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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In order to investigate the relation between environmental pollution and its effect on human health

in large-scale industrial complex regions, monitoring studies have been conducted since 2003. The main purpose

of this Gangneung study is to produce background data which can be compared with several large-scale

industrial complex regions such as Ulsan, Sihwa, Banwol, Gwangyang, Yeosu, Pohang and Cheongju·Daesan

industrial complexes.

Methods: In this Gangneung study, 1,007 local residents were recruited and the framework of this study was

designed to evaluate and monitor health effects associated with low-level but long-term exposure to

environmental pollutants. A survey was performed based on personal questionnaires, medical check-ups, and

allergy skin prick tests for twelve common allergens. The authors reviewed the prevalence rate of skin allergens

in Gangneung compared with in large-scale industrial areas.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Results: The diagnosis prevalence and medical treatment prevalence of asthma were lower than in industrial

complex regions, but allergic rhinitis was higher. The allergy skin test prevalence was 26.0% and the most

common allergens were dust mites (D. pteronysinus 16.7% and D. farinae 16.3%).

Conclusions: The positive findings of the skin prick test were similar with large-scale industrial complex regions

in Korea. Further study is required to find the cause of the regional differences in skin prick preva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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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에서는 지난

1981년부터 2002년까지 우리나라 산업단지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환경오염에 의한 건강영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였다.1) 그러나 대부분의 조사가 1

년간의 단면조사였으며, 저농도 환경오염물질의 장

기간 노출에 의한 건강영향을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이에 과학원에서는 지난 2003년 울산 산업단지 지

역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주요 국가산업단지를 대상

으로「산단지역 환경오염 노출 및 건강영향 감시사

업」 (이하 산단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 사업과 같

은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조사는 환경오염이 주

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 및 평

가하는 사업으로 환경부의「환경보건 10개년 계획」

에 따라 대상지역을 확대하여 2012년 현재 8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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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국가산업단지지역에서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산

단 사업의 대상지역은 울산, 시화반월, 광양, 여수,

포항 및 청주대산 산단 지역이다.

취약지역 조사의 대상지역이 증가하면서 각 조사

별 내부비교군 외에 외부비교군 조사에 대한 필요성

이 제기되어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해안지역인 강릉

과 내륙지역인 충주지역을 외부비교군으로 선정하여

강릉지역부터 조사를 시작하였다.2) 외부비교군 연구

는 산업단지 지역과 같은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오염 노출 및 건강영향 감시 결

과와 비교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생산하고 축적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알레르기성 질환은 대기오염의 정도가 심할수록

발생빈도가 증가하며,3) 올바른 치료를 위해서는 정

확한 진단이 필요하고 원인항원인 알레르겐을 찾는

것이 치료에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4) 알레르기

성 질환의 원인항원을 알아내는 가장 기본적이고 경

제적이며 예민하고 재현성이 좋은 검사로는 피부단

자검사가 있으며,5-9) 본 연구는 천식 및 알레르기성

질환에 대한 설문조사와 12개 알레르기 항원에 대

한 피부단자검사를 통하여 취약지역 조사의 해안지

역 비교군으로 선정된 강릉지역 주민의 알레르기 반

응 유병율을 조사하여 산단 사업 결과와 비교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1. 연구대상 및 조사 기간

본 연구는 2006년과 2008년 과학원에서 수행한

「강릉지역 주민건강영향 조사사업」10,11)의 대상자를

우선으로 하였으며, 건강검진을 위하여 지역 의료기

관을 방문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참여를

거부하는 주민은 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조사는

2010년 3월부터 7월까지 수행되었으며, 연령에 따라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 만 14세부터 19세까지의 청

소년, 만 20세 이상의 성인으로 구분하였다. 대상자

들에게 연구 목적과 내용,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참여에 동의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동의서를

얻었으며, 국립환경과학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로부터 검토 및 승인을 받았다.

2. 설문조사

본 연구의 알레르기성 질환에 대한 설문조사는

International Study of Asthma and Allergies in

Childhood (ISAAC) 설문지를 적용하였으며, 대상자

가 직접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설문지는

내원당일 현장에서 회수하여 사전에 충분히 교육된

조사요원이 검토 및 확인하였다. 설문지의 주요 내

용은 인구학적 특성, 천식 및 알레르기성 질환의 증

상, 진단 및 치료 경험에 대한 것이었다.

