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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We performed this study to determine the association between childhood asthma and residential

environment risk factors including VOCs and formaldehyde exposure.

Methods: We selected an asthma group (30) and a control gorup (30) through physicain diagnosis and assessed

the VOCs and formaldehyde levels of exposure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in Seoul. 

Results: In the result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socioeconomic factors between case and control

groups. However,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family asthma history, amount of sunlight, level of

humidity and number of household residents (p < 0.05). The level of VOC (toluene, ethylbenzene, stylene, m,p-

xylene) exposure level of the case group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 (p < 0.05) and

the result of logistic regression showed that asthma family history, amount of humidity and number of household

residents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childhood asthma (p < 0.05). 

Conclusion: Some residential environments such as lower amounts of sunlight, greater amounts of humidity and

smaller numbers of household residents and VOC exposure were determinded as risk factors for childhood

asth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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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어린이 천식 유병률은 지난 40~50년간 선진국에

서 증가해 왔으며 이러한 현상은 최근에 개발도상국

에서도 나타나고 있다.1,2) 한국의 경우, 어린이 천식

유병률은 1983년에 5.7%, 1987년에는 10.8%, 1997

년에는 10.3%, 2006년에는 10.5%의 여전히 높은 유

병률을 보이고 있다.3-6) 천식과 호흡기 질환이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하기는 하지만, 이들 질환은 어린이

들의 학교 수업 결석과 정규 신체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주요 원인중의 하나이다.7) 

생활환경의 여러가지 조건은 어린이 천식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구되어 왔다. 즉, TSP, NO2,

CO 및 O3와 같은 대기오염물질이나 집먼지 진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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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바퀴벌레 알러진 등이 어린이 천식과 연관성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대만에서 165,173

명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된 대규모 단면연구

에서 TSP, NO2, CO, O3가 천식과 연관성이 있었으

며 간접흡연에 노출된 경우 더 높은 천식 유병률을

보였다.8-10) 또한 “제습기”나 “ETS”와 같은 주거환경

적 위험요인에 대한 수행되었다. 대만에서 초등학생

2,290명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에서 외부의 화학물

질 냄새, 제습기 사용, 바퀴벌레 존재함이 의사진단

천식 유병률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12)

게다가 어린이 천식 유병률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조

건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것으로 밝혀져 왔다. 뉴욕

에서 1,285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에서

어린이 천식 유병률은 히스패닉계나 최하위 소득계

층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뉴욕

주에서 천식으로 인한 입원률이 가난한 지역, 실업,

저교육 지역 그리고 아프리카계 및 히스패닉계와 유

의한 연관성을 나타냈다.13,14) 또한 기존의 많은 연구

가 VOCs 및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화학물질을 호

흡기질환에 대한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연구하여 왔

다.15,16) 그러나, 어린이 천식에 대한 VOCs나 포름

알데히드의 영향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Wieslander

등은 VOCs나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화학물질이 기

도의 염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 천식의 위험을 50%

까지 증가시킨다고 하였다.8) 또한, 생후 6개월부터

3세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행된 호주에서의 한

연구에서는 포름알데히드가 어린이 천식을 증가시키

는 것으로 보고하였다.17) 하지만, 어린이의 주거환경

에 대한 다른 연구에서는, TVOCs가 주요 결정인자

가 아니었다고 보고되기도 하였다.18) 그리고 VOCs

노출과 천식에 대한 한 리뷰 연구는 관찰연구에서는

VOCs 노출과 천식간에 일관적인 연관성이 보이지

만 개입연구에서는 VOCs나 포름알데히드의 노출과

천식간의 연관성을 찾지 못하였다고 보고하였다.19)

지난 수십년간, 한국의 대기오염과 환경의 질은 산

업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크게 변화되어 왔으며 생활

환경도 급속한 변화를 겪어 왔다. 지금까지 어린이

천식에 대해서 VOCs나 포름알데히드 노출에 대한

연구나 주거환경적 위험요인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

었으나, 주거환경적 위험요인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

와 함께 VOCs나 포름알데히드 노출에 대한 정량적

평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으로 판단된다. 따

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어린이 천식에 대하여 VOCs

및 포름알데히드 노출 평가를 포함한 주거환경적에

서의 위험요인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자

2008년 1월부터 7월까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환

경보건센터에 내원한 초등학교 1~3학년 어린이를 대

상으로 소아과 전문의의 진단을 거쳐 천식 환자군

(Physician-Diagnosed Asthma)을 선정하였다. 대조군

은 같은 병원 소아과에 내원한 환아 중에서 천식 증

상이 없으면서 동일한 연령대와 성별인 경우를 대상

으로 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환경보건센터가 위치한

서울 동북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고

려대학교 안암병원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

며 연구대상자 및 부모에게 연구목적과 방법을 충분

히 설명하였고 연구대상자의 동의하에 연구를 수행

하였다. 

