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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비아토피 호흡기알레르기 환자에서 

혈청 총 IgE 항체와 신체질량지수와의 관계 

 

알레르기 피부검사는 아토피 질환을 진단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검사중의 하나

이다. 알레르기 비염이나 천식환자들의 경우에는 흔한 흡입 알레르겐을 이용하여 피

부단자시험을 시행했을 때 감작되지 않은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가 비만한 

환자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전의 연구를 살펴보면 신체질량지수

와 혈청 총 IgE 항체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으나 결과의 일관성이 없었으며 아토피 

질환 유무를 구분하지 않았다. 따라서 저자는 비아토피 호흡기알레르기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신체질량지수와  혈청 총 IgE 항체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2007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비염과 천식으로 원주기독병원 호흡기내과에 내

원한 934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피부단자시험을 시행하였다. 키와 몸무게를 이용하

여 신체질량지수를 계산하였으며 혈액검사를 통하여 혈청 총 IgE 항체를 측정하였다. 

피부단자시험에는 33종의 흔한 흡입 알레르겐을 이용하였으며 1가지 이상의 알레르겐

에 피부반응 양성을 보인 경우 아토피로 정의하였다. 검사 결과 총 526명이 비아토피

로 진단되었으며 혈청 총 IgE 항체의 수치가 500 IU/mL 이상인 경우는 기생충 감염등

의 다른 원인일 가능성이 높아 제외하였다.  

혈청 총 IgE 항체 500 IU/mL 미만의 비아토피 환자는 468명이었으며 남자 169명, 

여자 299명 이였다.  

각 집단은 신체질량지수 18.5 미만을 저체중, 18.5에서 23.0 사이를 정상, 23.0 이

상 25.0 미만을 과체중, 25.0 이상을 비만으로 나누어 통계분석을 시행하였다. 여자 

환자들의 결과에서 저체중군의 혈청 총 IgE 항체값은 41.1±41.0 IU/mL, 정상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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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64.6±87.3 IU/mL, 과체중군에서는 78.9±99.9 IU/mL, 비만군에서는 85.5±87.6 

IU/mL 로 신체질량지수가 증가할수록 혈청 총 IgE 항체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저체중군과 정상군, 과체중군과 비만군을 합쳐 두 군으로 나누어 혈청 총 IgE 항체값

을 비교하였을 때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83.4 vs. 61.8 IU/mL, 

p=0.036). 하지만 남자 환자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에 여성 비아토피 호흡기알레르기 환자들에서 신

체질량지수가 혈청 총 IgE 항체 상승의 주요한 인자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되는 말: 신체질량지수, 혈청 총 IgE 항체, 비아토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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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토피 호흡기알레르기 환자에서  

혈청 총 IgE 항체와 신체질량지수와의 관계 

  

<지도 김 상 하 교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이지호 

 

제 1장 서론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아토피는 흔한 알레르겐에 대해 혈청 IgE 항체를 생산하는 유전적인 소인을 

지칭하며, 흔한 알레르겐을 이용한 피부단자시험은 혈청 특이 IgE 항체의 생산과 

연관성이 높고 간편하며 경제적인 방법으로 아토피 질환의 진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1  피부단자시험을 이용한 호흡기알레르기 환자들의 아토피 유병율은 40-

77%이며,2 아토피군에 비하여 비아토피군은 여성의 비율이 높고 질환의 발생 연령이 

높다.3  

혈청 총 IgE 항체는 비반세포의 고친화성 IgE 수용체에 결합되어 있다가 특이 

항원이 결합하여 활성화되면 비반세포를 탈과립시키며 히스타민이나 프로스타글란딘 

D2, 류코트리엔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염증매개물질을 방출 시킴으로써 여러 가지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킨다. 이러한 혈청 총 IgE 항체의 증가는 알레르기 질환의 

발생과 접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질환의 중증도와 비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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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만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비만은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뿐만 아니라 천식의 발생에 중요한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8 신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는 비만의 지표로 사용되며, 미국의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에서 신체질량지수와 혈청 총 IgE 항체와의 연관성을 살펴보았을 

때, 소아청소년에서 혈청 총 IgE 항체 수치는 신체질량지수가 높을수록 증가하였다.9 

하지만 소아 천식환자를 대상으로 확인한 한 연구에서는 신체질량지수와 혈청 총 IgE 

항체값의 상관관계가 관찰되지 않아 일관성이 없는 결과를 보였으며, 이러한 

연구들은 대상인구의 아토피 유무를 구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석된 결과였다.10  

