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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PurposePurposePurpose :::: Recently allergic diseases have gradually increased in schools and among preschool

aged childhood. Pollen amount of weeds also, especially ragweed, were increased. We evaluated the

increased pollen count of weed was associated with the sensitization rate to weed in childhood.

MethodsMethodsMethodsMethods :::: Airborne particles carrying allergens were collected daily from eight stations

nationwide(Seoul, Guri, Cheongju, Daegu, Kwangju, Busan, Kangneung, and Jeju) by using 7

days-Burkard sampler(Burkard Manufacturing Co Ltd, Hertfordshire, UK), for 7 years in South

Korea(July 1, 1997-June 30, 2004). They were counted and recorded along with the weather. Data

was collected through pediatric patients with allergic symptoms, who visit the pediatrics allergy

clinics and capable of allerfy skin test among hospitals that have pollen collecting centers.

ResultsResultsResultsResults :::: Airborne pollen has two peak seasons : May and September in Korea. There were

the tree pollen seasons from the middle of February to late July, then followed the grasses and

weed season from the middle of July to the end of October. Ragweed was one of the most

common pollens of autumn in Korea. In skin prick tests, Mugwort was the highest sensitization

rate(7.6 percent), followed by ragweed(7.1 percent), birch(6.1 percent), alder, grasses mix among

the pollen extracts in Korean school aged children. Ragweed pollen counts have gradually

increased since 2000. In the same period, sensitization rates for airborne pollen, especially weeds,

in Korean children have increased annually(1999 : 4.4 percent, 2000 : 7.1 percent, 2001 : 7.4 percent,

2002 : 8.5 percent, 2003 : 7.7 percent).

ConclusionConclusionConclusionConclusion :::: Sensitization rates for outdoor airborne pollens have increased in Korean chil-

dren. These findings might result from the changes of life styles and living environments in

Korea. [Pediatr Allergy Respir Dis(Korea) 2006;16:114-121][Pediatr Allergy Respir Dis(Korea) 2006;16:114-121][Pediatr Allergy Respir Dis(Korea) 2006;16:114-121][Pediatr Allergy Respir Dis(Korea) 2006;16:1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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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국내에서 보고된 역학조사에 따르면 소

아에서도 천식이나 알레르기비염 알레르기결막,

염 등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알.

레르기비염의 경우 알레르기비염으로 진단받은‘

적이 있는가 설문에서 초등학교 경우 년?’ 1995

년에 로 증가하였다16.8% 2000 22.0% .
1)
이전의

보고에 의하면 주로 청소년 이상 연령에서 발병

률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었으나 최근 이

러한 질환이 어린 연령에서도 서서히 증가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재까지는 실내 알레르겐인 집.

먼지 진드기나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 털 바퀴, ,

벌레 등이 많은 원인 알레르겐으로 작용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는 각 알레르기클리닉

에서 계절성 알레르기비염이나 알레르기결막염을

호소하는 소아들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화분 등에 대한 실외 알레르겐이나 공해 등

과 같은 환경 자극에 대한 조사도 절실하게 요구

되고 있는데 년부터 대한소아알레르기 호흡1997

기학회 화분연구회 주관으로 전국 화분분포에 대

해 조사를 꾸준하게 실시하고 있다 한편 매년.

몇 가지 화분의 종류가 매년 서서히 증가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돼지풀이 2000

년에 들어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2)

돼지풀은 늦여름에서 가을철에 주된 화분알레

르기 를 일으키는 귀화식물로 북(pollen allergy)

아메리카 원산으로 높이 로 년대30-180 cm 1950

한국전쟁 당시 미군 군수물자에 섞여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설이 있지만 정확하지는 않고 1970

