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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사망원인 상위 10개 중 7개를 차지하는 만성질환은 최소 3

개월 이상 지속적인 병적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호전과 악화를 반

복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질병에 대한 부담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1].

생애주기를 고려하였을 때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만성질환은 알레

르기 질환이다. 이는 어떠한 이물질에 대해 신체가 과도한 면역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레르기가 반응이 나타내는 기관에 따라 발현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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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 알레르기비염, 아토피피부염이 대표적이다[2,3].

알레르기 질환은 정확한 기전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 유전적 및 환

경적 요인들에 의해 나타나며 소아기에 아토피피부염을 시작으로 학

령전기에 점차 회복된다. 그러나 이후 50-70%에서 기관지 천식 및 알레

르기비염으로 이행되고, 천식이 있는 환아의 80%에서 알레르기비염이 

동반되며, 알레르기비염 환아의 20-50%에서 천식이 발생되어[4] 전 생

애적으로 문제가 지속되면서 ‘알레르기 행진’이라고 표현될 만큼 긴밀

한 관계를 갖고 있다[5].

또한 알레르기 질환은 합병증을 포함한 이차적인 문제까지 발생하

여 개인적 및 사회경제적으로 질병에 대한 부담이 상위권에 포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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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유병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6], 소아천식 및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국제연구(International 

Study of Asthma and Allergies in Childhood, ISAAC)를 포함한 국내외

연구들이 활발히 수행될 만큼[7,8]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문제로 인식

되고 있다[9].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가는 과도기로 자아통찰력의 발달 

경험을 통해 건강에 대한 인식 및 생활습관을 형성하게 하여[10], 청소

년기의 건강은 성인기의 건강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이 시

기에는 알레르기의 감수성이 두드러지게 증가되어 고노출 고위험 집

단의 특성을 갖고 있다[11].

2015년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알레르기 질환

은 천식 8.8%, 알레르기비염 33.2%, 아토피피부염 24.2%로 2007년에 비

해 모두 유병률이 증가하였다[1]. 하지만 대부분이 생명에 지장이 없는 

증상들을 보여 다른 질환들에 비해 과소평가되면서 이에 대한 관리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12,13].

또한 청소년의 알레르기질환에 대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학교생활

과 수면 장애 그리고 행동과 관련된 문제[14] 및 스트레스, 우울, 불안, 

자살생각, 자존감 저하 등의 정신건강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15]. 

알레르기질환에 대한 선행 연구들이 대부분 평생 의사에게 알레르

기 질환 진단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15-17] 청

소년기만의 특성으로 보기가 어렵고, 건강생활의 항목을 신체활동을 

제외한 흡연, 음주, 수면 등의 건강행태로 구성하거나, 중등도신체활동 

및 고강도신체활동만을 포함하고 있어[16,17] World Health Organiza-

tion (WHO)의 신체활동 권장지침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걷기 및 근력

강화운동을 포함하여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건강태도는 부모의 기대와 학업에 대한 스트

레스, 진로결정 등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 경험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데[18], 알레르기 질환은 연령에 따라서도 유병률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16]. 특히 일반계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과도한 입시교

육과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각하여

[19] 건강에 대한 관리가 다른 학교급의 학생들에 비해 더 취약한 실정

이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반계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질환을 발생시키는 관련요인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예방 및 관리를 위

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일반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알레르기 질환발생 관련요인

들을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자 하였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일반계고등학교 학생의 천식, 알레르기비염 및 아토피피부염의 

유병률을 파악한다.

(2)  일반계고등학교 학생의 천식, 알레르기비염, 아토피피부염의 관

련요인을 확인한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제11차(2015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자료를 활용

하여 일반계고등학교 학생의 알레르기 질환 관련요인을 파악하기 위

한 단면연구(cross-sectional study)이다.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제11차(2015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의 원시자료

를 분석한 것으로,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원시자료 이용에 

관한 승인절차를 거친 후 자료를 제공받아 활용하였다. 청소년건강행

태온라인조사는 정부승인통계(승인번호 11758호) 조사로 질병관리본

부에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받아(2014-06EXP-02-P-A) 우리나

라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 중 표본 추출된 800

개교의 70,362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최종 797개교 68,043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는 조사에 참여한 학생 68,043명 중 일반계고등학교(일반고, 

자율고, 과학고, 외국어고·국제고, 예술고·체육고) 학생 27,097명을 대

상으로 하였으며, C 대학교 생명윤리심의(1044348-20160129-HR-005-

03)를 받아 진행하였다.

