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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epidemiologic understanding of allergic diseases, including prevalence and risk factors, is needed 
for allergy management. This study identified the prevalence of and coping patterns for various types of allergies, 
such as asthma, allergic rhinitis (AR), atopic dermatitis (AD), allergic conjunctivitis (AC), food allergy (FA), and drug 
allergy (DA), in Nam-gu, Ulsan, one of the most industrialized districts in Korea. Methods: A cross-sectional study 
was performed using a self-report multiple choice questionnaire. The International Study of Asthma and Allergies 
in Childhood (ISAAC) and other measures were reviewed to develop the questionnaire. Data was collected from 
May 9th to November 30th of 2018. Descriptive and frequency analyses were performed to apprehend the 
prevalence of symptoms, diagnostic rates, diagnosis dates, treatment history, and others. Results: By randomized 
sampling, 9,102 children from 25 nurseries, 25 kindergartens, and 15 elementary schools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prevalence of asthma, AR, AD, AC, FA, and DA were 11.1%, 48.7%, 15.5%, 17.6%, 15.1%, and 2.0%, 
respectively. The respective rate of ever being diagnosed with asthma, AR, AD, AC, FA, and DA were 4.2%, 38.4%, 
25.5%, 23.3%, 9.7%, and 1.1%, respectively. Last year’s allergy related school absenteeism rates were 10.8%, 
4.1%, and 1.3% for asthma, AR, and AD, respectively. Lastly, 59.2% of the participants considered air pollution 
as the most challenging factor in allergy management. Conclusion: This study comprehensively investigated the 
current state of various allergic diseases in Nam-gu, Ulsan. The study’s findings are expected to be applied to 
strategies for decreasing the socioeconomic burden of allergic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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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알레르기질환은 유전적 소인과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으

로서 발생되는 질환으로서, 천식, 알레르기비염, 아토피피부

염, 알레르기 결막염, 음식물 알레르기 등과 같은 질환이 이에 

해당된다[1,2]. 천식과 알레르기성 비염 등의 호흡기성 알레르

기질환 유병률 증가는 도시화 및 산업화, 기오염, 운동 등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3,4]. 또 음식물 알레르기와 아토

피성 피부염 등과 같은 질환은 신체적 활동 감소, 가공 음식 섭

취 증가 등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2,5]. 알레르기질

환은 사회적으로 큰 부담을 야기하는데[6], 아토피피부염과 

같은 질환의 경우 청소년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성

인기에도 여전히 발생 또는 지속된다는 보고가 있고, 이로 인

한 의료비 증가 및 건강 관련 삶의 질 저하 등이 야기된다고 한

다[7-9].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알레르기질환이 사회경제

적 부담을 일으키고 있다. 알레르기질환 증상들로 인한 불안, 

관계 영향, 부끄러움, 일상의 방해 등 때문에 환자의 연령과는 

관계없이 환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삶의 질까지도 나빠질 수 

있다[2, 10]. 영유아기 시기 발병한 아토피피부염이 성장 후 음

식 알레르기, 천식, 알레르기비염과 같은 다른 알레르기질환

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는 알레르기질환의 조기 진단과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2]. 특히, 알레르기질환을 보유한 

청소년이 우울감, 스트레스 인지, 피로도의 영향으로 부정적

인 정신건강 상태를 경험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11]. 또 우리나

라의 경우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천식 유병률이 점진적으로 증

가하고 있고, 10세 미만 연령 의 알레르기성 비염 유병률 또

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12,13]. 음식 알레르기나 식품 유

발 아나필락시스 또한 그 유병 수준이 적지 않은 수준이다[14].

알레르기질환은 치료법이 뾰족이 없어 그 관리가 중요한데, 

알레르기 항원을 피하고 알레르기 반응에 증적으로 치료하

는 방법이 표적인 관리 방안이다[15]. 그러나 모든 알레르기 

유발 원인을 알기 어렵고 각 지역의 토속적인 음식 재료처럼 

촉발 요인을 완전히 피하거나 통제하기 어렵다[2,16]. 또 질병 

관련 관리 정보가 부족하여 환자와 환자 가족의 경제적 손실과 

심리적 부담감이 가중된다[15,17]. 더불어 알레르기질환 관리

를 위해서는 그 유병률과 위험요인 파악 등을 포함한 알레르기

질환 전반에 관한 역학적 이해가 필요하다[18].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부분의 알레르기질환 선행연구들은 국가보건의료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국내 인구 전수 상으로 하는 장점이 

있으나 보험급여 심사 기준으로 인한 자료의 신뢰도 문제와 적

은 설문지 문항으로 인하여 다양한 유형의 알레르기질환에 

한 특성과 환자 및 보호자의 처 양상을 충분히, 포괄적으로 

수집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19]. 또 부분의 소아청소년 

알레르기질환 연구는 학령기 아동을 상으로 실시되어 미취

학 시기에 조기 진단을 바탕으로 질환 처와 관리양상의 효과 

파악이 어렵다[18].

이에 따라 이번 연구에서는 천식, 알레르기비염 등과 같은 

표적인 알레르기질환뿐만 아니라 음식 및 약물 알레르기 등 

다양한 유형의 알레르기질환의 유병률과 질환에 따른 처 양

상을 파악해보았다. 처 양상의 세부적 내용으로는 치료 경험

과 그로 인한 영향, 알레르기질환 관련 어려움, 보건소의 역할, 

그리고 알레르기질환 지식이 포함되었다. 연구 상 지역은 한

국에서 가장 산업화된 도시인 울산광역시(이하 울산) 남구 지

역으로 설정하였다. 연구 상자로는 성인기까지의 알레르기

질환 발병과 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달 시기를 고려하

여 미취학 및 학령기 아동으로 정하였다. 이번 연구는 특정 지

역의 알레르기질환의 유병률을 포괄적으로 살펴볼 뿐만 아니

라 그 처 양상까지 파악할 수 있어 알레르기질환의 보건환경

적 측면의 사업 및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근거 자료로써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이번 연구는 울산 남구 지역의 미취학 아동 및 학령기 아동

을 상으로 다양한 유형의 알레르기질환에 한 유병률과 환

자의 보호자인 학부모의 알레르기질환에 한 치료 양상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자가 보고식 객관식 설문지

를 활용하여 단면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구는 울산 학교

병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

인을 받았다(승인번호: 2018-02-030).