년대 후반부터 국내 경기도 동북부에서부터 급속

도로 퍼지고 있는 번식력이 강한 잡초로 알려지

면서 년 월 일로 환경부가 생태계 위해1999 1 7

외래 식물로 지정하고 있다 환경부고시 제( 1999-

호1 ).
3)
이 식물은 국화과의 식물로서 양지바른

곳이면 어느 곳이든지 자라며 주로 사람들이 거

주하는 주택가주변이나 산의 능선 계곡 휴경지, ,

등에서 왕성히 자라 다른 식물들이 비집고 들어

오지 못할 정도의 큰 무리를 이루고 다른 식물과

는 경쟁적으로 생태계를 침해하여 동종의 국내

토종의 식물과의 서식을 방해한다.4, 5) 국내에서

는 주로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서식하고 있으며

년 환경부 보고에 의하면 경기도의 경우2000 55

개 서식지역에 총면적이 695,760 m2 이었는데

년에는 개 지역으로 총면적이2001 247 1,227,900

m
2
에서 년에는 개 지역으로2002 1,017 2,718,000

m2로 급증하고 있다.6) 이러한 번식 추세는 경기

도를 중심으로 한 중북부에서 점차적으로 남부지

역으로 확산되어 현재는 전국적으로 분포가 급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빠른 속도로 번식하고 있는 돼지풀

이 최근 소아연령에서도 빠르게 감작되어 소아알

레르기 환자에게 위험인자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돼지.

풀과 같은 잡초류의 증가가 실제적으로 어떤 임

상적인 의의가 있는 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전

국 화분분포를 조사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화분에 대한 알레르기 피부시험을 실시하여 소아

연령에서 각 화분에 대한 감작률을 파악하고 그

지역의 연중 화분수를 조사하여 이들의 상관관계

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화분채집센타1.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1997 7 1 2004 6 30 7

간 전국적으로 개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연8

구원이 접근이 용이하고 주변의 환경이 공중화분

이나 공중진균의 분포를 측정하는데 적합한 병원

이나 건물의 옥상에 지면으로부터 1.5 m2 높이에

Burkard seven days sampler(Burkard Manu-

를 설치facturing Co Ltd. Hertfordshire, UK)

하여 매일 측정하였다 대상 지역은 서울지역은.

한양의대 서울병원 경기지역은 한양의대 구리병,

원 강원지역은 강릉현대병원 충남지역은 충북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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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병원 호남지역은 광주보훈병원 경북지역은 대, ,

구 파티마병원 경남 부산지역은 부산 성분도병, ,

원 제주지역은 제주대학병원이었다, .

채집 방법 및 측정2.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각1997 7 1 2004 6 30

대상 지역에 설치된 를 이용하여 매주sampler

공중화분과 공중진균을 포집한 주간용 드럼을 매

주 수집하여 지역별로 알루미늄 보관함에 넣어

매주 마다 판독을 담당하는 한양대학 구리병원으

로 보내어 명의 판독연구원이 포집된 글리세린2

접착비닐을 염색용액Calberla's fuchsin (10 mL

glycerin, 20 mL 95% Alcohol, 30 mL distilled

와 으로 염색하여water 0.2 mL basic fuchsin)

광학현미경에서 배의 배율로 공중화분을 관400

찰하고 배율로 공중진균을 관찰 동정하여, 1,000 ,

m
3
당 각 공중화분과 공중진균 수를 계산하여

기록하였다.

공중화분 및 공중진균의 동정 및 관찰방법3.

공중화분 및 공중진균의 형태적 감별은 본 연

구의 다른 과제인 전국의 알레르기 유발과 연관

된 식물분포에 관한 연구와 연계하여 각 지역의

수목 및 잡초 등의 분포를 조사하면서 화분의 크

기 화분공의 형태 화분의 표면무늬에 따라 채취, ,

된 화분과 비교 분류하고 공중진균은 포자의 크,

기 색깔 외부형태 표면무늬 내부의 중격, , , , (sep-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tum) .7, 8)

채집 기간동안 각 지역에서의 채집 날짜에 따

른 기온 습도 등 날씨를 각 지역의 기상 관측소,

와 연계하여 보다 정확히 기록하여 그 지역의 공

중화분이나 공중진균의 분포와의 연관성을 비교

하였다.

