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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air pollution exposure and the prevalence of allergic rhinitis

in a young population in the Ulsan metropolitan region (UMR). Data on physician-diagnosed allergic rhinitis (past 12

months) in 1,449 infants and children aged 1-18 years who lived within 1.5 or 2 km of air quality monitoring sites were

collected in a cross-sec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conducted between January-February 2006 in the UMR. Com-

parisons of the spatial distribution of the prevalence rates for allergic rhinitis and annual average pollutant concentrations

over the region showed that a relatively high prevalence rate occurred around the coastal industrial area, with high PM10

concentrations. A linear correlation analysis demonstrated a positive correlation relationship between them (R = 0.680,

p = 0.04).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the combined effect of the PM10 and SO2 variables accounts

for approximately 81% of the variance (R-square: 0.81) in the prevalence rate. From the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fter adjustment by age, sex, and air-pollutant factors, the PM10 and SO2 which were mainly from industrial-

related emissions were found to b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an increased risk of allergic rhinitis (aOR: 1.76, 95%

CI: 1.15-2.70 for PM10 ; aOR: 1.63, 95% CI: 1.12-2.35 for S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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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대기오염(air pollution)은 전 세계 대부분의 도시 및

산업지역에서 경험하고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다양

한 배출원으로부터 대기로 유입된 오염물질들은 직·

간접적으로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특히 호흡

기질환의 중요한 환경적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다.1,2)

호흡기질환 중 하나인 알레르기 비염(allergic rhinitis)

은 최근 소아·청소년기 유병률이 뚜렷이 증가하고 있

는 질환으로,3,4) 환경요인중 하나인 대기오염과의 관련

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다. 이는 단기간의 알레르

기 비염 유병률의 증가가 유전적 변화로 설명하기 힘

들며,5) 지속적인 도시화, 산업화의 결과로 기인된 대기

질 악화 경향이 그 배경이 될 수 있다. 인체와 동물대

상으로 수행된 연구들에서 알려진, 대기오염물질들이

알레르겐 침투 및 민감성(allergic sensitization)을 증가

시킬 수 있고 면역학적 작용에 관여한다는 결과들은6-10)

대기오염과의 관련성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여전히 대기오염 노출이 알레르기 비염을 유

발하는 기전이 명확히 규명되지 못했고, 지금까지의 여

러 역학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대기오염과 알레르

기 비염의 상관관계는 여전히 논란이 많다. 최근 여러

국외연구에서 대기오염물질, 특히 도로교통과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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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NOx, CO 등)에 대한, 노출이 알레르기 비염

발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결과11-14)가 보고되고

있는 반면 대기오염물질과 알레르기 비염 발병과는 유

의한 상관성이 없다는 결과15-20)도 다수 제시되었다. 이

러한 역학연구 결과들의 불일치는 연구 디자인과 노출

평가의 한계가 원인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수십년간 경제발전과 함께 대

기질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외기 대기오염물질 노출과

관련한 알레르기 비염 유발과 악화 기전에 대한 관심

이 커지고 있고, 상호간의 관련성 연구의 중요성이 제

안되고 있다.21) 하지만 대기오염 노출평가의 어려움과

이와 연계된 시공간적으로 불충분한 유병률 자료 등으

로 인해 알레르기 비염 발생의 환경요인으로 대기오염

의 영향을 평가하는 연구는 아직은 기초단계에 있다.

본 연구는 대기오염물질과 알레르기질환과의 관련성 평

가를 위한 기초연구로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산업도시

인 울산지역의 대기오염도에 따른 알레르기 비염 유병

률 분포를 지역별로 비교하고 변수간의 상관관계와 대

기오염물질들에 대한 알레르기 비염 발병 위험도를 분

석하였다. 

II. 연구방법

1. 대상지역

본 연구의 대상지역인 울산광역시는 우리나라 동남단

연안에 위치하고 약 백십만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대도시이다. Fig. 1에서와 같이 연안을 따라 석유화학

공단, 자동차, 조선 산업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내륙

으로 도시역이 집중되어 분포하고 있다. 울산지역의 연

평균 대기오염 수준은 전국의 주요 대도시와 비교해 큰

차이는 없으나, 매년 환경기준치 초과빈도가 기록되고

있으며 특히 산업시설이 주된 배출원인 이산화황(SO2)

의 경우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평균농도를 기록하고 있

다.22) 지역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은 대규모 산업시설과

도시교통 등으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과 연안지역 기

상조건(해륙풍 순환 등)의 복합적 영향으로 볼 수 있다.