2. 연구참여자

이번 연구의 모집단은 울산 남구 지역 전체 초등학교 및 50

명 이상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이다. 이들 기관 중 무작위 추출

(Random Sampling)로 15개의 초등학교, 25개의 어린이집, 

21개의 유치원을 선정하였고, 각 기관에 등교하는 9,102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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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알레르기질환 유병률과 치료 양상 

등을 자가보고하는 연구방법 특성상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님

을 설문 응답자로 설정하였다.

3. 조사 도구 및 자료수집

이번 연구에 활용한 설문지는 알레르기질환 유병조사 표준

설문지 ISAAC (International Study of Allergy and Asthma 

in Childhood), 질병관리본부의 2017년 아토피 천식 예방 관

리 사업 안내[19] 등을 참고로 하여 개발하였다. ISAAC는 세

계적 표준화된 역학조사 프로그램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전

국적으로 1995년과 2000년에 조사가 실시되었고 다른 알레르

기질환 연구에서도 유병률과 위험요인 단면조사를 위해 사용

되고 있다[10]. 이번 설문지는 울산광역시 환경보건센터 소속 

박사 1인과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1인의 자문을 받아 문항 

및 문구를 수정, 보강하였다. 전체 설문지 내용은 알레르기 조

사(29문항), 인구사회학적 요인(19개 문항), 환경에 한 조사

(7문항), 기타 조사(7문항)라는 4개 영역, 총 62문항으로 구성

하였다. 이번 논문에서는 알레르기질환 유병에 관한 다양한 

특성과 치료 현황 파악에 초점을 두었다. 세부적으로 첫째, 알

레르기 조사 영역에서 수집한 천식, 알레르기비염, 아토피피

부염, 알레르기 결막염, 음식물 알레르기, 약물 알레르기에 

한 특성 및 치료 현황을 확인하였다. 예를 들어, 알레르기비염 

평생 경험 증상 유무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감기나 독감을 앓고 

있지 않은데도 재채기, 콧물 또는 코막힘 증상을 경험했는지

로 평가하였다. 이와 같이 알레르기비염을 비롯하여 각 알레르

기질환을 평생 경험한 사람 중 최근 1년 증상 경험률을 파악하

였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요인 영역에서 수집한 성별, 나이, 

부모 학력 및 소득수준 등을 함께 확인하였다.

자료수집은 2018년 5월 9일부터 2018년 11월 30일까지 진

행되었다. 울산 남구보건소와 함께 연구참여 기관으로 선정된 

학교,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연구참여 협조 공문과 연구참여 

동의서를 설문지와 함께 동봉하였고, 각 학급별로 담임선생님

이 학생과 원아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서면 연구참여 동

의서를 통해 연구참여자에게 연구 설명을 비롯하여 연구참여 

거절과 취소의 자유 및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연

구참여에 동의한 사람만이 설문을 완성하여 자녀를 통해 설문

지를 학교로 돌려보냈다. 연구진은 각 교육 기관에서 최종적

으로 회수된 설문지를 남구보건소로부터 전달받아 분석하였

다. 설문에 참여한 모든 연구참여자에게 사례품으로 볼펜 한 

개씩을 제공하였다.

4. 통계 분석

이번 연구에서는 설문 응답을 있는 그 로 나타내주는 기술

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의 

각 항목에 하여 빈도분석을 수행하고 각 알레르기질환의 증

상 또는 진단 유병률, 진단 시기, 치료 유무 등을 포괄적으로 제

시하였다. 종이 설문지를 활용한 자가기입 방식으로 설문조사

가 실시되었기 때문에 응답 결측치가 다수 발생하였고, 결측

치는 결측치로서 코딩하고 통계분석 시 제외되었다. 분석을 

위해서 SPSS/WIN 22.1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배부된 총 9,102부의 설문지(초등학교 4,245부, 유치원 2,732

부, 어린이집 2,125부) 중 회수된 설문지는 총 7,033부(초등학

교 3,467부, 유치원 2,041부, 어린이집 1,518부, 기타 7부)로 설

문 회수율은 77.3%였다. 이번 연구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

성은 Table 1과 같다. 여성이 49.0%(3,449명)이었고, 자녀 신 

설문지에 응답한 자는 어머니(6,227명, 88.5%)가 부분이었

다. 부모의 최종학력은 모두 ‘ 학 졸업(어머니: 69.2%, 아버지: 

69.8%)’이 가장 많았고 한 달 기준 부모의 전체 소득은 500만

원 이상이 38.4%(2,702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 알레르기 증상 경험 및 진단 유병률

1) 천식

연구참여자 11.1%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숨 쉴 때 가슴에서 

쌕쌕거리는 소리 또는 휘파람 소리를 경험하였다(Figure 1). 

1.1%는 작년 운동 중이나 운동 후에 숨 쉴 때 가슴에서 쌕쌕거

리는 소리 또는 휘파람 소리를 경험하였다. 연구참여자 중 

4.2%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천식 진단을 받았고 지난 1년 동안

은 1.7%가 천식 진단을 받았다. 

2) 알레르기비염

태어나서 지금까지 감기나 독감을 앓지 않은 상태에서 재채

기, 콧물 또는 코막힘 증상을 경험한 연구참여자는 48.7%였고, 

이 중 90.3%의 연구참여자는 지난 1년 동안 같은 경험을 하였

다(Figure 1). 연구참여자의 38.4%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알레

르기비염 진단을 받았고 지난 1년 동안은 33.1%가 알레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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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Items Response n (%)

Gender of children Female
Male
Missing value 

3,449 (49.0)
3,385 (48.1)

199 (2.8)

Relationship with 
children

Mother
Father
Grandparents
Relatives
Others
Missing value

6,227 (88.5)
537 (7.6)
19 (0.3)
2 (0.0)
3 (0.0)

245 (3.5)

Age of children Infant (≤6 year-old)
School age children

(7~12 year-old)
Missing value

3,402 (48.4)
3,398 (48.3)

233 (3.3)

Level of 
education

Mother ≤Middle school 
High school
Undergraduate
Graduate
Missing value

21 (0.3)
1,269 (18.0)
4,868 (69.2)

470 (6.7)
405 (5.8)

Father ≤Middle school 
High school
Undergraduate
Graduate
Missing value

36 (0.5)
1,329 (18.9)
4,910 (69.8)

425 (6.0)
333 (4.7)

Monthly income of 
parents 
(million won)

＜1
1~＜2
2~＜3
3~＜4
4~＜5
≥5
Missing value

61 (0.9)
141 (2.0)
786 (11.2)

1,488 (21.2)
1,485 (21.1)
2,702 (38.4)

370 (5.3)

Total 7,033 (100.0)

비염 진단을 받았다. 