알레르기 피부시험을 이용한 감작률 조사5.

알레르기성 화분에 대한 감작률을 조사하기

위하여 각 화분 채집센타가 소재한 병원 중 소아

알레르기크리닉이 있으면서 알레르기 피부시험이

가능한 병원을 대상으로 알레르기증상을 호소하

여 내원한 환아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중 화분에 대해 년부터 년까지 지역1997 2004

별 대상 환자수와 년도별 연령별 성별 등으로, ,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서울경기지역 한.(Table 1) (

Table 2. Age Distribution of Allergic Children Who had Allergy Skin Prick Test in Each CityTable 2. Age Distribution of Allergic Children Who had Allergy Skin Prick Test in Each CityTable 2. Age Distribution of Allergic Children Who had Allergy Skin Prick Test in Each CityTable 2. Age Distribution of Allergic Children Who had Allergy Skin Prick Test in Each City

Ag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Total

Seoul

Busan

Daegu

Kwangu

Total

12

15

11

0

38

22

27

13

2

64

76

45

38

8

167

74

58

23

14

169

102

178

55

32

367

197

178

75

42

492

240

161

42

33

476

245

223

101

30

599

236

203

132

28

599

224

198

56

31

509

237

196

64

20

517

211

198

77

17

503

125

148

34

10

317

78

82

32

9

201

82

67

28

9

186

34

57

17

3

111

16

21

11

1

49

13

9

5

2

29

2224

2064

814

291

5393

Seoul data collected from Hanyang university hospital, Yonsei University hospital, Busan data from
Busan St. Benedict Hospital, Kwangju data from Kwangju Veterans Hospital, Daegu data from Daegu
Fatima Hospital.

Table 1. Annual amount of Allergic ChildrenTable 1. Annual amount of Allergic ChildrenTable 1. Annual amount of Allergic ChildrenTable 1. Annual amount of Allergic Children
Who had Allergy Skin Prick Test in EachWho had Allergy Skin Prick Test in EachWho had Allergy Skin Prick Test in EachWho had Allergy Skin Prick Test in Each
CityCityCityCity

Year Seoul Busan Kwangju Daegu Total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Total

247

248

245

298

289

323

489

332

2224

334

380

266

337

235

319

329

198

2064

27

24

47

11

23

20

72

67

291

85

81

66

129

167

62

154

155

814

446

485

379

477

425

401

555

420

5393

Seoul collected data from hanyang university
hospital, Yonsei University hospital, Busan data
from St. Benedict Hospital, Kwangju data from
Veterans Hospital, Daegu data from Fatima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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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학서울병원 한양대학구리병원 연세대학병, ,

원 경북지역은 대구파티마병원 부산지역은 성), ,

분도병원 광주지역은 광주보훈병원의 각 소아알,

레르기클리닉에서 자료를 수집하였다.(Table 2)

알레르기성 화분에 감작률의 연령별6. ,
년도별 비교

알레르기성 화분에 대한 감작률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목류 목초류 잡초류로 크게 분류를 하, ,

여 대상 병원에서 공통적으로 피부시험 종목에

포함된 대표적인 화분 종씩을 포함하여 감작률3

의 평균값을 대표 값으로 설정하여 비교하였다.

즉 수목류의 경우 자작나무과 오리나무과 참나, , ,

무과 목초류는, timothy grass, rye grass, or-

잡초류는 돼지풀 쑥chard grass, , (mugwort,

을 대표 종으로 하였다sagebrush) .

소아에서의 알레르기 화분에 대한 감작률의

더 정확한 분포를 알아보기 위하여 세에서1-18

대상수가 적은 세와 세 이상은 제외하고1-2 16 3

세에서 세의 연령을 군 세 세15 4 (3-5 , 6-9 , 10-12

세 세 으로 분류하여 각 군별 알레르기성, 13-15 )

화분에 대한 감작률을 연도별 나이별로 비교하,

였다.

