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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청소년의 알레르기 질환 유병률과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3년 청소년 건강행

태 온라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72,435명이었다. 수집

된 자료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천식, 알레르기비염 및 아토피피부염 유병률은 빈

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일반적 및 건강 관련 특성과 천식, 알레르기비염 및 아토피피부염과의 관

련성은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천식, 알레르기비염, 아토피피부염 관련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청소년의 천식, 알레르기비염, 아토피피부염의 유병률은

9.3%, 30.6%, 23.4%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 청소년의 천식은 성별, 연령, 경제적 상태, 비만도,

스트레스, 수면 충족도, 가정 내 간접흡연, 약물 사용, 다른 알레르기 질환, 신체활동과 관련성이 있었

다. 알레르기비염은 연령, 경제적 상태, 거주지역, 거주형태, 비만도, 스트레스, 수면 충족도, 흡연 경

험, 가정내 간접흡연, 음주 경험, 다른 알레르기 질환, 신체활동과 관련성이 있었다. 또한 아토피피부

염은 성별, 연령, 경제적 상태, 거주지역, 비만도, 스트레스, 다른 알레르기 질환, 신체 활동과 관련성

이있었다. 이러한결과는알레르기질환의예방과관리를위한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을것이다.

주요용어: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비염, 유병률, 천식,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생활환경 및 식습관의 변화 속에서 천식, 알레르기비염 및 아토피피부염 등의 알레르기 질환은

우리나라를비롯하여전세계적으로점차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Hong 등, 2008; Kim 등, 2008; Kim

등, 2012; Kim 등, 2013; Lee와 Kim, 2014; Tanaka 등, 2007). 알레르기 질환 중 천식, 알레르기비염

및 아토피피부염은 신체적 성장, 성적 성숙, 호르몬 변화, 정신적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

는청소년에게도흔하게나타나는만성질환으로보고되고있다 (Christie와 Viner, 2005; Dell 등, 2014;

Ball 등, 2010).

천식은 반복적인 천명, 호흡곤란, 가슴 답답함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감정으로인해자아존중감에영향을미치고, 사회적, 신체적활동참여를제한함으로써청소년기의정상

적 발달을 방해할 수 있다 (Katon, 2010). 알레르기비염은 모든 연령층에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십대에

최고에 달하는 흔한 질병으로 건강에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많은 합병증의 근원이 되고, 삶의 질과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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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생산성에영향을줄수있다 (Greiner 등, 2011). 또한아토피피부염은심한소양감을특징으로하는

만성적이고 재발이 잦은 염증성 피부 질환으로 환경 적응 능력의 장애를 가져오고 불면증, 정서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으며, 색소 침착을 동반하면 피부 추형을 유발해 대인관계나 사회 활동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 (So와 Yeo, 2012; Ball 등, 2010). 이와 같이 알레르기 질환은 아동과 성인사이의 과도기적 발달

단계에있는청소년의신체적, 정신적건강상태에지속적으로영향을미치고, 행동적문제를유발하기도

하며, 사회적적응을어렵게할수있다 (Chun 등, 2015; Park 등, 2011). 따라서청소년알레르기질환

의 유병률과 위험인자를 파악하여 이들 질환을 예방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

다 (Hong 등, 2008; Oh 등, 2012).

알레르기 질환은 연령, 유전적 및 면역학적 요인, 환경적 요인, 사회경제적 상태, 생활습관 및 지리적

차이 등 다양한 요인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정확한 발병기전 및 원인은 밝혀지지 않

은 상황이다 (Subbarao 등, 2009; Tanaka 등, 2007; Choi 등, 2011; Baek 등, 2013). 또한 생활환경의

변화에따라국내알레르기질환이증가하면서그에따른질환의경과를이해하는것이점차중요해지고

있다 (Kim 등, 2008). 청소년의 경우 패스트푸드 섭취 증가, 운동부족, 흡연, 알코올 섭취, 약물남용 등

생활습관 또한 변화하고 있어 (Chun 등, 2015) 이러한 요인들과 알레르기 질환 유병률 간의 관련성을

파악해볼필요성이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천식, 알레르기비염 및 아토피피부염의 유병률을 파악하고, 이들

질환과관련된요인을확인함으로써청소년의건강증진및알레르기질환의효과적인관리를위한전략

을수립하는데있어기초자료로활용하고자한다.

1.2. 연구목적

본연구는청소년의알레르기질환유병률과관련요인을확인하는데목적이있으며, 구체적으로다음

과같다.

1) 청소년의천식, 알레르기비염및아토피피부염의유병률을파악한다.

2)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및 건강 관련 특성에 따른 천식, 알레르기비염 및 아토피피부염 유병률의 차이

를파악한다.

3) 청소년의천식, 알레르기비염및아토피피부염관련요인을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연구는청소년의알레르기질환유병률및관련요인을파악하기위하여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

사자료를이차분석한서술적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건강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에서 실

시한 제9차 (2013년)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로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

인조사는모집단층화, 표본배분, 표본추출단계를거쳐표본을추출하였다. 전국중·고등학생을모집단
으로 하고, 표본크기를 중학교 400개교, 고등학교 400개교로 하였으며, 16개시·도를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으로 분류하고, 표본 학교 수를 배분하였다. 표본추출은 층화집락추출법이 사용되었으며, 1차 추

출단위는 학교, 2차 추출단위는 학급으로 하였다. 1차 추출은 층별로 모집단의 학교 명부를 정렬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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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간격을 산정하여 계통추출법으로 표본학교를 선정하였으며, 2차 추출은 선정된 표본학교에서 학년

별로 1개 학급을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표본학급으로 선정된 학급의 학생 전원을 조사하였으며, 장기결

석, 특수아동 및 문자해독장애 학생은 표본학생에서 제외하였다. 이를 통해 중1∼고3학생 75,149명이

선정되었으며, 72,435명이조사에참여하여 96.4% 참여율을보였다.

