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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house dust mite concentrations in living rooms and

bedding materials in atopic case-control groups. 

Methods: Fifty four homes with children suffering atopic diseases as cases and fifty one homes without atopic

diseases as controls were selected after diagnosis at three elementary schools in Ulsan City. Dust samples were

collected from the living rooms and bedding materials in each home during summer and winter with a vacuum

cleaner and analyzed for house dust mites using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 Environmental

factors and family history were surveyed during sampling. 

Results: Both species of house dust mite Dermatophagoides farina (Der f 1) and Dermatophagoides

pteronyssinus (Der p 1) were found in all homes. Derf1 concentrations were much higher than Der P1

concentrations, both in atopic homes (1518.9 vs. 27.0 ng/g. dust, respectively) and non-atopic homes (810.8 vs.

44.3 ng/g. dust, respectively). Der f 1 concentrations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atopic group than in the

non-atopic group (atopic: 1518.9 ng/g.dust, non-atopic: 810.8 ng/g.dust, p = 0.035). However, total house dust

mite Der p 1 concentrations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non-atopic group than in the atopic group (atopic:

27.0 ng/g.dust, non-atopic: 44.3 ng/g.dust, p = 0.035). Multiple regression implied that mothers with family

history of atopic diseases (OR = 4.79, 95% CI = 1.81-12.69), Der f 1 concentrations (OR = 1.74, 95% CI = 1.07-

2.81), and air freshener use (OR = 4.60, 95% CI = 1.72-12.34) had significant associations with atopic children. 

Conclusion: House dust mite Der f 1 concentrations were associated with atopic children. This study suggests

that parents should reduce house dust mite Der f 1 concentrations through environmental contr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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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알레르기질환은 전 세계적인 문제이며 우리나라도

최근 알레르기질환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의 알레르기질환 증가 추세가 두드러지는데,

이는 미래세대의 건강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1995년 이후 유럽에서는 표준화된 역학

조사인 International Study of Asthma and Allergies

in Childhood(ISAAC)가 시작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 2000년, 2005년에 이를 토대로 하여 표준화

된 역학조사가 시행된 바 있다. 1995년 전국 9개 지

역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천

식,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성 비염의 유병률은 각각

17.5%, 15.3%, 37.7%이었다.1) 2000년 전국 9개 지

역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서는 천식,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성 비염의 유병률

이 각각 13.0%, 17.0%, 35.4%이었으며,2) 2005년 전

국 15개 지역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한 역

학 조사에서는 천식,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성 비염

의 유병률이 각각 10.5%, 21.8%, 39.0%의 결과를

보였다.3) 3차에 걸친 역학조사의 결과를 볼 때, 천

식은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나, 알레르기성 비

염은 조금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

며, 무엇보다 아토피피부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유럽을 포함하여 전 세

계적으로 아토피질환, 즉 천식, 아토피피부염, 알레

르기성 비염에 대해 시행된 유병률 조사의 결과를

보아도 아토피질환의 유병률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

세임을 알 수 있다.4-6) 아토피질환의 발생 원인은 현

재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으나 다양한 환경적

혹은 유전적 요인들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복합적으

로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아토피질환 유병률의 증가와 밀접한 관계를 보이

는 환경적 요인은 실내 생활의 증가에서 기인한다.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하루 중 60~80%에 해당하는

시간을 실내에서 생활하므로 공기매개 항원(airborne

allergens)에 대한 노출도 증가하고 있다.7) 공기매개

항원으로는 집먼지 진드기(house dust mite), 개, 고

양이 등 애완동물의 털 및 바퀴벌레 등이 있으며,

이러한 공기매개 항원과 아토피질환은 밀접한 관계

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8,9) 공기매개 항원에 일

단 노출되면 아토피피부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지고, 아토피피부염이 발병하면, 이어서 알레르기성

비염과 천식의 위험도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

으며, 이를 아토피행진(atopic march)이라고 부른다.10)

집먼지 진드기는 아토피질환을 발생시키는 주요한

공기매개 항원이다. 집먼지 진드기 중 세계적으로 가

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는 종은 북아메리카 집

먼지 진드기 Dermatophagoides farina(이하 Der f 1)