결 과

전국 공중화분의 분포1.

공중화분의 비산은 날씨와 밀접한 관계가 있

으며 특히 기온이나 강수량과는 중요하다 이전, .

의 연구에서도 발표하였듯이 영하의 날씨에서는

비산하지 않고 이상에서 가장 활발하게 비, 10℃

산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년 중 회의 절. 2

정기를 보이는데 봄에는 최고 일일 채집량이

1,528 grains/m
3

정도이며 가을에는 최고/day

일일 채집량 968 grains/m3 정도로 절정기를/day

나타내며 월 후에는 비산되는 공중 화분량이10

현격히 감소됨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전국적.

으로 가장 많이 화분이 비산되는 시기는 매년 차

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월 일경부터 월4 10 6 10

일경과 월 일경부터 월 일경으로서 년8 10 9 21 2

회의 절정기가 있었다 지역별로는 부산지역에서.

가장 많은 화분이 채집되었으며 대구 서울 강릉, ,

지역 순으로 화분이 많이 채집되었다 공중화분.

은 월 중순부터 월 중순까지는 발견되지 않았12 1

으며 봄철 화분분포는 월 일경부터 제주 부, 2 20 ,

산지역이 가장 먼저 화분이 발견되었으며 그 다

음으로 광주 대구지역 순이었다 이 시기에는 수, .

목류 중에서 오리나무와 지역별로는 자작나무,

측백나무 삼나무 등이 많이 나타나며 그 이후에,

소나무나 버드나무 느릅나무 등의 화분이 채집,

되면서 여름철로 접어들면서 목초류 화분이 급증

하게 되고 월초부터 월말까지 돼지풀8 9 (Am-

일명 두드러기쑥 와 쑥 이 가brosia ) (Artemisia)

장 많이 나타났는데 주로 서울 경기지역을 중심, ,

으로 대구 부산지역 순으로 많은 분포를 보였다, .

년도별 잡초류 화분수의 증가2.

잡초류 화분은 지역별 차이는 약간씩 있으나

평균 월 일부터 월 일에 주로 채집이 되며8 5 9 25

이중 돼지풀과 쑥의 화분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

며 전국 평균의 최고치가 년에는1997-2000 89-

128 grains/m3 이었으나 년/day 2001 302 grains/

m
3

년/day, 2002 512 grains/m
3

년/day, 2003 488

grains/m
3

년에는/day, 2004 275 grains/m
3
/day

로 급증하는 경향을 보였다(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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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Weed pollen counts are increased inFig. 1. Weed pollen counts are increased inFig. 1. Weed pollen counts are increased inFig. 1. Weed pollen counts are increased in
Korea yearly.Korea yearly.Korea yearly.Korea yea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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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기의 알레르기성 화분에 대한 감작률3.

년도에 전국 개 지역 병원 소아알레르기2003 5

클리닉에서 조사한 소아기에서 알레르기성 화분

에 대한 감작률에서 최근 년 동안 보고된 성인3

에서의 화분 감작률과 비교하면 감작률의 차이가

감소되고 있는데 특히 돼지풀의 소아기 감작률이

로 년 과 년 에는 성7.1% 2001 (22.1%) 2002 (10.4%)

인에 비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003

년 성인결과 와는 의미 있는 차이는 보이지(6.6%)

않았다.(Table 3)

소아연령에서 알레르기성 화분에 대한4.
감작률의 년도별 변화

소아연령에서 알레르기성 화분에 대한 감작률

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목류 목초류 잡초류로 크, ,

게 분류를 하여 비교한 결과 잡초류에서 년1998

과 년 에서 년 년6.2% 1999 4.4% 2000 7.1%, 2001

년 년 로 증가하는 추7.4%, 2002 8.5%, 2003 7.7%

세를 보였다(Fig. 2).