자료수집방법은 인터넷이 가능한 학교 컴퓨터실에서 표본학급 학생들에게 1인1대 컴퓨터를 배정하

고, 무작위로자리를배치하여익명성자기기입식온라인조사방법으로수행하였다.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자료는질병관리본부홈페이지에서이용목적및활용계획을작성하여원

시자료요청을한후승인을받아사용하였다.

2.3. 연구변수의 선정 및 정의

본 연구에서 활용된 도구는 제9차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 설문지로 본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일

반적특성, 건강관련요인및알레르기질환과관련된문항을연구변수로선정하였다.

본 연구에 포함된 알레르기 질환은 천식, 알레르기비염 및 아토피피부염이며, 천식, 알레르기비염 및

아토피피부염진단은태어나서지금까지의사에게진단받은적이있는경우를말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경제적 상태, 거주지역, 거주형태를 분석하였다. 경제적 상태는

상, 중, 하로 재분류하였고, 거주지역은 군지역, 대도시, 중소도시로, 거주형태는 “가족과 함께 살고 있

음”, “친척집에서살고있음”, “하숙, 자취, 기숙사”, “보육시설”로구분하였다.

건강 관련 특성은 비만도, 스트레스, 수면 충족도, 흡연 경험, 가정 내 간접흡연, 음주 경험, 약물 사

용 경험, 패스트푸드 섭취, 하루 60분 이상 신체활동 실천, 격렬한 신체활동 실천을 분석하였다. 이들

변수 중 비만도는 신장과 체중으로 체질량지수 (body mass index; BMI)를 산출한 후, 2007년 한국 소

아 및 청소년 표준 성장도표 연령별 체질량지수 기준을 이용하여 BMI가 5백분위수 미만을 “저체중군”,

5∼84백분위수를 “정상체중군”, 85∼94백분위수를 “과체중군”, 95백분위수 이상 또는 BMI 25.0 이상인

사람을 “비만군”으로 분류하였다. 스트레스와 수면 충족도는 “높음”, “중간”, “낮음”으로 재분류하였다.

흡연 경험은 지금까지 담배를 한 두 모금이라도 피워본 적이 있는지를 조사하였고, 음주 경험은 지금까

지 1잔 이상 술을 마셔본 적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가정 내 간접흡연은 “최근 7일 동안, 학생의 집안

에서 다른 사람이 담배를 피울 때 그 근처에 같이 있은 적이 며칠입니까?”라는 문항에 하루라도 있다고

응답한경우간접흡연에노출된것으로하였다. 약물사용경험은 “지금까지습관적으로또는일부러약

물을 먹거나 부탄가스, 본드 등을 마신 적이 있습니까?”라는 문항에서 “있다”고 응답한 경우 약물 사용

을 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패스트푸드 섭취는 “피자, 햄버거, 치킨 같은 패스트푸드를 얼마나 자주 먹었

는가?”를 조사하였고, 하루 60분 이상 신체활동 실천은 “심장박동이 평상시보다 증가하거나 숨이 찬 정

도의 신체활동을 하루에 총합이 60분 이상 한 날”을 조사하였으며, 격렬한 신체활동 실천은 “숨이 많이

차거나몸에땀이날정도의격렬한신체활동을 20분이상한날”을조사하였다.

2.4. 자료 분석 및 검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처리 하였다. 일반적 및 건강

관련 특성과 천식, 알레르기비염 및 아토피피부염 유병률에 대해서는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일반

적 및 건강 관련 특성과 천식, 알레르기비염 및 아토피피부염과의 관련성은 카이제곱 검증 (Chi-square

test)을 하였으며, 천식, 알레르기비염 및 아토피피부염에 관련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로지스틱 회

귀분석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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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건강 관련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성별은 남성이 50.6%로 더 많았고, 연령은 14∼15세와 16∼17세가 각각

33.5%로 많았다. 경제 상태는 “중”이 47.6%로 가장 많았으며, 거주지역은 대도시가 44.9%, 중소도시

가 42.9%로나타났고, 거주형태는가족과함께살고있는경우가 95.3%로가장많았다.

건강 관련 특성 중 비만도는 정상체중이 79.8%이었고, 비만이 9.8%, 저체중이 5.6% 순으로 나타났

다. 스트레스 정도는 높은 경우가 41.7%, 수면 충족도는 낮은 경우가 42.3%로 가장 많았다. 흡연 경험

이 있는 경우가 21.5%, 가정 내 간접흡연 노출이 있는 경우가 31.6%, 음주 경험이 있는 경우가 43.9%,

약물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1.0%이었다. 패스트푸드를 주당 1∼2회 섭취하는 경우가 55.7%, 하

루에 총합 60분 이상 신체활동 실천은 전혀 하지 않은 경우가 34.9%, 격렬한 신체활동 실천에서는 주당

1∼2회를한경우가 40.1%로각각가장많았다.

3.2. 알레르기 질환 유병률

알레르기 질환의 유병률은 Table 3.1과 같다. 일생 동안 천식 의사진단을 받은 사람은 9.3%, 최

근 12개월 동안 진단받는 사람은 2.4%, 최근 12개월 동안의 천식치료에 대해서는 받지 않는 경우가

5.5%로가장많았고, 증상이있을때만치료받은사람 3.3%, 규칙적으로치료받은사람 0.5%로전체대

상자중천식으로치료받은사람은 3.8%인것으로나타났다.

일생 동안 알레르기비염 의사진단을 받은 사람은 30.6%, 최근 12개월 동안 알레르기비염 진단을 받

은 사람은 16.6%, 최근 12개월 동안의 알레르기비염 대해서는 증상이 있을 때만 치료받은 사람 19.0%,

규칙적으로 치료를 받은 사람 1.6%로 전체 대상자 중 알레르기비염으로 치료를 받은 사람은 20.6%이었

고, 치료를받지않은사람은 10.0%이었다.

일생동안아토피피부염의사진단을받은사람은 23.4%, 최근 12개월동안아토피피부염진단을받은

사람은 6.8%, 최근 12개월 동안의 아토피피부염 치료에 대해서는 치료를 받지 않은 사람이 11.9%이었

고, 증상이 있을 때만 치료받은 사람 10.1%, 규칙적으로 치료한 사람 1.4%로 전체 대상자 중 아토피피

부염으로치료를받은사람이 11.5%이었다.

