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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valualion of sensilization 10 aeroal1ergens is valuable in diagnosis and treatmenl of alopic resαratory disorders. Because
。1 lhe idenlical c1imates in Jeju，Korea，the sensitizalion rates may dif’er from olher regions 01 Korea. The sensilization rales in
Jeju was rarely reperted. To examine the sensitiza1ion rates to common inhalan1 allergens and 10 suggest the proper evalualion
panels 01 skin prick lesls in Jeju，Korea The results of skin prick 1esls in alopic individuals were analyzed relrospeclively and
cross-sectionally frorn allergy clinics. Two hundred and eighly seven atopic individuals (mean age 01 33) were enrolled lrom 3
regional ’acili1ies. Skin prick tests were per10rmed with different artergens lrom differenl manufacturers. House dust mites，
cockroaCh，oak and mugwort are commonly sensitized aeroal1ergens in Jeju. Some 이 allergens showed d’fferent sensilizalion
rales according to the manulacturers. Common aeroallergens for skin prick lesls in Jeju were suggesled. Standardization of
aeroallergens for skin prick tesls should be pertormed. (J Med Ufe Sci 2009;6:11 9-125)

Key Words : Skin tests，Atlergens，Respiratory hypersensilivity ，Jeju

서 론 .__._]

알레르기 질환은 원인 항윈인 얄레르겐에 대한 득이 19E가 생

성되어 비만세포나 호염기구 표연의 수용체에 결함된 상태에서

얄레르겐에 째뇨:출 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련의 영중반응에 의해

발생한나 얀레르겐에 대한 체내 뜩이 IgE의 존재여부 즉 강작

여부는 아토띠 유무‘호흡기 알레르기 침환의 진단，원인 월진의

규명 악화의 위험인자 회띠‘연역치료 풍에 중요한 정보이다 피

부단자시험은 다양한 알레르겐에 대한 감작 여부될 검사할 수 있

는 방법으로 간연하며，빠르게 시행할 수 있고，정제적이여，비교

적 민감한 방법이어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1-3)

알레르기성 비염，결박염 빛 천식 둥의 알레르기 질환의 원인

빛 악화언자인 홉입 안레르겐에 대한 감작여부는 아토피의 진단

은 블론 회피요법 연역요법 둥에 중요한 갱보이다 홉입 알레르

겐에 대한 감작은 기후적 차이에 따흔 식란지리다!tnoristic 7.ono)
의 차이뿐만 아니라 인꽁초링 (urban forcst) 및 상업용 수종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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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혹은 검사 시기에 따라 다르게 보고될 수 있다4-6} 한반도 남

단 쩨주도의 경우‘서울 및 수도권 지역과 현격히 다른 강작판이

보고되었고 71 이는 한반도 다콘 지역에 비해 습도와 기온이 높은

도묶한 난대성 해양성 기후와 특정 수종의 인공조림에 기인한L뼈)

알레르기 걷환음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검사인

얄레르젠올 이용한 피부단자시협에 대한 국내 표준 지청은 없다

북미지역의 경우.어떤 종류의 홉입 알레르겐의 감착여부등 겁사

해야 하며 몇 가지 종류를 검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권장 지침이
있으나.9)，지리적，기후적으로 다른 국내에 직접 적용하기 어렵

다 제주지역만의 독특한 자연환경을 고려한 때 최근 제주지역 아

포띠 환자의 홉입 얄레르겐 감작원윤 분걱하여 제주지역 혼한 홉

입 알레르겐에 대한 정보뜯 얻어 이 지역에 적절한 여부단A시험
용 흉잉 얄레르겐 매넬 구생을 제안하 .j!，자본 연구륜 시행하였다

r-~--“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2005년.3 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위치한 제주대학교영원， 한마응병원， 선내과의원에 내원하여 피