2. 위험요인 조사 및 분석 

선정된 환자-대조군에 대해서는 각 가정에 방문하

여 설문조사 및 VOCs 및 포름알데히드 측정을 실

시하였다. 대상자에 대한 설문조사는 기존 연구를 참

조하였고11,14,20) 다음과 같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

다. 첫 번째는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부모의

수입, 학력(고교졸업 이하, 대학이상), 주거형태(소

유, 임대)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에 대해 조사하였고

두 번째는 주택의 형태(단독, 공동주택), 건축년도

(1년 이하, 1년 초과), 집 일조량 및 습기 그리고 교

통오염 등의 주거환경에 대해 조사하였다. 세 번째

는 세대내 동거인의 수, 에어컨 사용, 애완동물 사

육 그리고 동거자의 흡연 등과 같은 생활 습관에 대

해서 조사하였다. 설문은 연구자가 각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부모와의 인터뷰를 통해 작성되었다. 

공기중 VOCs 및 포름알데히드의 시료채취는 환

경부의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에  준하여 실시

하였다. 시료채취 장소는 거실의 가운데 지점에서 실

시하였으며, 벽으로부터 1 m 이상 떨어진 위치에서

바닥에서 1.2~1.5 m 높이에서 측정하였다. 측정은 어

린이가 하교한 후 가정에 거주하는 시간에 평소와

똑같은 환경 조건에서 측정하였다. VOCs의 측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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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흡착관(Tenax-TA 200 mg 충진)을 저유량 펌프

에 연결하여 약 200 ml/min의 유량으로 120분간

2회를 동시에 포집하였다. 채취된 시료는 열탈착기

로 탈착한 후 가스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계(5975E,

Agilent,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포름알데히

드는 오존 스크러버를 전단부에 직렬로 설치한 후

2, 4-DNPH가 코팅되어 있는 카트리지(Supleco, USA)

를 고유량 펌프에 연결하여 약 500 ml/min의 유량

으로 120분간 2회를 동시에 측정하여 고성능액체크

로마토그래프(1100, Agilent, USA)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3. 통계분석

어린이 천식과 주거환경적 위험요인의 연관성은

구간변수에 대해서는 카이스퀘어 분석을 실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교차비(OR)와 95% 신뢰구간을 제시하

였고, 연속변수에 대해서는 Student’s t-test를 통해

평가하였다. 또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주거환

경적 위험요인과 어린이 천식과의 연관성을 평가하

였다. 통계 프로그램은 SPSS 12.0을 사용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대상자는 환자군 30명과 대조군 30명이었다. 환자

군은 남자 어린이가 18명(60.0%), 여자 어린이가 12

명(40.0%)였으며 대조군도 남자 어린이 18명(60.0%),

여자 어린이 12명(40.0%)이었다. 환자군의 연령은

7~8세군이 14명(46.7%), 9~14세군이 20명(66.7%)였

으며 대조군은 각각 16명(53.3%) 및 10명(33.3%)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환자군의 평균 키는 130.2

(±13.0) cm였고 대조군의 평균키는 126.6(±8.6) cm

이었으며, 환자군의 몸무게는 평균 30.9(±8.9) kg이

었고 대조군의 평균 몸무게는 23.3(±3.8) kg으로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2. 사회경제적 요인 및 천식 가족력

환자군과 대조군의 사회경제적 요인 및 천식에 대

한 가족력을 비교하였다. 수입, 주택규모, 주거형태

및 부모 학력에 있어서는 양군에 유의한 차이가 없

었고 천식가족력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 < 0.05). 수입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가 환자군에

서는 17.2%였으며 대조군에서는 6.9%로 나타났고

소규모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환자군에서는 26.7%

였으며 대조군에서는 10.3%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주택을 임대해 거주하는 경우가 환자군에서

는 46.7%, 대조군에서는 36.7%였으며 부모의 학력

이 고졸이하인 경우는 환자군에서는 30.0%, 대조군

에서는 13.8%였으나 역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환자군에서 41.4%로

대조군의 6.7%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R = 9.88, 95% CI = 1.97-49.62)(Table 2). 