5. 알레르기성 화분에 감작률의 연령에 따른
년도별 변화

연령을 군 세으로 분4 (3-5, 6-9, 10-12, 13-15 )

류하여 각 군별 알레르기성 화분에 대한 감작률

을 연도별 나이별로 비교한 결과 년, 1999 2.7%,

년 에서 년 년2000 2.9% 2001 3.1%, 2002 4.8%,

년 년 로 점차적으로 증가하2003 4.1%, 2004 4.3%

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세의 경우 년6-9 2000 4.1

에서 년 까지 증가되는 양상을 나타% 2001 6.0%

냈으며 년에는 년 년, 2002 5.2%, 2003 5.4%, 2004

로 약간 감소하였으나 년 이전에 비해5.1% 1999

증가된 추세를 보였다.(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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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ensitization rates to airborne pollensFig. 3. Sensitization rates to airborne pollensFig. 3. Sensitization rates to airborne pollensFig. 3. Sensitization rates to airborne pollens
are increased in early childhood. The airborneare increased in early childhood. The airborneare increased in early childhood. The airborneare increased in early childhood. The airborne
pollens consist mainly of birch, alder, oak,pollens consist mainly of birch, alder, oak,pollens consist mainly of birch, alder, oak,pollens consist mainly of birch, alder, oak,
grasses, ragweeds, mugwort, sagebrush in algrasses, ragweeds, mugwort, sagebrush in algrasses, ragweeds, mugwort, sagebrush in algrasses, ragweeds, mugwort, sagebrush in al----
lergy skin test.lergy skin test.lergy skin test.lergy skin test.

Table 3. Comparison of the Sensitization RatesTable 3. Comparison of the Sensitization RatesTable 3. Comparison of the Sensitization RatesTable 3. Comparison of the Sensitization Rates
to Weeds, Trees, and Grasses Pollen betweento Weeds, Trees, and Grasses Pollen betweento Weeds, Trees, and Grasses Pollen betweento Weeds, Trees, and Grasses Pollen between
Children and Adults in KoreaChildren and Adults in KoreaChildren and Adults in KoreaChildren and Adults in Korea

Species (%) Adults* Adults† Adults‡ Children

Ragweed

Mugwort

Alder

Birch

Oak

Rye grass

Timothy grass

Meadow grass

22.1

22.7

6.3

8.1

4.7

8.9

7.8

6.8

10.4

11.7

5.2

4.2

5.8

6.2

3.9

3.9

6.6

9.6

5.0

5.6

6.0

5.4

4.8

4.0

7.1

7.6

5.9

6.5

5.7

2.8

3.7

3.1

*Kim CW, et al. Korean J Asthma Allergy Clin
Immunol 2001
†Lee JY, et al. Korean J Asthma Allerrgy Clini
Immunol 2002

‡Kim TB, et al. Korean J Asthma Allergy Clin
Immuno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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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ensitization rates to weed pollens areFig. 2. Sensitization rates to weed pollens areFig. 2. Sensitization rates to weed pollens areFig. 2. Sensitization rates to weed pollens are
increased yearly in Korean children (diamondincreased yearly in Korean children (diamondincreased yearly in Korean children (diamondincreased yearly in Korean children (diamo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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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본 연구에서는 돼지풀의 증가가 실제적으로

어떤 임상적인 의의가 있는 지에 대하여 알아보

고자 전국에 화분분포를 조사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화분에 대한 알레르기 피부시험을 실시

하여 소아연령에서 각 화분에 대한 감작률을 파

악하고 그 지역의 화분량을 조사하고 각 화분알

레르겐에 대한 감작률을 조사하여 이들의 상관관

계를 연구하고자 하였는데 년에서 년2000 2001

사이에 잡초류의 화분량이 급증하고 있는 현상을

보였다 이중에서 돼지풀의 화분량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아연령의 돼지풀 감작률도

동일한 시기에 증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

다.