와 유럽 집먼지 진드기 Dermatophagoides pteronyssinus

(이하 Der p 1)이다. 1990년 11월 영국의 Minster

Lovell에서 열린 국제 워크샵에서 집먼지 진드기 농

도와 아토피질환과의 관계에 대한 권고기준을 발표

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집먼지 진드기 농도가 2 µg/

g of dust(100 mites/g) 이상일 때 아토피질환의 감

작이 증가하고, 집먼지 진드기 농도가 10 µg/g of

dust(500 mites/g) 이상이면 심각한 아토피질환이 발

생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11) 하지만 이 기준은

권고기준일 따름이고 설사 집먼지 진드기 농도가 이

보다 낮은 경우에도 알레르기 반응의 감작이 증가하

였다는 연구도 있다.12,13) 집먼지 진드기는 특히 침

구, 소파와 카펫트 등 먼지가 쌓일 수 있는 곳에서

생장하기 때문에 침실과 거실에서 주로 발견되고 그

농도 수준은 국가와 지역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

다.14-16) 집먼지 진드기 농도와 아토피질환과의 밀접

한 연관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연

구들, 즉 집먼지 진드기의 농도 분포나 아토피질환

과의 실제적인 연관성, 영향요인 등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진 바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토피질환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 집단(환자군)과 아

토피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어린이 집단(대조군)

을 대상으로 각 가정 내 거실과 침실에 분포하는 집

먼지 진드기의 농도 수준을 비교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들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아토피질환과 관련 있는 위험요인 분석

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대상은 울산광역시 소재 학

교의 3, 4학년 학생들로, 환자군 및 대조군을 선정

하기 위하여 울산 시내에서 지역적 구분이 비교적

용이한 세 학교(S 초등학교, M 초등학교, Y 초등학

교)를 선정하였다. S 초등학교가 위치한 곳은 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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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와 10 km 떨어져 있고 주로 주거 밀집 지

역과 상업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곳이며, M 초등학

교가 위치한 곳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아파트 단지

가 둘러싸고 있는 곳이다. 또한, Y 초등학교가 위치

한 곳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중공업지역으로 현대

중공업, 미포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조선 산업

의 중심지가 있는 곳이다. 

아토피질환의 판정은 전문의에 의해 천식,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성 비염 중 한 가지 이상에 대해

평생 진단을 받은 경우와 최근 1년 내 진단을 받은

경우에 대한 설문에서 모두 ‘예’라고 응답한 경우만

을 포함하였다. 반면에, 대조군은 천식, 아토피피부

염, 알레르기성 비염에 대한 평생진단과 최근 1년

내 진단에 대한 설문에 모두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

우만을 포함하였다. 2011년 4월에 M, Y, S 각 초등

학교에 다니는 학생 1617명, 586명, 521명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대상자 중 3, 4학년에서

위의 환자군 및 대조군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들을

각각 180명, 59명, 143명 선정하여 연구의 1차 대상

자로 선정하였다. 가정 내 측정에 대한 부모님 동의

를 얻기 위해 연구원들이 각 가정에 전화를 하였

고, 이에 동의한 가정을 방문하여 각 가정 내 거실

과 침구의 먼지를 채취하였다. 최종적으로 S 초등학

교 아토피질환 환자군 및 대조군 가정은 각각 25가

구, 25가구이었고, M 초등학교는 각각 15가구, 12

가구, Y 초등학교는 각각 14가구, 14가구이었다. 따

라서 총 대상자는 105명이었고 이 중, 환자군이 54

명, 대조군이 51명으로 구성되었다. 

