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외지: Vol. 26, No. 2, 2000

186

Abstract

Ⅰ. 서 론

사람은 주위의 수없이 많은 세균, 진균 그리고 바이러스등과

함께 살고있다. 사람의 피부표면, 소화기, 호흡기, 비뇨기 및 생

식기모두에여러종류의미생물들이계속접촉하면서살고있으

면서도 쉽게 감염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이러한 감염에 저항할

수있는면역기능은태어날때부터가지고있는것과그후살아

가면서 얻게되는 것의 두종류가 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면

역을 선천성면역(innate immunity)이라 하고 살아가면서 얻게 되

는 면역을 획득면역(acuquired immunity)이라한다. 그리고 이 두

가지면역을나타내는부위와특이성그리고최종적으로면역에

관여하는 행동인자에 따라 국소면역과 전신면역, 특이면역과 비

특이면역 그리고 항체매개면역반응과 세포매개면역반응으로

구별한다1).

면역 로부린(Ig)은 B cells의 산물로 체액성 면역 반응을 중개

한다. 기본기능은 항원과 특이 결합을 이루는 것이며 체내에 침

입한 독소, 미생물, 기생충 그리고 외부물질등의 제거 및 불활화

에 기여한다. 면역 로부린의 기능과 관련된 구조의 특징과 유

전자 구성을 이해함으로써 정상 방어면역과 면역복합체에 의한

면역중개손상, 그리고 숙주 결정기(host determinants)에 한 자

가항체의형성등에서항체의역할이알려지게되었다1). 

인체 분비물에서 나타나는 주요 Immunoglobulines은 IgG, IgA

와 IgM이며 이중 IgA가 상당히 우세하게 나타난다2-9). 국소적인

분비면역계(secretory immune system)는 순환면역계(circulating

immune system)과 다소 다르게 독립적으로 작용하며 특히 감염

성 질환에서 가장 먼저 반응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 미생물

의 침입시에 부착방해, 효소활성의 조절과 박테리아 응집등을

통한 응기전으로 주요 역할을 하는 IgA의 경우 감염의 심화정

도에 직접적으로 관계하며 분비면역계에 한 지표라 할 수 있

다10-14).

신체방어기전에서 국소면역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구강악안

면 역의 감염에 한 타액 면역 로부린 수치의 변화는 아직

까지광범위하게연구되지않고있다.

그러므로 저자는 구강악안면 역의 감염환자에서 구강내 타

액에서의 면역 로부린의 상태를 파악하고 처치과정에 따른 면

역 로부린의변화를검토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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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악안면 감염환자의 타액에서 Immunoglobulin Isotypes의 변화

II. 연구재료 및 방법

1997년 12월부터 1998년 9월까지 부산 학교병원 구강악안면

외과에 입원한 구강악안면 역의 감염환자 30명과 조군으로

정상인 4명, 총 34명을 상으로 하 다. 감염환자의 경우 남자

27명, 여자 3명으로 연령분포는 4세부터 64세까지 으며 평균연

령은 43.6세 다.  

감염환자에서 처치로는 항생제 투여 및 중지지요법을 실시

하 고 외과적으로 구강내 혹은 구강외 절개 및 배농을 주로 실

시하 다(Table 1).

환자들을 상으로처치전날, 처치후첫째날, 처치후셋째날,

그리고 퇴원 전날 각각 구강내 1.5�3.0ml의 타액을 채취하 다.

퇴원시일 결정은 세균배양시 병발균이 검출되지 않고 감염증상

이 사라졌을 경우를 원칙으로 하 다. 타액은 비자극성 타액으

로 전타액을 plain tube에 넣고 3000r.p.m에서 10�30분간 원심분

리하 다. 이후 상층액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분리하고

BACKMAN(Array 360 system, McLean, U.S.A.)을 통한 형광면역확

산법(radial immunodiffusion technique)으로 면역 로부린의 수치

를측정하여 mg/dl로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조군으로는 현재 감염증상을 보이지 않으며 특

이할만한과거병력이없는정상인 4명을이용하 다. 

Ⅲ. 연구결과

실험결과 조군에서의 평균 IgA의 수치는 36.41±2.74 으며

IgG는 8.23±0.71, IgM은 4.38±1.19, IgE는 2.38±0.27로 나타났다.

조군에서 IgD는검출되지않았다(Table 2).

