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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소아 천식 환자에서 감작된 항원의 수에 따른 

알레르기 지표의 비교   

최근 알레르기 질환의 증가와 함께 한 종류의 항원에만 감작되는 경우보다 

여러 종류의 항원에 동시에 감작되는 천식환자가 늘고 있으며 이러한 환자에

서 혈청 총 IgE 치, 특이 IgE 치 및 알레르기 반응을 매개하는 각종 사이토카

인이 증가되어 있고 면역요법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보고가 있다. 이에 저자는 

소아 천식 환자를 단일 감작군과 다수 감작군으로 나누어 이러한 알레르기 지

표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 다. 

소아 천식 환자 130명을 대상으로 단일 감작군과 다수 감작군으로 나누어 

두 군간의 알레르기 지표를 비교하기 위하여 증상점수, 혈청  총 IgE 치, 특이 

IgE 치, 총 호산구수, IL-10 치 및 알레르기 피부시험 반응도를 알아보았으며 

면역요법의 효과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면역요법이 시작된 지 18

개월 후에 상기항목의 추적 검사 결과를 비교하 다.

단일 감작군은 68명, 다수 감작군은 62명이었다. 단일 감작군과 다수 감작

군을 비교한 결과 증상점수와 혈청 총 IgE 치는 다수 감작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되어 있었으며(각각 5.0±0.1점과 5.3±0.1점, 406.5±60.9 IU/ml과 

626.8±85.8 IU/ml) (P<0.05), 특이 IgE 치와 총 호산구수도 다수 감작군에서 단

일 감작군보다 증가되어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면역요법 

후 시행한 평가에서는 단일 감작군은 증상점수가 면역요법 전에 5.0±0.1점에서 

면역요법 후에 1.7±0.1점으로 감소하 고(P<0.05), 특이 IgE 치도 97.3±34.2 

IU/ml에서 59.2±21.9 IU/ml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 다(P<0.05). 다수 감

작군에서도 증상점수가 면역요법 전에 5.3±0.1점에서 면역요법 후 2.4±0.1점으

로 감소하 으나(P<0.05) 단일 감작군에서 더욱 현저한 감소를 보이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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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P<0.05). 특이 IgE 치는 다수 감작군에서는 면역요법 전에 비해 면역

요법 후에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보 다. IL-10 치는 단일 감작군과 다수 감

작군에서 각각 15.4±9.1 pg/ml, 4.1±1.4 pg/ml로 단일 감작군이 높게 나타났으며 

면역요법 전과 후를 비교하면 두 군 모두에서 면역요법 후에 IL-10 치가 증가

하 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결론적으로 다수 감작군에서 알레르기 지표가 심하게 나타나며 면역요법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알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수 감작군에

서 면역요법 등 환자 관리에 단일 감작군보다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리라 생

각된다.

핵심 되는 말 : 천식, 단일 감작군, 다수  감작군, 알레르기 지표, 면역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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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천식 환자에서 감작된 항원의 수에 따른 

알레르기 지표의 비교   

<지도교수 김규언>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김은아

Ⅰ. 서 론

최근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른 흡입성 항원에 대한 노출 증가 및 실내외 공

기오염 증가 등에 의해 개별 항원에 대한 감작율이 높아지는 한편 한 종류의 

항원에만 감작되는 경우보다 여러 종류의 항원에 동시에 감작되는 천식 환자

가 늘고 있다1. 또한 여러 항원에 감작되어 있는 환자에서 한 종류의 항원에 

감작된 환자보다 혈청 총 IgE 치와 특이 IgE 치가 높고 면역요법에 대한 효과

가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2
.

알레르기 면역반응은 여러 인자에 의해 조절되며 이 중 사이토카인

(cytokines)이 중심적 역할을 한다. T helper(Th) 세포는 분비되는 사이토카인의 

종류에 따라 Th1 세포와 Th2 세포로 나누어진다. 즉 Th1 세포는 주로 

IL-2(interleukin-2)와 IFN-γ(interferon-γ)를 생성하여 세포 매개성 면역반응에 관

여하고 Th2 세포는 IL-4와 IL-5 등을 생성하여 알레르기 반응에 관여한다고 알

려져 있다
3-6
. 면역요법은 이러한 사이토카인 분비양상을 Th2 사이토카인(IL-4, 

IL-5)에서 Th1 사이토카인(IFN-γ)으로 전환시킨다고 한다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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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e 등10은 T 세포 사이토카인 분비양상도 다른 알레르기 지표들과 마찬가

지로 감작된 항원의 수에 따라 다르다고 보고하 다.

