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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서울지역 대기오염이 성인 아토피 피부염에 

미치는 영향 환자 교차연구   : -

연구배경

현대사회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환경오염에 관련된 문제는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그 중 대기오염은 그 위험성이 인정되며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 

특히 대표적인 환경성 질환으로 알려진 아토피 피부염은 대기오염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유아 아동기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뿐, · , 

성인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를 . 

통해 대기오염이 성인 아토피 발생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성인 아토피 관련 

연구의 초석을 다지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본 코호트를 사용하였다 표본 . 

코흐트는 국민건강보험 자격보유자 중 약 만명을 추출하여 구축한 로2.0% 110 DB , 

사회경제적 변수 의료이용 변수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아토피 피부염은 , . L20.X 

차(KCD 7 )가 주 부상병으로 청구된 대상자로 정의하였으며 아토피 신환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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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하기 위해 년의2 (2002~2003) Wash 를 두어 기존 질환자를 제외하였고out period , 

성인 서울지역으로 대상자를 확정하였다, 명 또한 아토피 중증도별 상세 (10,313 ). 

분석을 위해 처방약품을 기준으로 중증 경증을·  구분하였다 연구설계는 양방향성 . 

환자 교차연구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아토피 내원 주- , ±3 로 매칭하여 연구를 1:6  

진행하였다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당일 일전까지의 지연효과를 . ~5

고려하였고 분석은 조건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

연구결과

  분석결과 아토피 피부염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오염물질은  였다 . 

연구대상자 전체에서 일전 2 의 일 평균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0.001 ppm 

아토피 피부염 발생위험은 배 증가하였으며1.043 (95% [CI], 1.017-1.068), 

일전 일 평균 농도의 증가에 따른 발생위험은 배3 1.045 (95% [CI], 1.020~1.072), 

일전 일 평균 농도 증가에 따른 발생위험은 배4 1.031 (95% [CI], 1.006~1.057), 

일전 일 평균 농도 5 증가에 따른 발생위험은 배 로 1.033 (95% [CI], 1.008~1.058)

발생위험이 서서히 감소하는 형태를 보였다.

  성별로 나누어 분석했을 때, 남성에서는 일전 일 평균  4  농도가  0.001 ppm 

증가함에 따라 아토피 피부염 발생위험이 배 일전 시간 평균 1.050 , 2 8 농도의 증가에 

따른 발생위험은 배1.032 (95% CI, 1.001~1.063), 일전 시간 평균 4 8 농도의 증가에 

따른 발생위험은 배 로 나타났고1.034 (95% CI, 1.003~1.066) , 여성에서는 당일 평균 

농도가 0.001 ppm 증가함에 따라 아토피 피부염 발생위험이 배1.026 (95% CI, 1.005~1.048) 

증가했고 일전 일 평균 , 2 농도의 증가에 따른 발생위험 배 1.046 (95% [CI], 1.014~1.078), 

일전 2 일 최대 농도의 증가에 따른 발생위험 배 1.018 (95% [CI], 1.00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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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 시간 평균 2 8 농도의 증가에 따른 발생위험 배 1.038 로(95% [CI], 1.015~1.061)  

모두 발생위험이 증가했으며 일전 농도 또한 일 평균, 3  농도 배1.052 (95% [CI], 

1.020~1.086), 일 최대 농도 배 1.016 (95% [CI], 1.001~1.032) 시간 평균 농도8  배1.034  

로 발생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95% [CI], 1.012~1.057) 나타났다 .

  연령으로 나누어 분석했을 때 대에서 일전 , 40~50 3  일 평균 농도가  0.001ppm 

증가함에 따라 아토피 발생위험은 배 배 일 최대 농도1.076 (95% [CI], 1.035~1.119) ,  

배1.024 시간 평균 농도 배(95% [CI], 1.004~1.044), 8 1.041 (95% [CI], 

1.011~1.071), 일전 4 에서는 일 평균 농도 배 1.073 (95% [CI], 1.031~1.116), 

시간 평균 농도 배8 1.04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5% [CI], 1.015~1.075) . 

  중증도를 나누어 분석했을 때 아토피 경증에서는 ,   가 가장 큰 위험요인 이

었으며 당일 ,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0.01ppm 아토피 발생위험은 일 평균 농도  

배1.043 (95% [CI], 일 최대 농도 배 로1.001~1.087), 1.037 (95% [CI], 1.007~1.067)  

발생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전 지연효과 에서는 일 최대 농도가, 5  0.01ppm 

증가함에 따라 배0.953  시간 평균 농도 배 (95% [CI], 0.914~0.993), 8 0.953 (95% [CI], 

로 일전 0.916~0.993) 5 농도에서는 발생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토피 중증에서는 분석결과 일전 일 평균 2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0.001ppm  