3) 아토피피부염

태어나서 지금까지 가려운 피부발진을 최소 6개월 이상 반

복 경험한 연구참여자는 15.5%였고, 이 중 67.6%의 연구참여

자가 지난 1년 동안 가려운 발진을 경험하였다(Figure 1). 태어

나서 지금까지 습진(태열, 아토피피부염) 진단을 연구참여자 

중 25.5%가 받았고, 지난 1년 동안 10.8%가 습진 진단을 받았다.

4) 알레르기 결막염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폴로 눈병(유행성 결막염)이 아니면

서 자주 눈이 간지러운 경험을 한 연구참여자는 17.6%였는데, 

이 중 78.9%가 지난 1년 동안 같은 경험을 하였다(Figure 1). 

태어나서 지금까지 연구참여자의 23.3%가 알레르기 결막염 

진단을 받았고, 지난 1년 동안 14.4%가 알레르기 결막염 진단

을 받았다.

5) 음식 알레르기

태어나서 지금까지 음식에 알레르기 증상을 경험한 연구참

여자는 15.1%였는데, 이 중 54.4%가 지난 1년 동안 어떤 특정

한 음식에 알레르기 증상을 경험하였다(Figure 1). 9.7%가 태

어나서 지금까지 음식물 알레르기를 진단받았고 지난 1년 동

안은 3.6%가 진단받았다.

6) 약물 알레르기

태어나서 지금까지 약물에 의한 알레르기 증상을 경험한 연

구참여자는 2.0%였는데, 이 중 30.3%가 지난 1년 동안 같은 경

험을 하였다(Figure 1). 태어나서 지금까지 1.1%의 연구참여

자가 약물 알레르기 진단을 받았고, 지난 1년 동안은 0.4%가 

약물 알레르기 진단을 받았다.

3. 알레르기질환 대처 양상 

1) 알레르기질환 치료 경험과 그로 인한 영향 

(1) 지난 1년 동안 알레르기질환 치료 경험

천식을 진단받은 연구참여자 중 30.7%가 지난 1년 동안 천

식 치료를 받았고, 알레르기비염 진단을 받은 연구참여자 중 

79.2%가 비염 치료를 받았다(Figure 2). 습진(태열, 아토피피

부염) 진단을 받은 연구참여자 중 지난 1년 동안 33.7%가 습진 

치료를 받았고, 알레르기 결막염 진단을 받은 참여자 중 58.0%

가 알레르기성 눈병 치료를 받았다. 지난 1년 동안 연구참여자

의 2.9%가 음식물 알레르기 치료를 받았고, 약물 알레르기 진

단을 받은 연구참여자 중 17.3%가 지난 1년 동안 약물 알레르

기 치료를 받았다. 

(2) 결석 경험

천식으로 진단받은 연구참여자 중 지난 1년 동안 천식으로 

학교를 결석한 경험이 있는 참여자는 10.8%였다(Figure 2). 알

레르기비염으로 진단받은 연구참여자의 4.1%가 알레르기비

염으로 학교를 결석한 경험이 있고, 습진(아토피피부염)으로 

진단받은 연구참여자의 1.3%가 학교를 결석한 경험이 있다. 

(3) 응급실 방문 경험 

천식으로 진단받은 연구참여자 중 지난 1년 동안 천식으로 

응급실 방문 경험이 있는 참여자는 1.7%였다(Figur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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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Receiving allergy treatment and the effects of the allergy.

Figure 1. Allergy symptom experiences and prevalence.

2) 알레르기질환 관련 어려움

연구참여자는 알레르기질환으로 인한 어려움 중에 기오

염 문제(59.2%)를 가장 큰 어려움이라 언급하였다(Table 2). 

식품 및 과자 등에 사용되는 유해 재료(39.8%)와 알레르기질

환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제도적 노력 부족(23.4%)도 주요 어려

움으로 꼽았다.

3) 보건소의 역할

알레르기질환 문제 해결을 위한 보건소의 역할로 가장 많았

던 의견은 연구참여자 53.8%(3,787명)이 꼽은 공공기관 내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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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xperiencing Difficulties due to an Allergy

Items Response n (%)

1. Lack of allergy 
treatment and 
consultation function

Yes
No
Missing value

1,276 (18.1)
3,913 (55.6)
1,844 (26.2)

2. Lack of allergy related 
facility 

Yes
No
Missing value

1,004 (14.3)
4,183 (59.5)
1,846 (26.2)

3. Lack of institutional 
effort to prevent and 
reduce allergy 

Yes
No
Missing value

1,649 (23.4)
3,541 (50.3)
1,843 (26.2)

4. Absence of health 
lecture about allergy 

Yes
No
Missing value

 542 (7.7)
4,649 (66.1)
1,842 (26.2)

5. Medical expense not 
covered by medical 
insurance

Yes
No
Missing value

 574 (8.2)
4,615 (65.6)
1,844 (26.2)

6. Severe air pollution Yes
No
Missing value

4,166 (59.2)
1,023 (14.5)
1,844 (26.2)

7. Hazardous ingredients 
used in food and 
sweets

Yes
No
Missing value

2,799 (39.8)
2,390 (34.0)
1,844 (26.2)

8. Others Yes
No
Missing value

 221 (3.1)
4,968 (70.6)
1,844 (26.2)

Total 7,033 (100.0)

Table 3. Opinions on the Role of Public Institutions (Public 
Health Centers) in Resolving Allergy

Items Response n (%)

1. Securing professional 
medical staff and providing 
allergy treatment 
consulation

Yes
No
Missing value

3,716 (52.8)
2,527 (35.9)

790 (11.2)

2. Operating allergy clinics 
in public institutions
(public health centers)

Yes
No
Missing value

3,787 (53.8)
2,453 (34.9)

793 (11.3)

3. Operating a mobile allergy 
school in connection with 
the local community center

Yes
No
Missing value

1,913 (27.2)
4,321 (61.4)

799 (11.4)

4. Operating health lectures 
about allergy

Yes
No
Missing value

1,443 (20.5)
4,797 (68.2)

793 (11.3)

5. Supporting allergy 
treatment expenses for 
low-income families

Yes
No
Missing value

1,660 (23.6)
4,578 (65.1)

795 (11.3)

6. Supplying nutritional 
supplements to low-weight 
children in low-income 
families

Yes
No
Missing value

1,225 (17.4)
5,013 (71.3)