Table 3.1 Prevalence of allergic diseases (N=72,435)

Categories N %

Asthma

Asthma diagnosis, ever
No 65,718 90.7

Yes 6,717 9.3

Asthma diagnosis, last 12 months
No 5,008 6.9

Yes 1,709 2.4

Treatment of asthma, last 12

months

Regular 345 0.5

Only when symptoms appear 2,379 3.3

None 3,993 5.5

Allergicrhinitis

Allergic rhinitis diagnosis, ever
No 50,243 69.4

Yes 22,192 30.6

Allergic rhinitis diagnosis, last 12

months

No 10,133 14.0

Yes 12,059 16.6

Treatment of allergic rhinitis, last

12 months

Regular 1,143 1.6

Only when symptoms appear 13,771 19.0

No 7,278 10.0

Atopicdermatitis

Atopic dermatitis diagnosis, ever
No 55,519 76.6

Yes 16,916 23.4

Atopic dermatitis diagnosis, last 12

months

No 12,012 16.6

Yes 4,904 6.8

Treatment of atopic dermatitis,

last 12 months

Regular 1,010 1.4

Only when symptoms appear 7,293 10.1

No 8,613 11.9



Prevalence of allergic diseases and its related factors in Korean adolescents 159

3.3. 일반적 특성 및 건강 관련 특성에 따른 알레르기 질환 유병률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알레르기 질환 유병률의 차이는 Table 3.2와 같다. 천식은 성별, 연령, 경제적 상

태, 거주지역, 알레르기비염은 성별, 연령, 경제적 상태, 거주지역, 주거형태, 아토피피부염은 성별, 연

령, 경제적상태, 거주지역에따라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있었다.

Table 3.2 Prevalence of allergic diseases bygeneralcharacteristics (N=72,435)

Variables Categories
Total

Asthma Allergic Rhinitis Atopic Dermatitis

No Yes χ2 No Yes χ2 No Yes χ2

N(%) N(%) N(%) (p) N(%) N(%) (p) N(%) N(%) (p)

Gender

Male
36,655 32,873 3,782 96.26 25,709 10,946 20.97 29,369 7,286 500.94

(50.6) (50.0) (56.3) (<.001) (51.2) (49.3) (<.001) (52.9) (43.1) (<.001)

Female
35,780 32,845 2,935 24,534 11,246 26,150 9,630

(49.4) (50.0) (43.7) (48.8) (50.7) (47.1) (56.9)

Age(yr)

12∼13
19,171 17,287 1,884 53.23 13,797 5,374 93.94 14,604 4,567 20.75

(26.6) (26.4) (28.3) (<.001) (27.6) (24.3) (<.001) (26.4) (27.1) (<.001)

14∼15
24,145 21,799 2,346 16,650 7,495 18,362 5,783

(33.5) (33.3) (35.2) (33.3) (33.9) (33.3) (34.3)

16∼17
24,160 22,120 2,040 16,418 7,742 18,639 5,521

(33.5) (33.8) (30.6) (32.9) (35.0) (33.8) (32.8)

≥18
4,571 4,180 391 3,080 1,491 3,595 976

(6.4) (6.3) (5.9) (6.2) (6.7) (6.5) (5.8)

Economic

state

High
22,747 20,524 2,223 19.75 15,233 7,514 90.61 17,566 5,181 7.98

(31.4) (31.2) (33.1) (<.001) (30.3) (33.9) (<.001) (31.6) (30.6) (0.019)

Moderate
34,494 31,468 3,026 24,256 10,238 26,406 8,088

(47.6) (47.9) (45.0) (48.3) (46.1) (47.6) (47.8)

Low
15,194 13,726 1,468 10,754 4,440 11,547 3,647

(21.0) (20.9) (21.9) (21.4) (20.0) (20.8) (21.6)

Residential

area

Country
8,858 8,098 760 7.28 6,713 2,145 197.58 7,020 1,838 39.32

(12.2) (12.3) (11.3) (0.026) (13.4) (9.7) (<.001) (12.6) (10.9) (<.001)

Big city
32,540 29,536 3,004 22,203 10,337 24,767 7,773

(44.9) (45.0) (44.7) (44.2) (46.6) (44.6) (45.9)

Small city
31,037 28,084 2,953 21,327 9,710 23,732 7,305

(42.9) (42.7) (44.0) (42.4) (43.7) (42.8) (43.2)

Type of

residence

Living with family
69,006 62,639 6,367 7 47,825 21,181 26.52 52,878 16,128 5.17

(95.3) (95.3) (94.8) (0.072) (95.2) (95.4) (<.001) (95.2) (95.3) (0.160)

Living with relatives
776 700 76 572 204 601 175

(1.1) (1.1) (1.1) (1.1) (0.9) (1.1) (1.0)

Lodging, self-catering,

accommodation

2,250 2,027 223 1,528 722 1,713 537

(3.1) (3.1) (3.3) (3.0) (3.3) (3.1) (3.2)

Childcare center
403 352 51 318 85 327 76

(0.6) (0.5) (0.8) (0.6) (0.4) (0.6) (0.5)

건강 관련 특성에 따른 알레르기 질환 유병률의 차이는 Table 3.3과 같다. 천식은 비만도, 스트레스,

수면충족도, 흡연경험, 가정내간접흡연, 음주경험, 약물사용경험, 알레르기비염, 아토피피부염, 패

스트푸드 섭취, 하루 60분 이상의 신체활동 실천, 격렬한 신체활동 실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알레르기비염은 비만도, 스트레스, 수면 충족도, 흡연 경험, 가정 내 간접흡연, 음주 경험,

천식, 아토피피부염, 하루 60분 이상의 신체활동 실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리

고 아토피피부염은 비만도, 스트레스, 수면 충족도, 흡연 경험, 가정 내 간접흡연, 천식, 알레르기비염,

하루 60분이상의신체활동실천, 격렬한신체활동실천에따라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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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 Prevalence of allergic diseases by health-related factors (N=72,435)

