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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오드화 조영제 과민반응 예측을 위한 사전 피부
시험의 유효성
김태범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알레르기내과

Prescreening skin test effectiveness in predicting
hypersensitivity to iodinated contrast media
Tae-Bum Kim, MD

Department of Allergy and Clinical Immunology, Asan Medical Center,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Hypersensitivity reaction to iodinated contrast media (ICM) is a persistent clinical issue owing to widespread use of
computed tomography (CT) examinations. The question of whether routine performance of skin tests can predict
hypersensitivity reactions to contrast media remains unresolved. Recently, a prospective study was performed to
evaluate the role of an intradermal skin test as a prescreening test for hypersensitivity reactions to ICM. Fifteen
(0.5%) of the 2,843 patients had positive skin test results prior to scheduled CT scans. However, none of the patients
experienced a hypersensitivity reaction after administration of full-dose ICM. Meanwhile, 19 patients who experienced
hypersensitivity reactions to an ICM challenge showed negative skin test results. The sensitivity and positive predictive
value of skin tests for hypersensitivity reaction to ICM were both 0%. More studies should be conducted to confirm
the uselessness of prescreening skin tests. In conclusion, a prescreening intradermal skin test prior to a CT scan has
no significant clinical value as a tool for predicting hypersensitivity reactions to ICM. Therefore, prescreening skin tests
should not be routinely per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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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약 후 발생까지 시간에 따라 대략 1시간 이내에 발생하는 즉
시형 과민반응과 수 시간 이후에 나타나는 지연형 과민반응

최근 컴퓨터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CT) 검사

으로 나누는데, 두드러기, 가려움, 혈관부종, 호흡곤란, 혈압

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요오드화 조영제에 의한 여러 형태

저하, 의식소실, 아나필락시스 등이 즉시형 과민반응의 대표

의 과민반응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1,2]. 과민반응은 그 투

적인 증상이다. 일반적으로 CT 조영제 사용 후 병원에서 발
생하는 과민반응들은 대개 이러한 즉시형 과민반응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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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므로[3], 본 종설에서는 즉시형 과민반응에 대해서만 다루
고자 한다.
즉시형 약물과민반응을 진단 및 예측하는 방법으로 피부
시험이 시행되고 있다. 피부시험은 원인 약물에 대한 특이
IgE 항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방법 중 하나이
며, 피부단자시험과 피내시험으로 나눌 수 있다. CT 조영제
조영제 사전 피부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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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피부시험은 일반적으로 피내시험을 권장하며, 1/10로 희

으로 iopromide, iomeprol, iohexol, iodixanol 등 4가지 조

석된 조영제를 1-mL 주사기를 이용하여 약 0.02-0.05 mL

영제로 피부시험을 시행하고, 피부시험 결과에 따라 조영제

가량 피내 주사하여 직경 2-3 mm의 결절을 만들고 약

투여 후의 반응을 관찰하는 최초의 전향적인 연구를 수행하

15-20분 경과 후 판독을 하는데, 양성 기준은 연구문헌마

였다. 이 중 대부분(1,046명)은 피내시험 음성으로, 이들에

다 조금씩 다른 기준을 사용하고 있으나, 팽진의 장경이 음

서 즉시형 과민반응이 약 5%, 지연형 과민반응이 0.76%에

성대조군(생리식염수)의 장경보다 3 mm 이상 증가하거나

서 발생하여서 음성예측도는 95.0%로 분석되었는데, 과거

음성대조군보다 발적의 크기가 큰 경우로 정하는 것이 일반

조영제 과민반응의 병력이 있던 환자에서는 음성예측도가

적이다[4-6].

80.3%로 낮았다. 피내시험 양성으로 나온 2명에서는 양성이

피부시험의 목적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과민반응

나온 조영제를 직접 투여하지 못해 양성예측도는 확인하지

을 일으킨 원인 약물이 맞는지를 사후에 확인하기 위한 진단

못하였으며, 특히 이전에 중등증에서 중증의 과민반응 병력

적 목적이고[7,8], 다른 하나는 약물을 사용하기 전에 과민반

이 있던 환자는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고위험군에서는 미리

응 발생 여부를 미리 예측하기 위한 사전 선별검사의 목적이

전처치 약물을 투여하였다는 한계점이 있었다[14].

다. 본 종설에서는 사전 선별검사로서의 피부시험을 CT 조

이에 최근 필자의 연구팀에서 조영제 사전 피부시험의 예

영제 과민반응을 예측하기 위해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

측도를 확증하기 위한 대규모 전향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논하기로 하겠다.