795 (11.3)

7. Hosting allergy related 
events during children's 
camps and festivals

Yes
No
Missing value

977 (13.9)
5,262 (74.8)

794 (11.3)

8. Operating regular 
nutrition education for 
childcare facilities

Yes
No
Missing value

2,351 (33.4)
3,890 (55.3)

792 (11.3)

9. Others Yes
No
Missing value

166 (2.4)
6,071 (86.3)

796 (11.3)

Total 7,033 (100.0)

Table 4. Knowledge on Preventive Management of Allergy

Items Response n (%)

1. An asthma is 
contagious to other 
students

Yes
No
Missing value

536 (7.6)
6,082 (86.5)

415 (5.9)

2. Cold and sneezing can 
cause asthma attack

Yes
No
Missing value

4,802 (68.3)
1,801 (25.6)

430 (6.1)

3. Asthma can be 
hereditary

Yes
No
Missing value

5,331 (75.8)
1,284 (18.3)

418 (5.9)

4. As asthma is a mild 
disease, no hospital 
visit is necessary

Yes
No
Missing value

83 (1.2)
6,544 (93.0)

406 (5.8)

Total 7,033 (100.0)

레르기질환 클리닉 운영이었다(Table 3). 다음으로 전문 의

료진 확보 및 알레르기질환 진료 상담(3,716명, 52.8%), 보육

시설에 한 정기적인 영양지도(2,351명, 33.4%)의 의견도 

많았다.

4) 알레르기질환 지식

연구참여자의 7.6%(536명)가 천식이 다른 학생에게 감염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25.6%(1,801명)는 감기와 기침이 천식 

발작을 유발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Table 4). 또 18.3%(1,284

명)의 연구참여자는 천식이 유전될 수 없다고 생각하였고, 

1.2%(83명)는 천식을 가벼운 질환으로 생각하여 병원에 갈 필

요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논 의

이번 연구는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의 미취학 및 학령기 아

동의 알레르기질환의 증상 경험 및 진단 유병률, 알레르기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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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치료 현황과 그로 인한 영향과 어려움, 알레르기질환 처 

양상과 인식을 알아보았다. 여섯 가지 표적인 알레르기질환 

중 알레르기비염의 평생 증상 경험률이 48.7%로 가장 높았고,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 결막염, 음식 알레르기의 평생 증상 

경험률도 15%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 평생 진단 유병률로 볼 

때에는 알레르기비염의 유병률이 38.4%로 가장 높았고, 아토

피피부염, 알레르기 결막염의 유병률은 25% 내외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의 연령이나 지역차로 직접 조는 어려우나, 2006

년도 ISAAC 한국판 설문지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된 지역 특

성과 성별 초등학생 알레르기질환 유병률 추세 연구결과와 비

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20]. 선행연구에서 밝힌 알레르기비염 

평생 증상 경험률은 39.7%, 습진은 21.4%, 알레르기 결막염은 

18.3%, 음식 알레르기는 11.2%로 이번 연구결과에서의 평생 

증상 경험률이 다소 높은 편이었다[20]. 또 선행연구에서 밝힌 

평생 진단 유병률은 알레르기비염 27.8%, 습진 27.9%, 알레르

기 결막염 19.1%였는데, 이번 연구에서 결과가 좀 더 높은 편

이었다[20]. 이 결과는 선행연구에는 포함되지 않은 알레르기

질환 유병률이 높은 미취학 아동에 기인한 것으로 예상된다

[21]. 다양한 알레르기질환의 유병률이 상승하고 있는 경향이

고, 그 원인에 한 탐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13].

지난 1년 동안 알레르기 치료 경험의 경우 알레르기비염의 

치료 경험률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높은 평생 증상 경험률이

나 높은 진단 유병률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천식의 경

우 지난 1년 동안 천식 치료를 받은 비율이 30% 정도로 확인되

었는데, 정기적인 진료를 통하여 관리 받아야 할 천식의 경우 

치료 경험률이 상 적으로 낮은 것이 문제일 가능성이 있어 보

인다. 천식으로 인하여 학교를 결석한 경험과 응급실을 방문

한 경험이 알레르기질환 중 가장 높았던 점은 이러한 측면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학교 중심 알레르기 관리 시스템 구축

을 통해 천식으로 인한 학교 결석을 줄이고 천식 관리로 응급

실 방문을 예방하여 결과적으로 아동과 보호자의 삶의 질을 개

선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22,23],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을 연계한 알레르기 환자 등록 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필요가 있다[24,25].

이번 연구참여자들은 알레르기질환과 관련된 어려움으로 

기오염 문제를 가장 많이 언급하였다. 다수의 산업체가 

집한 울산 남구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응답이라고 판단된다. 

울산공단 지역은 형 산업체가 집된 지역으로 여러 공장에

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데 해륙풍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피

해를 경험하고 있다[26]. 또 1990년 부터 가스 누출 사고와 

불법 폐수 방류 등으로 인해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항의가 있

었다[27]. 지역 내 알레르기질환 관리 책으로서 기오염을 

비롯한 환경오염 수준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것을 

우선적 과제로 설정할 필요가 있겠다. 

한편, 이번 연구참여자들은 알레르기질환 문제의 해결을 위

해서는 알레르기질환 클리닉 운영과 전문 의료진 확보 및 알레

르기질환 진료 상담이 필요하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알

레르기질환에 한 정확한 정보에 한 요구도가 반영된 응답 

결과로 예상된다. 일반인의 경우 알레르기질환을 특수한 질환

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고, 알레르기질환의 범주가 넓어  

어떤 상황에 어떤 진료를 받아야 하는지, 또는 어떤 진료과를 

방문해야 하는지 결정할 때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28]. 

따라서 다양한 알레르기질환을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할 수 

있는 진료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알레르기질

환에 양질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의료진들을 잘 교

육, 훈련시키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알레르기질환에 한 적절한 관리를 위해서는 환자 및 보호

자의 알레르기질환에 한 인지도도 높아야 할 것이다. 이번 

연구참여자들의 알레르기질환의 지식수준을 네 가지 문항으

로 살펴보았을 때 전반적으로는 알레르기에 한 인지도가 높

은 것으로 판단된다. 지식수준 문항의 문구가 다르고 연구참

여자의 특성이 달라 비교 가능성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천식 

아동 어머니의 천식에 관한 지식정도의 연구의 평균(55.6)과 

비교했을 때도 이번 연구의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9]. 그러나 상 적으로 감기와 기침이 천식 발작을 유발하지

는 않는다는 응답이 많았다. 따라서 천식 관리를 위한 올바른 

관리 방안에 해서 우선적으로 교육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표로 제시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연구에서 연구참여자의 

교육 수준에 따라 천식 지식수준의 취약계층이 확인되었다. 

