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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애집개미(Monomorium pharaonis) 항원의 

흡입성 알레르겐으로서의 역할 및 주알레르겐 특성 규명

개미에 의한 알레르기 질환은 침에 쏘인 후 나타나는 개미독 알레

르기가 대표적으로 가벼운 종창에서부터 전신 알레르기반응까지 다양

하게 나타날 수 있다. 개미에서 나오는 항원을 흡입하여 알레르기 질

환이 발병한다는 보고는 현재까지 없는 상태이나, 실내에 주로 서식

하는 애집개미가 흡입성 알레르겐으로 작용하여 기관지천식과 같은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이 최근 제시되었다. 

현재 애집개미의 서식은 증가하고 있으며, 애집개미가 흡입성 알레르

겐으로 작용한다면 추후 애집개미에 의한 호흡기 알레르기 환자도 계

속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애집개미 항원이 흡입성 알레르

겐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는 전혀 없는 상태로서 그에 대한 규명이 

꼭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애집개미 항원이 흡입성 알레르겐

으로 작용한다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증명하고자 하 다. 

먼저 매일 생활하는 실내 공간에 애집개미 항원이 존재하여 흡입

에 의하여 노출이 가능함을 밝히고자 하 다. 이를 위하여 서울지역

에 위치한 56가구를 계절별 (2001년 4월, 7월, 10월 및 2002년 1월)로 

직접 방문하여 거실, 주방 및 침실에서 먼지를 채집하 다. 토끼를 면

역시켜 애집개미에 특이적인 항혈청을 제조한 후, 채집한 집 먼지내

에 애집개미 항원이 존재하는 지를 억제 ELISA 실험으로 측정하 으

며, 거주자를 대상으로 애집개미-특이 IgE를 측정하 다. 애집개미 항

원의 흡입 노출 가능성이 밝혀지면 주알레르겐을 확인하고 특성을 규

명하 다. 이를 위하여 호흡기 알레르기 환자를 대상으로 IgE ELISA 

및 억제 ELISA 실험을 시행하여 애집개미의 항원성 및 특이성을 확

인하 으며, IgE immunoblotting 및 2-dimensional PAGE를 시행하여 

알레르겐 성분 및 주알레르겐을 확인하 다. 그리고 주알레르겐에 대

한 N-말단 아미노산 배열 순서를 결정하 다.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서울지역 35.7% 가구의 실내 먼지에서 애집개미 항원이 검출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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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애집개미 항원은 계절에 향을 받았으며, 가을 및 겨울 실내 먼

지에서 봄 및 여름에 비하여 높은 농도로 측정되었다 (p<0.05). 실내

에서 개미가 잡힌 가구에서 애집개미 항원의 검출률이 높았으나, 실

내에 개미가 잡히지 않은 일부 가구에서도 높은 농도의 개미 항원이 

검출되었다. 대상가구에 거주하는 거주자 중 11.5%에서 애집개미-특

이 IgE 항체가 검출되었으며, 실내 먼지에서 애집개미 항원이 검출되

는 가구에 거주하는 거주자 (19.6%)에서 검출되지 않는 가구의 거주

자 (4.8%)보다 특이 IgE 검출률이 높았다.  

541명의 호흡기 알레르기 환자를 대상으로 애집개미의 항원성을 

조사한 결과, 14.8%의 환자가 애집개미 항원을 이용한 피부단자시험 

및 특이 IgE 측정에서 양성반응을 보 다. 애집개미에 감작되어 있고 

병력상 애집개미에 의한 천식이 의심되는 환자 10명을 대상으로 애집

개미 항원-흡입 기관지유발시험을 시행한 결과, 9명의 환자가 양성반

응을 보여 애집개미 알레르기에 의한 기관지천식을 임상적으로 확인

하 다. 한편 애집개미 항원은 일부 환자에서는 전혀 교차반응을 나

타내지 않았으나, 일부 환자에서는 마디개미, 바퀴, 집먼지진드기와 교

차반응을 보이는 등 다양한 형태의 교차반응을 보 다. IgE 

immunoblotting 및 2-dimensional PAGE 상 애집개미 주알레르겐은 

32 kDa 및 10 kDa로 확인되었으며, 32 kDa 알레르겐은 pI 값이 각각 

5.62, 5.17, 5.00, 4.81 고, 10 kDa은 5.58, 5.28, 5.22, 5.16 다. 32 

kDa 주알레르겐에 대한 N-말단 아미노산 배열을 확인하 으며, 그 

결과 32 kDa 알레르겐들은 같은 아미노산 배열을 갖는 동일한 성분

으로 마디개미의 chymotrypsin과 65%의 homology를 보 다.

   이상의 결과로 애집개미는 도시 가구의 실내에 서식하며 여러 알

레르겐 성분을 통하여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흡입

성 알레르겐으로 작용함을 최초로 규명하 으며, 주알레르겐을 확인

하고 그 특성을 함께 규명하 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다

양한 분자생물학적 연구를 통한 진단용 시약 및 치료용 약제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되는 말 : 애집개미, 흡입성 알레르겐, 기관지천식, 주알레르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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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집개미(Monomorium pharaonis) 항원의 

흡입성 알레르겐으로서의 역할 및 주알레르겐 특성 규명

<지도교수 홍 천 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과

김 철 우                                                    

                

I.  서   론

알레르기 질환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 즉 유전

적 소인이 있는 사람이 주위 환경내의 여러 알레르겐에 노출되어 감

작이 되고, 그 결과 면역학적 과민반응이 나타나서 발병한다1. 알레르

겐에 대한 감작은 유전적 소인, 나이, 폭로 시점, 알레르겐 노출량 등 

다양한 요인에 복합적으로 향을 받는다
2
. 알레르겐은 실내․외 환경

에 널리 분포되어 있고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알레르겐으로서의 

중요도가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다
3
. 최근 연구 결과 아토피 및 알레

르기 질환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아토피 증가는 환경의 변화

에 따른 흡입성 항원에의 노출 증가 등 생활환경의 변화가 중요한 원

인으로 작용한다
4,5
. 즉 주거환경이 다세대 형태를 취하며 폐된 실내

공간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가습기와 같은 물을 이용하는 

시설물의 증가, 외부 환경과의 차단, 실내공기의 환기 감소 등과 같은 

환경변화는 개별 알레르겐에 대한 감작 정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5
. 알레르겐에 대한 노출의 증가는 기존에 존재하던 알레르겐

에 대한 단순한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이

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물질이 새롭게 항원성을 나타내어 감작을 

일으켜 질병을 유발하는 것도 포함된다
6,7
. 현재 기존에 그 중요성이 

확인되지 않은 새로운 알레르겐 등이 다수 밝혀지고 있으며 그러한 

알레르겐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7-9
. 새로운 알레

르겐을 찾아내는 것은 면역학적 및 분자생물학적 연구를 통하여 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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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알레르겐 및 단클론 항체의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새로운 진

단용 시약 및 치료용 약제를 개발하는데 이용될 수 있으며, 특별한 

원인을 알 수 없어 고식적인 대증요법만 시행받고 있는 환자에게 새

로운 치료방침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알레르기학의 중요한 연구분

야이다. 

알레르겐은 수 십 개의 항원성분을 가진 단백질 복합체로 구성되

어 있다. 항원 구성 성분 중 IgE 항체 반응을 일으키는 부분이 알레

르겐이며, immunoblotting 실험에서 이러한 알레르겐 중에 임상적으

로 입증된 알레르기 환자의 50% 이상과 반응하는 단백질 띠가 관찰

되는 경우 이 부분을 주알레르겐 (major allergen) 이라고 정의한다
10
. 

최근 애집개미 (Monomorium pharaonis; Pharaoh ant)가 흡입성 

알레르겐으로 작용하여 기관지천식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 처음

으로 보고된 바 있다
11
. 개미는 곤충강 (Insecta), 벌목 (Hymenoptera), 

개미과 (Formicidae)에 속하며 약 1억년 전에 출현하여 현재 9,000여

종이 전세계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우리나라에는 100여

종이 서식하고 있다
12,13

. 애집개미는 개미과, 두마디개미아과 

(Myrmicinae)에 속하며 1758년 Linnaeus가 처음 분류하여 발표한 종

이다
14 

(그림 1). 몸의 길이는 1.5-2 ㎜ 이며 황색 또는 적갈색을 띠며 

복부 끝 부분만 흑색이다. 열대성 개미로 실외에는 집을 짓지 않고 

실내에서 생활하며, 실내의 벽이나 천정 틈새, 가구 속 등 어둡고 따

뜻한 곳에 서식하기를 좋아한다. 한 군체는 수천-수십만 마리이며 기

름지고 단 것을 좋아하며 곤충도 잡아먹는 육식성이며, 식품을 오염

시키거나 사람을 물기도 하여 피해를 준다15. 

애집개미는 깨물 때 개미산을 주입시켜 심한 통증, 발적 및 종창

을 초래하며 중독이 심할 때는 두통, 권태, 발열, 경련, 심계항진 등의 

증상을 나타내며 유아에서는 이러한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난다16. 애

집개미를 비롯한 개미과 곤충에 쏘여서 나타나는 전신 알레르기반응

인 아낙휠락시스는 많이 보고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는 상당한 

진척을 이루었으나17,18, 개미에서 나오는 항원을 흡입하여 호흡기 알레

르기 질환이 나타난다는 보고는 현재까지 없는 상태이다. 애집개미는 

현재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가정에서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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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는 종으로 서식빈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보건학적 문제로 애집개미의 서식을 박멸하고자 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19
.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서식 개

체수를 일시적으로 감소시킬 수는 있으나 도시 가구 내에 분포하고 

있는 애집개미의 서식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방법은 현재까지 없는 

상태이다
19,20

.  

그림 1. 애집개미 (Monomorium pharaonis; Pharaoh ant)

애집개미의 가구 내 서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애집개미 항원이 

흡입성 알레르겐으로 작용한다면 추후 애집개미는 중요한 실내 알레

르겐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며 애집개미에 의한 호흡기 알레르기 환

자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애집개미 항원이 흡입성 

알레르겐으로 작용한다는 보고는 전혀 없는 상태로서 그에 대한 규명

이 꼭 필요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애집개미 항원이 흡입에 의하여 알레르기 반

응을 일으킬 수 있는 흡입성 알레르겐으로 작용한다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증명하고자 하 다. 이를 위하여 첫째, 애집개미 항원이 흔히 생

활하는 공간, 즉 실내 환경 내에 존재하는 지를 알아보아 흡입에 의

한 노출이 가능한 지를 확인하 으며, 둘째 애집개미 항원이 흡입성 

알레르겐으로 작용함이 밝혀지면 주알레르겐을 확인하고 특성을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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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 다 (그림 2). 