3. 알레르기 항원에 대한 피부단자검사

본 연구에 사용한 피부반응검사는 1924년 Lewis

와 Grant에 의하여 처음 기술된 이후, 1970년대에

Pepys에 의해 수정된 후 널리 보급된 피부단자검사

를 사용하였다.4,12) 조사에는 모두 12개의 항원을 사

용하였으며, 양성 대조액으로는 0.1% 히스타민 용액

Table 1. Allergen category of skin prick test

Class Allergen

Control Physiologic saline (negative), Histamine (positive)

Indoor

Dermatophagoides pteronyssinus (D. pteronyssinus), Dermatophagoides farinae (D. farinae), Cockroaches

Moulds I (Mixture) Alternaria, Botrytis, Cladosporium, Curvularia, Fusarium, Helminthosporium

Moulds II (Mixture) Aspergillus, Mucor, Penicillium, Pullularia, Rhizopus, Serpula

Outdoor

Grasses (Mixture) Kentucky, Meadow, Orchard, Rye, Timothy, Velvet

Trees I (Mixture)

(early blossoming)
Alder, Elm, Hazel, Poplar, Willow

Trees II (Mixture)

(mid blossoming)
Birch, Beech, Oak, Plane tree

Mugwort, Giant ragweed

Animal Dog epithelia, Cat epithe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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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음성 대조액으로는 항원희석에 사용되는 용매인

생리식염수를 사용하였다 (Table 1).

검사방법은 팔의 전박부를 알코올 솜으로 소독하

고 건조한 후에 항원과 대조액을 도포한 후 란셋으

로 단자하였다. 15~20분 후에 팽진 및 홍반의 크기

를 측정하였으며 판독은 음성 대조액에 반응을 보이

지 않으면서 양성 대조액에 의한 반응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인 경우를 양성으로 판정하였다.4)

4. 통계처리

설문조사 및 피부단자검사 자료의 정리는 Excel

(Microsoft office)를 이용하였으며, 통계분석은 SPSS

program (ver. 13.0, SPSS Inc.)을 사용하였다. 알레르

기성 질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피부단자검사 결

과는 Chi-square test와 Fisher's Exact Test를 하였으

며, p-value가 0.05 이하인 경우 유의하다고 판정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조사자 현황

조사대상자 현황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본 연

구에 참여한 강릉지역 주민은 총 1,007명으로 성별

로는 남자 43.6% (439명), 여자 56.4% (568명)로 여

자가 약간 많았다 (Table 2). 연령대별로는 40대가

21.3% (214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9

세 이하(3.6%, 36명)와 20대(7.0%, 70명)가 가장 낮

은 참여율을 보였다.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41.50세

였으며, 성인 대상자의 15.7%인 127명은 현재 흡연,

134.%인 108명은 과거흡연, 70.9%인 572명은 흡연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알레르기성 질환에 대한 설문조사

천식 및 알레르기성 질환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Table 3), 알레르기성 비염의 평생증상, 진단

및 12개월 내 치료경험이 다른 알레르기성 질환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알레르기성 비염의

평생증상 경험과 알레르기성 결막염의 평생증상, 평

생진단 및 12개월 내 치료 경험에서 남녀 간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5). 2006

년과 2008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한 결과 (Table 4),

알레르기성 비염의 평생진단 경험이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p<0.05).

천식 및 알레르기성 질환의 평생진단 및 12개월

내 치료 경험에 대한 산단 사업 결과와 비교한 결

과는 Fig. 1에 나타내었다. 강릉지역 주민의 천식 진

단 및 치료 경험은 4.3%와 1.6%로 광양(5.45, 4.2%),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 of the study population

Male Female Total

Study 

subject

(N(%))

<9 23 (5.2) 13 (2.3) 36 (3.6)

10~19 79 (18.0) 84 (14.8) 163 (16.2)

20~29 29 (6.6) 41 (7.2) 70 (7.0)

30~39 39 (8.9) 93 (16.4) 132 (13.1)

40~49 88 (20.0) 126 (22.2) 214 (21.3)

50~59 72 (16.4) 116 (20.4) 188 (18.7)

60< 109 (24.8) 95 (16.7) 204 (20.3)

Total 439 (100) 568 (100) 1,007 (100)

Age

(year)

Children 10.48±1.98 10.75±1.75 10.62±1.87

Youth 16.03±1.90 15.56±1.56 15.80±1.74

Adults 50.45±13.63 47.34±12.41 48.64±13.01

Total 41.64±20.05 41.40±17.34 41.50±18.56

Smoking*

(N(%))

