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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health behaviors, living environment,
and asthma in adolescents in Korea.

Methods: Information on adolescents’ characteristics, including demographic factors, health behaviors, and
doctor’s diagnosis of asthma was obtained from the Korean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2015). In
total, 68,043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participate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including city park
area and outdoor PM10 concentrations in 2015 were obtained from the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The adolescents’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were merged by local information.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models were used to investigate the risk factors affecting asthma in adolescents.

Results: The prevalence of asthma in adolescents in 2015 was 8.8%. In the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dolescents who were male, attended middle school, suffered obesity, experienced tobacco smoking, had
physical activity levels of 2 to 4 days, had higher stress levels, and lived in areas with outdoor PM10

concentrations more than 47 μg/m3 were more likely to have asthma, while adolescents who had middle levels
of family economic status were less likely to do so.

Conclusions: The fact that PM10 concentration can affect asthma is an important point in this study. Risk factors
identified in this study could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asthma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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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알레르기 질환은 유전, 생활습관, 개인노출 요인과

같은 여러 가지 요인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확

한 발생원을 밝히기 힘들고, 이에 대한 치료 및 예

방 대책 수립 또한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1-5) 우리 사

회에서 질병 부담의 크기가 매우 큰 질환에 속한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손상을 제외한 개별

질환에 대해 질병 부담을 평가했을 때, 알레르기 질

환 중 하나인 천식은 당뇨병, 뇌혈관질환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질병 부담을 나타냈다.6,7) 천식으로 인

한 장애 혹은 조기 사망을 기준으로 연령대별 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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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 부담을 추산한 결과, 10~14세 소아 청소년,

75~79세 노인 연령층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8) 청

소년의 천식 의사 진단율의 경우, 2007년 8.5%에서

2015년 8.8%로 8%대를 유지하며 다소 증가하고 있

는 실정이다.9)

기관지에 알레르기 염증을 동반하는 소아 청소년

기에 대표적인 만성질환 중 하나인 천식10)은 반복되

는 천명, 호흡곤란, 가슴 답답함 등의 증상을 일으

키는 질환이다. 다른 사람과는 건강상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

으며,11) 행동 문제를 유발하는 등의 사회적 적응 또

한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 학교생활 중 천식이 악

화되면 결석할 수 있고, 알레르기원 노출 예방 등의

이유로 정규 신체 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

문에 이는 교우관계나 사회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2,13)

우리나라 환경성 위해로 인한 질병 부담은 대기오

염, 실내공기오염, 직업성 질환 순으로 영향을 미쳤

는데, 대기오염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과 같은 호

흡기질환 및 폐암을 일으킬 수 있고, 실내공기오염

은 천식 등과 같은 질병을 주로 발생시킬 수 있다.5)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

따르면 천식 발생의 약 44%가 환경오염 노출에 기

인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14) 특히 성인에 반해 성

장기에 있는 소아 청소년이 오염된 환경에서 자라면

폐기능이 감소하고, 실외공기오염에 노출되면 천식

발생률이 증가한다. 최근에 발표된 메타분석에서 교

통량이 많은 길가에 사는 아이들에서 천식 또는 천

명의 유병률이 높아짐을 보였기에8) 단순히 개인의

생활습관에서만 질병 발병 원인을 찾을 것이 아니라,

생활환경 변화도 관찰하여 이에 따른 질환의 경과를

이해하는 것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15) 우리나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급격한 경제적 변화와 이에

따른 대기오염, 사회경제적 수준, 생활환경 변화를

겪어왔기 때문에 이에 따라 증가된 청소년 천식 유

병률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12)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건강행태 및 생활환경과

천식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청소년의 천식 여

부에 따른 인구학적 특성 및 건강행태, 생활환경 차

이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관련성을 분석해 청소년

천식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II.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이 연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2015년 6월부터 7월

까지 조사된 제11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원시자료를

활용하였다. 전국 중학교 400개교, 고등학교 400개

교 총 800개교의 70,362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

며, 797개교, 68,043명의 재학생이 온라인 자기기입

식 설문조사에 참여하여 96.7%의 참여율을 보였다.