[17]. 우리나라 두 대학병원에서 2,918명을 대상으로 7가지
조영제에 대한 피부시험을 시행한 후, 그 양성 여부에 무관
하게 예정된 조영제를 직접 투여하고 전향적으로 과민반응

CT 요오드화 조영제 사전 피부시험 연구

발생 여부를 관찰하였다. 이 중 과거에 조영제에 중증 과민
반응을 겪었거나 전처치 약물 투여기 필요했던 환자는 제외

1991년 Yamaguchi 등[9]은 CT 촬영 전 소량의 요오드화

하였다. 사용 예정인 조영제에 대한 피내시험이 양성이 나온

조영제를 시험적으로 정맥 투여하여 부작용을 예측할 수 있

환자는 15명이었는데, 이 중에서 그 조영제를 직접 투여한

는지를 연구하였으나 유효성 입증에 실패하였다. 이후 조영

후에 과민반응이 있었던 환자는 한 명도 없었다(양성예측도

제 과민반응의 발생에 조영제 구조와 연관된 특이 IgE 항체

0%, 민감도 0%). 반면에 사용 예정인 조영제 피내시험이 음

가 역할을 한다는 증거가 도출되기 시작하면서[10-12], 피

성이었던 2,828명 중에 해당 조영제를 투여한 후 과민반응

부시험을 통해 조영제 과민반응을 예측하고자 하는 여러 연

이 없었던 환자가 2,809명, 과민반응이 발생한 환자가 19명

구가 시도되었다[10,13-17]. 그러나 조영제 피부시험 자체

이었다(음성예측도 99.33%, 특이도 99.47%). 따라서, 조영

의 낮은 양성률과, 피부시험 양성이 나온 조영제를 직접 투

제 사전 피부시험은 과민반응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임상적

여해야만 알 수 있는 양성예측도 분석에 대한 연구의 제한점

유효성이 매우 적다고 결론지을 만하겠다[17]. 이 연구는 조

때문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제시하는 연구는 드물었고, 따라

영제 과민반응의 사전 선별검사로서의 피부시험의 예측도를

서 미국, 유럽 등 대부분의 가이드라인에서도 사전 피부시험

규명한 최초의 대규모 전향적 연구로 향후 국내는 물론 국제

의 유효성에 대한 확실한 결론은 내리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가이드라인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Caimmi 등[13]은 약 10년 전에 피부시험을 시행했던 조
영제 과민반응 환자 중, 이후 다시 CT 조영제에 노출되었던
2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 조사를 하였는데, 피부시

결론

험의 음성예측도가 96.6%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
다. 이후 우리나라의 Kim 등[14]은 1,048명의 환자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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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연구가 시행되진 않았지만, 현재까지 연구결과들을

Kim TB·Prescreening skin test with iodinated contrast media

종합해보면 조영제 과민반응을 예측하기 위한 선별검사로서

ORCID

의 피부시험은 그 유효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

Tae-Bum Kim, https://orcid.org/0000-0001-5663-0640

하고 아직 우리나라의 많은 병원에서 CT를 찍기 전 조영제
에 대한 피부시험을 무분별하게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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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와 대한영상의학회에서는 공동명의로
그 불필요성을 반박한 바 있다. 학문적 근거가 부족한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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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여 발생할 수 있는 의료소송 등을 대비하여 불필요한 검사
를 수행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며 시정되어야 할 사
안이라 판단된다. 오히려 조영제 과민반응 과거력에 대한 철
저한 문진과,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처치 약물 투
여 및 조영제 변경 등을 제대로 시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18-21].
한 가지 구분해야 할 점은, 피부시험이 모든 경우에 불필
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 선별검사로
서만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필자의 다른 연구[22]를 비
롯한 여러 연구에서 조영제 피부시험이 과민반응 과거력이
있었던 환자에서 대체 조영제를 찾기 위한 목적으로는 매우
유용한 도구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어 향후 활용도가 클 것으
로 예상되며[15,23,24], 이것은 사전검사와는 다른 개념이라
본 종설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았다.
현재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와 대한영상의학회의 주요 연
구진으로 구성된 KOAR3A (Korean Network of Allergists
& Radiologists for Research to Radiocontrastmediaassociated Adverse Reactions) 팀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지
원을 받아 피부시험을 포함한 다양한 조영제 부작용 관련 연
구와 국내 가이드라인 재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활동결
과가 주목된다.

찾아보기말: 전산화단층촬영; 조영제; 피부시험; 과민반응; 예
측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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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지

있지만, 유용성 측면에서 논란이 많은 상황이다. 이 논문에서는
조영제 과민반응의 과거력이 없는 환자에서 CT 촬영 전에 일
다. 그 결과, 조영제 과민반응의 과거력이 없는 환자에서 조영제
를 이용하여 선별적 피부 시험을 하는 의료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조영제 과민반응 과거력
에 대한 철저한 문진과 적응증에 따른 전처치 약물 투여 및 조
있다. 이 논문은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조영제 부작용 예방 관
리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