Variables Categories
Total

Asthma Allergic Rhinitis Atopic Dermatitis

No Yes χ2 No Yes χ2 No Yes χ2

N (%) N (%) N (%) (p) N (%) N (%) (p) N (%) N (%) (p)

Obesity*

Low
3,944 3,624 320 24.25 2,833 1,111 15.79 3,19 753 52.17

(5.6) (5.7) (4.9) (<.001) (5.8) (5.1) -0.001 1(5.9) (4.6) (<.001)

Normal
56,146 51,054 5,092 38,862 17,284 42,919 13,227

(79.8) (79.9) (78.6) (79.8) (79.9) (79.7) (80.3)

Overweight
3,342 3,008 334

2,304(4.7)
1,038 2,481 861

(4.8) (4.7) (5.2) (4.8) (4.6) (5.2)

Obesity
6,922 6,192 730

4,724(9.7)
2,198 5,287 1,635

(9.8) (9.7) (11.3) (10.2) (9.8) (9.9)

Stress

High
30,192 27,206 2986 24.51 20,077 10,115 249.19 22,614 7,578 157.41

(41.7) (41.4) (44.4) (<.001) (40.0) (45.6) (<.001) (40.7) (44.8) (<.001)

Moderate
29,841 27,177 2,664 21,007 8,834 22,915 6,926

(41.2) (41.4) (39.7) (41.8) (39.8) (41.3) (40.9)

Low
12,402 11,335 1,067 9,159 3,243 9,990 2,412

(17.1) (17.2) (15.9) (18.2) (14.6) (18.0) (14.3)

Sleep

satisfaction

High
18,545 16,918 1,627 16.288 13,477 5,068 231.29 14,517 4,028 92.92

(25.6) (25.7) (24.2) (<.001) (26.8) (22.8) (<.001) (26.1) (23.8) (<.001)

Moderate
23,233 21,138 2095 16,388 6,845 18.04 5,193

(32.1) (32.2) (31.2) (32.6) (30.8) (32.5) (30.7)

Low
30,657 27,662 2,995 20,378 10,279 22,962 7,695

(42.3) (42.1) (44.6) (40.6) (46.3) (41.4) (45.5)

smoking

No
56,840 51,703 5,137 17.4 39,148 17,692 29.69 43,324 13,516 26.73

(78.5) (78.7) (76.5) (<.001) (77.9) (79.7) (<.001) (78.0) (79.9) (<.001)

Yes
15,595 14,015 1,580 11.095 4,500 12,195 3,400

(21.5) (21.3) (23.5) (22.1) (20.3) (22.0) (20.1)

secondhand

smoke

No
49,546 45,131 4,415 24.45 34,184 15,362 10.01 38,127 11,419 8.21

(68.4) (68.7) (65.7) (<.001) (68.0) (69.2) (0.002) (68.7) (67.5) (0.004)

Yes
22,889 20,587 2,302 16,059 6,830 17,392 5,497

(31.6) (31.3) (34.3) (32.0) (30.8) (31.3) (32.5)

alcohol

drinking

No
40,622 36,992 3,630 12.49 28,385 12,237 11.46 31,134 9,488 0.001

(56.1) (56.3) (54.0) (<.001) (56.5) (55.1) (0.001) (56.1) (56.1) (0.986)

Yes
31,813 28,726 3,087 21,858 9,955 24,385 7,428

(43.9) (43.7) (46.0) (43.5) (44.9) (43.9) (43.9)

Drug use

No
71,699 65,111 6,588 60.21 49,744 21,955 0.86 54,957 16,742 0.04

(99.0) (99.1) (98.1) (<.001) (99.0) (98.9) (0.356) (99.0) (99.0) (0.864)

Yes
736 607 129 499 237 562 174

(1.0) (0.9) (1.9) (1.0) (1.1) (1.0) (1.0)

Asthma

No
65,718

- -
- 47,194 18,524 2001.81 51,150 14,568 556.82

(90.7) (93.9) (83.5) (<.001) (92.1) (86.1) (<.001)

Yes
6,717

- -
3,049 3,668 4,369 2,348

(9.3) (6.1) (16.5) (7.9) (13.9)

Allergic

rhinitis

No
50,243 47,194 3,049 2001.81

- -
- 40.716 9,527 1766.9

(69.4) (71.8) (45.4) -0.001 (73.3) (56.3) (<.001)

Yes
22,192 18,524 3,668

- -
14.803 7,389

(30.6) (28.2) (54.6) (26.7) (43.7)

Atopic

dermatitis

No
55,519 51,150 4,369 556.82 40,71 14,803 1766.9

- -
-

(76.6) (77.8) (65.0) (<.001) 6(81.0) (66.7) (<.001)

Yes
16,916 14,568 2,348 9,527 7,389

- -
(23.4) (22.2) (35.0) (19.0) (33.3)

Fast food

intake

(times/wk)

0
22,638 20,527 2,111 19.09 15,797 6,841 5.15 17,405 5,233 2.75

(31.3) (31.2) (31.4) (<.001) (31.5) (30.8) (0.076) (31.4) (30.9) (0.253)

1∼2
40,354 36,732 3,622 27,851 12,503 30,838 9,516

(55.7) (55.9) (53.9) (55.4) (56.4) (55.5) (56.3)

≥3
9,443 8,459 984 6,595 2,848 7,276 2,167

(13.0) (12.9) (14.7) (13.1) (12.8) (13.1) (12.8)

60

minutes or

more of

physical

activity

(day/wk)

0
25,324 23,217 2,107 70.99 17,972 7352 47.92 19,500 5,824 8.271

(34.9) (35.3) (31.4) (<.001) (35.8) (33.1) (<.001) (35.1) (34.4) (0.016)

1∼2
23,815 21,654 2,161 16,355 7,460 18,100 5,715

(32.9) (33.0) (32.2) (32.5) (33.6) (32.6) (33.8)

