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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배경: 건강과 질병의 발생학적 기원(Developmental Origins of

Health and Disease, DOHaD) 가설에 따르면, 자녀의 추후 비감염

성 질환 이환에 산모의 산전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친다. 알레르기

는 소아기에 발병하는 대표적 비감염성 질환이다. 최근의 역학 연

구들을 종합하면 산모의 산전스트레스는 자녀의 알레르기 질환 발

병의 위험을 높인다. 그러나 위험인자에 노출된 정도나 알레르기

질환 발생 위험을 반영하는 유용한 생체표지자는 아직 알려진 바

없다. 한편, 백혈구 말단소립의 길이는 세포분열을 반복할수록 짧

아지는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군에서 더 짧으며, 짧을수록 비

감염성질환의 위험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 관점에서 백

혈구 말단소립의 길이가 산전스트레스의 노출이나 알레르기질환

발생의 위험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 아울러 이것이 산전스트

레스의 노출에 의한 알레르기질환 발생 위험을 가늠하는 생체표지

자로 활용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본 연구는 아직 없다.

목적: 산화스트레스 관련 지표 중 하나로 알려진 말단소립의 길이

가 산전스트레스 노출 및 그와 연관된 아토피피부염 발생 위험과

연관성을 가지는지 역학적 연관성이 검증된 출생코호트로부터 추

출한 표본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방법: 국내의 한 출생 코호트를 선정하여 산모의 산전스트레스 관

련 정보와 이들에서 태어난 자녀의 추후 알레르기 질환 이환 관련

정보를 분석한다. 산전스트레스가 자녀의 아토피피부염 발생 관련

위험도를 높이는지 확인하고, 이들 중 일부 표본을 추출하여 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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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 및 1세 말초 혈액 내 백혈구 말단소립의 길이를 측정한다. 산

전스트레스 유무와 자녀의 추후 아토피피부염 발생 여부에 따라

말단소립의 길이가 군 별 차이를 보이는 지 검증한다.

결과: 소아알레르기 출생코호트(Cohort for Childhood Origin of

Asthma and Allergic Diseases, COCOA)에 등록된 산모와 아이

973 쌍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아토피피부염의 생애 누적 발생율은

30.6%였다. 산모의 산전스트레스는 자녀의 아토피피부염 발생 위

험을 높였다(우울의 경우, 위험비는 1.31 [95% 신뢰구간,

1.02-1.69], 불안의 경우, 위험비는 1.41 [95% 신뢰구간, 1.06-1.89]).

산모의 산전 불안 및 우울 지수는 자녀의 아토피피부염 발생 예측

가능성과 각각 좋은 상관성을 보였다(두 지수 모두 P<0.001). 한편

이들 대상을 산전스트레스 유무와 추후 아토피피부염 발생 여부에

따라 네 개의 군으로 나누어 표본을 추출하고, 이들의 태반 시료

와 1세 혈액에서 백혈구를 분리하여 DNA 내 말단소립의 길이를

측정한 결과 군 별 차이가 관찰되었다.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 1

세 말초혈액에서 측정한 말단소립 길이는 제대혈에서 측정한 말단

소립의 길이보다 짧았다(P<0.001). 말단소립의 길이는 산전스트레

스에 노출된 군에서 노출되지 않은 군보다 유의하게 짧았으나(제

대혈, P=0.017; 1세 말초혈액, P=0.003), 향후 아토피피부염 발생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제대혈, P=0.864), 아토

피피부염이 발생한 군이 발생하지 않은 군보다 짧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1세 말초혈액, P=0.079). 대상군을 세분할 때, 네

개 군의 말단소립 길이는 제대혈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으나(P=0.059), 1세 말초혈액에서는 산전스트레스에 노출되지 않고

아토피피부염도 발생하지 않은 군에서 말단소립의 길이가 가장 길

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4). 출생 후 1년 사이 말단소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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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감소는 산전스트레스에 노출되고 향후 아토피피부염이 발생

했던 군에서 뚜렷하였고(P=0.005), 산전스트레스에 노출되었으나

추후 아토피피부염이 발생하지 않은 군과 산전스트레스에 노출되

지 않았으나 아토피피부염이 발생한 군에서도 유의하게 관찰되었

다(각각, P=0.004, 0.003). 그러나 산전스트레스에 노출되지 않고 아

토피피부염도 발생하지 않은 군은 1년 사이 말단소립 길이의 감소

가 유의하지 않았다(P=0.434). 1년 사이 말단소립 길이의 감소량을

절대값과 제대혈에서의 길이에 대한 감소율로 비교할 때, 네 군의

말단소립 길이 감소량은 유의하게 달랐는데(감소 길이의 절대값,

P=0.012; 제대혈에서의 길이 대비 감소율, P=0.009), 산전스트레스

에 노출되지 않았으나 이후 아토피피부염이 발생한 군에서 가장

컸다. 사후분석 결과 산전스트레스에 노출되지 않았으나 아토피피

부염이 발생한 군과 산전스트레스에 노출되지 않고 아토피피부염

이 발생하지 않은 군 사이에 말단소립 길이 감소 정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절대값 기준, P<0.05; 제대혈에서의 길이 대비 감소

율 기준, P<0.05).

결론: 산모의 임신 중 스트레스는 자녀의 아토피피부염 발생 위험

을 높인다. 생애 초기 말단소립의 길이는 산전스트레스가 높으면

짧아지지만 추후 아토피피부염이 발생하는 군에서 출생 시 말단소

립의 길이가 더 짧은 것은 아니다. 산전스트레스가 낮은 군에 한

정하여 볼 때, 생후 초기 1년 사이에 말단소립의 길이는 아토피피

부염이 발생함에 따라 유의하게 감소한다. 말단소립 길이 감소가

산화스트레스 노출과 연관되고 아토피피부염 발병에 따라 감소속

도가 증가하며 산전스트레스에 의한 자녀의 아토피피부염 발병에

산화스트레스가 관여한다는 가설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말단소

립의 길이와 감소 속도를 산전스트레스 노출을 고려한 가운데 아



iv

토피피부염 발생의 위험도를 가늠하는 지표로서 활용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주제어: 산전스트레스, 아토피피부염, 말단소립, 제대혈, 출생코호트

학 번: 2010-30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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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1 연구 배경

1.1.1 건강과 질병의 발생학적 기원과 위험인자

2011년 세계 보건기구의 보고에 따르면 인류의 질병 패턴이 변화하고 있

다. 과거에는 감염성 질환이 주를 이루었으나, 현재는 비감염성 질환

(non-communicable disease, NCD)의 비중이 증가하여 전 세계 인구 사

망의 2/3를 차지하고 있다(Beaglehole et al., 2011). NCD는 질환으로 발

현되기 이전부터 오랜 기간의 무증상 시기를 거치는데, 성인기 대표적

NCD인 관상동맥 질환, 고혈압, 당뇨 및 고지혈증 등은 무증상 시기가

특히 길어서 소아기 이전, 즉 출생 무렵의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Barker 등(1998)은 출생체중이 작을수록 성인기 관상동맥 질환

으로 사망할 위험도가 높은 것과 내당능 저하 및 2형 당뇨병 발생의 위

험도가 증가한 역학 자료를 토대로, 성인기의 건강과 질병 문제가 태내

부터 출생 초기에 이르는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는, 건강과 질병의 발생

학적 기원 학설(Developmental Origins of Health and Diseases,

DOHaD)로 주장하였다. 당시 역학적 연관성의 주요 기전으로 태아기 영

양 상태가 주목받았는데, 산모의 영양결핍에 의한 태아의 만성적 영양결

핍이 태아의 만성적 저산소증, 대사능 변화 및 호르몬 계통 변화를 야기

하며, 이러한 변화가 출생 후 좋은 영양 환경에서 대사성 질환이나 심혈

관 질환으로 진행하기 쉬운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추후 대규모 역학 연

구들도 이런 가설에 부합하는 결과들을 제시하였는데, 미숙아로 태어나

거나, 자궁 내 발육이 늦어 출생 시 체중이 작게 태어난 아이들은 커서

관상동맥 질환, 뇌졸중, 고혈압, 2형 당뇨 및 고지혈증에 걸릴 위험도가

높았다(Demicheva and Crispi, 2014; Forsen et al., 2000). 이후 DOHaD

개념은 점차 확장되었는데, 성인기의 심혈관계 및 대사이상 질환 뿐 아



- 2 -

니라, 소아기의 심혈관계 및 대사이상 질환으로 확대되었으며(Huang et

al., 2015), 심혈관계-대사성 질환 외에도 알레르기 질환으로 범위를 넓혔

고(Carrington and Langley-Evans, 2006), 태아기 주요 환경인자로 영양

뿐 아니라 대기오염, 흡연 및 실내오염, 미생물, 식이, 약제 및 정신적 스

트레스가 제시되고 있다(Entringer et al., 2012A; Heindel et al., 2015;

Prescott and Clifton, 2009). 요컨대, 산모의 영양상태, 산모의 기저 질환,

환경적 노출, 정신적 스트레스 및 산모의 행태(lifestyle) 등 태아를 둘러

싼 거의 모든 환경인자가 태아에게 향후 출생 후 건강과 질병에 관한 소

인을 제공하고, 이에 적응한 태아가 출생 후 자라면서 심혈관계, 호르몬

및 대사계, 비뇨생식계, 암, 신경정신과 및 노화와 관련한 질환을 앓는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Padmanabhan et al., 2016).