1. 집 먼지 내 애집개미 항원 측정

2. 거주자에서 애집개미-특이 IgE 측정

3. 애집개미 항원-흡입 기관지유발시험

1. 애집개미-특이 IgE 측정 및 억제 ELISA 실험

2. 애집개미 항원의 SDS-PAGE 

3. 애집개미-특이 IgE immunoblotting

4. 2-dimensional PAGE 및 immunoblotting

5. 주알레르겐 N-말단 아미노산 배열 분석

I. 흡입성 알레르겐의 역할 규명 II. 주알레르겐 특성 규명

흡입성 알레르겐으로의 애집개미 항원

1. 집 먼지 내 애집개미 항원 측정

2. 거주자에서 애집개미-특이 IgE 측정

3. 애집개미 항원-흡입 기관지유발시험

1. 애집개미-특이 IgE 측정 및 억제 ELISA 실험

2. 애집개미 항원의 SDS-PAGE 

3. 애집개미-특이 IgE immunoblotting

4. 2-dimensional PAGE 및 immunoblotting

5. 주알레르겐 N-말단 아미노산 배열 분석

I. 흡입성 알레르겐의 역할 규명 II. 주알레르겐 특성 규명

흡입성 알레르겐으로의 애집개미 항원

그림 2. 애집개미 항원의 흡입성 알레르겐으로서의 역할 및 주알레르겐 특성 

규명 연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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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 재료 

가. 애집개미 채집

   도시 가구 내에 서식하고 있는 애집개미를 채집하기 위하여 애집

개미 알레르기가 의심되는 환자의 가구에서 개미를 채집하 다. 채집

된 개미는 전문가 (김병진교수, 원광대, 익산, 전북)에게 의뢰하여 40

배 해부 현미경하에서 동정하여 종을 분석하 으며, 애집개미의 성충

을 골라내어 -70℃에 냉동 보관하 다. 

나. 애집개미 조항원 제조

   냉동 보관된 애집개미 성충을 해동 후, 100% ethyl ether를 g 당 

1 mL로 첨가한 후 16시간 증발시켜서 탈지방시키고 1:10 w/v으로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 pH 7.4)과 혼합한 뒤 마쇄기를 이용

하여 균질액을 만든 후 4℃에서 72시간 추출하 다. 추출한 용액을 

4℃에서 10,000 x g로 1시간 동안 원심분리하고 상층액을 모아 삼투

막 (pore size 3.5 kD, Spectrum, Huston, TX, USA)에 넣어 72시간 

동안 4℃에서 2차 증류수로 투석을 시행하여 불순물을 제거하 다. 

투석 후 추출액을 다시 4℃에서 10,000 x g로 1시간 동안 원심분리하

고, 그 상층액을 동결 건조하여 조항원 분말을 만든 후 -20℃에서 

냉동 보관하여 항혈청 제조 및 특이 항체 측정 등의 실험에 사용하

다.

2. 생활환경 내에 존재하는 애집개미 단백 항원 측정 및 거주자에  

서 애집개미-특이 IgE 측정

가. 대상가구 및 거주자

본 연구의 목적 및 방법에 동의하고 참여를 희망한 서울시내 56 

가구 및 가구에 실제 거주하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 다. 대상가구

를 2001년 4월, 7월, 10월 및 2002년 1월과 같이 3개월 간격으로 계절

별로 직접 방문하여 실내 공간에서 먼지를 채집하 으며, 거주자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혈청을 분리한 후 특이 IgE 측정 실험에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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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가구의 실내에 개미가 서식하는 지 알아보고자 끈끈이 트랩

을 주방 및 거실에 설치하여 개미가 포획되는 지 확인하 으며 포획

된 개미는 종을 분석하 다. 본 연구에 참여한 가구는 연세의대 홍천

수교수가 주관 책임자로 진행한 보건복지부 중점연구과제인 “실내환

경오염이 거주자의 건강에 미치는 향 평가 및 예방모델개발” 연구

에 참여한 가구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 다. 

나. 도시가구 실내 먼지 내 단백질 추출 

  대상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침실의 침구류, 거실 및 주방의 1 m
2
의 

면적에서 2분 동안 진공청소기 (V-582T, LG 전자, 창원, 한국)를 이용

하여 실내먼지를 채집하 다. 채집한 실내먼지는 체에 걸러 큰 입자

를 제거하 으며, 40 ㎎의 고운 먼지를 1% BSA-PBST 2 mL에서 24

시간 추출 후 10,000 x g 에서 30분간 원심분리 하 다. 원심분리 후 

상층액을 모아 -20℃에서 보관한 후 먼지내에 존재하는 애집개미 단

백 항원 측정 실험에 이용하 다. 

다. 토끼 항혈청 제조

  White female rabbit에 애집개미 조항원을 Freund's Complete 

Adjuvant (Sigma, St. Louis, MO, USA)와 혼합한 후 피하주사 하여 

감작하 고, 감작 3주 및 6주 후에 애집개미 조항원을 Freund's 

Incomplete Adjuvant (Sigma, St. Louis, MO, USA)와 함께 두 차례 더 

면역시켰다. 최종 주사 일주일 후 토끼에서 혈청을 분리하여 -20℃에 

보관한 후 항원에 대한 교차반응을 확인하는 억제 ELISA 실험 및 생

활 환경 내에 존재하는 애집개미 단백 항원의 양을 측정하는 억제 

ELISA 실험에 이용하 다. 

    

라. 제조한 토끼 항혈청의 항원 특이성 규명

   애집개미 조항원을 이용하여 제조한 항혈청의 특이성 및 교차반응 

여부를 ELISA 및 억제 ELISA 실험으로 확인하 다. 96 well 

microplate (Costar, Cambridge, MA, USA) well 당 애집개미 조항원 

0.5 ㎍을 0.1 M carbonate buffer (pH 9.6) 100 μL에 넣은 후 4℃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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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간 반응시켰다. PBS-T (137 mM NaCl, 1.8 mM KH2PO4, 10 

mM Na2HPO4, 27 mM KCl, 0.1% Tween-20, pH 7.4)로 세 번 세척

하고 1% BSA-PBS-T 350 μL씩을 well에 넣어 1시간 동안 반응시켜 

비특이적인 단백 결합을 차단시킨 후, 제조한 항혈청을 여러 비율로 

희석한 것을 1차 항체로 well 당 100 μL씩 넣어 실온에서 1시간 반응

시켰다. 세 번 세척한 후 2차 항체인 biotin이 부착된 goat anti-rabbit 

IgG antibody (Pierce, Rockford, IL, USA)를 1: 1,000으로 희석하여 

well 당 100 μL씩 넣어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다시 세 번 세척한 

후 1,000배 희석된 streptavidin-peroxidase (Sigma, St. Louis, MO, 

USA) 100 μL씩 각 well에 넣은 후 30분 뒤에 PBS-T로 5회 세척하

고 ABTS (25 ㎎ 2,2-azino-bis-3-ethylbenzthiazoline-sulfonic acid 

in 50 mM citrate phosphate buffer, 50 μL 30% H2O2) 발색용액을 

100 μL씩 넣으며 5분 뒤에 2 mM NaN3 100 μL를 넣어 반응을 중단

시켰다. 반응이 끝난 후 ELISA reader (Dynatec, Alexandria, CA, 

USA)를 이용하여 405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다. 

  토끼 항혈청의 특이성 및 교차반응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억제 

ELISA 실험을 시행하 다. 1차 항체로 토끼 항혈청에 애집개미, 집먼

지진드기 및 바퀴 조항원을 0.01, 0.1, 1, 10 및 100 ㎍ 씩 넣고 실온에

서 2시간 반응시킨 후 ELISA를 시행하여 특이성 및 교차반응 여부를 

확인하 고, 교차반응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먼지 내 애집개미 항원

양을 측정하는 억제 ELISA 실험을 실시하 다. 

마. 먼지 내 애집개미 항원 측정을 위한 억제 ELISA 실험 

   생활환경 내의 애집개미 항원 존재 여부를 억제 ELISA 실험을 통

하여 측정하 다. Microplate에 well 당 애집개미 조항원 0.1 ㎍을 

0.1M carbonate buffer (pH 9.6) 100 μL씩에 넣은 후 재료 및 방법 

2-라) 항과 같은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하 다. 1차 항체로 2,000배 희

석된 토끼 항혈청 100 μL에 측정하고자 하는 먼지 추출액 100 μL를 

혼합하여 실온에서 2시간 반응시킨 후 사용하 다. 이 후 2-라) 항과 

같은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시키며 발색용액으로 100 μL의 

3,3',5,5'-tetramethylbenzidine-0.01% H2O2 (KPL, Gaithersburg,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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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을 사용하여 증폭시켰고 TMB Stop Solution (KPL, 

Gaithersburg, MD, USA)으로 발색을 중단한 후 450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다. 애집개미 조항원을 각각 100, 10 및 5 ㎍ 단백/mL, 그리

고 이하 두 배씩 6단계 농도까지 희석한 것을 항혈청에 혼합하여 반

응을 억제한 것을 1차 항체로 사용하여 표준곡선을 구하 다. 구하여

진 표준곡선 중 기울기가 급한 직선에 해당되는 부분만을 선택하여 

four-parameter logistic fit를 이용하여 직선으로 변환하여 회귀 방정

식을 구하 으며, 이를 기준으로 각각의 먼지 안에 있는 애집개미 단

백 항원의 양을 정량화하 다. 

바. 조항원 및 먼지 추출액을 이용한 IgG inhibitory immunoblot 

   실내 먼지 내 애집개미 단백 항원을 측정하는 억제 ELISA 실험의 

특이성 및 교차반응을 SDS-PAGE 후 토끼 항혈청을 이용한 IgG 

inhibitory immunoblot으로 확인하 다. 