 

 

 

 

 

 

1.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이에 저자는 호흡기 알레르기증상으로 방문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피부단자시험을 

시행하여 구분되어진 비아토피 환자들에 대하여 신체질량지수와 혈청 총 IgE 항체 

수치의 연관성을 조사하여 비아토피 환자에서 비만과 혈청 총 IgE 항체와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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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2007 년 1 월부터 12 월까지 1 년 동안 호흡기 알레르기증상 즉, 기침, 가래, 가슴 

답답함, 호흡곤란, 쌕쌕거림 등의 하기도 증상과 콧물, 코막힘, 재채기, 코간지럼 

등의 상기도 증상으로 연세대학교 원주기독병원 호흡기센터를 방문하여 천식이나 

비염을 진단받은 총 934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천식을 진단 받은 환자는     

614 명이었으며, 비염을 진단 받은 환자는 588 명이었다. 전체 대상 환자의 평균 

나이는 47.9±15.8 세, 혈청 총 IgE 항체 수치는 315.0±487.2 IU/mL, 신체질량지수 

는 24.1±3.6 kg/m2 이었으며, 여성의 비율은 53.1%(496 명)이었다. 피부단자시험을 

시행하여 한 개 이상의 알레르겐에 양성 반응을 보인 아토피군은 408 명 

(43.6%)이었다. 비아토피군은 526 명이었으며, 이 중에서 혈청 총 IgE 항체가 500 

IU/mL 이상인 환자 58 명은 기생충 감염이나 알레르기기관지폐아스페르길루스 

증(allergic broncho pulmonary aspergillosis) 등의 다른 질환의 가능성이 높아 

분석에서 제외되었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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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호흡기알레르기 환자들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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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피부단자시험 및 혈청 총 IgE 항체의 측정 

피부단자시험은 흔한 흡입 알레르겐 총 33종으로 시행되었다. 실내 알레르겐으로 

집먼지진드기 2종(Dermatophagoides pteronyssinus, Dermatophagoides farinae ), 

긴털가루진드기(Tyrophagus putrescentiae), 바퀴벌레와 동물털 알레르기를 

포함하였으며(고양이털, 개털, 소털, 말털, 토끼털), 나무 꽃가루 8종(오리나무, 

물푸레나무, 너도밤나무, 자작나무, 개암나무, 참나무, 포플러나무, 버드나무), 잔디 

꽃가루 5종(우산잔디, 왕포아풀, 오리새, 호 풀, 큰조아재비), 잡초 꽃가루 3종(쑥, 

돼지풀, 쐐기풀), 진균류 8종(Alternaria tenuis, Aspergillus fumigatus, 

Aspergillus niger, Cladosporium herbarum, Fusarium moniliforme, Penicillum 

notatum, Trichophyton mentagrophytes, Rhizopus nigricans) 등을 포함하였으며, 

히스타민과 생리식염수를 각각 양성대조액과 음성대조액으로 사용하였다. 피부단자 

시험은 환자의 등에 각 검사 시약을 한 방울씩 떨어뜨린 후, 25 게이지 바늘을 

이용해 시행되었다. 결과의 판독은 15분 후에 해당 알레르겐의 팽진 크기를 양성 

대조액 히스타민의 팽진에 대한 비(알레르겐/히스타민 비)로 계산하여 그 비가 1 

이상인 경우를 양성 반응으로 판정하였고, 한 개 이상의 알레르겐에 양성 반응을 

보인 경우를 아토피로 정의하였다. 혈청 총 IgE 항체는 CAP system (Pharmacia,  

Uppsala, Sweden)으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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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신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체중에 따른 구분을 위해 사용한 신체질량지수(BMI)는 몸무게(kg)를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하였다. 신체질량지수를 기준으로 세계보건기구의 제안에 따라 

대상환자를 저체중군(underweight, UW; BMI <18.5 kg/㎡), 정상체중군(normoweight, 

NW; 18.5≤ BMI <23 kg/㎡), 과체중군(overweight, OW; 23≤ BMI <25 kg/㎡), 비만군 

(obese, OB; BMI ≥25 kg/㎡)으로 나누었다.11 또한 네 군을 다시 BMI 23 kg/m2 을 

기준으로 no n - o b e s e 군(U W + N W )과 o b e s e 군(O W + O B )  등 두 개의 군으로 

나누어서 따로 분석하였다.  

