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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및 성장과의 관련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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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llergies are one of the most common chronic diseases during childhood. While the prevalence of 
allergic disease in children is increasing dramatically, few studies have evaluated the risk and preventive factors related 
to this health condition, especially in South Korea. The purpose of this case-control study was to evaluate independent 
determinants of allergic disease, and to examine whether it is associated with growth and other health conditions 
in childhood. The current study included 209 cases and 311 age and sex-matched controls (fifth and sixth graders) 
residing in Daegu, South Korea. Environmental data was collected, including child and family histories of allergies, 
birth information, and reaction to weaning foods during infancy. In addition, current dietary habits (assessed by 2 
day-24 hr food records), health conditions, and anthropometric data were obtained through questionnaires and student 
health check-ups at the school. Based on chi-square tests, cases had a significantly higher prevalence of having a 
disease at birth, an allergic reaction to weaning foods, frequent hospital visits, and frequent experiences of the common 
cold and digestive diseases. In addition, significantly more mothers had a higher education in the cases compared 
to controls. Based on multivariable condition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actor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greater 
odds for having allergies were parental (OR=21.42) and fraternal (OR=14.40) histories of allergies. The anthropometric 
measures showed that cases tended to be shorter in height and lighter in weight than the controls, but these difference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se findings may indicate that current nutrient intakes may not be the only critical 
factor associated with delayed growth delay in the allergic group. A well-planned, large cohort study is warranted 
to confirm our finding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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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알레르기 질환은 천식, 알레르기 비염, 신체과민반응, 약·

식품·벌레 알레르기, 특정요인 노출에 의한 습진․두드러기․
부종을 포함하는 항원-항체 반응의 환경성 질환이다(1-3). 

최근 알레르기 질환의 유병률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

이를 보이며(4), 특히 영·유아기를 시작으로 소아기 및 청소

년기의 알레르기 질환 유병률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5). 성장기 아동에게서 발병한 알레르기 질환은 

성인기까지 지속될 수 있고, 식품과 관련된 알레르기 증상이 

있을 경우 식품 섭취 제한으로 이어져 영양 섭취 부족 및 성장 

지연 등 여러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6,7). 따라서 효율적으

로 알레르기 질환을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치료 및 관리하기 

위해서는 알레르기 질환과 관련된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것

이 필요하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알레르기 질환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서로 연관되어 발병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8). 알레르기 질환의 대표적인 유전적 요인으로는 

부모의 알레르기 질환력이 제시되고 있는데(8,9), 국제 소아 

천식 및 알레르기 연구(International Study of Asthma and 

Allergies in Childhood, ISAAC)에서는 부모의 알레르기 

질환력이 자녀의 알레르기 질환 유병 여부를 결정하는 강력

한 예측 요인이라 보고하고 있다(10). 최근 알레르기 질환의 

유병률 증가와 관련하여 여러 환경적인 요인이 대두되고 있

는데, 부모의 높은 교육수준, 대상자의 낮은 출생 순위, 세균 

감염의 기회 감소 및 항생제 사용의 증가 등과 같은 요인들

이 알레르기 질환의 발병에 위험 인자로 작용하는 것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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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되고 있다(11-17).

그러나 앞서 언급한 기존 연구는 상당수 영·유아나 초등

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선행연구

들의 대부분은 알레르기 질환 유병률 조사에 그치고 있어 

알레르기 질환을 앓고 있는 대상자의 특성과 알레르기 질환

의 위험요인 등에 대한 고찰은 미흡한 실정이다(18,19). 따

라서 제2의 성장기로 알려진 사춘기의 초입기에 접어드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유병과 관련이 

있는 환경적 요인을 분석하고, 알레르기 유병 여부에 따른 

대상자의 성장 수준 및 영양 섭취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

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질환과 관련된 출생 시 환경적 

요인을 분석하고, 현재의 성장 지표 및 건강 상태, 영양 섭취 

수준과의 연관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연구 대상 및 분류

알레르기 질환을 가진 초등학생의 식생활·환경적 요인 및 

성장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2011년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약 한 달 동안 대구지역 3개 초등학교 5~6학