2. 시료채취와 분석

집먼지 진드기 포집은 진공청소기(Electrolux, ZE

350, 1800W, Sweden)에 포집필터(DuststreamTM

collector/filters, UK)를 부착시킨 후 거실과 어린이

가 평소에 사용하는 침구에서 각각 5분 동안 먼지

를 채취하였다. 채취 후 필터를 분리시킨 다음, 지

퍼백에 담아 밀봉하고, 분석하기 전까지 −20oC에서

냉장 보관하였다. 채취한 먼지를 공극 425 µm의 체

로 걸러낸 후 먼지의 무게를 재어 투여할 PBS-T

(10 mM phosphate-buffered saline, 0.05% Tween

20)의 양을 계산하였다[PBS-T(ml) = (2 ml × dust

wt.(mg)) / 100 mg]. PBS-T를 투여한 후 shaking

(200 rpm, 2시간)을 하고 원심분리기(2000 rpm, 20분,

4oC)를 이용하여 상층액을 분리한 후 효소면역법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으로

분석하였다. 

집먼지 진드기 Der f 1을 분석하기 위한 anti-Der

f1 mAb6A8와 집먼지 진드기 Der p 1을 분석하기

위한 anti-Der p1 mAb5H8를 50 mM carbonate-

bicarbonate buffer(pH 9.6)에 희석한 한 후 96 well

plate에 주입하여 4oC, 24시간 보관하였다. PBS-T로

3회 세척 후 1% BSA(bovine serum albumin)를 넣

고 불필요한 단백질 결합을 차단시키기 위해 30분

간 배양하였다. PBS-T로 3회 세척 후 Der f 1과 Der

p 1 항원으로 표준액을 각각 만들어 96 well plate

에 표준시료와 채취시료를 넣고 실온에서 1시간 가

량 배양하였다. 그 후 PBS-T로 다시 3회 세척한 후

에 biotinylated anti-group 1 mAb 4C1을 96 well

plate에 주입하고 실온에서 약 1시간 배양하였다. 이

를 다시, PBS-T로 3회 세척한 후 streptavidin-

peroxidase 용액을 넣고 30분간 배양하였다. PBS-T

로 또 다시 3회 세척 후, 1 mM ABTS를 넣고 405 nm

파장에서 OD(optical density) 값이 2.0-2.4에 도달할

때의 농도를 계산하였다. 검출한계(limit of detection,

LOD) 설정은 표준액의 표준편차를 구한 다음 3배

를 한 값으로 하였다.

3. 통계분석

통계 분석은 통계 프로그램 SAS 9.1을 사용하였

고, 집먼지 진드기 농도 분포의 정규성 검정을 위해

서 Kolmogorov-Smimov test (p > 0.05)를 실시한 결

과 기하분포를 하였기 때문에 결과값은 기하평균

(geometric mean, 이하 GM)과 기하표준편차(geometric

standard deviation, 이하 GSD)로 나타내었다. 아토

피질환의 위험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명목변수(인구

사회학적, 환경적 요인) 중 유의수준이 p < 0.25인 변

수와 연속변수(집먼지 진드기 농도)를 적용하여 다

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집먼지 진드기

농도와 여러 요인별 영향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는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  과
 

1. 인구학적 특성

Table 1은 본 연구에 참여한 환자군 및 대조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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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Atopic Non-atopic
p-value

N (%) N (%)

Elementary school

Y 14 (25.9) 14 (27.5) 0.884

S 25 (46.3) 25 (49.0)  

M 15 (27.8) 12 (23.5)  

Age    

10-11 years 27 (50.0) 21 (41.2) 0.365

12-13 years 27 (50.0) 30 (58.8)  

Gender    

Female 24 (44.4) 28 (54.9) 0.285

Male 30 (55.6) 23 (45.1)  

Family history of atopy (father)

No  5 (9.8)  9 (18.4) 0.022*

Yes 46 (90.2) 40 (81.6)  

Family history of atopy (mother)   

No 14 (27.5)  4 (8.0) 0.005**

Yes 37 (72.5) 46 (92.0)  

Breast feeding    

No 36 (66.7) 28 (54.9) 0.218

Yes 18 (33.3) 23 (45.1)  

Year of construction    

≤10 17 (31.5) 18 (36.7) 0.830

>10 37 (68.5) 31 (63.3)  

Heating type    

Center type 33 (61.1) 35 (68.6) 0.420

District type 21 (38.9) 16 (31.4)  

