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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1. 배경 

수많은 연구를 통해 대기오염은 사망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병과 

연관성이 있으며 알레르기 질환 또한 연관성이 밝혀졌다.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 알레르기 질환의 유병률은 전세계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어 더욱 관심이 필요하다. 대기오염과 알레르기 질환의 

연관성에 있어 성별과 연령, 사회‧경제적 상태, 유전적 소인 등이 

효과변경인자가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개인의 건강행태가 

대기오염의 건강영향의 효과를 변경시키는지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천식과 알레르기 비염이 대기 

오염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파악하고 청소년 개인의 건강행태가 

대기오염과 알레르기 질환의 연관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2. 방법 

   본 연구는 2015 년부터 2017 년까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전국 8 개 대도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지역의 81,277 명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대기오염 

농도는 학생이 속한 지역의 연평균 값을 이용하였으며 Survey logistic 

regression 분석을 하였다. 또한 개인행태의 효과변경인자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기오염과 개인행태의 교호작용을 분석하였다. 

 

3.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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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천식 진단은 미세먼지(Odds Ratio(OR): 

1.13; 95% Confidence Interval(CI); 1.03, 1.23), 오존(OR: 1.07; 

95%CI; 1, 1.14), 이산화질소(OR: 1.11; 95%CI; 1.07, 1.15)와 

연관성을 보였다. 알레르기 비염 진단은 미세먼지(OR: 1.1; 95%CI; 

1.03, 1.19), 오존(OR: 1.11; 95%CI; 1.06, 1.16), 이산화질소(OR: 

1.07; 95%CI; 1.04, 1.1)와 연관성이 있었다. 또한 비만, 흡연, 간접 

흡연, 음주, 신체 활동 부족, 스트레스, 수면 불만족 등의 건강행태 

요인은 대기오염의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오즈비를 증가시키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4. 결론 및 고찰 

대기오염은 청소년 알레르기 질환과 연관성이 있으며 개인의 

건강행태가 대기오염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날로 심각해지는 

대기오염과 알레르기 질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기오염 관리 정책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건강한 습관을 갖게 하는 것 또한 중요하며 학교 

보건에의 관심 제고에 본 연구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대기오염, 청소년 알레르기 질환,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효과변경인자 

 

학   번 : 2016-2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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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대기오염의 심각성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대기오염이 건강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이미 많은 연구에서 

대기오염은 사망뿐만 아니라 여러 질환과 연관성이 있다고 밝혀졌으며 

건강 취약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Y.-K. Chang et al., 2012; Gehring et al., 

2013; Pieters et al., 2015). 각종 대기오염 물질에의 노출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폐 발달에 영향을 주어 다양한 호흡기 증상을 유발하고 감염 

및 합병증 발생을 야기하여 성인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건강을 

위협한다(D'Amato et al., 2016; Epton et al., 2008; Gauderman et al., 

2007). 

 

성인뿐만 아니라 소아청소년에게 매우 흔한 질환 중 하나인 

알레르기 질환 또한 발생과 증상 악화에 있어 대기오염과 관련 있음이 

많은 연구를 통해 알려져 있다(Brandt, Myers, Ryan, & Hershey, 

2015; Hwang, Jaakkola, Lee, Lin, & Guo, 2006; B.-J. Kim et al., 

2011; Wu et al., 2018). 최근 중국에서 이루어진 연구에 따르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아황산가스와 이산화질소와 같은 오염 물질이 

알레르기 비염과 강한 연관성이 있으며(Teng et al., 2017), 태아기와 

생애초기에 노출된 대기 오염은 아동기 아토피피부염 발병과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Liu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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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약 30%의 인구가 가지고 있다고 알려진 알레르기 

질환은 비교적 흔하지만 질병 자체가 매우 복잡하다는 특징을 가지며 

때로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증상이 심각하기도 하다(Björkstén et al., 

2008; Sánchez-Borges et al., 2018). 뿐만 아니라 알레르기 질환의 

유병률이 전세계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미래의 주요한 건강 

문제가 될 것과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의 증가가 

예상된다(Pawankar, 2014). 한국에서도 청소년의 천식과 알레르기 

비염의 유병률이 증가 추세에 있는 만큼(Kang, Song, Cho, & Chang, 

2018)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대기 오염의 건강영향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변경인자로는 

성별과 연령(Ko et al., 2007), 낮은 사회경제적 상태(Seo, Kang, Lim, 

Choung, & Yoo, 2015), 온도나 계절적 요인(Samoli, Nastos, Paliatsos, 

Katsouyanni, & Priftis, 2011), 유전적 소인(Lee, Chang, & Cho, 

2013), 원인물질에의 동시 노출 등이 알려져 있다(유영, 2016). 하지만 

비만, 흡연, 음주, 스트레스와 같은 개인의 건강행태가 대기오염과 

알레르기 질환 간 연관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적은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청소년의 천식 및 알레르기 비염이 

개인의 건강행태 및 대기오염과 각각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파악하고, 

대기오염과 알레르기 질환의 연관성에 있어 개인의 건강행태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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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 방법 

 

1. 연구 자료 

 

본 연구는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이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건강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에서 매년 

중 1 ~ 고 3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익명성 자기기입식 온라인 

조사이다.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의 목표모집단은 조사 년도 4 월 

기준 전국의 중,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정의하였다. 표본 추출과정은 

모집단 층화, 표본배분, 표본추출 단계로 나눌 수 있다. 모집단 층화 

단계에서는 지역군과 학교급(중학교, 일반계고, 특성화계고)을 

층화변수로 사용하여 층을 생성한다. 표본배분 단계에서는 표본크기를 

중학교 400 개교, 고등학교 400 개교로 하여 17 개 시도별로 중, 

고등학교 5 개씩 우선배분 한 후, 층화변수별 모집단 구성비와 표본 

구성비가 일치하도록 비례배분법을 적용하여 표본학교수를 배분하였다. 

층화집락 추출법을 사용하여 1 차 표본추출단위는 학교, 2 차 

표본추출단위는 학급으로 하였다. 표본학교는 무작위로 학년당 표본 

학급을 추출하고, 표본학급으로 선정된 학급의 학생전원이 직접 

컴퓨터실에서 온라인 기입을 통해 조사하되, 장기결석, 특수아동 및 

문자해독장애 학생은 표본학생에서 제외되었다. 2015 년부터 

2017 년까지 매 년 약 6~7 만명의 학생이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참여율은 95.8~96.7%이다. 분석에 사용할 자료는 2015 년부터 

2017 년까지 7 개 대도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지역의 총 81,277 명의 자료이다. 또한 대도시 중에서도 인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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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은 서울 지역은 지리적 위치에 따라 배분된 4 개의 지역군을 

토대로 4 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서울 1’ 지역은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를, ‘서울 2’ 지역은 

종로구, 중구, 용산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동대문구를 포함한다. 

‘서울 3’ 지역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를, ‘서울 4’ 지역은 

나머지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를 

포함한다. 

 

대기오염자료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기오염도 

공개홈페이지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에서 수집하였으며 

미세먼지(Particulates with an aerodynamic diameter of 10 μm or 

less(PM10)), 오존(Ozone(O3)), 이산화질소(Nitrogen dioxide(NO2)), 

일산화탄소(Carbon monoxide(CO)), 아황산가스(Sulphur 

dioxide(SO2))를 포함하고 있다. 조사시점이 매년 6 월인 것을 

고려하여 2014 년 7 월 1 일부터 2017 년 6 월 30 일까지 각 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에서 측정된 미세먼지(PM10), 

이산화질소(NO2), 일산화탄소(CO), 아황산가스(SO2) 측정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 전년도 7 월부터 조사 년도 6 월까지 연평균 값을 

지역별로 계산 하여 분석하였다. 한편 고농도 오존(O3)은 여름철에 발생 

빈도가 집중적인 것을 고려하여 전년도 6~8 월의 일 8 시간 최대값의 

평균치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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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계적 분석 방법 

 

알레르기 질환과 대기오염과의 연관성은 Single pollutant 

model 을 중심으로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분석을 하였으며 성별, 

나이와 주관적 경제 상태를 보정하였다. 알레르기 질환과 대기오염 물질 

간의 연관성에 청소년의 건강행태가 효과변경인자가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건강행태와 대기오염 물질 농도의 교호작용을 분석하였다. 모델에 

대한 수식은 다음과 같다.   