 

2.4  통계학적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 version 17.0 을 이용하였다. 나이, 키, 몸무게, 

신체질량지수, 총 IgE 항체치 등의 평균은 Student’s t test 를 사용하여 분석 

하였고 성별이나 체중별 대상군에 따른 분포 등의 비연속변수는 χ
2 test 를 

사용하였다. 남성과 여성에서 각각 체중별 대상군에 대한 여러 변수들의 차이는  one 

way ANOVA 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신체질량지수와 혈청 총 IgE 항체치의 상관분석은 

Pearson’s correlation test 를 사용하였으며 나이를 보정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통계적 유의성은 P 값 0.05 미만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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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결과 

 

3.1  연구대상 환자들의 임상적 특징 

비아토피군 526 명에서 혈청 총 IgE 항체가 500 IU/mL 이상인 환자 58 명을 제외한 

468 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남자는 169 명(39.1%), 여자는 299 명(63.8%)이었으며 

평균나이는 남자 51.9±15.2 세, 여자는 52.5±14.4 세로 비슷했다(P=0.688). 천식을  

진단 받은 사람은 남자 104 명, 여자 196 명(P=0.544)이었으며, 비염을 진단 받은 

사람은 남자 94 명, 여자 164 명 (P=0.872)으로 성별에 따른 질환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평균 신체질량지수는 남자 24.1±3.0, 여자 24.3±3.7 이었으며(P=0.494), 

호산구 수치는 남자 258.2±371.1 mm3, 여자 228.4±480.6 mm3 이었다(P=0.493). 혈청 

총 IgE 항체는 남자 117.6±116.3 IU/mL, 여자 74.9±88.6 IU/mL 으로 여자 환자 에서 

유의하게 낮은 수치를 보였다(P <0.001,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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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비아토피 호흡기알레르기 환자들의 임상적 특성 

 

 

 

남자 (n=169) 

 

 여자 (n=299) 

 
P value 

 

나이  

 

 51.9 ± 15.2 

 

  52.5 ± 14.4 

 

   0.688 

천식으로 진단받은 환자 (%) 104 (63.4)  196 (65.6)    0.544 

비염으로 진단받은 환자 (%)   94 (57.3)  164 (54.8)    0.872 

키 (cm) 167.5 ± 6.3 154.8 ± 5.9    <0.001 

몸무게 (kg)  67.6 ± 9.7  58.2 ± 9.1    <0.001 

신체질량지수 (kg/m2)  24.1 ± 3.0  24.3 ± 3.7    0.494 

혈청 총 IgE 항체(IU/mL)   117.6 ± 116.3   74.9 ± 88.6    <0.001 

호산구 (mm3) 

비흡연자 (%) 

과거 흡연자 (%) 

현재 흡연자 (%) 

258.2 ± 371.1

55 (32.5) 

64 (37.9) 

50 (29.6) 

 228.4 ± 480.6

 278 (93.0) 

 10 (3.3) 

 11 (3.7) 

  0.493 

  <0.001 

  <0.00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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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신체질량지수와 혈청 총 IgE 항체치 

가)  성별에 따른 저체중군, 정상체중군, 과체중군, 비만군 간의 임상적 차이 (표 2) 

성별에 따라 저체중군(UW), 정상체중군(NW), 과체중군(OW), 비만군(OB) 등 네개의 

군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신체질량지수는 네군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여자 환

자에서는 신체질량지수가 높아질수록 혈청 총 IgE 항체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P=0.150). 남자 환자에서는 신체질량지수에서만 네 군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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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비아토피호흡기 알레르기 환자에서 각각의 성별에 따른 신체질량지수 네 

군간의 임상적 차이  

 

 
남자 (n=169) 

 
저체중 (n=6) 정상 (n=56) 과체중 (n=47) 비만(n=60) 

P 

value

나이 62.6±17.3 49.7±17.3 51.3±12.8 53.3±14.5  0.196

신체질량지수 

(kg/m2) 
17.6±0.5 21.4±1.6 24.1±0.5 27.1±1.8 <0.001

혈청 총 IgE 

항체 (IU/ml) 
133.0±129.6 112.8±113.4 103.9±104.3 131.1±127.4 0.649 

 

 
여자 (n=299) 