Current 118 9 (1.9) 127 (15.7)

Stop 104 4 (0.9) 108 (13.4)

None 115 (34.1) 457 (97.2) 572 (70.9)

*smoking : only 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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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ults of questionnaire for allergic disease experience (Unit : N(%))

Male

(N=439)

Female

(N=568)

Total

(N=1,007)
p-value*

Asthma

symptoms 45(10.3) 46(8.1) 91(9.0) 0.238

diagnosis 20(4.6) 23(4.0) 43(4.3) 0.693

medical treatment 7(1.6) 9(1.6) 16(1.6) 0.990

Allergic

rhinitis

symptoms 174(39.6) 187(32.9) 361(35.8) 0.028

diagnosis 90(20.5) 145(25.6) 235(23.4) 0.059

medical treatment 53(12.1) 92(16.2) 145(14.4) 0.065

Allergic

dermatitis

symptoms 61(13.9) 64(11.3) 125(12.4) 0.210

diagnosis 70(15.9) 77(13.6) 147(14.6) 0.287

medical treatment 37(8.4) 39(6.9) 76(7.5) 0.352

Allergic 

conjunctivitis

symptoms 87(19.8) 156(27.5) 243(24.1) 0.005

diagnosis 61(13.9) 111(19.5) 172(17.1) 0.018

medical treatment 27(6.2) 57(10.1) 84(8.3) 0.026

* Pearson Chi-Square

Table 4. Results of questionnaire for allergic disease experience according to study year (Unit : N(%))

2006 2008 2010
p-value†

N Exp.* N Exp.* N Exp.*

Asthma

symptoms 1,024
107

(10.4)
1,022

95

(9.3)
1,007

91

(9.0)
0.515

diagnosis 1,035
44

(4.3)
1,022

48

(4.7)
1,007

43

(4.3)
0.857

medical

treatment
1,034

17

(1.6)
1,022

16

(1.6)
1,007

16

(1.6)
0.989

Allergic 

rhinitis

symptoms 1,034
355

(34.3)
1,024

338

(33.0)
1,007

361

(35.8)
0.403

diagnosis 1,034
189

(18.3)
1,021

212

(20.8)
1,007

235

(23.4)
0.018

medical

treatment
1,032

139

(13.5)
1,022

127

(12.4)
1,007

145

(14.4)
0.428

Allergic 

dermatitis

symptoms 1,031
119

(11.5)
1,024

132

(12.9)
1,007

125

(12.4)
0.640

diagnosis 1,018
123

(12.1)
1,021

147

(14.4)
1,007

147

(14.6)
0.186

medical

treatment
1,033

77

(7.5)
1,022

77

(7.5)
1,007

76

(7.5)
0.996

Allergic 

conjunctivitis

symptoms 1,034
249

(24.1)
1,024

210

(20.5)
1,007

243

(24.1)
0.082

diagnosis 1,032
154

(14.9)
1,024

174

(17.0)
1,007

172

(17.1)
0.326

medical

treatment
1,032

90

(8.7)
1,021

78

(7.6)
1,007

84

(8.3)
0.664

* allergic disease experience
† Pearson Chi-Squ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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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5.0%, 2.6%) 및 여수(5.5%, 2.9%)에 비해 낮

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알레르기성 비염은 강

릉(23.4%, 14.4%)이 광양(12.0%, 10.2%), 포항(8.1%,

4.2%) 및 여수(14.5, 11.3%)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

사되었다. 알레르기성 피부염의 경우에는 광양과 여

수에 비해 약간 높았으나 포항에 비해서는 낮았으며,

알레르기성 결막염의 경우에는 포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알레르기 항원에 대한 피부단자검사 결과

알레르기 항원에 대한 피부단자검사 결과는 Table 5

에 나타내었다. 총 12개의 항원 중 1개 이상에서 양

성반응을 보인 대상자는 모두 262명으로 26.0%의 양

성반응률을 보였다. 양성반응을 보인 262명 중 120

명 (45.8%)은 2개의 항원에 반응을 보였으며, 3개 이

상의 항원에 반응을 보인 대상자는 24.8%인 65명이

었다. 연령대별로는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는 40.0%,

청소년 47.3%, 성인 21.0%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각 항원별로는 주로 실내항원인 유럽형 집먼지 진

드기 (16.7%)와 미국형 집먼지 진드기 (16.3%)에 반

응을 보였으며, 바퀴벌레와 초봄에 개화하는 나무 항

원에서는 남녀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Table 6).