 

 

 

 

  천식 및 알레르기 비염에 대하여 의사 진단 경험 여부가 

이항종속변수로 사용되었다. 또한 평생 의사 진단 경험 여부 이외에도 

두 가지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 최근 12 개월 이내 의사 진단 여부 또한 

다른 이항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는 학생 개인을 의미하며, 

는 각 학생이 속한 지역의 대기오염 노출 값을 의미한다. 또한 

대기오염 물질은 미세먼지(PM10(g/m3)), 오존(O3(ppm)), 이산화질소 

(NO2(ppm)), 일산화탄소(CO(ppm)), 아황산가스(SO2(ppm))의 농도를 

각각 포함한다. 는 개인의 건강행태를 의미하며 청소년 

건강행태온라인조사 자료에서 얻을 수 있는 건강행태에 포함한 변수는 

[표 1]에 자세히 설명하였다. 통계 분석은 SAS version 9.4 (SAS 

Institute, Cary, NC, USA)를 이용하였으며,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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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가 복합표본설계인 점을 고려하여 SURVEY procedure 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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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건강 행태 변수의 조작적 정의 1 

비만 BMI(Body Mass Index)가 25 이상 또는 95 백분위수 이상 

현재흡연 최근 30 일 이내에 흡연한 적이 있는 경우 

주 1회이상 

간접흡연 노출 

최근 7 일동안 학생의 집안에서 다른 사람(가족이나 손님 등)이 담배를 피울 때 그 근처에 같이 있은 적이 있다고 

한 경우 

매일 간접흡연 

노출 

최근 7 일동안 학생의 집안에서 다른 사람(가족이나 손님 등)이 담배를 피울 때 그 근처에 같이 있었던 적이 

‘매일’인 경우 

평생 흡연 경험 지금까지 담배를 한 두 모금이라도 피워본 적이 있는 경우 

현재음주 지난 한 달 동안 적어도 1 잔 이상 술을 마신 날이 하루라도 있는 경우 

평생 음주 경험 지금까지 1 잔 이상 술을 마셔본 적이 있는 경우 

운동 주 1회미만 
최근 7 일 동안 심장박동이 평상시보다 증가하거나 숨이 찬 정도의 신체활동을 (종류에 상관없이) 하루에 총합이 

60 분 이상 한 날이 없는 경우 

운동 주 5회미만 
최근 7 일 동안 심장박동이 평상시보다 증가하거나 숨이 찬 정도의 신체활동을 (종류에 상관없이) 하루에 총합이 

60 분 이상 한 날이 주 5 일 미만인 경우 

스트레스 평상 시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가 “많이 느낀다” 또는 “대단히 많이 느낀다”라고 응답한 경우 

수면 불만족 
지난 일주일 동안 잠을 잔 시간이 피로 회복에 “그저 그렇다” 또는 “충분하지 않다” 또는 “전혀 충분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경우 

8시간미만 수면 지난 일주일 동안 주중(월~금요일)에 일어난 시각에서 잠자리에 든 시각을 뺀 시간이 8 시간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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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결과 

 

[표 2]은 천식 및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 평생 진단을 받은 

경험이 있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전체 조사 

대상자 중 천식과 알레르기를 진단 받은 적이 있는 학생의 비율은 각각 

8.71%, 34.66%으로 알레르기 비염의 진단 비율이 더 높았다. 천식은 

남학생에게서 더 높은 진단 경험률을 보였으나 알레르기 비염 진단의 

경우 성비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천식은 연령이 

높을수록 유병률이 낮은 경향을, 알레르기 비염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유병률이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다. 청소년의 주관적 경제 상태에 

관하여서는 경제 상태가 ‘상’이라고 생각하는 집단보다 ‘하’라고 

생각하는 집단에서 천식의 유병률이 높았다. 지역에 따라서는 천식과 

알레르기 비염 모두 서울 지역에서의 유병률이 가장 높았다. 

 

[표 3]는 두 가지 알레르기 질환에 대하여 최근 12 개월 이내에 

진단 받은 적이 있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전체 조사 

대상 중에서 12 개월 이내에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학생의 비율은 

천식이 2.17%, 알레르기 비염은 18.82%였다. 성별과 주관적 경제 

상태에 대해서 두 질환 모두 평생 진단 경험률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지역에 따라서는 천식, 알레르기 비염은 평생 진단 경험과 마찬가지로 

서울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9 

[표 2] 알레르기 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있는 학생의 일반적 특성 

Category N (%) Asthma (%) Allergic rhinitis (%) 

Total 
 

81,277(100)  7,080(8.71)  28,172(34.66) 

Gender 
    

 
Male 41,168(50.65)  4,104(9.97)  14,040(34.1) 

 
Female 40,109(49.35)  2,976(7.42)  14,132(35.23) 

Age 
    

 
12 6,521(8.02)  603(9.25)  1,999(30.65) 

 
13 13,391(16.48)  1,199(8.95)  4,356(32.53) 

 
14 13,994(17.22)  1,254(8.96)  4,701(33.59) 

 
15 13,919(17.13)  1,208(8.68)  4,931(35.43) 

 
16 13,695(16.85)  1,201(8.77)  4,977(36.34) 

 
17 13,683(16.84)  1,103(8.06)  4,990(36.47) 

 
18 5,647(6.95)  434(7.69)  2,098(37.15) 

Subjective household 

economic status    

 
High 8,704(10.71)  837(9.62)  2,972(34.15) 

 
High middle 23,992(29.52)  2,110(8.79)  8,843(36.86) 

 
Middle 36,542(44.96)  2,980(8.15)  12,284(33.62) 

 
Low middle 9,900(12.18)  915(9.24)  3,363(33.97) 

 
Low 2,139(2.63)  238(11.13)  710(33.19) 

School type 
   

 
Middle school 40,865(50.28)  3,686(9.02)  13,466(32.95) 

 
High school 40,412(49.72)  3,394(8.4)  14,706(36.39) 

Region 
    

 
Gwangju 7,967(9.8)  648(8.13)  2,633(33.05) 

 
Daegu 10,194(12.54)  976(9.57)  3,592(35.24) 

 
Daegeon 7,715(9.49)  653(8.46)  2,648(34.32) 

 
Busan 11,940(14.69)  854(7.15)  3,804(31.86) 

 
Seoul1 7,170(8.82)  629(8.77)  2,630(36.68) 

 
Seoul2 5,001(6.15)  511(10.22)  1,854(37.07) 

 
Seoul3 6,509(8.01)  647(9.94)  2,450(37.64) 

 
Souel4 7,326(9.01)  663(9.05)  2,526(34.48) 

 
Ulsan 6,453(7.94)  502(7.78)  2,229(34.54) 

 
Incheon 11,002(13.54)  997(9.06)  3,806(34.59) 

Seoul1: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Seoul2: 종로구, 중구, 

용산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동대문구; Seoul3: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Seoul4: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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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2 개월 이내 알레르기 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있는 학생의 일반적 특성 

 
Category N (%) Asthma (%) Allergic rhinitis (%) 

Total 
 

81,277(100)  1,761(2.17) 15,299(18.82) 

Gender 
    

 
Male 41,168(50.65)  1,064(2.58) 7,429(18.05) 

 
Female 40,109(49.35)  697(1.74) 7,870(19.62) 

Age 
    

 
12 6,521(8.02)  190(2.91) 1,063(16.3) 

 
13 13,391(16.48)  322(2.4) 2,355(17.59) 

 
14 13,994(17.22)  331(2.37) 2,556(18.26) 

 
15 13,919(17.13)  294(2.11) 2,706(19.44) 

 
16 13,695(16.85)  257(1.88) 2,731(19.94) 

 
17 13,683(16.84)  224(1.64) 2,689(19.65) 

 
18 5,647(6.95)  86(1.52) 1,123(19.89) 

Subjective household  

economic status    

 
High 8,704(10.71)  260(2.99) 1,701(19.54) 

 
High middle 23,992(29.52)  507(2.11) 4,811(20.05) 