년 학생을 대상으로 환자-대조군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

구에 포함된 알레르기 환자군은 209명이었고, 대조군은 알

레르기 질환을 앓은 경험이 없는 대상자 중 환자군과 1:1.5 

비율로 성과 나이를 매칭하여 311명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

의 환자군 분류는 국제 소아 천식 및 알레르기 연구의 기준

을 참고하였으며(20), 환자군에 포함된 일반 알레르기 환자

군과 식품 알레르기 환자군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일반 

알레르기 환자군은 태어나서 현재까지 ‘천식’, ‘알레르기 비

염’, ‘알레르기 결막염’, ‘아토피 피부염’, ‘식품 알레르기’ 중 

1개 이상의 질환을 의사에게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고, 최근 알레르기 증상이 발생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

우로 정의하였다. 식품 알레르기 환자군은 ‘식품 알레르기’ 

증상 경험이 있고, ‘식품 알레르기’ 질환으로 의사에게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적이 있거나, 알레르기 증상으로 인하여 

제한하는 식품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로 정의하였다.

조사 내용 및 방법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기본 정보 및 영양 

섭취 상태에 관한 정보는 대상 학생의 학부모에게 배부된 

설문지를 통하여 조사되었다. 설문지는 자녀의 성별과 나이, 

알레르기 질환 병력, 가족 구성원 수, 부모의 소득 및 교육수

준, 어머니의 취업 여부, 알레르기 질환의 가족력 등과 같은 

일반 정보와 자녀의 형제 순위, 출산 당시 어머니의 나이, 

출생 당시 자녀의 질병 여부, 모유 수유 여부와 기간, 이유식

의 종류 및 부작용 여부 등의 출생 시 정보, 그리고 자녀의 

현재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생활 습관: 대상자의 성장 발육 정

도를 파악하기 위해 각 해당 학교의 학생 건강검진 시 보건

교사에 의해 측정된 신체 계측 정보를 수집하였다. 실제 측

정된 신장과 체중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Röhrer Index(신체

충실지수, 체중(kg)/신장(cm)3×107)를 산출하였고, 이 지

수가 109 이하일 경우 ‘마름’, 110~140일 경우 ‘정상’, 141

이상일 경우 ‘비만’으로 판정하였다. 부모의 신체 계측 정보

는 자기기입식 설문방법으로 수집한 신장과 체중 정보를 이

용하여 body mass index(체질량지수, 체중(kg)/신장

(cm)2)를 계산하였다. 

식사 섭취 실태 조사 및 영양 섭취 상태 분석: 대상자의 

영양 섭취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식사기록법을 이용하였

다. 식사기록은 주중 1일과 주말 1일, 총 2일 동안 학생이 

섭취한 모든 식품의 종류와 양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기록은 

학부모가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이때 학부모는 학생이 섭취

한 음식의 이름과 그 식재료 및 섭취량 등을 학생과 의논하

여 자세히 기록하도록 하였다. 실제 섭취량 조사 시 발생 

될 수 있는 오차를 줄이고 객관적인 측량을 위하여 대상자에

게 실물 크기의 그릇과 접시, 수저 등의 그림을 보조 자료로 

제공하였다. 또한 주중 1일의 식사내용 중 점심식사를 학교 

급식으로 하였을 경우, 해당 학교의 영양교사에게 급식 레시

피를 제공받아 섭취량 산출에 참고하였다. 식사 기록이 누락

되었거나 측량 오류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학생 면

접 조사를 통하여 수정 및 보완하였다. 조사된 식사 섭취 

자료는 한국영양학회에서 개발된 영양 평가 프로그램 

CAN-Pro 3.0(Computer Aided Nutritional analysis 

Program)을 이용하여 1일 평균 섭취 열량과 영양소량을 산

출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한국인 영양섭취기준(Dietary 

Reference Intake for Koreans, KDRIs, 2010)(21)과 비교

한 백분율을 계산하였다.