‘천식은 다른 학생에게 감염될 수 있다’ 문항에서 아버지의 학

력이 고졸 이하일 경우 10.4%가 오답, 졸 이상일 경우 7.6%

가 오답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났고(p=.001), 어머니

의 학력이 고졸 이하일 경우 10.5%가 오답, 졸 이상일 경우 

7.4% 오답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01)가 나타났

다. 인종, 문화적 신념, 사회적 지지 등 여러 요인과 더불어 낮

은 교육 수준은 낮은 건강 이해도(Health Literacy)를 야기한

다[32].  건강 이해도는 한 개인이 적절한 건강 관련 결정을 내

리기 위해 건강 정보를 취득하고 처리하여 건강 정보와 보건 

서비스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30]. 낮은 건강 이해

도를 가진 천식 환자나 천식 환자의 보호자는 전반적으로 낮은 

지식정도를 가졌고 천식 관리에 한 자신감이 부족하여 천식 

아동 환자는 학교 결석률, 응급실 방문율, 입원율이 높은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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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알려져 있다[30]. 따라서 건강 이해도가 낮은 천식 환자와 

그의 보호자를 위해서 맞춤형 교육과 정보 제공이 필요할 것이

다. 정보의 단순화를 비롯하여 단순한 용어 사용, 관리법 시범 

보이기, 사진이나 영상을 함께 제공하기 등과 같은 방안을 활

용하여 의료진은 환자와 그의 보호자가 역으로 정보를 설명하

고 시범을 보일 수 있는 이해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30]. 

이번 연구는 두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이번 연구참여자

들이 울산 남구 지역의 거주민이며 타 지역 주민에 비해 보다 

높은 학력 수준과 소득 수준을 가졌기 때문에 이번 연구결과를 

타 지역에 외삽시키는 데에 있어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

라서 추후 울산 타 구군에 유사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여 연구의 확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이번 증상 

경험률 및 진단 유병률의 경우 자가 보고 응답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실제 의료기관 이용 결과까지 조하여 확인해보지 못

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은 이번 연구의 증상 

경험률 및 진단 유병률을 과다평가하는 방향으로 작용했을 가

능성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들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구에서는 다양한 유

형의 알레르기질환의 현황을 포괄적으로 살펴보았다는 강점

이 있다. 특히, 이번 연구결과는 울산 남구의 절반에 가까운 교

육기관을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울산 남구 지

역의 연구결과로는 표성 있는 결과였다. 이번 연구 결과는 

울산 남구 지역뿐만 아니라 지역적 특성을 공유할 가능성이 높

은 울산 지역의 알레르기질환으로 인한 질병부담을 낮추는 전

략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 론

이번 연구에서는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의 미취학 및 학령기 

아동의 다양한 유형의 알레르기질환의 증상 경험 및 진단 유병

률을 확인해보았다. 또 알레르기질환의 치료 현황과 그로 인한 

영향 및 어려움을 살펴보고, 알레르기질환 처를 위한 보건

소의 역할과 알레르기질환에 한 연구참여자들의 지식수준

도 알아보았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알레르기비염의 평생 증상 경험률이 

48.7%로 가장 높았고,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 결막염, 음식 

알레르기의 평생 증상 경험률도 15%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 

평생 진단 유병률로 볼 때에는 알레르기비염의 유병률이 38.4%

로 가장 높았고,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 결막염의 유병률은 

25% 내외로 나타났다. 알레르기질환 중 알레르기비염의 평생 

증상 경험률(48.7%), 평생 진단 유병률(38.4%), 지난 1년 동안 

치료율(79.2%)이 가장 높았다. 하지만 학교를 결석한 경험과 

응급실을 방문한 경험이 알레르기질환 중 가장 높았던 천식의 

치료율은 30%에 밑돌았다. 연구참여자는 기오염 문제를 알

레르기질환과 관련된 어려움으로 꼽았으며, 알레르기질환 클

리닉 운영과 전문 의료진 확보 및 알레르기질환 진료 상담이 

알레르기질환 문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번 연구는 표적인 산업 도시인 울산, 그중에서도 공단 

지역이 집한 남구 지역에서 알레르기질환 증상 경험 및 진단 

유병률을 포괄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더불어 알레르기질환 처를 위한 다양한 근거 자료를 확보하

였다는 점에서도 보건학적 함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추후 연구에서는 울산 남구 지역의 알레르기질환의 

위험 노출 수준과 증상 경험률 및 진단 유병률 간 연관성을 살

펴볼 것을 제안한다. 또 학교를 중심으로 의료기관과 연계하

여 알레르기질환을 보유한 학생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의 발달과 학생과 그의 가족의 삶의 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환경오염 수준 최소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알레르기질환을 위한 전문 의료인력 구성 및 교육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건강 이해도가 낮은 알레르기질환 환자와 그의 보

호자를 위한 눈높이 교육과 정보 제공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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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울산 남구 지역
알레르기 관련 질환 실태조사

 최근 환경의 변화로 천식 등 아토피질환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지역내 남구 보건소에서는 

영유아 및 아동을 상으로 천식,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성비염 등의 질환의 유병률 및 위험요인을 다음과 같이 

조사할 예정입니다.

 ․ 연구예상기간: 임상연구심의위원회 승인일~2018년 11월 30일

 ․ 연구참여자 수: 약 8천여명

 바쁘시더라도 귀하께서 이 안내문을 읽으시고 해당되는 모든 질문에 성의껏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는 연구의 참여를 거절할 수 있고, 연구에 참여하신 후라도 언제든지 연구의 참여를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 인구사회학적 정보: 자녀의 생년월일 및 성별, 가족 소득 및 보호자의 교육수준, 집주소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위와 같은 인구사회학적 정보를 수집하고 3년간 보관한 후 폐기할 예정입니다. 