연구도구

제11차(2015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는 13개 영역, 111개 지표

로 구성된 항목을 자가보고 형식으로 조사한 자료로 이 중 본 연구에

서는 흡연, 음주, 신체활동, 비만, 아토피·천식 항목을 활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학년,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거주 지역, 경제상태, 스트레스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성별, 학년, 

거주지역은 원시자료의 구분대로 성별은 남, 여, 학년은 1, 2, 3학년, 거

주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군 지역으로 분류하였다. BMI는 조사대상자

가 입력한 키와 몸무게를 이용하여 계산 후, 대한비만학회의 비만치료 

지침의 기준[20]에 따라 저체중은 18.5 kg/m2 미만, 정상은 18.5-22.9 kg/

m2, 위험체중은 23-24.9 kg/m2, 비만은 25 kg/m2 이상으로 하였다. 경제

상태는 원시자료에서는 상, 중상, 중, 중하, 하로 구분하였으나, 본 연구

에서는 상(상, 중상), 중, 하(중하, 하)로 재분류하였고, 스트레스는 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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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서 대단히 많이 느낌, 많이 느낌, 보통, 별로 느끼지 않음, 전혀 

느끼지 않음으로 구분한 것을 많이 느낌(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낌), 

보통, 느끼지 않음(별로 또는 전혀 느끼지 않음)으로 재분류하였다. 

건강생활은 Alameda 7을 토대로 흡연, 음주, 수면, 식생활(아침식사, 

패스트푸드, 채소 및 우유 섭취), 신체활동(중등도신체활동, 고강도신

체활동, 근력강화운동, 걷기)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흡연과 음주는 원

시자료의 구분대로 지금까지 담배를 한 두 모금이라도 피워본 적이 있

는 경우와 없는 경우 및 지금까지 1잔 이상 술을 마셔본 적이 있는 경

우와 없는 경우로 하였다. 수면은 최근 일주일간 잠을 잔 시간이 피로

회복에 충분한 정도를 확인한 것으로 원시자료에서는 매우 충분하다, 

충분하다, 그저 그렇다, 충분하지 않다, 전혀 충분하지 않다 구분하였

으나, 본 연구에서는 충분하다(매우 충분하다,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

다(그저 그렇다, 충분하지 않다, 전혀 충분하지 않다)로 분류하였다. 식

생활 및 신체활동은 최근 7일간의 생활을 조사한 원시자료를 재분류

하였다. 식생활 중 아침식사는 최근 7일간의 섭취를 0-7일까지 각 일수

로 구분한 것을 한 번도 먹지 않은 경우와 한 번 이상 먹은 경우로 하

였고, 패스트푸드, 채소 및 우유 섭취는 원시자료에서 최근 7일 동안 

먹지 않았다, 주 1-2번, 주 3-4번, 주 5-6번, 매일 1번, 매일 2번, 매일 3번 

이상으로 구분한 것을 최근 7일간 한 번도 먹지 않은 경우, 주 1-4회 먹

은 경우, 주 5회 이상 먹은 경우로 재분류하였다. 신체활동은 중등도신

체활동(심장박동이 평상시보다 증가하거나, 숨이 찬 정도의 신체활동, 

하루에 총합 60분 이상), 고강도신체활동(숨이 많이 차거나 몸에 땀이 

날 정도의 격렬한 신체활동, 20분 이상), 근력강화운동(팔굽혀펴기, 윗

몸일으키기, 역기 들기, 아령, 철봉, 평행봉 같은 근육 힘을 키우는 운

동), 걷기(한 번에 적어도 10분 이상)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이 중 중등

도신체활동과 걷기는 원시자료에서 최근 7일 동안 없다와 주 1일부터 

주 7일까지 각 일수로 구분한 것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경우, 주 1-6일 한 

경우, 주 7일 한 경우로 재분류하였다. 고강도신체활동 및 근력강화운

동은 최근 7일 동안 없다, 주 1일부터 주 4일까지의 각 일수, 그리고 주 

5일 이상으로 구분한 것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경우, 주 1-2일 한 경우, 

주 3일 이상 한 경우로 재분류하였다. 