≥3
23,296 20,847 2,449 15,916 7,380 17,919 5,377

(32.2) (31.7) (36.4) (31.7) (33.3) (32.3) (31.8)

Vigorous

physical

activity

(day/wk)

0
17,193 15,785 1,408 49.28 11,977 5,216 2.55 12,989 4,204 24.16

(23.7) (24.0) (21.0) (<.001) (23.8) (23.5) (0.279) (23.4) (24.9) (<.001)

1∼2
29,048 26,400 2,648 20,053 8,995 22,215 6,833

(40.1) (40.2) (39.4) (39.9) (40.5) (40.0) (40.4)

≥3
26,194 23,533 2,661 18,213 7,981 20,315 5,879

(36.2) (35.8) (39.6) (36.3) (36.0) (36.6) (34.7)

* The missing data were ex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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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알레르기 질환 관련 요인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천식, 알레르기비염 및 아토피피부염과 관련된 요인은 Table 3.4와 같

다.

천식 위험도는 성별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은 0.74배로 낮게 나타났고, 연령에서는 12∼13세

의 대상자에 비해 16∼17세, 18세 이상의 대상자가 각각 0.78배, 0.80배로 낮게 나타났다. 경제적 상태

가 “중”인 경우가 “하”인 경우보다 0.92배로 낮게 나타났다. 비만도에서는 정상체중에 비해 과체중은

1.15배, 비만은 1.12배로높게나타났고, 스트레스가높은집단은낮은집단에비해 1.10배, 수면충족도

가 높은 집단에 비해 낮은 집단은 1.09배, 가정 내 간접흡연을 경험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1.11배, 약물 사용을 한 경험이 있는 집단은 1.67배 높았다. 알레르기비염인 경우는 2.88배, 아토피피부

염인 경우는 1.61배로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천식의 위험도가 높았다. 하루에 60분 이상 신체활동을 주

3회이상하는집단이 1.11배로높게나타났다.

알레르기비염 위험도는 연령에서는 12∼13세의 대상자에 비해 14∼15세, 16∼17세, 18세 이상의 대

상자가 각각 1.17배, 1.26배, 1.31배로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상태는 “하”인 집단에 비해 “상”과 “중”

인 집단이 각각 1.30배와 1.07배로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역은 군지역에 비해 대도시는 1.40배, 중소

도시는 1.38배로 높게 나타났고, 거주형태는 가족과 함께 지내는 집단에 비해 보육시설에 있는 집단이

0.55배로 낮게 나타났다. 비만도에서는 정상체중에 비해 저체중은 0.92배로 낮게 나타났고, 스트레스가

낮은 집단에 비해 높은 집단은 1.32배, 중정도인 집단은 1.13배로 높게 나타났다. 수면 충족률이 높은

집단에 비해 중정도와 낮은 집단은 각각 1.08배와 1.22배이었다. 흡연 경험, 가정 내 간접흡연 경험이

있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각각 0.84배, 0.94배로 낮게 나타났고, 음주 경험이 있는 집단은

1.04배 높았다. 천식인 경우는 2.88배, 아토피피부염인 경우는 1.99배로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알레르

기비염의 위험도가 높았다. 하루에 60분 이상 신체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 주1∼2회 하는

집단과주 3회이상하는집단은각각 1.10배와 1.17배로높게나타났다.

아토피피부염 위험도는 성별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1.48배로 높게 나타났고, 연령에서는

12∼13세의 대상자에 비해 16∼17세, 18세 이상의 대상자가 각각 0.87배, 0.80배로 낮게 나타났다. 경

제적 상태는 “하”인 집단에 비해 “상”과 “중”인 집단은 각각 0.92배, 0.96배로 낮게 나타났다. 거주지역

은 군지역에 비해 대도시는 1.41배, 중소도시는 1.10배로 높게 나타났다. 비만도에서는 정상체중에 비

해저체중은 0.80배로낮게나타났고, 비만은 1.07배높게나타났다. 스트레스가낮은집단에비해높은

집단은 1.18배, 중정도인 집단은 1.17배로 높게 나타났다. 천식이 있는 경우는 1.61배, 알레르기비염인

경우는 1.99배로그렇지않은집단보다아토피피부염의위험도가높았다. 하루에 60분이상신체활동을

전혀하지않는집단에비해주1∼2회하는집단과주 3회이상하는집단은모두 1.09배높게나타났다.

Table 3.4 Factors associated with allergic diseases

Variables Categories
Asthma Allergic Rhinitis Atopic Dermatitis

OR (95%CI) OR (95%CI) OR (95%CI)

Gender
Male 1.00 1.00 1.00

Female 0.74 (0.70∼0.78)*** 0.98 (0.95∼1.02) 1.48 (1.42∼1.54)***

Age(yr)

12∼13 1.00 1.00 1.00

14∼15 0.94 (0.88∼1.00) 1.17 (1.12∼1.22)*** 0.96 (0.91∼1.00)

16∼17 0.78 (0.73∼0.84)*** 1.26 (1.21∼1.32)*** 0.87 (0.83∼0.91)***

≥18 0.80 (0.70∼0.90)*** 1.31 (1.22∼1.41)*** 0.80 (0.74∼0.87)***

Economic

state

High 0.97 (0.90∼1.04) 1.30 (1.24∼1.36)*** 0.92 (0.87∼0.97)**

Moderate 0.92 (0.86∼0.99)* 1.07 (1.02∼1.12)** 0.96 (0.91∼1.00)

Low 1.00 1.00 ¡ 1.00

Residential

area

Country 1.00 1.00 1.00

Big city 1.00 (0.91∼1.09) 1.40 (1.32∼1.48)*** 1.14 (1.07∼1.21)***

Small city 1.05 (0.96∼1.15) 1.38 (1.31∼1.46)*** 1.10 (1.04∼1.17)**

Type of

residence

Living with family 1.00 1.00 1.00

Living with relatives 1.05 (0.81∼1.36) 0.88 (0.74∼1.05) 1.06 (0.88∼1.27)

Boarding house, self-catering,

dormitory

1.12 (0.96∼1.30) 1.06 (0.97∼1.17) 1.09 (0.98∼1.21)

Childcare center 0.92 (0.60∼1.40) 0.55 (0.41∼0.75)*** 0.80 (0.5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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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 Factors associated with allergic diseases (continued.)

