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환경보건학회지, 제37권 제6호(2011)

J Environ Health Sci, 2011: 37(6): 406-417

406

http://dx.doi.org/10.5668/JEHS.2011.37.6.406

초등학생 가정을 대상으로 한 바이오에어로졸 노출과

아토피와의 연관성 평가

하진실·정혜정*·변혜정*·윤충식*·김양호**·오인보***·이지호**·하권철†

창원대학교 보건의과학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울산대학교 병원 산업환경의학교실, ***울산대학교 환경보건센터

Evaluation of Atopy and Its Possible Association with Indoor Bioaerosol

Concentrations and Other Factors at the Residence of Children

Jin Sil Ha, Heajung Jung*, Hyaejeong Byun*, Chungsik Yoon*, Yangho Kim**, In Bo Oh***,

Ji Ho Lee**, and Kwon Chul Ha†

Department Biochemistry & Health Science,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University of Ulsan,

Ulsan University Hospital, Ulsan, Korea

***Environmental Health Center, University of Ulsan, Ulsan, Korea

ABSTRACT

Objectives: Exposure to bioaerosols in the indoor environment could be associated with a variety adverse health

effects, including allergic disease such atopy.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assess children’s exposure to

bioaerosol in home indoor environments and to evaluate the association between atopy and bioaerosol, environ-

mental, and social factors in Ulsan, Korea.

Methods: Samples of viable airborne bacteria and fungi were collected by impaction onto agar plates using a

Quick Take TM 30 and were counted as colony forming units per cubic meter of air (CFU/m3). Bioaerosols were

identified using standard microbial techniques by differential stains and/or microscopy. The environmental fac-

tors and possible causes of atopy based on ISAAC (International Study of Allergy and Asthma in Childhood)

were collected by questionnaire.

Results: The bioaerosol concentrations in indoor environments showed log-normal distribution (p < 0.01). Geo-

metric mean (GM) and geometric standard deviation (GSD) of airborne bacteria and fungi in homes were 189.0

(2.5), 346.1(2.0) CFU/m3, respectively. Indoor fungal level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bacteria

(p < 0.001). The concentration of airborne bacteria exceeded the limit recommended by the Korean Ministry of

Environment, 800 CFU/m3, in three out of 92 samples (3.3%) from 52 homes. The means of indoor to outdoor

ratio (I/O) for airborne bacteria and fungi were 8.15 and 1.13, respectively. The source of airborne bacteria was

not outdoors but indoors. GM of airborne bacteria and fungi were 217.6, 291.8 CFU/m3 in the case’s home and

162.0, 415.2 CFU/m3 in the control’s home respectively. The difference in fungal distributions between case and

control were significant (p = 0.004) and the odds ratio was 0.996 (p = 0.027). Atopy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ype of house (odds ratio = 1.723, p = 0.047) and income (odds ratio = 1.891, p = 0.041). Some of the

potential allergic fungal genera isolated in homes were Cladosporium spp., Botrytis spp., Aspergillus spp.,

Penicillium spp., and Alternatia 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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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re this should be either ‘was little’ meaning ‘basically no significant

association was found’ or ‘was a small negative’ mean that an association was found but it was minor. It’s a very

improtant distinction. Association between airborne fungal concentrations and atopy and certain socioeconomic

factors may affect the prevalence of childhood at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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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아토피(atopy) 혹은 아토피 증후군(atopic syn-

drome)은 type I (IgE-매개) 감작(sensitization)이나

과민성 알레르기 반응에 대한 일반적인 용어로 집

먼지진드기, 애완동물, 음식물 등의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항원에 노출되어 IgE 농도가 높아져 소양증

(가려움증), 천식, 건초열, 습진 등을 동반하는 병변

이 일어났을 때 사용한다.1,2) 아토피 환자는 아토피

성 피부염(atopic dermatitis), 알레르기성 비염(allergic

rhinitis), 알레르기성 천식(allergic asthma), 알레르

기성 결막염(allergic conjunctivitis) 중 하나 혹은 하

나 이상의 증상을 가지고 있다.2)

아토피 유병률은 지난 30여 년동안 급격하게 증가

하여 미국에서 17.2%, 유럽에서 15.6%, 일본에서

24%로 보고되었으며,3) 심지어 정의에 따라서는 선

진국의 경우 20~40%까지 이른다고 보고된 바 있어,1)

그 심각성을 유추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2006년

실시한 전국 초등학생의 알레르기 질환 유병률과 그

변화 추이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5년 전보다 천식

의 유병률은 감소하였으나 알레르기 비염과 아토피

피부염 유병률은 각각 37.7%, 21.0%로 증가하였으

며 이는 전세계적인 추세와 유사하다고 보고하였다.4)

아토피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그 원인에 대한

조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아토피는 유전적

소인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5) 환경요인 중에서 화학물질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인자인 바이오에어로졸(bioaerosol)