통계 분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출생 시 환경 요인, 현재 건강 상태 

등과 같은 범주형 변수는 Chi-squared test를 이용하여 빈

도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또한 신체 계측 정보와 영양 섭취 

수준 등과 같은 연속형 변수는 독립 t-test 및 ANOVA 

(analysis of variance)를 이용하여 그룹 간의 평균 차이를 

검증하였다. 교란 변수를 통제하면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나이와 성별을 매칭한 

조건부 로지스틱 회귀분석(condition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위험변수별 교차비(odds 

ratio)와 95% 신뢰구간을 산출하였다. 교란 변수에는 선행

연구들에서 알레르기 질환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비만도

를 비롯하여 단변량 분석을 통해 환자군에서 유의적으로 높

은 수준을 보인 어머니 교육수준, 알레르기 가족력, 출생 순

위, 출생 시 질병력, 이유식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포함되

었다. 모든 자료처리 및 통계분석은 SAS(Statistical Anal-

ysis System, version 9.2, SAS Institute, Cary, NC,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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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case-control subjects 
　 Control (n=311) Case (n=209) P value
Matched factors

Sex 
Men
Women

Age (years)
10
11
12～13

Anthropometric measures of children
Height (cm)
Weight (kg)
Röher index (kg/cm3×107)

Underweight (<110)
Normal (110～<141)
Obesity (≥141)

Household characteristics
The number of family members

3 or less
4
5 or more

Monthly household income (10,000 won)
<200
200～<300
300～<400
400～<500
≥500 

Father's characteristics
Age (years)
BMI (kg/m2)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ion or less
College graduation
Graduate school or more

Mother's characteristics
Age (year)
BMI (kg/m2)
Occupation (yes)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ion or less
College graduation
Graduate school or more

History of allergies
Parental history of allergies (yes)
Fraternal history of allergies (yes)

174 (56.0)
137 (44.0)

 60 (19.3)
161 (51.8)
 90 (28.9)

148.3±7.5
44.9±10.4

 30 (9.7)
165 (53.4)
114 (36.9)

 50 (16.3)
171 (55.9)
 85 (27.8)

 28 (11.0)
 37 (14.6)
 79 (31.1)
 45 (17.7)
 65 (25.6)

  43±4.1
 23.7±2.7

105 (35.5)
178 (60.1)
 13 (4.4)

  40±3.6
 21.6±2.3
159 (53.4)

155 (52.5)
137 (46.4)
  3 (1.0)

  6 (1.9)
  5 (1.6)

117 (56.0)
 92 (44.0)

 37 (17.7)
115 (55.0)
 57 (27.3)

147.4±7.2
 43.2±11.0

 29 (13.9)
110 (52.6)
 70 (33.5)

 33 (15.8)
127 (60.8)
 49 (23.4)

 13 (7.1)
 21 (11.6)
 49 (27.1)
 30 (16.6)
 68 (37.6)

 42.7±4.1
 23.7±2.4

 55 (26.8)
136 (66.3)
 14 (6.8)

 40.2±3.6
 21.2±2.4
101 (48.3)

 84 (41.0)
114 (55.6)
  7 (3.4)

 94 (45.0)
 70 (33.5)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 

***
***

Values are mean±standard error or n (%).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1 and ***P<0.001. NS: Not significant. 

를 이용하여 유의수준 α=0.05에서 검증하였다.

결   과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알레르기 질환 환자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 선정 시 이용된 매칭요인, 즉 성과 나이는 

두 군 간에 차이 없이 균일하게 분포되었다. 환자군의 평균 

신장은 147.4±7.2 cm이고, 대조군의 평균 신장은 148.3± 

7.5 cm으로 환자군의 평균 신장이 대조군보다 약 1 cm 적은 

수준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는 않았고(P=0.2) 평

균 체중 또한 두 군간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0.08). 