1.1.2 산모의 산전스트레스가 자녀의 알레르기 질환 이환에 미치는 영향

산모의 임신 중 스트레스가 자녀의 조현병, 우울 및 자폐성 장애에 영향

을 미치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Kinney et al., 2008). 역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산모의 임신 중 스트레스는 자녀가 성인기에 접어들면서 고혈압

이나 비만의 위험을 높인다(Bhat et al., 2015). 이런 연관성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약 40년간 추적한 대규모 자료 분석에서도 뚜렷하게 관찰되어

임신 중 사별을 경험한 산모에서 출생한 자녀가 심장질환과 고혈압에 걸

릴 위험비가 각각 1.24 (95%CI, 1.11-1.38)와 1.27 (95%CI, 1.01-1.60)로

유의하게 높았다(Plana-Ripoll et al., 2016). 비만, 선천성 심장 질환과 함

께 소아기에 발병하는 대표적 NCD 중 하나인 알레르기질환의 경우, 산

모의 임신 중 스트레스와 가지는 연관성은 비교적 최근에 보고되기 시작

하였다. Andersson 등(2016)이 최근 진행한 체계적 고찰에 따르면 2014

년 11월까지 보고된 대규모 전향적 관찰연구는 총 16개로, IgE와 관련하

여 5개, 알레르기비염과 2개, 아토피피부염과 6개, 천명과 5개, 그리고 천

식과 연관하여 7개의 연구가 있었다. 이들은 다양한 종류의 대상에 대해

서로 다른 방법으로 다양한 시기의 산전스트레스를 평가하였고, 알레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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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질환 평가 방식이 아주 엄격히 진행되지 못했기에 하나의 연구로 합치

기는 어려우나 산전스트레스가 소아기 알레르기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

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Van de Loo 등(2016)은 천식 및 재발성

천명에 한정하여 메타분석을 진행하였고, 10개의 연구를 대상으로 최종

분석을 진행한 결과 산전스트레스에 노출되거나 임신 중 강력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상황에 노출된 산모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천식이나 천명 혹은 그에 준하는 호흡기계 증상을 호소

할 위험이 증가하였다(pooled OR 1.56 [95% CI 1.36-1.80]). 최근 저자

등도 2000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출간된 논문을 대상으로 체계적 문

헌 고찰을 시행한 결과 17개의 전향적 코호트 연구와 3개의 대규모 레지

스트리 연구를 확인할 수 있었고, 효과 크기(effect size)가 다양하기는

하였으나 산전스트레스가 알레르기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경향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Suh et al., 2017,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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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author 
(year)

Country Design Sample Prenatal maternal distress 
assessment

Outcome assessment
Effect size 
(adjusted)
(95% CI)

Main conclusion

Trump
(2016)

Germany Prospective 443 Maternal response to PSQ
Wheezing:   
maternally reported

OR 2.73   
(1.13-6.55)

Prenatal maternal distress increased the 
risk of persistent childhood wheeze

Rosa
(2016)

Mexico Prospective 417 Maternal negative life events 
Wheezing:   
caregiver reported at 
48 months

RR 1.12   
(1.00-1.26)

Prenatal distress in mothers was 
associated with wheeze in preschool-aged 
children

Chang
(2016) Korea Prospective

973
(COCOA)
1531(PSKC)

Maternal response to 
questionnaires: for COCOA, 
CESD-10 and STAI-T; for 
PSKC, K6

Atopic dermatitis: 
physician-diagnosed 
(COCOA) or 
caregiver-reported 
(PSKC)

[COCOA]
HR CESD-10 

1.31 (1.02-1.69)
HR STAI-T  

1.41 (1.06-1.89)
[PSKC]
OR 1.85   

(1.06-3.25)

Prenatal maternal distress increased the 
risk of AD in offspring in both cohorts   
independently

Lee 
(2016)

USA Prospective 765 Maternal negative life events 

Asthma:   
maternally reported 
plus 
clinician-diagnosed 

OR 1.38   
(1.06-1.79)

Higher stress in the prenatal period was 
associated with increased odds of asthma 
diagnosis in girls but not boys

Liu
(2015)

Denmark
Retrospective
(national 
registry)

750,058

Maternal bereavement: losing 
a child, partner/spouse, a 
parent or a sibling 1 year 
prior to or during pregnancy

Asthma event   
based on the ICD-10 
codes and the ATC 
codes 

HR 1.04   
(1.00-1.07)

Prenatal distress following maternal 
bereavement was associated with a 
marginally increased risk of asthma 
events in children aged 0–3 years, but 
not in children aged 4-15 years

Bandoli
(2016) USA Prospective 2,543

Pregnancy anxiety (evaluated 
by a questionnaire), chronic 
stress (by PSS), acute stress  

(by negative life events) 

Asthma: maternally 
reported 

RR 1.40   
(1.07-1.83)

Multiple maternal prenatal stressors are 
associated with increased risk of lifetime  
wheeze in young offspring, with slight 

effect modification by Latina ethnicity

Table 1. Published cohort or registry studies that examined the association between prenatal 

maternal distress and allergic diseases in offspring (Suh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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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author 
(year)

Country Design Sample Prenatal maternal distress 
assessment

Outcome assessment
Effect size 
(adjusted)
(95% CI)

Main conclusion

Hovland
(2015) Norway Prospective 550

Familial prenatal distress by 
summing visual analogue 
scores

Asthma: 2 or   
more of the doctor's 
diagnosis, asthma 
symptoms or use of 
asthma medication 

OR 1.04   
(1.00-1.09)

Perinatal familial distress was one of the 
important early risk factors for pubertal 
asthma

Chiu
(2014)

USA Prospective 708
Maternal response on the 
exposure to community 
violence prenatally 

Repeated wheeze:   
maternal self-report

OR 1.95   
(1.13-3.36)

Exposure to community violence was 
associated with wheeze independently 
from the black carbon exposure. 

Hartwig
(2014)

Australia Prospective 1,587 Prenatal negative life events

Current asthma,   
atopy, eczema, and 
hay fever: physician 
diagnosed.

OR 2.08   
(1.22-3.54)

The likelihood of asthma and eczema at 
age 14 years w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children of mothers who had 
experienced adverse life events during the 
second half of gestation

Larsen
(2014) Denmark Prospective 32,104

Telephone interview: 
maternal self-reported job 
strain during pregnancy

Asthma and atopic 
dermatitis: maternal 
self-report to ISAAC 
questionnaire

OR 1.15   
(1.02-1.31)

Maternal exposure to high job strain 
during pregnancy elevated the odds for 
atopic dermatitis among 7-year-old 
children. For asthma, an association was 
found only with a subset of groups

Turcotte-
Tremblay
(2014)

Canada Prospective 68
Maternal responses to IES-R 
and LES. 

Asthma: Maternal   
self-report at the age 
of 12

OR 1.09 
(1.00-1.19)

In girls only, higher levels of   
subjective maternal distress in pregnancy 
were associated with increased lifetime 
risk for wheezing, doctor-diagnosed 
asthma, and inhaled corticosteroid usage. 

Guxens
(2014) Netherland Prospective 4848

Maternal response to Brief 
Symptom   Inventory at 20 
weeks of gestation 

Wheezing: 
maternally reported 
annually; Asthma: 
physician-diagnosed 
at 6 years

OR 1.60 
(1.32-1.93)

Prenatal maternal distress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wheezing in offspring.

Table 1.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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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author 
(year)

Country Design Sample
Prenatal maternal distress 
assessment

Outcome assessment
Effect size 
(adjusted)
(95% CI)

Main conclusion

Chiu
(2012)

USA Prospective 653
Maternal negative life 
events during pregnancy 

Wheezing: 
maternally reported 
at 3-month   
interval

OR 3.04 
(1.67-5.53)

Exposure-response relationship between  
prenatal distress and child wheeze. 

Khashan
(2012) Sweden

Retrospective 
(national 
registry)

3,200,000

Maternal bereavement: death 
of their spouse or child up 
to 6 months before or 
during pregnancy

Asthma: 
hospitalization due 
to ICD codes of   
asthma 

RR 1.20 
(1.03-1.39)

Children of exposed mothers were at   
increased risk of being hospitalized for 
asthma.

Fang
(2011) Sweden

Retrospective 
(national 
registry)

426,334
(1-4 years old)
493,813
(7-12 years old)

Maternal bereavement 
shortly before and during 
pregnancy

Asthma: hospital 
contact for asthma 
or at least two 
dispenses of inhaled 
corticosteroids or 
montelukast

(in boys)
HR 1.55 

(1.19-2.02)

Exposed boys, especially those exposed 
during their second trimester, were at 
increased risk of asthma.

Reyes
(2011) USA Prospective 279

Maternal demoralization: 
PERI-D scale at 3rd 
trimester

Wheezing: 
maternally reported 
during birth to 5 
years

OR 1.66 
(1.29-2.14)

Prenatal maternal demoralization was   
associated with overall, transient, and 
persistent wheeze.

Wood
(2011)

USA Prospective 560

Maternal distress: 
nine-distress related   
questionnaire including PAS, 
EPDS, and PSS

Number of wheeze 
assessed every 3 
months by   
questionnaire

OR EPDS 1.37 
(P-value <0.01)
OR PSS 1.59 
(P-value 0.01)

Positive associations were detected 
between multiple wheeze and cotinine, 
maternal stress, and maternal depression. 

Wen
(2011)

Taiwan Prospective 730 Maternal self-reported 
mental status

Maternally reported 
atopic dermatitis via  
telephone survey

OR 2.3 
(1.1-5.3)

Maternal distress during pregnancy was  
associated with ever having physician- 
diagnosed AD in 2 year old children.

Table 1.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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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author 
(year)

Country Design Sample
Prenatal maternal distress 
assessment

Outcome assessment
Effect size 
(adjusted)
(95% CI)

Main conclusion

Cookson
(2009)

UK Prospective 5810

Anxiety score on the 
self-reported Crown-Crisp   
Experiential Index at 18 and 
32 weeks of gestation

Asthma: maternal report 
of doctor-diagnosed   
asthma at 7½ year

OR 1.64 
(1.25-2.17)

Children of mothers in the higher anxiety  
scores were more likely to have asthma, 

with evidence for a dose-response.