Carpet

No 39 (73.6) 39 (76.5) 0.735

Yes 14 (26.4) 12 (23.5)  

Humidifier    

No 30 (56.6) 27 (52.9) 0.708

Yes 23 (43.4) 24 (47.1)  

Air conditioner    

No 10 (18.9)  7 (13.7) 0.480

Yes 43 (81.1) 44 (86.3)  

Air freshener    

No 36 (69.2) 46 (92.0) 0.007*

Yes 16 (30.8)  4 (8.0)  

Pet    

No 33 (63.5) 35 (72.9) 0.313

Yes 19 (36.5) 13 (27.1)  

*p < 0.0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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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특성을 기술한 것이다. 환자군 및 대조군 중

에서 S 초등학교 대상자 수가 가장 많았으며 환자

군과 대조군은 각각 25명(46.3%), 25명(49.0%)로 가

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Y 초등학교와 M 초

등학교 대상자의 환자군은 각각 14명(25.9%)과 15명

(27.8%), 대조군은 각각 14명(27.5%)과 12명(23.5%)

이었다. 환자군의 남녀 성비는 각각 30명(55.6%),

24명(44.4%)이었고, 대조군의 남녀 성비는 각각 23

명(45.1%), 28명(54.9%)이었다. BMI 수치가 25 이

상인 대상자는 환자군 및 대조군에서 각각 1명으로

비만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이

BMI 지수가 18.5 미만으로 나타났다(71.1% vs. 78.6%).

환자군과 대조군 간의 Chi-square test을 실시한 결

과, 아버지 아토피 가족력(p = 0.022)이 있는 경우와

어머니 아토피 이환경험(p = 0.005)이 있는 경우 자

녀의 아토피 비율 분포에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다

른 사회학적인 요인에 따른 환자군과 대조군의 차이

는 보이지 않았다. 환경적인 요인 중에서는 방향제

사용(p = 0.007)에 따라 환자군과 대조군이 차이를

보였다. 환기 방법은 모두 창문 개폐식으로 하는 것

으로 조사되었고, 공기청정기의 경우 소유하고 있어

도 소음과 관리의 번거로움으로 사용하지 않는 상태

였다.

 

2. 환자-대조군 가정의 집먼지 진드기 농도 비교

모든 가정의 거실과 침구의 집먼지 진드기 Der f

1과 Der p 1 농도는 모두 검출 수준 이상(0.32 ng/

g.dust)이었고, 10,000 ng/g.dust 이상, 2000 ng/g.dust~

10,000 ng/g.dust, 2000 ng/g.dust 미만은 각각 전체의

2.8%, 36.7%, 60.5%이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집

먼지 진드기 Der f 1 농도는 Der p 1 농도보다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 < 0.001).

Table 2는 환자군-대조군 간 침구와 거실의 집먼
Fig. 1. Log normal distribution of house dust mite

concentrations.

Table 2. House dust mite Der f 1 and Der p 1 concentrations between atopic and non-atopic group by sampling locations 

(Unit: ng/g.dust)

  
N

Atopic
N

Non-atopic
p-value

 GM (GSD) GM (GSD)

Summer oC / %  27.6 / 71.4    

  Der f 1 Living room 29 1551.8 (3.4) 26 588.9 (4.6) 0.016*

Bedding 29 2993.9 (2.7) 26 1786.4 (2.7) 0.071

Subtotal - 58 2130.3 (3.3) 52 1025.7 (4.1) 0.005**

  Der p1 Living room 29 37.4 (4.1) 26 40.2 (7.3) 0.875

Bedding 29 34.3 (7.2) 26 77.3 (7.4) 0.104

Subtotal - 58 35.8 (5.5) 52 55.7 (7.5) 0.268

Winter oC / %  21.7 / 23.3   

  Der f 1 Living room 25 1260.6 (4.0) 25 417.5 (4.9) 0.014*

Bedding 25 857.8 (4.7) 25 965.6 (4.6) 0.792

Subtotal - 50 1039.9 (4.4) 50 634.9 (5.0) 0.118

  Der p1 Living room 25 23.2 (3.5) 25 40.6 (3.7) 0.137

Bedding 25 16.7 (4.0) 25 29.9 (4.2) 0.162

Subtotal - 50 19.7 (3.8) 50 34.8 (3.9) 0.040*

*p < 0.0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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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진드기 Der f 1와 Der p 1 농도를 비교한 것이