설문조사에서 기록된 개인적인 비 은 반드시 노출되지 않도록 지켜질 것이며, 이번 조사 목적 이외에는 절 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라나는 영유아 및 아동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모으는 데 있어서 

부모님께서 도움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본인은 상기 내용을 숙지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동의하였으며, 아토피 ․ 천식 등 

예방관리 실태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1 년  월   일

 보호자 성명: __________________(서명)

201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성명: __________________(서명)

문의처 울산 남구 보건소 052-226-2460

울산 학교병원 예방의학과 연구책임자 옥민수 052-250–1740 / 1741

 연구참여자의 권익에 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경우 

울산 학교병원 임상연구심의위원회(052-250-7010 / 7012)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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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댁의 자녀가 지난 12개월 동안 숨 쉴 때 가슴에서 

쌕쌕거리는 소리나 휘파람 소리가 난 적이 있었습

니까?

□1 아니오 →“바”번 질문으로 가십시오

□2 예 ↴

나. 댁의 자녀가 지난 12개월 동안 숨 쉴 때 가슴에서 

쌕쌕거리는 소리나 휘파람 소리가 난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1 없었다 □2 1~3회

□3 4~12회 □4 13회 이상

다. 댁의 자녀가 지난 12개월 동안 숨 쉴 때 가슴에서 

쌕쌕거리거나 휘파람 소리를 내며 잠에서 깨어난 

적이 평균적으로 몇 번 있었습니까?

□1 그런 적 없다

□2 평균 1주일에 1회 미만

□3 평균 1주일에 1회 이상

라. 댁의 자녀가 지난 12개월 동안 숨 쉴 때 가슴에서 

쌕쌕거리며 숨이 가빠서 말을 하기도 힘든 적이 있었

습니까?

□1 아니오

□2 예

마. 댁의 자녀가 지난 12개월 동안 숨 쉴 때 가슴에서 

쌕쌕 소리를 내거나 휘파람 소리를 내며 숨이 차거

나 심한 기침으로 인하여 결석한 날이 1년 중 며칠

정도 됩니까?

□1 결석한 적이 없다 □2 1~3일

□3 4~6일 □4 7일 이상

바. 댁의 자녀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숨 쉴 때 가슴에서 

쌕쌕거리는 소리나 휘파람 소리”가 처음으로 난 적은 

언제였습니까?

□1 만 1세 미만

□2 만 1세 이상~만 3세 미만

□3 만 3세 이상~만 6세 미만

□4 만 6세 이상

제1부 알레르기 조사

1-1. 천식 관련문항

1. 댁의 자녀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어느 때라도 숨 쉴 때 

가슴에서 쌕쌕거리는 소리나 휘파람소리가 난 적이 있

었습니까?

□1 아니오 →2번 질문으로 바로 가십시오

□2 예 ↴ 

2. 댁의 자녀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천식”이라고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1 아니오 →4번 질문으로 바로 가십시오

□2 예 ↴

3. 천식이라고 진단을 받았다면 처음 진단 받았던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1 만 1세 미만

□2 만 1세 이상~만 3세 미만

□3 만 3세 이상~만 6세 미만

□4 만 6세 이상

4. 댁의 자녀가 지난 12개월 동안 천식으로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1 아니오 □2 예

5. 댁의 자녀가 지난 12개월 동안 천식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1 아니오 □2 예

6. 댁의 자녀가 지난 12개월 동안 운동 중이나 운동 후에 숨 

쉴 때 가슴에서 쌕쌕거리는 소리나 휘파람 소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까?

□1 아니오 □2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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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니오 →2번 질문으로 바로 가십시오

□2 예 ↴

가. 있었다면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해당 사항에 모두 표시해주세요)

□1 평소에 자주 재채기를 한다

□2 평소에 자주 콧물이 나온다

□3 평소에 코가 막힌다

□4 평소에 코가 가려워 코를 자주 비빈다

나. 지난 12개월 동안 감기나 독감을 앓고 있지 않은데도 

재채기 또는 콧물 또는 코막힘 증상을 보인 적이 있었

습니까?

□1 아니오 → 2번 질문으로 바로 가십시오

□2 예 ↴

다. 지난 12개월 동안 재채기 또는 콧물 또는 코막힘 등의 

증상이 있으면서 눈이 가렵고 눈물도 난적이 있었습니까?

□1 아니오

□2 예

라. 지난 12개월 동안 이런 증상이 자녀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었습니까?

□1 없었다 □2 약간 있었다 □3 많이 있었다

마. 지난 12개월 동안 이러한 코 증상들이 어느 달에 나타

났습니까? (증상이 나타난 달에 모두 표시해 주세요)

□1 1월 □2 2월 □3 3월

□4 4월 □5 5월 □6 6월

□7 7월 □8 8월 □9 9월

□10 10월 □11 11월 □12 12월

가. 지난 12개월 동안 위와 같은 가려운 피부 발진이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까?

□1 아니오 →2번 질문으로 바로 가십시오

□2 예

나. 지난 12개월 동안 이런 피부발진 (‘태열’또는‘아토피

피부염’) 때문에 가려워서 잠을 설친 적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1 지난 12개월 간은 없었다

□2 1주일에 1회 미만

□3 1주일에 1회 이상

1-2. 알레르기비염 관련 문항
* 모든 질문은 댁의 자녀가 감기나 독감에 걸리지 않았을 때의 

증상을 말합니다.

1. 댁의 자녀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감기나 독감을 앓고 있지 

않은데도 재채기, 콧물 또는 코막힘 증상을 보인 적이 있었

습니까?

2. 댁의 자녀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알레르기비염”이라고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1 아니오 □2 예

3. 댁의 자녀가 지난 12개월 동안 “알레르기비염”이라고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적이 있습니까?

□1 아니오 □2 예

4. 댁의 자녀가 지난 12개월 동안 “알레르기비염”으로 치료

받은 적이 있습니까?

□1 아니오 □2 예

5. 댁의 자녀가 지난 12개월 동안 “알레르기비염”이 아니더

라도 그냥“비염”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1 아니오 □2 예

6. 댁의 자녀가 지난 12개월 동안 “축농증” (혹은 부비동염)

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1 아니오 □2 예

1-3. 아토피피부염 관련 문항

1. 댁의 자녀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가려운 피부발진 (‘태열’

또는 ‘아토피피부염’이라고도 함)이 생겼다 없어졌다 반복

하면서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된 적이 있었습니까?

□1 아니오 →2번 질문으로 바로 가십시오

□2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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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댁의 자녀가 이런 가려운 피부발진 (‘태열’ 또는 ‘아토피

피부염’)이 처음 생긴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1 만 1세 미만

□2 만 1세 이상~만 3세 미만

□3 만 3세 이상~만 6세 미만

□4 만 6세 이상

라. 가려운 피부발진 (‘태열’ 또는 ‘아토피피부염’)이 나타난 

부위는 어디입니까?