   애집개미 조항원을 loading buffer (60 mM Tris-HCl, 25% 

glycerol, 2% SDS, 14.4 mM 2-mercaptoethanol, 0.1% bromophenol 

blue)에 녹이고 끓는 물에 5분간 반응시킨 후, 5% stacking gel 및 

13.5% SDS-polyacrylamide gel에서 각각 50 V 및 100 V 전압으로 

전기 동 (Small mighty, Hoeffer, San Francisco, CA, USA)을 실시

하 다. Gel을 25 V로 60분간 nitrocellulose membrane (NC; pore 

size 0.45 ㎛, Amersham, Buckinghamshir, UK)에 전이시키고 4 ㎜ 

간격으로 절단한 후, 3% skim milk-TBS-T (25 mM Tris, 100 mM 

NaCl, 0.05% Tween-20, pH 7.5) 용액으로 반응시켜 비특이적 단백질 

결합을 차단하 다. 2,000배 희석된 토끼 항혈청 1,900 μL에 10, 5, 1 

및 0.1 ㎍/mL 농도의 애집개미 조항원, 100 및 10 ㎍/mL 농도의 집

먼지진드기 조항원, 100 ㎍/mL 농도의 독일바퀴 조항원, 그리고 애집

개미 조항원이 측정된 먼지와 측정되지 않은 먼지 추출액을 각각 100 

μL 씩 넣고 2 시간 동안 실온에서 반응시킨 것을 1차 항체로 사용하

여 4℃에서 16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그 후 alkaline phosphatase가 결

합된 goat anti-rabbit IgG (Sigma, St. Louis, MO, USA)를 1: 1,000

으로 희석 후 상온에서 1시간 반응시킨 후, nitroblue tetrazol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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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mochloro-indolyl phosphate (NBT/BCIP; Promega, Madison, 

WI, USA)를 이용하여 발색시켰다. 

사. 거주자에서 애집개미-특이 IgE 측정

   거주자를 대상으로 혈청 내 애집개미-특이 IgE를 ELISA 법으로 

측정하 다. 약술하면 microplate well 당 애집개미 조항원 0.5 ㎍을 

0.1M carbonate buffer (pH 9.6)  50 μL와 같이 넣어 4℃에서 18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PBS-T로 세 번 세척하고 1% BSA-PBS-T로 비특

이적인 단백질 결합을 차단시킨 후, 1차 항체로 거주자의 혈청을 well 

당 50 μL씩 가한 후 상온에서 1시간 반응시켰다. PBS-T로 세 번 세

척한 후 biotin이 부착된 polyclonal anti-human IgE (Vector, 

Burlingame, CA, USA)를 1: 500 으로 희석하여 well 당 50 μL씩 넣

어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세 번 세척한 후 500 배 희석된 

streptavidin-peroxidase 100 μL씩을 각 well에 넣은 후 30분 뒤에 

PBS-T로 5회 세척하고 ABTS 발색용액을 100 μL씩 넣으며 5분 뒤

에 2mM NaN3 100 μL를 넣어 반응을 중단시켰다. 반응이 끝난 후 

405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다. 

아. 통계분석

   정립한 먼지내에 있는 애집개미 단백 항원 측정법의 재현성

(reproducibility)을 logit 변환 후 얻은 회귀식의 기울기에 차이가 있

는지를 공분산분석 (analysis of covariance, ANCOVA)을 통하여 확

인하 다. 먼지에서 측정한 애집개미 항원의 양은 먼지 1 g 당 포함

된 항원으로 환산하 으며, 통계분석을 하기 위하여 애집개미 항원이 

측정되지 않는 경우 측정값을 0.1 ㎍/g dust로 표시하 다. 실내에 설

치한 트랩의 개미 포획에 따른 먼지 내 애집개미 단백 항원의 측정 

여부는 카이 제곱 검정을 이용하 으며, 실내 먼지 내 애집개미 단백 

항원 양의 계절별 변동은 Wilcoxon Signed Ranks Test를, 그리고 실

내 개미 포획여부에 따른 단백 항원양은 Mann-Whitney U Test를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 다. 통계는 SAS 8.1 프로그램을 이용하 으

며, p 값이 0.05 이하인 경우 의미 있는 것으로 해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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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애집개미 알레르겐의 특성 규명

가. 대상환자

   재료 및 방법 1-나) 항의 방법으로 제조한 동결건조 조항원을 

Coca 용액 (0.9% NaCl, 0.25% NaHCO3, 0.4% phenol)에 희석한 후 

동량의 멸균소독된 glycerine과 혼합하여 피부시험용 시약을 제조하여 

알레르기 피부단자시험에 사용하 다 (최종 단백농도 100 ㎍/mL 

으며, 이는 1:100 w/v에 해당). 2001년 1월부터 2002년 5월 31일 사이

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알레르기 클리닉에 내원하여 기관지천식 

또는 알레르기 비염으로 진단된 환자를 대상으로 애집개미 및 50종의 

흔한 흡입성 알레르겐을 이용하여 알레르기 피부단자시험을 시행하

다. 피부단자시험은 양성 대조액으로 사용한 히스타민에 의한 팽진의 

크기와 비교하여 2+ 이상을 양성으로 판정하 다. 피부단자시험에서 

애집개미에 강양성 반응을 보이고 병력상 애집개미에 의한 천식이 의

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애집개미 항원-흡입 기관지유발시험을 시행

하 다. 

나. 애집개미 항원-흡입 기관지유발시험

   애집개미 항원-흡입 기관지유발시험은 이전에 보고한 방법21을 일

부 변형하여 시행하 다. 즉 일정 농도의 애집개미 항원액을 낮은 농

도부터 2분간 Bronchoscreen (Jaeger, Wûrzburg, Germany)을 통해 

일호흡 용적 (tidal volume)으로 흡입시켰으며 FEV1이 기저치보다 

20% 이상 감소하는 것을 양성으로 규정하 다. 처음 흡입하는 애집개

미 항원은 피부단자시험에 사용한 애집개미 항원을 1,000 배 희석한 

농도 (피부단자시험 시약이 1:100 w/v에 해당하므로, 이는 1:100,000 

w/v에 해당하는 농도임)로 하 으며, 여기에 반응이 없는 경우 100 

배 및 10 배 희석액을 사용하 다. 따라서 항원 유발시험은 1:100,000 

w/v 항원 희석액을 일호흡용적으로 2분간 흡입하고 10분 후 폐기능 

검사를 시행하 으며, FEV1의 감소가 없을 때는 1:10,000 w/v 희석액

을 흡입 후 10분에 폐기능 검사를 시행하고 FEV1의 감소가 없는 경

우 마지막으로 1:1,000 w/v 희석액을 흡입하고 10분, 20분, 30분, 1시

간, 2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및 7시간 후에 폐기능을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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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LISA법에 의한 애집개미-특이 IgE 측정 및 억제 ELISA 실험

   환자 혈청 내 애집개미에 대한 특이 IgE 항체는 앞서 기술한 

ELISA 법으로 측정하 다. 1차 항체로는 대상 환자의 혈청을 사용하

으며 2차 항체로는 biotin이 부착된 anti-human IgE antibody를 1: 

500으로 희석하여 사용하 다. 또한 조항원의 특이성 및 항원성을 조

사하기 위하여 애집개미 ELISA에 강양성 반응을 보인 혈청을 이용하

여 억제 ELISA 실험을 시행하 다.  

라. 애집개미 항원의 SDS-PAGE 및 특이 IgE immunoblotting

   조항원을 loading buffer에 녹인 후 끓는 물에 5분간 반응시켰다. 

5%/13.5% SDS-polyacrylamide gel에 50 V/100 V으로 전기 동을 실

시하여 단백질 항원을 분석하 다. Gel을 25 V로 60분간 NC 

membrane에 전이시키고 4 ㎜ 간격으로 절단하여 IgE blotting에 사

용하 다. IgE blotting을 위해서 membrane을 3% skim milk-TBS-T 

용액으로 반응시켜 비특이적 단백질 결합을 차단한 후 PBS에 1:4로 

희석한 환자 혈청을 4℃에서 16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그 후 alkaline 

phosphatase가 결합된 goat anti-human IgE (Sigma, St. Louis, MO, 

USA)를 1: 2,000으로 희석 후 상온에서 1시간 반응시킨 후, 

NBT/BCIP를 이용하여 발색시켰다. 

마. 애집개미 조항원에 대한 2-dimensional PAGE 및 immunoblotting

  애집개미 조항원 4 ㎎을 isoelectric focusing sample buffer (20 

mM arginine, 20 mM lysine, 15% glycerol) 1 mL에 녹인 후 이를 

pH 범위가 10-3인 isoelectric focusing gel (Novex, San Diego, CA, 

USA)을 이용하여 100 V에서 60분, 200 V에서 60분 그리고 500 V에

서 30분간 전기 동을 실시하 다. 그 후 equilibrium buffer (5% 

2-mercaptoethanol, 62.5 mM Tris-HCl pH 6.8 및 2.3% SDS)에 30분

간 평형화시키고 이를 1.5 ㎜ 두께의 4%/16% 2-dimension 

SDS-PAGE gel에 삽입한 후 재료 및 방법 3-다) 항과 같은 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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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SDS-PAGE를 실시하 다. 2-dimension SDS-PAGE 한 gel을 

membrane으로 전이시킨 후 환자의 혈청과 반응시켰다. 이후 alkaline 

phosphatase가 결합된 goat anti-human IgE으로 반응시킨 후 

Western blue (Promega, Madison, WI, USA) 발색 용액에서 반응시

켜 결합부위를 확인하 다.