 
Middle 36,542(44.96)  679(1.86) 6,589(18.03) 

 
Low middle 9,900(12.18)  215(2.17) 1,795(18.13) 

 
Low 2,139(2.63)  100(4.68) 403(18.84) 

School type 
   

 

Middle 

school 
40,865(50.28)  1022(2.5) 7282(17.82) 

 
High school 40,412(49.72)  739(1.83) 8,017(19.84) 

Region 
    

 
Gwangju 7,967(9.8)  176(2.21) 1,414(17.75) 

 
Daegu 10,194(12.54)  209(2.05) 1,895(18.59) 

 
Daegeon 7,715(9.49)  147(1.91) 1,444(18.72) 

 
Busan 11,940(14.69)  212(1.78) 2,030(17) 

 
Seoul1 7,170(8.82)  169(2.36) 1,471(20.52) 

 
Seoul2 5,001(6.15)  120(2.4) 993(19.86) 

 
Seoul3 6,509(8.01)  159(2.44) 1,336(20.53) 

 
Souel4 7,326(9.01)  163(2.22) 1,361(18.58) 

 
Ulsan 6,453(7.94)  155(2.4) 1,284(19.9) 

  Incheon 11,002(13.54)  251(2.28) 2,071(18.82) 

Seoul1: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Seoul2: 종로구, 중구, 

용산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동대문구; Seoul3: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Seoul4: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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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청소년의 천식과 알레르기 비염의 진단 경험과 

연관성이 있는 건강행태는 조금씩 차이를 보였으며 이를 [표 4]으로 

나타내었다. 12 가지 건강행태 요인 중에서 천식과 유의한 양의 상관 

관계를 보인 항목은 비만, 매일 가정에서의 간접 흡연, 흡연 경험, 현재 

음주, 스트레스, 수면 불만족과 8 시간 미만 수면이었다. 알레르기 

비염은 스트레스, 수면 불만족 및 8 시간 미만 수면과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 

 

[표 5]에 두 알레르기 질환의 12 개월 이내 진단 경험과 

건강행태 변수의 연관성을 정리하였다. 천식은 비만, 현재 흡연, 

가정에서의 간접 흡연, 매일 가정에서의 간접 흡연, 흡연 경험, 현재 

음주, 스트레스, 수면 불만족과 8 시간 수면이 유의한 양의 상관성을 

가졌다. 알레르기 비염의 12 개월 이내 진단은 비만, 가정에서의 간접 

흡연, 매일 가정에서의 간접 흡연, 현재 음주, 음주 경험, 스트레스, 수면 

불만족, 8 시간 미만 수면과 연관성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알레르기 

질환의 진단 경험과 비교하였을 때, 12 개월 이내 진단 경험은 연관성을 

보이는 건강행태 항목이 더 다양했으며, 연관성의 크기도 대부분의 

요인에서 더 큰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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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청소년 건강 행태와 알레르기 질환 진단의 연관성 (N=81,277) 

Variable   N (%) Asthma (%) Odds Ratio(95% CI) Allergic rhinitis (%) Odds Ratio(95% CI) 

Obesity 
      

 
Yes  9,621(11.84)  1,022(10.62) 1.23(1.15,1.31) 3,375(35.08) 1.01(0.97,1.05) 

 
No  69,597(85.63)  5,815(8.36) 1 24,176(34.74) 1 

Current smoking 
     

 
Yes  4,811(5.92)  512(10.64) 1.09(0.98,1.2) 1,577(32.78) 0.9(0.84,0.95) 

 
No  76,466(94.08)  6,568(8.59) 1 26,595(34.78) 1 

Household secondhand  

smoke exposure     

 
Yes  22,560(27.76)  2,039(9.04) 1.01(0.96,1.07) 7,644(33.88) 0.96(0.93,0.99) 

 
No  58,717(72.24)  5,041(8.59) 1 20,528(34.96) 1 

Household secondhand  

smoke exposure (Everyday)     

 
Yes  4,369(5.38)  434(9.93) 1.12(1.01,1.24) 1,482(33.92) 0.96(0.9,1.02) 

 
No  76,908(94.62)  6,646(8.64) 1 26,690(34.7) 1 

Smoking experience 
    

 
Yes  11,181(13.76)  1,141(10.2) 1.1(1.02,1.18) 3,690(33) 0.91(0.87,0.95) 

 
No  70,096(86.24)  5,939(8.47) 1 24,482(34.93) 1 

Current drinking 
     

 
Yes  11,171(13.74)  1,059(9.48) 1.08(1,1.16) 3,890(34.82) 0.96(0.92,1.01) 

 
No  70,106(86.26)  6,021(8.59) 1 24,282(34.6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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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계속) 
     

Variable 
 

N (%) Asthma (%) Odds Ratio(95% CI) Allergic rhinitis (%) Odds Ratio(95% CI) 

Drinking experience 
     

 
Yes 29,773(36.63)  2,675(8.98) 1.04(0.98,1.09) 10,506(35.29) 1(0.97,1.03) 

 
No 51,504(63.37)  4,405(8.55) 1 17,666(34.3) 1 

60 minutes or more of  

physical activity 

(≥1day/week) 
     

 
Yes 52,616(64.74)  4,797(9.12) 0.94(0.89,0.99) 18,553(35.26) 0.92(0.89,0.94) 

 
No 28,661(35.26)  2,283(7.97) 1 9,619(33.56) 1 

60 minutes or more of  

physical activity  

(≥ 5day/week) 
     

 
Yes 11,682(14.37)  1,117(9.56) 1 4,120(35.27) 1 

 
No 69,595(85.63)  5,963(8.57) 1.01(0.94,1.08) 24,052(34.56) 0.95(0.91,0.99) 

Perceived stress 
     

 
Yes 29,336(36.09)  2,890(9.85) 1.35(1.28,1.42) 11,254(38.36) 1.3(1.26,1.33) 

 
No 51,941(63.91)  4,190(8.07) 1 16,918(32.57) 1 

Sleep satisfaction 
     

 
Yes 21,526(26.48)  1,821(8.46) 1 6,619(30.75) 1 

 
No 59,751(73.52)  5,259(8.8) 1.14(1.08,1.2) 21,553(36.07) 1.24(1.2,1.28) 

Sleeping time (≥ 8hrs/day) 
     

 
Yes 10,211(12.56)  860(8.42) 1 3,113(30.49) 1 

  No 71,066(87.44)  6,220(8.75) 1.18(1.09,1.27) 25,059(35.26) 1.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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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청소년의 건강 행태와 12 개월 내 알레르기 진단 경험의 연관성 (N=81,277) 

Variable   N (%) Asthma (%) Odds Ratio(95% CI) Allergic rhinitis (%) Odds Ratio(95% CI) 

Obesity 
      

 
Yes 9,621(11.84)  234(2.43) 1.18(1.04,1.35) 1,870(19.44) 1.06(1.01,1.11) 

 
No 69,597(85.63)  1,406(2.02) 1 13,077(18.79) 1 

Current smoking 
     

 
Yes 4,811(5.92)  198(4.12) 1.68(1.43,1.98) 949(19.73) 1.02(0.95,1.09) 

 
No 76,466(94.08)  1,563(2.04) 1 14,350(18.77) 1 

Household secondhand  

smoke exposure     

 
Yes 22,560(27.76)  564(2.5) 1.12(1.02,1.24) 4,404(19.52) 1.07(1.03,1.11) 

 
No 58,717(72.24)  1,197(2.04) 1 10,895(18.56) 1 

Household secondhand  

smoke exposure (Everyday)     

 
Yes 4,369(5.38)  134(3.07) 1.25(1.05,1.5) 915(20.94) 1.12(1.05,1.2) 

 
No 76,908(94.62)  1,627(2.12) 1 14,384(18.7) 1 

Smoking experience 
     

 
Yes 11,181(13.76)  352(3.15) 1.38(1.22,1.57) 2,109(18.86) 0.99(0.94,1.04) 

 
No 70,096(86.24)  1,409(2.01) 1 13,190(18.82) 1 

Current drinking 
     

 
Yes 11,171(13.74)  312(2.79) 1.3(1.14,1.49) 2,272(20.34) 1.08(1.02,1.13) 

