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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질환 발생과 I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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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mination of total and specific IgE is known as a diagnostic tool for allergic sensitization.
IgE may be found free in the mucosal secretions of these tissues, bound to local mast cells,
or distributed by the systemic circulation to mast cells and basophils throughout the body.
Serum IgE concentration is normally high in patients with IgE mediated allergic diseases,
but the value of total IgE as a screening test for allergic diseases is limited. Thus, it is
suggested that allergen-specific IgE for patient diagnosis should be quantified. This paper
summarizes the relationship between IgE and allergic diseases.

알레르기질환은 어떤 특정한 원인물질에 대하여 과민반응을
보이는 면역학적 반응으로, 단일 질환으로 발생하기 보다는

먼저 발생하고, 이후 천식 및 알레르기비염과 같은 호흡기
알레르기질환의 발생이 증가되는 현상을 일컫는다(Figure 1).

아토피피부염, 천식 및 알레르기 비염 등이 행진을 이루어

알레르기질환은 유전, 환경적 요인 등 다양한 인자들의

발생하거나 동시에 나타나는 다중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1].

복합적인 작용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알레르기 유발

이처럼 알레르기질환이 특징적 순서에 따라 다양한 표현형이

원인이 되는 물질을 알레르겐이라 하며 꽃가루, 진드기, 곰팡이,

나타나는 것을 알레르기 행진이라 하며, 이는 어린 영아가

애완동물의 비듬, 진균 등이 대표적인 알레르겐이다. 알레르기

성장하면서 아토피피부염과 그와 연관성이 있는 식품알레르기가

원인이 되는 항원이 처음 침입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면역글로블린

Figure 1. Progression of allergic march [1]

1160

www.cdc.go.kr

Vol. 8 No. 48

PUBLIC HEALTH WEEKLY REPORT, KCDC

E (Immunoglobulin E, IgE)가 생성이 되고, 생성된 IgE는 비만세포의

투여약물의 영향을 받지 않는 등의 장점을 지니고 있어 유용하게

표면 수용체(High-affinity receptor for IgE, FcεRI)와

활용되고 있다. 혈청 내 IgE 항체의 측정법 중 대표적 방법인

결합하여 비만세포 표면에 위치한 수용체에 항원이 결합하면

다중 알레르기 항원 검사법(Multiple allergen simultaneous

비만세포는 활성화 되어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히스타민, 염증성

test, MAST)은 화학발광법이나 면역블롯법을 이용하여 혈청

사이토카인 등의 분비를 유도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게

총 IgE와 여러 알레르겐이 부착된 특수튜브에 환자의 혈청을

된다[2]. IgE 측정은 조직액 혹은 혈액에서 측정가능하며

넣어 특이 IgE 항체의 정도를 반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검사법으로

효소면역측정법(Enzyme Linked Immunosorbent Assay,

한번에 40종의 원인 알레르겐을 검사할 수 있다[9]. 또한

ELISA), 형광면역법 (Fluorescence Assay, FA) 등 여러 가지

I m mu noCA P 검사법은 형광효소면역분석법을 사용하여

측정법이 적용되고 있다. 본 원고에서는 알레르기 질환 발생에

민감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며 다른 알레르겐에 대한 교차 반응이

있어 IgE의 관계와 진단 검사방법 및 국내 현황에 대해

적고 광범위한 500여 종의 알레르겐을 제공하므로 알레르기

알아보고자 한다.

환자를 좀 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10].

IgE는 알레르기질환의 발생에 관여하는 단백질의 일종으로

최근에는 자동화 검사법을 사용하여 알레르기항원 특이 IgE

알레르기 반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종종 “알레르기

정량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각각 검사 원리나 시약에 포함된

항체”라고 불린다. IgE 측정은 일반적으로 알레르기 질환을

검사 결과가 상이하므로 시약 간 항원의 표준화가 중요하다.

진단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가장 우선적인 방법으로 혈청 내

IgE의 현황은 국가, 민족마다 다양한 측정치 분포를

총 IgE 측정과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확인할 수 있는 알레르겐

보인다.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 사업에 따르면 60-70세 평균

특이 IgE 측정으로 구성된다. 실제 알레르기 환자 군에서의

총 IgE 수치는 43.3kU/L이며 유럽의 경우 유럽지역사회기반

총 IgE 농도는 비알레르기군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호흡기보건조사사업(European Community Respiratory

보이고, 항원 특이 IgE에 상관없이 총 IgE의 농도 증가는

Health Survey)에 따르면 19-49세 대상자 평균 총 IgE는

알레르기 증상의 발현 및 악화와 연관성을 보인다는 사실이 여러

35.9kU/L를 나타내고 있다. 국내의 경우, 최초로 측정된

연구를 통하여 알려져 있다[3-5]. 또한, 알레르기항원 확인 검사

국민건강영양조사사업 조사대상의 평균 총 I g E 수치가

결과가 음성이더라도 총 IgE 농도가 증가되어 있으면 추적검사

95kU/L로 조사되어 유럽, 미국 등 백인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결과 향 후 알레르 기 질환 발생빈도 가 높다 는 연구가

조사되었는데 이는 상호 측정조건간의 오차를 감안하더라도 국가

보고되었다[6]. 그러나 혈청 총 IgE 농도의 정상 범위는

간의 큰 차이를 보여 인종간 IgE 수치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알레르기질환의 동반 여부와 관계없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혈청

있었다. 연령별 분포에서도 소아와 노년층에서 높은 경향을

총 IgE 농도만으로 알레르기군과 비알레르기군을 구별하기는

보였으며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어렵다[7]. 이는 연령 및 인종에 따라 분포범위가 다르게 나타나며

또한 높은 총 IgE 측정치에 비하여 알레르기질환 유병율은

환경적 요인에 의한 특정 항원의 감작 등이 총 IgE 농도에 영향을

타국들과 비교해 높지 않았는데 이는 총 IgE가 알레르기

미치기 때문이다[8].

감수성에 의한 자극과 함께 다른 요인에도 영향을 받을 수

알레르기 질환에 있어서 알레르겐을 측정하는 방법은
대상자의 피하층에 알레르겐을 노출시켜 알레르기반응 여부를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가적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unpublished data].

확인하는 피부단자시험, 혈청 내 항원 및 항체검사 또는 히스타민

알레르기 의심 환자에서 알레르겐을 규명하는 것은 질환의

유리능 검사 등이 있다. 피부단자시험과 비교하여 혈액을 이용한

진단 평가 및 면역치료 시행 등 예방 및 치료를 위해 가장 기본이

검사는 환자에게 위험성이 적고, 검사가 특이적이고 정량적이며

되어야 하므로 총 IgE 농도 분석과 함께 알레르겐 특이 I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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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통하여 원인 요인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알레르기질환의 예방, 악화방지, 적정치료 등의 관리를
위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종, 연령 등 여러 환경 및
유전요인에 따라 영향을 받는 IgE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국가차원의 조사(총 IgE, 특이 IgE 등)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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