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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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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PCPCPC20 20 20 20 adenosine adenosine adenosine adenosine monophosphatemonophosphatemonophosphatemonophosphate의 의 의 의 유용성유용성유용성유용성

기도과민성과 기도염증은 기관지천식의 중요한 특징이다. 기도과민성은 대개 메타콜

린이나 히스타민 등의 직접자극에 의해 평가된다. 매개체를  분비하여 간접적으로 기도

에 작용하는 adenosine 5'-monophosphate (아데노신)는 기도과민성을 측정하는 자

극물질중 하나이다. 아데노신에 대한 기도과민성은 기도염증반응을 잘 반영하며 기도염

증반응에 연관된 몇몇 사이토카인과 매개체들이 알려져 있다. 이러한 염증지표들 중에

서 interleukin (IL)-5는 호산구의 분화와 이동 등에 관여하여 염증반응에 필수적 역

할을 담당하며, 호산구 활성화의 좋은 지표로 eosinophil cationic protein (ECP)가 

이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기도염증반응의 다른 작용세포로서 호중구의 역할에 대한 연

구가 활발한데 호중구의 강력한 화학주성인자인 IL-8은 호중구와 관련된 기도염증상

태를 간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주로 기관지천식이외의 만성폐질환에서 연구가 되었

으나 여러 기도내 세포에서 분비되는 Matrix metalloproteinase-9 (MMP-9)과 

MMP-9의 생리학적 억제자인 tissue inhibitor of metalloproteinase (TIMP-1)는 

각각 기도염증반응과 섬유화반응에 관련이 있는 매개체들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새로 진단된 기관지천식 환자에서 PC20 methacholine, PC20 

adenosine 및 기도염증의 지표들에 대해 조사하고 스테로이드 흡입제 사용후 이들의 

변화를 비교하여 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메타콜린 기관지유발시험과 비교한 아데

노신 기관지유발시험의 유용성 및 관련된 염증반응의 기전을 밝히고자 함이다.

지속성 기관지천식을 진단받은 20명(17-67세, FEV1 >예측치의 60%)의 환자들에 

대한 전향적 연구로 환자들은 천식의 중증도에 따라 경증군(평균 FEV1 9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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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과 중등증군(평균 FEV1 62.9±2.9%) 8명으로 구분하였다. 메타콜린 및 아데노신 

기관지유발시험과 유도객담 및 혈액채취가 4주간의 스테로이드 흡입제 치료 전후에 이

루어졌다. 

메타콜린과 아데노신 기관지유발시험의 천식에 대한 진단적 민감도는 각각 65%와 

60%이었다. PC20 methacholine과 PC20 adenosine 모두 스테로이드 흡입제 치료후 

호전되었다. 대상 환자들을 천식의 중증도에 따라 나누어 분석하였을 때, 경증군에서는 

PC20 methacholine의 유의한 호전을 보였으나(p<0.05) PC20 adenosine의 호전은 통

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중등증군에서는 PC20 adnosine의 유의한 호전을 보였으

나(p<0.05) PC20 methacholine의 호전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치료 전에 

확인한 유도객담에서의 IL-8과 MMP-9 농도는 서로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Rho=0.655, p<0.05), IL-8과 TIMP-1도 서로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Rho=0.815, p<0.001). 치료전에 측정한 혈액내 호산구분율과 PC20 mehacholine의 

치료전후의 변동치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었으며(Rho=0.488, p<0.05), 치료전의 유도

객담에서의 TIMP-1과 PC20 adenosine의 치료전후의 변동치 사이에도 상관관계가 있

었다(Rho=0.464, p<0.05).

본 연구를 통하여 PC20 methacholine과 PC20 adenosine은 항염증치료의 효과를 

판정하는 유용한 지표이며 특히 중등증 지속성 기관지천식 환자에서 PC20 adenosine

이 PC20 methacholine보다 치료의 효과를 판정하는데 보다 유용한 지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객담내 MMP-9과 TIMP-1은 호중구에 의한 기도염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혈액내 호산구분율과 객담내 TIMP-1이 각각 스

테로이드 치료 후 PC20 methacholine의 호전과 PC20 adenosine의 호전을 예측하는 

지표로서 이용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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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용  석  중  교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김 신 태

I. I. I. I. 서  서  서  서  론 론 론 론 

기관지천식은 기도의 만성 염증반응의 결과로 기도과민성이 유발되어 주로 야간

에 심해지는 발작적인 기침, 호흡곤란, 천명, 가슴답답함을 일으키는 만성 염증성 

질환이다. 이러한 현상은 자발적이거나 치료에 의해 회복되는 가역적인 기도폐쇄와 

관련이 있다1. 기도과민성은 외부의 자극에 의해 기도가 과도하게 좁아지는 현상으

로2, 기관지천식의 진단과 중증도의 판정에서 중요한 생리학적 지표중 하나이다3. 

기도과민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관지유발시험은 크게 두 가지 자극을 통해 이루어진

다. 첫째로 기도평활근상의 수용체에 직접 작용하여 기도평활근의 수축을 유도하는 

직접 자극이다. 이러한 직접 자극에는 메타콜린과 교감신경 작용물질들(cholinergic 

analogues), 히스타민, 아라키돈 대사산물들(arachidonic metabolites) 등이 포함

된다. 둘째로 운동, 찬 공기, 과호흡, 비등장성 에어로졸, 만니톨 등의 다양한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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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자극이나 아데노신, 프로프라놀롤, 브라디키닌, 타키키닌 등의 화학적 자극으로 

인해 염증세포의 활성화를 통하여 기도 평활근을 수축시키는 간접 자극이 있다4. 