대상자의 가족 환경에 대한 정보 중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두 군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대졸 이상’에 해당하는 비율이 환자군 

59.0%, 대조군 47.4%로 환자군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대조

군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가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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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öhrer index of case-control subjects based on the number and duration of allergy symptoms 
　 Control Case P value

Number of allergy symptoms
1 2　 3 or more

n
Röhrer index 

311
136.5±23.7

120
135.7±24.7

64
130.5±19.8

25
130.0±27.5 NS

Duration after the first diagnosis of allergies (year)
1 or less 2～5 6～9 10 or more

n
Röhrer index 

311
136.5±23.7

25
138.7±30.1

50 
137.1±24.7

63
130.7±21.8

20
129.5±23.0 NS

Values are mean±standard error. NS: Not significant. 

Table 3. Nutrient intakes as percentage of KDRIs1) of case- 
control subjects

　 Control
(n=311)

Case
(n=209) P value

Energy (%)
Protein (%)
Fiber (%)
Ca (%)
P (%)
Na (%)
Fe (%)
K (%)
Vitamin A (%)
Vitamin B1 (%)
Vitamin B2 (%)
Vitamin B6 (%)
Vitamin C (%)
Vitamin E (%)
Niacin (%)
Folate (%)
Zinc (%)
Carbohydrate
  (% of energy)
Protein (% of energy)
Fat (% of energy)

 97.7±1.6
197.7±3.0
 85.5±1.7
 67.0±1.8
108.9±1.2
259.9±4.2
137.1±9.1
 73.4±1.1
122.0±6.4
136.8±6.1
113.0±2.1
196.6±3.0
 99.0±3.3
145.3±3.8
142.5±3.3
 68.4±1.6
123.6±1.7
 55.8±0.4

 15.5±0.2
 28.8±0.3

100.9±2.0
200.7±3.7
 85.8±2.0
 63.5±2.1
106.5±1.5
264.4±5.0
116.4±11.0
 71.0±1.3
127.0±7.8
137.5±7.3
110.0±2.6
196.5±3.7
 93.2±4.0
141.2±4.5
142.5±4.0
 72.6±1.9
123.2±2.0
 55.9±0.5

 15.7±0.2
 28.4±0.4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1)KDRIs: Dietary Reference Intakes for Koreans.
Values are mean±standard error.
NS: Not significant. 

알레르기 질환력은 두 군간 매우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환

자군의 약 45.0% 정도가 부모도 알레르기 질환력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대조군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비율이 

약 1.9%에 지나지 않았다(P<0.001). 또한 환자군의 형제도 

알레르기를 앓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약 33.5%로 대조군 

1.6%과 비교하여 크게 높은 수준을 보였다(P<0.001).

알레르기 질환 개수 및 유병 기간에 따른 뢰러지수 비교

대상자가 현재 몇 가지 종류의 알레르기 질환을 앓고 있는

지, 알레르기 질환의 최초 진단일은 언제인지에 대한 설문 

결과를 이용하여 알레르기 질환의 개수 및 유병 기간에 따른 

뢰러지수 평균을 비교하였다(Table 2). 대조군과 환자군(알

레르기 질환 개수로 상세 구분)의 뢰러지수 평균을 비교한 

결과, 한 종류의 알레르기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군의 뢰러

지수는 대조군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 알레르기 질환 동반 

개수가 많은 환자일수록 뢰러지수의 평균값이 낮아지는 경

향을 보였으나 그룹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P=0.2). 또한 환자군의 알레르기 질환 유병 기간을 1년 이

하, 2~5년, 6~9년, 10년 이상으로 분류하여 뢰러지수 평균

을 비교 분석한 결과, 유병 기간이 5년 이내의 환자군 그룹은 

대조군의 뢰러지수 평균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 유병 기간

이 6년 이상인 환자군 그룹은 뢰러지수가 6 이상 더 적은 

평균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P=0.2).