Sausenthaler
(2009)

Germany Prospective 3004

The presence of 2 or more 
stress factors of   the 12 
factors

Maternally reported 
physician-diagnosed   
atopic dermatitis during 
birth to 6 years

OR 1.48 
(0.95-2.30)

Maternal factors during pregnancy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childhood 
eczema in terms of cumulative prevalence 
up to the age of 2 years, but not 
beyond. 

Table 1. (Continued)

AD, atopic dermatitis; ATC, 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Classification; CESD-10, the 10 item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I, 

confidence interval; COCOA, the COhort for Childhood Origin of Asthma and allergic diseases; EPDS, Edinburgh Postnatal Depression Scale; HR, hazard ratio; 

ICD-10,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Tenth Edition; IES-R, Impact of Event Scale – Revised; ISAAC, International Study of Asthma and Allergies in 

Childhood; LES, Life Experiences Survey; OR, odds ratio; PAS, Pregnancy Anxiety Scale; PSKC,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Q, Perceived Stress 

Questionnaire; PSS, Perceived Stress Scale; RR, relative risk; STAI-T, State Trait Anxiety Inventory-Trait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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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산전스트레스가 알레르기 질환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기전에 대한

추정 가설

산전스트레스가 자녀의 면역계 이상을 초래하고 알레르기질환을 일으키

는 생물학적 기전은 아직 가설 단계에 머물러 있다. 다만, 정신적 스트레

스가 호르몬-자율신경계 이상을 초래하고, 면역 반응에 영향을 주어 기

존에 가지고 있는 알레르기 질환을 악화시킨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으며

(Chen and Miller, 2007), 산전스트레스가 자녀의 신경계 이상을 일으키

는 기전은 정신과 연구를 통해 많이 알려져 있다(Kinney et al., 2008).

아울러, 산전스트레스가 다양한 종류의 NCD의 위험을 높이는 기전이 이

미 제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Padmanabhan et al., 2016), 산전스

트레스가 자녀의 알레르기질환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기전은 앞에 언급

한 기전들의 복합적 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산전스트레스가 알레르기질환 발병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다섯 가지 측

면으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 축

(hypothalamic-pituitary-adrenal axis, H-P-A axis)의 조절 이상이다.

스트레스가 임신 중인 산모의 H-P-A axis에 영향을 주면 산모에서 스

트레스호르몬인 cortisol이 증가하고, 이것이 태반을 넘어가 태아의

H-P-A axis에 균형을 깨뜨리고, 증가한 태아의 cortisol이 태아의 다른

조절 시스템인 호르몬-자율신경계 부조화를 야기하고, 이것이 면역 발달

의 이상을 초래한다는 것이다(Wright and Enlow, 2008). 둘째는 태반의

기능 변화이다. 태반은 산모에서 아이로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배

출하는 통로이다. 임신중 스트레스로 태반에 혈류가 줄어들면 높은 대사

성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활성 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이 증가

하여 산화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된다. 아울러 태반은 산모로부터 전달되

는 cortisol의 역할을 완화시키는 일도 수행하는데, 태반에 존재하는 11β

-hydroxysteroid dehydrogenase type II (HSD2)는 활성형인 cortisol을

비활성형인 cortisone으로 전환시킨다. 산전스트레스는 HSD2의 활성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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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추어 태아내 cortisol의 비율을 높이게 된다. 보통 산모 내 cortisol 수

치는 태아의 cortisol 수치보다 높기 때문에, 적은 비율의 변화라도 절대

량에 있어서 태아의 cortisol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수 있다(Edward

et al., 1993; O'Donnell et al., 2009). 셋째는 산화스트레스와 후성유전학

적(epigenetic) 변화이다. 활성산소종은 다양한 종류의 고반응성 분자들

을 일컫는 말로서, 산소로부터 유래된 자유반응기(free radical)를 가지고

있으며, 세포간 신호 전달, 유전자 발현 및 자멸사(apoptosis)에 관여한

다. 산화스트레스는 이러한 활성산소종의 생성 속도가 제거 속도보다 빠

를 때 증가하게 된다. 임신 중인 산모는 산소요구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임신 중 태아는 산화스트레스에 더 많이 노출되기 쉽다. 산화스트레스는

유전자 발현이나, 면역 체계의 T helper 2 편향, H-P-A axis의 기능 변

화 및 피부와 기도를 구성하는 세포의 손상등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아

이가 알레르기 질환을 발현하게 되는 환경을 구축한다(Manti et al.,

2016). 후성유전학적 변화는 염증반응과 관련한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

는 역할을 하는데, 산화스트레스의 노출이 증가하여 histone

deacetylases의 활성도가 떨어지게 되면, NFkB를 매개한 염증반응 관련

유전자의 발현을 촉진하고, T helper 2 사이토카인 발현을 증대시키고

GATA3 관련 T세포 면역 반응을 증진시켜 천식과 알레르기 질환의 특

징적 양상을 나타내도록 돕는다(Maratino and Prescott, 2011; Su et al.,

2008). 넷째 측면은 면역발달의 편향이다. 스트레스는 그 자체로 면역 체

계에 영향을 주는데, 선천면역과 후천면역 모두에 영향을 준다. 산전스트

레스는 대식세포와 호중구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자연살해세포의 세포 살

해능을 떨어뜨린다. 후천 면역과 관련하여 가슴샘의 크기 형태 및 기능

이 출생시 이미 영향을 받는다는 보고도 있으며, 산전스트레스에 노출된

경우 림프구의 총 수가 감소하고 항원에 대한 림프구 반응 또한 감소함

이 알려져 있다. 또한 산모로부터 아이에게 면역글로불린 G가 넘어가는

시기에 산모가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아이의 출생 후

Immunoglobulin G 수준이 감소한다(Bellinger et al., 2008; Merlot et al.,

2008). 마지막 측면은 해당 장기의 구조적 발달 지연이다. 천식 및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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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알레르기와 관련하여 산전스트레스는 태아기와 출생 초기 폐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소기도에 이러한 구조적 발달이상이 생기는 경

우, 기도 폐쇄나 기관지과민성이 유발되기도 한다(Wright, 2010). 태아기

당류코르티코이드의 노출 증가는 조산이나 저출생체중의 위험인자가 되

며, 이후 내인적 혹은 외인적 노출 증가는 폐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 각 장기에서 산화스트레스의 증가는 조직의 염증을 증가시키고 염

증과 연관된 사이토카인관련 유전자의 발현을 증대시킨다(Nathan and

Cunningham-Bussel, 2013). 아토피피부염의 경우, 이러한 전반적 과정이

피부의 keratinocyte를 손상시키고 아토피피부염의 발생 위험을 높인다

(Bito and Nishigori, 2012).

이상을 요약 정리한 결과는 figure 1과 같다(Suh et al., 2017). 임신 중

스트레스는 산모의 호르몬 축 이상을 초래하고, 태반의 방어 장벽 기능

을 떨어뜨리며 태아에서 스트레스 호르몬 생성을 증가시킨다. 그 결과

태아의 호르몬-자율신경계의 발달 이상이 생기고 최종 장기의 성숙 또

한 지연된다. 산화스트레스와 후생유전학적 변화는 태아의 호르몬 및 자

율신경계의 부조화를 심화시키고 아이의 면역 체계 발달 또한 편향시켜

이후 알레르기질환 발생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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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uspected mechanisms by which the maternal prenatal 

stress may affect offspring's allergic diseases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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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산화스트레스의 역할과 표지자로서의 말단소립 길이

산전스트레스가 알레르기질환을 초래하는 기전에 대한 주장은 아직 인간

과 인체 유래물을 기반으로 한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검증되지 못한 채

가설 단계에 머물러 있다. 기전을 입증하면서 동시에 알레르기질환의 향

후 발생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적절한 생체표지자를 찾고 있는 가운데,

최근 산화스트레스(oxidative stress)가 주목을 받고 있다. 산화스트레스

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때 증가하며(Moller et al., 1996), 비감염성

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이기에, (Avila et al., 2015; Carrier, 2017) 산전스

트레스에 의한 알레르기 질환 발생과 연관하여 산모가 임신 중 받은 스

트레스를 반영하고 추후 알레르기 질환의 발생위험을 예측하는 표지자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산화 스트레스를 반영하는 적절한 시료나

지표를 이용하여 이들의 연관성을 입증한 연구는 드물다.

특정 지표가 위험인자의 노출로 인한 질병 발생의 생체 표지자로 활용되

려면,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는 것이 좋다. 위험인자 및 질병 발생과 좋은

연관성을 보이고, 얻기 쉬우며, 측정이 어렵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해당

표지자가 기전과 연결되어 있어 해석이 어렵지 않으면 더욱 좋다. 그런

관점에서 산전스트레스에 의한 알레르기 질환 발생과 관련하며, 산화 스

트레스를 반영하는 지표로 백혈구 DNA 내 말단소립(telomere)의 길이

및 그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단소립의 길이 감소는, 자궁 내 환경 변화가 후손의 질환 취약성에 미

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최근 주목 받고 있다(Entringer et al., 2012B). 말

단소립은 되풀이되는 배열 순서를 가진 DNA-단백질 복합체로, 염색체

끝부분에 존재하고 있으며 전사(coding)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다시 말

해, DNA polymerase가 세포분열 시 DNA의 끝 부분을 완전히 복제해내

지 못하기에 세포가 한 번 분열할 때마다 말단소립은 길이가 평균

30-150 염기쌍 정도씩 짧아진다(Blackburn, 1990). 염증이나 손상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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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곳에서는 세포 분열을 통한 증식이 필수적인 바, 분열을 여러 번

거듭한 체세포는 말단소립의 길이가 짧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말단

소립의 길이는 생식세포보다 체세포에서 짧고, 분화도가 증가한 세포에

서도 짧다. 체세포의 경우 지속적 분열로 인해 길이가 결정적 한계치보

다 짧아지면 노화 혹은 자멸사에 이르게 된다고 알려져 있어(Henriques

and Ferreira, 2012), 주로 노화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던 지표이

다. 노화 연구에서 말단소립은 생물학적 시계로 불리기도 한다(Aubert

and Lansdorp, 2008).