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 급증해왔다. 바이오에어로졸

은 넓은 의미로는 생물학적으로 유래한 공기 중 오

염물질(biologically derived airborne contaminants)이

라고 할 수 있으며, 미생물, 생물체의 파편이나 독

소 등이 이에 속한다.6) 바이오에어로졸은 실내환경

에 존재하는 환기/냉방장치(가습기, 에어컨), 냉장고,

습기찬 벽지, 애완동물 등이 주요 발생원이며,7) 다

습하고 환기가 불충분한 경우 잘 증식하게 되고 실

내공기질(indoor air quality)에 영향을 주게 되어 결

국 보건학적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바이오에어로졸에 노출되어 나타나는 건강상의 악

영향으로는 폐렴과 같은 호흡기계 질환, 전염성 감

염질환, 급성독성, 아토피 피부염, 천식 등 알레르기

성 질환, 암 등이 있다.8,9) 그러나 그 인과관계가 명

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공중보건학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10) 2000년대 초반부터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바이오에어로졸 노출 시 아토피성

(Th2) 면역반응이 증가하고, 전 세계적으로 약 10%

의 인구가 진균성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11,12)

아토피와 같은 환경성 질환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서는 현재 부족한 실내환경에 대한 기초자료들을 광

범위하게 수집하여 그 발생 원인을 과학적으로 밝히

는 등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

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환경성 질환에 민감한

초등학생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바이오에어로졸

노출 정도를 평가하고, 아토피와 바이오에어로졸 및

사회환경적 요인들과의 연관성을 파악하여 발생 원

인, 관리 방안 및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

공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공업도시

인 울산광역시의 도심에 위치한 A 초등학교 학생들

의 가정을 대상으로 하였다. 재학 중인 대부분 학생

의 가정은 학교 인근인 상산동과 달동에 위치하며,

동남방향 2~3 km 내외로 공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을 연구하는데 적합한 조건이

라고 할 수 있다. 2010년 4월을 기준으로 A 초등학

교에 재학중인 1,387명 학생의 부모들을 대상(응답

률 95.3%)으로 지난 1년간 의사진단 유병률을 파악

한 결과 아토피 질환의 유병률은 전체적으로 35.0%



초등학생 가정을 대상으로 한 바이오에어로졸 노출과 아토피와의 연관성 평가 408

http://www.kseh.org/ J Environ Health Sci 2011: 37(6): 406-417

였으며, 세부질병 별로는 천식 2.5% (33명), 비염

27.8% (367명), 피부염 10.6% (106명)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2010년 6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아토

피 환아군 26명과 대조군 26명 등 총 52명의 가정

집을 대상으로 공기 중 바이오에어로졸을 시료채취

하였으며, 아토피와 관련인자들의 상관성을 분석하

기 위해서 ISAAC (International Study of Allergy

and Asthma in Childhood)에서 제안하고 있는4) 아

토피 관련 인자들에 대해 설문조사도 실시하였다.

2. 측정 및 분석방법

1) 측정방법

예비 실험을 거쳐 바이오에어로졸에 대한 적정 시

료채취시간(5~10분)을 정하고, 어린이가 등교한 후

오전 9시 정도부터 약 2시간 동안 시료채취가 이루

어졌다. 실내의 경우는 거실, 어린이방 등 어린이가

주로 생활하는 공간을, 실외의 경우는 공기가 실내

로 유입될 수 있는 지점인 아파트 베란다의 에어컨

실외기 등에서 약 1 m 높이를 측정지점으로 하였다.

2) 시료 포집 및 배양

공기 중 배양이 가능한(culturable) 바이오에어로졸

을 채취하기 위해서 28.3 l/min의 유량으로 보정된

펌프(Quick Take TM 30, SKC Inc, USA)와 시료

채취기(Andersen one-stage sampler, SKC Inc, USA)

를 사용하였다. 세균을 시료채취 시 진균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하여 Cychoheximide(항생제, 0.5 g)를 첨

가하여 만든 TSA (tryptic soy agar) 배지를 사용하

였으며, 진균의 경우는 세균의 성장을 억제시키기 위

한 Chloramphenicol 항생제를 첨가한 MEA (malt

extract agar) 배지를 사용하였다. 시료는 5~10분 동

안 채취하였으며, 채취기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료채취 전 채취기 내부를 알코올(70%) 솜으로 소

독처리를 한 후 건조시킨 다음 멸균된 배지를 장착

하였다.

시료채취가 끝난 후 시료를 아이스박스에 넣어 실

험실로 운반한 후 세균의 경우는 37 oC 배양기에서

24시간 이상 배양하였으며, 진균의 경우는 25 oC 배

양기에서 72시간 이상 배양하였다. 배양 후 충분한

훈련을 거친 연구자가 배지 위에 형성된 집락형성단

위(colony forming Unit, CFU)를 계수한 후 채취공

기량(m3)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농도(CFU/m3)를 표

시하였다(Equation 1, 2). 시료채취 시 나타날 수 있

는 측정 오차를 보정하기 위하여 전체 시료의 10%

는 공시료를 사용하였다.13) 한편 측정지점에서 시료

채취시간 동안 바이오에어로졸의 농도 분포에 영향

을 줄 수 있는 온도와 습도 등 환경요인은 VelociCalc

Air Velocity Meter (Model 9555 Series, TSI, USA)

로 측정하였다.