조사 대상자의 영양 섭취 수준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대비 대상자들의 영양섭취 수준, 즉 

영양소 섭취비율과 열량 영양소 구성비(CPF ratio)를 환자-

대조군 그룹 간 비교 분석한 결과 두 그룹 간 유의적인 차이

는 관찰되지 않았다(Table 3). 전반적으로 환자군과 대조군 

모두 대부분의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으나 식이섬유소, 칼슘, 칼륨, 엽산 등의 섭취량은 두 

그룹 모두 섭취기준 대비 10% 이상 부족한 수준이었다. 그

중 KDRIs 대비 가장 낮은 섭취수준을 보여준 영양소는 칼슘

으로 환자군 63.5±2.1%, 대조군 67.0±1.8%의 섭취수준을 

보였으나, 그룹 간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P=0.2). 

조사 대상자의 출생 시 특성

환자군과 대조군의 출생 시 특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

(Table 4), 조사 대상자의 형제 순위에 대하여 환자군은 첫

째인 경우가 57.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대조

군은 둘째인 경우가 46.4%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P= 

0.002). 출생 당시 질병 여부를 묻는 문항에 대하여 ‘있다’라

고 응답한 경우는 환자군 5.7%, 대조군 2.0%로 출생 당시 

질병을 앓은 비율은 환자군이 대조군보다 더 높은 것으로 관

찰되었다(P=0.02). 대상자가 처음으로 섭취한 이유식의 종

류는 환자군과 대조군 모두 분말 이유식, 미음, 과일즙, 야채

즙 순이었다. 이러한 종류의 이유식을 섭취한 후 나타난 부작

용 비율은 환자군 18.1%, 대조군 7.3%로 이유식 섭취 후 부

작용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환자군에서 더 높았다(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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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haracteristics of subjects at birth and during infancy  
　 Control (n=311) Case (n=209) P value
Birth order

First
Second
Third

Maternal age at delivery (years)
<25
25～<29
≥30

Disease present at birth (yes) 
Breasting feeding (yes)
Duration of exclusive breast feeding (month)
Type of weaning1)

Commercial weaning food 
Powder type
Formula type

  Rice porridge
  Vegetable juices
  Grain powder
  Fruits juices
  etc

Allergy reaction to the weaning foods (yes)

129 (42.7)
140 (46.4)
 33 (10.9)

 44 (14.2)
152 (48.9)
115 (37.0)
  6 (2.0)
214 (68.8)
 7.0±4.2

137 (45.5)
 12 (4.0)
 89 (29.6)
 22 (7.3)
 14 (4.7)
 57 (18.9)
  2 (0.7)
 23 (7.3)

119 (57.2)
 78 (37.5)
 11 (5.3)

 21 (10.1)
114 (54.6)
 74 (35.4)
 12 (5.7)
157 (75.1)
 5.9±4.0

 85 (41.7)
  5 (2.5)
 68 (33.3)
  7 (3.4)
  8 (3.9)
 41 (20.1)
  3 (1.5)
 38 (18.1)

**

NS

*
NS
NS

***
1)Data are multiple responses.
Values are mean±standard error or n (%).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P<0.01 and ***P<0.001. NS: Not significant.

Table 5. Current health conditions of case-control subjects

　 Control
(n=311)

Case
(n=209)

P
value

Hospital visits
Less than 1 per year
1～11 per year
1 or more per month

Experience of common cold 
Less than 1 per year
1～11 per year
1 or more per month

Experience of digestive diseases
Less than 1 per year
1～11 per year
1 or more per month

 99 (32.4)
191 (62.4)
 16 (5.2)

 74 (24.1)
218 (71.0)
 15 (4.9)

185 (61.1)
105 (34.6)
 13 (4.3)

 27 (13.0)
161 (77.8)
 19 (9.2)

 19 (9.2)
173 (83.5)
 15 (7.3)

 91 (44.0)
101 (48.8)
 15 (7.2)

　
***

***

***

　
Values are n (%).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01.