바. 주알레르겐 N-말단 아미노산 배열 분석

  2-dimensional PAGE 후 gel을 60분 동안 PVDF membrane (pore 

size 0.45μm, MSI, Westboro, MA, USA)에 전이시켰다. 그 후 이를 

Coomassie-blue 염색을 실시하고 50% methanol 용액에서 탈염색을 

시행한 후 공기 중에 말렸다. 이 후 주알레르겐에 해당하는 부위를 

절단하고 이를 아미노산 배열결정기 (Procise 491 Protein Sequencing 

System, Applied Biosystems, Weiterstadt, Germany)를 이용하여 N 

말단 아미노산 배열을 분석하 다. 아미노산 배열을 확인 후 이를 

National Center for Biological Information의 database를 이용하여 기

존의 다른 알려진 물질과 상동성 (homology)이 있는지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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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1. 생활환경 내에 존재하는 애집개미 단백 항원 측정 및 거주자에  

서 애집개미-특이 IgE 측정

가. 제조한 토끼 항혈청의 항원 특이성 규명

   억제 ELISA 실험을 통하여 제조한 토끼 항혈청의 특이성 및 교차

반응성을 확인한 결과, 토끼 항혈청은 애집개미 항원에는 용량-의존

적으로 억제되었으나 집먼지진드기 또는 바퀴 항원에는 전혀 억제되

지 않아 애집개미 항원 특이성이 있는 것을 확인하 다 (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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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애집개미 조항원으로 감작시켜 제조한 토끼 항혈청을 

이용한 억제 ELISA 실험 결과. White female rabbit에 애집개

미 (Pharaoh ant) 조항원을 피하주사 하여 제조한 토끼 항혈청

은 애집개미 항원에는 용량-의존적으로 억제되었으나, 다른 중

요한 실내 알레르겐인 집먼지진드기 (D. farinae) 또는 독일 바

퀴 (B. germanica) 항원에는 전혀 억제되지 않아 애집개미 항

원에만 특이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 다.   

나. 먼지 내 애집개미 단백 항원 측정을 위한 억제 ELISA 실험  

   토끼 항혈청을 여러 농도의 애집개미 조항원으로 반응시킨 후 억

제 ELISA 실험을 시행하여 표준곡선을 구하 다. 표준곡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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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r-parameter logistic fit를 이용하여 직선으로 변환하여 회귀 방정

식을 구하 으며, 회귀식의 기울기에 차이가 있는지를 공분산분석을 

한 결과 회귀식간에는 기울기의 차이가 없어 억제 ELISA 실험은 재

현성이 있는 유용한 방법임을 확인하 다 (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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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먼지 내 애집개미 항원을 측정하기 위한 억제 ELISA 실험의 표준곡선. 

표준곡선(A)을 logit 변환 후 얻은 회귀식(B)의 기울기에 차이가 있는지를 공분

산분석을 한 결과 회귀식간에는 기울기의 차이가 없어 억제 ELISA 실험은 유용

한 방법임을 확인하 다. 

다. 대상가구 실내 먼지에서 애집개미 단백 항원의 측정

서울시내 56 가구를 2001년 4월, 7월, 10월 및 2002년 1월에 방문

하여 먼지를 채집하 고 실내에 끈끈이 트랩을 설치하 다. 대상가구 

중 10 (17.9%) 가구에서 실내에 설치한 트랩에서 두 번 이상 개미가 

포획되었으며, 포획된 개미는 전부 애집개미 다. 먼지는 거실 56 가

구, 주방 45 가구 및 침실 56 가구에서 채집하여 계절별로 총 157개

의 먼지를 채집하 다. 억제 ELISA 실험으로 먼지 추출물 내에 애집

개미 단백 항원이 있는 지 정량한 결과, 총 628개의 먼지 중 67개 

(10.7%) 먼지에서 애집개미 항원이 측정되었다. 또한 전체 56 가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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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가구에서 한 차례 이상 실내 먼지에서 애집개미 항원이 검출되어, 

서울지역 35.7%의 가구 실내에 애집개미 항원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수거한 먼지에서 애집개미 항원의 검출률을 계절별로 보면 4

월 4.5% (7/157), 7월 7.0% (11/157), 10월 15.9% (25/157) 및 1월 

15.3% (24/157)로 가을 및 겨울철에 애집개미 항원 검출률이 높은 경

향을 보 다 (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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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대상가구 먼지내에 있는 애집개미 항원 측정 결과. 애

집개미 단백 항원은 4월 4.5%, 7월 7.0%, 10월 15.9% 및 1월 

15.3%로 검출되어 가을 및 겨울철에 높은 검출양상을 보 다.  

(1) 대상가구 거실 먼지 내 애집개미 단백 항원 측정

56 가구 중 18 가구 (32.1%)의 거실 먼지에서 애집개미 항원이 한 

번 이상 측정되었다. 설치한 끈끈이 트랩에 개미가 잡힌 10 가구 중 

7 가구 (70%)의 거실 먼지에서 애집개미 항원이 측정된 반면 개미가 

잡히지 않은 46 가구 중에서는 11 가구 (23.9%)에서만 애집개미 항원

이 측정되어, 실내에 개미가 서식하는 경우 먼지 내 애집개미 항원의 

검출률이 의의 있게 높았다 (p<0.05,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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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개미 포획여부에 따른 거실에서의 애집개미 항원 검출 양상

거실 먼지 내 애집개미 항원 검출

(+) (-)

애집개미 포획
(+) 7 3

(-) 11 35

   거실 먼지에서 애집개미 항원의 검출을 계절별로 살펴보면 봄 3 

가구 (5.4%), 여름 6 가구 (10.7%), 가을 10 가구 (17.9%) 및 겨울 10 

가구 (17.9%)에서 애집개미 항원이 측정되어 가을과 겨울철에 비교적 

높은 검출률을 보 다. 또한 거실 먼지에서 애집개미 항원이 검출된 

가구만을 대상으로 비교해 보면 봄과 여름에 비하여 가을 및 겨울철

에 실내 먼지에서 검출되는 애집개미 항원이 의의 있게 높아 항원의 

계절별 변동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봄 (median and 

percentiles: 0.1; 0.1 to 0.1 ㎍/g dust), 여름 (median and percentiles: 

0.1; 0.1 to 21.4 ㎍/g dust)에 비하여 가을 (median and percentiles: 

28.0; 0.1 to 72.0 ㎍/g dust) 및 겨울 (median and percentiles: 32.7; 

0.1 to 112.0 ㎍/g dust)에 거실 먼지내에 있는 애집개미 항원 양이 의

의있게 높았다 (그림 6, p<0.05). 

   한편 거실 먼지에서 애집개미 항원이 검출된 가구에서 실내에서의 

개미 포획 여부에 따른 항원양을 비교해보면 여름에는 개미가 포획된 

가구에서 항원량이 의미 있게 높았으나 봄, 가을 및 겨울에는 개미가 

포획되지 않은 가구에서도 거실 먼지에서 애집개미 항원이 검출되어 

눈으로 보이는 실내의 개미 서식이 없더라도 애집개미 항원에 노출될 

수 있는 소견을 보 다 (그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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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대상가구 거실 먼지에서 측정한 애집개미 단백 항원의 계절

별 변동 양상. 애집개미 항원이 검출된 가구를 대상으로 비교해 보면 

봄과 여름에 비하여 가을 및 겨울철에 실내 먼지에서 검출되는 애집

개미 항원이 의의 있게 높은 계절별 변동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 p<0.05

(2) 대상가구 주방 먼지 내 애집개미 단백 항원 측정

56 가구 중 45 가구의 주방에서 실내 먼지를 채집하 으며, 그 중 

13 가구 (28.9%) 먼지에서 애집개미 항원이 측정되었다. 특히 트랩에 

개미가 잡힌 9 가구 중 7 가구 (77.8%)의 주방 먼지에서 애집개미 항

원이 측정되어 개미가 잡히지 않은 가구의 16.7%에 비하여 애집개미 

항원이 의의 있게 높게 검출되었다 (표 2,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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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거실 먼지에서 애집개미 항원이 검출된 가구에서 실내에서 개미 

포획 여부에 따른 항원양의 계절별 비교. 봄, 가을 및 겨울에는 개미가 

포획되지 않은 가구에서도 거실 먼지에서 애집개미 항원이 검출되어 눈

으로 보이는 실내의 개미가 없더라도 애집개미 항원에 노출될 수 있는 

소견을 보 다. *: p<0.05

표 2. 개미 포획여부에 따른 주방에서의 애집개미 항원 검출 양상

주방 먼지 내 애집개미 항원 검출

(+) (-)

애집개미 포획
(+) 7 2

(-) 6 30

   계절별로 주방 먼지에서 애집개미 항원의 검출 정도를 살펴보면 

봄 3 가구 (6.7%), 여름 4 가구 (8.9%), 가을 9 가구 (20.0%) 및 겨울 

10 가구 (22.2%)에서 애집개미 항원이 측정되어 거실과 유사하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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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과 겨울철에 비교적 높게 애집개미 항원이 검출되었다. 또한 주방 

먼지에서 애집개미 항원이 검출된 가구만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봄 

(median and percentiles: 0.1; 0.1 to 14.5 ㎍/g dust)과 여름 (median 

and percentiles: 0.1; 0.1 to 29.6 ㎍/g dust)에 비하여 가을 (median 

and percentiles: 25.1; 0.1 to 86.2 ㎍/g dust) 및 겨울 (median and 

percentiles: 41.1; 11.4 to 142.6 ㎍/g dust)에 측정되는 애집개미 항원

이 의의 있게 높아 거실과 유사한 계절별 변동을 보 다 (그림 8, 

p<0.05). 한편 실내에서 개미 포획 여부에 따른 항원양을 비교해보면 

개미가 포획된 가구의 주방먼지 내에 있는 애집개미 항원량이 높은 

경향을 보 으나 대상가구 수가 적어 통계적인 의의성은 확인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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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대상가구 주방 먼지에서 측정한 애집개미 단백 항원의 계절

별 변동 양상. 애집개미 항원이 검출된 가구를 대상으로 비교해 보면 

봄과 여름에 비하여 가을 및 겨울철에 실내 먼지에서 검출되는 애집

개미 항원이 의의 있게 높은 계절별 변동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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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가구 침실 먼지 내 애집개미 단백 항원 측정

56 가구 중 6 가구 (10.7%)의 침실 침구류 먼지에서 애집개미 항

원이 측정되었다. 그 중 4 가구는 트랩에 개미가 잡힌 가구 으며, 2 

가구는 개미가 잡히지 않은 가구로 개미가 잡힌 가구의 침구류 먼지

에서 애집개미 항원의 검출률 (40.0%)이 개미가 잡히지 않은 가구에

서 (4.3%)보다 의의 있게 높았다 (표 3).