부단자시힘을 시행한 환자의 여부단자시험 결과틀 분석하였다

2 미부딘지시헝 방업 및 결과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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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itiw.tion rates ω inhalaot allergens in atopic indi띠duals in Je.iu. Korea

Table 1. 8ensitization rates ω indoor allergens and animal
allergens

1. 연구대상

쩨주대학교병원， 한마음병원 선내과의원에서 띠부단자시혐올

시행한 환자 중 아로띠는 각 147명 .39 영.101명(총287명，남자
151명 52.61%)이었다이튼의 명균나이는 33세였다

2 홈입 알레르겐에 대한 강작률

1) 실내 홉입 일혜르겐 및 동물 일러l르젠

D. pteronyssùJUs 는 66.1-76.9%. D. [aJ1nae는 64.1-67.3% ‘
cockroach 는 21.0-51.3%. goat hair 은 48.7%. rabbiL 는
0.7-30.8%. cal는 13.3-15.4%. dog는 9.3-10.3% 등의 강작율

을 보였다{Table 1)

양성대조군에서 앵진윌 보이지 않은 경우와 음성대조군에서 팽

진을 보인 경우결-제외하였다 각 알레르겐애 대한 갑작월은 아

토피 중 각 암레프겐에 양성반웅윤 보인 사랍의 수로 정의하였

다 갇은 홉입 암레르겐이라도 다른 제조회사의 검사시약융 사용

한 경우 별도의 흡입 알레프겐으로 간주하고 강직관을 구하였으

며두 가지 이상의 혼합 알레르켄 시약흘 사용한 경우는 분석에

서 제외하였다

결 과

Allergen SensUizalion rate (%)

D. pteronyssÎnus 66.1-76.9

D. r8rin8e 64.1-67.3

Cockroach 21.0-51.3

cal 13.3-15.4

dog 9.3-10.3

Rabbit ∞7-30.8

Goat hair 48.7

Sheep wool 15.4

Cow hair 12.8

1M 2.0

Horse 0.7

2) 수목 꽃기루 알레르겐

Oak의 강작륜이 23.1%로 가장 높았으며，그 외 10% 이상의

감작쓸올 보인 수옥 및가루로는 H없el. Birch. Beech‘Elder.
Cocksfoot. Popular ，Japanese cedar. plantain. English
plantain. 에lIow 퉁이었다 Poplar 의 경우，제조회사에 따 "f 감
즈f월。10.8% 에서 15.4%였으며.Wìllow의 경우. 1.6%-12.8% 로

나타나는 둥 일부 알레르겐은 제조회사에 따라 갑작왈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Table 2)
4 결과분석

피부단자시협에서 I종 이상의 알레르겐에 감작된 경우플 아포

피로 정의하고 비아토피 환자의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환자의 둥 혹은 상완 전박부 앞연에 각 검사 시약융 한 방올

떨어뜨린 후 22G 바늘을 이용해 단자뭘 시행하였다 20분 후

앵진의 크기플 기획하였으며 뺑진의 크기가 3mm이상인 경우를

양생반용으로 판정하였냐 Il

3 미부단지시험 검사 시약

피부단 ;<f.시험에 사용된 검사시약 및 겁^f시약의 종류，검사 가

지 수는 기관멸로 상이했다 제주대학교병원에서는 AUergopharma

(Allergopharma. Reinbek. Germany) 빛 Hollister-Stier
(Hollister-Stier. Spokane. WA) 둥에서 제조된 55종을 사용하였

고，한마음영원에서는 Bencard (시lergy Therapeulics Ltd
WOl'thing. UK)의 상엽용 패널인 Comprehensive Skin Test
Cabinet"을 사용하였다 선내과의원에서는 Allergopharma 사