3. 환자-대조군의 주거환경의 비교

환자군과 대조군의 주거환경에 대해서 비교하였다.

비교결과, 주거환경에서는 집 일조량과 습기 항목에

서 환자군과 대조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5). 집일조량이 많지 않은 경우가 환자군에서

는 59.3%, 대조군에서는 30.0%로 나타났다(OR =

3.39, 95% CI = 1.14-10.15). 또한 집습기가 많은 경

우가 환자군에서는 52.9%, 대조군에서는 5.9%로 역

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OR = 18.00,

95% CI = 1.93-167.99). 주택의 건축년도에서 1년 이

하의 새집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환자군에서는 3.3%,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irables Case (%) Control (%) p

Gender Male 18 (60.0) 18 (60.0) 1.000

Female 12 (40.0) 12 (40.0)

Age (year) 7~8 14 (46.7) 20 (66.7) 0.192

9~14 16 (53.3) 10 (33.3)

Height (cm, Mean ± SD) 130.2 ± 13.0 126.6 ± 8.6 0.302

Weight (kg, Mean ± SD) 30.9 ± 8.9 23.3 ± 3.8 0.402
‡Chi-square test



226 황규석·윤충식·최재욱

J Environ Health Sci 2012: 38(3): 223-232 http://www.kseh.org/

Table 2. Socio-economic factors between case and control groups

Variables Case (%) Control (%) OR (95% CI)

Family Income (million Won)

<2,000  5 (17.2)  2 (6.9) 2.81 (0.50-15.86)

≤2,000 24 (82.8) 27 (93.1)

House size

Small  8 (26.7)  3 (10.3) 3.15 (0.74-13.35)

Over medium 22 (73.3) 26 (89.7)

Home ownership

Rented 14 (46.7) 11 (36.7) 1.51 (0.54-4.24)

Own 16 (53.3) 19 (63.3)

Parent’s education

High school  9 (30.0)  4 (13.8) 2.68 (0.72-9.96)

College 21 (70.0) 25 (86.2)

Family history of asthma

Yes

No

12 (41.4)  2 (6.7)
9.88 (1.97-49.62)

17 (58.6) 28 (93.3)
‡Chi-square test

Table 3. Residential environmental risk factors between case and control groups

Variables Case (%) Control (%) OR (95% CI)

Construction year

≤1 years  1 (3.3)  2 (6.9)
0.47 (0.04-5.43)

>1 years 29 (96.7) 27 (93.1)

House type

House 13 (44.8) 10 (33.3)
1.63 (0.57-4.66)

Apartment 16 (55.2) 20 (66.7)

House repairment within 1 year

Yes  1 (3.6)  1 (3.6)
1.00 (0.06-16.82)

No 27 (96.4) 27 (96.4)

New furniture within 1 year

Yes 11 (37.9) 10 (35.7) 1.10 (0.38-3.23)

No 18 (62.1) 18 (64.3)

Amount of sunlight

Less 16 (59.3)  9 (30.0)
3.39 (1.14-10.15)

Much 11 (40.7) 21 (70.0)

Amount of humidity

Much  9 (52.9)  1 (5.9)
18.00 (1.93-167.99)

Less  8 (47.1) 16 (94.1)

Distance from main street

<100 m 15 (50) 15 (51.7)
0.93 (0.34-2.59)

≥100 m 15 (50) 14 (48.3)

Traffic volume

Much 15 (65.2) 14 (66.7)
0.94 (0.27-3.27)

Less  8 (34.8)  7 (33.3)

‡Chi-square test



어린이 천식과 주거환경적 위험요인에 대한 환자-대조군 연구 227

http://www.kseh.org/ J Environ Health Sci 2012: 38(3): 223-232

대조군에서는 6.9%로 나타났고 주택의 형태에 있어

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환자군에서는 44.8%,

대조군에서는 33.3%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다. 1년 이내에 주택을 수리한 경우가 환자군에서

는 3.6%, 대조군에서도 3.6%로 나타났고 1년 이내

에 새 가구를 구입한 경우가 환자군에서는 37.9%,

대조군에서는 35.7%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다. 100 m 이내에 버스 통행로가 있는 경우가 환

자군에서는 50.0%, 대조군에서는 51.7%로 나타났고

그 도로의 교통량이 많은 경우가 환자군에서는 65.2%,

대조군에서는 66.7%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다(Table 3). 