알레르기 질환은 천식, 알레르기비염, 아토피피부염으로 구성하였

며, 최근 12개월 동안 의사에게 진단을 받은 경우로 하였다.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활용한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는 복합표본방법으

로 설계된 자료로 가중치변수, 층화변수, 집락변수를 고려한 복합표본 

통계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건강생활 및 알레르기 질환은 실수와 백분

율을 구하였고, 각 특성과 알레르기 질환의 관련 요인을 확인하기 위

해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오즈비(odds ration)와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CI)을 제시하였다. 

분석 프로그램은 SPSS 18.0 프로그램(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였으며,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양측검정 p< 0.05로 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일반계고등학교 학생으로 총 27,097명이었다. 

학년은 3학년 34.2%, 2학년 33.1%, 1학년 32.7% 순으로 많았고, 체질량

지수는 정상 55.6%, 저체중 19.1%, 과체중 12.8%, 비만군 12.4%의 순으

로 많았다. 거주 지역은 대도시 52.3%, 중소도시 43.8%, 군 지역 4.0% 

순으로 많았고, 경제상태는 중 48.9%, 상 32.0%, 하 19.1% 순으로 많았

으며, 스트레스는 있는 경우가 83.7%로 없는 경우 16.3%보다 많았다

(Table 1). 

건강생활 및 알레르기 질환

대상자의 건강생활을 보면 흡연을 한 경험이 없는 경우가 78.5%로 

있는 경우 21.5%보다 많았고, 아침식사를 1일 이상 먹은 경우가 51.1%

로 먹지 않은 경우 48.9%보다 많았다. 패스트푸드는 주 1-4회 먹은 경

우가 73.9%로 가장 많았고, 한 번도 먹지 않은 경우 23.4%, 주 5회 이상 

먹은 경우 2.7%이었다. 채소는 주 5회 이상 먹은 경우가 55.6%로 가장 

많았고, 주 1-4회 먹은 경우 40.8%, 한 번도 먹지 않은 경우 3.6%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7,097)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p-value

Gender Boys 13,399 50.8 0.736
Girls 13,698 49.2

Grade 1st 8,891 32.7 0.028
2nd 8,933 33.1
3rd 9,273 34.2

BMI Low 5,217 19.1 <0.001
Normal 15,073 55.6
High 3,441 12.8
Obesity 3,366 12.4

Residential area Large cities 13,669 52.3 <0.001
Middle sized cities 12,111 43.8
Small towns 1,317 4.0

Economic status High 8,556 32.0 <0.001
Moderate 13,331 48.9
Low 5,210 19.1

Stress No 4,328 16.3 <0.001
Yes 22,769 83.7

BMI, body mas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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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질환 관련요인

알레르기 질환의 관련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천식은 성별, 학년, 체질량지수, 스트레스, 흡연, 아침식사, 

패스트푸드, 채소, 우유, 걷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남학생의 천식의 오즈비가 여학생의 경우 천식의 오즈비보다 1.26 

(95% CI, 1.03-1.55) 높았고, 학년은 1학년의 경우 천식의 오즈비가 3학

년의 경우 천식의 오즈비보다 1.25 (95% CI, 1.01-1.55) 높았다. 체질량지

수는 비만인 경우 천식의 오즈가 정상인 경우 천식의 오즈비보다 1.08 

(95% CI, 1.04-1.66) 높았고, 스트레스는 있는 경우 천식의 오즈가 없는 

경우 천식의 오즈비보다 1.44 (95% CI, 1.13-1.82) 높았다. 흡연은 경험이 

있는 경우 천식의 오즈가 없는 경우 천식의 오즈비보다 1.44 (95% CI, 

1.20-1.74) 높았고, 아침식사는 먹지 않은 경우 천식의 오즈가 먹는 경

우 천식의 오즈비보다 1.33 (95% CI, 1.07-1.65) 높았다. 패스트푸드는 주 

5회 이상 먹은 경우 천식의 오즈비가 한 번도 먹지 않은 경우 천식의 

오즈비보다 1.77 (95% CI, 1.20-2.60) 높았고, 채소는 주 1-4회 먹은 경우 

천식의 오즈비가 한 번도 먹지 않은 경우 천식의 오즈비보다 1.56 (95% 

CI, 0.43-0.96) 낮았다. 우유는 주 5회 이상 먹은 경우 천식의 오즈비가 

한 번도 먹지 않은 경우 천식의 오즈비보다 1.27 (95% CI, 1.01-1.60) 높

았고, 걷기는 주 1-6일 및 주 7일 한 경우 천식의 오즈비가 한 번도 걷기

를 하지 않은 경우 천식의 오즈비보다 각각 1.45 (95% CI, 0.53-0.91), 

1.54 (95% CI, 0.53-0.85) 낮았다.

