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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육류알레르기 환자에서 성분항원 특이 IgE 항체의 진단적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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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Bovine serum albumin (BSA) and swine serum albumin (SSA) have been known as major allergens in
beef and pork allergies. The aims of this study were to assess the diagnostic values of specific IgE antibodies to BSA
and SSA and to evaluate predictive values for cross-reactivities in patients with adult meat allergy.
Methods: Twenty-one adult patients with meat allergy and
15 healthy controls were enrolled for this study. Serum specific IgE to beef, pork, milk, BSA and SSA was measured
by using immunoCAP (Phadia, Uppsala, Sweden). Patients
were divided into 3 groups: those sensitive to beef (group
I, n=4), those sensitive to pork (group II, n=10), and those
sensitive to beef and pork (group III, n=7).
Result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sex and

manifestations to meat between the 3 groups, whereas age
was significantly lower and the total IgE level was significantly higher in group III. The serum levels of specific
IgE to BSA and SSA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3
groups than in the control group. The sensitivities of specific
IgE levels to BSA and SSA, as assessed using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analysis, were 36.4% and 52.9%, with
specificities being 100% for each.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levels
of specific IgE to BSA and SSA may have low sensitivities
for the diagnosis of meat allergy and the evaluation of
cross-reactivities between meat allergens. (Korean J
Asthma Allergy Clin Immunol 2011;31:28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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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러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심한 반응이 관찰될 수 있

서

론

어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7) 여러 혈청학적인 검사와 호염기
구 활성화검사(basophil activation test)와 같은 위험성이 적고

지난 10년간 식품알레르기의 유병률은 알레르기비염 또

정확한 체외 진단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

는 아토피피부염과 같은 다른 알레르기질환의 증가와 더불

다.8-11) 실제 식품알레르기 분야 중에 땅콩알레르기와 밀가루

1,2)

성인에서 육류알레르기는 흔하지는 않

알레르기 진단에 성분항원(component allergen)에 대한 IgE 항

육류에는 신체 구성 성분인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

체를 확인하는 것이 땅콩과 밀가루 전체 항원에 대한 IgE 항

어 증가하고 있다.
3-5)

지만

체 측정법보다 유용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12,13)

여 청소년기에 섭취가 부족할 경우 성장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철 결핍성 빈혈을 일으켜 신체적, 신경학적, 정신적

식품알레르기 환자들의 진료에 알레르겐 간의 교차 항원

6)

인 이상을 초래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하다.

성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자작나무 꽃가루에

식품알레르기의 표준 진단법은 이중맹검 경구유발검사법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는 사과, 샐러리 등을 섭취한 경우 알
레르기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라텍스 과일 증후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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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여 라텍스에 알레르기증상이 있는 경우 키위, 아보카도,
바나나 등과 같은 과일을 섭취하였을 경우에도 알레르기반
응이 동반하는 경우가 흔한데 이는 두 단백 항원들 사이에
공통된 항원결정부위(epitope)를 공유하여 교차반응을 보이기
때문이다.7) 육류알레르기 환자들도 다른 종류의 육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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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에 알레르기를 동반하는 경우가 있다.14,15) 소고기알레르

2) 통계분석: 모든 통계분석은 SPSS 12.0 version (SPSS Inc.,

기 환자에서 주요 알레르겐인 소혈청 알부민은 다른 종류의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각 집단 간의 비

육류에 포함된 혈청 알부민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므로 이들

교는 Mann-Whitney U test, Kruskal-Wallis test, Pearson’s chi-

16)

간 교차반응의 원인 알레르겐으로 알려져 있다.

돼지혈청

square test를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소고기, 돼지고기와 소혈

알부민에 의한 식품알레르기, 비염과 천식 등도 보고되었고

청 알부민과 돼지혈청 알부민에 대한 혈청 특이 IgE 항체 수

소혈청 알부민과 마찬가지로 다른 종류의 육류 내 포함된 혈

치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 correlation을 이용하

청 알부민뿐만 아니라 고양이 상피와도 교차반응이 보고되

였다. 소혈청 알부민과 돼지혈청 알부민에 대한 특이 IgE 항

17,18)

체 측정의 진단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receiver operating

었다.