말단소립의 길이 감소 정도는 산화스트레스에 대한 노출과 연관이 있다.

산화스트레스는 만성 염증과 조직의 손상을 야기하는 바, 산화스트레스

가 높으면 수복을 위한 세포분열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된다. 실제로 말

단소립의 길이는 산화스트레스가 높은 환경에서 더 빠르게 줄어드는 경

향이 있다. Von Zglinicki (2002)의 연구에 따르면, 산화스트레스가 높은

환경, 표준 환경, 그리고 낮은 환경에서 세포주를 배양한 결과 산화스트

레스가 높은 곳에서 증식시킨 세포주의 말단소립 길이가 유의하게 짧았

다. 산화스트레스는 흡연이나 대기오염, 스트레스 등 다양한 경우에서 증

가하기에, 말단소립의 길이가 짧아진 정도를 산화스트레스에 대한 누적

된 노출 지표로 삼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Babizhayev et al., 2011).

현재까지 성인에서 말단소립의 길이 감소를 질환과 연관 지어 진행한 연

구는 적지 않다. 특히 심혈관 질환과 당뇨 등 비감염성 질환과 연관 지

어 진행한 연구들은 비교적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말단 소립의

길이 감소는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 위험을 높이고, 고혈압 및 죽상 동맥

경화증의 위험을 높였으며, 뇌졸중 및 2형 당뇨병의 발병 위험을 높였다

(Haycock et al., 2014; Willeit et al., 2014; Zhang et al., 2013). 그러나

말단소립의 길이 감소를 알레르기 질환과 관련하여 연관 지은 연구는 찾

기 힘들며, 소아의 질환과 말단소립의 길이를 연관 지은 연구 또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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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필요성

국내에 아토피·알레르기질환 관련 출생코호트가 존재하는데, 산전스트레

스와 환경인자의 노출과 관련된 자료가 확보되어 있으며, 제대혈 및 1세

말초혈액 시료, 그리고 아이들의 성장에 따른 임상정보가 확보되어 있다.

이 출생코호트에서 산전스트레스와 아토피피부염 발병에 대한 역학적 연

관성이 관찰된다면, 확보된 시료와 임상정보를 바탕으로 역학적 연관성

의 기전에 대한 검증이 가능할 것이다.

한편, 이전 보고에 따르면, 산전스트레스로 인한 아토피피부염 발생에 산

화스트레스가 밀접하게 관여한다고 추정되는 가운데 산화스트레스의 적

절한 표지자로 해당 연관성의 기전을 입증한 연구는 국내 출생코호트 연

구팀의 보고가 유일하다(Chang et al., 2016). 이는 질병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고려할 때 놀라운 일이며, 해당 연구가 태반 시료를 가지고 산화

스트레스를 평가하였음을 고려할 때, 측정과 해석이 쉬운 시료를 이용하

여 알레르기질환 발생의 위험을 모니터할 수 있는 생체표지자의 개발이

시급하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생체표지자의 후보 물질에 대한 예비 검

증이 필요하다.

1.3 연구 가설

출생 코호트를 분석할 경우, 산전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군에서 받지 않

은 군보다 아토피피부염 발생에 대한 hazard ratio가 유의하게 증가할

것이다. 아울러 해당 코호트를 대상으로 수집된 제대혈과 1세 말초혈액

시료에서 백혈구 DNA 내 말단소립의 길이를 측정하고 산전스트레스 고

저와 아토피피부염 발병 유무에 따라 군 간 비교 시 말단소립의 길이는

산전스트레스가 높거나 아토피피부염이 발생한 군에서 유의하게 짧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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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연구 목적

산전스트레스 노출과 아토피피부염 발생의 위험 사이의 역학적 연관성을

살펴본다. 아울러, 산화스트레스 관련 지표 중 하나로 알려진 말단소립의

길이가 산전스트레스 노출과 연관된 아토피피부염 발생의 위험과 연관성

을 가지는지를, 역학적 연관성이 검증된 출생코호트로부터 추출한 표본

을 통해 검증한다. 이를 통해 말단소립의 길이와 감소 속도를, 산전스트

레스 노출을 고려한 가운데 아토피피부염 발생의 위험도를 가늠하는 지

표로 활용 수 있을지 가능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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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2.1 역학적 연관성 분석

2.1.1 코호트 연구 대상 분석

국내에 진행 중인 소아알레르기 출생코호트(COhort for Childhood

Origin of Asthma and allergic diseases, COCOA)를 선정하여(Yang et

al., 2014), 2007년 8월부터 2014년 8월까지 모집된 대상을 분석하였다.

해당 기간 동안 서울 지역에 위치한 다섯 개 종합병원에서 2,021명의 산

모를 모았으며 동의를 철회하거나 추적 소실된 대상을 제외하고, 미숙아

로 출생하거나 출생 시 심각한 선천성 기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였다.

이들 중 산전스트레스에 관한 자료가 없거나 인구학적 정보가 누락된 대

상을 제외하고 남은 대상에 대해 역학 분석을 진행하였다.

2.1.2 산전스트레스 관련 평가

출생 코호트 연구의 일환으로, 산모의 임신 중 스트레스 상태의 대표적

인자인 우울과 불안에 대해 임신 36주 경 자가 기입 형 설문지를 이용하

여 평가하였다. 임신 중 우울은 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10 (CESD-10)으로, 불안은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Trait subscale (STAI-T)로 평가하였다. CESD-10은

10문항으로 구성되고 점수가 0부터 30까지 분포하는데, 10점을 초과하는

경우 우울한 것으로 평가하였다(Bradley et al., 2010). STAI-T는 20문항

으로 구성되며 각각에 1부터 4점까지 점수를 매겨 총 20점부터 80점에

이르게 되는데(Hahn et al., 1996), 본 연구에서는 상위 25 백분위수를

불안한 군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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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아토피피부염 진단

아토피피부염은 각 센터에서 근무 중인 소아알레르기 세부전문의가 자세

한 병력, 이학적 검진 및 설문 결과에 기반하여 진단을 내렸다. Hanifin

과 Rajka의 기준(Hanifin and Rajka, 1980)을 참고하여 결정을 내렸으며,

6개월, 1, 2, 3, 4세까지 추적 관찰하는 사이, 어느 한 시기라도 아토피피

부염으로 판단되면 아토피피부염 환자 군으로 결론 내렸다.

2.2 소규모 표본에서의 말단소립 분석

2.2.1 말단 소립 길이 측정을 위한 표본의 선정

등록된 대상자를 산전스트레스 정도와 추후 아토피피부염 발생 여부에

따라 네 개의 군으로 나눈 뒤, 말단 소립 길이 측정을 위해 표본을 추출

하였다. 군 별 차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산전스트레스를 받은 군은 우울

점수와 불안 점수가 모두 중앙값보다 높은 대상(CESD-10 11이상,

STAI-T 41이상)에서, 산전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군은 두 점수가 모두

중앙값보다 낮은 대상에서 선정하였다. 아토피피부염 환자군은 6개월 및

1세에 모두 아토피피부염으로 평가된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아토피피부

염 없는 정상군은 6개월 및 1세에 평가한 결과가 모두 정상으로 평가된

대상 중에서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산전스트레스 유무와 아토피피부염

유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네 개의 군으로 나누어 군 별로 13-24명의 표

본을 추출하였다: (1) 산전에 스트레스를 받고 나중에 아토피피부염이

발생한 군(High prenatal Stress With later atopic Dermatitis, HSWD),

(2) 산전에 스트레스를 받았으나 나중에 아토피피부염이 생기지 않은 군

(High prenatal Stress withOut atopic Dermatitis development, HSOD),

(3) 산전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으나 나중에 아토피피부염이 발생한 군

(Low prenatal Stress With later atopic Dermatitis, LSWD), (4) 산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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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받지 않았고 나중에 아토피피부염도 발생하지 않은 군(Low

prenatal Stress withOut atopic Dermatitis development, LSOD).

2.2.2 말단소립의 길이 측정

제대혈과 1세 말초혈액 각각의 buffy coat에서 DNA extraction kit

(QIAGEN, United Kingdom)을 사용하여 DNA를 추출하였다. 말단소립

의 길이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표지자 중 하나인 평균 terminal

restriction fragment (TRF) 길이로 측정하였다. 상업적으로 판매중인

telo TAGGG Telomere Length Assay kit (Roche-Applied Science,

Mannheim, Germany)를 사용하여 제조사의 매뉴얼에 따라

chemiluminesence 기법으로 평균 TRF 길이를 측정하였다. 약술하면 아

래와 같다.