(1)

Air volume (m3) = Flow Rate (28.6 l/min) × sam-

pling time (min) × 1/103 (Eq. 2)

3) 배양균의 동정

바이오에어로졸 중 문헌 고찰을 통하여 실내환경

에서 주로 발견되는 진균의 종류와 특성을 파악한

후, 집락에서 진균을 채취하여 새로이 배양한 다음

육안 및 현미경 관찰을 통해서 색상, 형태, 포자 등

의 형태를 파악하여 동정하였다.

3. 통계분석

수집된 자료에 대한 통계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version 19.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W-검정

(Shapiro-Wilk test)을 통해 자료의 분포도를 확인하

였으며, 기하정규분포에 대한 대표 통계치인 기하평

균(GM)과 기하표준편차(GSD)로 표시하였다. 아토

피와 바이오에어로졸 농도, 사회경제 및 환경인자와

의 연관성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고, 시료

채취 장소별 바이오에어로졸 농도 차이는 ANOVA

와 Duncan의 다중비교 분석방법을, 실내와 실외의

농도 차이는 t-검정방법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

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초등학교 어린이의 바이오에어로졸 노출 평가

설문조사를 통해 초등학생의 일일시간활동(time-

activity diary)을 분석한 결과 하루 24시간 중 약 57.5%

에 해당하는 13.8시간을 가정에서, 약 25%인 6시간

정도는 학교에서, 학원 등 방과후 활동에 나머지 시

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어린

이는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고 있

CFU m3⁄
No. of colony counted on agar plate

Air Volume m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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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환경성 건강 유해인자의 노출 정도를 평

가하기 위해서는 가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1) 바이오에어로졸 노출 수준

초등학생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측정한 바이오

에어로졸의 농도 분포는 Table 1과 같다. Shapiro-

Wilk test를 통해 공기 중 진균과 세균의 농도 분포

를 파악한 결과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수정

규(log-normal) 분포를 하고 있었다 (W-test, p < 0.01).

일부 오염되어 분석이 불가능한 시료를 제외한 실내

공기 중 세균의 기하평균(geometric mean, GM)은

189.0 CFU/m3, 기하표준편차(geometric standard

deviation, GSD)는 2.5로 나타났으며 농도 범위는

7~2,196 CFU/m3였다. 시료채취 장소별 GM값은 어

린이방에서 195.2 CFU/m3로 거실(182.9 CFU/m3)보

다 높았으며, 거실에서의 농도 범위가 어린이방보다

더 넓게 분포하였으나 두 지점간의 차이는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었다. 진균의 실내공기 중 GM은 346.1

CFU/m3 (GSD = 2.0), 농도 범위는 21~1,203 CFU/m3

로 나타났다. 시료채취 장소별로는 세균과 같이 어

린이방(353.6 CFU/,m3)이 거실(338.6 CFU/m3)보다 높

게 분포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실

내환경에서 세균과 진균의 농도 분포를 비교한 결과

진균의 농도가 세균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

다(p < 0.001).

외기에 존재하는 세균은 실내농도 분포보다 매우

Table 1. Summary of airborne bioaerosol distribution at the residence of children

Bioaerosol
Indoor

Outdoor
Bedroom Living Room Sum

Bacteria

No. of Samples 46 46 92 46

GM (GSD), CFU/m3 195.2 (2.3) 182.9 (2.6) 189.0 (2.5) 40.4 (2.0)

Range, CFU/m3 35~1,622 7~2,196 7~2,196 7~126

Fungi

No. of Samples 48 47 95 47

GM (GSD), CFU/m3 353.6 (2.1) 338.6 (1.8) 346.1 (2.0) 408.8 (2.0)

Range, CFU/m3 21~1,203 70~1,105 21~1,203 35~1,091

GM: Geometric Mean, GSD: Geometric Standard Deviation.

Fig. 1. Cumulative probability plot of viable bioaerosol

concentrations.
Fig. 2. Box plot of indoor to outdoor concentration ratios

(I/O ratio) of bioaerosol.

Fig. 3. Relationship of bioaerosol distributions in indoor

and outdoor of h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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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기하평균 40.4 CFU/m3 (GSD 2.0)로 분포하고

있었으며, 실내외농도비(indoor to outdoor concen-

tration ratio, I/O)는 8.15로 실내가 실외보다 약 8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진균의 경우는 세균과는 달리

기하평균이 실내보다 더 높은 408.8 CFU/m3(GSD

2.0) 로 분포하였으며 I/O 평균은1.13으로 실내외 농

도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 2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세균의 I/O가 진균의 I/O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 < 0.01). 세균과 진균의 실

내외 농도간 상관성은 Fig. 3에 나타내었다. 진균의

경우 실외와 실내 농도가 어느 정도 양의 상관성을

보였지만(R2 = 0.329), 세균은 상관성이 매우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R2 = 0.034).