이에 저자들은 본 연구를 통하여 성인 육류알레르기 환자

characteristic (ROC) 곡선을 구한 후, 민감도와 특이도를 확인

에서 소혈청 알부민과 돼지혈청 알부민에 대한 혈청 특이

하였다. 모든 통계학적 차이의 유의수준은 P value가 0.05 이

IgE 항체를 측정하여 이들 항체의 진단적 유용성을 확인하고

하일 때로 하였다.

다른 육류와의 교차반응 유무를 예측하기 위한 지표로서 가
능성도 확인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결

과

1. 대상 환자의 임상적 특성

대상 환자는 총 21명이었고 전체 환자의 평균 연령은
34.24±14.96세였고, 남자가 10명(47.6%), 여자가 11명(52.4%)

2008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아주대학교병원 알레르

이었다(Table 1). 전체 환자를 소고기, 돼지고기에 대한 특이

기내과 외래를 내원한 환자 중 소고기 또는 돼지고기에 반복

IgE 항체 및 알레르기반응 여부에 따라 세 군으로 분류하였

적으로 알레르기반응을 보인 병력이 있고 ImmunoCAP

을 때 I군이 4명, II군이 10명, III군이 7명으로 총 환자 중 35%

(Phadia, Uppsala, Sweden)검사 결과 소고기 또는 돼지고기에

에서 소고기와 돼지고기에 모두 알레르기반응이 있었다. 이

양성반응을 보인 21명의 환자와, 알레르기질환의 과거력이

를 건강 대조군 15명과 비교하였다. I군의 평균 나이는

없으면서 국내 환경에서 주요 알레르겐으로 알려진 항원(집

47.75±15.84세였고 남자 2명(50%), 여자 2명(50%)이었으며, II

먼지 진드기 항원 2종, 쑥, 돼지풀, 오리나무, 곰팡이 항원,

군의 평균 나이는 35.36±14.65세였고 남자는 3명(36.4%), 여

고양이 등)에 대한 피부단자시험(Bencard Co., Brentford, UK)

자 7명(63.6%)으로 구성되었다. III군의 평균 나이는 23.17±

에서 음성반응을 보인 15명을 건강 대조군으로 하였다. 대상

4.26세였고 남자는 5명(66.7%), 여자 2명(33.3%)으로 구성되

환자 중 과거력상 소아기부터 육류 또는 우유알레르기반응

었다. 건강 대조군은 평균 42.60±15.91세, 남자 5명(33.3%), 여

이 있었던 환자는 제외하였다. 대상 환자는 소고기에 특이

자 10명(66.7%)으로 구성되어 환자군과 대조군 간에 연령과

IgE 항체가 증명된 소고기알레르기 환자(I군)와 돼지고기에

성별의 차이는 없었다(P=0.501, P=0.117). 각 군별로 비교해

특이 IgE 항체가 증명된 돼지고기알레르기 환자(II군), 소고

보았을 때 III군의 평균 연령이 가장 낮았고 I군의 평균 연령

기와 돼지고기에 모두 특이 IgE 항체가 증명된 소고기와 돼

이 가장 높았으나(P=0.032)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지고기알레르기 환자(III군)으로 분류하였다.

(P=0.241). 임상양상은 I군에서 모두 급성 두드러기였으며 II

2. 방법

군에서는 혈관부종을 동반한 두드러기 1명(10%), 급성 두드
러기 9명(90%), III군에서는 아나필락시스 1명(14.3%), 급성

1) 혈청 특이 항체치 측정: 대상자의 말초혈액을 채취하

두드러기 5명(71.4%) 구강알레르기증후군 1명(14.3%)으로 확

여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국내 환경에서 주요한 육류

인되어, 가장 흔한 증상은 전신 두드러기 및 혈관부종이었다.