 이에 저자는 대표적 알레르기 질환인 천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종류의 항원

에 감작된 환자와 여러 종류의 항원에 감작된 환자에서 이러한 알레르기 지표 

및 면역요법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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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상 및 방법

1. 대상

1998년 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세브란스병원 소아  알레르기 클리닉에서 

미국흉부학회(American thoracic society)의 진단기준에 따라
2,11,12

 천식으로 진단받

은 환자 중에서 18개월 이상 면역요법을 받은 환자 130명을 대상으로 하 다.

알레르기 피부시험을 통하여 집먼지진드기에만 양성 반응을 보인 68명을 

단일 감작군(monosensitized group)으로 하고 집먼지진드기를 포함하여 2개 이상

의 항원에 양성 반응을 보인 62명을 다수 감작군(polysensitized group)으로 분류

하 다.

두 군간의 알레르기 지표를 비교하기 위하여 증상점수(symptom scores), 혈

청  총 IgE 치, 특이 IgE 치, 총 호산구수, IL-10 치 및 알레르기 피부시험 반

응도를 알아보았고 또한 이들 두 군간의 면역요법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면역요법을 실시한 뒤 18개월 후에 상기지표의 변화를 추적 검사하 다.

2. 방법 

가. 증상점수

환자나 보호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천식의 대표적 3대 증상인 호흡곤란, 천

명, 기침을 각 항목별로 정도에 따라서 0-2점으로 점수화하 다13,14.

  

나. 혈청 총 IgE 치와 특이 IgE 치의 측정

환자의 말초혈액을 채취하고 CAP system FEIA(Pharmacia & Upjohn 

Diagnostic AB, Uppsala, Sweden)에 의하여 총 IgE 치 및 집먼지진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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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matophagoides farinae)에 대한 특이 IgE 치를 측정하 다.

  

다. 총 호산구수의 측정

채취한 혈액을 EDTA로 항응고시키고 6시간이내에 Coultre사(Hialeah FL, 

Miami, Florida, U.S.A.)의 자동 혈구 분석기로 총 호산구수를 측정하 다.

  

라. IL-10 치의 측정

환자 혈청내 IL-10 치는 sandwich ELISA법(R & D systems Inc., Minneapolis, 

Minnesota, U.S.A.)에 의해 측정하 다.

  

마. 알레르기 피부시험

알레르기 피부시험 시행 72시간 전부터 항히스타민제, 스테로이드제, 데오필

린제 및 항알레르기제의 투여를 중단하도록 한 뒤, 환자의 등에 최소한 2.5㎝의 

간격을 두고 2종의 집먼지진드기, 개와 고양이 상피항원, 진균류 및 화분류 등

을 포함한 총 63종의 항원액(Torii사, 일본)을 떨어뜨린 후 소파법으로 검사를 

시행하 다. 양성 판정은 Scandinavia 알레르기 학회
15
에서 제시한 기준을 사용

하여 검사 시행 20분 후 양성 대조액인 0.1% 히스타민액에 의한 팽진의 크기

와 비교하여 팽진의 크기가 히스타민의 1/2 내지 1배인 경우를 2+, 히스타민과 

같은 경우를 3+, 두배 이상인 경우를 4+로 하여 2+이상인 경우 양성으로 판정

하 으며 피부시험 반응도는 집먼지진드기(Dermatophagoides farinae)에 의한 팽

진의 크기를 양성 대조액에 의한 팽진의 크기로 나눈 비율로 표기하 다. 

  

바. 면역요법

세브란스병원 소아 알레르기 클리닉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실시

하 다
16
.제 1단계로 최저농도의 백신(vaccine)을 소량씩 투여하기 시작하여 환

자가 감내할 수 있는 최대량의 항원에 도달하기까지 1주일 간격으로 증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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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는 초기치료를 완료하고, 제 2단계로 일단 최대량의 항원을 투여할 수 있

게 된 뒤 그 양을 1개월 간격으로 유지해서 장기간 투여하는 유지치료를 실시

하 다.