알레르기비염은 성별, 학년, 거주지역, 경제상태, 스트레스, 채소, 수

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남학생의 경우 알레르기비

염의 오즈비가 여학생의 경우 알레르기비염의 오즈비보다 1.11 (95% 

CI, 0.83-0.98) 낮았고, 학년은 1학년의 경우 알레르기비염의 오즈비가 

3학년의 알레르기비염 오즈비보다 1.09 (95% CI, 1.01-1.18) 높았다. 거주

지역은 대도시 및 중소도시의 경우 알레르기비염 오즈비가 군 지역의 

경우 알레르기비염 오즈비보다 각각 1.74 (95% CI, 1.38-2.20), 1.80 (95% 

CI, 1.42-2.28) 높았고, 경제상태는 상의 경우 알레르기비염의 오즈비가 

하의 경우 알레르기비염의 오즈비보다 1.22 (95% CI, 1.12-1.33) 높았다. 

스트레스는 있는 경우 알레르기비염의 오즈비가 없는 경우 알레르기

비염의 오즈비보다 1.46 (95% CI, 1.33-1.60) 높았고, 채소는 주 1-4회 먹

은 경우 알레르기비염의 오즈비가 한 번도 먹지 않은 경우 알레르기비

염의 오즈비보다 1.25 (95% CI, 0.68-0.94) 낮았으며, 수면은 피로회복에 

충분하지 못하는 경우 알레르기비염의 오즈비가 충분한 경우 알레르

기비염의 오즈비보다 1.18 (95% CI, 1.09-1.29) 높았다.

아토피피부염은 성별, 체질량지수, 거주지역, 경제상태, 스트레스, 패

스트푸드, 수면, 걷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남학생

의 경우 아토피피부염의 오즈비가 여학생의 경우 아토피피부염의 오즈

비보다 1.67 (95% CI, 0.53-0.67) 낮았고, BMI는 과체중 및 비만의 경우 

우유는 주 1-4회 먹은 경우가 45.8%로 가장 많았고, 주 5회 이상 먹은 

경우 35.7%, 한 번도 먹지 않은 경우 18.5%이었다. 수면은 피로회복에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81.5%로 충분한 경우 18.5% 보다 많았다. 중등도

신체활동은 주 1-6회 한 경우가 58.3%로 가장 많았고, 한 번도 하지 않

은 경우 37.0%, 주 7회 한 경우 4.7%이었다. 고강도신체활동은 주 1-2회 

한 경우가 42.1%로 가장 많았고, 3회 이상 한 경우 30.7%, 한 번도 하지 

않은 경우 27.3%이었다. 근력강화운동은 한 번도 하지 않은 경우가 

52.9%로 가장 많았고, 주 1-2회 한 경우 26.1%, 주 3회 이상 한 경우 

21.0%이었다. 걷기는 주 7일 한 경우가 51.4%로 가장 많았고, 주 1-6회 

42.4%, 한 번도 하지 않은 경우 6.1%이었다. 

알레르기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는 천식 2.0%, 알레르기비염 19.1%, 

아토피피부염 7.0%이었다(Table 2).  

Table 2. Health behavior and allergic disease (n=27,097)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p-value

Smoking No 21,256 78.5 <0.001
Yes 5,841 21.5

Drinking No 13,146 48.9 0.063
Yes 13,951 51.1

Eating Breakfast No 10,573 38.9 <0.001
   habit (/wk) ≥1 16,524 61.1

Fastfood No 6,462 23.4 <0.001
1-4 19,903 73.9
≥5 732 2.7

Vegetable No 966 3.6 <0.001
1-4 11,134 40.8
≥5 14,997 55.6

Milk No 4,995 18.5 <0.001
1-4 12,295 45.8
≥5 9,807 35.7

Sleep satisfaction No 22,146 81.5 <0.001
Yes 4,951 18.5

Physical 
   activity

Regular physical 
activity

No 10,047 37.0 <0.001
1-6 15,744 58.3
7 1,306 4.7

Vigorous physical 
activity

No 7,389 27.3 <0.001
1-2 11,462 42.1
≥3 8,246 30.7

Muscle exercise No 14,310 52.9 <0.001
1-2 7,090 26.1
≥3 5,697 21.0

Walking No 1,731 6.1 <0.001
1-6 11,716 42.4
7 13,650 51.4

Asthma 544 2.0 -
Allergic rhinitis 5,187 19.1 -
Atopic dermatitis 1,887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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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llergic disease on general characteristics and health behavior