알레르겐으로 알려진 세 종류의 육류알레르겐과 우유알레르

다른 종류의 육류나 우유에 대한 감작여부를 조사해 본 결

겐, 주요 육류 성분항원으로 알려진 소혈청 알부민과 돼지혈

과, I군에서 2명(50.0%), II군에서 1명(10.0%)이 우유에 감작되

청 알부민에 대한 혈청 특이 IgE 항체치를 ImmunoCAP system

어 있었고 III군에서는 2명(28.6%)이 닭고기에, 6명(85.7%)이

으로 측정하였다. 대상군의 혈청은 －20oC에 보관 후

우유에 감작되어 있었다. 세 군 간에 닭고기 항원에 대한 감

ImmunoCAP검사에 이용하였다. 제조사가 제시한 기준인 특

작률은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우유에 대한 감작률은 III

이 IgE 항체 수치가 0.35 kU/L 이상인 경우 양성반응으로 판

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되어 있었다(P=0.110,

정하였다.

P=0.008). 혈청 총 IgE 항체의 평균 수치를 비교한 결과 I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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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군, III군에서 1,163.75±541.74 kU/L, 383.00±607.12 kU/L,

(0.00±0.00 kU/L)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되어 있었다(P=0.027,

2,272.57±2,467.78 kU/L로 세 군 모두 대조군(35.07±30.12 kU/L)

P＜0.001, P＜0.001). 돼지혈청 알부민에 대한 특이 항체 평균

에 비해 높았다(P＜0.001). 각 군별로 비교해 본 결과, III군,

값도 I군에서 0.14±0.15 kU/L, II군에서 0.52±0.76 kU/L, III군

I군, II군 순으로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에서 5.62±7.46 kU/L로 대조군(0.001±0.005 kU/L)에 비해 통계

＜0.001).

적으로 유의하게 증가되어 있었다(P=0.001, P＜0.001, P

2. 육류와 성분항원에 대한 특이 항체검사 결과 비교

소고기에 대한 특이 항체 평균값은 I군에서는 0.93±0.57

＜0.001). 그러나 각 군별로 비교해 보았을 때는 두 값 모두

세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086,
P=0.272).

kU/L, II군에서는 0.0080±0.187 kU/L, III군에서는 3.15±2.60

3. 소고기 및 돼지고기에 대한 특이 IgE 항체검사 결

kU/L로 대조군(0.007±0.016 kU/L)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

과와 소혈청 알부민과 돼지혈청 알부민에 대한 특

게 증가되어 있었다(P=0.001, P＜0.001, P＜0.001). 돼지고기

이 IgE 항체검사 결과와의 연관성 및 상관관계

에 대한 특이 항체 평균값도 I군에서 0.08±0.15 kU/L, II군에
서 1.32±1.26 kU/L, III군에서 7.82±9.86 kU/L로 세 군 모두 대

소혈청 알부민에 양성반응을 보인 환자는 I군 환자 중 1명

조군(0.01±0.005 kU/L)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되

(25.0%)이었고 II군 환자 중 1명(10.0%), III군 환자 중 4명

어 있었다(P＜0.001, P＜0.001, P＜0.001). 각 군별로 비교해

(57.1%)이었고 돼지고기 혈청 알부민에 양성반응인 환자는

본 결과 소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한 특이 항체 평균값이 III군

I군 환자 중 1명(25.0%)이었고 II군 환자 중 5명(50.0%), III군

에서 다른 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되어 있었다

환자 중 4명(57.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P＜0.001, P=0.006). 성분항원인 소혈청 알부민에 대한 특이

(P=0.105, P=0.578, Table 2).

항체 평균값은 I군에서 0.21±0.29 kU/L, II군에서 0.07±0.12

소혈청 알부민에 대한 특이 IgE 항체와 소고기, 돼지고기

kU/L, III군에서 5.82±10.40 kU/L로 세 군에서 모두 대조군

에 대한 특이 IgE 항체와의 상관관계를 관찰한 결과, 소고기

Table 1. Clinical characteristics and results of specific IgE to beef, pork, chicken and cow’s milk by ImmunoCAP in total subjects
Patients
Group
no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I
I
I
I
II
II
II
II
II
II
II
II
II
II
III
III
III
III
III
III
III

Sex/age
(yr)

Onset
age

Manifestation

M/50
F/64
M/51
F/26
F/30
M/24
M/29
M/39
F/21
F/25
F/32
F/35
F/53
F/71
M/22
M/30
F/17
F/28
M/21
M/23
M/28

47
62
49
22
29
23
28
37
20
24
31
34
53
69
22
28
17
28
21
23
28

AU
AU
AU
AU
AU, angioedema
AU
AU
AU
AU
AU
AU
AU
AU
AU
Anaphylaxis
AU
AU, GI
AU
AU
AU
OAS