4. 환자-대조군의 생활습관의 비교

환자군과 대조군의 생활습관에 대해서 비교하였다.

비교결과, 세대동거인 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5). 세대 동거인이 4명 이하인 경우가 환자

군에서는 86.2%인 반면에 대조군에서는 56.7%로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다(OR = 4.78, 95% CI = 1.33-

17.17). 환기장치가 있는 경우가 환자군에서 72.4%,

대조군에서 82.8%였으며 가습기가 있는 경우가 환

자군에서는 41.4%, 대조군에서는 18.2%였으며 에어

컨이 있는 경우가 환자군에서는 63.3%, 대조군에서

도 63.3%로 유의한 나타나지 않았다. 어린이가 침

대를 사용하는 경우가 환자군에서 41.4%, 대조군에

서 48.3%였으며 카펫을 사용하는 경우가 환자군에

서는 13.8%, 대조군에서는 10.7%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경우가 환자군

에서는 16.7%, 대조군에서는 14.3%였으며 흡연 동

거자가 있는 경우가 환자군에서는 70.0%, 대조군에

서는 60.0%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Table 4). 

Table 4. Living habits between case and control groups 

Variables Case (%) Control (%) OR (95% CI)

Number of household residents

≤4 25 (86.2) 17 (56.7) 4.78 (1.33-17.17)

≤5  4 (13.8) 13 (43.3)

Ventilation

Yes 21 (72.4) 24 (82.8) 0.55 (0.16-1.93)

No  8 (27.6)  5 (17.2)

Humidifier

Yes 12 (41.4)  4 (18.2) 3.18 (0.86-11.79)

No 17 (58.6) 18 (81.8)

Air conditioner

Yes 19 (63.3) 19 (63.3) 1.00 (0.35-2.86)

No 11 (36.7) 11 (36.7)

Bedroom type

Bed 12 (41.4) 14 (48.3) 0.76 (0.27-2.14)

On-dol 17 (58.6) 15 (51.7)

Carpet use

Yes  4 (13.8)  3 (10.7) 1.33 (0.27-6.58)

No 25 (86.2) 25 (89.3)

Pet

Yes  5 (16.7)  3 (14.3) 1.20 (0.25-5.68)

No 25 (83.3) 18 (85.7)

Smoking of residents

Yes 21 (70.0) 18 (60.0) 1.56 (0.53-4.53)

No  9 (30.0) 12 (40.0)
‡Chi-squa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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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자-대조군의 VOCs 및 포름알데히드 노출농

도 비교

환자군과 대조군의 VOCs 및 HCHO 노출 농도

를 비교한 결과, toluene, ethylbenzene, stylene, m,p-

xylene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환자군에서

대조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즉, 환

자군의 toluene 노출량은 33.73 µg/m3으로 대조군

의 9.15 µg/m3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p = 0.010) 환자군의 ethylbenzene 노출량은 2.60

µg/m3, 대조군의 노출량은 0.46 µg/m3으로 역시 환

자군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 = 0013). 환자

군의 stylene 노출량은 0.63 µg/m3으로 대조군의

0.07 µg/m3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p = 0.004), m,p-

xylene의 환자군 노출량은 0.92 µg/m3로 대조군의

0.24 µg/m3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 = 0.046). 벤젠의 평균 노출량은 환자군 0.69 µg/

m3, 대조군 0.33 µg/m3이었고 o-xylene 노출량은 환

자군 0.24 µg/m3, 대조군 0.07 µg/m3로 유의한 차

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름알데히드의 노출

량은 환자군 61.25 µg/m3, 대조군 73.27 µg/m3로

나타났으며 양 그룹간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

다(Table 5).