(AUergophanna. Reinbek. Gennany) 의 44종을 사용하였다 양

성대조군은 히스타민 (j mg/mL) 으로 음성대조군은 Saline
(0.9% NaCI)윤 사용하였다

각 기관별 검사종목은 다음과 ?맺t다 제주대학교병원에서는

D. f8riI1se，D. pteronyssinus ‘ Cockroach. CaL. Dog. Horse.
Rabbit. Feather mix‘Rat，'I'richophyton. Mucor mucedo.
Aspergillus. Penicillium. Alternarìa ， Cladosporium.
Hormodendrum ，Alder. Birch. Hazel. Plane ，Elm. Poplar ，

Willow. Walnuι Pine ，Velvet grass. Bennuda grass ‘Dog's
tail grass. Rye grass. VerneI 망.ass ’I'imothy grass. Meadow
grass. Jolmson grass. Kentuchy blue grass. Mugwort ，Giant
ragweed. Short ragweed ，Wheat. Oat，Barley. Daisy ，Redtop ，
Kochia. Sycamore. Ced양‘Hickory. Cottonwood. Acacia. Ash，
Nettle. English plantain ，Helminthosporium 둥이 포항되었다

한마응병윈에서는 씨der. Ash‘Beech. Birch. Eldel'‘Hazel ，。ak. Poplar. WiIlow. Ragweed. Maize. Rye. Fat Hen.
Mugwort. Netile‘Plantain. Cocksfoot. NeurospoI 연 sitophila.

Penicillium notatum. Rhjzopus nigricans. Sporobolomyces

roseus. Fusarium spp.. Alternaria. AspergjJJus njger.

Aspergillus .fumjgat.us ，Cladosporium. Cat fur. Dog hair‘
까mothy Grass pol1en，Cow 뻐ir. Goat hair. Rabbit hair.
Sheep wool，D. pteroIlyssjnus. D，fæ1nae 퉁이 포함되었다

선내과의원은 D. pteronyssinus. D.. fælnae. Cockroach ‘Dog‘
Cal. Moldl. Moldll. 씨ternaria. Aspergillus ，Japane! 딩e cedar.
Tree I. Tree ll. Grass ，Mugwort. Ragweed ，.Hop Japanese.
AC8ruS siro. Lipid。힘yphus. 1'yrophagus. Feather. A. hair.

Birch. Beech. Oak. A1del'‘.Hazel，Popular. Plane tree. Elm
English plant8in ，Willow b'ee. Orchad grass. Rye grass
Timothy grass. Kentucky Blue grass ，Chrysanlhemum

Dandelium. Fusarium. Mucor. Cladosporium. Penicillium 풍을

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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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ensitization rates to tree pollen allergens

Allergen。ak
Hazel

Birch

Beech

Elder

Cocksfoot

Poplar

Japanese cedar

Plantain

English plantain

Willow

Sensitizalion rale (%)

23.1

4.4-180

2.7-18.0

154

15.4

154

0.8-154

11.6-14.5

12.8

6.9-12.8

1.6-128

Allergen

A1der

Sycamore

Ash

Hickorγ

Cottonwood

Acacìa

Plane

Elm

Walnut

Pine

Sensllization rate (%)

5.2-7.7

75

6.1

54

54
54
2.0
1.6

0.7

o

3) 곰팡이 알레르겐

Trichophyton ，Hormodendrum ，Fusarium spp 등이 10% 이

상의 감작률을 보였다 그 외 Helmînthosporium 8.2% ，

Table 3. Sensitization rates to mould allergens

Neurospora siω'phila 7.7% ，Aspergillus niger 7.7% 등의 갑작

률을 보였다 (Table 3)

Allergens Sensilizal 띠n rate (%) 셰lergens Sensitizalion rate (%)