이러한 현상은 각 병원 소아알레르기클리닉에

서 임상적으로 알레르기비염 환자의 발생률이 증

가하고 있는데 특히 계절성 알레르기비염의 증가

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이들 소아알레르기비

염이 많은 경우에서 집먼지진드기 동물털 등과,

같은 실내 알레르겐의 증가와도 무관하지는 않지

만 이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실외 알레르겐인 화

분을 초점으로 맞추어 조사한 결과 알레르기성

화분량의 증가 그들의 감작률의 증가 그리고 계,

절성 알레르기비염 발병률의 증가와의 연관성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본 연구의 자료를 년도. 2002

타 학술지에 발표된 성인의 감작률과 비교하였을

때
9)
돼지풀 등의 감작률은 소아에서 더 높은 것

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감작률이 점차적으로

어린 연령층에서도 증가되고 있다는 점이 이 연

구에서 밝혀진 중요한 관점이라 수 있다.

잡초류 는 수많은 과로 이루어져 있다(weeds) .

대부분은 꽃이 빈약한 풍매화지만 미역취(Soli-

나 쑥부쟁이 와dago serotina) (Aster yomena)

같은 충매화도 일부 속하여 있다 이중 돼지풀이.

가장 중요한 가을철 공중 알레르겐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국화과에 속하는 년초이며 주로, 1

도시 부근의 빈터에서 집단으로 자생하여 많이

자란다.
10, 11)

원래 미국 동부의 황무지에 많이 분

포되어 있었으나 우리나라에서도 년대 한국1950

전쟁당시 미국 군인의 옷이나 군수물자 등을 통

해 묻어 들어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그 후

돼지풀의 번식에 대한 보고는 없었으며 년1960

대 일부 화분분포에 대한 보고에서도 돼지풀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12)
미국이나 유럽 등지와 수

출입 등 교류가 활발해지는 년대 후반부터1970

돼지풀의 분포가 증가하여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가장 흔한 가을철 공중 화분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13, 14)

년부터 년까지 시행한 본 연구의 화1997 2004

분 분포에 대한 조사에서는 전국적으로 월 일8 10

부터 월 일까지 절정기를 이루었으며 서울경9 21 ,

기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채집되었고 대구 부산,

순으로 나타는데 이는 우리나라 중북부지역에 돼

지풀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남부지역에도 번식이

증가되고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14)

이 돼지풀의 화분 크기는 직경이 17.5-19.2

이고 단풍잎 돼지풀은 이며 이과에µm , 16-19 µm

속하는 종류로는 short, giant, western, false

는 비슷한 항원성을 나타내며ragweed , slender,

는 다른 종류의 돼지풀과는southern ragweed

항원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해바라기 쑥 종류와도 경쟁적 서식을 하게 되는,

데 돼지풀의 자생력이 더 좋고 군집을 이루어 번

식하기 때문에 이들이 서식하게 되면 그 주위의

토종 야생식물들의 번식이나 자생을 억제하거나

방해하게 된다.
15-17)

돼지풀의 분포가 전국적으로 급증하는 원인에

대해 여러 가능성이 있겠으나 크게 가지 요인으2

로 분석하고 있다 첫째 경제가 발달하면서 국내. ,

여러 지역에서 개발이 되는 한편 농지나 임야가

공장이나 주택지로 바뀌면서 경작지는 줄고 유휴

지가 늘어나게 되고 이러한 척박해진 토지에 토

종 잡초보다 자생력이 좋은 돼지풀이 왕성하게

번식하게 되었고 이 유휴지를 다시 개발하면서



― Jae Won Oh, et al. : Increased Sensitization Rate to Weeds in Children ―

- 120 -

흙속에 있던 이들 돼지풀의 씨가 사람의 옷이나

물건 등에 붙어 차나 기차 등 운송수단을 따라

전국으로 번지게 된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이동경로는 최근 유럽의 프랑스나 스위스에