다. 여름철에 거실에서 측정한 집먼지 진드기 Der f

1의 평균 농도는 환자군이 대조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환자군 GM: 1551.8 ng/g.dust, 대조

군 GM: 588.9 ng/g.dust, p = 0.016), 겨울철에 거실

에서 측정한 집먼지 진드기 Der f 1의 평균 농도 또

한 환자군이 대조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였다(환자군 GM: 1260.6 ng/g.dust, 대조

군 GM: 417.5 ng/g.dust, p = 0.014).

여름철의 경우 침구와 거실에서 측정한 집먼지 진

드기 Der f 1 농도가 환자군이 대조군에 비해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환자군 GM: 2130.3 ng/g.dust,

대조군 GM: 1025.7 ng/g.dust, p = 0.005). 반면에,

겨울철의 경우 침구와 거실에서 측정한 집먼지 진드

기 Der p 1 농도 수준은 대조군이 환자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환자군 GM: 19.7 ng/

g.dust, 대조군 GM: 34.8 ng/g.dust, p = 0.040). 측정

한 가정의 여름과 겨울의 평균 온도와 습도는 각각

27.6oC, 71.4%와 21.7oC, 23.3%이었다. 여름과 겨울

에 측정한 대상 가정이 각기 달라서 직접적인 농도

비교를 하는 것은 어려우나, 온도 및 습도가 높은

여름이 겨울보다 집먼지 진드기 농도가 높아지는 경

향을 보였다. 

 

3. 아토피질환과 환경적 요인과의 연관성 

Table 1에서 p-값이 0.25 보다 작은 변수는 집먼

지 진드기 Der f 1과 Der p 1 농도, 아버지와 어머

니 아토피 이환경험, 모유수유와 방향제 사용이었다.

Table 3은 선정된 변수들을 이용하여 아토피질환의

위험 요인을 알기 위해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나이, 성별과 아버지 아토피 이환

경험으로 보정한 결과 가정에서 측정된 집먼지 진드

기 Der f 1 농도는 증가된 아토피질환의 위험과 관

련이 있었다(OR = 1.24, 95% CI = 1.00-1.54, p =

0.046). 또한 환경적 요인으로는 방향제 사용(OR =

4.41, 95% CI = 1.68-12.11, p = 0.003)이 아토피질환

위험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보정 전후의 OR 값은 큰 차이가 없었다. 

IV. 고  찰 

 

환자-대조군 연구는 아토피질환의 위험요인을 찾

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토피질환의 위험요인인 집먼지 진드기와의 연관성

을 밝히는 환자-대조군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

았다.24,25) 이번 연구는 ISAAC에서 권고된 설문을 바

탕으로 어린이를 아토피질환 환자군과 대조군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사전 연구에 따르면, 아토피질환

의 발병은 지역적인 차이를 보여서, 미국 북동부 지

역에 살고 있는 아토피질환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가

미국 동부 지역에 살고 있는 어린이보다 아토피질환

위험도가 높았다(RR = 1.22; 95% CI = 1.00-1.49).26)

이번 연구는 울산지역 내 다양한 지역의 세 학교 학

생들을 대상으로 아토피질환에 대한 환자군과 대조

군을 선정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를 대표하기

는 어렵지만, 울산지역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집먼지 진드기 Der f 1 농도가

Der p 1 농도보다 높았다. 우리나라 10개 도시의 집

먼지 진드기 분포에 관한 연구를 보면 총 집먼지 진

드기 23 종이 발견되었고, 그 중 북아메리카 진드기

(Der f 1)과 유럽 진드기(Der p 1)의 분포는 각각

65.3%, 20.6%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었으

며, 서울, 광주, 부산(내륙), 인천, 대전, 청주 지역은

Der f 1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영광과 부산(영도)