조사지역에 따른 피부단자 검사 양성반응률은 Fig 2

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의 양성반응률은 26.0%로

22.5~27.1%로 조사된 울산, 광양만, 포항 산단 지역

의 조사결과와는 유사한 수준이었고, 39.9%로 조사

된 청주 산단 지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었다.

Fig. 1. Allergic disease prevalence rate according to study areas.

Table 5. Result of allergen skin prick test (Unit : N(%))

Class
Skin-prick response (n=1,007) Number of positive allergen

Negative Positive 1 2 > 3

Children  75(60.0)  50(40.0) 13(26.0)  26(52.0) 11(22.0)

Youth  39(52.7)  35(47.3)  7(20.0)  16(45.7) 12(34.3)

Adult 372(79.0)  99(21.0) 33(33.3)  42(42.4) 24(24.2)

Total 745(74.0) 262(26.0) 77(29.4) 120(45.8) 6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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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우리나라의 대규모 국가산업단지 지역주민들의 건

강영향과 관련하여 알레르기성 질환 등에 대한 환경

피해호소가 제기되고 있으나, 주민들이 호소하는 건

강이상증상은 환경오염 영향 이외에 개인의 건강상

태, 식이, 흡연 등 생활습관, 주거 및 생활환경 등

다양한 영향요인이 작용하여 환경오염에 의한 것인

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2) 또한 대

기 중으로 배출되는 유해물질과 주택과 건물의 냉난

방에 의한 연소가스, 자동차 배기가스, 비산먼지 등

다양한 요인이 대기오염원으로 작용하고 Lee 등13)에

의하면 대기오염이 심할수록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 등 알레르기 질환의 발생빈도가 증가하며, 호

흡기 질환의 발생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14)

이러한 산단지역의 환경오염이 지역주민의 건강에

Table 6. Prevalence of skin prick test according to each allergen (Unit : N(%))

Class Allergen
Male

(n=439)

Female

(n=568)

Total

(n=1,007)
p-value*

Indoor

D. pteronyssinus 79(18.0) 89(15.7) 168(16.7) 0.326

D. farinae 76(17.3) 88(15.5) 164(16.3) 0.438

Moulds I 10(2.3) 7(1.2) 17(1.7) 0.202

Moulds II 7(1.6) 7(1.2) 14(1.4) 0.626

Cockroaches 11(2.5) 5(0.9) 16(1.6) 0.041

Outdoor

Grasses 6(1.4) 9(1.6) 15(1.5) 0.777

Trees I 29(6.6) 19(3.3) 48(4.8) 0.016

Trees II 32(7.3) 32(5.6) 64(6.4) 0.286

Giant ragweed 11(2.5) 13(2.3) 24(2.4) 0.823

Mugwort 27(6.2) 36(6.3) 63(6.3) 0.903

Animal
Dog epithelia 7(1.6) 6(1.1) 13(1.3) 0.453

Cat epithelia 6(1.4) 8(1.4) 14(1.4) 0.955

* Pearson Chi-Square or Fisher's Exact Test

Fig. 2. Prevalence of skin prick test according to study areas.



404 안승철·김대선·유화연·권영민·주덕현

J Environ Health Sci 2012: 38(5): 398-406 http://www.kseh.org/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 평가하기 위해 지

난 2003년부터 시작된 산단 사업의 결과, 산업단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알레르기 항원에 대한 피

부단자 양성반응률이 20~40% 정도였으며, 특히, 시

화반월 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들의 경우에는 27~41%

의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3,14-16) 이러한 결과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주민의 양성반응률인

15.6%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보고되었다.1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단 사업의 비교군인 강릉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천식 및 알레르기성 질환의 증상, 진단 및

치료 경험률과 피부단자 양상 반응률을 조사하여 산

단사업 결과와 비교하였다.