장기결석, 특수아동, 문자해독장애 학생은 조사대상

자에서 제외하였다.16)

‘학생은 몇 학년입니까?’라는 문항으로 학교(중학

교/고등학교)와 학년(1학년/2학년/3학년)을 구분하였

다. 연령은 만 12세 이상에서 19세 미만으로 구성되

었으며, 그 외는 이상치로 간주하여 결측 처리하였다.16)

개인 영향 요인 외에도 청소년이 생활하는 지역의

생활환경 영향 요인을 고려하기 위해 지역단위가 시

·군·구로 분류되어 있는 통계청 자료 중 인구 천 명

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및 월별 미세먼지 PM10 농

도 현황 자료를 활용하였다.

2. 연구 도구

2.1. 천식 평생의사진단

청소년의 건강행태 및 생활환경에 대한 영향을 파

악하기 위해 예방적 관점에서 적합한 지표인 평생의

사진단을 주 연구도구로 활용하였다. 천식 평생의사

진단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천식”이라고 의사에게

진단받은 적이 있었습니까?’라는 문항으로 질병에

대한 평생 의사 진단 여부(없다/있다)를 조사했으며,

“있다”고 응답한 경우 천식 평생의사진단을 받은 천

식 질환자로 정의하였다. ‘응답거부’, ‘모름’에 응답

한 경우에는 결측치 처리하였다.

2.2. 인구학적 특성

인구학적 특성으로는 성별, 학교, 가정경제력을 조

사하였다. 학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나누었고, 가

정경제력은 ‘가정의 경제적 상태는 어떻습니까?’라

는 문항으로 청소년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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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건강행태

청소년의 건강행태는 체질량 지수(Body Mass Index,

BMI), 흡연경험 여부, 신체활동 정도, 스트레스 정

도를 조사하였다. BMI는 과체중(BMI ≥25) 이상일

경우, 비만이라고 정의하였다. 흡연경험 여부는 ‘지

금까지 담배를 한두 모금이라도 피워본 적이 있습니

까?’라는 문항으로 흡연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조

사하였으며, 신체활동 정도는 ‘최근 7일 동안, 심장

박동이 평상시보다 증가하거나, 숨이 찬 정도의 신

체활동을(종류에 상관없이) 60분 이상 한 날은 며칠

입니까?’라는 문항으로 실천 일수를 조사하였다.

2.4. 생활환경

도시규모는 전국 17개 시·도 내의 시·군·구를 도

시규모별로 대도시 79개, 중소도시 91개, 군지역 59

개로 분류하였으며, 대도시는 특별시 및 광역시, 경

기도의 일부 시를 포함하고, 중소도시는 대도시를 제

외한 시 및 일부 군지역에 해당한다. 인구 천 명당

도시공원 조성면적은 인구 천 명당 도시공원의 조성

면적 비율을 나타내는 변수이며, 생활환경의 녹지 정

도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중앙값을 기준으로 설정하

여 명목형 변수로 나타냈으며, 중앙값은 19,740 m2/

1,000명이다(Table 1).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323개

측정망에서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측정된 월별

미세먼지 농도 측정값을 활용하여 지역별 연평균 미

세먼지 농도를 산출하였다. 중앙값을 기준으로 설정

하여 명목형 변수로 나타냈으며, 중앙값은 46.9 μg/

m3이다(Table 1).