 기관지천식에서 기관지폐포세척액 검사상 아데노신 농도가 높아져 있으며 이는 

주로 염증세포의 표면에 존재하는 아데노신 수용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평활근의 

수축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5. 아데노신은 세포보호작용과 항염작용에 기

여하기도 하지만6-8, 그와 상반되는 apoptosis, 혈관신생 및 염증유도기능도 있어

6,9,10 기관지천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에서의 병인기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Adenosine 5'-monophosphate는 생체내에서 5'-nucleotidase에 의해 빠르게 

아데노신으로 전환되어 작용을 나타내는데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아데노신 기관지

유발시험이 히스타민이나 메타콜린 기관지유발시험보다 알레르기성 기도 염증 상태

를 더욱 잘 반영한다는 보고가 있었다4,11. 또한 스테로이드 흡입제에 의한 

PC(provocative concentration)20 adenosine의 호전이 PC20 methacholine의 호

전보다 기도염증의 감소를 더 잘 반영한다는 보고도 있다12. 그러나 아직까지 아데

노신 기관지유발시험에 대한 명확한 적응증은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며, 아데노신에 

의한 기도염증반응이 어떠한 기전을 통하여 기도과민성에 기여하는지에 대하여는 

확실히 알려진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처음 기관지천식으로 진단 받은 경증 및 중등증의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 전후의 메타콜린 기관지유발시험과 아데노신 기관지유발시험의 

PC20를 측정 및 비교하고, 치료 전후에 유도객담검사를 실시하여 객담내 사이토카

인을 포함한 염증지표와 PC20 methacholine 및 PC20 adenosine과의 관계를 분석

하여 아데노신 기관지유발시험과 관련된 기도염증반응의 기전을 알아보고 그 임상

적인 유용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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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II. II. II. 대상 대상 대상 대상 및 및 및 및 방법방법방법방법    

1. 1. 1. 1. 대 대 대 대 상 상 상 상 

2004년 11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원주기독병원 

호흡기내과에 외래로 내원한 1년 이내에 기관지천식으로 치료받은 과거력이 없

는 17세 이상의 성인으로 야간에 발작적인 기침, 가슴답답함, 호흡곤란, 천명 등

의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면서 기관지 확장제 흡입 후 1초간 강제호기량(FEV1)

이 12%이상 증가하는 기도폐쇄의 가역성이 확인된 20명의 환자에 대하여 각각 

메타콜린 및 아데노신 기관지유발시험을 시행하였다. 대상환자는 모두 경증 및 

중등증 지속성 환자로 하였다.

2. 2. 2. 2. 방 방 방 방 법법법법 

기관지천식으로 진단된 모든 대상 환자들은 치료전에 폐기능검사를 포함하여 

메타콜린 및 아데노신 기관지유발시험을 각각 시행하였고, 알레르기 피부단자시

험, 유도객담검사, 혈액내 호산구수 및 혈청 총 IgE를 측정하였다. 이들에게 모

두 4주간 스테로이드 흡입제(부데소나이드 800 ㎍/일)를 투여하였고, 증상조절

제로 속효성 베타2 항진제의 사용을 허용하였다. 4주 동안의 치료기간 후에 모

든 대상환자는 치료전에 시행한 모든 검사를 다시 추적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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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가가. . . . 메타콜린 메타콜린 메타콜린 메타콜린 기관지유발시험기관지유발시험기관지유발시험기관지유발시험 

메타콜린 기관지유발시험은 Chai 등13이 제안한 방법을 변형하여 시행하였

다. 메타콜린을 생리식염수로 희석하여 0.075, 0.15, 0.31, 0.62, 1.25, 2.5, 5, 

10, 25 mg/ml의 농도로 준비하였다. 20 psi압력의 압축공기로 연결된 

DeVilbiss nebulizer에서 발생하는 에어로졸을 선량계를 이용하여 각 농도 당 

5회 흡입하고 3분 후에 폐기능을 측정하였다. 메타콜린 흡입시 FEV1이 FEV1 

기저치에 비하여 20% 이상 감소하면 중지하고 FEV1을 20%감소시키는 메타콜

린 농도(PC20)를 구하여 기도과민성을 정량화하였고 PC20이 25 mg/ml 이하인 

경우 양성으로 판정하였다. 

나나나나. . . . 아데노신 아데노신 아데노신 아데노신 기관지유발시험기관지유발시험기관지유발시험기관지유발시험 

아데노신 기관지유발시험은 Meer 등14이 기술한 방법을 변형하여 시행하였

다. 아데노신(adenosine 5'-monophosphate)을 생리식염수로 4배씩 희석하여 

0.625, 2.5, 10, 40, 160, 320 mg/ml의 농도로 준비하였다. 이후에는 메타콜

린 기관지유발시험의 경우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 검사중 FEV1이 20% 이상 감

소하면 중지하고 PC20이 320mg/ml 이하인 경우 양성으로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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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다. . . . 알레르기 알레르기 알레르기 알레르기 피부단자시험피부단자시험피부단자시험피부단자시험 

알레르기 피부단자시험은 흡입성 알레르겐과 음식물 항원, 양성대조액으로 

0.1% 히스타민, 음성대조액으로 생리식염수를 포함한 55종을 이용하여 시행하

였다. 검사시작 15분후 팽진과 발적의 크기를 측정하여 히스타민의 팽진과 비

교하여 판독하였다. 히스타민에 대한 팽진의 크기비(알레르겐/히스타민 팽진비)

를 구한 후 Scandinavian 알레르기 학회의 기준에 따라 판독하였으며, 3+이상

인 경우 양성으로 판정하였다15. 한 개 이상의 알레르겐에서 양성을 보인 경우 

아토피로 정의하였다. 