Characteristics Categories
Asthma (n=544) Allergic rhinitis (n=5,187) Atopic dermatitis (n=1,887)

OR 95% CI OR 95% CI OR 95% CI

Gender Boys 1.26 1.03-1.55 0.90 0.83-0.98 0.60 0.53-0.67
Girls 1.00 1.00 1.00

Grade 1st 1.25 1.01-1.55 1.09 1.01-1.18 1.12 1.00-1.26
2nd 1.04 0.85-1.29 1.06 0.99-1.14 1.12 1.00-1.27
3rd 1.00 1.00 1.00

BMI Low 1.08 0.88-1.34 0.95 0.88-1.03 1.00 0.88-1.12
Normal 1.00 1.00 1.00
High 1.21 0.78-1.33 1.00 0.91-1.11 1.20 1.05-1.37
Obesity 1.08 1.04-1.66 0.94 0.86-1.02 1.44 1.25-1.66

Residential area Large city 1.40 0.86-2.26 1.74 1.38-2.20 1.34 1.01-1.76
Middle sized city 1.55 0.96-2.52 1.80 1.42-2.28 1.33 1.01-1.75
Small towns 1.00 1.00 1.00

Economic status High 0.93 0.73-1.18 1.22 1.12-1.33 0.86 0.75-0.97
Moderate 0.73 0.58-0.91 1.04 0.96-1.13 0.84 0.75-0.94
Low 1.00 1.00 1.00

Stress No 1.00 1.00 1.00
Yes 1.44 1.13-1.82 1.46 1.33-1.60 1.20 1.04-1.38

Smoking No 1.00 1.00 1.00
Yes 1.44 1.20-1.74 1.07 0.98-1.16 1.00 0.89-1.13

Drinking No 1.00 1.00 1.00
Yes 1.00 0.83-1.21 0.98 0.92-1.05 1.06 0.96-1.17

Breakfast No 1.33 1.07-1.65 0.95 0.87-1.03 1.06 0.94-1.21
≥1 1.00 1.00 1.00

Fastfood (/wk) No 1.00 1.00 1.00
1-4 1.07 0.85-1.34 1.04 0.96-1.16 1.06 0.95-1.17
≥5 1.77 1.20-2.60 1.02 0.85-1.22 1.65 1.26-2.15

Vegetable (/wk) No 1.00 1.00 1.00
1-4 0.64 0.43-0.96 0.80 0.68-0.94 0.89 0.70-1.14
≥5 0.67 0.46-1.00 0.95 0.81-1.12 0.90 0.71-1.13

Milk (/wk) No 1.00 1.00 1.00
1-4 0.90 0.71-1.14 0.94 0.87-1.02 0.93 0.82-1.06
≥5 1.27 1.01-1.60 0.98 0.89-1.07 0.94 0.83-1.06

Sleep satisfaction No 1.06 0.85-1.33 1.18 1.09-1.29 1.14 1.01-1.29
Yes 1.00 1.00 1.00

Regular physical activity (/wk) No 1.00 1.00 1.00
1-6 1.14 0.93-1.39 1.02 0.95-1.01 1.06 0.95-1.20
7 1.13 0.77-1.67 1.02 0.87-1.20 1.18 0.94-1.47

Vigorous activity (/wk) No 1.00 1.00 1.00
1-2 0.89 0.70-1.13 1.04 0.97-1.12 0.99 0.87-1.11
≥3 1.07 0.82-1.39 0.95 0.87-1.05 0.89 0.78-1.02

Muscle exercise (/wk) No 1.00 1.00 1.00
1-2 1.03 0.83-1.28 1.01 0.93-1.09 1.07 0.94-1.20
≥3 1.00 0.79-1.27 1.04 0.95-1.14 1.00 0.89-1.14

Walking (/wk) No 1.00 1.00 1.00
1-6 0.69 0.53-0.91 0.93 0.82-1.05 0.83 0.70-0.97
7 0.65 0.50-0.85 0.94 0.82-1.07 0.87 0.73-1.04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BMI, body mas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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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피부염 오즈비가 정상의 경우 아토피피부염 오즈비보다 각각 