청소년 생활환경 변수는 시·군·구 수준의 지역단

위까지만 활용하였고, 하위 수준의 지역단위(읍·면·동)

는 상위수준 지역단위로 분류하여 도시공원 조성면

적과 미세먼지 농도의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3. 자료 분석 방법

연구대상자가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표하도록 가중

치를 부여하여 청소년의 건강행태 수준을 추정해야

하기 때문에, 가중치는 추출률, 응답률, 모집단의 인

구구조를 반영하여 계산하였다. 복합표본설계된 청

소년건강행태조사 데이터는 정확한 통계분석을 위해

PASW statistics 18.0에서 지원하는 복합표본프로시

저를 사용하였으며, 계층은 층화변수(strata), 군집은

집락변수(cluster), 표본가중값은 가중치변수(w)로 하

여 계획파일을 작성한 후 통계 분석하였다.17) 청소

년의 천식 평생의사진단 여부에 따른 인구학적 특성

및 건강행태, 생활환경 등 영향 요인의 차이는 카이

제곱검정(Chi-square test)을 통해 비교 분석하였다.

천식 평생의사진단 여부에 차이를 보이는 잠재적 요

인(p<0.05)을 이용하여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Multiple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으며, 교차

비(Odds Ratio, OR)와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CI)으로 나타내었다. 모든 통계분석은 PASW

Statistics 18.0을 사용하였으며, 유의수준(p-value)은

5%를 고려하였다.

III. 결 과

연구대상자 68,043명 중 천식인 청소년은 6,012명

(8.8%)이었다. 남학생은 51.7%로 다소 많았고, 중학

생(50.4%)과 고등학생(49.6%) 비율은 비슷했으며,

주관적 가정경제력 수준은 상 9.1%, 중 87.6%, 하

3.3%로 대부분 중산층이었다. 체질량 지수는 정상체

중(89.1%)인 경우가 많았고, 한 번이라도 흡연한 경

험이 없는 청소년이 82.9%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

며, 최근 7일 동안 신체활동을 실천한 일수는 1일

이하가 51.7%, 2~4일이 33.6%, 5일 이상이 14.6%

으로 일수가 많아질수록 실천한 청소년이 적었다. 스

트레스 정도는 전혀 느끼지 않는다 3.8%, 조금 느

낀다 61.0%, 많이 느낀다 35.2%로 대부분 청소년이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다. 또한, 연구대상자가 거주

하고 있는 지역의 도시규모는 대도시 44.1%, 중소

도시 47.5%, 군지역 8.3%로 대부분 도시지역에 거

주하고 있었고,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도시공원 조

Table 1.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Categories
City Park Area

(m2/1,000 people)
PM10 Concentration*

(µg/m3)

Mean (±SD†) 21,470 (±17,790) 47.6 (±4.6)

Minimum 1,210 37.8

Q1‡ 11,280 45.0

Median (=Q2‡) 19,740 46.9

Q3‡ 26,560 50.3

Maximum (=Q4‡) 121,000 58.1

*Annual average PM10 concentration
†Standard Deviation (SD)
‡Quart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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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면적은 중앙값보다 좁은 지역이 많았으며(67.3%),

미세먼지(PM10) 연평균 농도는 중앙값보다 높은 지

역이 다소 많았다(55.4%). 도시규모를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청소년 천식 여부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Table 2).

천식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잠재적 위험 요

인들을 중심으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1.38배 높게(95%

CI=1.30-1.46, p<0.001),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이

천식일 확률이 0.88배 낮았다(95% CI=0.83-0.93,

p<0.001). 정상체중인 경우보다 비만체중인 경우 1.23

배(95% CI=1.13-1.33, p<0.001), 흡연경험이 있는

경우 1.08배(95% CI=1.00-1.16, p<0.05), 신체활동

을 최근 7일 동안 1일 이하 실천한 청소년보다 2일

이상 실천한 청소년이 천식일 확률이 높았다(2~4일

실천 OR=1.11, 95% CI=1.04-1.18, p=0.001, 5일 이

상 실천 OR=1.09, 95% CI=1.00-1.18, p<0.05). 스

트레스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정도에 따라 천식일

확률이 높아졌다(조금 느낀다 OR=1.32, 95% CI=

1.12-1.56, p=0.001, 많이 느낀다 OR=1.69, 95%

Table 2.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Variables Categories
Total

Asthma Diagnosis

p-value§Yes No

(person) (%) (person) (%) (person) (%)