   계절별로 침실먼지에서 애집개미 항원의 검출 정도를 살펴보면 봄 

1 가구 (1.8%), 여름 1 가구 (1.8%), 가을 6 가구 (10.7%) 및 겨울 4 

가구 (7.1%)에서 애집개미 항원이 측정되어 역시 가을과 겨울철에 비

교적 높게 애집개미 항원이 검출되었다. 그러나 침실에서 측정되는 

애집개미 항원의 양은 거실과 주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고, 대상

수가 적어 거실과 주방 먼지에서 관찰된 계절별 애집개미 알레르겐의 

변동 양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표 3. 개미 포획여부에 따른 침구류 먼지에서 애집개미 항원 검출

거실 먼지 내 애집개미 항원 검출

(+) (-)

애집개미 포획
(+) 4 6

(-) 2 44

라. 애집개미 조항원 및 애집개미 항원이 측정된 먼지를 이용한 IgG 

inhibitory immunoblot 

   애집개미 조항원 및 실내먼지에서 애집개미 항원이 측정된 먼지 

추출물을 이용하여 토끼 항혈청에 대한 IgG inhibitory immunoblot을 

시행한 결과 애집개미 조항원에는 용량-의존적으로 단백 결합이 억제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애집개미 항원이 측정된 먼지추출물

에 의해서도 IgG 결합이 억제되었다. 그러나 애집개미 항원이 측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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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먼지 추출물, 그리고 흔한 실내 알레르겐인 집먼지진드기 및 

바퀴 항원에는 IgG 결합이 억제되지 않아 애집개미 항원 측정을 위한 

억제 ELISA 실험이 특이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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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애집개미 조항원 및 애집개미 항원이 측정된 먼지 추출물을 이용한 IgG 

inhibitory immunoblot. 2,000배 희석된 토끼 항혈청에 10, 5, 1 및 0.1 ㎍/mL 농도

의 애집개미 (Pharaoh ant) 조항원 (그림 9-A, lane 1-4) 및 애집개미 조항원이 

측정된 먼지 (그림 9-A, lane 6-8)와 측정되지 않은 먼지 (그림 9-A, lane 9) 추

출물, 그리고 100 및 10 ㎍/mL 농도의 집먼지진드기 (D. fa) 조항원 (그림 9-B, 

lane 2,3), 100 ㎍/mL의 독일바퀴 (B. g) 조항원 (그림 9-B, lane 1)을 각각 넣고 

2 시간 동안 반응시킨 것을 1차 항체로 사용하여 inhibitory immunoblot을 시행

함. Inhibition을 하지 않은 대조군은 그림 9-A의 lane 5 및 그림 9-B의 lane 4임. 

애집개미 조항원에는 용량-의존적으로 단백 결합이 억제되었으며, 애집개미 항원

이 측정된 먼지 추출물에 의해서도 IgG 결합이 억제되었다. 그러나 집먼지진드기 

및 독일 바퀴 항원에는 IgG 결합이 억제되지 않아 애집개미 항원 측정을 위한 억

제 ELISA 실험의 특이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 거주자에서 애집개미-특이 IgE 측정

   56 가구에 실제 거주하는 거주자 113명을 대상으로 혈청 내 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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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E 항체를 ELISA 법으로 측정하 다. 대상 거주자는 남자 50명, 여

자 63명이었으며 평균연령은 37.0±19.8세 (최저 5세, 최대 65세) 다. 

특이 IgE 측정 결과, 13명 (11.5%)의 거주자에서 애집개미 특이 IgE

가 측정되었다 (그림 10). 애집개미 특이 IgE가 측정된 13명 중 10명

은 실내 먼지에서 애집개미 항원이 측정된 가구에 거주하는 거주자

으며, 실내 먼지에서 애집개미 항원이 측정되지 않은 가구에 거주하

는 3명에서도 애집개미 특이 IgE가 측정되었다. 또한 실내 먼지에서 

애집개미 항원이 검출된 가구에 거주하는 거주자 51명 중 10명 

(19.6%)에서 애집개미 특이 IgE가 측정된 반면, 실내에서 애집개미 

항원이 측정되지 않은 가구에 거주하는 62명중에서는 3명 (4.8%)만이 

특이 IgE가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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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거주자에서 애집개미-특이 IgE 측정. 대상가구

에 거주하는 113명 중 11.5%의 거주자에서 애집개미 특

이 IgE가 측정되었으며, 10명은 실내 먼지에서 애집개미 

항원이 측정된 가구에 거주하는 거주자이었으나, 애집개

미 항원이 측정되지 않은 가구에 거주하는 3명에서도 애

집개미 특이 IgE가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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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애집개미 알레르겐의 특성 규명

가. 대상환자의 특성 및 ELISA법에 의한 애집개미-특이 IgE 측정

   2001년 1월부터 2002년 5월 31일 사이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알레르기 클리닉에 내원하여 기관지천식 또는 알레르기 비염으로 진

단된 54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 다. 대상환자는 기관지천식 221명 

(40.9%), 알레르기 비염 149명 (27.5%) 그리고 기관지천식과 알레르기 

비염이 동반된 환자 171명 (31.6%) 이었다. 남자 263명 (48.6%), 여자 

278명 (51.4%) 으며 평균 연령은 37.9±15.1세 다. 541명 중 107명 

(19.8%)이 피부단자시험에서 애집개미에 양성 반응을 보 고 그 중 

80명 (전체 대상의 14.8%)에서 ELISA로 측정한 애집개미-특이 IgE가 

양성반응을 보 다 (그림 11 및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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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호흡기 알레르기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알레르기 피부단자시험 

양성률. 집먼지진드기 (HDM) 알레르겐에 대한 감작률이 가장 높았으며, 541

명 중 19.8%의 환자가 애집개미에 양성 반응을 보 다

나. 애집개미-특이 IgE에 대한 억제 ELISA 실험

   애집개미 조항원의 특이성 및 특이 항체의 교차반응을 조사하기 

위하여 애집개미 ELISA에 강양성 반응을 보인 혈청을 이용하여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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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SA 실험을 시행하 다. 그 결과 일부 혈청은 집먼지진드기 및 바

퀴 항원뿐만 아니라 왕침개미 또는 마디개미 (imported fire ant; 

Solenopsis  species)와 같은 다른 개미 항원에 의하여서도 전혀 억제

되지 않았으며, 일부는 마디개미에만 교차반응을 보 다. 또한 다른 

일부 혈청은 마디개미뿐만 아니라 바퀴 및 집먼지진드기 항원에 의하

여서도 억제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억제 소견을 보 다 (그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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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호흡기 알레르기 환자에서 애집개미-특이 IgE 측정 

결과. 피부단자시험에서 애집개미에 양성반응을 보인 107명 

중 80명 (전체 대상의 14.8%)에서 애집개미 특이 IgE가 측정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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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애집개미-특이 IgE에 대한 억제 ELISA 실험. 일부 혈청은 집먼지진드

기 (D. farinae), 독일 바퀴 (B. germanica), 왕침개미 (P. chinensis) 및 마디개미 

(imported fire ant) 항원에 전혀 억제되지 않고 애집개미 항원에만 억제되었으며 

(A), 일부는 애집개미와 함께 마디개미에만 억제되는 소견을 보 다 (B). 다른 

일부 혈청은 왕침개미 및 마디개미에 약하게 억제되었으며 (C), 또 다른 일부는 

개미류와 함께 바퀴 및 집먼지진드기 항원에 의하여서도 억제되는 (D) 등 다양

한 형태의 억제 소견을 보 다. 

다. 애집개미 항원-흡입 기관지유발시험 및 증례

   1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애집개미 항원-흡입 기관지유발시험을 시

행하 고, 그 중 9명의 환자가 양성반응(조기 천식반응 4명 및 이중 

천식반응 5명)을 보여 애집개미 항원 흡입에 의하여 천식이 나타남을 

임상적으로 확인하 다 (표 4).

   애집개미 항원-흡입 기관지유발시험에서 양성반응을 보인 환자의 

자세한 임상 소견을 1명의 예 (표4의 No. 2 환자)를 들어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58세 여자가 3년 간 지속된 기침 및 호흡곤란을 주소로 내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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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순 폐기능 검사는 정상이었으나 메타콜린 천식유발시험에서 

PC20-M이 10.0 ㎎/mL로 양성반응을 보여 기관지과민성이 있었고 유

도객담검사 상 객담 내 호산구 분율이 52%로 기관지천식에 합당한 

소견을 보 다. 알레르기 피부단자시험 상 애집개미 9x3/43x18, 마디

개미 4x4/20x17, 집먼지진드기 (D. farinae) 2x2/10x10, 히스타민 

5x3.5/27x17로 애집개미에 양성 반응을 보 으며, ELISA로 측정한 애

집개미-특이 IgE 흡광도는 0.835 다. 환자의 가구 실내에 애집개미

가 서식함을 확인하 고, 개미 서식이 많을 때 천식 증상이 악화되는 

소견을 보여 애집개미 알레르기에 의한 기관지천식이 의심되어 환자

의 집에서 애집개미를 채집하여 항원 추출과정을 거친 후 애집개미 

항원-흡입 기관지유발시험을 시행하 다. 1:100,000 w/v 농도의 애집

개미 항원을 2분간 흡입한 30분 후 FEV1이 28% 감소하 으며, 흡입 

6시간 후에는 FEV1이 47% 감소하는 이중 천식 반응을 보 으며, 항

원 흡입 7시간 후에도 폐기능 저하가 지속되고 호흡곤란이 심해 기관

지확장제를 흡입한 후 회복되었다 (그림 14). 반면 집먼지진드기 항원

-흡입 기관지유발시험에서는 1:1,000 w/v의 항원을 흡입하 음에도 

특이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 환자는 애집개미에 의한 기관지천식으

로 확진되었으며 약물치료와 함께 애집개미에 대한 환경관리 후 집안

의 개미 서식이 없어졌으며, 아울러 천식 증상도 없어졌다. 항원-흡입 

기관지유발시험 1년 후 시행한 메타콜린 천식유발시험에서 음성반응

을 보여 기관지과민성도 없어진 상태로 현재 추적, 관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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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애집개미 항원-흡입 기관지유발시험에서 양성반응을 보인 9예