1.20 (95% CI, 1.05-1.37), 1.44 (95% CI, 1.25-1.66) 높았다. 거주지역은 대

도시의 경우 아토피피부염 오즈비가 군 지역의 경우 아토피피부염 오

즈비보다 1.34 (95% CI, 1.01-1.76), 1.33 (95% CI, 1.01-1.75) 높았고, 경제상

태는 상 및 중의 경우 아토피피부염 오즈비가 하의 경우 아토피피부염 

오즈비보다 각각 1.16 (95% CI, 0.75-0.97), 1.19 (95% CI, 0.75-0.94) 높았

다. 스트레스는 있는 경우 아토피피부염의 오즈비가 없는 경우 아토피

피부염의 오즈비보다 1.20 (95% CI, 1.04-1.38) 높았고, 패스트푸드는 주 

5회 이상 먹는 경우 아토피피부염의 오즈비가 한 번도 먹지 않는 경우 

아토피피부염의 오즈비보다 1.65 (95% CI, 1.26-2.15) 높았고, 수면은 피

로회복에 충분하지 못하는 경우 아토피피부염의 오즈비가 취하는 경

우 아토피피부염의 오즈비보다 1.14 (95% CI, 1.01-1.29) 높았으며, 걷기를 

주 1-6일 하는 경우의 아토피피부염의 오즈비가 한 번도 하지 않는 경

우의 아토피피부염 오즈비보다 1.20 (95% CI, 0.70-0.97) 낮았다(Table 3).      

논 의

본 연구는 제11차(2015)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를 바탕으로 우

리나라 일반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알레르기 질환의 유병률을 파악하

고 관련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연구결과 최근 12개월 동안 의사에게 진단을 받은 일반계고등학교 

학생의 알레르기 질환 유병률은 천식 2.0%, 알레르기비염 19.1%, 아토

피피부염 7.0%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청소년의 알레르기 질환 유병률

이 알레르기비염, 아토피피부염, 천식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고 한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였다[16,17].

천식은 성별, 학년, 체질량지수, 스트레스, 흡연, 아침식사, 패스트푸

드, 채소, 우유, 걷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의 천식 위험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리나라 청소

년 전체를 대상으로 한 Park [17]의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나타내어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학년은 3학년에 비해 1학년의 천식 위험

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천식 유병률이 

낮다고 한 Park [17]의 연구와 같은 맥락의 결과로, 1학년 학생의 경우 

상위 학교급에 입학하면서 적응을 위해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3학년 

학생들에 비해 큰 것도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BMI는 정상인 

경우에 비해 비만인 경우 천식의 위험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

데, 선행연구들에서도 BMI가 증가할수록 천식 유병률이 증가하는 것

으로 보고되어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다[17,22,23]. 이는 비만이 면

역세포에 영향을 주어 천식을 일으키는 알레르기 염증과 반응을 일으

켜 나타나는 것으로[23], 예방을 위해 올바른 식습관과 적절한 운동을 

포함한 다양한 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겠다. 스트레스는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천식 위험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Han 

and Park [16]의 연구 및 Park [17]의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나타내어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스트레스원은 면역체계에 영향을 끼쳐 

건강문제가 나타나게 하지만 천식 질환을 갖고 있는 자체가 또 하나의 

스트레스원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점을 생각해 볼 때 선후관계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신중을 기할 필

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흡연은 경험이 있는 경우의 천식 위험비가 

경험이 없는 경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ho [24]의 연구에서 

흡연량이 증가할수록 천식 발생이 증가한다고 하였고, Park et al. [25]

의 연구에서도 흡연경험이 있는 경우 천식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나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흡연은 여러 가지 이차적인 건강문제

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흡연이 기관지의 점막을 자극

시켜 허약한 상태가 되게 하여 천식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25]. 아침식사는 하지 않는 경우가 하는 경우에 비해 천식의 위험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규칙한 식생활이 알레르기 질환에 영