6. 어린이 천식에 대한 예측요인 

성별과 연령을 보정한 후, 수입, 가족력, 집일조량,

집습기, 동거인 수, VOCs 노출농도를 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입, 주거형태(자택,

임대), 주택규모는 상관성이 있음으로 수입을 대표

변수로 삼았고, VOCs에 대해서는 toluene을 대표변

수로 분석에 포함하였다. 분석결과, 가족력, 집습기

그리고 세대동거인 수가 어린이 천식에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p < 0.05). 즉, 가족력이 있는 경

우 없는 경우보다 어린이 천식 위험도가 18.30배 높

게 나타났고(aOR = 18.30, 95% CI = 1.81-185.33) 집

습기가 높은 경우 낮은 경우보다 어린이 천식 위험

도가 21.63배 높게 나타났다(aOR = 21.63, 95%

CI = 1.18-397.51). 세대 동거인수가 많은 경우 적은

경우보다 어린이 천식 위험도가 12.61배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aOR = 12.61, 95% CI = 1.26-126.71)

(Table 6).

Table 5. VOCs and formaldehyde exposure levels bewteen case and control groups [GM (GSD), µg/m3] 

Variables Case Control P

Benzene 0.69 (32.78) 0.33 (41.86) 0.437

Toluene 33.73 (3.48) 9.15 (10.57) 0.010

Ethylbenzene 2.60 (12.95) 0.46 (15.25) 0.013

Stylene 0.63 (21.70) 0.07 (13.57) 0.004

m,p-xylene 0.92 (14.70) 0.24 (10.85) 0.046

o-xylene 0.24 (26.85) 0.07 (12.62) 0.106

Formaldehyde 61.25 (2.33) 73.27 (1.86) 0.358
‡Student’s t-test
‡‡GM: Geometric Mean, GSD: Geometric Standard Deviation

Table 6. Predictors of childhood asthma in residential environments

Variables B aOR (95% CI)

Family income 1.328  3.78 (0.22-65.95)

Family history of asthma 2.907 18.30 (1.81-185.33)

Amount of sunlight 0.084  1.09 (0.20-5.88)

Amount of humidity 3.074 21.63 (1.18-397.51)

No. of household residents 2.535 12.61 (1.26-126.71)

Toluene -0.008  0.99 (0.98-1.00)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djusted for gender and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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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어린이 천식에 대한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대기오

염, 실내공기, 주거환경, 사회경제적 요인 및 비만

등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8-10,15,16) 이러한 다양

한 위험요인에 대한 연구는 지역적 그리고 시간적

변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한국의 경

우, 비교적 짧은 기간에 급격한 경제적 변화와 이에

따른 대기오염, 사회경제적 수준 그리고 생활환경의

변화를 겪어왔다. 따라서 증가된 어린이 천식 유병

률과 최근의 주거환경적 요인의 변화의 연관성에 대

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연구에서

는 어린이 천식 발생과 실내공기오염에 대한 정량적

평가와 주거환경적 위험요인 그리고 생활습관적 위

험요인에 대한 연관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연구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소아과 전문

의의 진단을 통해 환자군과 대조군을 선정하였다. 의

사진단을 통한 환자군의 선정 방법은 어린이 천식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ISAAC 설문지 방법보다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복잡하지만 그 정확성이

높은 장점이 있다.20) 연구대상자는 초등학생을 주 대

상으로 하였으며, 환경보건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서

울 동북부 지역에 거주하는 인원 중 내원자를 대상

으로 주로 모집하였다. 대조군은 천식 증상이 없으

면서 동일한 연령대와 성별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환자군과 대조군의 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비교에서

양군의 성별, 연령, 키, 그리고 몸무게는 유의한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이번 연구에서 환자군과 대조군에 대한 사회경제

적 요인 비교에서 부모의 수입, 학력, 주택의 규모,

주택의 소유여부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다. 기존 연구를 보면,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차

이가 비교적 명확하게 나타난다. Crain 등은 히스패

닉계나 저소득 계층에서의 어린이 천식 유병률이 유

의하게 높음을 보고하였고,13) Weitzman 등도 미국에

서 소규모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어린이 천식 유

병률이 더 높다고 보고하였다.21) 또한 Lin 등의 최

근 연구에서도 가난한 가정의 학생들의 천식 유병률

이 1.22배 높음이 나타났다.22) 하지만 이번 연구에

서는 이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연구 대상

자의 수가 적고, 또한 수입이나 학력 등이 비교적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즉,