(해당 사항에 모두 표시해 주세요)

□1 몸의 굴곡부 (접힌부분): 팔꿈치 안쪽

 접히는 부위, 무릎 뒤쪽 접히는 부위

□2 몸의 신측부 (펴진부분)

: 발목 앞쪽 또는 엉덩이 아래 부위

□3 안면부 (얼굴): 목덜미, 귀 또는 눈 주위

□4 그 이외의 부위

□5 전신 모두

마. 가려움의 정도에 점수를 준다면 몇 점에 해당됩니까?

(해당 점수 위에 ○ 해주세요)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 가렵지않다 심하게 가렵다 →

바. 1년 중에 증상이 심해지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해당 

사항에 모두 표시해 주세요)

□1 1년 내내

□2 봄, 가을 환절기

□3 여름철의 습한 장마철

□4 무더운 여름

□5 겨울철

2. 댁의 자녀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습진” (‘태열’또는‘아토피

피부염’이라고도 함)이라고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적이 있었

습니까?

□1 아니오 □2 예

3. 댁의 자녀가 지난 12개월 동안“습진” (‘태열’ 또는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1 아니오

□2 예 ↴

가. “습진”(‘태열’ 또는 ‘아토피피부염’)으로 진단을 받으

셨다면 어디에서 받으셨습니까?

□1 소아과 □2 내과 □3 한의원

□4 가정의학과 □5 피부과 □6 기타

4. 댁의 자녀가 지난 12개월 동안 “습진” (‘태열’ 또는 ‘아토피

피부염’)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1 아니오 □2 예

1-4. 알레르기 결막염 관련 문항

1. 의 자녀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폴로 눈병(유행성 결막

염)이 아니면서 자주 눈이 가려운 적이 있었습니까?

□1 아니오 →2번 질문으로 바로 가십시오

□2 예 ↴

□1 아니오

□2 예

가. 댁의 자녀가 지난 12개월 동안 위와 같은 가려운 눈의 

증상이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까?

2. 의 자녀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알레르기성 눈병”(알레르기 

결막염)이라고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1 아니오 □2 예

3. 의 자녀가 지난 12개월 동안 “알레르기성 눈병”(알레르기 

결막염)이라고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적이 있습니까?

□1 아니오 □2 예

4. 의 자녀가 지난 12개월 동안 “알레르기성 눈병”(알레르기 

결막염)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1 아니오 □2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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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란

□2 우유 및 유제품류

□3 두유 및 콩 제품

□4 돼지고기 등 육류 및 닭고기, 오리고기 등 가금류

□5 생선, 조개, 새우, 게 등 해산물

□6 땅콩 등 견과류

□7 과일류

□8 초콜릿류

□9 곡류

□10 없음

□11 기타__________________

1-5. 음식물 알레르기 관련 문항

1. 의 자녀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어떤 특정한 음식에 알레르기 

증상을 나타낸 적이 있었습니까?

□1 아니오 →2번 질문으로 바로 가십시오

□2 예 ↴

가. 의 자녀가 지난 12개월 동안 어떤 특정한 음식에 알레

르기 증상을 나타낸 적이 있었습니까?

□1 아니오

□2 예 ↴

나. ‘예’라고 답하셨다면, 다음 중 어떤 증상이 나타났습

니까?(해당 사항에 모두 표시해주세요)

□1 가려움증

□2 두드러기, 피부발진

□3 설사, 구토, 복통

□4 호흡곤란

□5 기타 증상

2. 의 자녀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음식물 알레르기”라고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1 아니오 □2 예

3. 의 자녀가 지난 12개월 동안 “음식물 알레르기”라고 의사

로부터 진단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1 아니오 □2 예

4. 의 자녀가 지난 12개월 동안 “음식물 알레르기”로 치료

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1 아니오 □2 예

5. 다음 중 의 자녀가 알레르기 증세를 일으키는 식품에 모두 

표시해 주세요.

1-6. 약물알레르기 관련 문항

1. 의 자녀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약물에 의한 알레르기 증상을 

나타낸 적이 있었습니까?

□1 아니오 →2번 질문으로 바로 가십시오

□2 예 ↴

가. 댁의 자녀가 지난 12개월 동안 약물에 의한 알레르기 

증상을 나타낸 적이 있었습니까?

□1 아니오

□2 예

2. 의 자녀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약물 알레르기”라고 의사

로부터 진단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1 아니오 □2 예

3. 의 자녀가 지난 12개월 동안 “약물 알레르기”라고 의사로

부터 진단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1 아니오 □2 예

4. 의 자녀가 지난 12개월 동안 “약물 알레르기”로 치료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1 아니오 □2 예



148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임다솜·표지희·옥민수

제2부 인구사회학적 요인 

2-1. 일반적인 사항

1. 자녀의 성별

□1 남자 □2 여자

2. 자녀와의 관계

□1 부 □2 모 □3 조부모

□4 친척 □5 기타 ()

3. 자녀의 생년월일(양력)

()년 ()월 ()일

4. 부모님의 최종학력은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해당란에 표시해주세요

최종학력 가. 아버지 나. 어머니

중학교 졸업 이하 □1 □1

고등학교 졸업 □2 □2

학 졸업 □3 □3

학원 졸업 □4 □4

5. 부모님의 전체 소득(가정 전체)은 략 한 달기준 평균 얼마

입니까?

□1 100만원 미만

□2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3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4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5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6 500만원 이상

2-2. 알레르기질환 가족력 및 부모의 흡연 / 
음주력에 관한 문항

1. 자녀의 아버지께서 아래의 질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었습니까?

가. 천식 □1 아니오 □2 예

나. 알레르기 비염 □1 아니오 □2 예

다. 아토피피부염 □1 아니오 □2 예

라. 알레르기 결막염 □1 아니오 □2 예

마. 알레르기질환 
(두드러기, 금속, 곤충, 
약물, 고무 알레르기)

□1 아니오 □2 예

2. 자녀의 어머니께서 아래의 질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었습니까?

가. 천식 □1 아니오 □2 예

나. 알레르기 비염 □1 아니오 □2 예

다. 아토피피부염 □1 아니오 □2 예

라. 알레르기 결막염 □1 아니오 □2 예

마. 알레르기질환 
(두드러기, 금속, 곤충, 
약물, 고무 알레르기)

□1 아니오 □2 예

3. 자녀의 아버지께서 담배를 피우십니까?

□1 아니오

□2 피우다 현재는 끊었다

□3 지금도 피운다

4. 자녀의 어머니께서 담배를 피우십니까?