조사 대상자의 현재 건강 상태

환자-대조군의 최근 병원진료 경험 빈도와 감기, 소화질

환의 경험 빈도를 비교 및 분석한 결과는 Table 5에 제시하

였다. 환자군의 병원진료 빈도는 대조군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 ‘한 달에 한 번 이상 병원을 방문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환자군 약 9.2%, 대조군 약 5.2%였고, ‘1년에 한 번 

미만으로 방문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환자군 13.0%, 대조군 

32.4%로 두 군간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01). 최근 

감기 경험 빈도를 묻는 문항에 대하여 환자군은 ‘한 달에 

한 번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3%인 반면 대조군은 

4.9%로 더 낮은 비율을 보였고, ‘1년에 한 번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환자군 9.2%, 대조군 24.1% 수준으로 대조

군과 비교하여 환자군의 감기 경험 빈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

다(P<0.001). 또한 소화 관련 질환 및 증상 역시 환자군의 

경험 빈도가 대조군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조건부 로지스틱 회귀분석

위의 단변량 분석을 통해 환자군에서 유의적으로 높은 수

준을 보인 요인(어머니 교육수준, 알레르기 가족력, 출생 순

위, 출생 시 질병력, 이유식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과 선행논

문에서 제시된 알레르기 관련 요인(비만도)을 다변량 로지

스틱 회귀분석에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 알레르기 질환에 

독립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부모

의 알레르기 질환력과 형제의 알레르기 질환력인 것으로 나

타났다(Table 6). 부모가 알레르기 질환을 가지고 있는 수준

이 환자군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고(OR=21.42, CI=8.84~ 

51.94), 형제가 알레르기 질환을 가지고 있을 경우 역시 환

자군에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다(OR=14.40, CI= 5.38~ 

38.59).

고   찰

본 환자-대조군 연구는 대구 지역의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알레르기 질환 환자군과 

대조군 간 가족환경, 출생 시 환경 및 초기 이유식 정보, 현재 

성장 지표 및 영양 섭취 수준을 비교·분석하였다. 대조군과 

비교하여 환자군의 어머니 교육수준은 비교적 높은 수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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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Multivariate-adjusted odds ratios1) for allergies among 
case-control subjects 

Odds Ratio
(95% CI2))

Röhrer index (kg/cm3×107)
  Obesity (≥141)
    No
    Yes
Mother's education
  College graduation or higher
    No
    Yes
Parental history of allergies
    No
    Yes
Fraternal history of allergies
    No
    Yes
Birth order
    First
    Second
    Third
Diseases present at birth
    No
    Yes
Allergy reaction to the weaning foods
    No
    Yes

1 (reference)
0.77 (0.47~1.26)

1 (reference)
1.26 (0.79~2.01)

1 (reference)
21.42 (8.84~51.94)

1 (reference)
14.40 (5.38~38.59)

1 (reference)
0.68 (0.42~1.09)
0.43 (0.16~1.13)

1 (reference)
3.11 (0.85-11.40)

1 (reference)
1.78 (0.81~3.89)

1)Odds ratio (OR) was calculated using conditional logistic 
regression, conditioned on age and sex.

2)CI: Confidence interval. 

보였으며, 부모 및 형제의 알레르기 질환 병력 또한 유의적

으로 높았다. 대상자의 출생 시 환경 및 초기 이유식 섭취와 

관련한 비교에서도 두 그룹 간 유의적인 차이가 관찰되었다. 