의 임상 특성

No Sex Age Dx1 PC20-M2 Pharaoh ant Skin reactivity

(years) (㎎/mL) SPT3 sIgE4 Challenge   to other allergen

1 F 46 BA5 12.2 4+ 0.901 Early7 IFA9 3+

2 F 58 BA 10.0 3+ 0.835 Dual
8 IFA, HDM10 2+

3 F 49 BA 0.59 4+ 0.374 Early All (-)

4 F 40 BA/AR
6 0.59 4+ 0.569 Dual Dog 3+, Cat 2+

5 M 18 BA/AR 1.79 4+ 0.879 Dual IFA, Cockroach 3+

6 F 35 BA 0.08 3+ 0.445 Early Birch 4+

7 F 17 BA/AR 0.09 4+ 0.471 Dual All (-)

8 M 22 BA 0.63 4+ 0.207 Early Cockroach 3+

9 M 20 BA/AR 1.72 4+ 0.198 Dual HDM 2+

1 Dx: diagnosis
2 PC20-M: provocative concentration of methacholine responsible for 20% 

decrement of FEV1

3 SPT: skin prick test, Results were graded by A/H ratio
4 sIgE: Pharaoh ant-specific IgE, Level of IgE was described as ELISA OD
5 BA: bronchial asthma
6 AR: allergic rhinitis
7 Early: early asthmatic response
8 Dual: dual asthmatic response
9 IFA: imported fire ant 
10 

HDM: house dust mite

라. 애집개미 항원의 SDS-PAGE 및 특이 IgE immunoblotting

   조항원을 전기 동하여 단백 항원을 분석한 결과, 100 kDa 에서부

터 6 kDa 사이에 약 30개 정도의 단백 분획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림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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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애집개미 항원-흡입 기관지유발시험 예. 피부단자시험 및 혈청 특

이 IgE 검사에서 애집개미 (pharaoh ant)에 양성인 환자로 애집개미 항원 

흡입 후 이중 천식 반응을 보여, 애집개미에 의한 천식으로 확진되었으며 

환경관리 후 천식 증상 및 기관지과민성 없어진 상태로 관찰 중이다.

애집개미 특이 IgE가 양성인 환자의 혈청을 이

용하여 IgE immunoblotting을 시행한 결과, 특

이 IgE와 결합하는 여러 단백띠를 관찰할 수 

있었으며 그 중 특히 32 kDa 및 10 kDa에 대

하여서 가장 높은 빈도의 결합 양상을 보 다 

(그림 16). Immunoblotting에서의 IgE 결합 양

상을 애집개미의 개별 항원 분획별로 정리하여 

보면, 분자량 80 kDa에서부터 10 kDa 사이에 

20개의 뚜렷한 단백 분획이 관찰되었다 (표 5). 

개별 환자별로 다양한 단백 결합 양상을 보이

지만, 그 중 분자량 32 kDa 및 10 kDa 부위가 

70% 이상의 환자 혈청과 반응하여 이 부위가 

애집개미의 주알레르겐임이 확인되었다.

그림 15. 애집개미 

항원의 SDS-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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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애집개미-특이 IgE immunoblotting. 피부단자시험 및 혈청 특이 IgE 

검사상 애집개미 알레르기로 판정된 환자의 혈청 (lane 1-14), 음성 대조 혈청 

(lane C) 및 buffer 대조액 (lane B)으로 IgE immunoblotting을 시행하 다. 그 

결과 특이-IgE와 결합하는 여러 분획을 확인하 으며, 그 중 32 kDa 및 10 

kDa (화살표) 부위가 가장 높은 빈도의 결합 양상을 보여, 이 부위가 애집개미

의 주알레르겐으로 확인되었다. M.W.: molecular weight, M: marker protein

 

마. 애집개미 항원의 2-dimensional PAGE 및 immunoblotting

   애집개미-특이 IgE 값이 높은 혈청으로 2-dimensional PAGE gel

을 NC membrane에 전이하여 immunoblotting을 시행한 결과, 혈청 

IgE와 결합하는 여러 점이 있었으며, 특히 주알레르겐으로 추정되는 

분자량 32 kDa 및 10 kDa 부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분자량 32 kDa

의 알레르겐은 pI 값이 각각 5.62, 5.17, 5.00, 4.81을 나타냈으며, 10 

kDa의 알레르겐은 pI 값이 각각 5.58, 5.28, 5.22, 5.16으로 나타났다 

(그림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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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애집개미 항원 분획 별 특이 IgE 결합 양상

      Lane

M.W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binding (%)

79.0 ● ● ● ● ● 5/14 (35.7)

77.0 ● ● ● ● ● ● ● ● 8/14 (57.1)

70.0 ● ● ● 3/14 (21.4)

58.0 ● ● ● ● ● ● ● 7/14 (50.0)

47.0 ● ● ● ● ● ● 6/14 (42.9)

45.0 ● ● ● 3/14 (21.4)

36.0 ● 1/14 (7.1)

35.0 ● ● ● ● ● 5/14 (35.7)

34.0 ● ● 2/14 (14.3)

32.0 ● ● ● ● ● ● ● ● ● ● 10/14 (71.4)

30.0 ● 1/14 (7.1)

25.0 ● ● ● 3/14 (21.4)

22.0 ● ● ● 3/14 (21.4)

18.0 ● ● ● ● ● ● 6/14 (42.9)

15.0 ● ● ● ● ● 5/14 (35.7)

13.0 ● 1/14 (7.1)

12.0 ● ● ● ● 4/14 (28.6)

11.5 ● ● 2/14 (14.3)

11.0 ● ● 2/14 (14.3)

10.0 ● ● ● ● ● ● ● ● ● ● 10/14 (71.4)

  그림 16의 특이 IgE immunoblotting 결과를 정리함. 
  1 M.W.: molecular weight, unit is kDa

바. 주알레르겐의 N-말단 아미노산 배열 분석

  애집개미 항원을 2-dimensional PAGE 후 gel을 PVDF membrane

에 전이시킨 다음 주알레르겐에 해당하는 부위를 절단하고, N-말단 

아미노산 배열을 분석하 다. 그 결과 분자량 32 kDa의 pI 5.62, 5.17 

및 5.00에 해당하는 주알레르겐의 아미노산 배열을 확인하 으며 이

들은 서로 같은 아미노산 배열을 갖는 동일한 물질임을 확인하 다. 

또한 확인된 32 kDa 알레르겐의 N-말단 아미노산 배열을 미국의  

National Center for Biological Information의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한 

결과 이는 마디개미의 chymotrypsin과 65%의 상동성이 있음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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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표 6). 그러나 분자량 10 kDa에 해당하는 주알레르겐은 N-말

단이 blocking 되어 있어 아미노산 배열을 확인할 수 없었다. 

M

6

98

64

50

36

22

16

kDa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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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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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애집개미 항원에 대한 2-dimensional PAGE 및 immunoblotting. 

애집개미 항원의 2-dimensional SDS-PAGE gel(A)을 NC membrane에 전이

하여, 특이 IgE가 높은 양성 혈청으로 IgE-immunoblotting을 시행(B)하 다. 

32 kDa 및 10 kDa 부위가 주알레르겐이며, 32 kDa의 알레르겐은 pI 값이 

각각 5.62, 5.17, 5.00, 4.81 이었고, 10 kDa의 알레르겐은 pI 값이 각각 5.58, 

5.28, 5.22, 5.16로 나타났다 (화살표). 

표 6.  32 kDa 주알레르겐의 N-말단 아미노산 배열 순서

Amino acid sequence

Val-Val-Gly-Gly-Asn-Glu-Ala-Pro-Val-Gly-

Gly-Tyr-Pro-Phe-Ile-Val-Ser-Leu-Gln-L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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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알레르기 질환의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원인 항원, 즉 알레르겐

에 대한 연구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알레르겐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

로 피부단자시험, 특이 항체 측정 및 유발검사 등에 사용할 진단용 

시약을 만들 수 있으며 환경조절 및 알레르겐 면역치료와 같은 치료

용 약제를 개발할 수 있다
22,23

. 또한 최근에는 알레르겐 성상에 대한 

기초 연구와 분자면역학적 기술을 접목하여 T 세포와의 반응성은 유

지하나 IgE 항체와는 결합하지 않는 항원을 제조하여 환자 치료에 직

접 이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24
.   

   알레르겐은 종류에 따라 수십개의 항원을 가진 단백질의 복합체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 물질 중 IgE 항체 반응을 일으키는 부분이 알레

르겐이며, immunoblotting 실험에서 이러한 알레르겐 중에 임상적으

로 입증된 알레르기 환자의 50% 이상과 반응하는 단백질 띠가 관찰

되는 경우 이 부분을 주알레르겐으로 정의하며, 그 외 소수의 환자 

혈청에서만 반응하는 부분을 부알레르겐 (minor allergen)으로 부른다
10
. 알레르기 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사용되는 알레르겐 추출물은 표

준화가 꼭 필요하며, 항원을 표준화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검사 항원내의 주알레르겐 함량 비교에 의한 표준화가 가장 많이 권

장되고 있으며, 항원 내 주알레르겐의 함량은 주알레르겐에 특이적으

로 결합하는 단클론항체를 이용한 이중-효소면역흡착법에 의해서 측

정된다
25
. 따라서 주알레르겐에 대한 특성 연구 및 분리는 알레르기 

학문의 필수적인 요소로써, 현재 집먼지진드기 및 바퀴 항원과 같은 

중요한 알레르겐의 유전자 구조 및 단백질 성상이 밝혀져 있으며 재

조합 알레르겐의 대량 생산 및 분자면역학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
26,27

.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집먼지진드기 및 바

퀴 항원 등은 주알레르겐을 측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환경 내에 존재

하는 알레르겐 양을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주알레르겐이 밝혀져 있

지 않아 정량법이 확립되지 않은 알레르겐을 환경 내에서 측정할 때

는 민감한 환자의 특이 IgE를 이용한 억제 ELISA 또는 억제 RAST 

실험 등을 통하여 알레르겐 양을 측정할 수 있다
2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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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먼지내에 있는 애집개미 단백 항원 양을 특이 항체

가 있는 환자의 혈청을 이용하지 않고 토끼를 감작시켜 제조한 항혈

청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그 이유는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환자의 애집개미-특이 IgE는 억제 ELISA 실험 결과 다른 중요

한 실내 알레르겐인 집먼지진드기 및 바퀴 항원과 교차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데, 본 연구의 대상 시료인 실내 먼지에서는 이런 알레