Total IgE
(KU/L)
1,575
387
1,203
1,490
245
1,986
46
70
92
132
96
279
809
75
212
226
380
5,001
4,722
5,001
366

Specific IgE (KU/L)
Beef

Pork

1.46
1.38
0.36
0.51
0
0
0
0.01
0.06
0.01
0
0
0
0
0.58
0.55
2.45
3.04
6.83
1.98
6.6

0
0.02
0
0.3
0.92
0.88
1.14
0.66
4.69
0.37
0.58
1.35
1.84
0.79
0.44
0.55
5.71
27.4
5.73
0.93
14

Chicken Cow’s milk
0.29
0.03
0
0.11
0
0
0
0
0.02
0
0.02
0.11
0.06
0
0
0.02
2.01
0
0.28
5.63
0

0.07
0.33
0.35
0.69
0.08
0
0.11
0
0.47
0
0.04
0.27
0.05
0.02
1.3
1.19
4.31
17.9
0.22
0.53
14.6

BSA

SSA

0.12
0
0.63
0.07
0.06
0.18
0.02
0.005
0.01
0
0.01
0.36
0.03
0.001
0.01
0.01
3.39
4.34
0.13
3.88
29

0.04
0.01
0.35
0.16
0.64
0.49
0.26
0.68
0.42
0.1
0.002
2.55
0.05
0.01
0.05
0.01
4.07
20.1
0.07
4.23
10.8

Group I: subjects sensitive to beef, II: subjects sensitive to pork, III: subjects sensitive to beef and pork. BSA = bovine serum albumin;
SSA = swine serum albumin; AU = acute urticaria; GI = gastrointestinal symptoms included nausea, vomiting, abdominal pain; OAS
= oral allergy syndr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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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돼지고기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고(소고기: r=0.438, P=0.008, 돼지고기: r=0.668, P

고

찰

＜0.001, Fig. 1A), 돼지 혈청 알부민에 대한 특이 혈청 항체와

소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한 특이 혈청 항체와의 상관관계를

육류알레르기에 대한 임상양상은 다른 식품알레르기와

비교한 결과에서도 두 종류의 육류 모두에서 양의 상관관계

마찬가지로 IgE 매개반응과 비IgE 매개반응으로 나눌 수 있

를 확인할 수 있었다(소고기: r=0.461, P=0.005, 돼지고기:

다. Orhan과 Sekerel19)은 12명의 소고기알레르기 환자들의 임

r=0.767, P＜0.001, Fig. 1B).

상양상을 분석한 결과 11명(92%)의 환자에서 두드러기를, 9

4. ROC 곡선 분석을 이용한 예민도 및 특이도

명(75%)의 환자가 소양증을 호소하였고, 그밖에 기침, 호흡
곤란 등의 증상과 복부 통증, 구토 등의 소화기 증상 발생을

소고기알레르기 진단을 위한 소혈청 알부민에 대한 특이

보고하였다. 소아에서는 아토피피부염의 악화가 흔하지만,

IgE 항체 측정의 유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기준값을 0.35 kU/L

Choi 등20)은 국내 성인 육류알레르기 환자의 임상양상을 분

로 하여 ROC 곡선을 확인하였다. 곡선밑면적(area under the

석한 결과, 급성 두드러기 또는 혈관부종과 같은 급성 피부

curve, AUC)은 0.662였고, 민감도와 특이도는 각각 36.4%,

알레르기가 흔한 임상양상임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관

96%였다(P=0.126, Fig. 2A). 돼지고기알레르기 환자에서 돼

찰된 임상양상도 급성 두드러기와 혈관부종이 가장 흔하였

지혈청 알부민에 대한 곡선밑면적(AUC)은 기준값을 0.35

고, 소수에서는 아나필락시스도 관찰되었다. 병인 기전으로

kU/L로 할 때 0.738이었고 민감도와 특이도는 52.9%, 94.7%

IgE 매개반응이 주된 기전이나, Kim 등21)은 소고기에 대한

였다(P=0.015, Fig. 2B).