감염환자에서는 시술전 IgA의 평균 수치는 71.20±17.46, 시술

후 첫째날은 31.70±14.26, 시술후 셋째날은 22.03±10.81 그리고

퇴원전날은 15.65±8.64로나타났으며 IgG의경우는시술전 30.68

±6.30이 으며 시술후 첫째날은 23.92±3.73, 시술후 셋째날은

17.71±2.35 그리고 퇴원전날은 12.03±6.78로 나타났으며 시술전

IgM은 5.74±1.47, 시술후 첫째날 5.17±1.34, 시술후 셋째날 5.46

±1.68 그리고 퇴원전날 5.88±2.00으로 나타났고 IgE의 경우는

시술전 3.28±1.18, 시술후 첫째날 3.12±1.20, 시술후 셋째날 2.95

±1.27로 나타났으며 퇴원전날은 2.59±0.74 다. 시술전보다 시

술후 첫째날에서 퇴원전날까지 IgA와 IgG에서 꾸준한 감소를 보

인반면 IgM과 IgE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각 면역 로부린 iso-

types과 처치시일에 따른 변화량과의 상관관계를 5% 유의성 내

에서 일원변량분산분석(one-way ANOVA)으로 검증한 결과 IgA

가 유의성 있는 변화를 나타내었다. 또한 처치시일에 따른 각 면

역 로부린 isotype 수치의 변화에 해서는 paired t-test로 유의

성을 검증하 는데 IgA와 IgG는 처치전에 비하여 퇴원전날 1%

유의성내에서통계학적으로유의한차이를나타내었고각처치

시일에 따라서는 5% 유의성 내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감소

를 나타내었으며 IgA의 경우 처치전에 비하여 처치후 첫째날도

1% 유의성 내에서 유의한 변화를 나타내었다(Fig. 1, Table 3,

Table 4).  

Table 1. Classification of infected patients  

Buccal abscess 8

Submandibular abscess 8

Peritonsilar abscess 2

Submandibular abscess & submental abscess 6

Infraorbital abscess 4

Ludwig’s angina 2

site No. of patients

Table 2. Distribution of Immunoglobulin isotypes in nor-

mal persons

Ig A 36.41±2.74

Ig G 8.23±0.71

Ig M 4.38±1.19

Ig E 2.38±0.27Fig. 1. Immunoglobulin isotypes in infected patients

Table 3. Distribution of immunoglobulin isotypes in infected patients

Ig A 71.20±17.46 31.70±14.26 22.03±10.81 15.65±8.64

Ig G 30.68±6.30 23.92±3.73 17.71±2.35 12.03±6.78

Ig M 5.74±1.47 5.17±1.34 5.46±1.68 5.88±2.00

Ig E 3.28±1.18 3.12±1.20 2.95±1.27 2.59±0.74

unit: Mean±SD(mg/dl)

The day before treatment The first day after treatment The third day after treatment The day before dis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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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총괄 및 고찰

항체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혈청 단백을 면역 로부린이라하

며 이는 다른 혈청 단백들과 달리 다양한 구조를 가진 단백들로

구성되어 있다. 면역 로부린의 종류는 중쇄의 항원결정인자에

의해 결정되며 이 항원결정부위를 isotype 결정인자라 부르고

IgA, IgG, IgM, IgD와 IgE의 다섯가지 면역 로부린 isotypes을 나

타낸다. 면역 로부린의 생물학적 특성으로는 독소의 중화작용,

세균의비가동화, 세균또는항원입자의응집, 가용성항원에결

합하여 식세포들에 의해 용이하게 분해될 수 있는 항원-항체 침

강물을 형성하는 침강반응, 세균에 결합하여 혈청 보체에 의해

세포융해를 용이하게 하는 작용 및 식세포에 의한 식균작용, 그

리고 식세포와 세포독성림프구에 의한 세균파괴작용등을 나타

낸다1,15,16). 

인체내 면역계가 이물질에 하여 반응하는 특이 면역 반응에

는 항체매개면역반응과 세포매개면역반응으로 구분된다1). 이러

한면역반응을검출하기위한검사로는방사선동위원소를이용

한 방사선 면역측정법, 형광색소를 이용한 면역형광법, 효소를

이용하는 효소면역측정법, 그리고 방사선 면역확산법 및 면역전

기 동법등다양한방법들이있다1). 본연구에서는타액을통한

형광면역확산법으로 감염에 한 면역 로부린 수치를 검사하

다. 

타액은 구강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하며 타액 분석을 통해 타

액분비율, pH를 통한 완충능력, 전해질, 아 라제 활성도 및 면

역 로부린등 많은 요소등도 파악할 수 있다17). 타액의 주된 기

능중의 하나는 면역 로부린을 통해 병원균에 해서 구강조직

을보호하는것이며이때타액에서주로작용하는면역 로부린

은 IgA, IgG와 IgM이며 이중 IgA가 IgG와 함께 주된 역할을 한다.