먼저 DNA 시료(75 ng/ml)는 10 U의 Rsa I과 10 U의 Hinf I에 섭씨 37

도, 2시간 동안 분해한다. DNA 조각들은 0.8% agarose gel에 150V에서

2시간 동안 electrophoresis하여 분리한다. 이후 DNA 시료를 0.25M HCl

로 depurination하고 NaOH-NaCl (0.5M-1.5M)로 denature한 뒤

Tris-NaCl (0.5M-3M, pH 7.5)로 neutralize한다. 제조사 매뉴얼에 따라

DNA sample은 positively charged nylon membrane에 southern blot

technique으로 transfer하고 UV light로 고정한다. 해당 membrane은 섭

씨 42도에서 telomere repeat specific digoxygenin (DIG) labeled probe

와 overnight hybridization 시킨다. 이후 membrane을 2x SSC (saline

sodium citrate)/0.1% SDS (sodium dodecyl sulfate)로 세 번 씻어내고

다시 0.2x SSC/0.1%SDS로 씻어낸다. Membrane은 alkaline phosphatase

와 공유 결합된 DIG 특이 항체와 같이 incubation 한다. Immobilized

telomere probe는 alkaline phosphatase에 화학적 발광 기질인 CDP star

를 이용하여 visualization된다. Membrane을 autoradiograph film

(Lumi-Film Chemiluminescent Detection Film, Roche-Applied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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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many)에 인화함으로써 telomere smear를 얻게 된다. 인화된 film은

densitometer를 이용하여 스캔한다. 각 샘플의 mean TRF는 Harley 등

(1990)이 제안한 방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mean TRF = ∑(ODi) / ∑(ODi/Li)

(ODi는 gel의 특정 위치에서의 optical density이고, Li는 그 위치에서

의 분자량)

2.3 결과의 분석

2.3.1 역학적 연관성 평가

역학적 연관성 평가는 SAS 통계 소프트웨어(version 9.3; SAS Institute,

Cary, NC)를 가지고 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을 활용하여 위험

비(hazard ratio)를 계산하였다. 산전스트레스와 자녀의 아토피피부염 발

병에 대해서는 연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다음 네 가지 모델을 사용하였

다: (1) 보정하지 않은 모델, (2) 엄마의 나이, 교육 수준, 분만 방법, 출

생 계절, 부모의 알레르기질환 병력, 아이의 성별까지 보정, (3) (2)의 경

우에 더해 산후 우울을 추가 보정, (4) (3)의 경우에 더하여 산후 불안을

추가 보정.

2.3.2 말단소립의 길이 비교

말단소립의 길이를 비교할 때는 Prism 통계 소프트웨어(version 5;

GraphPad Software, San Diego, CA)를 활용하였다. 추출한 표본에서 측

정된 말단소립의 길이는 paired t-test (표본 대상 각각에 대해, 제대혈과

1세 말초혈액 백혈구 DNA 내 말단소립 길이 비교 시)를 사용하여 비교

하였다. 반면 개별 군에서 제대혈과 1세 말초혈액 내 측정값의 비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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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수가 적어 Wilcoxon signed rank test를 시행하였다. 제대혈 백혈구

DNA 내 말단소립 길이를 산전스트레스 유무와 이후 아토피피부염 발생

여부에 따라 군 간 비교할 때는 unpaired t-test를 시행하였고, 네 군에

서 제대혈 및 1세 말초혈액 백혈구 DNA 내 말단소립의 길이를 군 간

비교하거나 말단소립 길이의 감소 정도 및 길이 감소율을 군 간 비교할

때는 Kruskal-Wallis 분석을 시행한 뒤 Dunn’s test로 사후 검정을 시행

하였다.

2.4 연구 윤리

본 연구는 기관임상연구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기존 코호트 연구

에서 인체 유래물에 대한 이차적 사용에 대해 동의된 바 있어 말단소립

길이 측정에 대한 개별 대상자의 동의는 면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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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3.1 대상군의 특성

총 2021 쌍의 산모-아이 조합 중 동의를 철회하거나 추적 소실된 대상

을 제외하고, 미숙아로 태어나거나 심각한 선천성 기형을 가진 경우를

배제하니 총 1539 쌍의 산모-아이 조합이 남았다. 주요 변수 즉, 아이의

아토피피부염 발생, 산모의 산전스트레스 관련 자료, 그리고 인구학적 정

보가 누락된 대상을 추가로 배제하니 총 973 쌍의 산모-아이 조합이 남

았다. 이들에 대해 역학 분석을 진행하였다(Figur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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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Flow chart of subjects excluded and included f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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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분석된 대상의 임상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이들은 분석

에서 제외된 대상과 임상적 특성을 비교할 때, 엄마의 교육 수준

(P=0.012)과 출생 계절(P=0.037)을 제외하고는 군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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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n (%) or mean ± SD
Included

(n = 973)
Excluded

(n = 676)
P-value

Prenatal maternal depression 237 (24.4) 93 (20.5) 0.100

Prenatal maternal anxiety 386 (48.2) 201 (46.1) 0.482

Atopic dermatitis at 6 months of age 167 (18.5) 46 (13.9) 0.059

Maternal age

≤32 years 540 (55.5) 243 (50.3) 0.062

>32 years 433 (44.5) 240 (49.7)

Maternal educational level

≤ High school graduation 65 (6.7) 27 (4.3) 0.012

College or university graduation 685 (58.9) 478 (76.4)

≥ Graduate school graduation 223 (22.9) 121 (19.3)

Maternal history of allergic diseases

No 675 (69.4) 344 (66.5) 0.263

Yes 298 (30.6) 173 (33.5)

Delivery methods

Vaginal delivery 614 (63.1) 341 (66.7) 0.166

Cesarean section 359 (26.9) 170 (33.3)

Birth season

Spring 225 (23.1) 178 (26.4) 0.037

Summer 212 (21.8) 174 (25.8)

Autumn 249 (25.6) 148 (21.9)

Winter 287 (29.5) 175 (25.9)

Child’s sex

Girl 477 (49.0) 311 (46.4) 0.286

Boy 496 (51.0) 360 (53.7)

Birth weight, kg 3.18 ± 0.42 3.16 ± 0.48 0.583

Birth height, cm 49.3 ± 2.12 49.4 ± 2.03 0.394

Gestational age, weeks 39.1 ± 1.19 39.1 ± 1.22 0.983

Table 2. Difference in the clinical characteristics between 

subjects included and excluded from the analyses among the 

birth cohort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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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아토피피부염 발생률과 산전스트레스 노출의 관계

3.2.1 아토피피부염 발생률 및 스트레스 인자의 유병률

시점 별 대상자들의 아토피피부염 유병률과 스트레스 인자의 산전 및 산

후 유병률은 table 3에 기술하였다. 아토피피부염의 생애 누적 발생률은

30.6%였다. 아토피피부염의 시점 유병률은 이미 첫 6개월에 최대치인

18.5%에 이르며, 2세 이후에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

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산전스트레스 유병률은 우울과 불안으로 평가하

였는데 각각 24.4%와 22.2%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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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se/Total (%)

Atopic dermatitis at

  6 months 167/901 (18.5)

  1 year 132/801 (16.5)

  2 years 113/639 (17.7)

  3 years 77/460 (16.7)

  4 years 32/229 (14.0)

  5 years 10/86  (11.6)

  Ever in 5 years 298/973 (30.6)

Prenatal maternal

  Depression 237/970 (24.4)

  Anxiety 178/801 (22.2)

Postnatal maternal

  Depression 125/507 (24.7)

  Anxiety 154/506 (30.4)

Table 3. Prevalence of atopic dermatitis and stress indices at 

each time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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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산전스트레스와 자녀의 아토피피부염 발생의 연관성

산전스트레스와 자녀의 아토피피부염 발생 간 연관성은 table 4와 같다.

산모의 산전스트레스는 자녀의 아토피피부염 발생 위험을 높였다(보정하

지 않은 경우; 우울의 경우, 위험비는 1.35 [95% 신뢰구간, 1.05-1.73]; 불

안의 경우, 위험비는 1.49 [95% 신뢰구간, 1.12-1.99]). 이는 결과에 영향

을 주는 다른 인자들을 보정한 모델들 모두에서 여전히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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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nal status

Unadjusted Adjusted†

Additionally adjusted for

Postnatal depression Postnatal anxiety

N
Hazard Ratio 

(95% CI)
N

Hazard Ratio 

(95% CI)
N

Hazard Ratio 

(95% CI)
N

Hazard Ratio 

(95% CI)

Prenatally 

depressed
942 1.35 (1.05–1.73)* 942 1.31 (1.02–1.69)* 499 1.68 (1.18–2.39)* 498 1.48 (1.04–2.11)*

Prenatally 

anxious
775 1.49 (1.12–1.99)* 775 1.41 (1.06–1.89)* 414 1.79 (1.20–2.68)* 413 1.59 (1.03–2.45)*

Table 4. Impact of maternal prenatal stress on development of the offspring's atopic dermatitis.

*P-value <0.05. 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 was used. 

†adjusted for maternal age, educational level, delivery method, birth season, maternal history of allergic 

diseases, and child’s sex.

