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O/EAACI의 알레르기 용어 정의
알레르기 분야의 학술용어는 통일되어 있지 않다.

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인 사

이의 명확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2001 년 유럽알레르기임상면역학회(EAACI)가 제안한 ‘개
정 알레르기 용어’(Johansson 등, Allergy 2001)가 최근 WAO 에 의해 ‘세계적 통용을 위한
개정 알레르기 용어’(Johansson 등 JACI, 2004)로 신찬 간행되었다.
알레르기 : 알레르기는 면역학적 기전에 의해 야기되는 과민반응을 말한다.
항체 또는 세포에 의해서 매개될 수 있다.

알레르기는

대부분의 환자에서 알레르기 반응을 전형적으

로 유발하는 항체는 IgE 항체에 속하며, 이들은 IgE-매개성 알레르기에 이환되었다고 할
수 있다.

IgE 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은 ‘아토피 환자’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비

IgE-매개성 알레르기는 dextran-면역복합체에 의한 아나필락시스나, 요즘은 드물지만 과거
에 제III형 과민반응으로 분류되었던 혈청병의 예에서와 같이 IgG 항체에 의해 매개될 수
있다. 알레르기성 기관지폐 아스페르길루스증(ABPA)에서는 IgE 와 IgG 항체가 모두 발견된
다.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은 림프구에 의해 매개되는 대표적인 알레르기 질환이다.
알레르겐 : 알레르겐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항원이다. IgE 나 IgG 항체와 반응하는 대부분
의 알레르겐은 단백질 항원으로, 보통 탄수화물기를 갖고 있다. 그러나 때로는 순수한 탄
수화물도 알레르겐이 될 수 있다고 추측된다.

드물게는 합텐으로 작용하는 isocyanate 나

anhydride 같은 저분자 화학물도 IgE 항체와 반응하는 알레르겐으로 불린다.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에서는 T 세포와 반응하는 크롬, 니켈, formaldehyde 같은 저분자 물질이 주요
알레르겐이다.
아토피 : 아토피는 보통 소아기 또는 사춘기에 알레르겐에 감작되어 IgE 항체를 생산하는
개인적 혹은 가족적 성향이다. 그 결과 천식, 비․결막염 또는 습진 등 전형적 증상이 발
생할 수 있다. ‘아토피’나 ‘아토피성’이라는 용어는 누구나 노출되는 주변환경의 알레르겐
에 대해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속적인 IgE 항체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것과는 달리 IgE-감
작을 일으키는 유전적 소질을 기술하는 데에 국한해서 사용해야 한다.
항체 고 반응자에 대한 임상적 정의라 할 수 있다.

즉 아토피란 IgE

아토피란 용어는 혈청 IgE 항체나 양

성 피부단자시험으로 IgE 감작이 증명되기 전에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전형적인 아토피

환자에서 나타나는 알레르기 증상에는, 예를 들어 ‘아토피성 천식’ 같이 아토피성이란 용
어를 쓸 수 있을 것이다.
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IgE-매개성 천식을 아토피성 천식이라고

또한 막시류 곤충의 독이나 약물처럼 흔치 않은 알레르겐의 대량 노출에

의한 피부단자시험 양성반응이나 IgE 항체의 존재를 가지고 아토피라고 진단해서는 안된
다.
과민증 : 과민증(hypersensitivity)은 정상인에서는 관용되는 어떤 특정한 자극에 노출됨으로
써 객관적으로 재현 가능한 증상 또는 증후가 유발되는 것이다.

비 알레르기성 과민증 : 이는 면역학적 기전이 증명되지 않은 과민증을 기술하기 위한 용
어이다.

질환에 관한 용어 :
천식(GINA 정의에 의함) : 천식은 각종 세포, 특히 비반세포, 호산구, T 림프구가 작용하는
기도의 만성 염증성 질환이다.

질병감수성이 있는 사람에서 이러한 기도 염증은 특히 밤

과 새벽에 천명, 숨참, 가슴 답답함, 기침 등의 증상을 반복적으로 일으킨다. 이들 증상은
흔히 여러 정도의 전반적 기류장애를 수반하는데 이는 저절로 혹은 치료에 의해서 적어도
일부분 회복될 수 있다.

기도 염증은 또한 각종 자극에 대한 기도반응성의 증가현상을

일으킨다.
알레르기성 천식은 면역학적 기전에 의한 천식으로, IgE-매개성 기전의 증거가 있으면
IgE-매개성 천식으로 부른다.
있다.

IgE 항체는 조기(즉발성)와 후기 천식반응을 모두 야기할 수

그러나 다른 알레르기 질환에서와 같이 후기 및 지발성 반응에는 T 세포의 관여가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증상의 지속기간에 따라 천식은 간헐성 혹은 지속성으로 불릴 수

있다.
비 알레르기성 천식 : 이는 비 면역학적 형태의 천식을 위한 용어다.

외인성, 내인성과

같은 과거의 용어들은 알레르기성과 비 알레르기성 천식을 구분하는 데에 더 이상 사용하
지 않는 것이 좋다.
비․결막염 : 코와 결막에 일어나는 면역학적 과민반응의 증상을 알레르기성 비․결막염
이라고 하며, 대부분 IgE-매개성이다.

증상의 지속기간에 따라 간헐성과 지속성으로 구분

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피부염 : 피부염은 피부의 국소적 염증에 대한 포괄적 용어이다.

흔히 “ 아토피 습진/피부

염” 으로 알려진 질환은 단일 질환이 아니며 공통된 특징을 갖는 여러 질환의 집합이라 할
수 있다.

피부염보다 더 적절한 용어는 습진이다.

알레르기성 천식, 비․결막염과 연계

된, 즉 아토피 체질자의 습진은 아토피성 습진이라 불러야 한다.

저분자량의 화학물질에

접촉하면 주로 T H 1 림프구에 의해 매개되는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이 발생할 수 있다.
비 알레르기성 피부염은 자극성/독성 접촉 피부염으로도 불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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