아나필락시스 환자에서 피부반응검사와 특이 IgE 항체검사
는 음성이었으나 호염기구 활성화검사를 통해 비 IgE 매개반
응을 보고하였고, 그 외 다른 면역학적 기전에 의한 증상으
로 호산구성 식도염과 식품단백 유발성 소장결장염도 보고
된 바 있다.22-25) Commins 등26)과 Commins와 Platts-Mills27)는 육

Table 2. Associations of the sensitization status to bovine serum
albumin and swine serum albumin in each group

Specific IgE to BSA
Specific IgE to SSA

Group I,
n (%)

Group II,
n (%)

Group III,
n (%)

1 (25)
1 (25)

1 (10)
5 (50)

4 (57.1)
4 (57.1)

BSA = bovine serum albumin; SSA = swine serum albumin.

류에 대한 지연성 과민반응의 원인 항원으로 당화 항원결정
부위(carbohydrate epitope)인 galactose-α-1,3-galacotse (alpha-gal)을
보고하였다. 즉 성인에서 관찰되는 소고기알레르기 환자의
임상양상과 발생기전은 다양하나, 본 연구에는 제1형 매개반
응에 의한 환자들만 포함하였다. 이중맹검 경구유발검사 결
과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IgE 매개반응 외 다른 면역
학적 혹은 비면역학적 기전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

Fig. 1. Correlations of specific IgE to BSA (A) and SSA (B) with those of beef and pork. P value was applied by Pearson correlation.
BSA = bovine serum albumin; SSA = swine serum albu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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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ROC curves of BSA for beef allergy (A) and SSA for pork allergy (B). ROC =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BSA = bovine
serum albumin; SSA = swine serum albumin.

가 있는 소아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두 가지 성분항원인

로 생각한다.
식품알레르기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환자들의 병력 확

Bos d 8 (casein)와 Gal d 1 (ovomucoid)에 대한 IgE 매개반응을

인과 피부반응검사 또는 항원 특이 IgE 항체검사도 유용하지

확인하는 것이 우유와 달걀에 대한 IgE 항체 측정에 비해,

만, 가장 정확한 방법은 이중맹검 경구유발검사법이다. 그러

경구유발검사와의 일치도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나 이는 검사 및 관찰 시간이 길고, 시험 중 아나필락시스와

혈청 알부민은 분자량이 약 67 kDa 정도이며 혈장에 매우

같은 심한 반응이 발생할 수 있으며, 알레르기 전문의에 감

풍부한 단백질 항원이다.16) 소혈청 알부민은 소고기알레르기

시하에 시행해야 하는 제한점이 있어 이를 대치할 수 있는

를 일으키는 주요 항원으로 잘 알려져 있고15,32,33) 돼지혈청

실험실적 진단 방법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ImmunoCAP

알부민도 돼지고기에 의한 음식물 알레르기뿐만 아니라 비

system을 이용하여 항원 특이 IgE 항체를 측정하는 정량적 검

염, 천식 등과 같은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17) 본 연구에서

사의 경우는 계란, 우유, 땅콩, 밀가루 등의 일부 식품알레르

육류알레르기 환자 진단에서 관련 성분항원인 소혈청 알부

기 환자에서 일정 농도 이상의 특이 IgE 농도에서 경구유발

민과 돼지혈청 알부민에 대한 특이 IgE 항체를 측정한 결과,

검사 결과와 일치도가 높아 최근 임상에서 유용하게 사용되

소고기알레르기 환자에서 소혈청 알부민에 대한 특이 IgE 항

고 있다.28) 그러나 소고기에서는 아직 명확한 진단 결정 기준

체 양성률은 19.0%, 돼지혈청 알부민은 19.0%였고, 돼지고기

점(diagnostic decision point)이 정해지지 않았고, ImmunoCAP

알레르기 환자에서 소혈청 알부민은 28.6%, 돼지혈청 알부

양성반응 여부는 실제로 그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반응 여부

민은 47.6%로 높지 않았다. ROC 곡선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

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소고기알레르기 진단에 제한

과에도 특이도는 높았으나 민감도는 높지 않았다. 이는 소고

8)