연구대상자가 Weitzman 등의 연구는 15,416명, Crain

등의 연구에서는 1,285명 그리고 Lin 등의 연구는

2,867명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이번 연구는 환자대조

군 연구로써 그 대상자가 적었기 때문에 이러한 차

이가 보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한국은 고

등학교까지 의무 교육이며 대학 진학률이 82.8%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으며,23) 본 연구에서도 대부분

의 부모가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 

환자군과 대조군의 천식에 대한 가족력에서는 유

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즉, 천식 가족력이 있는 경

우는 없는 경우보다 천식 이환율이 9.88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존 연구결과와 잘 일치하

는 결과이다. 어린이 천식에 대한 환경적 위험요인

에 대한 Lin 등의 연구에서 천식 가족력이 있는 경

우에 유병률은 3.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22) Jenkins

등의 연구에서 형제나 자매가 천식이 있는 경우에

유병률이 3.47배 높았으며 어머니가 천식력이 있는

경우에도 3.1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4) Whu 등

의 연구에서도 형재자매나 어머니의 천식 가족력이

있는 경우 유병률이 유의하게 높았다.25) 

환자군과 대조군의 주거환경에 대한 비교에서 일

조량과 습기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집 일조량이 적은 경우에 천식 위험이 3.3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 일조량과 어린이 천식에 대해

수행된 연구는 찾아 볼 수 없었다. 일조량에 대해서

는 햇빛의 생리학적 기능과 사회경제적 요인에 대한

지표로 생각해볼 수 있다. 햇빛의 건강영향에 대해

서는 오랫동안 연구되어 왔으며 건강에 도움이 되는

지 해가 되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이어져 왔지만,26,27)

1980년대와 1990년대에 햇빛과 관련된 발암 위험성

에 대한 역학연구가 다수 수행되었고 햇빛 노출이

여러 가지 암의 발생율을 낮춘다는 결과가 밝혀져

왔고, 햇빛은 비타민 D의 주요 원천이기도 하다.28,29)

하지만, 이러한 햇빛의 어린이 천식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보고가 거의 없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추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환자군과 대조군의 가정에서의 습기에 대해서도

습기가 많은 편이라고 경우가 환자군에서 18.00배나

높았으며 이는 이전의 연구에서 그 연관성이 잘 확

인되었다.11,22) 환자군과 대조군의 새집이나 집수리로

인한 영향을 조사하였으나 1년 이내에 새집에 입주

한 경우나 1년 이내에 집수리를 한 경우가 1~2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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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하였고 양 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주요 도로와의 인접성과 어

린이 천식과는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Oosterlee

등의 연구에서는 주요 도로 인근에 거주하는 어린이

의 경우 조용한 도로 인근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다

양한 종류의 호흡기 질환 유병률을 보였으며, 천식

증상에서도 2.1배 높은 유병률을 보였다.30) 또한 Ryan

등에 의한 연구에서 정체가 심한 주요 도로 100 m

이내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의 천식 증상 유병률은 그

렇지 않은 경우보다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1)

이러한 차이는 한국의 경우 도시 밀도가 높아서 도

로 교통오염의 영향이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으며 거

주기간이나 풍향 등을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판

단된다. 세대 동거인 수에 따라 유병률에 차이가 있

었다. 즉 4명 이하로 거주할 경우에는 천식 발생위

험이 4.7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가 연상

의 형제자매가 있거나 보육시설에 일찍 다니는 경우

감염의 위험성은 더 커지지만 이는 알러지성 질환에

대한 보호기능을 강화해주기도 한다.32) 즉, 세대내

동거인 수가 많은 경우 더 어린 단계에서 감염의 가

능성이 높으며 이것이 천식에 대한 방어 작용을 했

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족 중에 흡연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실내 흡연자가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 천식의 위험이 유의하게 높다는 연구결과는

많이 보고되었다.33-35)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가족

중에 흡연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어린이 천

식 유병률에 차이가 없었다. 이는 간접흡연의 폐해

가 잘 알려져 있어 가족 중에 흡연자가 있어도 어

린이가 흡연에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즉, 동거자 중에 흡연자가 있어도 실내에서 흡연하

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환자군의

경우 흡연자 17명 중에서 실내흡연자는 한 명도 없

었으며 대조군에서는 흡연자 18명중에서 1명(5.6%)

만이 실내에서 흡연한다고 응답하였다. 