천식 및 알레르기성 질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본 연구 대상자들의 천식 평생 증상, 진단 및 치료

경험은 각각 9.0%, 4.3%, 1.6%였으며, 알레르기성

비염은 35.8%, 23.4%, 14.4%, 알레르기성 피부염

12.4%, 14.6%, 7.5%, 알레르기성 결막염 24.1%,

17.1%, 8.3%로 조사되었다. 천식은 광양, 포항 및

여수와 같은 산업단지 지역의 조사결과보다 낮았으

나, 알레르기성 비염의 진단 및 치료경험은 산단지

역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천식 및 알레르기성 질환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영

향 외에도 주변 초목 및 녹지 등의 자연환경과 개

인의 유전적 요인, 흡연 영향, 거주 등 생활환경17-20)

과 산업화와 기후변화21,22)와 같이 다양한 요인이 복

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조사 시기

및 형태, 모집단이 서로 상이한 지역 간 결과를 직

접 비교키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조사를 하

면 강릉과 산단 지역 주민의 유병률 변화 양상을 비

교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알레르기 질환의 원인물질을 규명하기 위한 검사

로는 피부반응검사, 혈청 내 특이 IgE 항체를 측정

하는 Radioallergosorbent Tests (RAST), Fluorescent

Allergosorbent Test (FAST), Multiple Radioallergosorbent

Tests (MAST) 등 다양한 검사방법이 있다.23,24) 피부

반응검사 중 피부단자검사는 제대로 올바른 방법에

의하여 시행된다면 대부분의 알레르기 환자에서 알

레르겐을 밝히는데 가장 편한 방법이고 경제적으로

저렴한 진단방법으로 알려져 있다.4)

본 연구에서도 12개 항원을 사용하여 피부단자검

사를 시행하였는데, 1개 이상의 항원에 반응을 보인

대상자는 262명으로 26.0%의 양성반응률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는 40.0%, 만

14~19세의 청소년 47.3%, 만 20세 이상 성인 21.0%

로 어린이, 청소년의 피부단자 양성반응률이 성인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산단지역의 피부단

자 양성반응률과 비교한 결과, 시화반월, 청주산단지

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비교군인 본 연구와 유사

한 수준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피부단자 시험에 사용되는 실외항원인 나무, 잔디,

쑥, 두드러기쑥과 같은 화분 항원은 McDonalds 등
25)과 Davies 등26)의 연구에 의하면 단순히 밀도가 높

다고 감작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같은 밀도라 할지라

도 대기 오염 지역에서의 감작률이 높을 뿐 아니라,

오염이 심한 곳에서는 단 시간 내에도 감작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3) 유럽 15개국 35개 지역의

20~44세 성인을 대상으로 9개 항원에 대한 조사27)

에서도 각 항원별로 17.1~54.8%의 양성반응률을 보

여 지역간 차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토

피 보유자들은 진드기에 대해 높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며,28) Aspergillus와 같은 곰팡이류는 기온이 높

은 지역에서, 바퀴벌레에 대한 반응은 대도시나 습

도가 높은 지역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등 조사지역

의 기온과 습도에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9)

본 연구는 강릉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항

원에 대한 피부단자검사를 수행하여 산단지역의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지역간 차이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검사는 혈청 내 IgE 항체 검사

가 아닌 피부단자 검사로 조사 연도 및 시기의 차이

뿐 아니라 피부반응검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진 대상자의 연령 및 개인 질병력, 지역별로 사

용한 항원의 반응성, 항히스타민제와 같은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하는 약물 복용 여부 및 피검자의 검사

당시 피부 반응도 등4)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반응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진 피부단자검사의 양성반응률의 지역간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들을 찾기 위해서는 지속

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조사에는

각 항원별 지역간 차이 및 개별 항원과 천식 및 알레

르기성 질환과의 연관성 조사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V. 결 론

본 연구는 강릉지역 주민 1,007명을 대상으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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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단자검사를 통한 피부 알레르기 양성반응률을 조

사하여 산업단지 지역의 조사결과와 비교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알레르기성 질환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알

레르기성 비염 경험이 다른 질환에 비해 높은 것으

로 조사되었으며, 광양, 포항 및 여수와 같은 산업

단지 지역의 조사결과에 비해서도 높았다. 알레르기

항원에 대한 피부단자 검사 양성반응률은 26.0%로

어린이 (40.0%)와 청소년 (47.3%)이 성인 (21.0%)

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각 항원별로는 주

로 집먼지 진드기 (16.3~16.7%)에 양성반응을 보였

다. 지역별 피부단자 검사 양성반응률을 비교한 결

과,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산업단지 지역의 조사

결과 (22.5~27.1%)와 유사한 수준으로 지역간 차이

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들을 찾기 위한 추가적인 조

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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