2. 알레르기 비염 자료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알레르기 비염 유병자료는 통계

청의 승인(승인번호: 05014)을 받은 2006년 울산광역시

보건지표조사 결과로부터 얻어졌다. 이 조사는 울산지

역에서는 최초로 지역 전역의 알레르기 비염의 유병분

포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주었다. 지역 내 선

정된 500개 표본 조사구(Fig. 1)에서 4,112가구가 면접

설문조사에 참여하였고(응답률: 82.2%) 총 3,722명의

소아 및 청소년(1-18세)의 알레르기 비염 유병 실태가

조사되었다. 상세한 표본조사 방법과 전반적인 통계결

Fig. 1. Map showing location of the Ulsan metropolitan

region (UMR), the geographical features of the UMR,

distribution of 500 sample survey districts. 

Fig. 2. Distribution of selected survey districts (black dots)

including study population. Large open circles indicate

air monitoring sites in the U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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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울산광역시(2006) 보고서에 제시되어 있다. 알레

르기 비염 설문응답자 중 대기오염 노출평가(이후 제

시)를 위해 지역 내 분포한 13개 대기오염 모니터링

지점(Fig. 2)으로부터 1.5 km 또는 2 km 반경 내에 위

치한 표본조사구의 총 1,499명을 최종 연구대상자로 결

정하였다. 

최근의 유병률 현황 및 대기오염도와의 관련성 평가

를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알레르기 비염 지표는

1년 의사진단 경험여부로 하였다. 이는 “지난 12개월간

의사로부터 알레르기 비염 진단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

까?”라는 설문내용의 답에 근거한 것으로, 우리나라가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지표는 조사당시 현재의 알레르기 비염 유병상태를 알

수 있는 적절한 지표로 볼 수 있다. 

3. 대기오염 노출평가 

Fig. 2는 울산광역시에 분포하는 13개 모든 대기오염

측정망과 알레르기 비염 설문응답자가 포함된 조사구

위치, 그리고 알레르기 비염 유병과 관련한 대기오염

노출평가를 위해 선택된 대기오염 측정지점 9곳과 각

측정지점 값이 적용되는 범위 및 해당 대상자들의 위

치를 보여준다. 

대기오염 노출평가를 위해 사용된 대기오염물질 농도

자료는 지난 1년간의 알레르기 비염 유병정보와 관련

하여 2005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단, 효문측정소(Fig.

2의 HM)의 경우 측정이 시작된 해가 2006년이라 이후

3년(2006-2008) 동안의 평균값으로 대체하였다. 총 13개

지점에서 측정된 5개 대기오염물질(이산화황(SO2), 이

산화질소(NO2), 오존(O3), 일산화탄소(CO), 미세먼지

(PM10)의 1시간 평균농도자료를 수집하였고, 각각의 오

염물질에 대해 유효측정일(75% 이상 측정)의 일평균농

도(오존의 경우 일최고 8시간 평균농도)를 계산하였다.

최종적으로 연평균농도 수치를 계산하여 대기오염 노

출량 지표로 사용하였다. 

알레르기 비염 설문에 응답한 3,722명의 대기오염 노

출수준을 추정하기 위해 각 측정지점을 중심으로 일정

거리 범위에 거주하는 대상자만을 우선 선택하였고, 이

들을 대상으로 가장 근거리에 위치한 측정지점의 연평

균농도 값을 적용하였다. 여기서 도심지역은 측정망으

로부터 1 km 이내, 그 외 지역은 1.5 km 이내로 결정

하였다(Fig. 2의 원). 이는 대상자 수와 측정농도의 동

질성 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건물 등의 복잡 구조물이

많은 도심지역의 경우 한 측정망의 값이 넓은 지역을

대변하기 어렵다. 물론 이러한 방법은 내외삽을 통한

추정방법 등과 비교해 노출량의 경도변화는 적으나 측

정망이 적거나 존재하지 않는 지역의 과대과소 평가로

유발되는 잘못된 노출평가의 오차를 줄일 수 있다. 그

리고 측정지점에 해당 대상자가 50명 미만인 경우(해당

측정소: BG, YC, HS, SN) 통계적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에서 제외되어 총 9개 측정소의 대기오염 노

출량 지표 값이 총 1,449명의 대상자들에 적용되었다. 