라라라라. . . . 유도객담검사유도객담검사유도객담검사유도객담검사 

객담의 유도는 Fahy 등16과 David 등17이 기술한 방법을 변형하여 시행하였

다. 전처치로 기관지 확장제(salbutamol 200 ㎍) 흡입 후 15분이 경과하면 

3% 고장성 생리식염수를 초음파 분무기를 통해 에어로졸로 만들어 15분간 평

상호흡으로 흡입하면서 기침을 유도하여 객담을 채취하였다. 객담 배출전 구강

세척을 시행하고 코를 풀게 하였다. 채취된 객담은 4℃에 냉장보관하고, 2시간 

내에 가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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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마마. . . . 객담의 객담의 객담의 객담의 가공가공가공가공 

채취된 객담의 용량을 측정하여 동량의 인산염 완충식염수를 섞었다. 1분간 

흔들어 섞어준 후 2,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를 시행하였다. 상층액을 분

리하여 -70℃로 냉동보관 하였다가 기도내 염증지표의 측정에 사용하였다.

바바바바. . . . 혈청내 혈청내 혈청내 혈청내 총 총 총 총 IgE IgE IgE IgE 측정측정측정측정 

환자의 정맥혈을 채취하여 원심 분리 후 혈청에 대하여 radioimmunoassay

를 이용하여 혈청내 총 IgE를 측정하였다. 

사사사사. . . . ECP ECP ECP ECP 측정측정측정측정 

호산구 활성화의 지표로 ECP 농도를 측정하였다. 환자의 객담을 원심분리하

여 얻은 상층액내의  ECP 농도를 CAP system (Pharmacia, Sweden)을 이용

하여 측정하였다. 측정 가능한 최소값은 2 ng/ml로 통계분석을 위하여 측정치 

이하의 값은 2 ng/ml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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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아아. . . . IL-5, IL-5, IL-5, IL-5, IL-8, IL-8, IL-8, IL-8, MMP-9, MMP-9, MMP-9, MMP-9, TIMP-1 TIMP-1 TIMP-1 TIMP-1 측정 측정 측정 측정 

호산구 분화와 활성화에 중요한 IL-5와 호중구의 강력한 화학주성인자인  

IL-8, 세포외기질에 대한 단백분해효소로서 기관지천식에서 염증세포의 이동과

정에 중요한 것으로 알려진 MMP-9 및 결체조직에서 분비되어 MMP-9의 작

용을 억제하는 TIMP-1 농도를 각각 측정하였다. 환자의 객담을 원심분리하여 

얻은 상층액내의 IL-5, IL-8, MMP-9, TIMP-1 농도를 효소면역측정법 

(R&D system, USA)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자자자자. . . . 통계분석 통계분석 통계분석 통계분석 

자료간의 통계적 차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SPSS 11.0을 이용하였다. 모든 측

정치는 평균±표준오차로 나타내었다. 동일 군내의 비교는 Paired Wilcoxon 

signed rank test를 이용하였고 서로 다른 군간의 비교는 Mann-Whitney 

test를 이용하였다. 측정치간의 연관성은 Spearman's correlation을 이용하였

다. p값이 0.05 미만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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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III. III. III. 결과결과결과결과

1. 1. 1. 1. 대상 대상 대상 대상 환자의 환자의 환자의 환자의 임상적 임상적 임상적 임상적 특성특성특성특성 

대상 환자 20명의 평균나이는 45.3±4.2세였으며, 아토피가 있는 기관지천식

은 13명이었고 흡연자는 4명이었다. 이들의 혈청내 평균 총 IgE는 379.0±78.1 

IU/ml이었고, 진단당시의 FEV1기저치 평균은 예측치의 80.1±4.4%였다. 

표 1. 대상 환자의 임상적 특성

임상적 특성 측정치 (환자수=20)

나이(세) 45.3±4.2

성별(남/여) 12 / 8

흡연(비흡연/현재흡연)    16 / 4

아토피(%) 70

총 IgE (IU/ml) 379.0±78.1

FEV1기저치(%) 80.1±4.4

기도가역성 정도 (%)
* 25.2±3.7

PC20 methacholine (mg/ml) 18.3±4.8 

PC20 adenosine (mg/ml) 269.5±64.8

*
기도가역성 정도(%)=(속효성 베타2 항진제 사용후 FEV1-속효성 베타2     

 항진제 사용전 FEV1) / 속효성 베타2 항진제 사용전 FEV1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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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효성 베타2 항진제의 투여후 호전되는 FEV1의 변화율을 계산한 기도가역

성 정도는 평균 25.2±3.7% 였으며, PC20 methacholine의 평균은 18.3±4.8 

mg/ml, PC20 adenosine은 269.5±64.8 mg/ml (표 1). 

2. 2. 2. 2. 천식의 천식의 천식의 천식의 중증도에 중증도에 중증도에 중증도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임상적 임상적 임상적 임상적 특성특성특성특성

천식의 중증도는 1997년 천식의 진단과 치료에 관한 국제합의 보고서18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대상 환자를 경증 지속성(경증) 및 중등증 지속성(증등증)

의 두 군으로 나누어 비교하였을때, 기도가역성 정도가 중등증군에서 경증군보

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큰 것으로 관찰되었다(p=0.004). 

