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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소아 천식 환자에서 흡입성 항원 특이 IgE와  

폐기능과의 상관관계 

 

최근 알레르기 질환의 증가에 있어서 항원에 대한 감작이 중요한 

위험요인이 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항원으로서 집먼지 진드기, 바

퀴, 애완동물(고양이, 개) 및 곰팡이가 지목되고 있다. 국내외 여러 

문헌을 보면 성인에서 집먼지 진드기, 꽃가루, 집먼지, 개와 고양이

털같은 흡입성 항원에 대한 감작과 폐기능 감소와의 관련성에 대한 

보고가 있어왔으며, 또 천식을 가진 소아들의 90% 정도가 이러한 

흡입성 항원에 감작되었다는 보고도 있다. 이렇게 흡입성 항원에 노

출과 폐기능 감소와의 상관관계에 대하여는 많이 알려져 있으나, 흡

입성 항원 특이 IgE 수치와 폐기능 감소 정도와의 관련성은 명백히 

밝혀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천식 환아에서 가장 대표적 항원인 집먼지 진드기 2

종류(Dermatophagoides pteronyssinus, Dermatophagoides 

farinae)와 도시 거주자에서 천식 발작에 더 큰 역할을 한다고 알려

져 있는 바퀴항원을 추가 하였고, 크기가 작고 수가 많으며 계절적

인 영향을 덜 받아 일년 내내 발견되어 중요한 흡입항원으로 여겨

지는 Alternaria의 특이 IgE 수치와 폐기능 감소 정도의 상관관계

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2001년 10월부터 2002년 8월까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알레르기 클리닉에 내원한 천식 환아 26명과 정상 소아 33명

을 대상으로 하였다. 각 군에서 CAP system FEIA를 시행하여 4가

지 흡입성 항원에 대한 특이 IgE 수치를 측정하고 폐기능 검사로 

FEV1/FVC, FEV1, FEF25-75%값을 측정하여 각 항원과 폐기능과의 

상관관계를 구하였다.  

연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천식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FEV1과 

FEF25-75%값이 의미있게 감소되어 있었다(p<0.05). 또 천식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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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입성 항원중 Dermatophagoides farinae에 대한 특이 IgE 측정치

가 높아짐에 따라 FEV1(r=-0.38, p<0.05)과 FEF25-75%(r=-0.39, 

p<0.05)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대조군에서는 각각의 

항원에 대한 특이 IgE 수치와 폐기능 사이에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

았다.  

결론적으로 소아 천식 환아에서 Dermatophagoides farinae에 대한 

특이 IgE 수치의 증가는 폐기능 감소를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간

접적인 지표로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되는말 : 집먼지 진드기, 천식, 흡입성 항원, 폐기능검사, 특이 

I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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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천식 환자에서 흡입성 항원 특이 IgE와  

폐기능과의 상관관계 

<지도교수 김규언>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최 성 연 

 

Ⅰ. 서론  

 
알레르기 질환이 증가되고 있다는 사실을 최근 많은 보고에서 볼 

수 있고, 이러한 알레르기 질환의 증가에 있어서 항원에 대한 감작

이 중요한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항원으로서 집먼지 

진드기, 바퀴, 애완동물(고양이, 개) 및 곰팡이가 지목되고 있다.1,2  

성인에서 보면 집먼지 진드기, 꽃가루, 집먼지, 개와 고양이털 같은 

흡입성 항원에의 감작과 폐기능 감소와의 관련성에 대한 보고가 있

어왔다.3-6 또한 천식을 가진 소아의 90% 정도가 이러한 흡입성 항

원에 감작되었다는 보고도 있다.7 Gergen 등은8,9 집먼지 및 

Alternaria와 성인 천식과의 관련에 대해 보고한 바 있고 

Perzanowski 등도10-13 Alternaria항원에 대한  감작이 학동기 소

아의 천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한 보고에서는 소아

에서 Aspergillus fumigatus에 대한 혈청내 IgE 증가가 FEV1 및 

FEF25-75%의 감소의 위험요인이 된다고 밝혔다.3,14 Schwartz 등은
15 6~12세 사이의 소아에서의 집먼지와 개털, 참나무에 대한 감작

이 FEV1을 감소시킨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Joseph 등은16 집

먼지 진드기나 바퀴에 감작된 경우에서는 메타콜린에의 과민성과 

연관성이 없으나 고양이나 개털, Alternaria 같은 진균과는 관련이 

있다고 발표하였다. 흡입성 항원의 노출 정도와 폐기능 감소간의 상

관관계에 대해 이처럼 다양한 보고가 있어왔다.  