 
저체중 (n=14) 정상 (n=104) 과체중 (n=57) 비만(n=24) 

P 

value 

나이 40.7±19.2 46.8±14.6 54.9±12.6 57.3±11.9 <0.001

신체질량지수 

(kg/m2) 

17.7±0.4 21.1±1.1 24.0±0.5 27.8±2.5 <0.001

혈청 총 IgE 

항체 (IU/ml) 
41.0±41.0 64.6±87.3 78.9±99.9 85.5±87.6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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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별에 따른 obese 군과 non-obese 군간의 임상적 차이 (표 3, 그림 2)  

신체질량지수 23 kg/m2 을 기준으로 non-obese 군(UW+NW)과 obese 군(OW+OB) 의 두 

개의 군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표 3). 여자환자에서 obese 군이 non-obese 군보다 

혈청 총 IgE 항체가 높았으며 이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36). 그러나 남자 

환자에서는 두 군간에 총 IgE 의 차이는 없었다(P = 0.813). 

 

 

 

 

표 3. 비아토피호흡기 알레르기 환자에서 각각의 성별에 따른 신체질량지수 두 

군간의 임상적 차이  

 

 

남자 (n=169) 

 

non-obese (n=62) obese (n=107) P value 

나이 50.9±17.6 52.4±13.8 0.575 

신체질량지수 (kg/m2) 21.0±1.5 25.8±2.0 <0.0001 

혈청 총 IgE 항체 

(IU/ml) 
114.7±114.0 119.2±118.1 0.813 

 

               여자 (n=299) 

 

non-obese (n=118) obese (n=181) P value 

나이  46.1±15.3  56.6±12.1 <0.0001 

신체질량지수 (kg/m2)  20.7±1.5  26.6±2.7 <0.0001 

혈청 총 IgE 항체 

(IU/ml) 
 61.8±83.3  83.4±91.4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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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각각의 성별에서 신체질량지수 두 군간의 평균 혈청 총 IgE 항체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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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별에 따른 신체질량지수와 혈청 총 IgE 항체와의 상관관계  

신체질량지수와 혈청 총 IgE 항체의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 Pearson’s correlation 

test 를 시행하였다(그림 3). 여자에서는 신체질량지수가 증가할 때 혈청 총 IgE 

항체도 증가하는 약한 양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r=0.155, P=0.007) 남자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r=0.104, P=0.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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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각각의 성별에서 신체질량지수와 혈청 총 IgE 항체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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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여성 비아토피 호흡기알레르기 환자들에서 시행한 회귀분석 

 여성에서는 표 2, 3 에서 신체질량지수가 증가할수록 나이가 같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나이를 보정하기 위해 여성 비아토피 호흡기알레르기 환자를 대상 

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표 4 에서와 같이 혈청 총 IgE 항체치에 대한  

신체질량지수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non-obese 군과 obese 군으로 나누어 단순회귀 

분석을 하였을 때, 신체질량지수가 증가할수록 혈청 총 IgE 항체가 의미 있게 

증가하였다(P=0.040). 하지만 나이를 포함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하였을 때에는 

통계적인 의미를 보이지 않았다(P=0.256). 신체질량지수를 네 군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을 때에는 혈청 총 IgE 항체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P=0.231).   

 

표 4. 여성 비아토피 호흡기알레르기 환자에서 혈청 총 IgE 항체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질량지수의 회귀분석  

변수 
모델 1* 모델 2† 

B‡ P value B‡ P value 

신체질량지수 21.613 0.040 12.660 0.256 

나이 1.006 0.005 0.853 0.024 

* : 단순회귀분석 

† : 다중회귀분석(나이를 보정함) 

‡ : 비표준화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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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장 고찰 

     

총 934명의 환자중 아토피 408명 (43.6%), 비아토피 526명 (56.4%)로 비아토피군의 

환자들이 많았다. 이전의 호흡기알레르기 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아토피의 비율이 감소하게 되는데 소아에서 

아토피군의 비율이 약 50 ~ 70%로 더 높으며 나이가 많아질수록 아토피군의 비율이 

감소해서 중년, 고령의 성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 29%까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비아토피군의 평균 연령이 52.9세로 아토피군의 41.5세보다 유의하게 

높은데 비아토피군의 나이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비아토피군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연구에서의 결과와 비슷한 분포를 보인다. 3    