  

사. 통계분석

모든 측정값은 평균±표준오차로 나타내었고 SPSS 11.0 통계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student t-test 방법으로 각 군 별간 유의한 차를 검정하 다. P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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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1. 대상 환자의 특성

전체 130명 환자 중 단일 감작군은 68명, 다수 감작군은 62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각각 6.3±0.3세, 7.6±0.3세이었고 남녀 비는 단일 감작군이 1:1, 다수 감

작군이 2.1:1이었다. 천식 이외의 다른 알레르기 질환을 동반한 경우는 단일 

감작군 58명(85%), 다수  감작군이 57명(92%)이었으며 알레르기 비염, 알레르

기 결막염, 아토피피부염 등의 순으로 두 군간에 차이는 없었다. 알레르기 피

부시험상 양성인 항원의 수가 다수 감작군에서 평균 5.0±0.5개로 집먼지진드

기, Alternaria, 바퀴 등의 순이었다(표 1).

표 1. 대상 환자의 특성  

 

단일 감작군 다수 감작군

대상 환자수(명) 68 62

나이(세) 6.3±0.3 7.6±0.3

남녀 비 1:1 2.1:1

다른 질환 동반 환자수(%) 58명(85) 57명(92) 

감작된 항원수(개) 1 5.0±0.5



- 7 -

2. 알레르기 지표의 비교

증상점수는 단일 감작군은 5.0±0.1점, 다수 감작군은 5.3±0.1점으로 다수 감

작군에서 더 높게 나타나 증상이 보다 심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수 있었다

(P<0.05). 혈청 총 IgE 치는 다수 감작군에서 626.8±85.8 IU/ml로 단일 감작군의 

406.5±60.9 IU/ml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되어 있었으며(P<0.05), 집

먼지진드기에 대한 특이 IgE 치는 단일 감작군이 101.8±24.0 IU/ml, 다수 감작

군이 129.9±25.4 IU/ml로 다수 감작군에서 증가되어 있었으나 유의하지는 않았

다. 또한 총 호산구수도 다수 감작군에서 571.9±53.8/㎣로 단일 감작군의 

502.2±102.2/㎣보다 높았으나 역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그림 1).

 피부시험 반응도는 단일 감작군이 1.8±0.1, 다수 감작군이 1.7±0.1로 두 군간

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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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IgE치(IU/ml) 총호산구수(/mm3)

단일감작군 다수감작군

집먼지진드기에 대한 

특이 IgE치(IU/ml)

406.5

P<0.05

626.8

101.8
129.9

NS

NS

502.2

571.9

그림 1. 단일 감작군과 다수 감작군에서 알레르기 지표 비교. 

NS: 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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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역요법 효과의 비교

면역요법 전과 후의 검사소견을 비교하여 보면 혈청 총 IgE 치와 총 호산

구수는 단일 감작군과 다수 감작군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의의있는 변화를 보

이지 않았다(표 2).

단일 감작군은 증상점수가 면역요법 전에 5.0±0.1점에서 면역요법 후에 

1.7±0.1점으로 감소하 고(P<0.05)(그림 2), 집먼지진드기에 대한 특이 IgE 치도 

97.3±34.2 IU/ml에서 59.2±21.9 IU/ml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 다

(P<0.05)(그림 3). 또한 피부시험 반응도 역시 1.8±0.1에서 1.2±0.1로 유의한 감

소를 보 다(P<0.05)(표 2). 

다수 감작군에서도 증상점수가 면역요법 전에 5.3±0.1점에서 면역요법 후 

2.4±0.1점으로 감소하 으나(P<0.05) 단일 감작군에서 더욱 현저한 감소를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그림 2). 집먼지진드기에 대한 특이 IgE 치는 다수 

감작군에서는 면역요법 전에 65.8±21.6 IU/ml에서 면역요법 후에 73.2±40.2 

IU/ml로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보 으며(그림 3) 피부시험 반응도는 1.7±0.1

에서 1.3±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 다(P<0.05)(표 2).     