점이 있다. 한편, 식품알레르기에서 성분항원의 중요성이

기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주요 성분항원은 소혈청 알부민이지

부각되면서, 이를 식품알레르기 진단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

만 β-갈락토글로불린,14,34) 마이오글로불린,35) 트로포마이오

가 이루어지고 있으며,9-12) 특히 주목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신,36) 젤라틴 등도 육류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성분항원임을

29-31)

Nicolaou

고려하면, 아직 성인 소고기알레르기 환자에서 성분항원을

등 은 땅콩알레르기 환아에서 땅콩에 대한 특이 IgE를 측정

이용한 혈청 IgE 항체 측정은 그 민감도가 낮아 진료에 적용

하는 것보다 땅콩의 주요 성분항원 중의 하나인 Ara h2에 대

하기는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성분항원에 대한 IgE 항체를 검사하는 것이다.
12)

한 특이 IgE 항체를 확인하는 것이 진단의 정확도를 높일 수

한 종류의 육류에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는 우유 또는 다른

있음을 보고하였다. D’Urbano 등7)은 우유와 달걀에 알레르기

종류의 육류에도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가 많다. Restani 등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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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MamiKoglu37)는 소고기알레르기 환자에서 우유뿐만 아니

육류알레르겐과의 교차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실험실적 진

라 돼지고기, 양고기에 알레르기반응이 있을 수 있다고 하였

단법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20)

고, Choi 등 은 우리나라 성인에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또는 우유에 동시에 알레르기반응을 보인 환자들을 보고하

참

고

문

헌

였다. 우유에 알레르기를 나타낸 환아의 13∼20% 정도가 소
고기알레르기를 동반하며, 반대로, 소고기알레르기를 나타
38)

낸 환아의 92.9%가 우유알레르기를 동반한다.

32,33)

Fiocchi 등

도 소고기알레르기를 가진 소아에서 양고기 항원과 돼지고
기 항원으로 피부단자시험을 시행한 결과, 100%와 50%의 양
성률을 보고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도 전체 환자 중 35%에서
소고기와 돼지고기에 모두 알레르기반응을 보였으며 전체
환자의 42.9%, 소고기와 돼지고기에 모두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의 85.7%에서 우유 항원에 감작되어 있어 육류 간 또는
육류와 우유에 대한 교차반응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일반적
으로 소고기에 알레르기반응을 보인 환자들도 닭고기에는
반응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마찬가지로 닭고기에 알레르기
가 있는 환자들도 칠면조 같은 조류에는 알레르기반응을 보
일 수 있으나 소고기에 대한 알레르기반응은 드문 것으로 알
려져 있다.15,19,39) 이번 연구 결과에서도 다른 종류의 육류나
우유에 비해, 닭고기와는 낮은 교차반응률을 보였다.
서로 종이 다른 육류 항원들 간에 교차반응이 높은 것은
서로 생화학적으로 구조가 비슷한 혈청 알부민 항원을 공유
하기 때문이다.15,16) 소혈청 알부민은 소고기알레르기를 일으
키는 주요 항원이지만 소고기뿐만 아니라 양고기와 돼지고
기에도 포함되어 있어 이들 간의 교차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고 알려져 있으며32,33,40) 소혈청 알부민의 아미노산 서열은 양
고기와 돼지고기의 혈청 알부민의 아미노산 서열과 각각
92.3%, 78.8%가 일치한다.32,40) 한편, 돼지혈청 알부민도 다른
종류의 육류와 교차반응을 일으킨다.17) 본 연구에서 소고기
와 돼지고기에 모두 알레르기반응을 보인 군과 소고기 또는
돼지고기에 단독으로 알레르기반응을 보인 군을 비교해 본
결과 소혈청 알부민과 돼지혈청 알부민에 대한 특이 IgE치는
세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ROC 곡선을 이용하여 분
석한 결과, 두 성분항원 모두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지 않아
육류 사이에서 교차반응 유무를 확인하는 데 충분하지 않았
다.

결

론

성인 육류알레르기 환자의 진단과 다른 육류 항원과의 교
차반응을 예측하기 위하여, 소혈청 알부민과 돼지혈청 알부
민에 대한 혈청 특이 IgE 항체 측정은 민감도가 낮아 적용하
기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 추후 육류알레르기 환자에서 유발
검사를 대치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은 민감도를 가지며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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