르겐이 다량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교차 반응을 배제하기 위하여 애집

개미만 감작시킨 토끼 항혈청을 사용하 으며, 항혈청에 대한 억제 

ELISA 실험 결과 집먼지진드기 및 바퀴 항원과 교차반응이 없는 것

을 확인한 후 이후의 실험을 진행하 다. 다른 항원과의 교차반응이 

없는 환자의 혈청을 사용할 수도 있으나, 이런 경우 실험에 필요한 

다량의 혈청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인위적으로 제조한 토끼 항혈청을 

실험에 이용하 다. 실제로 일정한 시료 내에 있는 미세한 양의 항원

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여러 면역화학적인 방법이 있다. Kopplman 등
30
은 그 중 환자의 혈청을 이용한 immunoblotting은 비특이적인 정량

법이고, 토끼 항혈청을 이용한 immunoblotting은 특이적이나 민감도

가 떨어지는 방법이라고 하 다. 또한 환자의 혈청을 이용한 IgE 억

제 반응은 좋은 검사법이나 검사에 필요한 혈청 확보가 어려운 단점

이 있는 반면, 감작된 토끼의 항체를 이용한 ELISA 방법이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은 가장 유용한 방법이라고 하 다. 이런 이유로 토끼 항

혈청을 이용하여 먼지 또는 공기 중에 존재하는 알레르겐 성분을 정

량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토끼를 감작시

켜 항혈청을 제조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9,31,32.  이러한 방법으로 수행

한 먼지 내 애집개미 항원 측정 억제 ELISA 실험은 logit 변환 후 얻

은 회귀직선의 r
2
 값 및 기울기에 대한 ANCOVA 분석, 그리고 

immunoblot 실험에서 나타난 특이적인 반응 양상을 살펴보면 유용하

고 타당한 검사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흡입에 의하여 알레르겐이 인체에 어느 정도 노출되는 지는 공기 

중에 비산되어 있는 알레르겐을 정량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일정한 방식으로 공기를 채집하여 그 속에 포함된 알레

르겐을 면역학적 방법을 통하여 정량하고 있다
28,29,31-33

. 그러나 집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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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드기나 바퀴 항원과 같은 주요한 실내 알레르겐은 상대적으로 무거

워 일상 활동에 의하여 방해되지 않는 한 공기 중에 비산되지 않고 

바닥에 가라앉아 있다. 따라서 이런 알레르겐에 대한 노출 정도는 공

기 시료를 이용하지 않고 바닥 먼지를 수거하여 먼지내에 포함된 알

레르겐을 측정하여 평가한다6,34-40. 본 연구에서도 애집개미 알레르겐

에 노출되는 정도를 공기 시료가 아닌 먼지내에 포함된 알레르겐 양

을 측정하여 평가하 다. 실제 연구에서는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시

행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가구에서 공기를 채집하여 공기 중에 있는 

애집개미 항원을 검출하여 보았으나, 항원이 검출된 공기 시료는 없

었다 (결과 생략). 이러한 결과는 애집개미 항원도 상대적으로 무거워 

공기 중에 비산되어 있기보다는 바닥에 가라앉아 있다가 사람의 활동

에 의하여 비산되면서 흡입되는 것임을 시사한다. 

   비록 통년성 알레르겐이라고 할지라도 대부분의 알레르겐은 온도, 

습도, 주위 환경 등과 같은 여러 조건에 따라 분포양이 다르며 계절

적인 변동 양상을 보인다
35-38

. 본 연구에서 측정한 애집개미 항원양도 

계절적인 변동 양상을 보 으며, 가을 및 겨울철에 상대적으로 많은 

양을 나타냈다. 집먼지진드기 알레르겐은 여름에 주알레르겐 양이 최

고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5,36

. 그러나 일부 연구에 의하면 집먼

지진드기 개체수는 서식하기 좋은 조건이 되는 여름에 최고에 도달하

나, 개체의 서식에 의하여 배출되는 알레르겐 양은 가을에 최고에 이

른다고 한다
37
. 바퀴의 서식도 6월에 가장 높은 개체수를 보이나 바퀴 

알레르겐은 8월 이후에 최고 농도에 도달한다고 한다
38
. 애집개미 알

레르겐이 가을 및 겨울에 최고 농도에 도달하는 것은 개체수가 이 시

기에 많아져서 나타난 현상일 수도 있으나 집먼지진드기 및 바퀴와 

마찬가지로 개체수가 많아지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알레르겐 배출

이 많아져서 나타난 현상일 수도 있다. 한편 본 연구의 대상인 애집

개미와 같은 흡입성 알레르겐은 아니지만 마디개미의 개미독 알레르

기를 연구한 Hannan 등
18
의 연구에 의하면 알레르기 성분 자체의 계

절적 변동도 가능하다. 즉 마디개미에 쏘이는 것은 여름보다는 봄에 

자주 일어나지만 마디개미 알레르기에 의한 전신 알레르기 증상은 여

름에 더 흔히 일어나는 현상을 기초로 마디개미의 알레르기 항원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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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 RAST 실험으로 조사한 결과, 주요 알레르겐 성분인 

phospholipase A의 항원성이 여름에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고 하 다
18
. 따라서 애집개미 알레르겐의 계절적 변동 양상도 개체수의 차이가 

아니라 곤충의 생태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항원성의 변화에 기인하여 

나타난 현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애집개미 항원을 측정한 결과, 실내에서 개미가 잡히지 않고 거주

자가 개미의 실내 활동을 인정하지 않은 46 가구 중 11 가구 (23.9%)

에서 애집개미 항원이 측정되었다. 이는 애집개미가 실내에 서식한다

는 증거가 없어도 개미 항원이 실제로는 생활환경에 분포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으로, 알레르겐을 분비하는 원인체가 실내에 없어도 알

레르겐 자체는 실내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기존의 연구에서도 나

타나는 사실이다. 즉 바퀴 알레르겐의 분포를 살펴본 연구에 의하면 

실내에 바퀴가 서식하지 않아도 바퀴 알레르겐은 실내에서 검출된다

고 한다. 499 가구를 대상으로 실내 알레르겐 분포를 연구한 Chew 

등
39
에 의하면 실내에 바퀴가 서식하지 않는 가구의 48%에서도 바퀴 

알레르겐이 검출되었으며, 38 가구를 대상으로 한 Pollart 등
40
의 연구

에서도 바퀴 서식이 없는 가구의 20%에서 바퀴 알레르겐이 높은 농

도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실내의 애집개미 서식

과 개미 알레르겐 분포 사이에 나타나는 이러한 차이는 특이하지만 

가능한 현상으로, 정확하게 그 원인을 알 수는 없으나 몇 가지로 추

정할 수 있다. 먼저, 실제로는 개미가 서식하며 실내에서 생활하고 있

으나 거주자가 확인하지 못하고 본 연구에서 설치한 끈끈이 트랩에도 

포획되지 않았을 수도 있으며, 애집개미가 연구시점 이전에 서식하

기 때문에 연구 당시에는 실내에 개미가 없으나 개미 항원이 잔존할 

수도 있다. 또한 애집개미 항원이 거주자의 일상 활동 또는 다른 매

개체에 의하여 다른 장소에서 이차적으로 이동되어 왔을 수도 있다. 

그리고 측정된 항원이 애집개미 항원이 아니고 실내에 존재하는 다른 

종류의 항원이 교차반응을 일으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

러나 실험에 사용한 토끼 항혈청이 집먼지진드기나 바퀴 항원에 전혀 

교차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특이적인 혈청이었으며, 실제 실험에서는 

모든 먼지에서 애집개미 항원뿐만 아니라 집먼지진드기 및 바퀴 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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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측정하 는데 이 들 사이에 어떠한 상관성도 없었기 때문에 이

러한 항원과의 교차반응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 생략).

   본 연구에서 실내 먼지에서 애집개미 항원이 검출된 가구에 거주

하는 거주자 중 19.6%에서 애집개미-특이 IgE가 측정된 반면, 실내에

서 항원이 측정되지 않은 가구에 거주하는 거주자에서는 4.8%만이 특

이 IgE가 측정되었다. 항원노출에 따라 나타나는 특이 IgE 반응의 이

러한 차이는 항원 노출에 따른 항체 반응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것

일 수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추후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원인 항원에 노출되는 양에 따른 IgE 감작의 차이

는 잘 알려진 현상이며
34
, 따라서 애집개미 항원이 IgE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역치 농도를 확인하는 것은 향후 중요한 연구과제의 하나이

다.

   애집개미 항원이 흡입성 알레르겐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애집개미-특이 IgE가 있고, 실내에 개미가 서식하는 가정에 

거주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애집개미 항원-흡입 기관지유발시험을 시

행하 고, 그 결과 9명의 애집개미 알레르기에 의한 천식환자를 확인

하 다. 표 4에서와 같이 9명의 환자 대부분은 50여종의 다른 흡입성 

알레르겐에 음성 또는 약한 반응만을 보여 기존의 검사로는 비아토피

성 천식으로 분류될 수 있는 환자들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원인 물질

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 없이 증상에 대한 치료만 받아온 환자들로 애

집개미에 의한 천식 진단 하에 집안의 개미 관리 후 증상이 소실되거

나 호전되는 것을 쉽게 관찰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임상적인 결과 

역시 본 연구의 중요한 성과 중의 하나이다. 한편 9명의 기관지유발

시험 양성 환자 중 5명이 조기반응과 함께 후기반응이 함께 나타나는 

이중반응을 나타낸 점은 애집개미에 의한 천식반응이 면역학적 기전

에 의하여 나타나는 현상임을 설명하며, 아울러 애집개미 알레르겐이 

강력한 항원성을 갖는 물질임을 시사한다
41
. 