표 2. 천식의 증증도에 따른 대상환자의 임상적 특성

임상적 특성

중증도

p값경증
(환자수=12)

중등증 
(환자수=8)

나이(세) 45.3±4.2 36.1±7.0 0.123

총 IgE(IU/ml) 379.0±78.1 489.0±127.5 0.237

기도가역성 정도(%) 25.2±3.7 38.1±6.3 0.004*

PC20 methacholine(mg/ml) 18.3±4.8 9.1±5.9 0.051

PC20 adenosine(mg/ml) 269.5±64.8 104.5±77.3 0.040*

혈액내 호산구수(/㎕) 406.3±71.2 450.0±113.2 0.482

혈액내 호산구 분율(%) 4.9±0.7 5.5±1.0 0.386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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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20 methacholine은 경증군에서 18.3±4.8 mg/ml, 중등증군에서 9.1± 

5.9 mg/ml로 중등증군에서 보다 낮은 경향을 보였으나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

는 없었다. PC20 adenosine은 경증군에서 269.5±64.8 mg/ml, 중등증군에서 

9.1±5.9 mg/ml로 중등증군에서 유의하게 낮은 값을 보였다(p=0.040). 혈청 

총 IgE, 혈액내 호산구수 및 그 분율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표 

2).

3. 3. 3. 3. 천식의 천식의 천식의 천식의 증증도에 증증도에 증증도에 증증도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객담내 객담내 객담내 객담내 IL-5, IL-5, IL-5, IL-5, IL-8, IL-8, IL-8, IL-8, MMP-9, MMP-9, MMP-9, MMP-9, TIMP-1, TIMP-1, TIMP-1, TIMP-1, 

MMP-9/TIMP-1MMP-9/TIMP-1MMP-9/TIMP-1MMP-9/TIMP-1비 비 비 비 및 및 및 및 ECPECPECPECP의 의 의 의 차이차이차이차이 

표 3. 천식의 증증도에 따른 객담내 IL-5, IL-8, MMP-9, TIMP-1,

      MMP-9/TIMP-1비 및 ECP의 차이

 

중증도

p값경증

(환자수=12)

중등증 

(환자수=8)

IL-5(pg/ml) 21.7±7.6 25.0±7.4 0.571

IL-8(ng/ml) 9.9±3.8 6.6±2.2 1.000

MMP-9(ng/ml) 579.3±333.5 662.0±519.4 0.792

TIMP-1(ng/ml) 491.4±174.9 334.0±181.0 0.734

MMP-9/TIMP-1비 2.1±0.8 1.4±0.3 0.877

ECP(ng/ml) 159.2±71.8 108.2±79.0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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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환자의 진단당시 객담내 기도염증반응에 관여할 것으로 추정되는 사이토

카인을 포함한 여러 염증지표 값을 측정하여 천식의 중증도에 따라 비교하였다. 

MMP-9은 경증군보다 중등증군에서 증가된 경향을 보였고, TIMP-1은 중등증

군보다 경증군에서 증가된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3).

4. 4. 4. 4. 진단당시의 진단당시의 진단당시의 진단당시의 메타콜린 메타콜린 메타콜린 메타콜린 기관지유발시험과 기관지유발시험과 기관지유발시험과 기관지유발시험과 아데노신 아데노신 아데노신 아데노신 기관지유발시험의 기관지유발시험의 기관지유발시험의 기관지유발시험의 결과결과결과결과

메타콜린 기관지유발시험의 민감도는 65%(13/20명)이었고, 아데노신 기관

지유발시험의 민감도는 60%(12/20명)이었다. 메타콜린 기관지유발시험은 양성

이었으나 아데노신 기관지유발시험이 음성인 환자는 3명이었으며, 메타콜린 기

관지유발시험은 음성이었으나 아데노신 기관지유발시험이 양성인 환자는 2명이

었다.

5. 5. 5. 5.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 흡입제 흡입제 흡입제 흡입제 치료 치료 치료 치료 전후의 전후의 전후의 전후의 폐기능 폐기능 폐기능 폐기능 및 및 및 및 기도과민성의 기도과민성의 기도과민성의 기도과민성의 변화변화변화변화 

진단 당시와 4주간의 스테로이드 흡입제(부데소나이드 800μg/일) 치료후의 

폐기능 및 기도과민성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FEV1기저치, maximal 

midexpiratory flow rate (MMFR), PC20 methacholine, PC20 adenosine 모

두 4주간의 스테로이드 흡입제 치료후에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p<0.001, 

p=0.049, p=0.004, p=0.004)(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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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스테로이드 흡입제 치료전후의 폐기능 및 기도과민성의 변화 

변수 치료전 치료후 변화(Δ) p값

FEV1기저치(%) 80.1±4.4 94.9±3.9 14.8±3.3  <0.001
*

MMFR(%) 54.8±5.8 64.7±6.2 9.9±4.7 0.049
*

PC20 methacholine(mg/ml) 18.3±4.8 34.3±5.0 16.0±4.9 0.004
*

PC20 adenosine(mg/ml) 269.5±64.8 458.2±59.2 188.7±58.2 0.004
*

*
p<0.05 

천식의 중증도에 따라 치료전후의 폐기능 및 기도과민성의 변화를 관찰하였

다. 경증군에서는 FEV1(p=0.041), PC20methacholine(p=0.043)이 치료후에 

유의한 호전을 보였으나, MMFR과 PC20adenosine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반

면 중등증군에서는 FEV1, MMFR, PC20 adenosine이 유의한 호전을 보였고 

PC20 methacholine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5, 6). 