 

4. 통계분석 

측정소를 기준으로 평가된 지역별 대기오염 노출량과

알레르기 비염 유병률 분포간의 단순 선형관계를 조사

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과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수

행하였다. 또한 대기오염이 알레르기 비염 유병에 미치

는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 다중로지스틱회귀모델

(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 model)를 사용하여

ORs(odds ratios) 값을 추정하였다. 종속변수는 대상인

구의 1년 의사진단에 근거한 알레르기 비염 유병여부

이고 설명변수는 5개 대기오염물질의 연평균 농도값을

사용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혼란인자(confounding

variagles)인 나이와 성별에 대한 보정이 설문을 통해

전체 자료가 확보된 대상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모

든 통계분석은 SPSS Statistics 17.0(SPSS Inc.,

Chicago, IL, USA)을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III. 결과 및 고찰

1. 대상인구 및 알레르기 비염 유병률

Table 1은 연구대상 인구인 1,449명의 나이별, 성별,

가구소득별 분포와 각 집단별 알레르기 비염 유병률을

보여준다. 또한 나이, 성, 소득수준에 대해 각각 로지스

틱 회귀분석결과 얻어진 ORs(95% 신뢰구간)을 제시하

고 있다. 나이군별 비교에서 초등학생(7-12세) 집단에서

가장 높은 유병률(12.3%, 69명)이 조사되었고, 소아집

단(6세 이하)과 비교해 볼 때 유의한 차이로 양의 증가

가 나타났다(OR = 1.92, CI = 1.23-3.00). 성별 비교에서

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3% 정도 높은 11.3%의 유병

률이 조사되었으며 여자에 비해 남자가 1.44배(1.02-

2.05) 높은 위험도를 보였다. 소득수준은 연구 대상인구

중 약 70%의 응답률을 보였는데 가구 소득수준이 높

은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유병률이 높게 나타났다. 로지

스틱 회귀분석결과 저소득(월 200만원 이하) 집단을 기

준으로 중산층 집단(201-400만원)의 알레르기 비염 발

병위험도가 약 1.68배(CI = 1.05-2.68) 높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본 연구의 대상인구에서 약 10%의 1년

의사진단 알레르기 비염 유병률을 보였다. 이는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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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된 우리나라 초등학생 유병률(평생진단: 28.5%)과

는 차이가 있다.4) 물론 통계에 사용된 알레르기 비염

유병 정의와 대상자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

교는 힘들다. 연구대상의 나이와 성, 소득수준에 의한

유병률 차이가 있었으며, 초등 학생집단과 남자집단에

서 나타난 유의하게 높은 유병률은 기존 알려진 조사

결과와 유사하다.14,23) 

 

2. 대기오염도와 관련성 

Table 2는 선택된 9개 대기오염 측정지점에서 측정된

각 오염물질의 연평균농도(오존의 경우 일최고 8시간

평균농도의 연평균)와 연중 95 percentile 값이 나타나

있다. 또한 각 측정지점을 중심으로 정의된 영역 내 나

타난 알레르기 비염 유병자수와 유병률이 함께 제시되

어 있다. 대기질의 경우 오염물질별 차이는 있으나 연

안 대규모 공단 인근지역(YE, HM, DS)에서 산업시설

관련 오염물질(주로 PM10, SO2) 농도가 높게 나타났

다. 또한 NS 지역의 경우 연안공단과 도심으로부터 상

당거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최고의 PM10

및 O3 농도를 볼 수 있다. 이는 국지적 배출을 배재할

수 없으나 울산지역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해풍의 영향

과 골을 따라 연안공단 오염공기괴가 수송될 수 있는

지리적 환경이 중요한 원인으로 추정된다(Fig. 1 참고).

연안지역 오염물질의 이동과 축적에 따른 빈번한 고농

도발생은 해륙풍 순환등과 관련해 이미 많이 알려진 현

상이다.

Table 1. Prevalence of physician-diagnosed allergic rhinitis by study population characteristics

Subjects N (%) Prevalence N (%) OR (95% CI)

Age (years)

6 456 (31.5) 31 (6.8) 1

7-12 562 (38.8) 69 (12.3) 1.92 (1.23-3.00)*

13-18 431 (29.7) 43 (10.0) 1.52 (0.94-2.46)

Gender

Female 706 (48.7) 59 (8.4) 1

Male 743 (51.3) 84 (11.3) 1.44 (1.02-2.05)*

Household monthly incomea 

200 438 (42.9) 31 (7.1) 1

201-400 450 (44.0) 51 (11.3) 1.68 (1.05-2.68)*

>400 134 (13.1) 16 (11.9) 1.78 (0.94-3.37)

Total 1449 143 (9.9)

aNumber of subjects do not add up to total N because of missing data; Unit of income: million Korean won; CI: confidence

interval. *p < 0.05.