2) 바이오에어로졸 노출 기준과 평가 

바이오에어로졸의 인체 악영향이 확인되거나 의심

되고 있어 Appendix 1과 같이 다양한 국가와 기관

에서 관리기준 혹은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

라의 경우 환경부에서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

기질관리법’에 의해 다중이용시설 17개에 대해, 고

Appendix 1. Standards, guidelines and recommendations for bioaerosol according to nations and organizations

Nation Organization
Standard (Recommendation, Guideline)

Airborne Bacteria Airborne Fungi

Korea (2004)

Ministry of

environment

Commercial

building

(subway etc.)

800 CFU/m3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Office indoor air

management
800 CFU/m3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School

(School health

 law)

800 CFU/m3

(Falling : 10 CFU/room)

United States

OSHA (1999)
Occupational

Health Area

Contamination indicators :

 - ≥ 1000 CFU/m3

 - ≥ 106 fungi/g dust

 - ≥ 105 fungi/mL stagnant water or slime

ACGIH (1989)
Occupational

Health Area

 - < 100 CFU/m3 considered of no concern

 - 200 CFU/m3 recommended as a guideline for fungal bio-

aerosols.

 - 500 CFU/m3 (total culturable bacteria)

Canada

Public Works

(2005)
Public

 - Indoor fugal quantities should be lower compared to outside

 - Contamination if quantity of normal outdoor(phylloplane)

species 500 CFU/m3 indoors

Health Canada

(1995)
Public

 - ≤ 150 CFU/m3 acceptable if a mixture of the outdoor air

spores

 - ≤ 500 CFU/m3 acceptable in summer if the species present

are primarily Cladosporiumor other tree and leaf fungi

 - Contamination if > 50 CFU/m3 of a single species

WHO(1988) 500 CFU/m3 500 CFU/m3

CEC(1993)
House and office

(CFU/m3)

Home Office Home Office

Very Low

Low

Medium

High

Very High

< 100

< 500

< 2,500

< 10,000

> 10,000

< 50

< 100

< 500

< 2,000

> 2,000

< 50

< 200

< 1,000

< 10,000

> 10,000

< 25

< 100

< 500

< 2,000

> 2,000

WHO : World Health Organization. OSHA : U.S. Department of Lab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ACGIH:

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 CEC: Commission for European Committ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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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노동부에서는 사무실과 같은 실내작업환경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교보건법에 의해 학교의 실

내환경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공기중 총부유세균 800

CFU/m3를 기준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14) 비

록 상기 세 가지 법의 적용대상에 가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본 연구 결과를 이 기준과 비교하여 평

가해보면 전체 세균시료 92개 중 약 3.3%에 해당하

는 3개의 시료가 기준을 초과하였다.

우리나라에는 진균에 대한 기준이 없으나 많은 국

가와 기관에서는 세균보다는 진균에 대한 관리기준

을 보다 엄격하게 제시하고 있다. 미국의 OSH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산

업안전보건청)에서는 오염의 지표로 1,000 CFU/m3

를 제안하고 있으며,15) ACGIH에서는 1989년도에 진

균성 바이오에어로졸에 대해 200 CFU/m3을 지침으

로 제시하였으나,16) 공식적인 “Threshold Limit Values

(TLVs) and Biological Exposure Indices (BEIs)”에

서는 노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6,17,18) 캐나다

에서는 단일 종이 50 CFU/m3 이상 존재 시 ‘concern’

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종들이 같이 존재

할 때는 각 종의 농도가 150 CFU/m3 이하일 경우

‘acceptable’로 분류하며, 여름철에는 Cladosporium

존재 하에 전체 진균 농도가 500 CFU/m3 이하일 경

우 ‘acceptable’로 분류하고 있다.19) WHO, 싱가포르

등에서도 캐나다와 같이 진균에 대해서 500 CFU/m3

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실내환경 중 진균에 대해 500 CFU/m3

를 제시하고 있어 본 연구 결과를 이 기준과 비교

하여 평가해보면 총 95개의 시료 중 약 25.3%에 해

당하는 24개의 시료가 기준을 초과하고 있었다. 또

한 일부 연구에서 1,000 CFU/m3를 오염되지 않는

환경과 오염된 환경을 나누는 기준으로 제안하고 있

기 때문에,12) 이를 기준으로 보면 약 6.3%인 6개의

시료가 기준을 초과하고 있었다. 유럽 CEC에서는

바이오에어로졸의 농도에 따라 실내환경을 다섯 가

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건강상의 악영향을 기준

으로 구분한 것이 아니라 실내환경에서 측정된 자료

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20) 이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