 표 5. 경증군의 스테로이드 치료전후의 폐기능 및 기도과민성의 변화

변수 치료전 치료후 p값

FEV1(%) 91.6±4.7 100.8±5.2 0.041
*

MMFR(%) 67.6±6.9 69.3±9.1 0.476

PC20 methacholine(mg/ml) 24.4±6.6 39.7±5.5 0.043
*

PC20 adenosine(mg/ml) 379.5±82.5 536.9±69.6 0.116
  

   *p < 0.05 



- 16 -

표 6. 중등증군의 스테로이드 치료전후의 폐기능 및 기도관민성의 변화 

변수 치료전 치료후 p값

FEV1기저치(%) 62.9±2.9 86.0±4.7 0.018
*

MMFR(%) 35.5±5.4 57.8±7.5 0.017
*

PC20 methacholine(mg/ml) 9.1±5.9 26±9.0 0.128

PC20 adenosine(mg/ml) 104.5±77.3 340.1±95.2 0.018
*

   *p < 0.05 

6. 6. 6. 6.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 흡입제 흡입제 흡입제 흡입제 치료전후의 치료전후의 치료전후의 치료전후의 객담내 객담내 객담내 객담내 IL-5, IL-5, IL-5, IL-5, IL-8, IL-8, IL-8, IL-8, MMP-9, MMP-9, MMP-9, MMP-9, TIMP-1, TIMP-1, TIMP-1, TIMP-1, 

MMP-9/TIMP-1MMP-9/TIMP-1MMP-9/TIMP-1MMP-9/TIMP-1비비비비, , , , ECPECPECPECP의 의 의 의 변화변화변화변화

스테로이드 흡입제 치료후의 객담내 염증지표들은 모두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으

나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다(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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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스테로이드 흡입제 치료전후의 객담내 IL-5, IL-8, MMP-9, TIMP-1,

      MMP-9/TIMP-1비, ECP의 변화

변 수 치료전 치료후 p값

IL-5(pg/ml) 23.0±5.3 20.4±4.1 0.304

IL-8(ng/ml) 8.6±2.4 4.6±0.6 0.501

MMP-9(ng/ml) 612.4±280.1. 313.2±107.3 0.601

TIMP-1(ng/ml) 428.4±125.5 345.6±79.5 0.794

MMP-9/TIMP-1비 1.8±0.5 1.1±0.2 0.179

ECP(ng/ml) 151.1±57.6 64.4±22.7 0.492

7. 7. 7. 7.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 흡입제의 흡입제의 흡입제의 흡입제의 치료효과의 치료효과의 치료효과의 치료효과의 예측예측예측예측

4주간의 스테로이드 흡입제 치료효과를 판정할 수 있는 지표로 FEV1 기저값의 

변동치, PC20 methacholine의 변동치(ΔPC20 methacholine), PC20 adenosine의 

변동치(ΔPC20 adenosine)를 사용하였다. 치료전 ΔPC20 methacholine은 혈액내 

호산구분율과(Rho=0.488, p=0.034), ΔPC20 adenosine은 TIMP-1과 각각 상관

관계를 보였다(Rho=0.464, p=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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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8. 8. 8. MMP-9, MMP-9, MMP-9, MMP-9, TIMP-1TIMP-1TIMP-1TIMP-1과 과 과 과 IL-8IL-8IL-8IL-8의 의 의 의 관계관계관계관계

치료전의 객담내 MMP-9와 IL-8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Rho=0.655, 

p<0.05), TIMP-1과 IL-8은 보다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ho=0.815, 

p<0.001).

           그림 1. 스테로이드 흡입제 치료전 IL-8과 MMP-9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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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스테로이드 흡입제 치료전 IL-8과 TIMP-1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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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IV. IV. IV. 고 고 고 고 찰 찰 찰 찰 

기도과민성은 기관지천식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기도과민성은 기도염증의 

결과로 시작되며 기저 염증의 정도와 연관관계를 가진다고 알려져 있다19,20. 기도벽

의 비후에 의한 기도직경의 감소21, 기도상피세포의 손상으로 분비되는 여러 가지 

매개체에 의한 기도평활근의 수축도22 기도과민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기전으로 알

려져 있다. 기도과민성은 다양한 종류의 기관지유발시험을 통해 측정될 수 있으며 

치료효과에 대한 평가에도 사용될 수 있다. 그와 동시에 기관지천식의 증상과도 깊

은 관계가 있다23,24. 이런 이유로 기관지천식의 진단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기도 한

다. 

기관지유발시험으로 현재까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메타콜린 기관지유발시험은 

직접적으로 기도내의 평활근을 자극하여 기도수축을 일으킨다. 메타콜린을 포함한 

여러 가지 직접자극들은 기관지천식에서 뿐만 아니라 cystic fibrosis25, 기관지확장

증 쇼그렌 증후군 , 만성폐쇄성폐질환28에서도 기도수축을 일으킬 수 있으며 흡연

자29나 정상인30에서도 기도수축을 일으킨다는 보고도 있다. 또한 메타콜린 기관지

유발시험은 기저 기도염증보다는 기도직경의 감소를 더 잘 반영한다는 보고도 있다

31.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간접적으로 생체내의 기도수축물질을 유리시킴으로써 

보다 생리적인 기도수축을 일으키는 물질인 아데노신을 이용한 기관지유발시험이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간접 자극은 염증매개체를 분비시키기 때문에 기도내 염증

세포의 존재여부에 따라 기도수축의 정도가 결정된다. 실제로 항염증 치료후 PC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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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enosine의 호전이 PC20 methacholine의 호전보다 컸다는 보고도 있다32. 아데노

신 기관지유발시험이 기도내의 호산구성 염증을 잘 반영하여 아토피성 천식의 진단

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이같은 아데노신 기관지유발시험은 기도과민

성을 선별하고 기도염증반응을 반영하는 지표로서의 의미 외에도 cromone, 테오필

린, 베타2 항진제, 스테로이드 흡입제, 항히스타민제, 류코트리엔 길항제 등의 다양

한 천식치료제를 연구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33. 메타콜린 기관지유발시험의 