   애집개미 알레르겐의 교차항원성을 억제 ELISA 실험을 통하여 확

인한 결과, 일부 혈청은 다른 항원과 전혀 교차반응을 보이지 않았으

나 애집개미-특이 IgE는 집먼지진드기, 바퀴 및 마디개미와 교차반응

을 보이기도 하 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다른 개미 항원과의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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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 여부인데 애집개미 항원은 마디개미와는 교차반응을 잘 보 으

나, 왕침개미 (Pachycondyla)와는 교차반응을 잘 나타내지 않았다. 애

집개미의 분류를 살펴보면 그러한 차이의 원인을 추정할 수 있다 (그

림 18). 즉 애집개미는 개미과 (Family Formicidae) 두마디개미아과 

(Subfamily Myrmicinae)에 속하며 마디개미도 두마디개미아과에 속

한다
42
. 그러나 왕침개미는 개미과 침개미아과 (Subfamily Ponerinae)

에 속하며, 이러한 종 분류의 차이로 인하여 애집개미는 우리나라에

서 개미독 알레르기를 잘 일으키는 왕침개미보다는 마디개미와 더 교

차반응을 잘 일으키는 것으로 보인다. 

Order

Suborder

Legion

Superfamily

Family

Subfamily

Genus

Hymenoptera

Apocrita

Aculeata

FormicoideaVespoidea

Pachycondyla

Vespinae

Vespidae

VespulaVespa

Formicidae

Solenopsis Monomorium 
pharaonis

Ponerinae Myrmicinae

Order

Suborder

Legion

Superfamily

Family

Subfamily

Genus

Hymenoptera

Apocrita

Aculeata

FormicoideaVespoidea

Pachycondyla

Vespinae

Vespidae

VespulaVespa

Formicidae

Solenopsis Monomorium 
pharaonis

Ponerinae Myrmicinae

그림 18. 애집개미의 분류

   SDS-PAGE, IgE-immunoblotting 및 2-dimensional PAGE를 통

하여 애집개미의 주알레르겐이 32 kDa 및 10 kDa 부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자량 32 kDa 부위의 알레르겐은 pI 값이 각각 다른 네 

개의 점으로 나타났는데, N-말단 아미노산 배열을 20개까지 분석한 

결과 아미노산 배열이 같아 이들은, 이 후의 아미노산 배열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동종알레르겐 (isoallergen)으로 추정된다. 32 kDa 주알레

르겐의 아미노산 배열을 확인 후 National Center for Biolog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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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의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한 결과 이는 마디개미의 

chymotrypsin과 상동성이 있음을 확인하 다. 기관지천식을 비롯한 

알레르기 질환에서 chymotrypsin은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는 능력 또

는 그 자체가 알레르겐으로 작용하여 염증반응을 유발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즉 돼지풀 꽃가루에는 chymotrypsin을 비롯한 단백분해

효소가 포함되어 있어 단백질을 분해하고 염증발생을 예방하는 단백

분해효소 억제제를 비활성화시켜 기도 염증을 악화시킨다
43,44

. 또한 집

먼지진드기의 주알레르겐 중 하나인 Der f 6 또는 Der p 6는 

chymotrypsin으로 알려져 있다
45-47

. 따라서 추가 연구가 필요한 상태

이지만 애집개미의 주알레르겐의 하나인 32 kDa 알레르겐이 

chymotrypsin과 유사한 물질이라면 흡입성 알레르겐으로 작용하면서 

단백분해능을 통한 염증반응 악화가 가능하여 강력한 알레르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아쉽게 10 kDa 주알

레르겐의 N-말단 아미노산 배열을 확인할 수 없었는데, 10 kDa 부위

가 애집개미의 주요한 알레르겐으로 판단되므로 추후 이에 대한 연구

가 꼭 필요하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애집개미는 도시 가구의 실내에 서

식하면서 여러 알레르겐을 통하여 흡입에 의한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

을 일으킬 수 있음을 세계에서 최초로 규명하 다. 또한 애집개미 주

알레르겐은 32 kDa 및 10 kDa 부위임을 확인하 으며, 32 kDa 주알

레르겐에 대한 N-말단 아미노산 배열을 확인하 다. 현재까지 알려지

지 않은 전혀 새로운 알레르겐이면서 많은 환자에서 면역학적 과민반

응을 일으키는 애집개미의 흡입성 알레르겐으로의 역할을 규명한 본 

연구결과는 향후 주알레르겐 유전자 클로닝을 통한 재조합 알레르겐

의 생산, 주알레르겐에 대한 B 세포 및 T 세포 항원결정인자 연구와 

같은 분자면역학적 연구를 수행하여 진단용 시약 및 치료용 약제를 

개발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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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도시 가정의 실내에 많이 서식하는 애집개미가 알레르기 항원성이 

있으며, 항원의 흡입에 의하여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

다는 가설을 세우고, 애집개미 조항원을 이용한 연구결과 다음과 같

은 결과를 얻었다.

   1. 애집개미 항원에 대한 토끼 항혈청을 제조한 후 애집개미 단백

항원 측정을 위한 재현성 있는 억제 ELISA 실험을 정립하 으며, 이

를 통하여 서울 지역 도시가구내의 먼지내에 있는 애집개미 단백 항

원을 측정하 다. 측정 결과, 35.7% 가구의 실내 먼지에서 애집개미 

항원이 검출되었으며, 애집개미 항원은 계절에 향을 받았으며, 가을 

및 겨울철 실내 먼지에서 높은 농도로 측정되었다.

   2. 실내에서 개미가 잡힌 가구에서 애집개미 항원의 검출률이 높

았으나, 실내에 개미가 잡히지 않은 가구의 일부에서도 높은 농도의 

개미 항원이 검출되었다.

   3. 11.5%의 거주자에서 애집개미-특이 IgE 항체가 검출되었으며, 

실내 먼지에서 애집개미 항원이 검출되는 가구에 거주하는 거주자에

서 검출되지 않는 가구의 거주자보다 특이 항체 검출률이 높았다 (각

각 19.6% 및 4.8%).  

   4. 호흡기 알레르기 환자의 14.8%가 애집개미 항원을 이용한 피부

단자시험 및 특이 IgE 측정에서 양성반응을 보여 애집개미에 감작되

어 있음을 확인하 다.  

   5. 애집개미에 감작되어 있고, 병력상 애집개미에 의한 천식이 의

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애집개미 항원-흡입 기관지유발시험을 시행

하여, 9명의 애집개미 알레르기에 의한 기관지천식 환자를 확인하

다. 

   6. 애집개미 항원은 일부 환자에서는 전혀 교차반응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일부 환자에서는 마디개미, 바퀴, 집먼지진드기와 교차반응

을 보이는 등 다양한 형태의 교차반응을 보 다

   7. 애집개미 주알레르겐은 32 kDa 및 10 kDa 부위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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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kDa 주알레르겐에 대한 N-말단 아미노산 배열을 확인하 으며, 

이는 마디개미의 chymotrypsin과 65%의 아미노산 배열 상동성을 보

다.

   이상의 결과로 애집개미는 도시 가구의 실내에 서식하며 여러 알

레르겐을 통하여 흡입에 의한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

음을 규명하 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애집개미 주알레르

겐의 유전자 클로닝을 통한 재조합 알레르겐의 생산, 주알레르겐에 

대한 B 세포 및 T 세포 항원결정인자 연구와 같은 분자면역학적 연

구를 수행하여 진단용 시약 및 치료용 약제를 개발하는데 기초 자료

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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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onomorium pharaonis  ant: identification of novel 

inhalant allergens and characterization of its major 

allergens 

Cheol-Woo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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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ed by Professor Chein-Soo Hong)                           

                                        

The sting from ants can cause a range of allergic responses 

including anaphylaxis in sensitized individuals. There has been no 

data about the role of ant in the pathogenesis of respiratory 

allergic diseases. In recent years the indoor house ant, 

Monomorium pharaonis  (pharaoh ant), has become a widely spread 

household throughout the Korea and other parts of the world. 

Although it was recently mentioned as a possible cause of 

respiratory allergies, no detailed study has been performed whether 

pharaoh ant represents an indoor inhalant allergen source. This 

study was performed to prove the hypothesis that pharaoh ant has 

potential to liberate several allergenic materials which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pathogenesis of respiratory allergy. 

The pattern of distribution and the amount of pharaoh ant 

antigens in the living environment were measured to determine 

whether inhalant exposure to pharaoh ant antigens can be occurred 

by domestic activities. Home visiting and collection of floor dusts 

were performed at 3-month interval for 1 year at 56 houses in 

Seoul, Korea. Pharaoh ant antigens in fine dusts were detected and 

quantified by inhibition ELISA assays using polyclonal rabbit IgG 

antibodies, and IgE antibodies to pharaoh ant antigens in residents' 

sera were measured by using ELISA. 

Patients with bronchial asthma or allergic rhinitis were enro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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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linical study. To identify IgE-binding components and major 

allergens, IgE ELISA and inhibition ELISA, IgE immunoblotting, 

2-dimensional PAGE and N-terminal amino acid sequencing were 

performed. Finally, allergen-bronchial challenge tests were 

performed for the clinical confirmation of pharaoh ant allergy. 

Pharaoh ant antigens were detected in at least one indoor site of 

35.7% houses. Level of pharaoh ant antigens showed seasonal 

variation with peak in autumn and winter. Detection rate of 

pharaoh ant antigens was significantly higher in houses with 

visual evidence of ant infestation than in houses without 

infestation, but significant amount of pharaoh ant antigens was 

also measured in about 20% of houses not reporting signs of ant. 

Thirteen (11.5%) among 113 residents had pharaoh ant-specific 

IgE. Pharaoh ant-IgE were more detected in residents (19.6%) with 

pharaoh ant antigens detected homes than residents (4.8%) without 

ant antigens.  

Eighty (14.8%) of 541 patients with respiratory allergy showed 

both positive skin reactivity and specific IgE to pharaoh ant. The 

inhibition ELISA assays indicated that pharaoh ant allergens had 

various pattern of cross-reactivity to house dust mite, cockroach, 

and other ant allergens from Solenopsis species. Two important 

IgE-binding components (32 kDa and 10 kDa) were identified as 

major allergen of pharaoh ant, and N-terminal amino acid sequence 

of 32 kDa allergen was determined. Finally, pharaoh ant-bronchial 

challenge tests were conducted for 10 patients, and nine patients 

showed typical pattern of asthmatic reaction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considerable level of pharaoh ant 

antigens is distributed in urban indoor environment, and pharaoh 

ant antigens are important inhalant allergens. Results of this study 

will ultimately lead to the development of new diagnostic tools and 

therapeutic vaccines for the respiratory allergic diseases.  

Key Words : Monomorium pharaonis, inhalant allergen, bronchial 

asthma, major aller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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