   본 연구에서 혈청 총 IgE 항체 500 IU/ml 이상인 환자들은 제외하였으며 혈청 총 

IgE 항체는 아토피 군에서 평균 167.2 IU/ml, 비아토피군에서 평균 90.3 IU/ml 으로 

나타났다. 다른 연구에서도 아토피군의 평균 혈청 총 IgE 항체값은 200 IU/ml 내외로 

나타났다.12 반면 기생충 감염에서는 500 IU/ml 이상, 알레르기기관지폐아스페르 

길루스증에서는 1000 IU/ml 이상으로 나타났다.13-15 대상환자들은 항체검사 등 다른 

질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다른 문헌의 결과와 비교했을 때 위의 두 

질환의 동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혈청 총 IgE 항체 500 IU/ml 이상인 

환자들은 분석에서 제외 하였다.    

 각각의 성별에서 혈청 총 IgE 항체는 남자 117.6±116.3 IU/ml, 여자 74.9±88.6 

IU/ml 로 남자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0.001). 남자에서 혈청 총 IgE 항체가 높은 

결과는 다른 문헌에서도 일관성 있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다.16 또 하나의 이유는 남, 녀의 흡연력의 차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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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표 1). 흡연자에게는 cytokine IL-4가 증가하고 이는 CD 4 

T 세포의 Th2 면역으로의 분화를 촉진함으로써 혈청 총 IgE 항체가 상승하게 된다. 17         

Appleton등의 연구18 에서 비아토피 천식환자에서 비만과 천식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Chen등의 연구19 에서는 여성 비아토피 환자에서 비만과 천식의 상관관계가 

밝혀졌다. 따라서 아토피 보다는 비아토피에서,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천식과 비만이 

접한 관계가 있겠으며,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여성 비만 환자에서의 혈청 

총 IgE 항체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혈청 총 IgE 항체는 

일반적으로 아토피 질환에서 증가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비아토피 호흡기 

알레르기 환자에서 혈청 총 IgE 항체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여자환자에서 

신체질량지수의 증가에 따라 혈청 총 IgE 항체가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전의 문헌에서 비만과 혈청 총 IgE 항체의 상관성에 대한 상반된 결과가 보고 

되었는데 Vieira20등의 연구에서 여성에서 신체질량지수와 혈청 총 IgE 항체의 상관 

관계가 없다는 결과가 있었으며 Visness9등은 소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신체질량지수와 혈청 총 IgE 항체의 상관성이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들은 

호흡기알레르기 질환이나 아토피 유무를 구분하지 않고 일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아토피 호흡기알레르기 질환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여성에서 신체질량지수와 혈청 총 IgE 항체의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비만과 혈청 총 IgE 항체 상승의 연관성은 크게 세가지 기전의 가능성이 있는데 

염증반응, 유전적 요인,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 비염과 천식은 만성적인 기도 염증을 

특징으로 하는데 비만한 환자에게서 IL-4, IL-6, C-reactive protein, TNF-alpha, 

leptin, type two cytokine 등이 증가되어 있으며 이러한 cytokine 들이 기도의 

염증을 증가시켜 증상을 유발시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cytokine 들은 CD4+ 

T cell 의 조절에 변화를 일으켜 Th2 면역으로 분화를 촉진하고 여기서 만들어진 Th2 

세포에서 IgE 항체를 생성하게 된다.21 하지만 이러한 cytokine 들이 비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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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에게서 증가하는 경우가 있으나, 비만과 호흡기알레르기 질환의 유의한 

상호작용에 관계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22  

유전적 연구에 의하면 비만과 천식을 일으키는 유전자의 연관성에 주목하고 있는데 

leptin gene polymorphism, single-nucleotide polymorphisms (SNPs) of the PRKCA 

gene (protein kinase C alpha) 이 유의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비만과 천식의 유전자 상호 연관성을 밝혀내기 위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23,24 

따라서 이러한 유전자들이 혈청 총 IgE 항체 상승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인슐린 저항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비만은 약한 전신 

염증 반응(low grade systemic inflammation)이 유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데 

비만한 사람은 IL-4, IL-5, IL-6, TNF-alpha 등의 cytokine 들이 증가하게 되고 특히 

TNF-alpha 가 중요한 역할을 하여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며 이러한 염증반응의 

증가가 혈청 총 IgE 항체를 증가시킴으로써 호흡기알레르기 질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5,26  