흡입성 항원이 천식을 유발하는 기전을 보면 항원이 기관지 점막

의 염증을 유발하고 기도의 개형(remodeling)과 만성적인 기도의 

비가역성 폐쇄를 유도하여 천식 증상을 야기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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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6,9,17,18 천식 환자의 환경에서 항원의 감작 여부가 천식 발병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주로 이해되고 있으나, 항원 특이 

IgE 수치와 폐기능 감소와의 상관관계가 명확히 밝혀져 있지는 않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로 소아를 대상군으로 정하여 천식 환

아와 정상 아동을 구분하고 주요 흡입성 항원인 

Dermatophagoides pteronyssinus(Der p), Dermatophagoides 

farinae(Der f), Alternaria, 그리고 바퀴 등  특정 항원에 대한 각

각의 IgE 수치를 측정하여 항원에의 감작 정도와 천식과의 상관관

계를 살펴보았다. 두 번째로 천식 환아와 정상 아동에서 기도폐쇄를 

잘 나타낸다고 알려진 FEV1, FEV1/FVC, FEF25-75%  3가지 폐기능

지표의 측정값을 비교하였고, 세 번째로 각 항원에 대한 특이 IgE 

측정치에 따른 폐기능 감소의 정도를 관찰하여 항원 특이 IgE 수치

와 폐기능 감소와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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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 연구 대상 

 

가. 대상자 선택  

연구 대상은 2001년 10월부터 2002년 8월까지 세브란스병원 알

레르기 클리닉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무기록 검토 및 특이 

IgE 검사, 폐기능 검사를 시행하였다. 환자는 폐기능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7세 이상인 소아를 대상으로 천식군 26명과 대조군 33명

으로 구분하였다. 천식의 진단에는 기침, 가래, 천명, 흉통 등 천식

의 증상을 가진 환아에서 메타콜린 유발시험상 양성인 경우이거나, 

상기 증상이 있으면서 폐활량계상 정상 이하로 감소되어 있다가 기

관지 확장제 치료나 스테로이드 치료후에 폐기능의 호전을 보이는 

가역성을 보였을때 천식으로 진단하였다.19-22 대조군은 같은 연령대

에 속하는 소아 중에서 천식 증상이 없으며 메타콜린에 의한 기도 

과민성이 없는 건강한 소아를 대상으로 하였다. 

 

2. 방 법 

 

가. 특이 IgE 검사  

특이 IgE 검사는 CAP system FEIA(Pharmacia, Sweden)를 이

용하여 집먼지 진드기 (Der p, Der f), Alternaria, 바퀴에 대하여 

시행하였다. 특이 IgE 수치는 0.35KUA/L 이상인 경우 양성으로 정

하였다. 

 

나. 폐기능 검사 

폐기능 검사는 연구 대상들 중 천식 환자들의 경우에는 검사 당시 

호흡곤란이나 천명소견이 없이 임상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시행하

였고, 서있는 상태로 컴퓨터와 연결된 Microlab 3300(Micro 

Medical Ltd, England) 폐활량계를 사용하였다. FEV1, FEV1/F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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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F25-75%를 측정하고 이를 나이와 성별, 키에 따라서 교정하여 백

분률로 표시하였다.  