서 유고슬라비아나 체코와 같은 개발도상국으로

의 돼지풀의 번식 경로에 대해서도 증명되고 있

다.18, 19) 둘째 지구의 온난화, (climatic reheating)

또는 온실효과 로 인하여 환(greenhouse effect)

경에서 CO2의 농도가 배로 증가하게 되면 돼지2

풀의 생성은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다61% .20) 아

직 확실치는 않지만 세계가 산업화하기 전보다

현재 년대 지구의1990 CO2의 농도는 증가29%

되었으며,21) 이런 추세는 년대에도 계속 증2000

가되고 있는데 이러한 기후의 변화가 유럽에서의

돼지풀의 증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고 사료된다.

본 저자 등에 의한 년에 실시한 전국 유2000

치원생의 부모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1,423

에서 의사에게 알레르기비염에 대한 진단을 받‘

은 적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평균 에?’ 11.2%

서 진단을 받았다고 답했고 그 중 서울지역은

지방이 로 세인 학동전기 소아에13.0%, 9.3% 5-6

서도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이 비율은10%

이 조사에서 나타난 같은 연령에서 아토피피부염

발병률 보다는 낮았으나 천식 발병률(26.9%) (7.9

보다 높았다%) .
22)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중화분에 대한 감작률이 소

아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이 어린 연령

에서도 매년 증가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결론적으로 소아에서 돼지풀에 대한 알레르기

감작률이 매년 증가되고 있다 이에 대한 원인으.

로 돼지풀 등과 같은 잡초류 번식의 급증 뿐 아

니라 교통량의 증가와 아파트 건축 공장 등에,

따른 공기오염이 돼지풀과 같은 식물의 번식에

증식 효과를 더 배가하게 되어 더 알레르기에 대

한 위해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설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23)
이에 대해 환경단체 뿐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의 환경과 알레르기 질환의 확산과

의 위험한 상관관계에 대해 숙고하고 이에 대해

각 유관학회와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요 약

목 적:잡초류의 대표적인 돼지풀이 최근 그

분포가 증가하고 있으며 소아연령에서도 돼지풀

에 대한 감작이 증가하게 되어 소아알레르기 환

자에게 위험인자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면

밀한 조사가 필요하게 되었다 잡초류 특히 돼지. ,

풀의 증가가 실제적으로 어떤 임상적인 의의가

있는 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전국에 화분 분포를 조사하고 있는 지

역 서울 구리 대구 부산 광주 을 대상으로 화( , , , , )

분에 대한 알레르기 피부시험을 실시하여 소아연

령 세 에서 각 화분에 대한 감작률을 파악하(0-18 )

고 그 지역의 연중 화분량을 조사하고 각 화분알

레르겐에 대한 감작률을 조사하여 이들의 상관관

계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특히 잡초류의 화분량.

과 이에 대한 알레르기 감작률에 대한 상관관계

를 조사하였다.

결 과:잡초류 화분은 돼지풀과 쑥의 화분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전국 평균의 최고치가

년에는1997-2000 89-128 grains/m
3

이었으/day

나 년2001-4 275-302 grains/m
3

로 급증하/day

는 경향을 보였다 년의 돼지풀에 대한 소아. 2003

감작률이 였는데 이는 성인 감작률 과7.1% (6.6%)

는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 소아연령에서의 매.

년 잡초류의 감작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

다 년 년 년.(1999 4.4%, 2000 7.1%, 2001 7.4%)

결 론:소아에서 돼지풀에 대한 알레르기 감

작률이 매년 증가되고 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돼지풀 등과 같은 잡초류 번식의 급증 뿐 아니라

교통량의 증가와 아파트 건축 공장 등에 따른,

공기오염이 돼지풀과 같은 식물의 번식에 증식

효과를 더 배가하게 되어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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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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