표 2. 단일 감작군과 다수 감작군에서 면역요법 효과의 비교

*
P<0.05

⍏
피부시험 반응도(A/H ratio): Ratio of wheal of allergen and histamine

단일 감작군 다수  감작군

면역요법 전 면역요법 후 면역요법 전 면역요법 후

총 IgE 치(IU/ml) 397.7±62.2 450.0±71.6 661.1±89.9 622.5±83.9

총 호산구수(/㎣) 499.2±103.7 359.7±28.6 557.5±54.5 526.3±59.4

피부시험 반응도
⍏

1.8±0.1 1.2±0.1
*

1.7±0.1 1.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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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5 P<0.05

P<0.05

5.0

1.7

5.3

2.4

그림 2. 단일 감작군과 다수 감작군에서 면역요법 전과 후의 증상점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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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5

NS

97.3

59.2

65.8

73.2

그림 3. 단일 감작군과 다수 감작군에서 면역요법 전과 후의 집먼지진드기

(D.farinae)에 대한 특이 IgE 치 비교. 

NS: 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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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L-10 치의 비교

IL-10 치는 단일 감작군과 다수 감작군에서 각각 15.4±9.1 pg/ml, 4.1±1.4 

pg/ml로 단일 감작군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면

역요법 전과 후를 비교하면 단일 감작군은 15.4±9.1 pg/ml에서 30.1±19.1 pg/ml

로, 다수 감작군은 4.1±1.4 pg/ml에서 5.1±2.8 pg/ml로 두 군 모두에서 증가하

으나 역시 유의하지는 않았다(그림 4).  

15.4

30.1

NS

4.1

NS

5.1

그림 4. 단일 감작군과 다수 감작군에서 면역요법 전과 후의 IL-10 치 비교. 

NS: 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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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본 연구의 결과 단일 감작군과 다수 감작군이 여러 알레르기 지표에 있어

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수 있었는데 다수 감작군이 단일 감작군에 비하여 

총 IgE 치가 높고 증상이 보다 더 심하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인 의의는 없으나 

특이 IgE 치와 총 호산구수도 높게 나타났다. 이전의 보고에서의 다수 감작군

이 총 IgE 치
2,10,11
와 특이 IgE 치가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와 거의 일치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2,11

. 본 연구에서는 특이 IgE 치의 표준 편차가 너무 커서 통계

적인 의의가 없었으나 이런 경우 IgE immunoblots 검사를 병행했더라면 보다 

더 의미있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Bousquet 등2은 다수 감작

군에서 IgE immunoblots 결과가 보다 더 이질적으로(heterogenous) 나타난다고 

하 으며 이는 다수 감작군에서 보다 더 많은 항원결정기(epitopes)에 대한 IgE 

항체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 다.

Pene 등
10
은 단일 감작군과 다수 감작군의 IgE 면역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IL-4 분비에 있어서의 차이 때문이라고 하며 이에 따라 고 IgE 반응군

(high IgE responders)과 저 IgE 반응군(low IgE responders)으로 나눌수 있다고 

하 다. 동물 모델에서도 백서(mice)의 종류에 따라 IgE 면역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 BALB/c 백서는 고 IgE 반응군인데 반하여 SJL 백서는 저 IgE 반응군

이며 이러한 특징은 유전자에 의해 조절된다고 하 다
12
. 즉 백서 종류에 따라 

IL-4 mRNA의 발현에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현상에 의해 IL-4와 IgE의 생산량

도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7. 이러한 실험결과들을 토대로 알

레르기 반응을 조절하는 최소한 두가지의 유전적 기전을 생각해 볼수 있는데 

단일 감작군(저 IgE 반응군)의 경우 알레르기 감작이 HLA-DR이나 DP 분자와 

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반해 다수 감작군(고 IgE 반응군)의 경우는 MHC와 

결합하는 항원결정기(epitope)가 퇴화되었음을 시사하는 HLA-DR이나 DP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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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한 알레르기 감작을 보여준다18,19.

면역요법의 가치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은 있으나 그 효용성에 대한 보고는 

꾸준히 있어왔으며
20-26

 본 연구에서도 전체 환자에서 면역요법 후에 증상점수 

및 피부시험 반응도가 감소하는 것을 알수 있었다. 그러나 총 IgE 치, 특이 

IgE 치와 총 호산구수는 통계적으로 의의있는 변동이 없었는데 이에 대하여는 

보고자들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Koker 등
27
은 면역요법 후에 총 IgE 치 

및 총 호산구수가 감소한다고 하 으나 Jarolin 등28은 IgG1, IgG4와 더불어 총 

IgE 치도 상승한다고 보고하 고 Turner 등29과 McHugh 등30에 의하면 면역요

법 후 특이 IgE의 변동은 없다고 하 다. 