해보면 세균은 2등급에 해당하는 “Low”에 속하지만,

진균은 3등급인 “Medium”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

어 세균보다는 진균에 의한 오염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2. 환아군과 대조군 가정에서 바이오에어로졸 분포

환아군과 대조군의 가정을 대상으로한 바이오에어

로졸의 농도 분포는 Table 2와 같다. 공기 중 세균

은 환아군의 가정에서 GM (GSD)값이 217.6 (2.2)

CFU/m3로 대조군의 162.0 (2.7) CFU/m3보다 더 높

은 농도로 분포하고 있으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 > 0.05). 진균의 경우는 환아군의

가정에서 GM (GSD)값이 291.8 (1.9) CFU/m3로 대

조군의 415.2 (1.9) CFU/m3보다 더 낮은 농도로 분

포하고 있었으며(교차비 [odds ratio] 0.996, p = 0.027),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가정 내의 어

린이방과 거실 등 측정지점간 차이는 진균이나 세균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 > 0.05).

가정측정 대상자의 부모님을 대상으로 ISAAC에

서 제안하고 있는 아토피 관련 항목들을4) 설문조사

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대상 어린이의 성별 분

포를 보면 남녀 각각 26명으로 환아군 중에서 남아

16명(30.8%), 여아 10명(19.2%)으로 나타났으며, 대

조군에서는 반대로 남아 10명(19.2%), 여아 16명

(30.8%)으로 나타나 환아군에서는 남아의 비율이, 대

조군에서는 여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 분

포를 보면 3, 4학년이 각각 31명과 21명이었으며, 학

년별 환아는 3, 4학년에서 각각 13명(25.0%), 14명

(26.9%)으로 4학년에서의 환아의 비율이 더 높게 나

Table 2. Distribution of bioaerosol concentrations and evaluation of the association between atopy and bioaerosol at home

Bioaerosol Case Control
p-value

(Difference)

Odds ratio

(p-value)

Bacteria

No. of samples 48 44

0.199
1.001

(0.501)
GM (GSD), CFU/m3 217.6 (2.2) 162.0 (2.7)

Range 52~2,144 7~636

Fungi

No. of samples 49 46

0.004
0.996

(0.027)
GM (GSD), CFU/m3 291.8 (1.9) 415.2 (1.9)

Range 21~1182 70~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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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아토피와 이의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경

제적 요인들과의 연관성을 파악한 결과 거주지 형태,

월 수입 등은 α = 0.05 수준에서, 성별, 학년별, 거

주기간 등은 α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거주지 형태의 경우 공동주택보다는

아파트에서, 아파트 층수 별로는 저층보다는 고층에

서 더 높은 아토피 유병률을 보였다(교차비 1.723,

Table 3. Evaluation of the association between children with atopy and contributing factors

Factors
Control Case Total Odds ratio

(p-value)N (%) N (%) N (%)

Sex
boy 10 (19.2) 16 (30.8) 26 (50.0)

0.319 (0.099)*
girl 16 (30.8) 10 (19.2) 26 (50.0)

Grade
3 grade 18 (34.6) 13 (25.0) 31 (59.6)

2.769 (0.084)*
4 grade 7 (13.5) 14 (26.9) 21 (40.4)

Type of House

multiplex 5 (9.6) 1 (1.9) 6 (11.5)

1.723 (0.047)**
Apt. (< 5F) 5 (9.6) 4 (7.7) 9 (17.3)

Apt. (< 10F) 5 (9.6) 5 (9.6) 10 (19.2)

Apt. (> 10F) 10 (19.2) 17 (32.8) 27 (52.0)

Year of

construction

before 2000 20 (38.5) 23 (44.2) 43 (82.7)

1.154 (0.663)after 2000 4 (7.7) 4 (7.7) 8 (15.4)

No response 1 (1.9) 0 (0.0) 1 (1.9)

Residence

< 4 years 6 (11.5) 13 (25.0) 19 (36.5)

0.845 (0.053)*4~7 years 10 (19.2) 10 (19.3) 20 (38.5)

> 7 years 9 (17.3) 4 (7.7) 13 (25.0)

No. of Family
≤ 4 18 (34.6) 17 (32.7) 35 (67.3)

1.654 (0.212)
> 4 6 (11.5) 11 (21.1) 17 (32.7)

Smokers

in the family

no 16 (30.8) 20 (38.5) 36 (69.2)
0.546 (0.311)

yes 6 (11.5) 10 (19.3) 16 (30.9)

Education of

Mother

less than

junior college
9 (17.3) 7 (13.5) 16 (30.8)

1.252 (0.512)
more than

college graduate
16 (30.7) 20 (38.5) 36 (69.2)

Monthly income

≤ 3 mil Won 11 (23.1) 5 (9.6)) 16 (30.8)

1.891 (0.041)**> 3 mil Won 13 (25.0) 21 (40.5) 34 (65.4)

No response 2 (3.8) 0 (0.0) 2 (3.8)