 
No 70,106(86.26)  1,449(2.07) 1 13,027(18.5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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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계속) 

Variable   N (%) Asthma (%) Odds Ratio(95% CI) Allergic rhinitis (%) Odds Ratio(95% CI) 

Drinking experience 
     

 
Yes 29,773(36.63)  671(2.25) 1.05(0.95,1.16) 5,811(19.52) 1.04(1.01,1.08) 

 
No 51,504(63.37)  1,090(2.12) 1 9,488(18.42) 1 

60 minutes or more of  

physical activity (≥ 1day/week)     

 
Yes 52,616(64.74)  1,224(2.33) 0.88(0.8,0.98) 10,156(19.3) 0.91(0.87,0.94) 

 
No 28,661(35.26)  537(1.87) 1 5,143(17.94) 1 

60 minutes or more of  

physical activity (≥ 5day/week)     

 
Yes 11,682(14.37)  305(2.61) 1 2,298(19.67) 1 

 
No 69,595(85.63)  1,456(2.09) 1.03(0.91,1.18) 13,001(18.68) 0.92(0.87,0.97) 

Perceived stress 
     

 
Yes 29,336(36.09)  795(2.71) 1.63(1.48,1.79) 6,470(22.05) 1.38(1.33,1.43) 

 
No 51,941(63.91)  966(1.86) 1 8,829(17) 1 

Sleep satisfaction 
     

 
Yes 21,526(26.48)  445(2.07) 1 3,427(15.92) 1 

 
No 59,751(73.52)  1,316(2.2) 1.24(1.11,1.39) 11,872(19.87) 1.28(1.23,1.33) 

Sleeping time (≥ 8hrs/day) 
    

 
Yes 10,211(12.56)  199(1.95) 1 1,641(16.07) 1 

  No 71,066(87.44)  1562(2.2) 1.44(1.24,1.67) 13,658(19.22) 1.15(1.0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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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2015~2017 년 지역별 대기오염 물질 연평균 값의 평균 

Pollutant 
PM10(g/m

3
) SO2(ppb) O3(ppb) NO2(ppb) CO(ppb)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Region Gwangju 41.87(1.52) 3.23(0.56) 52.41(2.73) 21.38(0.27) 496.22(21.24) 

 
Daegu 44.41(1.27) 3.47(0.1) 59.54(3.01) 22(1.36) 421.1(10.88) 

 
Daegeon 43.39(1.5) 3.27(0.31) 56.53(5.56) 19.59(0.9) 463.51(16.34) 

 
Busan 44.87(2.47) 5.73(0.76) 50.52(3.46) 21.43(0.91) 394.28(6.91) 

 
Seoul1 45.9(2.19) 5.07(0.37) 54.62(1.48) 34.46(1.49) 531.67(7.99) 

 
Seoul2 45.89(1.34) 5.33(0.6) 50.47(3.38) 37.21(1.51) 550.84(7) 

 
Seoul3 47.4(2.02) 5.01(0.26) 52.5(1.85) 37.09(1.03) 588.02(9.6) 

 
Souel4 48.23(2.36) 5.76(0.4) 53.62(2.84) 36.52(0.66) 576.01(23.93) 

 
Ulsan 43.44(1.91) 5.17(0.69) 54.46(2.98) 22.62(0.34) 477.88(5.78) 

  Incheon 47.86(0.75) 5.89(0.33) 54.35(2.9) 24.71(1.34) 543.26(13.77) 

SD: Standard deviation; 2015~2017 년 각각의 연평균 값의 평균 값을 나타내었으며 각 년도의 연평균 값은 전년도 7 월부터 당해 년도 6 월 매시간 

측정된 농도를 바탕으로 평균값을 구함. 단, 오존(O3)은 6~8 월 동안 일 8 시간(9 시~17 시) 최대값의 평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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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는 2015 년부터 2017 년까지 지역별 대기 오염 물질 

농도의 연평균 값을 구한 후 그 평균값을 비교한 것이다. 미세먼지,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의 평균 농도는 서울 지역이 가장 

높았으나 여름철 오존의 일 8 시간 최대값의 평균 농도는 대구 지역이 

가장 높았다. 

 

대기오염과 알레르기 질환의 연관성은 [표 7]으로 정리하였다. 

천식 진단 경험 확률은 미세먼지 10 ㎍/㎥ 증가 시 13%, 오존과 

이산화질소 10ppb 증가 시 각각 7%, 11% 증가하였다. 아황산가스와 

일산화탄소에 있어서는 연관성이 각각 음의 방향과 양의 방향을 

나타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알레르기 비염의 진단 경험 

확률은 미세먼지 10 ㎍/㎥ 증가 시 10%, 오존과 이산화질소 10ppb 

증가 시 각각 11%, 7%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아황산가스와는 음의 

방향으로, 일산화탄소와는 양의 방향으로 연관성을 나타내었으나 천식과 

마찬가지로 유의하지 않았다.  

 

알레르기 질환의 12 개월 이내 진단 경험에 대해서도 천식은 

미세먼지와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와 일산화탄소에 대해 연관성을 갖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나 이산화질소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Odds 

Ratio(OR): 1.1, 95% Confidence Interval(CI): 1.03, 1.17). 오존의 

오즈비는 1 보다 작았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알레르기 비염에 대하여 

미세먼지, 오존,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가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오존(OR: 1.07, 95% CI: 1.07, 1.18)과 이산화질소(OR: 

1.06, 95% CI: 1.03, 1.09)만 유의하였다. 또한 아황산가스는 질환에 

대하여 영향이 반대 방향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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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대기오염의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오즈비(95% CI) 비교 

Air pollutant 

(Increment) 

Ever diagnosed 

Asthma Allergic rhinitis 

PM10(10g/m
₃

) 1.13(1.03,1.23) 1.1(1.03,1.19) 

SO₂(1ppb) 0.98(0.96,1.01) 0.99(0.97,1) 

O₃(10ppb) 1.07(1,1.14) 1.11(1.06,1.16) 

NO₂(10ppb) 1.11(1.07,1.15) 1.07(1.04,1.1) 

CO(100ppb) 1.12(0.97,1.05) 1.07(0.98,1.03) 

    

Air pollutant 

(Increment) 

Treatment in the past 12 months 

Asthma Allergic rhinitis 

PM10(10g/m
₃

) 1.08(0.9,1.28) 1.06(0.98,1.15) 

SO₂(1ppb) 1.01(0.97,1.05) 0.99(0.97,1) 

O₃(10ppb) 0.93(0.83,1.04) 1.13(1.07,1.18) 

NO₂(10ppb) 1.1(1.03,1.17) 1.06(1.03,1.09) 

CO(100ppb) 1.15(0.95,1.08) 1.07(0.98,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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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그림 6]은 대기 오염 물질 농도와 건강행태 요인의 

교호작용을 분석하여 대기오염과 알레르기 질환 진단 경험의 연관성에 

청소년의 건강행태가 효과보정인자로서 작용한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또한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각 오염물질의 영향과 대기오염-

개인행태간 교호작용의 회귀계수 및 p value 는 부록에 표로 자세히 

기술하였다.  [그림 1]-[그림 3]에서는 천식 진단에 유의한 연관성을 

가졌던 미세먼지, 오존, 이산화질소에 대해 대기 오염의 위험 효과를 

높이는 건강행태 요인을 나타내었다. 비만인 경우, 매일 가정에서 간접 

흡연에 노출된 경우, 음주 경험, 60 분 이상 신체활동이 주 1 회 미만인 

경우, 60 분 이상 신체활동이 주 5 회 미만인 경우, 스트레스와 하루 

8 시간 미만 수면시간은 미세 먼지의 천식 진단에 대한 오즈비를 

증가시키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천식 진단에 대한 오존의 오즈비를 

높이는 건강행태 요인으로는 비만, 가정에서 간접 흡연, 현재 음주, 음주 

경험, 60 분 이상 신체활동이 주 1 회 미만인 경우가 있었다. 