Asthma Diagnosis Total 68,043 100.0 6,012 8.8 62,031 91.2

Demographical

Sex
Female 32,839 48.3 2,459 7.5 30,380 92.5

<0.001
Male 35,204 51.7 3,553 10.1 31,651 89.9

School
Middle 34,299 50.4 3,153 9.2 31,146 90.8

<0.001
High 33,744 49.6 2,859 8.5 30,885 91.5

Economic
status

Good 6,214 9.1 642 10.3 5,572 89.7

<0.001Fair 59,608 87.6 5,124 8.6 54,484 91.4

Poor 2,221 3.3 246 11.1 1,975 88.9

Health
Behavior

BMI*
Normal 58,868 89.1 4,998 8.5 53,870 91.5

<0.001
Obesity 7,200 10.9 769 10.7 6,431 89.3

Smoking
experience

No 56,415 82.9 4,828 8.6 51,587 91.4
<0.001

Yes 11,628 17.1 1,184 10.2 10,444 89.8

Number of
physical activity 
days per week

≤1 day 35,211 51.7 2,870 8.2 32,341 91.8

<0.0012~4 days 22,882 33.6 2,166 9.5 20,716 90.5

5 days≤ 9,950 14.6 976 9.8 8,974 90.2

Self-rated
Stress Level

Rarely 2,558 3.8 199 7.8 2,359 92.2

<0.001Slightly 41,527 61.0 3,436 8.3 38,091 91.7

A lot 23,958 35.2 2,377 9.9 21,581 90.1

Living
Environment

City Size

Rural area 5,655 8.3 484 8.6 5,171 91.4

0.172Small city 32,349 47.5 2,927 9.0 29,422 91.0

Big city 30,039 44.1 2,601 8.7 27,438 91.3

City Park
Area

19,740 m2/1,000 people†≤ 22,233 32.7 1,871 8.4 20,362 91.6
0.007

<19,740 m2/1,000 people† 45,810 67.3 4,141 9.0 41,669 91.0

PM10

Concentration
<46.9 µg/m3‡ 30,322 44.6 2,558 8.4 27,764 91.6

0.001
46.9 µg/m3‡≤ 37,721 55.4 3,454 9.2 34,267 90.8

*Number of Body Mass Index (BMI) missing values=1,975
†Median of city park area
‡Median of annual average PM10 concentration
§
p-value of Chi-squa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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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1.43-1.99, p<0.001). 청소년이 거주하고 있는 지

역의 도시공원 조성 면적은 중앙값보다 좁을수록

(OR=1.06, 95% CI=1.00-1.13, p>0.05), 미세먼지

(PM10) 농도가 중앙값보다 높을수록 천식일 확률이

높았다(OR=1.09, 95% CI=1.03-1.15, p<0.05)(Table 3).

IV. 고 찰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성별, 연령, 체질량 지수,

흡연경험 여부, 신체활동 정도, 스트레스 정도와 거

주하고 있는 지역 내 미세먼지 농도가 청소년 천식

에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천식일 확률이 1.38배 높았

고,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이 천식일 확률이 0.88

배로 낮았다. 중·고등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

한 선행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도출했다. 한지영

연구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천식일 확률이 0.74배

낮았고, 만 12~13세에 비해 만 16~17세는 0.78배,

만 18세 이상은 0.80배로 고등학생인 연령대에서 천

식일 확률이 낮았으며,1) 박지혜 연구는 남학생이 여

학생보다 천식일 확률이 1.524배 높았고, 연령은 높

을수록 천식일 확률이 0.857배 낮았다.18) 다수 연구

결과를 근거로 청소년 알레르기성 질환에 대한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는 학교에서 성별 및 연령에 따른

교육 등과 같은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가정경제력에 따라 천식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

으로 유의하진 않았지만, 경제 상태가 상위수준이거

나 하위수준인 집단과 비교할 때 중위수준에서 천식

질환자에게 낮은 위험도를 보인 선행연구1,18)와 경향

성은 유사했다.