Trichophyton 10.9 Aspergillus fumigatus 2.8-5.1

Hormodendrum 10.9 Penicillium 2.4-5.1
Fusan'um spp 10.3 Cephalosporium 4.8

Helminthosporium 8.2 5φorobolomyces roseus 2.6

Neurospora sitophila 7.7 Cladosporiwn 24
Aspergillus mger 7.7 Hay dust 1.4

A1temaria 44-7.7 Mucor muced。 1.2

Rhizopus mgηcans 5.1

4)잔디 및 잡초 꽃가루 알레르겐

Mugwort 가 감작률이 12.5-23.1% 로 가장 높았으며，Velvet

Table 4. Sensitization rates to grass and weed allergens

grass ，Rye grass ，short ragweed ，redtop ，Kentucky blue

grass 등의 감작륭이 10% 이상으로 나타났다 .(Table 4)

Allergen Sensilization rat잉%) Allergen Sensitization rale(%)

Mugwort 12.5-23.1 Wheat 8.8

Velvet grass 12.2 Oat 88

Rye grass 10.9 Barley 8.8

8hort ragweed 10.9 Meadow grass 8.2

redtop 10.9 Daisy 82

Kentucky blue gTass 10.5 fat hen 7.7

Cultivated maize 10.3 cultivated rye 7.7

Ragweed 6.9-10.3 bermuda gTass 7.5

JoÌlnson grass 10.2 Giant ragweed 68

TImothy grass 10.1 Kochia 6.1

Dog's tail gTass 10.2 Nettle 2.7

Vernel gTass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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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레르겐 제조사별 갑작률의 차이

이변 연구에서 사용한 피부단자시험 시약과 검사를 시행한 대

상은 기관별로 달랐다 D. farinae 의 경우 Allergoph 때 naλH이
후 A사)의검사시gi을 이용해 검사한 경우 67.3% (총248명 중
167명)，Bencard 사{이후B사)의경우 64.1% (총39명 중 25영)
의 감작률을 보였고，D. pteronyssinus 는 A사 66.1% (총248영
중 164명)및 B사 76.9% (총39명 중 30명)로약 10% 이내의

갑작률차이를나타냈다

한편， 일부 얄레르겐에서는 감작률에 큰 차이를 보였는데，

còck:roach는 A사 시약을 사용하였을 때，21.0% (248명 중 52명)
의 감작률을 보인 반면，B사의 시약으로 검사하였을 때는 51.3%
(39명 중 20명)의감작률을 보였다 수목 꽃가루인 Hazel은 A사
시약으로 검사한 경우 4.4%，B사 시약으로 한 경우 18.0%로 나

왔고，Bαch의 경우 A사 시약으로 검사한 경우 2.7%，B사 시약

으로 한 경우 18.0% 등으로 제조사에 따른 갑작률의 차이가 크

게 나타났다 (Table 5)

4 제주지역 흔한 흘입 알레르센

10% 이상의 강작률을 보인 흡입항원은 다음과 같다 실내항원

과 동물항원에서 D. pteιonyssinus ，D. farinae ，바퀴벌레，고양
이，개，털，토끼， 염소 털 등，수목화분에서는 Kapok ，0왜，
Beech ，Elder ，Cock앙‘'ciot，Plantain ，English plantain ，Ragweed

pollen ，Alder，Hazel ，Birch，Japanese Cedar 응，곧팡이류에서
는 Trichophyton ， Hormdendrum ， Fusarium spp. ，

Helminthosporium 등 및 잔디 빛 잡초류에서는 Mugwort ，
Velvet grass ，Rye，8hort ragweed ，redtop ，Kentucky blue

밍~ass 퉁이었다 (Table 6)