Variables Categories
Asthma Allergic Rhinitis Atopic Dermatitis

OR (95%CI) OR (95%CI) OR (95%CI)

Obesity

Low 0.93 (0.83∼1.05) 0.92 (0.85∼0.99)* 0.82 (0.75∼0.89)***

normal 1.00 1.00 1.00

overweight 1.15 (1.02∼1.30)* 1.01 (0.93∼1.09) 0.99 (0.91∼1.08)

obesity 1.12 (1.03∼1.21)* 1.02 (0.96∼1.08) 1.07 (1.00∼1.13)*

Stress

High 1.10 (1.01∼1.19)* 1.32 (1.25∼1.39)*** 1.18 (1.11∼1.25)***

Moderate 1.03 (0.95∼1.11) 1.13 (1.07∼1.18)*** 1.17 (1.11∼1.23)***

Low 1.00 1.00 1.00

Sleep

satisfaction

High 1.00 1.00 1.00

Moderate 1.04 (0.97∼1.12) 1.08 (1.03∼1.13)** 0.96 (0.92∼1.01)

Low 1.09 (1.01∼1.16)* 1.22 (1.17∼1.28)*** 1.04 (0.99∼1.09)

Smoking
No 1.00 1.00 1.00

Yes 1.03 (0.96∼1.11) 0.84 (0.80∼0.88)*** 0.99 (0.94∼1.04)

Secondhand

smoke

No 1.00 1.00 1.00

Yes 1.11 (1.05∼1.17)*** 0.94 (0.91∼0.98)** 1.03 (0.99∼1.07)

Alcohol

drinking

No 1.00 1.00 1.00

Yes 1.05 (0.99∼1.12) 1.04 (1.00∼1.08)* 1.04 (1.00∼1.08)

Drug use
No 1.00 1.00 1.00

Yes 1.67 (1.32∼2.12)*** 1.15 (0.96∼1.39) 1.05 (0.86∼1.28)

Asthma
No - - 1.00 1.00

Yes - - 2.88 (2.73∼3.04)*** 1.61 (1.52∼1.70)***

Allergic

rhinitis

No 1.00 - - 1.00

Yes 2.88 (2.73∼3.03)*** - - 1.99 (1.92∼2.07)***

Atopic

dermatitis

No 1.00 1.00 - -

Yes 1.61 (1.52∼1.70)*** 1.99 (1.92∼2.07)*** - -

Fast food intake

(times/wk)

0 1.00 1.00 1.00

1∼2 0.95 (0.89∼1.01) 1.01 (0.97∼1.04) 1.02 (0.98∼1.06)

≥3 1.07 (0.99∼1.17) 0.95 (0.90∼1.00) 1.00 (0.94∼1.06)

60 minutes or

more of physical

activity(day/wk)

0 1.00 1.00 1.00

1∼2 1.02 (0.95∼1.09) 1.10 (1.05∼1.15)*** 1.09 (1.04∼1.14)***

≥3 1.11 (1.03∼1.19)** 1.17 (1.11∼1.23)*** 1.09 (1.04∼1.15)**

Vigorous physical

activity(day/wk)

0 1.00 1.00 1.00

1∼2 1.04 (0.96∼1.12) 1.01 (0.96∼1.06) 0.97 (0.93∼1.02)

≥3 1.05 (0.96∼1.14) 0.98 (0.93∼1.04) 0.97 (0.92∼1.03)

*p <.05, **p <.01, ***p <.001, OR=Odds ratio, CI=Confidence interval.

4. 논 의

본연구는청소년의알레르기질환을예방하고효과적으로치료및관리하기위해알레르기질환의유

병률과관련요인을파악하기위해시도되었다.

청소년의 천식, 알레르기비염, 아토피피부염의 유병률은 9.3%, 30.6%, 23.4%로 나타나, 알레르

기비염의 유병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를 분석한 Kim

(2011)의 연구에서 천식, 알레르기비염, 아토피피부염 유병률이 8.0%, 26.7%, 18.6%이었던 결과와 비

교할 때, 2013년 실시된 조사에서 청소년의 알레르기 질환 유병률이 세 질환 모두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최근 12개월 동안 진단받는 사람은 천식 2.4%, 알레르기비염 16.6%, 아토피피부염

6.8%로 나타났다. 이는 울산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Oh 등 (2012)의 연구에서 12개월 동안 진단받

은사람은천식 2.3%, 알레르기비염 23.6%, 아토피피부염 13.3%로천식진단은비슷한수준이었으나알

레르기비염과 아토피피부염은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역과 연령에 따라 알레르기 질환의

유병률이차이가있음을보여준결과라할수있다.

최근 12개월 동안 알레르기 질환으로 치료받은 사람은 천식 3.8%, 알레르기비염 20.6%, 아토피피부

염 11.5%이었고, 정기적인 치료보다는 증상이 있을 때만 치료한 경우 혹은 치료한 적이 없는 경우가 더

많았던 점을 볼 때 알레르기 질환의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보다는 증상과 관련된 치료가 주로 이루어지

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의 알레르기 질환 치료는 증상으로 인한 고통 및 불편감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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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결석, 경제적부담등으로이어질수있어질환의지속적인관리가중요하다할수있다.