이산화질소의 천식에 대한 위해 효과를 높이는 건강행태 요인으로는 

현재 흡연, 흡연 경험, 주 1 회 미만과 주 5 회 미만의 60 분 이상 

신체활동, 스트레스, 수면 불만족, 8 시간 미만 수면시간이 관찰되었다.  

 

대기 오염과 알레르기 비염 진단 경험의 상관성에 있어 대기 

오염의 위해 효과를 증가시키는 건강행태 요인을 오즈비와 함께 [그림 

4]-[그림 6]으로 나타내었다. 미세먼지의 알레르기 비염에 대한 

오즈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는 매일 가정에서의 간접 흡연 노출, 주 

5 회 미만 신체 활동과 8 시간 미만 수면 시간이 관찰되었다. 또한 

오존의 알레르기 비염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는 

비만, 현재 흡연, 가정에서의 간접 흡연 노출, 음주 경험, 신체 활동 



 

 

 

20 

부족 및 수면 불만족이 있었다. 이산화질소의 알레르기 비염에 대한 

효과변경인자로는 주 5 회 미만 신체 활동, 스트레스와 8 시간 미만 

수면시간 요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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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건강행태에 따른 미세먼지 10g/m
3
 증가 시 천식 진단 오즈비 비교. 

SHS: Secondhand smoke; PA: Physical activity. 나이, 성별, 주관적 

경제상태가 보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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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건강행태에 따른 오존 10ppb 증가 시 천식 진단 오즈비 비교. SHS: 

Secondhand smoke; PA: Physical activity. 나이, 성별, 주관적 경제상태가 

보정됨. 

PA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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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건강행태에 따른 이산화질소 10ppb 증가 시 천식 진단 오즈비 비교. 

SHS: Secondhand smoke; PA: Physical activity. 나이, 성별, 주관적 

경제상태가 보정됨.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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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건강행태에 따른 미세먼지 10g/m
3
 증가 시 알레르기 비염 진단 

오즈비 비교. AR: Allergic rhinitis; SHS: Secondhand smoke; PA: Physical 

activity. 나이, 성별, 주관적 경제상태가 보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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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건강행태에 따른 오존 10ppb 증가 시 알레르기 비염 진단 오즈비 

비교. AR: Allergic rhinitis; SHS: Secondhand smoke; PA: Physical activity. 

나이, 성별, 주관적 경제상태가 보정됨. 

PA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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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건강행태에 따른 이산화질소 10ppb 증가 시 알레르기 비염 진단 

오즈비 비교. AR: Allergic rhinitis; SHS: Secondhand smoke; PA: Physical 

activity. 나이, 성별, 주관적 경제상태가 보정됨.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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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그림 7]-[그림 9]은 대기오염과 

12 개월 이내 알레르기 질환 진단 경험의 연관성에 대해 청소년의 

건강행태 요인이 효과변경인자로서 작용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것 

또한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각 대기오염물질의 영향과 대기오염-

개인행태간 교호작용의 회귀계수 및 p-value 를 부록 표로 나타내었다. 

[그림 7]은 본 연구에서 12 개월 내 천식 진단 경험에 대하여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던 이산화질소에 대해 개인의 건강행태와의 교호작용 분석 

결과 대기오염의 오즈비를 나타낸 것이다. 이산화질소의 효과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현재 흡연, 흡연 경험, 음주 경험, 주 5 회 미만 

신체 활동과 인지된 스트레스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8]과 [그림 9]는 12 개월 이내 알레르기 비염 진단 

경험에 대해 오존과 이산화질소의 효과변경인자를 보여주고 있다. 

오존에 대해서는 비만, 현재 흡연, 가정 내 간접 흡연, 흡연 경험, 현재 

음주와 음주 경험이, 이산화질소에 대해서는 주 5 회미만 신체 활동과 

수면 불만족만이 대기오염의 12 개월 이내 알레르기 진단에 대한 영향 

크기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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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건강행태에 따른 이산화질소 10ppb 증가 시 12 개월 내 천식 진단 

오즈비 비교. SHS: Secondhand smoke; PA: Physical activity. 나이, 성별, 

주관적 경제상태가 보정됨.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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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건강행태에 따른 오존 10ppb 증가 시 12 개월 내 알레르기 비염 

진단 오즈비 비교. AR: Allergic rhinitis; SHS: Secondhand smoke; PA: 

Physical activity. 나이, 성별, 주관적 경제상태가 보정됨. 

PA 

PA 



 

 

 

30 

 

[그림 9] 건강행태에 따른 이산화질소 10ppb 증가 시 12 개월 내 알레르기 

비염 진단 오즈비 비교. AR: Allergic rhinitis; SHS: Secondhand smoke; PA: 

Physical activity. 나이, 성별, 주관적 경제상태가 보정됨.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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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고    찰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 건강행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정부승인통계조사인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 알레르기 질환과 건강행태의 연관성 및 알레르기 

질환과 대기오염 사이의 연관성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개인의 

건강행태에 따라 대기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효과가 달라지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미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국내 청소년의 건강에 대해 탐구하였다. 그 중에서도 청소년 

알레르기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행태 요인으로 비만, 스트레스, 

수면 충족도, 가정 내 간접흡연 등이 관련이 있다는 연구(한지영 & 

박현숙, 2016)는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한편 간접흡연, 흡연 경험과 현재 흡연 모두 천식과 유의한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Jordão et al., 2018)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천식 진단에 대해 현재 흡연과 간접흡연은 연관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12 개월내 천식 진단에 대해서는 현재 흡연과 

간접흡연의 오즈비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이는 

천식을 진단받았던 학생이 건강을 위하여 흡연을 하지 않아 연관성이  

유의하지 않고, 12 개월 이내 천식 진단 경험만 유의한 연관성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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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흡연이 알레르기 비염 진단 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음의 연관성을 가지는 결과는 선행 연구(한지영 & 박현숙, 2016)와 

일치하였는데, 종속 변수를 12 개월 이내 진단 경험으로 변경하였을 때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지고 오즈비가 1 보다 커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몇몇 선행 연구(Baena-Cagnani, Gómez, Baena-Cagnani, 

& Canonica, 2009; Saulyte, Regueira, Montes-Martínez, Khudyakov, 

& Takkouche, 2014)의 결과와 동일하였으며 알레르기 비염을 진단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건강 관리를 위하여 의도적으로 흡연을 덜 

하였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간접흡연의 알레르기 비염의 진단 경험에 대한 오즈비는 1 보다 

작게 나타났지만 12 개월 이내 진단에 대한 오즈비는 1 보다 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이는 간접흡연이 알레르기 비염과 연관성이 

있다는 체계적 고찰 연구(Hur, Liang, & Lin, 2014)의 결과를 지지한다. 

이는 알레르기 비염을 진단 받은 경우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가정 내 

간접흡연을 하지 않아 위험도가 음의 방향으로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음주와 알레르기 질환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음주 경험보다 현재 

음주가 알레르기 질환과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 그 중에서도 알레르기 

질환 진단 보다는 12 개월 이내 진단 경험에 대해 더 뚜렷한 연관성을 

보였다. 음주와 알레르기 질환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많다. 

높은 알코올 섭취는 알레르기 질환과 관련 있는 높은 IgE 치와 연관이 

있지만 알레르기 질환의 높은 위험 요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선행연구가 

그 예라고 할 수 있다(Lomholt, Nielsen, & Nordestgaard,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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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 연구에서 신체활동은 알레르기 질환의 진단 및 치료와 

음의 연관성을 보였다. 이는 신체활동이 알레르기 질환의 위험을 

낮추며(Eijkemans, Mommers, Jos, Thijs, & Prins, 2012; Vlaski, 

Stavric, Seckova, Kimovska, & Isjanovska, 2008), 체중 조절과 함께 

천식 및 알레르기 질환 관리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어(Moreira et 

al., 2014) 알레르기 질환을 가진 학생들이 신체활동에 더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주 5 일 이상 

신체활동과 관련하여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와 신체활동의 횟수와 

관련하여 더욱 정교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알레르기 질환과 수면 장애는 연관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알레르기 비염의 경우 상기도 점막 부종과 점액분비 증가로 인해 

구강호흡이 발생하고 분당 환기량이 감소하며, 천식에서는 호흡곤란, 

기침과 천명음 등 야간 천식 증상으로 인한 상기도 폐쇄가 수면 장애를 

일으킨다(Parish, 2009; 오은민 et al., 2015). 이는 본 연구에서 수면 

만족도와 수면 시간에 있어 알레르기 질환과 반대 방향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보인 결과를 지지한다. 