Table 5，Difference of sensitization rates according to the manufacturers

%

40

20

10

5

AI년rgopharmatl

D.f김rinae
D.PteronyssÍIius

TψTophagus
Acarus Sllη
Lipidoglyphus
Cockroach

Chrysanthemum
Kentucky blue grass
Japanese cedar

Grass
Cat，Trichophyton
Velvet grass

Dog's tail grass
Rye grass
Mugw야 t

Short ragw-eed
Timothy grass

Dog
Alder

Bermuda grass
Vemel grass
Meadow gI'ass
Giant ragweed

Wheat。at
Barley

English 미antain
Beech

H이liste얘

Honnodendnun
Johnson grass

Redtop
Japanese cedar

Kentucky blue grass
Cochia
Sycamore
Hickory

Cottonwood
English plantain
Helminthosporimn

Acasia
A，h

122

Bencard~

D. pteronyssinus
D.farinae
Cockroach
Goat haσ
Rabbit
Mugwort
Cottonwood

O아〈

Cat，Dog
Birch，Hazel
Poplar，Willow
Timothy grass

Nettie
Beech
Elder

Ragweed
Cultivated maize

plantain
Cocksfoot

Neurospora 잉kψ'hila
Fusariwn spp
Cow hair
Sheep wool
Pemcillium
Cladosporium
Altem밍，a

Rhizopus nigricans
Cultivated rye
Fat Hen

Aspergillus niger
Aspergillus fwnigatus

Alder，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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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mmon inhalent allergens in J밍U，Korea

피부단자시험은 신속하게 결과를 알 수 있으며 저렴하고 높

은 민강도 때문에 알레르기 칠환을 진단하는데 필수적이고 기본

적인 검사이다 특히 감작률에 대한 자료는 알레르기 질환의 역

학에 중요한 자료이다 1) 국내에서도 전국 공중 화분 및 공증 진

균 포자 분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l이，일부 지역에서 흡

입 얄레르겐에 대한 감작륭에 대한 보고가 있다 11) 환경의 변화

에 따라 호흥기 얄레르기 질환을 유받하는 원인 얄레르겐의 분포

가 계속 변하고，지역에 따라 분포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지역

적인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12. 13)

Indoα allergen & Animals

Tree pollens

Mold

Grass and weed pollens

고 찰

allergen sensitiza!ion rate(%)

D. pteronyssmu8 66.1-76.9

D. JaJÍnae 64.1-67.3

Cockroach 21.0-51.3

cat 13.3-154

dog 9.3-10.3

Rabbit 0.7-308

Goat hair 48.7

Sheep wool 15.4

Cow hair 12.8

Oak 23.1

Beech 154

Elder 154
c。이{sfoot 154
Plantain 12.8

English plantain 6.9-12.8

AJder 5.2-7.7

Hazel 44-18.0

Birch 2.7-180

Japanese cedar 11.6-14.5
Willow 1.6-12.8

Poplar 0.8-154

Trichophyton 10.9
Honndendrum 109
F'usarium spp 103

Mugwort 12.5-23.1
Velvet grass 12.2
Rye gr8SS 10.9

Short ragweed 10.9

redtop 10.9
Kentucky blue grass 10.5

Cultivated maize 103
Ragweed 6.9-10.3

Dog's tail grass 10.2
Johnson gr8SS 10.2

’Timothy grass 101

진정한 의미의 얄레르겐에 대한 감작률 연구는 해당 지역 내

무작위 표본을 대상으로 하거나 전수조사이어야 하나 14)，국내외

대부분의 연구는 해당 기관에 알레르기 질환으로 내원한 환지플

대상으로 진행을 하였다 이러한 연구대상의 선정은 연구의 편이

성이 있으나 계절적인 요인은 물론 연구 기관의 특성에 따른 표

본의 편종성 등에 따른 편중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를 보정

하기 위해 일정 지역의 다기관 연구가 잎반적이다 15)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제주지역 감작률 자료 분석을 통해 지

역 특성에 맞는 피부단자시험용 표준 패널을 제시히는 것이었다

따라서 아토피만을 대상으로 하였고，흔하게 감작되는 흡입 얄례

르겐 들을 제시하여， 향후 제주지역에서 알레르기 질환을 진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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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치료하는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주 지역에서 흔한 흡입 알레르겐으로 실내 얄레르겐인 집먼

지진드기，바퀴벌레 등은 국내외 다른 연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같은 지역에서 약 5년 전에 시행했던 연구 결과w
pteronysinus 41.4%，D. farinae 37.9%)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감작률 (D. pteronysinus 64.10-67.34% ，D. farinae 66.13