실내공기 오염에 대한 간접적 지표로 사용하기 위

하여 1년 이내의 주택 수리 여부와 새가구 구입 여

부를 조사하였다. 하지만 1년 이내에 주택을 수리한

경우가 매우 적어서 의미 있는 결과를 찾지는 못하

였다. 

환자군과 대조군의 VOCs 및 포름알데히드 노출

수준을 다른 연구결과와 비교하였다. 왜냐하면 일반

가정에 대한 관리기준은 없기 때문이며, 새공동주택

에 대한 기준이 VOCs 성분별로 정해져 있지만 일

반가정에 적용하기에는 너무 높기 때문이다. 이 연

구에서의 VOCs 및 포름알데히드 노출수준은 새공

동주택 기준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국

내외에서 수행된 다른 연구결과와는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서울에서 27개 유치원에서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benzene 3.9 µg/m3, toluene 49.7 µg/

m3, styrene 11.5 µg/m3, m,p-xylene 6.3 µg/m3, o-

xylene 3.3 µg/m3, 그리고 formaldehyde 39.0 µg/m3

으로 나타났고,36) 인천의 10개 학교와 충남의 108개

교실에서 수행된 포름알데히드 노출결과는 각각 14.4

µg/m3 및 19.2 µg/m3 나타났다.37,38) 게다가, 19개 새

공동주택에 대한 연구에서는 benzene 12.6 µg/m3,

toluene 168.2 µg/m3, styrene 499.4 µg/m3, 그리고

formaldehyde 90.8 µg/m3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나

타내었다.39) 환자군과 대조군의 VOCs 및 포름알데

히드 노출수준을 비교했을 때 toluene, ethylbenzene,

stylene, m,p-xylene 항목에서 유의하게 환자군에서

높게 나타났다. 호주에서 유아(0.5~3세)를 대상으로

수행된 한 천식 환자대조군 연구에서는 환자군이 유

의하게 높은 수준의 VOCs 및 포름알데히드에 노출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17,40) 어린이 천식의 발현에 있

어서, VOC 노출 외에도 사회경제적 요인이나 공

기오염물질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왔

다.9,10,13) 이번 연구에서도 성별과 연령을 보정한 로

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천식가족력(aOR = 18.30), 집

습기(aOR = 21.63) 그리고 세대내 동거인 수(aOR =

12.61)가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고 VOC(toluene)은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즉 천식 가족력이

있는 경우, 집에 습기가 높은 경우 그리고 세대 내

에 동거인 수가 많은 경우 천식 유병률이 높게 나

타났으며 VOCs에 대해서는 연관성을 밝히지 못하

였다. 하지만, 환자군과 대조군의 유의한 VOCs 노

출 차이를 볼 때 어린이 천식과 VOCs 노출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V. 결  론

본 연구는 2008년 1~7월에 서울 동북부 지역에 거

주하는 어린이 천식 환자군 30명과 대조군 30명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적 위험요인과 VOCs 및 포름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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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히드 노출 평가를 통하여 어린이 천식에 대한 위

험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

음과 같다. 

1. 환자군과 대조군의 사회경제적 조건에는 차이

가 없었으며 천식에 대한 가족력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5).

2. 환자군과 대조군의 주거환경적 위험요인으로,

일조량, 습기 그리고 동거인 수가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p < 0.05).

3. 환자군은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높은 VOCs

(toluene, ethylbenzene, stylene, m,p-xylene)에 노출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4.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천식 가족력, 집습기

그리고 세대 동거인 수가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p < 0.05). 

이상의 결과를 통해, 어린이 천식에 대하여 적은

일조량, 높은 습도, 그리고 적은 동거인 수와 같은

주거환경적 위험요인이 작용하고 있으며, 또한 어린

이 천식 환자군은 유의하게 더 높은 농도의 VOCs

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린이

를 천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의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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