경우 James 등34에 의하면 한계치(cut-off)에 따라 다르지만 8 mg/ml의 PC20을 

한계치로 할 때 약 60%의 민감도와 90%의 특이도를 가지고 현증 기관지천식을 

진단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Fowler 등35은 메타콜린 기관지유발시험에서 5 

mg/ml의 PC20을 한계치로 할 때 76%의 민감도를, 2 mg/ml의 PC20을 한계치로 

할 때 64%의 민감도를 보였고, 아데노신 기관지유발시험의 경우 200 mg/ml의 

PC20를 한계치로 할 때 50%의 민감도와 100 mg/ml의 PC20를 한계치로 할 때 

37%의 민감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메타콜린과 아데노신 기관지유발시험이 각

각 65%와 60%의 민감도를 보였다. 아데노신 기관지유발시험에서 Fowler 등의 결

과보다 높은 민감도를 보였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320 mg/ml의 비교적 높은 한계

치를 설정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송 등36은 400 mg/ml의 더 높은 한

계치에서도 더 낮은 민감도를 보고한 바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어렵다. 아

직까지는 적절한 한계치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며 이에 대해서는 큰 규모의 

집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Fowler 등의 연구는 이미 기관

지천식을 진단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했고, 이들 중 상당수가 이미 적어도 한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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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천식치료제를 투여 받아왔다는 사실로 미루어 그들의 연구에서 기도과민성

을 통한 기관지천식 진단의 민감도는 낮게 관찰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Fowler 등은 메타콜린 기관지유발시험이 아데노신 기관지유발시험보다 

천식의 중증도에 더 밀접한 관련이 있어 중증일수록 낮은 PC20를 보였다고 보고하

였다. 본 연구에서도 유의하지는 않았으나(p=0.051) 경증군보다 중등증군에서 

PC20 methacholine이 낮은 값을 보였다. 그러나 Fowler 등의 연구에서 아데노신 

기관지유발시험에서는 PC20 adenosine이 중증도에 따라 차이가 없었던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아데노신 기관지유발시험에서도 경증군보다 중등증군에서 PC20 

adenosine이 낮은 값을 보였고 통계학적으로도 유의하였다. Fowler 등의 연구와는 

대상환자수의 차이가 있어 직접적 비교는 어려워 중증도에 따른 기도염증 상태의 

정도와 PC20 adenosine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Cho 등37은 호산구의 분화와 이동에 중요한 사이토카인인 IL-5를 기도에서 얻

은 CD4+ T세포에 실험실적으로 자극을 주었을 때 중증 천식일수록 보다 많은 양

의 IL-5를 생성한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객담내에서의 IL-5가 중등증 및 중증 천

식에서보다 경증 천식에서 더 높았다는 보고도 있다38. 본 연구에서는 중등증군에서 

경증군보다 객담내 IL-5가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

이지 않았다. 

최근에는 기도염증반응에서 호중구의 역할에 대한 연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지

속성 기관지천식 환자를 주된 기도염증 양상에 따라 호산구가 우세한 경우와 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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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우세한 경우의 두 군으로 나눌 수 있으며, 특히 호중구가 우세한 군에서 정상

군이나 호산구 우세군보다 객담내 IL-8이 높음을 보여준 연구가 있으며39, IL-8이 

특히 중증의 기관지천식에서 객담내 중성구의 증가와 관련하여 높아져있다는 보고

도 있다38. 본 연구는 천식 진단을 위해 기관지유발시험을 통한 기도과민성을 확인

할 수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대상 환자에 중증 기관지천식을 포함하지

는 못하였으며, 경증군과 중등증군으로 나누어 분석한 객담내 IL-8의 유의한 차이

는 관찰할 수 없었다. 

MMPs는 칼슘 및 아연 의존성 효소로서 다양한 기도세포로부터 불활성 상태의 

zymogen으로 분비되는 단백분해효소군이다. 비활성형의 MMPs는 trypsin-2같은 

다른 단백분해효소에 의해 활성화되어 α-globulin같이 비특이적인 방법으로 또는 

TIMPs와 같이 특이적인 결합으로 억제되어 활성 균형을 유지하면서 세포외기질의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체내에서 활성형과 비활성형으로 동시에 존재한다40. 본 

연구에서는 활성형과 비활성형을 포함한 총 MMP-9을 측정하였다. MMP-9은 기

저막을 구성하는 type IV collagen을 분해하는데, 과도한 MMPs는 조직의 구조를 

파괴시키고 증가된 TIMPs는 과도한 조직의 치유와 섬유화를 유발할 수 있어 혈청 

MMP-9/TIMP-1비가 기도의 염증과 섬유화반응의 지표가 될 수 있음을 보고한 

바가 있다41. 현재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MMP-9은 기관지천식의 급성악화시 혈액

내에서42, 객담내에서43, 기관지폐포세척액내에서44 증가할 수 있고 알레르겐 유발시

험후45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다.  대조군과의 비교를 확인하지는 못하였으나 기관지

천식의 중증도에 따라 객담내 MMP-9의 농도를 비교하였을 때, 중등증군에서 경



- 24 -

증군보다 MMP-9가 증가된 경향을 보였으며 항염증치료인 스테로이드 흡입제의 

투여후 객담내 농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바, 기관지천식의 기도염증에 대한 

MMP-9의 역할과 천식 중증도에 따른 기도내 MMP-9 양상에 대한 더 많은 환자

를 대상으로 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ECP는 호산구의 과립내에 존재하며 호산구가 활성화되면 분비되는 물질로서 호