본 연구의 결과에서 여자환자에서만 신체질량지수와 혈청 총 IgE 항체가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이에 대해서는 여성 호르몬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비만한 사람에게 많은 지방세포(adipocyte)에는 여성호르몬을 합성할 수 있는  

효소를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합성되거나 테스토스테론으로부터 방향화 

(aromatization)에 의해 생성된 에스트라디올(estradiol)은 CD4+ T 세포로부터 IL-

4 분비를 증가시키게 되고 Th2 면역으로 분화를 유도하여 혈청 총 IgE 항체 생성을 

증가 시키게 된다.20 여성 호흡기알레르기 환자에서 신체질량지수가 증가할수록 나이 

가 같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표 2,3). 다른 문헌에 따르면 나이와 혈청 총 IgE 

항체 수치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고령에서는 혈청 총 IgE 항체 수치가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16 나이를 보정하고 시행한 다중회귀분석에서 신체질량지수는 

혈청 총 IgE 항체치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표 4). 본 연구에서 

20



 

 

                                   

폐경유무를 확인하지 않았는데 고령의 여성에서 폐경이후에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는 

등 여성 호르몬의 변화가 혈청 총 IgE 항체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추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 비아토피 호흡기알레르기 환자에서 신체질량지수와 혈청 총 

IgE 항체의 연관성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연구를 통해서 비아토피 호흡기환자들에서 

혈청 총 IgE 항체를 증가시킬 수 있는 인자들과 어떠한 기전에 의해 비만이 혈청 총 

IgE 항체를 증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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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론 

 

비아토피 환자들에서 혈청 총 IgE 항체가 증가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피부 

단자시험을 이용하여 진단된 비아토피 호흡기알레르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비아토피 호흡기알레르기 환자들에서 남자는 여자보다 혈청 총 IgE 항체 수치 

가 높다.   

2. 여성 비아토피 호흡기알레르기 환자들을 obese, non-obese 두 군으로 

나누었을 때 혈청 총 IgE 항체는 두 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하지만 남자 

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 여성 비아토피 호흡기알레르기 환자들에서 신체질량지수와 혈청 총 IgE 항체 

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 보아 여성 비아토피 호흡기알레르기 환자에서 신체질량지수 

는 혈청 총 IgE 항체를 증가시키는 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환자에서 

어떻게 혈청 총 IgE 항체가 증가하는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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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lationship between total serum IgE and body mass index in 

patients with nonatopic respiratory allergy 

 

Lee Ji Ho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ang-Ha Kim) 

 

Backgraound/Aims. Allergy skin test is a major tool in the diagnosis of atopy. 

Some of the patients with respiratory allergy such as rhinitis and asthma show 

often no sensitization for common inhalant allergens when skin prick test is 

performed. Previous literatur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rum total IgE and 

body mass index (BMI) has been inconsistent. It is not known how this 

relationship is in patients with nonatopy. We sought to examine the 

relationship of serum total IgE and body mass index in respiratory allergy 

patients with nonatopy 

Method. Skin prick tests were performed with 33 common inhalant allergens on 

934 respiratory allergy patients from January 2007 through December 2007 at a 

University hospital and total serum IgE was measured. Atopy was determined by a 

27



 

 

                                   

positive skin prick test response to at least one common inhalant allergen. 

Among the studied subjects, 526 patients were nonatopy. We excluded the cases 

with more than 500 IU/mL of total serum IgE because which levels of IgE were 

more associated with other causes, such as parasite infections.  

Results. The subjects with nonatopy and less than 500 IU/mL of total IgE level 

were 468 patients consisted of 169 male and 299 female. When the cutoffs were 

used for underweight, overweight, and obesity corresponding to BMI of 18.5, 

23.0, and 25.0 kg/m2, the levels of mean total IgE in female patients were 

41.1±41.0 IU/mL in underweight (n=14), 64.6±87.3 IU/mL in normal weight 

(n=104), 78.9±99.9 IU/mL in overweight (n=57), and 85.5±87.6 IU/mL in obese 

patients (n=124), respectively. Mean total IgE levels were significant higher 

among obese and overweight patients than among the others (83.4 vs. 61.8 IU/mL, 

p=0.036). No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observed in male patients.  

Conclusions. Obesity may be a contributor to the increased level of total serum 

IgE in female patients with nonatopic respiratory allergy diseases. 

 

Key words : body mass index, total IgE, nonat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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