IgA는 주로 소타액선에서 합성되며 IgA의 합성이 원할하지 못할

경우 보상적으로 IgM의 생산이 증가할 수도 있다. IgG는 치은낭

에서만들어지며구순의소타액선과같은곳에서염증등이발생

할경우다른면역 로부린등과같이면역반응을일으킨다1). 

점막의 면역계는 IgA를 유도하는 수용체를 가지고 있으며 소

화기관에서 IgA 수용체는 선과 관계되는 임파조직으로 Peyer’s

Patches로언급되기도한다18). 호흡기관에서 IgA 수용체는기관지

에 분포하며 소위 편도선 구조로 되어 있다. 사람과 포유동물의

외분비에서는 IgA가우세한면역 로부린이며이것이미생물병

원균에 해 점막표면의 방어에 처음으로 관계하는 요소이다.

따라서 외분비계에서 유래하는 IgA 항체를 유도하기 위한 많은

방법들이 나타났다19). 이런 방법들중에는 병원균을 소화기관내

로주입하여점막면역반응을유도하는것이일반적으로알려져

왔으나 구강내 혹은 비강내 면역화 후 나타나는 점막 면역 반응

에 해서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 이후 이에 한 연구로 콜레

라 독소 B 아단위(cholera toxin B subunit)를 비강내 주입하여

streptococcus mutans에 한타액면역 로부린반응등이보고되

었고19), streptococcus sorbrinus로부터 루코실전이효소(glucosyl-

tranferase)를 이용한 구강내 면역화를 통해 보호적인 타액 면역

로부린 반응을 보고하 다20-24). 이런 면역화과정들과 동반하여

병원균에 한 타액 면역 로부린의 형성이 증가함을 알 수 있

다18-24).

치주염등의 경우에 타액 면역 로부린이 증가한다고 보고되

고 있으나 타액에서 면역 로부린 수치는 일정하지 않다25,26). 정

상적인성인에서타액면역 로부린수치에 한 Tomasi의보고
27)에따르면 IgG의평균수치는 7mg/dl이며 IgA는 37mg/dl이고타

액 면역 로부린에 한 Guven의 정량적인 연구7)에서 볼 때 형

광면역확산법을 통해서는 IgD는 측정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도 조군에서의 면역 로부린수치는 Tomasi9)의 결과와 유사하

으며 정상인과 감염환자 모두에서 IgD는 검출되지 않았다. 이

는 타액의 분비 면역 로부린에서 IgD가 극히 미량으로 존재하

고 또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mg/dl이하의 단위가 필요할 것

으로여겨지나앞서언급한여러면역반응검사방법중형광면역

확산법은 간편하면서도 유의성 있는 검사법이지만 mg/dl이하는

검출하기힘들기때문인것으로사료된다.  

연령의 증가가 타액 면역 로부린의 수치 변화에 향을 미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비인두부의 분비에서 나이든 사람의

경우 타액 면역 로부린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IgA의 수치

가감소한다고 Alford28)는보고하 으나다른저자들은타액면역

로부린 요소가 연령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다 하 다28). 그러나

현재의이론은연령의증가에따라타액면역 로부린의수치가

증가한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하지만 타액 면역 로부린의 수치

의증가에도불구하고나이든환자에서점막의감염에민감하다

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는 나이든 환자에서 타액의 옵소닌

기능의저하와관련되어식세포의살균기능을위한다양한단계

를 증진시키는 것이 나이든 사람의 타액에서 부족하기 때문이

다. 효모균에 한 식작용으로 알 수 있는 옵소닌 기능이 병원균

에 한 방어시에 중요한 역할을 하나 일반적으로 나이든 환자

에서는 구인두부 병원균에 한 이 기능이 적절치 못한 이유는

확실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에 한 근거로는 타액내

에 방해물질이 존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29). 타액 분비율의 변화

또한 타액 면역 로부린의 수치에 향을 미친다30). 개체발생 연

구에따르면분비 IgA의경우태어날때는존재하지않으나출생

후 2달후부터생겨나기시작하여점차연령에따라증가하며비

자극 타액에서는 6�8세에 그리고 자극성 타액에서는 2�4세에

성인수치에 도달한다. 자극성 타액에서 더 빠른 시기에 성인수

치까지도달하는이유는정확히밝혀지지않고있으나분비율이

높을 경우 상 적으로 분비 IgA의 수치가 높게 유지되는 것이

Table 4. T values according to treatment period 

Ig A 9.122** 2.374* 2.281* 12.421**

Ig G 2.284* 2.192* 2.184* 3.423**

Ig M 1.612 -1.121 -1.142 -0.893

Ig E 1.014 1.047 1.127 1.674

T0: The day before treatment T1 : The first day after treatment

T2: The third day after treatment T3 : The day before discharge

* : significant at the level of P <0.05 ** : significant at the level of P <0.01

T0-T1 T1-T2 T2-T3 T0-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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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에 한 방어에서 생물학적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있다25-31).