 

다. 통계 처리 

자료 분석시에는 모두 평균과 표준편차로 표시하였다. 먼저 천식군

과 대조군을 나누어 폐기능 검사의 값을 정리하고 두 군간의 차이

를 T-test로 살펴보았고, 두 군에서 각각의 흡입성 항원에 대해 양

성을 보인 숫자를 정리하고 두 군간의 차이는 Pearson chi-square

로 비교하여 흡입성 항원과 천식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천식군과 대조군에서 각각의 항원 특이 IgE의 수치에 따라 3가지 

폐기능 검사의 값을 정리하여 항원의 양과 폐기능 감소와의 차이를 

보고자 ANOVA test를 사용하여 통계적 의의를 분석하였고, 이를 

Pearsman correlation을 통해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모든 p-value

는 0.05 이하인 경우에 통계학적인 의미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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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1. 대상 환자의 임상적 특징 

 

2001년 10월부터 2002년 8월까지 세브란스병원 알레르기 클리닉

에 내원한 환자들 중 연구에 참여한 천식군은 26명이었고 대조군은 

3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남성 및 여성의 수를 보면 천식군은 남

아가 20명이고 여아가 6명이었으며 대조군의 경우 남아가 22명, 여

아가 11명이었다. 연령을 살펴보면 천식군의 경우 평균연령이 10.7

세였고, 대조군의 경우 9.6세였다(표 1). 

 

표 1. 대상 환아의 특성 

 천식군 대조군 

대상자 수(명) 26 33 

평균 나이(세) 10.7±2.ⁿ 9.6±2.0 

성별(남:녀) 20:6 22:11 

Total  IgE(KUA/L) 362.3±475.6 167.1±145.2 

평균±표준편차 

 

2. 천식군과 대조군간에서 폐기능검사의 비교 

 

천식군과 대조군간의 폐기능을 비교해볼 때 천식군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FEV1과 FEF25-75% 값이 의미있게 감소되어 있었으나 

FEV1/FVC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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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천식군과 대조군간에서 폐기능의 차이 

변수 천식군 대조군 

Corrected FEV1(%) 79.7±15.8* 88.6±12.4 

Corrected FEV1/FVC(%) 102.0±10.5 107.3±7.1 

Corrected FEF25-75% (%) 82.3±26.9* 107.6±22.9 

*p value<0.05 

 

3. 천식군과 대조군간에서 항원 특이 IgE 양성도 비교 

 

두 군에서 네가지 항원에 대한 특이 IgE의 양성여부를 살펴보았는

데 천식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Der p와 Der f 특이 IgE 수치 양성을

보인 경우가 더 많음을 알 수 있었다(표 3).  

 

표 3. 천식군과 대조군에서 특이 IgE 양성도의 비교 

흡입항원 천식군(%)  

n=26 

대조군(%) 

n=33 

Der p 16(61.5)* 11(33.3) 

Der f 15(57.7)* 9(27.3) 

Alternaria 2(7.7) 1(3) 

Cockroach 3(11.5) 0 

*p value<0.05, Der p : Dermatophagoides pteronyssinus,  

Der f : Dermatophagoides farinae 

 

4. 항원 특이 IgE 수치와 폐기능간의 상관관계 

 

천식군에서 Der p,  Alternaria, 바퀴는 FEV1과 FEF25-75%, 

FEV1/FVC 모두에서 항원 특이 IgE 측정치 증가에 따른 폐기능의 

감소를 보였으나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는 감소를 보이지 않았다. Der 

f 에서는 ANOVA 통계법에 의해 분석해볼 때 항원 특이 IgE수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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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함에 따라 FEV1과 FEF25-75% 값이 의미있는 감소를 보였다(p 

<0.05)(그림 1, 2). 그러나 FEV1/FVC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상

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표 4). 대조군에서는 각각의 항원에 대한 

특이 IgE 측정치와 폐기능 사이에 일정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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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천식군에서 Dermatophagoides farinae 특이 IgE 수치에 

따른 FEV1값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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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천식군에서 Dermatophagoides farinae 특이 IgE 수치에 

따른 FEF25-75% 값의 변화. 