□1 아니오

□2 피우다 현재는 끊었다

□3 지금도 피운다

5. 집안에서 다른 사람이 핀 담배연기를 자녀가 맡는 경우가 

있습니까?

□1 아니오 □2 예

2-3. 자녀의 출산 및 육아에 대한 문항

1. 자녀의 출산형태는 무엇입니까?

□1 자연분만 □2 제왕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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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녀 출산시 저체중아였습니까?

(저체중아는 출생시 2.5kg 미만아입니다)

□1 아니오

□2 예

□3 모름

3. 모유(초유포함)를 먹고 자랐습니까?

□1 아니오 □2 예

4. 자녀가 평일에 텔레비전 시청 또는 컴퓨터 또는 비디오 게임을 

하루 평균 몇 시간정도 합니까?

□1 1시간 미만 □2 1~2시간

□3 3~4시간 □4 5시간 이상

5. 자녀가 최근 일주일동안 숨이 가쁘지 않은 정도의 중등도 

신체활동을 30분 이상 한 날은 며칠입니까?(중등도 신체활동: 

배구, 배드민턴, 탁구, 천천히 수영, 인라인 스케이트, 농사일 

또는 집안일 돕기)

□1 없음 □2 1일 □3 2일

□4 3일 □5 4일 □6 5일 이상

6. 자녀가 최근 일주일동안 숨이 차거나 몸에 땀이 밸 정도의 

격렬한 신체활동을 20분 이상 한 날은 며칠입니까?(격렬한 

신체활동: 조깅, 축구, 농구, 줄넘기, 유도, 태권도, 등산 등)

□1 없음 □2 1일 □3 2일

□4 3일 □5 4일 □6 5일 이상

7. 자녀가 하루 평균 실내/실외 활동을 하는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실외: 건물이나 교통수단 등 내부가 아닌 모든 실외 공간)

7-1. 실내 활동 ()시간 ()분

7-2. 실외 활동 ()시간 ()분

8. 지난 일주일 동안 자녀의 목욕(샤워 포함) 횟수는 몇 회 입니

까?

□1 없음 □2 1일 □3 2일

□4 3일 □5 4일 □6 5일 이상

9. 자녀의 주된 목욕방법은 어떠합니까?

□1 주로 목욕을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닦아낸다

□2 주로 욕조에서 목욕을 한다

□3 주로 샤워로 목욕을 한다

제3부 환경에 대한 조사 

3-1. 주거공간에 대한 문항

1. 현재 사는 집은 어디에 속합니까?

□1 단독주택 □2 다세대주택 (빌라)

□3 아파트 □4 기타 ()

2. 현재 거주하는 집은 건축한지 어느 정도 됩니까?

□1 1년 미만

□2 1년 이상~5년 미만

□3 5년 이상~10년 미만

□4 10년 이상

3. 귀 의 집안에 햇볕이 잘 드는 편입니까?

□1 그렇지 않다

□2 보통이다

□3 그렇다

4. 귀 의 집안에 습기가 많은 편입니까?

□1 그렇지 않다

□2 보통이다

□3 그렇다

5. 귀 의 난방연료 형태는 무엇입니까?

□1 도시가스

□2 LPG가스

□3 석유

□4 전기

□5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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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귀 의 집안에 있는 것에 표시해 주세요.

6-1. 카페트 □1 아니오 □2 예

6-2. 침대 □1 아니오 □2 예

6-3. 가습기 □1 아니오 □2 예

6-4. 커튼 □1 아니오 □2 예

6-5. 천 소파 □1 아니오 □2 예

6-6. 개 □1 아니오 □2 예

6-7. 고양이 □1 아니오 □2 예

6-8. 바퀴벌레 □1 아니오 □2 예

6-9. 개미 □1 아니오 □2 예

6-10. 기타 가축 □1 아니오 □2 예

6-11 실내식물 □1 아니오 □2 예

7. 귀 의 현재 집 주소를 기재해주세요.
 
울산광역시

()구/ 군

()도로명

()읍/ 면/ 동

()아파트/ 빌라

()동()층수

(호는 기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4부 기타 조사 

1. 댁의 자녀가 지난 12개월 동안 “천식”으로 학교를 결석한 

적이 있었습니까?

□1 아니오 □2 예 (회)

2. 댁의 자녀가 지난 12개월 동안 “천식”으로 응급실을 방문

한 적이 있었습니까?

□1 아니오 □2 예 (회)

3. 댁의 자녀가 지난 12개월 동안 알레르기비염으로 학교를 

결석한 적이 있었습니까?

□1 아니오 □2 예 (회)

4. 댁의 자녀가 지난 12개월 동안 습진 (아토피피부염)으로 

학교를 결석한 적이 있었습니까?

□1 아니오 □2 예 (회)

5. 부모로서 알레르기질환으로 인하여 겪는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해당되는 것에 모두 표시해주세요)

□1 알레르기질환 진료 ‧ 상담 기능 부족

□2 알레르기질환 관련 시설의 미비

□3 알레르기질환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제도적 노력 부족

□4 알레르기질환 관련 건강 강좌 없음

□5 치료비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됨 

□6 대기오염 문제 심각

□7 식품 및 과자에 등에 사용되는 유해 재료 

□8 기타 ()

6. 알레르기질환 문제 해결을 위하여 공공기관(보건소)의 역

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것에 모두 표시해주세요)

□1 전문 의료진 확보 및 알레르기질환 진료 상담

□2 공공기관 (보건소) 내 알레르기질환 클리닉 운영

□3 주민자치센터 등과 연계한 이동 알레르기질환 학교 운영

□4 알레르기질환 건강 강좌 운영

□5 저소득층에 대한 알레르기질환 치료비 지원

□6 저소득층 저체중아에 대한 영양보충 식품 공급

□7 어린이 캠프 및 축제기간을 이용한 행사 개최

□8 보육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영양지도

□9 기타 ()

7. 알레르기질환의 예방관리에 대한 지식을 묻는 문항입니다. 

정답이라고 생각되는 칸에 표시해주세요.

7-1. 천식은 다른 학생에게 전염될 수 있다

□1 아니오 □2 예

7-2. 감기와 기침은 천식 발작을 유발할 수 있다

□1 아니오 □2 예

7-3. 천식은 유전이 될 수 있다

□1 아니오 □2 예

7-4. 천식은 가벼운 질환으로 병원에 갈 필요는 없다

□1 아니오 □2 예

긴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