산구의 활성화와 분비능의 지표로 널리 이용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 객담 ECP농도

와 혈액내 호산구수 및 호산구분율은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다. 그러나 경증군과 중

등등군에서 ECP의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Louis 등46이 중증도와 객담내 

호산구수 및 ECP가 밀접한 관계를 가짐을 보고한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였다. 그

러나  Ronchi 등47은 객담내 ECP는 중증도와 상관성이 있지만 강하지 않고 정확한 

임상적 상태를 반영하지는 못함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4주간의 스테로이드 흡입제 치료후의 폐기능의 변화를 보면 FEV1기저치, 

MMFR, PC20 methacholine, PC20 adenosine 모두 유의한 호전 소견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소기도 폐쇄의 지표로 이용되는 MMFR이 중등증군에서 치료전에 경

증군보다 유의한 감소를 보였으며 4주간의 치료후에 의미있는 호전을 보인 것은 스

테로이드 흡입제의 치료로 중등증 천식에서 동반되는 소기도 폐쇄의 호전됨을 확인

한 것이라 생각된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스테로이드 흡입제 치료후 PC20 methacholine과 PC20 

adenosine이 동시에 증가하였다. 그러나 4명의 환자는 PC20 adenosine이 치료후 

증가하였으나 PC20 methacholine은 오히려 감소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아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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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신 기관지유발시험이 항염증치료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는데 보다 더 유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Vignola 등48은 6개월 이상의 이환기간을 가진 경증 지속성 기관지천식 환자에

서 저용량의 스테로이드 흡입제 치료 전후의 객담내의 MMP-9과 TIMP-1, 

MMP-9/TIMP-1비를 측정하여 치료 전후의 MMP-9의 변동치와 TIMP-1의 변

동치가 유의한 상관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MMP-9/TIMP-1비가 스테로이

드 치료후에 유의하게 증가함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Bosse 등42은 4주간 매일 800 

㎍의 부데소나이드 흡입 치료후 객담내 MMP-9과 TIMP-1을 측정한 연구에서 경

증의 기관지천식군은 치료전에 두 값이 정상군과 차이가 없으며 부데소나이드 치료

후에도 MMP-9과 TIMP-1은 변화되지 않음을 보고하기도 했다. 본 연구에서는 

치료 전후의 MMP-9, TIMP-1, MMP-9/TIMP-1비가 증가하는 경향은 있었으

나 유의성은 없어 Bosse 등41과 일치된 결과를 보였다.

Simpson49 등은 객담내에서 호산구에 비해 호중구가 우세한 특징을 보이는 기

관지천식환자들의 객담에서 MMP-9이 매우 높음을 보고한 바 있다. 알려져있듯이 

호중구분화의 후기에 호중구가 MMP-9을 합성하며 과립형태로 저장된 MMP-9은 

호중구활성화와 함께 분비되며, 흥미롭게도 IL-8으로 처치된 호중구에서 MMP-9

의 분비가 빠르게 일어나는 것이 실험실적으로 관찰된바 있다50. 이미 IL-8은 호중

구의 강력한 화학주성인자인 동시에 활성화인자로 알려져 있으며39, 최근에는 IL-8

과 MMP-9의 관계에 대한 보고에서 MMP-9이 IL-8의 아미노말단의 가공을 도

와 IL-8의 역가(potency)를 증가시킨다고 밝힌바 있다51. 김 등52의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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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P-9와 IL-8이 약한 상관성을 보여주었으나 Simpson  등의 연구에서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강한 상관관계가 관찰되었다. 반면 MMP-9/TIMP-1비는 김 등의 

결과와 달리 상관성이 관찰되지 않았지만 TIMP-1이 IL-8과 강한 상관관계를 보

이는 새로운 결과를 관찰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MMP-9과 호중구의 연관성

을 주장한 기존의 연구결과와 MMP-9과 호중구관련 사이토카인인 IL-8과의 연관

성을 확인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재확인하고 나아가 IL-8과 TIMP-1의 관계를 처

음 발견하였다. 이에 앞으로는 기관지천식환자의 병인기전에서 객담내 호중구, 

IL-8, MMP-9와 더불어 TIMP-1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

다.  

스테로이드제는 기관지천식 환자의 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

나 치료에 대한 반응도는 각기 달라서 치료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적절한 지표가 

필요한 실정이다. Meijer 등53은 기관지천식 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경구용 스테로

이드, 고용량의 스테로이드 흡입제, 저용량의 스테로이드 흡입제로 2주간 치료하고 

치료전후의 FEV1기저치, PC20 methacholine, 삶의 질을 측정하여 치료전 예측인

자의 후보 지표인 혈액과 객담내의 호산구수, ECP, 호기 nitric oxide (NO) 등과

의 관계를 관찰하였다. 그러나 치료전 혈액과 객담내의 호산구수만이 예측인자로서 

의미가 있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FEV1기저값의 변동치와 PC20 

methacholine 변동치, PC20 adenosine 변동치를 사용하여 치료전 측정한 혈액 내 

호산구수와 객담내 염증지표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치료전 혈액 호산구분율이 

PC20 methacholine 변동치와 양의 상관성을 보였으며 이 결과는 Meijer 등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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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치료전 객담내 TIMP-1과 PC20 adenosine 변동치간

에 양의 상관성이 관찰되었는데 기도과민성에 대한 스테로이드 치료의 예후인자로

서 TIMP-1의 유용성에 대한 연구가 향후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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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V. V. V. 결 결 결 결 론론론론

본 연구는 새로 진단된 기관지천식 환자에서 기도과민성의 측정도구인 아데노신 

기관지유발시험이 기존의 메타콜린 기관지유발시험에 비하여 진단적 유용성을 가지

는지 조사하고 두 유발시험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동시에 여러 가지 기도 염증의 지

표를 측정하여 관련된 병인기전을 밝히려 하였으며, 동일 대상군에서 스테로이드 

치료후의 변화를 관찰하여 아데노신 기관지유발시험과 관련된 기도염증반응의 기전

을 알아보고 그 임상적인 유용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1. 본 연구에서 아데노신 기관지유발시험은 60%의 진단적 민감도를 관찰하였

다.

