyzed.
RRReeesssuuullltttsss:::EDN levelsdiffered significantly among atopicasthma,
non-atopicasthma,and controlgroups(80μg/L,60μg/L,53μg/L,
respectively,p<0.001),togetherwithECP levels(31μg/L,16μg/L,
11μg/L, respectively, p<0.001). Furthermore, EDN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e groups that were divided
according to bronchialhyperresponsiveness(84μg/L,69μg/L,70μ
g/L,53μg/L,respectively,p=0.004).ECPalsoshowedasignificant
differenceamong thesegroups(26μg/L,32μg/L,23μg/L,11μg/L,
respectively,p=0.007).Both EDN and ECP showed asignificant
correlation to PC20 (EDN: ϒ=-0.281,p<0.001,ECP: ϒ=-0.274,
p=0.001).EDN andECPbothshowedastrongcorrelationtoblood
eosinophilcount(EDN:ϒ=0.457,p<0.001,ECP:ϒ=0.491,p<0.001).
Therewasalsoastrong correlationbetweenEDN andECP (ϒ
=0.443,p<0.001).
CCCooonnncccllluuusssiiiooonnn:::Serum EDN,likeECP,asamarkerofeosinophilic
inflammation,mayaidinthediagnosisofasthmaandevaluationof
severityandbronchialhyperresponsivenessinchildhoodasthma.

KeyWords:EDN (eosinophil-derivedneurotoxin),ECP(eosinophil
cationicprotein),Asthma,Severity,Bronchialhyperrespons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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