환자군은 출생 시 질병을 경험한 수준이 더 높았고, 형제 

순위로는 첫째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식 섭취로 

인한 부작용 경험은 환자군이 대조군보다 두 배 이상 높았으

며, 대상자의 현재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최근 병원진료 경

험 빈도와 감기 및 소화 질환의 경험 빈도 역시 환자군이 

대조군보다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조건부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부모 및 형제의 알레르기 질환력은 아동의 

알레르기 질환 위험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제시되

었다.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알

레르기 질환 위험률이 높으며(11,12), 특히 어머니의 교육

수준은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비교하여 다소 높은 상관관계

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11). 이는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

록 자녀에게 위생적인 환경이 제공되어(13), 영·유아 시절 

세균 등의 감염성 질환에 노출될 기회가 감소되므로 면역반

응 방향이 알레르기 반응 쪽으로 진행된다는 위생 가설

(hygiene hypothesis)로 설명될 수 있다(22). 

본 연구에서는 알레르기 질환 동반 개수가 많을수록, 유

병 기간이 길어질수록, 뢰러지수가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는 않았다. 선행연구에 의

하면 영양 섭취 수준을 적절히 지키면서 일부 알레르기 반응

을 보이는 식품 섭취를 제한하고 있는 아동의 신장과 체중이 

정상아 보다 유의미하게 적은 경향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6). 이는 아토피 피부염 환아의 성장 지연 원인은 불균형한 

영양 섭취가 아닌 아토피 피부염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다른 

요인들 때문일 것이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내외 

여러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알레르기 질환으로 인한 수면 방해

(23), 성장호르몬 분비 감소와 소화 및 흡수 능력 저하(24), 

스테로이드 치료의 부작용(25) 등이 알레르기 질환을 가지

고 있는 아동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천식 환아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들에서도 대상자의 

성장 지연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알레르기 염증이 성장 지연

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라 추측하였다(6,26). 본 연구 

결과에서도 알레르기 동반 개수가 많을수록, 유병기간이 길

수록 뢰러지수가 낮은 경향을 보였고, 환자군과 대조군의 

영양 섭취 수준이 비슷한 수준을 보였지만 두 군간 신체 계

측치 및 뢰러지수를 비교해 본 결과 환자군의 평균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본 분석에서 이러한 비교는 유의적인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정보 수집 시 알레

르기 질환 개수 및 유병 기간의 정보를 제공한 환자수가 제

한되어 유의적인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는 통계적 제2형 오

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향후 대규모 역학연구를 통

해서 충분한 대상자로 이러한 관련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대상자의 형제 순위에서 알레르기군은 첫째인 경우가 높

은 비율을 보였다. 선행연구에서는 형제 중 첫째로 태어날 

경우 알레르기 질환 위험률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17). 

형제 순위가 첫째일 경우 다른 형제들과의 접촉이나 영·유아 

시기의 가정 내 감염 기회가 적기 때문에 쉽게 알레르기 질

환에 노출될 수 있으며(14-16), 이러한 현상은 접촉과 감염

의 경험이 알레르기 질환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는 보호 

효과로 설명 될 수 있다. 

출생 시 질병 경험 여부 비교에서 환자군과 대조군 간의 

유의한 차이를 관찰할 수 있었다. 영·유아 시기, 질병으로 

인한 잦은 항생제 사용은 장내 세균 분포에 영향을 주어 면

역체계의 변화를 유도하고, 결국 알레르기 질환을 나타나게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27). 또한 환자군의 경우 대조군과 

비교하여 이유식 섭취로 인한 부작용 경험 비율이 더 높았

다. 이유식 섭취 후 나타나는 부작용은 영·유아의 소화기 장

점막과 분비성 면역계 미성숙으로 인한 식품의 불완전 소화

와 식품 항원 물질의 장관벽 통과 때문인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28). 영·유아 시기의 부적절한 식품 섭취는 알레르기 

질환을 초래하게 되는데(29,30), 이는 성장하면서 천식, 알

레르기 비염 등으로 이환되는 알레르기 행진의 첫 시작이 

될 수 있다(31). 현재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최근 병원 진료 

경험 빈도와 감기 및 소화 질환 경험 빈도는 환자군에게서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 염증을 조기 

차단 및 치료하기 위하여 스테로이드나 항히스타민제, 소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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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등의 약물을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다(32). 이와 같은 약

물 치료는 알레르기 질환 관리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약물을 장기 복용할 경우 영양소 대사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이것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면역체계의 약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27). 따라서 알레르기 질환의 장

기 치료가 면역력 및 체력 저하를 야기하여 환자군은 감기 

및 소화 질환을 비롯한 여러 질환 등에 쉽게 노출되는 것으

로 사료된다. 