BMI의 경우, 비만체중일 때 천식에 영향을 미친

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비만체중은 알레르기성 질

Table 3. Risk factors affecting adolescent asthma diagnosis

Variables Categories OR
95% CI

p-value
lowest upper

Demographical

Sex
Female 1.00 

Male 1.38 1.30 1.46 <0.001

School
Middle 1.00 

High 0.88 0.83 0.93 <0.001

Economic
status

Good 1.00 

Fair 0.87 0.79 0.95 0.002 

Poor 0.98 0.83 1.17 0.847 

Health Behavior

BMI
Normal 1.00 

Obesity 1.23 1.13 1.33 <0.001

Smoking
experience

No 1.00 

Yes 1.08 1.00 1.16 0.046 

Number of
physical activity
days per week

≤1 day 1.00 

2~4 days 1.11 1.04 1.18 0.001 

5 days≤ 1.09 1.00 1.18 0.042 

Self-rated
Stress Level

Rarely 1.00 

Slightly 1.32 1.12 1.56 0.001 

A lot 1.69 1.43 1.99 <0.001

Living
Environment

City Park
Area

19,740 m2/1,000 people†≤ 1.00 

<19,740 m2/1,000 people† 1.06 1.00 1.13 0.053 

PM10

Concentration
<46.9 µg/m3‡ 1.00 

46.9 µg/m3‡≤ 1.09 1.03 1.15 0.003 
†Median of city park area
‡Median of annual average PM10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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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천식 발병에

중요한 위험요인이라고 밝혀졌다. 비만을 동반하는

천식 질환자는 중증도가 심하고, 치료 효과도 낮은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험하다.19)

청소년이 흡연한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천식

질환자일 위험이 1.08배 높았다. 박지혜18) 연구에서

는 비흡연군에 비해 흡연군에서 1.57배, Cakir 등 연

구20)에서는 3.15배, Gudelj 등 연구21)에서는 2.37배

로 흡연에 의한 청소년의 천식 위험도가 높았다. 선

행연구 결과와 비교해보면 이 연구 결과는 과소평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코 흡연경험이 청소

년 천식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천식환자가 흡연을 하면 천식 증

상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다수 선행연구가 있고,22-25)

금연만으로도 천식 증상을 완화할 수 있기에23,25-27)

천식을 앓고 있는 흡연 청소년들에게 있어 즉각적인

금연이야말로 가장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천식 관리

방법이라 할 수 있다.28)

일주일 중 신체활동을 60분 이상 실천한 날이 1

일 이하인 청소년보다 2일 이상 실천한 청소년이 천

식 위험이 크다고 나타났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신

체활동의 강도와 빈도, 환경 및 개개인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나지만, 운동은 천식을 유발할 수 있고, 특

히 불규칙적이고 장시간 지속하는 운동은 천식과 알

레르기 반응과 같은 과민 면역반응을 야기할 수 있

다고 나타났다.29) 그러나 이 연구의 결과는 천식인

청소년이 건강이나 생활습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

신체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라고 해석

할 수 있다. 신체활동을 하게 되면 천식 증상이나

삶의 질, 운동 능력, 기관지 과민성 및 폐 기능을 개

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30) 이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도

출한 선행연구도 있는 반면, 집단 간 차이가 없거나31)

신체활동 정도가 높을수록 천식 유병률이 낮다32,33)는

일부 선행연구 결과도 있어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스트레스는 다른 위험요인들과 달리 심한 정도에

따라 비례적으로 천식에 영향을 미쳤다. 스트레스는

순환계로 분비되는 호르몬과 신경 펩타이드가 면역

매개와 신경성 염증과정을 조절하는 것에 관여하기

때문에34) 신경계의 항상성, 내분비계 및 면역체계 조

절장애는 만성적 스트레스 및 과각성 또는 반응저항

성을 일으키며, 이는 질병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

다.35,36) 다수의 선행연구1,18,31)에서도 이 연구 결과와

동일한 양상을 보였기에 스트레스는 천식에 명확히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성인 천식 환자를