 

 

표 4. 천식환아에서 폐기능과 항원 특이 IgE와의 상관계수 

변수 FEV1 FEF25-75% FEV1/FVC 

Der p - 0.19 - 0.28 - 0.11 

Der f - 0.39* - 0.38* - 0.21 

Alternaria - 0.19 - 0.02 - 0.02 

Cockroach - 0.08 - 0.21 - 0.25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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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아토피 소인을 갖고 있는 사람에서는 흡입성 항원에 감작되어 그 

흡입성 항원에 의해 기관지 점막의 알레르기 염증반응이 유발되고 

기도의 개형과 만성적인 비가역성 폐쇄를 유도하여 이후 천식 증상

이 발생된다고 알려져 있다.6,9,17,18 우리나라의 알레르기 환자는 성

인이나 소아 모두에서 집먼지 진드기인 Der p, Der  f 에 높은 정

도로 감작되어 있는데 감작되어 있는 이런 항원들이 천식의 원인 

항원이 될 수 있다고 한다.18,23,24 Platts-Mills 등은25 집먼지 진드

기의 양과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 특히 기관지 천식의 발생은 밀접

한 연관이 있고, 증상을 유발하는 집먼지 진드기의 역치 양도 보고

한 바 있다. Witteman 등도26 Der p 같은 항원에 대한 감작이 

FEV1을 감소시킨다는 가설을 입증하였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폐기

능을 감소시킬 정도의 항원의 특이 IgE 역치 양에 대한 보고는 부

족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집먼지 진드기인 Der p, Der f를 포함하여 

Alternaria, 바퀴 등 흡입성 항원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이 네가지 

항원에 대한 특이 IgE 수치와 폐기능 감소와의 관련도를 조사하였

다.  

 이번 연구에 사용한 폐기능 검사의 지표인 FEV1, FEV1/FVC는 기

관지 질환의 상태를 나타내는 좋은 지표로 기관지 수축이 되어 있

는 경우 정상에 비해 감소된 수치를 보인다.27 천식을 가진 환아들

의 경우에서는 천식 발작이 없는 상태에서도 정상 아동에 비해서

FEV1, FEV1/FVC, FEF25-75%의 감소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는데,3 

본 연구에서도 안정된 상태의 천식 환아에서 정상 아동에 비해 

FEV1과 FEF25-75%에서 의미있는 감소를 보였다.  

천식군과 대조군의 항원 특이 IgE의 양성도의 비교를 해보았을 때 

집먼지 진드기 두 종류에 대해서는 의미있는 관련도를 보였으나 

Alternaria나 바퀴에서는 두 군간의 차이가 없었다. 미국에서 바퀴 

알레르기가 17~41%라고 하는 조사나 국내에서 12.5%라고 발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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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와는 달리 이번 조사에서는 바퀴에 대한 양성도가 높지는 않았

다.1,28 Alternaria 역시 성인과 소아 모두에서 약 10%정도를 보인

다는 조사 결과와 달리 양성을 보인 환아가 적었다.24 이는 이번 조

사의 대상자수가 적었던 점에서 전체를 대변하지 못했다는 점과, 사

용한 CAP 시스템의 예민도가 집먼지 진드기의 96% 정도에 비해 

바퀴의 65%, Alternaria 57%로 더 낮은 점 등을 생각해 볼 수 있

을 것으로 여겨진다.29 

특이 IgE와 폐기능간의 관련도를 보았을 때 천식군에서는 Der f 가 

폐기능검사중 FEV1과 FEF25-75%와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상관관계

를 보였고, 다른 세가지 종류의 항원도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통계학

적인 의미는 보이지 않았다. 정상 대조군의 경우에서는 네가지 모두

에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우리나라 집먼지 진드기는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Der f

가 Der p보다 더 광범위하게 또 많이 서식하고 있는 우점종으로 밝

혀져 있다.30 이는 서울 지역에서 채취한 집먼지에서도 Der f 가 

Der p보다 그 양이 훨씬 많았다는 보고에서도 알 수 있다.31  Der 

p, Der f 에 대한 특이 IgE는 매우 밀접한 교차성이 있으나, 천식 

환아에서도 이 두 항원에 대해서 서로 다른 정도로 관련성을 보인

다고 보고된 바 있다.3,32,33 이것은 이번 결과에서 Der f 특이 IgE가 

페기능 감소와 의미있는 관련성을 보인 반면, Der p 특이 IgE는 통

계적인 의미가 없었던 점을 부분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FEF25-75%에서 Der f 특이 IgE와 관련성을 보였는데 이는  