=
<

=
<

Table 2. Air pollutant concentrations and prevalence rates of allergic rhinitis (AR)

Site 
Pollutant concentrations, Mean±SD (95%tile) AR Prevalence

PM10 (µg m3) O3

a (ppb) NO2 (ppb) SO2 (ppb) CO (0.1 ppm) n/Nb %

Daesong (DS) 38.5±16.9 (78.5) 30.2±13.1 (53.4) 23.3±10.6 (42.1) 6.7±5.8 (6.7) 4.7±4.2 (4.7) 23/227 10.1

Sungnam (SN) 54.9±27.7 (106.3) 32.6±12.7 (54.1) 17.9±9.2 (32.9) 5.0±4.4 (5.0) 4.9±2.8 (4.9) 11/117  9.4

Yaeum (YE) 48.0±23.7 (94.0) 35.3±17.9 (68.8) 23.8±10.2 (42.5) 6.3±5.6 (6.3) 4.5±3.0 (4.5) 17/154 11.0

Samsan (SS) 40.0±20.5 (78.5) 31.9±13.2 (56.5) 23.2±10.3 (41.2) 6.0±4.7 (6.0) 5.3±2.7 (5.3) 12/153  7.8

Sinjung (SJ) 49.6±25.4 (99.4) 30.1±12.9 (54.4) 25.6±11.6 (48.8) 5.8±4.6 (5.8) 6.4±3.0 (6.4) 15/127 11.8

Deoksin (DES) 43.7±22.9 (87.4) 34.9±13.8 (60.8) 23.6±7.7 (37.5) 5.7±5.1 (5.7) 2.8±1.6 (2.8) 4/72  5.6

Mugeo (MG) 41.8±19.3 (82.9) 29.4±14.9 (59.3) 35.1±10.5 (53.2) 4.4±3.3 (4.3) 2.7±1.6 (2.7) 11/205  5.4

Hyomun (HM) 58.9±53.8 (115.5) 35.2±13.8 (59.3) 24.2±11.0 (44.3) 6.0±4.9 (6.0) 3.2±1.8 (3.2) 16/96 16.7

Nongso (NS) 59.9±28.7 (114.2) 38.5±16.7 (69.6) 22.2±10.2 (39.2) 5.1±3.9 (5.1) 2.7±1.3 (2.7) 34/298 11.4

aAnnual average of daily maximum 8-h mean concentrations; bNumber of physician diagnosed allergic rhinitis (past 12 month) /

Number of population numbers living ≤ 1.5 km (except for Hyomun and Nongso, 2 km) from monitoring sites.



울산지역 대기오염과 알레르기 비염 유병률과의 관계 469

Journal of Environmental Health Sciences, Vol. 36(6)

지역별 유병률의 분포는 최소 5.4%(MG 지점)에서

최고 16.7%(HM 지점)의 큰 차이를 보였고 연안 공단

지역 인근에 위치한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유병률

이 조사되었다. 공단 인근 세 곳과 (YE, HM, DS) 도

심 및 외곽지역 네 곳(SN, SS, SJ, MG)을 각각 그룹

으로 묶고 유병률 차이에 대한 교차분석을 수행한 결

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

다(p < 0.05). 

Table 3은 지역별 대기오염물질 농도와 유병률간의

피어슨 상관계수를 제시한 것으로 대기오염도와 유병

률간의 상관관계를 볼 수 있다. PM10의 경우 평균농도

와 95 percentile 농도값이 유병률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R = 0.68, 0.71)을 가졌지만 나머지 물질의 경우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산업시설 및 관련

수송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디젤기관으로부터 배출

되는 입사성물질(diesel exhaust particles, DEP)들이 알

레르겐 감작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2,6,24) 고려해 볼 때

산업지역의 높은 PM10농도와 유병률의 양의 관련성은

의미 있는 부분이다. 알레르기 비염 유병률과 관여하는

대기오염물질들의 복합적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연

평균 대기오염도를 이용하여 다중선형회귀분석(stepwise

method, P < 0.05)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PM10과

SO2  농도로 유병률 변화의 81%를 설명할 수 있었다

(R-square: 0.81). 즉 PM10과 SO2가 공단지역 배출의

영향이 크다고 볼 때 이 두 물질이 알레르기 비염 발

병에 상당히 관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관

및 회귀분석 결과는 단순히 오염물질과 유병률간의 관

련성을 보여주는 결과로서 대기오염도를 다양한 요인

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의 주된 원인의 하나로 설명할

수 있지만, 자료수의 한계가 있으므로 통계결과의 변동

성 여지는 충분히 있다. 