-76.92%) 이 비교적 높았는데，이는 연구대상 및 방법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기존 연구에서는 피부단자시험을 시행

한 환지를 대상으로 하였으나，본 연구에서는 아토피만을 대상으

로시행하였다

흔한 설외 알레르겐은 Velvet grass ，Dog's tail grass ，Rye
grass ，Timothy grass ，Mugwart 등이며，제주 지역 특성상 들판

과 목호지가 많은 환경 때문으로 생각된다 국내 다른 지역과는

달리 일본삼나무 꽃가루의 감작률이 높았는데，이는 기후의 특성

뿐만 아니라 방풍 목적의 인공조림 때문으로 생각된다 기후대가

유사한 일본 중남부 지역에서는 일본삼나무 개회에 따른 경보시
스템뻐은 물론 알레르기 증상 및 삶의 질 저하 릉에 대한 연구 17)

가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 연구는 전무하다

본 연구는 제주지역 내 피부단자검사를 정례적으로 시행하논

기관에서의 검사자료를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검사대상은 울론

검사에 시용된 알레르겐의 종류와 개수，겸λ씨약의 제조회사가

기관별로 상의한 것이 본 연구의 단점이다 이는 국내 얄례르겐

피부단자시혐의 표준 지침이 없는 것에 가인한 현실이다 기관별

로 서로 다른 대상이 포함되어 감작률에 어느 정도의 차이를 예

상하였으나， 일부 얄레르겐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피부단자시험용 시약이 제조회사에 따라 얄레르겐의 농

도나 성상이 다를 수도 있다는 의문을 가지게 한다 어느 제조사

의 시약이 국내 실제 알레르겐과 유사하며，국내 알레르기 환자

를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더 유용한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상엽적 인공조링에 의해 국내 다른 지역과 탈리 높은 감작률

을 보인 삼나무 외에도 제주 지역 주요 괴님:작물인감률괴수원의

물응애에 대한 감작륭에 대한 연구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하지

만，률응애에 대해서는 상업용 표준 시약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제주 지역에서 정례적으로 피부반응시험을 시행하고 있지 않다

지역적으로 특이한 얄레르겐에 대한 상업용 표준 시약의 개발이

펼요하다

최근 관광사업을 목적으로 제주 지역에 유재 (rape，Brassica
napus)와 해바라기 (sunflower ，Helianthus annuus)의 대량 식재

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에서 알레르겐으로의 감작률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유재꽃가루 얄례르겐 18. 19)은 이미 널리 얄려져

있으며，해바라기 꽃가루도 이를 상업적으로 다량 재배하는 지중

해 연안에서 중요한 알레르겐 20，21)..2..로 알려져 있어 향후 제주

지역에서도 연구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주지역에서 흔한 흡입 얄레르겐을 제시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지역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의 진단 및

알레르겐을 이용한 면역 치료에 필요한 피부단자시험 혹은 특이

IgE 검출을 위한 패널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직까지 연구가 미흡

하지만 유재，해바라기 등의 잠재적 흡입 얄레르겐에 대한 검사

Sensitizationrates to inha1ant외lergens in atopic individualsin Jeju，Korea

도 포항하여야 할 것이다 감작률에 대한 연구를 수년을 주기로

반복하여 기후，환경의 변화에 따른 감작률의 변화도 중요한 연

구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제주지역 아토피 환자들은 정먼지진드기， 바퀴벌

레，참나무，쑥 등에 대한 감작률이 높았으며，제주지역의 흔한

흡입 알레르겐을 제시하였다 피부단자시험 시약의 제조회사에

따른 감작률의 차이가 있어，시약 제조회사에 따라 알레르겐의

농도 및 성상의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국내 피부단자시험

에 사용할 표준 알레르겐이 제시되어야 하며，피부단자시험에 대

한지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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