 

대기오염과 청소년 알레르기의 연관성 분석 결과 성별, 연령, 

주관적 경제상태를 보정하였을 때 미세먼지, 오존 및 이산화질소가 

알레르기 질환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연관성을 보였다. 알레르기 

질환과 대기오염의 연관성은 종속 변수가 알레르기 질환의 평생 진단 

경험인 결과와 12 개월 이내 진단 경험인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비교적 

일관된 경향성과 크기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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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마지막 분석인 대기오염과 건강행태 요인의 

교호작용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교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비만, 현재 흡연, 가정에서의 간접흡연, 평생 음주 경험, 

60 분 이상의 신체활동, 스트레스, 수면 만족 여부 및 8 시간 미만의 

수면 등의 건강하지 못한 행태가 대기 오염의 건강 유해 영향을 증가 

시키는 방향을 보였다.  

 

먼저 비만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알레르기 질환의 위험을 더 

높일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Dong 외(2013)의 연구에서는 대기 오염이 

어린이들의 기침, 가래, 천명음 등의 호흡기 증상과 천식 진단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비만이 대기오염의 효과 크기를 변경시키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 결과 비만은 대기오염의 호흡기 건강에 대한 영향을 

증가시켰다(Dong et al., 2013). 본 연구에서도 천식과 알레르기 비염의 

진단, 치료에 있어 비만일 때 대기오염의 영향이 더 큰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소년의 현재 흡연이 대기오염의 영향을 크게 할 가능성을 

보이기도 하였다. 청소년 알레르기 질환에 있어 직접 흡연과 대기오염의 

교호 작용을 분석한 연구는 찾을 수 없었다. 미국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흡연이 대기오염으로 인한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을 더 

높였으며(Turner et al., 2017) 우울증에 대하여 대기오염과 흡연이 

병용 효과(combined effects)를 보였다고 밝혔다(Lin et al., 2017).  

 

가정에서의 간접흡연 또한 대기오염의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영향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또한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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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와 함께 매일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경우에 대하여서도 대기오염과의 

교호작용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간접흡연이 대기오염으로 인한 

알레르기 질환 위험을 높이는 경향을 보였다. 오존과 천식 진단, 오존과 

알레르기 비염 진단의 연관성에 대해 간접흡연에 매일 노출되는 경우 

일주일에 한번 이상 노출된 적이 있다고 한 경우보다 오즈비가 더 큰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교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대기오염 물질과의 연관성 

결과를 통해서는 간접흡연의 양-반응 관계까지는 파악하기 어려웠다. 

간접흡연의 양-반응 관계를 탐구한 연구로는 미국에서 천식 진단을 

받은 6-15 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간접흡연이 초미세먼지의 천식에의 

영향을 변경시키는지에 대해 분석한 연구가 있다. 이 연구 결과 

간접흡연에 적게 노출된 경우 초미세먼지가 어린이 천식에 미치는 급성 

효과가 증가하였지만 간접흡연에 높은 농도로 노출되었을 때에는 오히려 

초미세먼지와 천식과의 연관성이 낮은 농도에 노출된 경우 보다 

감소하였다. 이러한 음의 교호작용은 천식 염증 매개 물질과 초미세먼지 

노출 사이의 양-반응 관계가 비선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Rabinovitch, Silveira, Gelfand, & Strand, 2011).  

 

음주와 대기오염의 교호작용을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았으나 그 

중 한 연구에서는 한국 노인을 대상으로 초미세먼지, 오존과 

이산화질소의 단기 노출이 세가지 간 효소(liver enzyme; 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 alanine aminotransferase [ALT], and γ-

glutamyltranspeptidase [γ-GTP)])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금주가 

대기오염의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K.-N. Kim et al., 

2015). 본 연구에서는 음주가 미세먼지와 오존이 천식 및 알레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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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염에 미치는 영향을 더 크게 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대기오염과 음주의 교호작용에 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덴마크 성인의 신체활동과 이산화질소의 교호작용을 분석하여 

원인 별 사망에의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사망률을 낮추는 

신체활동의 장기적인 효과는 이산화질소의 농도가 낮은 도시에서만 있을 

뿐만 아니라 오염도가 높은 도시에도 그 효과가 감소하지 않아 신체 

활동의 장기적인 이득이 대기오염 노출로 인한 위험 보다 크다고 

하였다(Andersen et al., 2015). 또 다른 연구에서는 대기 중의 

이산화질소 농도가 신체활동의 효과를 낮추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 

결과 이산화질소의 농도가 높은 지역에서도 신체활동을 한 경우가 

천식으로 인한 입원/재입원에 대해 오즈비가 더 낮아 대기오염이 

신체활동의 효과를 줄이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Fisher et al., 

2016). 두 연구는 이산화질소 농도와 신체활동간 교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신체활동을 통해 천식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함으로써 본 연구 결과를 일부 지지한다. 하지만 신체활동이 

대기오염의 효과를 변경시키는지에 대해서는 본 연구와 연구 방향의 

차이가 있어 이를 밝히기 위해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하다.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대기오염의 청소년 폐 기능에 대한 영향에 

있어 상승효과를 가져온다는 연구도 있다. 미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폐 

기능에 대해 대기 오염과 스트레스의 교호작용을 분석한 연구가 있다. 

그 결과 아버지의 부재, 가족간 불화와 같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가 

대기오염의 폐 기능에 대한 영향에 효과변경인자가 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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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Bandoli, von Ehrenstein, Ghosh, & Ritz, 2016). 하지만 9-

18 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천식의 악화에 대해 

대기오염과 스트레스의 교호작용이 존재하나 그 방향이 음의 방향이어서 

대기오염도가 낮은 경우에 높은 만성 스트레스가 천식 악화에 대한 

취약성을 높인다는 결과를 얻었다(Chen, Schreier, Strunk, & Brauer, 

2008).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와 알레르기 질환은 연관성이 큰 것으로 

보였으나 대기오염과 스트레스의 교호 작용 분석 시 스트레스가 

대기오염의 효과를 높이는 방향을 보인 결과는 매우 적었다. 이는 

스트레스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대기오염과의 교호작용이 비선형성을 

보일 가능성, 스트레스의 포화 효과, 대기오염과 스트레스 노출 값에 

대한 Spatial collinearity 및 질병의 발생과 악화의 과정 구분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Clougherty & Kubzansky, 2009).  

 

한편 알레르기 질환에 있어 대기오염과 수면 장애의 교호작용에 

대한 선행연구는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대기오염과 수면 장애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로는 이집트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미세먼지가 수면 

방해와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Abou-Khadra, 2013)와 중국의 2-17 세 

아동을 대상으로 대기오염이 수면장애의 위험을 높였다는 

연구(Lawrence et al., 2018)가 있다. 수면은 알레르기 질환의 회복 및 

치료 효과에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오은민 et al., 2015) 본 연구 

결과는 대기오염과 수면 장애의 교호작용이 존재할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수면 장애가 대기오염의 효과를 높이는지에 대한 방향성은 

파악할 수 없기에 해석에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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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강점을 지닌다. 첫째, 국내에서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와 대기오염 자료를 연결하여 분석한 첫 

연구이다. 미국의 경우 국민건강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34,000 여명의 3-17 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오존과 미세먼지가 천식과 

12 개월 이내 천식 증상에 영향을 준다고 밝힌 연구가 있다(Akinbami, 

Lynch, Parker, & Woodruff, 2010). 본 연구에서도 8 만여명의 대규모 

자료를 통해 대기오염과 청소년 알레르기 질환의 연관성을 탐구하였다. 