3. 대기오염 영향의 평가 

Table 4는 대상자 1,449명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노출

량을 대응시켜 다중 로지스티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이다. 나이와 성별에 대한 보정 전후의 OR과 95% 신

뢰구간, 유의수준이 제시되어 있다. 보정전 결과에서 오

염물질들 중 PM10과 SO2가 알레르기 비염 위험과 통

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PM10은 10 µg m−3

증가당 1.74배(95% CI, 1.14-2.65) 알레르기 비염 위험

이 증가하고, SO2는 1 ppb 증가당 1.56배(95% CI,

1.09-2.25) 상승하였다. 나이와 성별에 대한 보정 후 결

과에서도 여전히 두 대기오염물질이 알레르기 비염 위

험도를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PM10에

대해서는 1.76배(95% CI, 1.15-2.70), SO2에 대서는

1.63배(95% CI, 1.12-2.35)의 odd ratio 값이 계산되었

다. 결과적으로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산업활동과 관

련한 대표적인 오염물질인 PM10과 SO2 농도가 증가하

게 되면 알레르기 비염 위험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환경노출평가와 잠재적 혼란인

자의 보정의 문제로 결과해석에 한계가 존재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대기오염물질 측정망 중심으로 일정거

리에 위치한 대상자들이 동일한 대기오염물질농도 수

준에 노출된다고 가정함으로써 개인에 대한 정확한 노

Table 3.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air pollutant

concentrations and prevalence rates of allergic rhinitis

Pollutant R p 

PM10 (µg m−3), 

mean 

Annual mean 0.680 0.044

95% tile 0.713 0.031

O3 (ppb), 

8-hour maximum

Annual mean 0.359 0.343

95% tile 0.104 0.790

NO2 (ppb), 

mean

Annual mean -0.317 0.405

95% tile 0.000 0.999

SO2 (ppb), 

mean

Annual mean 0.391 0.298

95% tile 0.414 0.268

CO (0.1 ppm), 

mean 

Annual mean 0.161 0.679

95% tile 0.097 0.803

R: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p: Significant level, 2-

tailed.

Table 4. Relationship between physician-diagnosed allergic rhinitis and the levels of air pollutants 

Pollutant OR (95% CI) p aOR (95% CI) p 

PM10 (10 µg m−3), mean 1.74 (1.14-2.65) 0.010 1.76 (1.15-2.70) 0.010

O3 (ppb), 8-hour maximum 0.96 (0.84-1.10) 0.545 0.96 (0.84-1.10) 0.550

NO2 (ppb), mean 1.01 (0.95-1.08) 0.721 1.02 (0.95-1.09) 0.592

SO2 (ppb), average 1.56 (1.09-2.25) 0.016 1.63 (1.12-2.35) 0.010

CO (0.1ppm), average 0.99 (0.77-1.27) 0.926 0.98 (0.76-1.26) 0.843

Odds ratios (ORs): a change in each factor by 1 unit; aOR: mutually adjusted OR by pollutants, age, and gender; CI: confidence

interval; p: Significant level.



470 오인보·이지호·심창선·김양호·유철인

Journal of Environmental Health Sciences, Vol. 36(6)

출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혼란인자로서 중

요할 수 있는 유전적 소인과 다양한 사회경제적 지표

에 대한 고려가 충분한 자료가 확보되지 못해 회귀분

석에 사용되지 못했다. 아울러 현 측정망 자료의 한계

로 인해 고려할 수 없었던 미세먼지 PM2.5와 유기화합

물 농도, 지역의 꽃가루 분포 등의 외부 환경요인들과

실내환경에 대한 영향 역시 평가되어야 할 부분이다. 

IV. 결  론

울산 전역 소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된 1년

진단 알레르기 비염 유병률은 약 10%로 나타났고, 초

등학생, 남아, 중산층 집단에서 유의하게 높은 유병률

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5.4-16.7%의 차이가 있었고, 대

기오염도와의 관련성이 보였다. 대기오염물질 중 PM10

의 농도가 지역 유병률과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고(연평

균: R = 0.68, 95 percentile: R = 0.71), 다중선형회귀분

석결과 PM10과 SO2 농도로 알레르기 비염 유병을

81% 설명할 수 있었다. 또한 나이와 성별을 고려한 알

레르기 비염 발병위험도 분석에서는 PM10은 10 µg

m−3 증가당 1.76배(95% CI, 1.15-2.70), SO2는 1 ppb

증가당 1.63배(95% CI, 1.12-2.35) 발병 위험이 유의하

게 증가하는 결과를 얻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일부 대기오염물질(PM10, SO2)의 오염현상이 알레르기

비염 발생과 관련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알

레르기 비염 발병과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영향을 보

다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개인별로 다양한 혼란

인자의 고려와 환경노출 평가의 신뢰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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