Pet
no 16 (30.8) 22 (42.3) 38 (73.1)

0.404 (0.162)
yes 9 (17.3) 5 (9.6) 14 (26.9)

Carpet
no 19 (36.5) 18 (34.6) 37 (71.1)

1.583 (0.459)
yes 6 (11.5) 9 (17.4) 15 (28.9)

Water leak
no 21 (40.4) 22 (42.3) 43 (82.7)

1.193 (0.811)
yes 4 (7.7) 5 (9.6) 9 (17.3)

Air conditioner
no 2 (3.8) 2 (3.8) 4 (7.7)

1.087 (0.936)
yes 23 (44.2) 25 (48.1) 48 (92.3)

Temperature

(oC)
Mean (SD) 27.0 (1.4) 27.4 (0.9) - 0.887 (0.741)

Humidity (%) Mean (SD) 62.4 (8.4) 59.8 (10.4) - 1.045 (0.380)

*: p < 0.1, **: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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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0.047). 월 수입의 경우는 3백만 원 이하보다는

그 이상에서 아토피 유병률이 더 높았다(교차비 1.891,

p = 0.041). 또한 남아보다는 여아가 더 낮은 유병률

을 보였으며(교차비 0.319, p = 0.099), 3학년보다는

4학년에서(교차비 2.769, p = 0.084), 거주기간이 길

때보다는 짧을 때가 더 아토피 유병률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교차비 0.845, p = 0.053). 그러나 아토

피 유병률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가족 구

성원 수, 흡연, 부모의 교육 정도, 애완동물, 카펫,

누수, 에어컨 등은 아토피와의 연관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 > 0.1). 또한 본 연구를 수행할 때

실내평균온도는 환아군 27.4oC, 대조군 27.0oC였으

며, 습도는 환아군 59.8%, 대조군 62.4%로 나타났

으며 공기 중 바이오에어로졸 농도 분포나 아토피

유병률과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 0.05). 

3. 실내환경 중 진균의 동정

실내환경에 존재하는 진균류의 종류에 따른 분포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환아군 9가정, 대조군 13가

정 등 총 22개 시료에 대하여 동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환아군의 가정에서는

Botrytis (34.6%), Cladosporium (30.0%), Aspergil-

lus (24.6%), Penicillium (7.5%), Alternatia (3.3%)

의 순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대조군의 경우는

Cladosporium (41.8%), Botrytis (28.7%), Aspergil-

lus (17.4%), Penicillium (7.5%), Alternatia (4.8%)

순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IV. 고 찰

1. 바이오에어로졸 노출 평가

본 연구에서 조사된 세균의 농도(GM 189.0 CFU/

m3)는 병원(404 CFU/m3), 유아시설(931 CFU/m3), 노

인복지시설(294 CFU/m3), 산후조리원(586 CFU/m3)

보다 낮은 농도로 분포하였다.21) 진균의 농도 분포

(GM 346.1 CFU/m3)는 대학의 실험실(52 CFU/m3),

종합병원(156 CFU/m3), 일부 지하철 역사(254 CFU/

m3) 보다는 높은 농도이며, 지하상가(450 CFU/m3)

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22) 전체적으로 다른 연구와

비교 시 세균의 농도 분포는 낮고, 진균은 높은 농

도 분포를 보였다. 그 이유는 첫째, 시료채취시기가

달라서 바이오에어로졸의 농도 분포가 다르게 나타

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장마철

에 해당되는 시기에 시료채취가 이루어져 상대적으

로 다른 기간보다 습도가 높았기 때문에, 습기가 생

존 시 가장 중요한 제한요소인 진균은 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반면에 세균은 공기 중 진균과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농도 분포

를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23,24) 둘째는 실내 바이오에

어로졸은 온도, 상대습도, 공기 유속 등과 같은 주

변 환경조건에 따라 순간적으로 다량생성될 수 있어

발생양상이 연속적이지 않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7)

가변적인 농도 분포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실내환경 중 바이오에어로졸은 실내와 실외에서 그

발생원을 찾을 수 있다.7,23) 실내에서는 사람을 비롯

하여 애완동물, 집먼지, 쓰레기, HVAC (heating,

ventilation and air-conditioning) 시스템 등이 주요

발생원이며,7,23-26) 실외에서는 복잡한 환기시설을 갖

춘 건물로 쉽게 이동할 수는 없지만 출입이나 자연

환기 시 외기의 바이오에어로졸이 실내로 투입될 수

있으며, 특히 진균 포자 등이 잘 번식하는 시기에는

주요 발생원이 될 수 있다.7,23)

Nevalainen 등27)은 실내환경 중 바이오에어로졸의

오염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I/O를 계산하여 적용하였

는데 이를 통해 외기의 바이오에어로졸이 실내의 오

염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

에서 세균과 진균의 평균 I/O는 각각 8.15, 1.13으

로 세균은 실내에 그 발생원이, 진균의 경우는 외기

가 발생원이 되어 실내에 영향을 준다고 평가할 수

있다. de Aquino Neto 등28)은 I/O가 2이상일 경우

는 실내 공기질이 좋지 않으며, 1.5~2.0이면 보통이

며, 1.5 이하이면 좋은 공기질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Table 4. Average concentrations of identified fungi according to genus