이는 기존에 이루어졌던 지역사회건강조사 등을 이용하여 대기오염의 

건강 영향을 탐구한 선행 연구에서 연구 대상이 성인에 국한되어있는 

것과 달리 건강 취약계층이며 동시에 미래 인류의 건강과도 연관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각 

개인의 건강행태가 대기오염의 알레르기 질환과의 연관성에 있어 

효과변경인자가 될 수 있는지 탐구하였다. 대기오염과 개인의 건강 

위험행태의 교호작용을 탐구한 연구는 온도, 계절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과의 교호작용을 탐구한 연구보다 비교적 적기 때문에 본 연구는 

개인의 건강행태와 대기오염의 교호 작용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셋째, 대기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건강한 습관을 기르는 것 또한 중요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대기 염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는 다양한 대기오염 대응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실내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실외 활동 제한, 

창문 닫기와 교실 내 물청소 실시와 같은 대응은 필수적이나 대기 오염 

발생에 따른 사후 대처이다. 본 연구 결과 개인의 건강행태가 

대기오염의 영향을 변경시키는지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아 

방향성을 보이는데 그쳤으나 개인의 건강 행태와 습관 변화를 또한 

중요한 대기 오염 대응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대기오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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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이슈이며 다양한 대기 오염의 대응 방안이 

필요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대기 오염 대응에 대해 또 다른 시각에서의 

접근을 시도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자료는 조사 참여자의 주소지 또는 학교 

소재지를 구 단위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대기 오염 노출 값의 공간적 

정밀성에 한계가 있으며 지역별 차이를 분석하기에도 제한적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지리 정보를 바탕으로 공간적 정밀성을 높이고 대기 

오염 노출 값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를 이용한 단면 연구이다. 또한 연평균 

값을 사용한 대기 오염 노출 값은 실제 개인의 노출 정도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Liu et al., 2016) 대기오염 및 개인행태와 질환에 대한 

인과관계를 추론하기 어려워 해석에 주의해야 한다. 셋째, 설문 조사 

자료의 한계로 알레르기 질환의 발병에 있어 주요한 

유발인자(trigger)가 되는 알러젠에 노출이나 유전적 요인 등을 고려할 

수 없었다. 따라서 유발요인에의 동시 노출과 유전적 요인 등 알레르기 

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반영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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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본 연구는 2015 ~ 2017 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및 

미세먼지, 아황산가스, 오존,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등 5 가지 

대기오염 자료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천식 및 알레르기 비염은 대기 

중의 미세먼지, 오존, 이산화질소의 농도와 연관성이 있다. 

둘째, 개인의 건강하지 못한 행태 요인은 대기오염의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오즈비를 증가시키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본 연구는 단면 연구라는 특성상 인과 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기오염과 개인 행태 간 

교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연구 설계를 보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날로 심각해지는 대기오염과 증가 추세인 알레르기 

질환 유병률에 대응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한 습관을 갖게 하는 것 

또한 중요함을 강조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의 건강행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학교 보건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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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표 1. 천식 진단에 대한 미세먼지(10g/m
3
증가)의 영향 및 개인행태와의 

교호작용 결과 

  
β (SE) for 

PM10 

β (SE) for 

interaction 

p for 

interaction 

Obesity 0.096(0.049) 0.131(0.122) 0.28 

Current smoking 0.123(0.048) -0.041(0.21) 0.85 

Household secondhand smoke 0.154(0.055) -0.127(0.112) 0.26 

Household secondhand smoke 

exposure (Everyday) 
0.112(0.046) 0.136(0.213) 0.52 

Smoking experience 0.135(0.051) -0.081(0.134) 0.55 

Current drinking 0.133(0.049) -0.088(0.136) 0.52 

Drinking experience 0.105(0.059) 0.039(0.095) 0.68 

60 minutes or more of 

physical activity  

(< 1day/week) 

0.098(0.057) 0.062(0.098) 0.53 

60 minutes or more of 

physical activity  

(< 5day/week) 

-0.004(0.128) 0.143(0.141) 0.31 

Perceived stress 0.093(0.058) 0.041(0.097) 0.67 

Sleep satisfaction 0.195(0.097) -0.098(0.111) 0.38 

Sleeping time (< 8hrs/day) 0.071(0.136) 0.056(0.145) 0.7 

 

 

부록 표 2. 천식 진단에 대한 오존(10ppb 증가)의 영향 및 개인행태와의 

교호작용 결과 

  
β (SE) for 

O3 

β (SE) for 

interaction 

p for 

interaction 

Obesity 0.063(0.037) 0.041(0.086) 0.63 

Current smoking 0.081(0.036) -0.151(0.128) 0.24 

Household secondhand smoke 0.067(0.039) 0.008(0.066) 0.90 

Household secondhand smoke 

exposure (Everyday) 
0.066(0.035) 0.073(0.128) 0.57 

Smoking experience 0.079(0.038) -0.046(0.091) 0.61 

Current drinking 0.07(0.037) 0.005(0.1) 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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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nking experience 0.021(0.043) 0.127(0.063) 0.05 

60 minutes or more of 

physical activity  

(< 1day/week) 

0.045(0.041) 0.076(0.07) 0.28 

60 minutes or more of 

physical activity  

(< 5day/week) 

-0.024(0.082) 0.11(0.09) 0.22 

Perceived stress 0.127(0.041) -0.148(0.063) 0.02 

Sleep satisfaction 0.177(0.062) -0.148(0.07) 0.03 

Sleeping time (< 8hrs/day) 0.095(0.102) -0.03(0.106) 0.78 

 

 

부록 표 3. 천식 진단에 대한 이산화질소(10ppb 증가)의 영향 및 개인행태와의 

교호작용 결과 

  
β (SE) for 

NO2 

β (SE) for 

interaction 

p for 

interaction 

Obesity 0.113(0.021) -0.056(0.049) 0.25 

Current smoking 0.099(0.019) 0.117(0.072) 0.10 

Household secondhand smoke 0.125(0.021) -0.071(0.038) 0.06 

Household secondhand smoke 

exposure (Everyday) 
0.106(0.019) -0.001(0.077) 0.99 

Smoking experience 0.101(0.021) 0.042(0.052) 0.42 

Current drinking 0.111(0.02) -0.027(0.054) 0.61 

Drinking experience 0.116(0.024) -0.024(0.037) 0.52 

60 minutes or more of 

physical activity  

(< 1day/week) 

0.097(0.022) 0.027(0.038) 0.47 

60 minutes or more of 

physical activity  

(< 5day/week) 

0.081(0.045) 0.03(0.049) 0.54 

Perceived stress 0.078(0.023) 0.056(0.035) 0.11 

Sleep satisfaction 0.084(0.034) 0.03(0.039) 0.45 

Sleeping time (< 8hrs/day) 0.022(0.056) 0.094(0.058) 0.11 

 

 

부록 표 4. 알레르기 비염 진단에 대한 미세먼지(10g/m
3
증가)의 영향 및 

개인행태와의 교호작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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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 (SE) for 

PM10 

β (SE) for 

interaction 

p for 

interaction 

Obesity 0.101(0.038) -0.014(0.09) 0.88 

Current smoking 0.1(0.037) -0.031(0.122) 0.8 

Household secondhand smoke 0.11(0.04) -0.043(0.063) 0.5 

Household secondhand smoke 

exposure (Everyday) 
0.093(0.036) 0.119(0.124) 0.34 

Smoking experience 0.104(0.037) -0.054(0.085) 0.52 

Current drinking 0.115(0.039) -0.11(0.083) 0.19 

Drinking experience 0.126(0.043) -0.07(0.065) 0.28 

60 minutes or more of 

physical activity  

(< 1day/week) 

0.117(0.041) -0.051(0.057) 0.37 

60 minutes or more of 

physical activity  

(< 5day/week) 

0.033(0.077) 0.078(0.081) 0.33 

Perceived stress 0.115(0.044) -0.061(0.059) 0.3 

Sleep satisfaction 0.116(0.061) -0.017(0.063) 0.78 

Sleeping time (< 8hrs/day) 0.089(0.085) 0.014(0.089) 0.88 

 

 