CI,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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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산전스트레스 각각에 따른 아토피피부염 발병의 누적 위험도

한편, 스트레스에 대한 누적 위험도(cumulative hazards)를 불안과 우울

각각에 대해 평가한 결과는 figure 3과 같다. 산모의 나이, 교육 수준, 엄

마의 알레르기 질환 병력, 분만 시 계절 및 분만 방법에 대해 보정한 결

과, 두 지표 모두에서 산전스트레스는 자녀의 아토피피부염 발병 위험을

유의하게 증가시켰다(우울의 경우, 위험비는 1.31 [95% 신뢰구간,

1.02-1.69]; 불안의 경우, 위험비는 1.41 [95% 신뢰구간, 1.0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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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Cumulative hazards of the offspring's atopic dermatitis development according to the presence and 

the absence of maternal prenatal depression (A) and anxiety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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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산전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아토피피부염 발병의 예측 가능성

산모의 산전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자녀의 아토피피부염 발생 예측가능성

(predicted probability)은 figure 4와 같다. 산모의 산전 불안 및 우울 지

수가 증가할수록 자녀의 아토피피부염 발생 예측가능성이 증가하였다(두

지수 모두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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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Predicted probability of the offspring's atopic dermatitis development according to the degree of 

maternal prenatal depression (A) and anxiety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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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말단소립의 길이 비교

3.3.1 산전스트레스 노출과 아토피피부염 발생 여부에 따른 네 표본의 특

성

제대혈과 1세 말초 혈액 모두에서 DNA를 성공적으로 분리하여 말단소

립의 길이를 측정한 대상은 총 68명이었다. 각 군 별 대상 수는 HSWD

군이 22명, HSOD 군이 14명, LSWD 군이 13명, LSOD 군이 19명이었

다. 각 군의 우울과 불안 점수, 아토피피부염 진단율은 table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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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HSWD HSOD LSWD LSOD

Number, n 22 14 13 19

Maternal CESD-10, median (IQR) 11.5 (7.0-13.0) 18.0 (14.0-20.0) 2.0 (1.0-4.0) 3.0 (2.0-4.0)

Maternal STAI-T, median (IQR) 47.0 (45.0-51.0) 56.0 (55.0-59.0) 29.0 (28.0-33.0) 31.0 (28.0-33.5)

Offspring’s AD at 6 month-old, n (%) 20 (90.9%) 0 (0%) 13 (100%) 0 (0%)

Offspring’s AD at 1 year-old, n (%) 14 (63.6%) 0 (0%) 13 (100%) 0 (0%)

Table 5. Distribution of maternal stress scores and offspring’s percentage of atopic dermatitis diagnosis 

in all four groups 

HSWD, high prenatal stress with later atopic dermatitis; HSOD, high prenatal stress without atopic dermatitis development; 

LSWD, low prenatal stress with later atopic dermatitis; LSOD, low prenatal stress without atopic dermatitis development; 

CESD-10,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10; IQR, interquartile range; STAI-T, State-Trait Anxiety 

Inventory-Trait subscale; AD, atopic dermat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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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전체 표본에서 측정 시점에 따른 말단소립의 길이 변화

전체 표본에서 제대혈과 1세 말초혈액에서 측정한 말단소립의 길이 변화

는 figure 5와 같다. 1세 말초혈액 백혈구 DNA 내 말단소립의 길이는

평균 11.5로 제대혈 백혈구 DNA 내 말단소립의 평균 길이 14.4보다 유

의하게 짧았다(paired T-test,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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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Changes in the telomere length between the cord blood and 

the 1-year peripheral blood leukocytes in all of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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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산전스트레스 노출에 따른 말단소립의 길이 비교

전체 대상을 산전스트레스에 노출된 군(HSWD 군과 HSOD 군)과 노출

되지 않은 군(LSWD 군과 LSOD 군)으로 나누어 말단소립의 길이를 비

교한 결과는 figure 6과 같다. 산전스트레스에 노출된 군의 제대혈 백혈

구 DNA 내 말단소립의 길이는 평균 13.3으로 산전스트레스에 노출되지

않은 군의 평균 길이인 15.5보다 유의하게 짧았다(unpaired T-test,

P=0.017). 1세 말초혈액 시료 분석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관찰되었다. 산

전스트레스에 노출된 군의 1세 말초혈액 백혈구 DNA 내 말단소립의 길

이는 평균 10.3으로 산전스트레스에 노출되지 않은 군의 평균 길이 12.9

보다 유의하게 짧았다(unpaired T-test, P=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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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Comparison on the telomere length from cord blood 

leukocytes (A) and 1-year peripheral blood ones (B) according 

to the exposure on the prenatal stress. HSWD, high prenatal 

stress with later atopic dermatitis; HSOD, high prenatal 

stress without atopic dermatitis development; LSWD, low 

prenatal stress with later atopic dermatitis; LSOD, low 

prenatal stress without atopic dermatitis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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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아토피피부염 발생 여부에 따른 말단소립의 길이 비교

전체 대상을 이후 아토피피부염이 발생한 군(HSWD 군과 LSWD 군)과

발생하지 않은 군(HSOD 군과 LSOD 군)으로 나누어 말단소립의 길이를

비교한 결과는 figure 7과 같다. 제대혈 백혈구 DNA 내 말단소립의 길

이는 이후 아토피피부염이 발생한 군에서 평균 14.3으로 이후 아토피피

부염이 발생하지 않은 군의 평균 길이인 14.5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unpaired T-test, P=0.864). 1세 말초혈액 시료 분석 결과, 말초혈

액 백혈구 DNA 내 말단소립의 길이는 1년 사이 아토피피부염이 발생한

군에서 평균 10.7로 아토피피부염이 발생하지 않은 군의 평균 길이인

12.3보다 작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unpaired T-test, P=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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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Comparison on the telomere length from cord blood 

leukocytes (A) and 1-year peripheral blood ones (B) according 

to the later atopic dermatitis development. AD, atopic 

dermatitis; HSWD, high prenatal stress with later atopic 

dermatitis; HSOD, high prenatal stress without atopic 

dermatitis development; LSWD, low prenatal stress with 

later atopic dermatitis; LSOD, low prenatal stress without 

atopic dermatitis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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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군 별 측정 시점에 따른 말단소립의 길이 변화

개별 대상의 측정 시점에 따른 말단소립의 길이 변화를 군 별로 세분한

결과는 figure 8과 같다. HSWD, HSOD, LSWD 군에서는 1세 말초혈액

백혈구 DNA 내 말단소립의 길이가 제대혈의 경우보다 유의하게 짧았다

(Wilcoxon signed rank test; 1세 혈액 vs. 제대혈; HSWD 군, 중간값

10.0 [사분위수범위 8.6-12.25] vs. 13.5 [10.0-15.25], P=0.005; HSOD 군,

10.0 [7.3-12.0] vs. 15.0 [12.75-15.75], P=0.004; LSWD 군, 10.0

[8.8-13.0] vs. 16.0 [15.0-18.0], P=0.003). 그러나 LSOD 군에서 1세 말초

혈액 백혈구 DNA 내 말단소립의 길이는 중간값 15.0 (사분위수범위

10.0-17.0)으로, 제대혈 백혈구 DNA 내 말단소립의 길이 15.0

(10.0-19.0)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Wilcoxon signed rank test,

P=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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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Changes in the telomere length between the cord 

blood and the 1-year peripheral blood leukocytes from 

subjects in the group of HSWD (A), HSOD (B), LSWD (C) 

and LSOD (D). HSWD, high prenatal stress with later atopic 

dermatitis; HSOD, high prenatal stress without atopic 

dermatitis development; LSWD, low prenatal stress with 

later atopic dermatitis; LSOD, low prenatal stress without 

atopic dermatitis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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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네 군의 시점 별 말단소립의 길이 비교

네 개 표본 군의 제대혈 백혈구 DNA 내 말단소립의 길이를 비교한 결

과는 figure 9A와 같다. 중앙값을 기준으로 할 때 제대혈 백혈구 DNA

내 말단소립의 길이는 HSWD 군이 중간값 13.5 (사분위수범위

10.0-15.0)으로 가장 짧고 LSWD 군이 16.0 (15.0-18.0)으로  가장 길었

으나, 군 간 차이에 있어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Kruskal-Wallis test, P=0.059). 반면, 네 개 표본 군의 1세 말초혈액 백

혈구 DNA 내 말단소립의 길이를 비교한 결과는 figure 9B와 같다. 1세

말초혈액 백혈구 DNA 내 말단소립의 길이는 중앙값을 기준으로 할 때

LSOD 군에서 중간값 15.0 (사분위수범위 10.0-17.0)으로 가장 길었으며,

군 간 차이는 유의하였다(Kruskal-Wallis test, P=0.014). 사후 검정 결과

말단소립의 길이는 LSOD 군과 HSWD 군 사이 및 LSOD 군과 HSOD

군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각각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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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Box-and-whisker plots on the telomere length from 

cord blood leukocytes (A) and 1-year peripheral blood ones 

(B) between groups according to the stress exposure and 

the later atopic dermatitis development. Horizontal small bars 

represent the 10th–90th percentile range, and the boxes 

indicate the median and interquartile range. *, P<0.05 at the 

post hoc Dunn's test. HSWD, high prenatal stress with later 

atopic dermatitis; HSOD, high prenatal stress without atopic 

dermatitis development; LSWD, low prenatal stress with 

later atopic dermatitis; LSOD, low prenatal stress without 

atopic dermatitis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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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네 군의 1년 사이 말단소립 길이의 감소 정도 비교

네 개 표본 군에서 생 후 첫 1년 사이 백혈구 DNA 내 말단소립 길이의

감소 정도를 비교한 결과는 figure 10과 같다. 제대혈 백혈구 DNA 내

말단소립의 길이에서 1세 말초혈액 시료의 측정치를 뺀 값은 LSWD 군

에서 중간값 6.0 (사분위수범위 3.0-7.0)으로 가장 많이, LSOD 군에서

1.0 (-2.0-3.7)로 가장 적게 감소하였으며, 네 군 간 차이는 유의하였다

(A, Kruskal-Wallis test, P=0.012). 감소량의 크기를 각 개체의 출생 시

값 즉, 제대혈 백혈구 DNA 내 말단소립 길이에 대한 비율로 표시하였

을 때도 말단소립 길이의 감소율은 LSWD 군에서 중간값 40.0 (사분위

수범위 16.7-43.8)로 가장 높고, LSOD 군에서 13.3(-13.3-17.8)로 가장

낮아 군 간 차이가 유의하였다(B, Kruskal-Wallis test, P=0.009). 사후검

정 결과, LSWD 군과 LSOD 군의 감소량 및 감소율의 차이는 모두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둘 다 P<0.05).