향을 준다고 한 Yang et al. [26] 및 Lee et al. [27]의 연구와 같은 맥락의 

결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청소년의 건강은 식사를 통한 영

양공급으로 주로 기인되는데 부적절한 식사습관은 균형을 깨트려 건

강문제가 나타나게 하면서 천식의 위험비 또한 높이기 때문으로 사료

된다. 식품 중 패스트푸드는 주 5회 이상 먹은 경우가 한 번도 먹지 않

은 경우에 비해 천식 위험비가 높게 나타났고, 채소는 주 1-4회 먹은 경

우가 한 번도 먹지 않은 경우에 비해 천식 위험비가 낮게 나타났으며, 

우유는 주 5회 이상 먹은 경우가 한 번도 먹지 않은 경우에 비해 천식 

위험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천식은 식품 보존제나 향신료 또는 

색소 등에 의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유발될 수 있는데[28], 패스트푸드

와 우유는 이를 섭취할 기회가 많아지면서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가

능성을 높게 하고, 채소에 함유되어 있는 항산화 영양소의 섭취는 천

식의 예방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우

유 섭취가 천식증상 발생과 관련이 없다고 보고되는 연구결과도 있어

[23] 이를 확인하기 위한 반복 연구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걷

기는 한 번도 시행하지 않은 경우보다 주 1-6일 및 주 7일 한 경우 천식 

위험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체활동 정도가 높을수록 천

식의 유병률이 낮다고 한 Jone et al. [29]과 Eijkemans et al. [30]의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규칙적인 운동은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인체의 자연 치유력을 증가시키며[31], 적절한 운

동으로 신체적 기능 향상과 우울,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32], 하루 

10분 이상의 걷기가 면역력 증가를 통해 건강문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장시간의 운동은 면역기능을 감소

시키고, 질환을 가진 경우 신체활동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

려할 필요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 확인한 걷기는 하루 10분 이상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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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으로 하고 있어 장시간의 운동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

다. 이에 청소년의 건강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걷기와 같은 신체활동을 

포함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알레

르기 질환을 가진 청소년에게 적절한 신체활동의 수준을 파악하는 연

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33].

알레르기비염은 성별, 학년, 거주 지역, 경제상태, 스트레스, 채소, 수

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알레르기비염 위험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Osman et al. [34]의 

연구에서도 알레르기 질환의 유병률이 16세 이전에는 남학생이 높고 

그 이후에는 여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같은 맥락으로 

결과를 지지하였다. 학년은 3학년보다 1학년이 알레르기비염 위험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알레르기 질환이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

어 천식과 같이 3학년에 비해 1학년이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을 위

한 스트레스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거주지역은 군 지역에 비해 대도시 및 중소도시의 알레르기비염 위험

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ong et al. [35]의 연구에서도 알레르기

비염을 가진 학생이 농촌에 비해 도서지역에서 많았고, Ahn et al. [2]의 

연구에서도 중소도시 거주자들의 유병률이 농촌보다 높은 것으로 나

타나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는데, 이는 알레르기 질환이 영향을 

받는 환경 중 공기의 질이 지역별로 차이에 있어 거주 지역에 따라 차

이가 나타나는 것을 원인으로 볼 수 있겠다[36]. 경제상태는 하의 경우

가 상의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Lee [11]의 연구에서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알레르기비염의 유병률이 높은 것과 같은 맥락의 결과를 보

여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스트레스는 없는 경우에 비해 있는 경우

가 알레르기비염 위험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트레스가 높

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알레르기비염의 위험도가 증가한다고 한 

Han and Park [16]의 연구와 일치하였고, 알레르기비염을 진단 받은 청

소년의 스트레스가 가장 많다고 한 Lee [11]의 연구와 같은 맥락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다양한 스트레스원을 통해 면역

체계가 변화되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37], 고등학생의 경우 입시

위주의 경쟁상황 속에서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어 면역체계

의 변화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적절한 관리방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식품 중 채소는 주 1-4회 먹은 경우가 한 번도 먹

지 않은 경우보다 알레르기비염의 위험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Lee et al. [38]의 연구에서도 채소섭취량이 높을수록 알레르기비염의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수면이 

피로회복에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충분한 경우보다 알레르기비염 위

험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알레르기비염이 상기도의 점막 부

종과 점액분비가 비강 내 저항을 높여서 구강호흡을 유발하고 이산화

탄소의 배출에 영향을 미쳐 수면 호흡장애를 발생시키면서[39] 정상적 

수면을 방해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질환으로 인해 충분

한 수면을 취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때, 선후관계를 해

석하는 데 있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다.