Bousquet 등
2
은 면역요법의 효과가 단일 감작군과 다수 감작군에서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 는데 증상점수, PGD2, 피부시험 반응도, 특이 IgG 치 등의 비

교를 통해 다수 감작군에서 면역요법의 효과가 떨어진다고 하 다. 이 등
31
도 

감작된 알레르기 항원의 수가 적을수록 면역요법의 효과가 좋다고 하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본 연구에서도 단일 감작군에서 다수 감작군보다 증상점수와 특이 IgE 치

의 변화가 유의하게 감소하여 면역요법의 효과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알수 

있었다.

이와 같이 다수 감작군에서 면역요법의 효과가 떨어지는 이유로 전술한 바

와 같이 다수 감작군은 항원에 대한 IgE 반응이 증가되어 있어 이 결과 단일 

감작군에서 요구되는 최적항원량(optimal allergen dose)으로 이뤄지는 면역요법

에는 반응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또한 다수 감작군에 쓰이는 항원 혼합액

(allergen mixtures)은 단일 항원액보다 불안정하다고 하며 이러한 사실은 집먼지

진드기와 고양이 털이나 돼지풀(ragweed)이 혼합된 항원액에서 밝혀져 있다
32,33

. 

그러나 이러한 불안정은 고온이나 장기 보관 중에 흔히 일어나기 때문에 단정

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다수 감작군에서 중합 추출액(polymerized extracts)34,35과 같은 보다 안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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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액을 기존의 최적량보다 증량시켜 사용할 때 보다 효과적인 면역요법이 

이루어질수 있으리라 생각되나 그 부작용을 생각할 때 쉽게 결론 내릴수 없는 

문제이다.

면역요법의 작용기전은 아직 명확히 밝혀져 있지는 않으나 차단항체

(blocking antibody)인 IgG의 생성에 의한다는 설이 아직도 대표적이며
36-39

 작동

세포(effector cell)의 반응성이 감소되어 호산구의 이동이 감소하고
40,41

 비만세포 

등에서 화학매개 물질의 분비가 감소한다는 설이 있고42 최근에는 T 세포의 억

제기능이 증가되어 조절세포체계(regulatory cellular network)를 변화시킨다는 설

이 유력하다
43,44

. 즉 장기간의 면역요법으로 인해 Th2 세포형을 Th1 세포형으

로 유도함으로써 사이토카인 분비양상을 IL-2, IFN-γ 쪽으로 유도하여 IL-4에 

의한 IgE 생성을 조절한다는 것이다
43,45-48

.

생쥐의 IL-10이 주로 Th2 사이토카인인데 반하여
49
 사람의 IL-10은 Th1 세

포, B 세포, 단핵성 식세포 등에서 생성되며 작용범위가 더 넓다50. 사람의 

IL-10은 Th1 세포로부터 IFN-γ와 IL-2의 생성을 억제하고 Th2 세포에 작용하여 

IL-4와 IL-5의 생성을 저해하며 또한 단핵성 식세포에 의한 IL-6와 TNF-α의 생

성을 저해한다
51-53

. 따라서 IL-10은 IgE 생성을 저해하고 호산구의 증식과 활성

화를 억제시켜 알레르기 염증반응을 감소시키며 또한 단핵성 식세포와 Th1 세

포의 비특이적인 세포성 염증반응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인체내에서 항염증 사

이토카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되어 있다54.

본 연구에서 통계적인 의의는 없으나 단일 감작군에서 IL-10 치가 높았으며 

면역요법 후에 IL-10 치가 면역요법 전에 비해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Borish 등
54
은 천식환자의 기관지 폐포액에서 상대적으로 IL-10을 생성하는 

능력이 감소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하 으며 Hobbs 등
55
은 알레르기 환자에서 

IL-10 유전자의 전사과정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함으로써 IL-10 생성의 결

함이 알레르기 과민반응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Pene 등10은 사이

토카인 분비양상이 단일 감작군과 다수 감작군에서 다르다고 하 는데 다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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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군에서 IL-4와 sCD23(soluble part of the low-affinity receptor for IgE) 치가 높

고, IL-2와 IFN-γ 치가 낮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 단일 감작군에서 IL-10 

치가 높은 것은 이러한 일련의 보고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 면역요법 후에 IL-10 치가 증가하 는데 이 등
56
에 의하

면 면역요법 반응군에서 면역요법 무반응군보다 유의하게 IL-10 mRNA 발현이 

높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벌독 알레르기 환자에서 유효한 면역요법 후 IL-10 

mRNA 발현이 증가된다는 보고57와 일치하 다. 그러나 Keskin 등58은 면역요법 

후에 오히려 IL-10 치가 떨어진다고 하 으며 SӦderlund 등59은 화분 알레르기 

환자에서 면역요법 후에 IL-10 생성에 변화가 없다고 보고하 다.