- 46 -

Figure 10. Box-and-whisker plots on the decrease in the 

telomere length (A) and the percentage decrease in the 

telomere length (B) during the first year of life. Horizontal 

small bars represent the 10th–90th percentile range, and the 

boxes indicate the median and interquartile range. *, P<0.05 at 

the post hoc Dunn's test. HSWD, high prenatal stress with 

later atopic dermatitis; HSOD, high prenatal stress without 

atopic dermatitis development; LSWD, low prenatal stress 

with later atopic dermatitis; LSOD, low prenatal stress 

without atopic dermatitis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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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본 연구는 출생 코호트 자료를 분석하여 임신 중 태아가 겪는 환경적 인

자 즉, 산모의 임신 중 스트레스가 자녀의 출생 이후 아토피피부염 이환

과 연관되어 있다는 최근의 주장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저장된 시료에서

말단소립의 길이를 측정하여 말단 소립의 길이가 위험인자의 노출과 추

후 발병의 위험도를 반영하는지, 지표로서 활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전

체 대상 수 973 쌍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신 중 산모가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는 아이가 출생 후 겪는 아토피피부염 이환과 연관성이 있었다.

또한 백혈구 DNA 내 말단소립의 길이는 산전스트레스가 높았던 군의

제대혈 및 1세 혈액 모두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산전스트레스를 받

지 않은 군중에서는 아토피피부염이 1년 사이 발생한 하위 군에서만 1년

사이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는 백혈구 DNA 내 말단소립의

길이 및 감소 정도와 산전스트레스 노출 및 아토피피부염 발생과의 연관

성을 살펴본 첫 연구이다.

산전스트레스와 비감염성 질환의 이환 위험을 살펴본 기존 역학 연구들

은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인 산모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데, 산전스트레스 하에 출생한 아이들에서 성장 후 각종 비감

염성 질환의 발생비율이 높았다고 일관되게 보고하였다(Cao-Lei et al.,

2015; de Rooij et al., 2007). 이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대표적 기전으

로 미숙아 출생, 자궁 내 성장 지연, 영양 부족 등이 제시되었다(Barker,

1998; Delpierre et al., 2016; Padmanabhan et al., 2016). 본 연구는 선정

배제 기준 상 극심한 스트레스에 해당할 만한 기저질환이 없이 건강한

산모만을 등록하였고, 미숙아로 태어나거나 출생 직후 만성 호흡기 장애

를 가진 경우를 탈락시켜 극단적인 사례가 미칠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Yang et al. 2014, Chang et al., 2016). 이렇듯 극단적인 인

자를 배제한 가운데서도 임신 중 산모가 체감하는 일상적 우울과 불안이

태어나는 자녀의 아토피피부염 발병에 유의한 상관성을 보인다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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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만하다. 아울러 역학적 연관성의 측면에서, 출생 후 스트레스를

보정한 뒤에도 연관성이 변함없이 관찰되는 점은 산전스트레스와 아토피

피부염 발병사이의 강한 연관성을 시사한다. 물론, 산전스트레스를 평가

함에 있어 불안과 우울을 다른 측정도구로 평가하거나, 불안과 우울 이

외의 지표로 평가하는 경우에도 본 연구에서 관찰된 연관성이 유사하게

관찰되는 지에 대해서는 결과를 보장할 수 없지만, table 1의 결과(Suh

et al., 2017)와 크게 다르지 않은 바, 효과 크기(effect size)가 크지 않더

라도 일상적 스트레스가 알레르기 질환에 일관되게 관찰되는 현상으로

생각된다.

아토피피부염은 식품 알레르기와 함께 생애 가장 처음으로 발현되는 알

레르기 질환으로, 하나의 병태 생리만으로 설명이 어려운, 다양한 형태의

임상 질환 군이다. 가려움, 연령 특이적 분포, 가족력 등 몇 가지 특징은

공유하지만, 병변의 모양, 유발 및 악화 인자가 각기 다르고, 여러 인자

의 복합 상호 작용에 의해 발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 2013). 본

연구가 아토피피부염을 대상 질환으로 정한 이유는, 아토피피부염이 천

식이나 알레르기비염보다 발생시기가 빠르면서도 빈도가 낮지 않기 때문

이다(Goksor et al., 2016; Nissen et al., 2013). 아울러 아토피피부염은

매우 이른 나이에 주로 발병하기에, 산전 환경인자의 영향에 대한 산후

환경인자의 간섭이 최소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6개월 전후로

아토피피부염의 유병율이 가장 높았고, 최고 18.5%에 이르는 등 드물지

않았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본 연구에서 역학적 연관성 평가에 사용한

아토피피부염의 기준과, 표본 추출 시 사용한 아토피피부염의 기준이 다

르기 때문에, 생체표지자를 활용한 결과를 아토피피부염의 일반적 특성

으로 확대해석하는 데에는 주의를 요한다.

본 연구는 산모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임신 후기, 출산 전에 자가 기입식

설문지로 평가하였다. 설문지에 자가 기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에, 실

제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나 임상심리학자가 직접 평가하는 것보다 스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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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강도의 정확도가 낮을 우려는 있다. 본 연구는 임신 중 일상적으로

겪는 정신적 스트레스에 주목하였기에 정서적 측면에 집중하여 우울과

불안으로 평가 항목을 선택하였다. 우울의 경우, 여러 설문지 중 이미 임

산부를 대상으로 타당도가 검증된 바 있는 것을 활용하였다(Mosack

and Shore, 2006). 본 연구는 산전스트레스 관련 정보를 임신 후기, 출산

전에 모았기에 분만 후에 후향적으로 평가하는 것보다 회상비뚤림이나

선택비뚤림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대혈 백혈구 DNA 내 말단소립의 길이는 산전스트레스를

받은 군이 받지 않은 군보다 유의하게 짧았다. 이는 기존 소규모 연구에

서 관찰된 것과 유사한 소견으로(Entringer et al., 2013), 태내에서 받은

산전스트레스가 말단소립의 길이를 감소시켰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 산전스트레스 받은 군은 1세 말초혈액에서도 말단소립의 길

이가 유의하게 짧았는데, 이는 산전스트레스가 자녀의 태아기 뿐 아니라

영아기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거나, 산전스트레스를 받은 산모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받지 않은 산모에서 태어난 아이들보다 생후 1년 사이

특정 인자에 더 많이 노출되고, 그 인자가 아이의 말단소립 길이를 감소

시켰음을 시사한다. 산전스트레스를 유발한 환경이 출산 후에도 지속된

다면 산후스트레스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데, 실제로 출생 후 아이가

어린시기에 양육자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 아이의 영아기 천명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다(Wright et al., 2002). 다만, 출생

후에는 태반처럼 아이와 산모를 직접 연결하는 통로가 없으므로 보호자

의 우울이나 불안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자녀의 말단

소립 길이를 감소시키는 기전은 태아기와는 다를 것이며, 이를 입증하기

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추출한 표본의 크기가 작고 보호자의

산후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아이가 받은 스트레스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은 본 연구의 한계로 생각된다. 한편 출생 후 1년 사이 말단소립의 길

이 변화를 군간 비교한 결과, 산전스트레스가 낮았으나 추후 아토피피부

염이 발생한 군에서 말단소립 길이의 감소폭이 가장 크고, 산전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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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낮으면서 추후 아토피피부염이 발생하지 않은 군에서 가장 작은 현상

이 관찰되는데, 이는 산전스트레스의 영향을 배제하고 볼 때 아토피피부

염 발병과 말단소립의 길이 감소가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

런 경향이 감소폭을 절대량으로 평가하거나 초기 길이에 대한 감소율로

환산한 경우 모두에서 일관되게 관찰된 점은, 말단소립의 길이 감소가

아토피피부염이 발생하는 일련의 과정에 직접적 원인으로 관여했거나 혹

은 아토피피부염 발생과정에서 증가한 산화스트레스가 결과적으로 말단

소립의 길이 감소를 야기했을 가능성을 모두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

의 결과들을 종합하면, 말단소립의 길이 감소는 태내 환경에서 산모가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의 노출 정도를 반영하며, 스트레스 이외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 아토피피부염이 발병하는 과정의 부산물로 야기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시점에 측정한 백혈구 DNA 말단소립의 길이

감소는 모든 개체에서 아토피피부염의 발생 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는 생

체표지자로 활용된다기보다, 산전스트레스에 적게 노출된 하위 그룹 등,

일부 소그룹에서 아토피피부염의 병태생리가 진행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간접 지표로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정확한 cut-off point를 제시하지는

못했으나 말단소립의 길이가 긴 경우가 짧은 경우보다 산전스트레스의

영향을 덜 받았고, 아토피피부염 발생의 위험도가 낮을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본 연구는 생체표지자의 후보로 말단소립의 길이에 주목했다. 이는 말단

소립이 DNA에 위치하기에 추출 후 보관이 용이하고, 분석과정이 대체

로 표준화되어 있으며, 말단소립의 길이 또한 상업적으로 구매 가능한

키트를 이용하여 표준화된 공정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

이다. 다른 한편으로 말단소립의 길이 감소는 산화스트레스에 많이 노출

되었다고 해석되기도 한다(Babizhayev et al., 2011; Houben et al., 2008;

Von Zglinicki, 2002). 산화스트레스는 비감염성 질환의 발병과 연관되는

데(Camps and Garcia-Heredia, 2014), 유전적 소인을 가진 개체에서 환

경인자의 자극을 받아 발생하며 만성 염증 과정이 지속되는 경우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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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편(Houben et al., 2008), 아토피 상황을 유발하고 촉진하며 유지시

킨다(Bito and Nishigori, 2012; Ji and Li, 2016). 한편 임신이라는 특수

한 상황은 그 자체가 산화스트레스가 증가하는 단계이기에(Manti et al.,

2016) 산모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도 산소요구도가 증가하여 태아는

더 심한 산화스트레스에 노출될 수 있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분석한 출

생 코호트의 경우, 산전스트레스와 산화스트레스가 연관되어 있음을 시

사하는 소견이 관찰되기도 하였다(Chang et al., 2016). 태반 시료에서

산화스트레스의 방어지표인 GSH/GSSG를 측정한 결과 산전스트레스가

높은 군에서 낮은 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한 점은 본 연구에서 제대혈

백혈구 내 말단소립의 길이가 산전스트레스가 높은 군에서 짧았던 점과

잘 대응된다.