성별에 따른 알레르기 질환의 위험도는 천식은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아토피피부염은 남학생에 비

해 여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im (201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으나, 청소년을 대상

으로 아토피피부염에 대해 조사한 So와 Yeo (2012)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어 본 연구결과

와 다르게 나타났다. 한편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Suh 등 (2011)의 연구에서는 아토피피부염을 제

외한 알레르기 질환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높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아토피피부염을 조사한 Baek

등 (2013)의연구에서남학생보다여학생의위험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알레르기 질환의 위험도는 천식은 12∼13세의 대상자에 비해 16∼17세, 18세 이상의 대

상자가 각각 0.78배, 0.80배로 낮게 나타났고, 알레르기비염은 12∼13세의 대상자에 비해 14∼15세,

16∼17세, 18세 이상의 대상자가 각각 1.17배, 1.26배, 1.31배로 높게 나타났으며, 아토피피부염은

12∼13세의대상자에비해 16∼17세, 18세이상의대상자가각각 0.87배, 0.80배로낮게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상자가 천식과 아토피피부염의 위험도가 낮고, 알레르기비염의 위험도는 더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아토피피부염의 증상이 완화되었던 Hong 등 (2008)의

연구결과와 Kim (2011)의 연구에서도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이 천식과 아토피피부염 진단경험이 높았고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알레르기비염 진단경험이 높았던 결과는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아토

피피부염의 위험성이 12∼14세가 높게 나타난 것은 여학생의 경우 초경과 관련된 호르몬 변화가 아토피

피부염의심각성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도볼수있다 (Kwon 등, 2013).

경제적상태에따른알레르기질환의위험도는경제상태가 “하”인집단과비교할때천식은 “중”인경

우승산비 0.92, 알레르기비염은 “중”과 “상”인집단의승산비는 1.07와 1.30, 아토피피부염은 “상”인집

단의 승산비는 0.92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천식과 아토피피부염은 경제적 수준이 낮은 집단에 비해 상

대적으로 높은 집단은 질환의 위험도가 낮고, 알레르기비염은 경제적 수준이 높은 집단이 질환의 위험

도가 높음을 보여준 결과라 할 수 있다. 아토피피부염이 경제적 상태가 “매우 낮은” 집단에 비해 “매우

높은” 집단의 승산비가 0.83로 나타난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나 (Kwon 등, 2013), 경제수준이 낮은

집단에 비해 높은 집단이 천식의 위험이 높았던 결과와 차이가 있으며 (Dell 등, 2014), 아토피피부염에

서도 가구소득이 하위 1사분위수에 비해 상위3사분위수에서 위험도가 높았던 결과와도 차이가 있었다

(So와 Yeo, 2012).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경제적 상태는 알레르기 질환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있으나일치하는결과를보여주고있지않으므로이에대한추후연구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거주지역에 따른 알레르기 질환의 위험도는 군지역과 비교할 때 알레르기비염은 중소도시는 1.38배,

대도시는 1.40배, 아토피피부염은 중소도시는 1.10배, 대도시는 1.41배로 나타나 알레르기비염과 아토

피피부염은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질환의 위험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중소도시와 군지역 순이

었다. 이는 오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아토피피부염의 위험도가 높았고 (Hong 등, 2008), 농촌보

다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알레르기비염이 더 높았던 결과 (Myong 등, 2012)와 유사하다. 하지만 천식

은 거주지역에 따른 위험도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천식이 교통 근접지역 및 공기오

염과 관련성 있다는 연구결과 (Esposito 등, 2014; Suh 등, 2011)를 고려할 때 단순히 도시의 규모만이

아닌공기오염과의관련성을시사해주고있다하겠다.

거주형태에서는 알레르기비염의 위험도가 가족과 함께 지내는 집단에 비해 보육시설에 있는 집단이

0.55배로 낮게 나타났고, 천식과 아토피피부염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거주형태와 아토피피부염

간에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Kwon 등 (201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나 알레르기비염의 위험도가

보육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낮게 나타난 결과는 어린 시절 감염 노출 및 면역체계 발달과 알레르기

질환발생과의관계를파악하는연구의필요성을보여주고있다.

비만도에 따른 알레르기 질환 위험도는 정상체중에 비교할 때, 천식은 과체중 1.15배, 비만은 1.12배

높았고, 알레르기비염은 저체중은 0.92배 낮았으며, 아토피피부염은 저체중은 0.80배로 낮게 나타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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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은 1.07배 높게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알레르기 질환과 비만과의 관계에서 과체중 혹은 비만인

대상자가 정상인보다 천명음 발생과 천식 진단이 더 많았고(Yoo 등, 2011; Lee 등, 2011; Jones 등,

2006), 비만도가 높은 집단은 아토피피부염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Yoo 등, 2011). 특히 과

체중과 비만은 천식의 중요한 위험인자로 운동량의 감소, 식이 패턴의 서구화, 호르몬의 영향, 면역체

계의 변화, 그리고 폐조직의 기계적인 요소 등 다양한 요인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Hong 등,

2008).

스트레스와 알레르기 질환과의 관계에서는 스트레스가 낮은 집단을 기준으로 할 때, 천식은 스트레스

가 높은 집단은 1.10배로 위험도가 높았고, 알레르기비염은 스트레스가 보통인 집단은 1.13배, 높은 집

단은 1.32배, 아토피피부염은 스트레스가 보통인 집단은 1.17배, 높은 집단은 1.18배로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에서 천식, 알레르기비염, 아토피피부염의 위험성이 높았던 결

과는 Kim (2011)의 결과와 일치하며, So와 Yeo (2012)과 Kwon 등 (2013)의 연구에서도 스트레스 수

준과 아토피피부염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집

단은 알레르기 질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청소년기는 다양한 스트레스가 존재하는 시기

이면서 신체상의 변화에 가장 예민한 시기이므로 (So와 Yeo, 2012) 알레르기 질환은 자체가 또 하나의

스트레스원이될것으로사료된다.

수면충족도가높은집단을기준으로할때천식에서는낮은집단의승산비는 1.09, 알레르기비염에서

는 중정도와 낮은 집단의 승산비는 1.08와 1.22로 나타났다. 이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할 때 천식

과 알레르기비염의 위험이 높음을 보여준 결과로 Kim (2011)의 연구와 일치한다. 수면은 알레르기 질

환에 관련된 면역 조절의 측면에서 중요하고, 이런 질환 환자에게 수면 장애는 흔하며, 증가된 수면 장

애는 피곤, 낮동안 졸림, 알레르기비염의 위험 증가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Gonzalez-Nunez 등, 2013)

적절한수면을취할필요성이있다.