2. 아데노신 기관지유발시험은 중등증의 천식환자에서 스테로이드 흡입제의 치

료효과를 메타콜린 기관지유발시험보다 잘 반영할 수 있다. 

3. 스테로이드 흡입제의 치료효과와 관계된 메타콜린 기관지유발시험의 호전은 

혈액내 호산구분율과 관계가 있고, 아데노신 기관지유발시험의 호전은 객담내 

TIMP-1과 관계가 있다.

4. 객담내에서 측정한 MMP-9은 IL-8과 밀접한 관계를 가짐을 관찰하였고, 

TIMP-1도 IL-8과 연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 29 -

이상의 결과에서 아데노신 기관지유발시험은 메타콜린 기관지유발시험과 함께 

기도과민성을 확인하여 기관지천식 진단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특히 중등

증 환자에서는 스테로이드 흡입제 치료후 평가도구로 보다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함께 향후 아데노신 기관지유발시험과 객담내 TIMP-1

의 관계와 IL-8, 호중구, MMP-9과 TIMP-1의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로 기

관지천식의 병인기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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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way hyperresponsiveness and airway inflammation are the 

characteristic features in bronchial asthma. Airway hyperresponsiveness is 

usually measured with direct stimuli such as methacholine or histamine. 

Adenosine 5'-monophosphate, which acts indirectly via the secondary 

release of mediators, is another stimulus to measure brochial 

hyperresponsiveness. Airway hyperresponsiveness to adenosine 

monophosphate reflects airway inflammation and some cytokines and  

mediators have important roles in airway inflammatory process.  

Interleukin(IL)-5 is a cytokine that  is essential for eosinophilic 

inflammation and eosinophil cationic protein (ECP) has been suggested as 

a marker of eosinophil activation in asthma. IL-8 is a potent 

chemoattractant of neutrophil and may be considered to reflect neutroph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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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ted airway inflammation. Matrix metalloproteinase-9 (MMP-9) and 

its inhibitor, tissue inhibitor of metalloproteinase-1(TIMP-1), are involved 

in tissue inflammatory process and fibrogenic process, respectively.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the 

provocative concentration of methacholine producing a 20% decline in FEV1 

(PC20 methacholine), PC20 adenosine and inflammatory markers in newly 

diagnosed asthmatics and to compare the changes in each after inhaled 

corticosteroid treatment. 

 We performed a prospective analysis of data from 20 patients with a 

diagnosis of persistent bronchial asthma (17-67 years, FEV1>60% 

predicted). Patients were assigned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severity 

of the disease of either mild (mean FEV1 91.6±4.7%, n=12) or 

moderate(mean FEV1 62.9±2.9%, n=8). Methacholine and adenosine 

bronchial provocation test, sputum induction, blood sampling were 

performed before and after treatment with corticosteroid for 4weeks. 

The sensitivity of methacholine and adenosine  bronchial provocation 

test in diagnosis of  bronchial asthma are 65% and 60%, respectively. 

Both PC20 methacholine and PC20 adenosine are improved after 

corticosteroid treatment. Devided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severity, in 

mild group, improvement in PC20 methacholine (p<0.05) after corticosteroid 

treatment was found but not in PC20 adenosine. In moderate group, 

improvement in PC20 adenosine (p<0.05) after corticosteroid treatment was 

found but not in PC20 methacholine. Pre-treatment (pre-) MMP-9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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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lated with PC20 methacholine and PC20 AMP (p<0.05; p<0.05). Strong 

correlations between pre- IL-8 and pre- MMP-9 (Rho=0.655, p<0.05) 

and between pre- IL-8 and pre- TIMP-1 (Rho=0.815, p<0.001) was 

observed. We found that changes in PC20 methacholine and PC20 adenosine 

after treatment with inhaled corticosteroid are correlated with eosinophil 

percentage in blood and pre- TIMP-1 in sputum, respectively (Rho=0.488, 

p<0.05; Rho=0.464, <0.05). All inflammatory markers such as IL-5, IL-8, 

MMP-9 ,TIMP-1 and ECP decreased after treatment but no significance 

was found. 

Our findings show that PC20 adenosine and PC20 methacholine are useful 

markers to assess the efficacy of antiinflammatory therapy. In moderate 

persistent asthma, PC20 adenosine may be more valuable to evaluate the 

efficacy of treatment than PC20 methacholine. We can infer that MMP-9 

and TIMP-1 may be associated with neutrophil mediated airway 

inflammation. We also speculate that eosinophil percentage in blood and 

sputum TIMP-1 may be applicable to predict clinical response to 

corticosteroid through methacholine and adenosine bronchial provocation 

test, respectively. 

--------------------------------------------------------------------

Key Words: adenosine monophosphate, bronchial asthma, airway 

hyperresponsiveness, interleukin-5, interleukin-8, matrix metalloproteinase-9,  

tissue inhibitor of metalloproteinase-1, eosinophil cationic pro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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