지역은 Der p 1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14) 유럽

10개 나라의 22개 연구 센터에서 집먼지 진드기의

종류별 분포와 농도 수준을 파악한 연구결과를 보

면, 우리나라의 연구와 비슷하게 Der f 1과 Der p

Table 3. Risk factors for atopic children using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R (95%CI) aOR† (95%CI)

Der f 1 concentrations 1.25 (1.01-1.53)* 1.24 (1.00-1.54)*

Der p 1 concentrations 0.84 (0.70-1.01) 0.85 (0.70-1.03)

Air freshener (ref = no) 4.90 (1.88-12.79)** 4.51 (1.68-12.11)**

Breast feeding (ref = no) 1.44 (0.76-2.71) 1.47 (0.74-2.92)
†Adjusted for age, gender, family history of atopic, *p < 0.0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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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 분포가 나라 및 지역에 따라 상이한 분포를 보

이고 있다.16) 대체적으로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집

먼지 진드기 Der p 1이 우세하고, 건조한 내륙지역

에서는 집먼지 진드기 Der f 1이 우세한 것으로 나

타난다. 울산지역은 내륙과 해안이 만나는 지역으로

Der f 1과 Der p 1이 고루 분포할 것으로 예측하였

으나, 이번 연구의 대상자 가정은 해안보다는 내륙

에 위치하고 있어서 Der f 1이 우세하였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계절, 온도, 습도와 환경적인 요인이 복

합적으로 작용하므로 지역별 집먼지 진드기 종을 파

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

인다. 

주로 가정에서 집먼지 진드기가 생장할 수 있는

장소는 침구, 거실(카펫, 소파 등) 등이 있다. 그래

서 가정 내의 집먼지 진드기 농도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거실, 침구와 침실 바닥을 측정하는 것이

보편적이다.21,27,28) 이번 연구 역시 보편적인 장소를

선정하여 집먼지 진드기 농도를 측정하였고, 결과값

도 이전 연구와 유사하였다. 하지만 집먼지 진드기

는 생장할 수 있는 조건만 주어진다면 어느 곳에서

도 생장할 수 있다. 몇몇 연구에서는 에어컨 필터,

사람의 피부와 옷가지, 공기 중의 집먼지 진드기 농

도 수준을 비교 평가한 연구도 있었다.10,25,29) 이번

연구에서는 대체로 거실의 경우는 환자군과 대조군

의 Der f 1 농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

는 반면, 침구류에서는 Der f 1 및 Der p 1의 농도

가 환자군과 대조군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이는 침구류 세탁 시기와 건조 방법에서 그 원

인을 찾을 수 있는데, 특히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침

구류는 자주 세탁하고 햇볕에 건조시키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경우가 많아서 집먼지 진드기의 농도가

환자군과 대조군 사이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거실의 집먼지 진드기 Der f 1 농도는 여름철과

겨울철 모두, 환자군이 대조군 보다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높았으나 침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 사전 연구에 따르면, 천식을 진단 받

은 환자군(25명)이 대조군(75명)보다 집먼지 진드기

가 더 많이 발견되었고,30) 침구의 집먼지 진드기 Der

f 1 농도는 환자군(4882 ng/g.dust)이 대조군(1551

ng/g.dust) 보다 높게 나타났다.25) 이번 연구 결과는

거실의 농도 분포만이 이전 연구 결과와 유사한 연

구 결과를 보였다. 