흡연 경험 유무는 알레르기비염에서는 흡연 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해 경험이 있는 집단의 승산비는

0.84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천식과 아토피피부염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흡연이 천식의 위험인자였던 Chun 등 (2015)의 연구결과와 비흡연자에 비해 과거 흡연자와 현재 흡연

자에서 아토피피부염의 승산비가 낮았던 So와 Yeo (2012) 연구결과와도 차이가 있었다. 알레르기비염

이 만성질환이고, 흡연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행동으로 알레르기비염이 있는 경우 흡

연을 하지 않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가정 내 간접흡연에 노출된 대상자는 그렇지 않은 대상자보

다 천식의 위험도가 높았으나, 알레르기비염의 위험도는 낮았다. 간접흡연이 천식의 위험인자로 확인된

Hong 등 (2008)의 연구와 일치하였으나, 간접흡연과 알레르기비염 간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Oh 등 (2012) 연구와 차이가 있었다. Sturm 등 (2004)의 연구에서 흡연 경험, 현재 흡연 유무는 천식

진단에 영향하지 않았으나 하루 동안 피운 담배개피수와 흡연노출빈도가 천식진단과 관련성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나 알레르기 질환과 흡연 및 간접흡연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 설계가

필요할것으로생각된다.

음주 경험이 있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알레르기비염의 위험도가 높았던 결과는 Kim

(2011)의 연구와 비슷하다. 그 외 천식과 아토피피부염은 음주 경험에 따른 위험도에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음주경험은 아토피피부염과 관련성이 없었던 So와 Yeo (2012)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약물 사용을 한 경험이 있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천식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습관적으로 또는 일부러 약물을 먹거나 부탄가스, 본드 등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이 천식 집단에

속할확률이높으므로약물사용에대한주의깊은교육이요구된다.

동반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경우 위험도는 천식에서는 알레르기비염이 있는 경우 2.88배, 아토피피부

염인 경우 1.61배, 알레르기비염에서는 아토피피부염인 경우 1.99배로 높게 나타났다. 알레르기비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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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과 흔한 동반 질병이며 (Wang 등, 2012; Baek 등, 2013), 선행연구에서도 알레르기 질환 대상자가

다른 알레르기 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관리에 중요함을 알 수 있다 (Dell 등,

2014; Lee 등, 2011).

신체활동과 관련하여 하루에 60분 이상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 주 3회 이상 하는 집단

은 천식의 위험도는 1.11배, 알레르기비염의 위험도는 주1∼2회 하는 집단과 주 3회 이상 하는 집단은

1.10배와 1.17배, 아토피피부염의 위험도는 주1∼2회 하는 집단과 주 3회 이상 하는 집단은 모두 1.09배

로나타나알레르기질환을진단받은청소년이신체활동을보다규칙적으로하는집단에속할확률이높

았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Kim 등 (2011)의 연구에서 적절한 활발하거나 중정도 신체적 활동이 천식

집단과비천식집단간에차이가없었던결과와 Jones 등 (2006)과 Eijkemans 등 (2012)의연구에서신

체활동 정도가 높을수록 천식의 유병률을 낮다는 결과와도 차이가 있어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신

체적 활동은 천식 증상, 삶의 질, 운동 능력, 기관지 과민성 및 폐 기능을 개선한다는 점 (Moreira 등,

2014)에서천식의관리를위해추천되고있다는점을고려할때알레르기질환을앓고있는사람이건강

및생활습관에대한관심이높아신체활동을더적극적으로하고있는것으로도해석할수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주요 알레르기 질환인 천식, 알레르기비염 및 아토피피부염의 유병률을 파악하였

고, 이들 질환은 다양한 요인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천식, 알레르기비염 및 아토피피

부염의 유병률에 공통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요인은 연령, 경제적 상태, 비만도, 스트레스, 다른 알레르

기질환유무, 신체활동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은결과는알레르기질환을예방하고보다효과적으로관

리하는데활용될수있을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13년 청소년행태온라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알레르기 질환의 유병률과 관련 요인을 파

악하기위해시도되었다.

본연구의주요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청소년의천식, 알레르기비염, 아토피피부염의유병률은 9.3%, 30.6%, 23.4%로나타났다.

둘째, 천식 유병률은 성별, 연령, 경제적 상태, 비만도, 스트레스, 수면 충족도, 가정 내 간접흡연, 약물

사용, 다른알레르기질환및신체활동과관련성이있었다.

셋째, 알레르기비염은 연령, 경제적 상태, 거주지역, 거주형태, 비만도, 스트레스, 수면 충족도, 흡연 경

험, 가정내간접흡연, 음주경험, 다른알레르기질환및신체활동과관련성이있었다.

넷째, 아토피피부염은 성별, 연령, 경제적 상태, 거주지역, 비만도, 스트레스, 다른 알레르기 질환 및 신

체활동과관련성이있었다.

본연구는횡단적조사연구의한계점으로인해알레르기질환유병률과관련요인간에인과관계를추

론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해석하는데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추후연

구에서 알레르기 질환의 원인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종단적 연구가 시행될 필요

성이있다. 또한알레르기질환에영향을미치는다양한변수를포함한연구가이루어질것을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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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revalence of allergic diseases and its

related factorsin Korean adolescents. The subjects were 72,435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The data were analyzed by χ2 test and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prevalence of asthma, allergic rhinitis, and atopic dermatitis was 9.3%, 30.6%,

and 23.4%, respectively. According to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sthma

was associated with gender, age, economic state, obesity, stress, sleep satisfaction,

secondhand smoking, drug use, other allergic diseases and physical activity. Allergic

rhinitis was associated with age, economic state, residential area, type of residence,

obesity, stress, sleep satisfaction, smoking experience, secondhand smoking, alcohol

drinking, other allergic diseases and physical activity. Finally, atopic dermatitis was

associated with gender, age, economic state, residential area, obesity, stress, other

allergic diseases and physical activity. Conclusion: These results will provide database

for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allergic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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