아토피피부염은 성별, 체질량지수, 거주지역, 경제상태, 스트레스, 패

스트푸드, 수면, 걷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남학생

이 여학생보다 아토피피부염 위험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선행

연구들 [23,40,41]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아토피피부염의 비율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BMI는 정상에 

비해 과체중 및 비만인 경우가 아토피피부염 위험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Han and Park [16]의 연구에서 비만한 청소년이 정상체중 청소

년보다 아토피피부염의 위험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Koo et al. [42]

의 연구에서도 아토피피부염과 BMI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본 연구에서도 정상군에 비해 과체중 및 비만으로 갈수록 위험비

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이를 지지하였다. 비만한 학생들은 정상체중

의 학생들보다 불규칙한 식습관을 갖고 있는 경향이 많아 영양소 섭

취의 불균형이 초래되면서 면역력이 약화되어 아토피피부염의 발생을 

높게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거주지역은 대도시가 군지역보다 아토피

피부염 위험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ark [17]의 연구에서도 대도

시에 거주할수록 아토피피부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의 결과를 지지하였는데, 이는 위생적인 환경에서 성장하게 되면서 아

토피성 면역반응이 증가하게 되는 위생가설(hygiene hypothesis) [43]과 

관련을 지을 수 있겠다. 경제수준은 상인 경우가 하인 경우보다 아토

피피부염 위험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Park [17]의 연구에서도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아토피피부염 위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경제수준을 위생가설과 함께 생각해 보

면, 경제수준이 상인 경우에 주변 환경의 위생도가 높은 경향이라는 

것도 원인으로 볼 수 있겠다. 스트레스는 없는 경우에 비해 있는 경우

가 아토피피부염 위험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 [16,17,37]

에서도 스트레스가 면역체계에 영향을 주어 아토피피부염의 유병률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청소

년기는 외모에 민감한 시기로 아토피피부염 환자들은 얼굴, 목 등 노출 

부위에 발생한 병변으로[44] 인해 신체상의 변화를 경험하여 발생하

는 스트레스도 원인으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의 선후관계를 

해석하는 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를 

시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패스트푸드는 한 번도 먹지 않

은 경우에 비해 주 5회 이상 먹은 경우 아토피피부염 위험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Choi et al. [45]의 연구에서 패스트푸드 섭취가 많은 경

우 아토피피부염 발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

였다. 패스트푸드는 향신료 및 색소 등을 함유하고 있어 아토피피부염 

발생을 높이고, 증상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사료되어 올바른 영양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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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할 수 있는 식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

다. 수면이 피로회복에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충분한 경우에 비해 아

토피피부염 위험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Cho [18]의 연구에서도 

아토피피부염 질환을 가진 청소년에서 수면의 질과 수면시간 모두 부

족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이는 수면의 질과 

시간이 피부소양감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방해하여 충분하지 못한 것

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7] 수면과 아토피피부염의 선후관계의 해석

을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규명하기 위한 추후 연구가 시도되어

야 할 것이다. 걷기는 주 1-6일 하는 경우가 한 번도 하지 않는 경우보

다 아토피피부염 위험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Lee et al. [46]의 연구

에서도 매일 운동을 하는 경우가 한 달에 한 번 운동을 하는 경우보다 

아토피 발생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같은 맥락으로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또한 아토피피부염은 아동기에 비해 후천적인 위

험인자들의 영향을 더 받게 되는데[13], 걷기와 같은 규칙적인 운동이 

신체기능을 향상시키면서 강화된 면역력을 갖게 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제11차(2015)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자료를 활용하

여 우리나라 일반계고등학교 학생의 알레르기 질환 유병률을 파악하

고 관련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천식은 성별, 학년, 체질량지수, 스트레스, 흡연, 아침식사, 패스트푸

드, 채소, 우유, 걷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알레르기비염은 

성별, 학년, 거주지역, 경제상태, 스트레스, 수면충족과 관련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아토피피부염은 성별, 체질량지수, 거주지역, 경제상

태, 스트레스, 패스트푸드, 수면만족, 걷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를 토대로 신체활동을 포함한 건강생활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중재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적용에 대한 효과를 확인

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일반계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국적으

로 조사된 자료를 분석하여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설문조사의 형식이 자가보고 형태이고 연구대상자의 과거력 및 가족

력과 같은 위험요인을 통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본 연구는 1개년도의 자료만을 분석한 

단면연구로 알레르기 질환과 관련요인의 선후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

는 데 한계가 있어 연구결과를 해석하는 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에 추후연구에서는 대상자의 과거력 및 가족력과 같은 다양한 변

수를 포함하고, 보다 명확한 파악을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설계를 기반

으로 한 종단연구가 시행되어야 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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