Hamid 등이34 발표한 바와 같이 천식 환아에서 내경이 2mm 미만

인 세기관지가 주요 염증부위라는 내용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Lin 등이3 발표한 내용에서도 FEF25-75%가 FEV1이나 FEV1/FVC 

등 다른 지표보다 항원 특이 IgE와 관련성이 더 있는 것으로 보였

다. 진균에 대한 알레르기 피부단자 시험상 양성율에 대한 국내 보

고에서도 성인이나 소아에서 모두 여러 가지 진균 항원에 대해 

10% 전후의 감작율이 관찰되고, 그중에서도 Alternaria에 대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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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률이 가장 높아 알레르기 질환 원인항원으로서의 중요성이 시사

되고 있다. 특히 공기중의 곰팡이 포자수와 천식 증상의 증등도 및 

천식 환자들의 응급실 내원 빈도간에 밀접한 상관관계도 보고되고, 

국내 대기중 포자수도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역치 이상으로 관찰

되어 우리 환경에서도 곰팡이가 천식의 주요 원인항원으로 작용할

것으로 추측되어 왔다.35 본 연구에서는 이들 진균중 Alternaria를 

사용하여 폐기능과의 관련성을 보았으나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상관

관계를 보이지는 않았다. 

바퀴는 Kang등이36 바퀴추출물을 가지고 흡입유발검사를 실시하여 

조기반응과 후기반응을 보고하면서 바퀴항원과 천식 사이의 연관성

이 확인된 바 있다. 이후로 많은 연구에 의해 천식의 중요한 원인으

로 중요성이 제시되어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폐기능과의 관련도에서 

의미있는 소견을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Alternaria나 바퀴의 결

과는 항원 특이 IgE 양성을 보인 수가 적었던 점에서 그 상관관계

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어려웠던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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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는 천식군과 대조군을 나누어 네가지의 흡입성 항원에 대하

여 CAP system FEIA으로 특이 IgE를 측정하고 폐기능을 측정하

여, 각각의 항원 특이 IgE 수치와 폐기능값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

펴보았다. 천식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FEV1과 FEF25-75%값이 의미

있게 감소되었으며 흡입성 항원중 Der f 에 대한 특이 IgE 수치에 

대해 FEV1, FEF25-75%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대조군

에서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로 미루어, 소아 천

식환자에서 Der f 에 대해 특이 IgE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FEV1과 

FEF25-75% 같은 폐기능 검사가 감소되어 있음을 예측할 수 있는 하

나의 간접적인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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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rrelation between Inhalant Allergen Specific IgE  

and Pulmonary Function in Children with Asthma 

 

Sung Yeon Choi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Kyu-Earn Kim)  

 

There have been numerous reports on relationship between 

exposure to inhalant allergen and reduced pulmonary capacity 

in adult asthmatic patients, but little has been studi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haled allergen-specific IgE and 

pulmonary function in asthmatic children. This study plans to 

focus on four major inhaled allergen found in Korea, 

Dermatophagoides pteronyssinus, Dermatophagoides farinae, 

Alternaria, and Cockroach-specific IgE, and evaluate the 

pulmonary function in association with the amount of the 

aforementioned allergens. In 26 asthmatic patients and 33 

normal children, the amount of specific IgEs for the 4 specified 

inhaled allergens were detected by employing CAP system 

FEIA, and the subjects' FEV1/FVC, FEV1, FEF25-75% were 

evaluated through pulmonary function test. The results were 

compared for correlation. In the asthmatic patient group, FEV1 

and FEF25-75% were reduced significantly (p <0.05). The 

asthmatic group also exhibited significant reduction in 

FEV1(r=-0.38, p<0.05) and FEF25-75%(r=-0.39, p<0.05) in 

association with the Dermatophagoides farinae - spec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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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ergen. In the comparison group, no significant correlation was 

detectable between the allergen-specific IgE and results of 

pulmonary function test.  

In asthmatic patients, the level of Dermatophagoides 

farinae - specific IgE can be used as a significant index to 

suspect reduced pulmonary function.  

                                                                

Key Words : House dust mite, Asthma, Inhalant allergen, 

Pulmonary function test, Specific I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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