IL-10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많으나 면역요법 후에 증가된 

IL-10 치는 천식 증상의 호전과 알레르기 염증반응을 감소시켜 면역요법의 효

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결론적으로 단일 감작군과 다수 감작군은 임상적으로나 면역학적으로 서로 

다른 군이라고 생각되며 이러한 차이는 각종 사이토카인의 분비양상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다수 감작군에서 알레르기 지표가 심하게 나타나

며 면역요법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알수 있었으며 알레르기 염증반응과 특

이 면역요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IL-10 치에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수 있었

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수 감작군에서 면역요법 등 환자 관리에 단일 

감작군보다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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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1998년 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세브란스병원 소아  알레

르기 클리닉에서 천식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에서 18개월 이상 면역요법을 받

은 환자 130명을 대상으로 단일 감작군과 다수 감작군으로 분류하여 두 군간

의 알레르기 지표 및 면역요법의 효과를 비교하 다. 

1. 단일 감작군에 비해 다수 감작군에서 혈청 총 IgE 치와 증상점수가 유의하

게 증가되어 있었으며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으나 특이 IgE 치와 총 호산구수

도 높게 나와 차이가 있음을 알수 있었다. 

2. 면역요법 시행 후 단일 감작군에서 다수 감작군보다 증상점수와 특이 IgE 

치가 유의하게 감소하여 면역요법의 효과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통계적인 의의는 없었으나 단일 감작군에서 다수 감작군에 비해 IL-10 치가 

높게 나왔으며 면역요법 전에 비해 후에 IL-10 치가 더욱 증가하는 것을 알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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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arison of allergic indexes between monosensitized and          

 polysensitized patients in childhood asthma

Eun Ah Kim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Kyu-Earn Kim)

Background: Exposed to common environment, only certain individuals develop 

an IgE-mediated immune response differing from subject to subject. Some patients 

are sensitized to a single allergen whereas the majority of patients have IgE 

antibodies against many allergens. Monosensitized patients differ immunologically 

and clinically from polysensitized patients, monosensitized individuals having a 

lower total and specific IgE response. In addition, specific immunotherapy was 

effective in monosensitized patients and less effective in polysensitized patients. We 

studied allergic indexes between monosensitized and polysensitized patients in 

childhood asthma.  

Method: We selected 130 asthmatic patients with monosensitized and polysensitized 

group. We measured symptom score, serum total IgE, TEC, IL-10 and skin test 

reactivity to compare allergic indexes between two groups and followed 18 months 

after immunotherapy to compare the effectiveness of immunotherapy.

Results: There were 68 monosensitized patients and 62 polysensitized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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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sensitized group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monosensitized group in 

symptom score and total IgE level(5.0±0.1 vs 5.3±0.1, 406.5±60.9 IU/ml vs 

626.8±85.8 IU/ml respectively)(P<0.05) and was higher in specific IgE level and 

TEC insignificantly. In monosensitized group, symptom score and specific IgE level 

were significantly reduced after immunotherapy(from 5.0±0.1 to 1.7±0.1, from 

97.3±34.2 IU/ml to 59.2±21.9 IU/ml respectively)(P<0.05). In polysensitized group, 

symptom score was reduced after immunotherapy(from 5.3±0.1 to 2.4±0.1)(P<0.05) 

but the degrees of reduction were higher in monosensitized group(P<0.05). 

Moreover specific IgE level was increased after immunotherapy in polysensitized 

group(from 65.8±21.6 IU/ml to 73.2±40.2 IU/ml). Monosensitized group was higher 

than polysensitized group in IL-10 level(15.4±9.1 pg/ml vs 4.1±1.4 pg/ml)  and 

IL-10 was increased after immunotherapy insignificantly.

Conclusion: Polysensitized group showed more severe allergic indexes and was less 

effective in immunotherapy. In conclusion, we suggest immunotherapy have to be 

done more carefully in polysensitized group.

key words: asthma, monosensitized, polysensitized, allergic index, immuno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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