또한 타액내 IgA와 IgM은 보상적인 기전으로 타액 면역 로부

린 수치에 향을 미친다고 Bienenstock와 Befus15)는 보고하 다.

즉 IgM의 합성이 증가할 경우 보상적인 기전으로 IgA의 합성이

감소한다고 하 다. 본연구에서 관찰한 감염환자의 경우 4세부

터 63세까지의 다양한 연령분포를 보여 연령에 따른 특별한 고

려는 하지 않았으며 처치시 사용한 항생제는 세파제제 및 아미

노 리코사이드계통이 으며 이전에 면역억제제등의 처치를

받은 과거력이 있는 사람은 없었다. 감염환자에서 처치전 타액

분비율 측정은 시행하지 않았으나 검체 채취시 분비 양상이

체로증가한것을알수있었다. 

감염환자에서 IgM과 IgE는 처치전과 처치후 통계학적으로 유

의한 변화가 없었으나 처치전 높은 수치를 나타낸 IgA와 IgG는

처치에 따라 감소를 나타내었으며 IgA와 IgG가 처치전에 비하여

퇴원전날 유의성 1%내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나타낸

것은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타액 채취시 알 수 있었던 타액분비

율의 증가와 함께 타액에서 우세한 IgA와 IgG가 처치전 증가한

것은 감염에 한 방어기전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고

또한 감염이라는 자극도 이에 기여한다고 여겨진다. 타액 면역

로부린에서 우세한 IgA가 처치전에 비하여 처치후 첫째날 급

격한 감소를 나타낸 것은 국소감염에서 일차면역방어로서 가장

먼저 반응을 나타낸다고 알려진 IgA가 처치에 따라서도 신속한

반응을나타낸결과로인한것으로사료된다. 본연구에서 IgA가

퇴원전날 정상인과 비교할 때 상당한 감소를 나타낸 것은 유의

할 만한 일이다. 이에 해 IgM은 처치전보다 퇴원전날 많은 증

가는 아니지만 약간 증가한 것으로 보아 IgM과 IgA의 보상적인

기전이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처치에 따른 감염의 해소로

자극성 타액의 분비가 급격히 감소한 것도 역할을 한 것으로 보

여지나이에 한더많은연구가필요하리라사료된다.   

감염환자에서 처치에 따라 IgG의 감소와 더불어 타액에서 다

른 면역 로부린보다 감염의 심화정도에 직접적으로 관계하는

IgA의 감소는 처치에 따른 치료경과가 양호하게 진행되고 있다

고할수있으며여러면역반응검사중손쉽게할수있는타액을

통한면역 로부린이감염환자에서는의미있는검사라할수있

을것으로사료된다. 

Ⅴ. 결 론

저자는 구강악안면 역의 감염의 처치에 따른 타액의 면역기

능을 파악하기 위해 부산 학교병원 구강악안면외과에 입원한

감염한자 30명을 상으로 처치로는 항생제 투여, 절개 및 배농

을 실시하 으며 처치전날, 처치후 첫째날, 처치후 셋째날, 퇴원

전날전타액을채취하여면역 로부린 isotypes의변화를관찰하

고 조군인 정상인 전타액에서의 면역 로부린 isotypes과 비

교, 연구하여다음과같은결론을얻었다. 

1. 조군으로선택한정상인의구강내타액에서발견된면역

로부린 isotypes은 IgG, IgA, IgM과 IgE 으며 이의 평균수치는

각각 8.23, 36.41, 4.38, 2.38이 다. 

2. 구강악안면 역의 감염환자에서는 정상인에서보다 처치전

IgA, IgG의 수치가 크게 증가하 고 IgM, IgE에서는 유의한 변

화가없었다.  

3. 감염이 치유됨에 따라 특히 IgG와 IgA가 유의한 감소를 나타

내었다. 

그러므로 구강악안면 역에 감염이 있을 경우 타액내에 면역

로부린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으며 특히 IgA, IgG에서 변화

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감염이 호전됨에 따라 그 수치가

낮아지는 것으로 보아 감염환자에서는 타액의 면역 로부린 변

화에 한 검사로써 치유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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