대상으로 설문한 박중원 등 연구에서는 84% 천식

환자에서 사회활동 회피, 불확실성 등으로 스트레스

를 겪고 있다고 나타났다.37) 특히 청소년기에는 신

체 변화에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알레르기 질환

자체가 또 하나의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할 수 있어

스트레스 정도가 더 심할 수 있으니 질병 완화를 위

해서는 집중적 관리가 필요하다.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이나 건강행태 외에도 그

들이 생활하는 지역의 도시규모와 도시공원 조성 면

적, 미세먼지 농도로 한정하여 환경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았다.

도시규모는 크기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고, 도시공원의 경우, 면적이 중앙값

보다 좁으면 청소년이 천식일 위험이 다소 크다고

나타났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선

행연구에서는 공원 근처에 거주하는 경우 천식 증상

경감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고,38) 거주지의 녹

지 면적이 증가할수록 천식 유병률이 유의하게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기에39) 추후 이를 증명할만한 추

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대기오염은 알레르기성 질환자에게 영향을 미치기

에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 연구 결과

에서도 청소년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미세먼지 농

도가 중앙값보다 높으면 낮을 때보다 천식일 위험이

높다고 나타나 대기오염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조일형 연구에서도 천식 질환자 증가에 대기

오염물질 중 미세먼지가 영향을 미쳤고,40) 김윤신 외

연구에서도 역시 호흡기 질환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대기오염물질은 총부유물질(TSP)이라 밝혔다.41)

이 연구는 2차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이기 때문에

조사된 데이터에 한정하여 천식에 대한 영향 요인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특히 천식의 발생 및 증상 악

화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적인 요인(질환의 가족력

등)과 현재 질병의 상태(호전, 악화 등)가 고려되지

않아 제한적이었다. 황규석 등 연구에서는 천식에 대

한 가족력이 있는 천식 환자는 가족력이 없는 경우

보다 천식 이환율이 9.88배 높았고,12) Lin 등의 연

구에서는 천식 가족력이 있는 경우 유병률은 3.17배

높았기42)에 천식은 가족력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추후 가족력을 고려한 유사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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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청소년건강행태조사는 2015년 6월부터 7월까지 진

행된 단면조사인 반면, 통계청 자료는 미세먼지 농

도의 경우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역별 월 단

위 측정치의 평균을 구하여 연평균 농도를 산출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인

과관계를 해석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청소년 자료는

통계청 자료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역에서 조사

가 이루어져 통계청 자료에서 누락된 데이터의 경우

상위단위 지역 평균값을 사용하는 규칙으로 대체하

여 청소년의 생활환경 영향 요인을 해석하였다. 조

사기관이 다른 두 데이터를 합치기 위해 지역(시·군·구)

을 기준으로 두고, 청소년이 실제 거주하는 지역의

생활환경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도시공원 면적과

미세먼지 농도를 활용했으나 청소년의 실제 생활환

경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V. 결 론

이 연구는 제11차(2015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원

시자료와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건강행

태 및 생활환경과 천식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수행

하였다.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68,073명의 청소

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중 천식인 청소년은

6,012명(8.8%)이었다. 인구학적 특성(성별, 학교)과

건강행태(체질량 지수, 흡연경험 여부, 신체활동 정

도, 스트레스 정도), 생활환경(미세먼지 농도)에서 청

소년 천식과 관련이 있었다.

선행연구 대부분은 개인에 대한 요인만 고려하였

으나, 이 연구에서는 개인 영향 요인 외에도 청소년

이 생활하는 지역의 생활환경 영향 요인까지 고려하

여 천식 유병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을 밝혀내

기 위해 관련성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천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적인 범위에서

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미세먼지 농도와 같은 생활

환경적인 범위로 넓혀 이에 대한 영향 요인도 함께

고려한다면, 지역단위의 질병 관리 및 예방이 수월

해질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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