알레르기 질환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부모 및 

형제의 알레르기 질환력으로 나타났는데, 부모 및 형제가 

알레르기 질환을 앓은 경험이 있을 경우 아동의 알레르기 

질환 위험은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알레르기 질환의 

가족력 관련 결과는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4,5,33,34). 알레르기 질환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면역적 요인 등이 서로 연관되어 발병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8), 유전적 요인 중 부모의 알레르기 질환력은 자녀

의 알레르기 질환 위험을 높이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보고하

고 있다(8,9). Cole Johnson 등(35)은 다른 요인들과 비교

하여 알레르기 질환 가족력이 천식,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

기 비염 등의 알레르기 질환에 미치는 위험도가 가장 높다고 

보고하였으며, Jo 등(36)은 알레르기 질환 유병자의 54.6%

가 가족력을 가지고 있고, 부모의 알레르기 질환력 유무에 

따라 그 자녀의 아토피 피부염 발병 위험도가 결정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부모의 알레르기 질환력이 자녀의 알레르

기 질환 위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선행연구 

결과, 부모가 알레르기 질환력이 없을 경우 아동의 알레르기 

질환 발생률은 14.7%였고, 한쪽 부모만 알레르기 질환력이 

있을 경우는 27.0%, 부모 모두 알레르기 질환력이 있는 경

우 41.7%로 증가한다고 하였다(37). 알레르기 질환 발병에

는 유전적인 요인이 매우 강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치료와 관련한 연구는 알레르

기 질환의 가족력이 있는 고위험군 대상을 중심으로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대구지역에 소재한 3 개의 초등학교 5~6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연구 결과를 우리나라 전체 초등

학생에 일반화를 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환자군 정의 

시 부모의 설문조사 응답에 근거하여 질환 여부를 평가하였

다는 점과 후향적 환자-대조군 연구로써 대상자 부모들의 

기억에 의존해 과거의 정보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회상 편견

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초등학생의 알레르기 질환과 관련한 환경적 요인, 영양 섭취 

수준, 성장 수준을 포괄적으로 분석한 국내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본 연구 결과는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향후 연구 방향에 기초를 제공하며, 초등학생의 알레

르기 질환에 대한 영양관리 및 정책 수립에 유용한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출생 시부터 추적 조사하는 

장기간에 걸친 전향적 코호트 연구 방법을 토대로, 충분한 

수의 연구 대상과 객관적인 병원 진단 정보를 이용하여 보다 

더 명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요   약

본 연구는 대구 지역 초등학교 5~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질환 환자군과 대조군으로 분류한 후, 알레르기 

유병과 관련이 있는 환경적 요인을 분석하고 알레르기 유병 

여부에 따른 대상자의 성장 수준 및 영양 섭취 상태를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대조군과 비

교하여 환자군의 어머니 교육수준이 더 높았으며, 부모 및 

형제의 알레르기 질환 유병 비율이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둘째, 환자군이 대조군보다 출생 순위가 더 낮은 경향을 보

였고, 출생 당시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이유식 섭취 

후 부작용을 경험한 비율이 더 높았다. 셋째, 현재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반영하는 최근 병원 진료 경험 빈도와 감기 및 

소화질환 경험 빈도는 대조군과 비교하여 환자군에게서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넷째, 아동의 알레르기 질환 위험을 높

이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부모 및 형제의 알레르기 질환력이

었다. 전 세계적으로 알레르기 질환의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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