부록 표 5. 알레르기 비염 진단에 대한 오존(10ppb 증가)의 영향 및 

개인행태와의 교호작용 결과 

  
β (SE) for 

O3 

β (SE) for 

interaction 

p for 

interaction 

Obesity 0.091(0.024) 0.114(0.052) 0.03 

Current smoking 0.097(0.024) 0.088(0.083) 0.29 

Household secondhand smoke 0.09(0.027) 0.05(0.043) 0.25 

Household secondhand smoke 

exposure (Everyday) 
0.096(0.024) 0.134(0.077) 0.08 

Smoking experience 0.101(0.025) 0.004(0.057) 0.94 

Current drinking 0.102(0.026) 0.006(0.058) 0.92 

Drinking experience 0.088(0.03) 0.042(0.042) 0.32 

60 minutes or more of 

physical activity  

(< 1day/week) 

0.074(0.027) 0.087(0.041) 0.04 

60 minutes or more of 

physical activity  

(< 5day/week) 

0.097(0.054) 0.008(0.055) 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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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eived stress 0.132(0.028) -0.084(0.04) 0.04 

Sleep satisfaction 0.082(0.045) 0.022(0.049) 0.65 

Sleeping time (< 8hrs/day) 0.112(0.054) -0.01(0.055) 0.85 

 

 

부록 표 6. 알레르기 비염 진단에 대한 이산화질소(10ppb 증가)의 영향 및 

개인행태와의 교호작용 결과 

  
β (SE) for 

NO2 

β (SE) for 

interaction 

p for 

interaction 

Obesity 0.075(0.013) -0.031(0.031) 0.33 

Current smoking 0.068(0.013) -0.012(0.045) 0.78 

Household secondhand smoke 0.071(0.015) -0.016(0.024) 0.50 

Household secondhand smoke 

exposure (Everyday) 
0.068(0.013) -0.002(0.044) 0.97 

Smoking experience 0.067(0.013) -0.003(0.031) 0.92 

Current drinking 0.07(0.014) -0.02(0.032) 0.54 

Drinking experience 0.08(0.015) -0.034(0.023) 0.13 

60 minutes or more of 

physical activity  

(< 1day/week) 

0.081(0.015) -0.041(0.022) 0.07 

60 minutes or more of 

physical activity  

(< 5day/week) 

0.053(0.029) 0.016(0.03) 0.59 

Perceived stress 0.056(0.016) 0.019(0.021) 0.38 

Sleep satisfaction 0.07(0.022) -0.003(0.024) 0.91 

Sleeping time (< 8hrs/day) 0.048(0.033) 0.02(0.034) 0.55 

 

 

부록 표 7. 12 개월 이내 천식 진단에 대한 이산화질소(10ppb 증가)의 영향 및 

개인행태와의 교호작용 결과 

  
β (SE) for 

NO2 

β (SE) for 

interaction 

p for 

interaction 

Obesity 0.091(0.035) -0.056(0.1) 0.58 

Current smoking 0.082(0.033) 0.154(0.113) 0.18 

Household secondhand smoke 0.123(0.037) -0.099(0.071) 0.16 

Household secondhand smoke 0.093(0.033) -0.002(0.131) 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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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osure (Everyday) 

Smoking experience 0.071(0.035) 0.145(0.088) 0.1 

Current drinking 0.083(0.034) 0.081(0.095) 0.39 

Drinking experience 0.074(0.04) 0.053(0.071) 0.46 

60 minutes or more of 

physical activity  

(< 1day/week) 

0.093(0.039) -0.005(0.073) 0.94 

60 minutes or more of 

physical activity  

(< 5day/week) 

0.087(0.081) 0.007(0.091) 0.94 

Perceived stress 0.061(0.043) 0.049(0.068) 0.47 

Sleep satisfaction 0.136(0.064) -0.059(0.074) 0.43 

Sleeping time (< 8hrs/day) -0.084(0.096) 0.194(0.103) 0.06 

 

 

부록 표 8. 12 개월 이내 알레르기 비염 진단에 대한 오존(10ppb 증가)의 영향 

및 개인행태와의 교호작용 결과 

  
β (SE) for 

O3 

β (SE) for 

interaction 

p for 

interaction 

Obesity 0.097(0.026) 0.171(0.067) 0.01 

Current smoking 0.109(0.026) 0.151(0.092) 0.1 

Household secondhand smoke 0.115(0.029) 0.013(0.047) 0.78 

Household secondhand smoke 

exposure (Everyday) 
0.118(0.026) 0.008(0.089) 0.93 

Smoking experience 0.116(0.028) 0.009(0.067) 0.89 

Current drinking 0.107(0.028) 0.073(0.064) 0.26 

Drinking experience 0.089(0.032) 0.078(0.048) 0.11 

60 minutes or more of 

physical activity  

(< 1day/week) 

0.118(0.03) 0.002(0.05) 0.97 

60 minutes or more of 

physical activity  

(< 5day/week) 

0.147(0.061) -0.034(0.067) 0.62 

Perceived stress 0.137(0.032) -0.054(0.046) 0.24 

Sleep satisfaction 0.146(0.053) -0.043(0.055) 0.44 

Sleeping time (< 8hrs/day) 0.178(0.063) -0.068(0.067)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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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9. 12 개월 이내 알레르기 비염 진단에 대한 이산화질소(10ppb 증가)의 

영향 및 개인행태와의 교호작용 결과 

  
β (SE) for 

NO2 

β (SE) for 

interaction 

p for 

interaction 

Obesity 0.064(0.015) -0.05(0.037) 0.18 

Current smoking 0.059(0.015) -0.078(0.054) 0.15 

Household secondhand smoke 0.063(0.017) -0.027(0.027) 0.31 

Household secondhand smoke 

exposure (Everyday) 
0.057(0.015) -0.04(0.051) 0.44 

Smoking experience 0.059(0.016) -0.034(0.04) 0.4 

Current drinking 0.063(0.015) -0.055(0.038) 0.15 

Drinking experience 0.077(0.018) -0.059(0.027) 0.03 

60 minutes or more of 

physical activity  

(< 1day/week) 

0.058(0.017) -0.011(0.027) 0.69 

60 minutes or more of 

physical activity  

(< 5day/week) 

0.022(0.037) 0.038(0.039) 0.33 

Perceived stress 0.057(0.018) -0.02(0.024) 0.42 

Sleep satisfaction 0.053(0.028) 0.002(0.03) 0.94 

Sleeping time (< 8hrs/day) 0.065(0.04) -0.013(0.041) 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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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ackground  

Numerous studies have shown that air pollution is associated with 

various diseases as well as death and it is also known to be related 

to allergic diseases. The prevalence of allergic diseases in 

adolescents, which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quality of life, has 

been increasing rapidly and need more attention. Sex, age, 

socioeconomic status and genetic predisposition are known to be 

effect modifier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ir pollution and allergic 

diseases. However, relatively few studies have examined whether 

individual health behavior changes the effect of air pollution. 

Therefore, in this study, whether health behaviors modify the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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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air pollution on asthma and allergic rhinitis in adolescents were 

analyzed. 

 

2. Methods 

This study analyzed data from the 2015-2017 Korea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including 81,277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from eight major cities of Korea (Seoul, Busan, 

Daegu, Incheon, Gwangju, Daejeon, Ulsan). Surve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annual mean 

concentration of air pollutants and the associations between air 

pollution and allergic diseases were examined as well as the 

interaction between air pollution and health behaviors.  

 

3. Results 

The diagnosis of asthma i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Korea is related to PM10(OR: 1.13; 95%CI; 1.03,1.23), O3(OR: 1.07; 

95%CI; 1,1.14) and NO2(OR: 1.11; 95%CI; 1.07,1.15). Allergic 

rhinitis was associated with PM10(OR: 1.1; 95%CI; 1.03,1.19), 

O3(OR: 1.11; 95%CI; 1.06,1.16) and NO2(OR: 1.07; 95%CI; 

1.04,1.1). Health behaviors such as obesity, smoking, secondhand 

smoke exposure, physical activity, stress and sleep dissatisfaction 

tended to increase the odds ratio for the association between 

allergic diseases and air pollutants but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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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nclusions  

Air pollution is associated with allergic diseases in adolescents, 

and individual health behavior can affect the impact of air pollution. 

It is also important for young people to have healthy habits in order 

to cope with the increasing air pollution and allergic diseases and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can be used to raise interest in school 

health. 

 

Keywords : air pollution, allergic diseases in adolescents, KYRBS, 

effect modif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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