No. of

Samples

No. of

Examined

Colonies

Average Concentrations by Genus, CFU/m3 (%)

Cladosporium Botrytis Aspergillus Penicillium Alternaria

Case 9 79 142.0 (30.0) 145.5 (34.6) 92.3 (24.6) 43.4 (7.5) 16.1 (3.3)

Control 13 63 224.5 (41.8) 155.9 (28.7) 94.4 (17.4) 52.7 (7.2) 23.8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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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과 비교하면 세균은 실내 공기질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진균과 같

이 상대적으로 높은 농도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는

단점이 있다.

실내환경 중 부유하고 있는 진균에 대한 동정 결

과 다양한 진균이 분포하고 있었으며 그 발생 빈도

도 다른 연구자들과29) 유사하게 나타났다. Etzel 등30)

은 아토피 피부염 및 천식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되

는 Alternaria 속 진균, 폐출혈과 관련된 Stachybotrys,

Cladosporium, Aucor, Ulocladium 등이 실내환경에

서 확인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아토피

피부염과 소아천식 등 알레르기성 질환과의 연관성

이 있다고 알려진 Cladosporium, Alternaria 등의 진

균들이 동정되었다.

노출기준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ACGIH에서

바이오에어로졸은 시료의 채취 및 분석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고, 양-반응 관계 설정이 어렵고, 집락이

복잡한 혼합체이고, 측정, 평가, 분석이 어렵고, 인

체 반응이 매우 다양하여 양-반응 관계를 확립할 수

없기 때문에 노출 기준을 설정하기가 어렵다고 밝히

고 있다.6,17,18) 그러나 다양한 국가와 기관에서 건강

영향이나 오염도 등을 기초로 노출 기준이나 지침

등을 제시하고 있고, 여러 연구자들이 바이오에어로

졸과 건강상의 악영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실내 진

균의 농도가 150-1,000 CFU/m3가 되면 충분히 인체

의 건강을 해칠 수 있으며,31) 공기 중 진균의 높은

농도 수준은 명확하게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끼친다

고32)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상의 악영향을 최

소화하기 위해서는 일반 대중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이나 범위 등을 제시함으로써 바이오에어

로졸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

과의 관련성에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해야할 것이

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국가나 기관과는 달

리 건강상의 악영향이 더 클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

진균에 대한 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에 대한 논의가 더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2. 아토피와 사회경제 및 환경인자와의 연관성

환아군과 대조군의 가정을 대상으로 공기 중 세균

과 진균의 농도가 500 CFU/m3를 초과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세균의 경우는 환아군에서 10.4%(48개 시

료 중 6개 시료), 대조군에서 13.6%(44개 시료 중

6개 시료)이었으며, 진균의 경우는 환아군에서는

13.7%(49개 시료 중 7개 시료), 대조군에서는 37.0%

(46개 시료 중 17개 시료)로 나타났다. 환아군보다

는 대조군의 가정에서 초과율이 더 높게 나타난 것

은 역설적으로 환아군의 집에서는 환아의 건강 상태

를 고려하여 집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여 바이오

에어로졸의 농도가 낮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Yoon 등33)의 연구에 따르면 환아군 가정의 청소 횟

수는 정상군보다 많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한편 위

생가설(hygiene hypothesis)에 따르면 위생적인 환경

(낮은 농도의 바이오에어로졸)에서 성장하게 되면 아

토피성(Th2) 면역반응이 증가하여 아토피 피부염과

알레르기성 천식이 더 발생한다는 주장도 있다.8,9)

Williams34)는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아토피의 발생

률이 더 높은데, 그 원인은 사회적 지위가 높고 경

제적 여유가 있을수록 자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 어

려서부터 다양한 영양제를 많이 먹이고 꼭 필요하지

않은 예방접종까지도 받게 하는 등 과도한 관심과

관리가 아토피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아토피 발생과 사회경제적인 요

인과의 연관성을 조사한 결과 대체적으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가구에서 아토피 유병률이 높게 나타났

지만 일부 인자를 제외하고는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

었다. 가구의 사회계층에 대한 지표가 될 수 있는

집의 거주형태(공동주택보다는 아파트, 아파트에서

도 저층보다는 고층)와 월수입(수입이 높을수록) 인

자에 있어서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 아

토피 유병률이 높게 나타났다(Table 3). Yoon 등33)

도 환아군이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높게 아파트에 거

주한다고 보고하였으며 Lee 등35)도 아토피 발생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인자는 생후 거주지를 옮겼을

때라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집의 형태, 건축 재료,

지리적 요인 등은 호흡성 진균이나 세균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도 있다.7) 또한 부모

의 교육수준, 가족 구성원의 크기 등의 인자에서는

환아군과 대조군에서 차이가 없었지만 Yoon 등33)은

높은 교육수준의 가정에서 아토피 발생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Sheikh등36)은 가족 구성원의 크기

는 아토피 발생과는 반비례한다고 보고하였다.