본 연구는 말단소립의 길이 절대값을 아토피피부염 발생의 위험을 예측

하기 위한 특이적 생체표지자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산전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나 아토피피부염이 생기지

않은 군은 제대혈에서 이미 말단소립의 길이가 감소되어 있는 한편, 산

전스트레스를 적게 받았어도 추후 아토피피부염이 생기는 군에서는 제대

혈에서의 말단소립 길이가 상대적으로 길었다. 다만, 분석 대상을 산전스

트레스를 받지 않은 군으로 한정하고, 1년 사이에 말단소립의 길이 변화

가 아토피피부염이 발생하는 군에서 가장 컸던 점은, 말단소립의 길이

감소가 아토피피부염 발생의 원인인자라기 보다 스트레스 노출과 아토피

피부염 유발 인자에 동시에 영향 받는 비특이적 지표임을 시사한다. 아

울러, 본 결과는 아토피피부염 발병에 출생 후 인자에 대한 노출이 관여

하며, 산전 뿐 아니라 생후 초기가 아토피피부염 발병과 연관된 결정적

시기임을 시사한다.

말단소립의 길이가 가족성 인자의 영향을 받기에(Lynch et al., 2016;

Prescott et al., 2012; Hjelmborg et al. 2015), 착상 당시 말단소립의 초

기 길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출생 당시 제대혈 내 말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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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의 길이가 짧은 군이라고 해서 더 많은 산화스트레스에 노출 되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이는 본 연구가 설계 당시부터 지닌 약점이다. 이를

보정하기 위해 일부 연구자는 부모의 생식 세포 내 말단소립 길이를 측

정하여 보정하는 방안을 제기하기도 하였으나 본 연구는 이를 보완하지

못했다. 다만 본 연구는 가족성 인자에 의한 비뚤림이 특정 군에만 편중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 가정하였기에, 개인 간 초기 말단소립 길

이 차이를 보정하지 않았다. 대신 본 연구는 출생 1년 후 채집한 말초혈

액 백혈구에서 말단소립의 길이를 측정하고 각자의 제대혈 내 말단소립

길이와 비교하여 1년간의 변화를 군간 비교한 자료를 추가하였다. 아울

러 말단소립 길이의 변화정도가 또한 말단소립의 길이 자체와 연관된다

는 보고가 있어서(Nordfjall et al., 2009), 1년간의 변화를 기존 제대혈

백혈구 DNA 내 말단소립의 길이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 경우에도, 산전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군의 경우 아토피피부염이 발병한 군에서 발병하

지 않은 군보다 말단소립 길이가 유의하게 많이 감소했다는 사실에는 차

이가 없었다. 1년이 말단소립 길이의 의미있는 변화를 보기에 너무 짧은

기간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실측한 결과, 생후 첫 1년은 말단소립의 길

이가 급격히 감소하는 시기여서 말단소립의 길이를 가설을 검증하는 지

표로 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 산전스트레스가 아토피피부염을 제외한 여타 알레르기 질환

의 발병에 미치는 영향은 다루지 않았다. 이는 산전스트레스가 산화스트

레스의 증가를 초래한다는 증거가 많이 보고된 반면, 산화스트레스가 알

레르기 질환을 일으킨다는 점을 기전과 함께 제시한 결정적 보고가 드물

기 때문이며, 본 연구의 결과를 알레르기 일반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서는 주의를 요한다. 한편 산전스트레스가 알레르기 질환에 미치는 영향

이 비만이나 당뇨 같은 다른 비감염성 질환의 발병에 관여하는 정도와

그 기전이 어떻게 다른지도 다루지 못했다. 추후 비만이나 당뇨 같은 다

른 결과 변수를 가지고 해당 연관성에 대해 살펴보는 연구가 추가 요청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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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산모의 임신 중 스트레스는 자녀의 아토피피부염 발생 위험을 높인다.

생애 초기 말단소립의 길이는 산전스트레스가 높으면 짧아지고, 산전스

트레스가 낮은 군에 한정하여 볼 때, 아토피피부염이 발생한 군에서 생

애 초기 1년 사이 유의하게 감소한다. 말단소립 길이 감소가 산화스트레

스 노출과 연관되고 아토피피부염 발병에 따라 감소속도가 증가하며 산

전스트레스에 의한 자녀의 아토피피부염 발병에 산화스트레스가 관여한

다는 가설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말단소립의 길이와 감소 속도를 산전

스트레스 노출을 고려한 가운데 아토피피부염 발생의 위험도를 가늠하는

지표로서 활용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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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enatal stress increases

the risk of atopic dermatitis:

leukocyte telomere length

reflects the increased risk

Dong In Suh

Department of Immun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Introduction: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rigins of Health and

Disease (DOHaD) theory, maternal prenatal stress is one of the key

factors that affect the offspring’s risk of non-communicable diseases

(NCDs). Allergy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NCDs in children.

Recent epidemiology studies indicate that maternal prenatal stress

increases the risk of allergic diseases in offspring. No biomarker,

however, is available that we cannot estimate the exposure to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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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the possibility of allergic diseases development. On the other hand,

oxidative stress increases when subjects are under psychological

stress and it elevates the risk of contracting NCDs. Oxidative stress

is thought to be involved in the allergic diseases pathogenesis, too.

Recently there are clues that the leukocyte telomere length (LTL)

shortening reflects the exposure to cumulative oxidative stress.

Telomeres, the protective nucleoprotein structures with a variable

numbers of a tandem repeat sequence that envelop the ends of linear

chromosomes, are known to shorten with cell division. The LTL

shortening is accelerated by oxidative stress and inflammation. We

aimed to verify whether maternal prenatal stress increases the risk of

developing atopic dermatitis in offspring, and then we also aimed to

evaluate whether maternal prenatal stress reduces the LTLs in

offspring and whether the offspring’s LTL shortening is associated

with the state of atopic dermatitis.

Method: We evaluated the risk of atopic dermatitis development

according to the presence of maternal prenatal distress by analyzing

data from a birth cohort (the COhort for Childhood Origin of Asthma

and allergic diseases). Moreover, among subjects whose cord blood

and 1 year peripheral blood were both collected, we selected 4 groups

of samples according to both the level of prenatal maternal stress and

later development of atopic dermatitis (High Stress With later atopic

Dermatitis [HSWD], High Stress withOut atopic Dermatitis

development [HSOD], Low Stress With later atopic Dermatitis

[LSWD], and Low Stress withOut atopic Dermatitis development

[LSOD] group). We evaluated cord blood- and 1-year peripheral

blood- LTLs by measuring the mean of terminal restriction fragment

length using commercial kits from samples of each group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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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ed them according to time points and groups.

Results: We have analyzed a total of 973 mother-baby dyad. The

cumulative prevalence of atopic dermatitis was 30.6%. Maternal

prenatal distress increased the hazard of contracting atopic dermatitis

in the offspring (for depression, hazard ratio 1.31 [95% CI, 1.02-1.68];

for anxiety, 1.41 [1.06-1.89]). The score for maternal depression and

anxiety presented a good association with the predicted possibility of

developing atopic dermatitis (for both variables, P<0.001). In further

study, a total of 68 subjects were sampled (22, 14, 13 and 18 for

HSWD, HSOD, LSWD and LSOD group, respectively). The mean of

1-year peripheral blood LTL was significantly shorter than that of

cord blood (P<0.001). When we divide groups according to the

prenatal maternal stress, LTLs were shorter in high stress groups

(HSWD + HSOD) than low stress ones (LSWD + LOSD) in cord

blood (P=0.017) and 1-year peripheral ones (P=0.003). On the other

hand, when we divide groups according to the atopic dermatitis

development, cord-blood LTLs was not different between groups

(P=0.864) and 1-year peripheral-blood LTLs presented only marginal

difference (P=0.079) between those who developed atopic dermatitis

(HSWD + LSWD) and those did not (HSOD + LSOD). When we

subdivide the comparison into each subgroup, shortenings in the

telomere length were significant in groups of HSWD, HSOD, and

LSWD (P=0.005, 0.004, and 0.003, respectively), but not in the group

of LSOD (P=0.434). In cord blood samples, the telomere length i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all four groups (P=0.059), but in 1-year

peripheral blood, telomere lengths differed significantly with the

longest one in the group of LOSD (P=0.014). The amount of

shortening during the first year of life was not the same across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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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r groups with the most prominent shortening in the group of

LSWD and with the least one in the group of LSOD (P=0.012 for the

absolute length; P=0.009 for the percentage decrease). In the post hoc

Dunn’s test, the difference was significant between the LSWD and

LSOD group (P<0.05).

Conclusion: Prenatal stress increases the risk of atopic dermatitis:

leukocyte telomere length reflects the exposure to prenatal stress, and

it shortens with atopic dermatitis development in unexposed subjects.

These findings implicate that oxidative stress involves the pathway

via prenatal maternal stress affecting atopic dermatitis development,

and they also suggest the possibility that we can use the telomere

length and its shortening as the marker for estimating the risk for

the atopic dermatitis development.

Keywords: Atopic dermatitis, Birth cohort, Cord blood, Prenatal

stress, Telomere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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