또한, 거실과 침구의 집먼지 진드기 Der p 1 농도

는 대조군이 환자군에 비해 높은 농도 수준을 보였

다. 천명 유병률 환자 대조군 연구에서 거실의 집먼

지 진드기 Der p 1 농도는 대조군이 환자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반대의 결과를 보인 경우

가 있다31). 그리고 천식을 경험하고 있는 대조군이

환자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27) 이전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지만 그 이유를 설명하기

는 힘들고, 다만, 이전 연구에 비해 집먼지 진드기

Der p 1 농도가 집먼지 진드기 Der f 1 농도보다

매우 낮았기 때문에 집먼지 진드기 Der p 1 농도가

아토피질환의 위험과 연관성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이번 연구에서 아토피질환의 위험과 관련 있는 요

인으로는 어머니 아토피 이환경험(OR = 4.79, 95%

CI = 1.81-12.69), 방향제 사용(OR = 4.60, 95% CI =

1.72-12.34)과 집먼지 진드기 Der f 1 농도(OR = 1.74,

95% CI = 1.07-2.81)가 있었다. 이전 연구에 따르면,

흑인 가정 내에서 태어난 아토피질환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아토피질환의 위험과 연관 있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어머니 천식 이환경험(OR = 2.7,

95% CI = 2.0-3.8), 어머니 알레르기성 비염 이환경

험(OR = 1.9, 95% CI = 1.3-2.7), 가습기 사용(OR = 1.7,

95% CI = 1.4-2.2), 연탄난로 사용(OR = 30.1, 95%

CI = 3.0-300) 등이 아토피질환의 위험도 증가와 밀

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10) 또한 타이완의 수도

타이베이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아토피질환의 위험

과 관련 있는 변수를 조사한 결과, 가습기 사용

(OR = 1.54, 95% CI = 1.07-2.22), 악취가 나는 화학

증기에 대한 노출(OR = 2.35, 95% CI = 1.18-3.93),

바퀴벌레 흔적(OR = 2.16, 95% CI = 1.18-3.93) 등으

로 밝혀졌다.11) 천식과 관련 있는 요인으로는 남성,

5세에서 17세 연령, 중남미계 미국거주민, 아프리카

계 미국거주민, 가족 구성원 중 천식 환자를 가지고

있는 집단과 의료지원을 받을 여력이 없는 집단에서

아토피질환 유병률이 증가하였고, 천식의 위험과 관

련 있는 환경적 요인으로는 가족 중 흡연 유무, 가

습기 사용, 실내의 화학적 냄새가 있었다.23) 아울러,

모유 수유(p = 0.03) 또한 아토피질환과 밀접한 관련

이 있었다.9) 이번 연구에서는 방향제 사용이 아토피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연구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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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연구를 바탕으로 본다면 방향제의 사용으로 인

해 발생하는 화학증기와 이로 인한 화학물질에의 노

출 증가가 아토피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설명된다.23)

이번 연구에서는 집먼지 진드기 Der f 1 농도와

아토피질환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였

으나(OR = 1.74, 95% CI = 1.07-2.81), 집먼지 진드

기 Der p 1 농도와는 통계적인 연관성이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OR = 0.86, 95% CI = 0.71-1.04). 아토

피질환 위험요인으로 집먼지 진드기에 관한 연구가

1980년부터 진행되어 왔고, 영국(1978-1989년)에서

진행된 집먼지 진드기 농도와 어린이 천식 유병률에

관한 연구28)를 바탕으로 국제적인 집먼지 진드기 농

도 수준에 대한 권고기준을 제시하고 있다.11) 한편,

집먼지 진드기 Der f 1은 낮은 농도(GM = 0.075 µg/

g.dust)에서도 아토피질환 감작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가 있다(OR = 2.45, p = 0.017).12) 이와 같이 낮은 집

먼지 진드기 농도와 아토피질환 감작과 연관성이 있

다는 연구도 있었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농도를 보인 집먼지 진드기 Der p 1 농

도에 따른 환자군 및 대조군간의 차이가 거의 없었

기 때문에 큰 연관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V. 결  론

환자군에서 북아메리카 집먼지 진드기(Der f 1) 농

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봐서 아토피질환과 Der f

1 농도와 밀접한 관계를 보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여름철 환자군의 가정 내 Der f 1 농도가 높으므로

환경적 요인 관리를 통해 실내의 Der f 1 농도를 감

소시켜야 한다. 

이 연구는 환경적 요인과 집먼지 진드기 농도와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한 중재연구의 좋은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주거환경에 따른 아토피질

환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정의 환경적 요인

에 따른 집먼지 진드기 농도의 연구가 더 많이 필

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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