카펫(교차비 1.583), 누수(교차비 1.193), 에어컨

(교차비 1.087), 애완동물(교차비 0.404), 온도(교차

비 0.887), 습도(1.045) 등 환경인자와 아토피 유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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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과의 연관성을 조사한 결과 모든 인자가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p > 0.05). 환경인자와 아토피와의

연관성은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에서도 유의성

이 있는 경우도 있고 유의성이 없는 경우도 있어서

보다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3,5,35)

시료채취 시 온도와 습도 등의 환경인자들이 아토피

와 연관성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 아파트의

경우 연평균 실내온도가 23~28oC이며 하절기 평균

실내습도도 65% 이상으로 미생물의 증식 조건을 만

족시키고 있기 때문에37)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고 할 수 있다. 특히 상대습도는 바이오에어로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 인

자로 상대습도가 높을수록 진균의 농도가 높게 관찰

되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23,24)

아토피 피부염의 경우는 약 50%가 생후 2세 이전

에 발생하며 성장과 더불어 증상이 완화되거나 사라

진다. 실제로 연령대별 의사진단 아토피 피부염 유

병률을 보면 만 1세에 해당하는 유아기에서부터 소

아기, 청소년기로 접어들수록 유병률이 급격하게 감

소하는 경향이 있다.38) 본 연구의 대상자는 만 10~11

세의 초등학교 3, 4학년 학생으로 일부 아토피 환아

는 아토피가 발생된 후 점차 치유가 되고 있는 과

정에 있으며, 아토피와 관련 인자들에 대한 조사를

장기간에 걸쳐 여러 번 측정한 것이 아니라 한 번

측정하였다는 점 등이 아토피 발생과 바이오에어로

졸 농도 분포 등 환경인자와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토피의

발생원인 및 변화 양상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유아기

때부터 다양한 사회 및 환경인자들을 정기적으로 장

기간 관찰하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V. 결 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표적 공업단지인 울산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

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바이오에어로졸에 대한 노

출 평가와 함께 환경성 질환으로 알려진 아토피와

바이오에어로졸 및 사회 환경인자들과의 상관성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어린이에 대한 일일시간활동(time-activity

diary) 분석 결과 하루 24시간 중 약 57.5%에 해당

하는 13.8시간을 가정에서 보내며, 약 25%인 6시간

정도는 학교에서 보내고 있었다.

가정의 실내 공기 중 바이오에어로졸의 농도 분포

는 대수정규분포를 하고 있었으며(p < 0.01), 실내 공

기 중 세균의 기하평균은 189.0 CFU/m3 (GSD = 2.5)

였으며, 진균은 346.1 CFU/m3 (GSD = 2.0)로 나타났

다. 실내환경에서 세균과 진균의 농도 분포를 비교

한 결과 진균의 농도가 세균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p < 0.001) 실내의 시료

채취 장소별 농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p > 0.05). 세균의 실내외 농도비(I/O)는 8.15로 오

염원이 주로 실내로 판단되나, 진균의 경우는 I/O가

1.13으로 실내외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 주로 실외

기에서 실내로 유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부의 세균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인 800

CFU/m3을 적용하여 평가해보면 전체 92개의 시료

중 약 3.3%에 해당하는 3개의 시료가 기준을 초과

하였으며, 진균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기준을 제안

하고 있지 않으나 외국의 기준인 500 CFU/m3로 평

가해보면 총 95개의 시료 중 약 25.3%에 해당하는

24개의 시료가 기준을 초과하고 있었다.

아토피 관련 바이오에어로졸의 농도 분포는 환아

군 가정에서 세균과 진균이 각각 217.6, 291.8 CFU/

m3로, 대조군에서는 162.0, 415.2 CFU/m3로 분포하

였으며 진균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고(p < 0.01), 교차비는 0.996(p = 0.027)으로 나타났다.

아토피와 유의한 상관성을 보이는 사회경제적 인

자로는 거주지 형태(교차비 1.723, p = 0.047), 월수

입(교차비 1.891, p = 0.041) 등이었으며, 다른 인자

의 경우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아토피 유병률이 높은

경향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환경

인자와 아토피와의 연관성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인자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실내환경 중 진균에 대한 동정을 한 결과 아토피

와 같은 알레르기 질환과 관련 있는 종으로 의심되

고 있는 종들이 발견되어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

며, 환아군의 가정에서는 Botrytis (34.6%), Clados-

porium (30.0%), Aspergillus (24.6%), Penicillium (7.5

%), Alternatia (3.3%)의 순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났

으나, 대조군의 경우는 Cladosporium (41.8%)이 가

장 높은 빈도로 분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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