아토피 발생 위험은 배 일전 시간 평균 농도 1.058 (95% [CI], 1.022~1.096), 2 8 배1.036

(95% [CI], 일전 일 평균 농도 배1.010~1.063), 3 1.071 (95% [CI], 1.034~1.110), 일전  3 일 

최대 농도  배 일전 시간 평균 농도 배1.024 (95% [CI], 1.007~1.042), 3 8 1.039 (95% [CI], 

1.013~1.066), 일전 일 평균 농도 배 4 1.045 (95% [CI], 1.008~1.083), 일전 시간 4 8

평균 농도 배 일전 일 최대 농도 배1.029 (95% [CI], 1.003~1.055), 5 1.036 (95% [CI], 

일전 시간 평균 농도 배 로 1.000~1.074), 5 8 1.028 (95% [CI], 1.002~1.054) 만이 유일한 

위험요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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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전체 연령별 성별 중증도별 분석 모두에서 , , , 가 성인 아토피 발생

위험을 높이는 가장 유의한 위험요인이었으며 상대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 , 에서, 

연령에서는 대에서 아토피 경증 보다는 중증에서 그 위험도가 높은40~50 ,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오염 물질의 지연효과는 일전에서 가장 위험도가 높은 . 3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에서는 일전 여성에서는 일전 대에서는 일전, 4 , 3 , 40~50 3 대 , 60

이상에서는 일전이 위험성이 가장 높아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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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Ⅰ

연구 배경1. 

 최근 현대사회가 급속하게 발전하고 개발됨에 따라 환경오염에 관련된 문제는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그 중 노출 위험성이 큰 대기의 오염은 수질오염과.  

더불어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영역 중 하나로 여겨지며 보건학 환경학 등 /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박은정 ( , 2005). 국제사회에서는 대기

오염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년 유엔환경개발회의 , 1992

(UNCED: United Nations Conference 리우회의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혹은 지구정상회의 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 ' 의(sustainable development)'  

개념을 도입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도적 정책적/  

방안을 실천하고 있다 최신융 특히 우리나라는 지리적 ( , 2005). 특성상 계절풍으로 

인한 중국 몽골발 황사의 영향으로 대기오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은 

편이며 박승명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실천계획 수립( , 2012), , 대통령 자문기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출범 등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추진전략을( )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다 최신융 ( , 2005).

  대기오염 원인물질 중 가장 중요한 먼지는 발생원에 따라 흙 화분 등의,  

자연발생과 매연 배기가스 연소 등의 인위발생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일반적인  , , . , 

먼지의 발생은 자연발생과 인위발생의 복합적 작용을 통해 발생하기에 대개 

그 입경을 통해 먼지를 분류한다(Kyotani and Iwatsuki, 2002). 먼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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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입경이 보다 작은 10 m μ 조대분진 과  (Coarse particle, PM10)

이내인 미세분진2.5 m (Fineparticle, PM2.5)μ 으로 분류 하며 최근에는 극미세분진, 

과 초미세분진 의(ultrafine particle) (nanoparticle)  인체 유해도가 연구되며 

그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Hsiao et al., 2000; Donaldson and MacNee, 2001).

아황산가스 는 화석연료의 연소과정에서 주로 발생하며 대기로 직접   (SO2) , 

배출되는 차 오염물질로 스모그의 주원인이다 아황산가스에 고농도로 노출될 1 . 

경우 호흡기에 영향을 미치며 광화학 반응을 거쳐 산성비의 주원인이 되기도 , 

한다 김용표( , 2006).

  2차 오염물질인 오존은 스모그 속에 미세분진 산화제 등과 존재하며 그,  

반응기전은 매우 복잡하다 일반적으로 오존은 광화학반응의 산물로 주로.  

미세먼지와 같이 생성되며 그로 인해 미세먼지 농도와 비슷한 증감의 추세를,  

보인다 김용표 자연상태의( , 2006). 대기에 일반적으로 정도 존재하며 20~30ppb , 

고농도에 노출될 경우 천식 시각장애, , 폐기능장애 안과질환 심장질환 등의 , , 

신체질환 뿐만 아니라 유전인자 변화 등의 생물학적 변이에도 영향을 미친다 

정용승( , 1991).

  일산화탄소는 무색 무향 무자극의 가스로 탄화수소의 불완전 연소에 의해 주로 , , 

발생하며 목재 화석연료 산업용매 자동차 매연 담배 등 대부분의 연소에서 , , , , , 

일산화탄소가 발생한다(Ernst A, 1998). 일산화탄소 중독은 미국에서 가장 

흔한 중독 사망원인 중 하나이며 매년 , 만 명4 이상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응급실을 내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차용성 ( 2012). 

  이산화질소는 주로 자동차 배기가스를 통해 발생하며 다른 물질과 결합하여,  

차 오염물질을 만드는 광화학적 순환 특성 때문에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2 . 

또한 취사용 가스레인지 스토브 등의 사용에서도 발생하여 실내공기 오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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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이영주( , 2000).

  위와 같이 직접 영향을 미치는 원인물질 이외의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 요소

로는 오염물 인구밀도 생활환경 기후인자 지리적 특성 등이 밝혀져 있으며 , , , , , 

연소자와 고령자 흡연자 위험 직업군 기관지염 심장질환 천식의 기왕력 등의 , , , / /

사람들이 대기오염 피해를 받기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예방의학학회( , 1997).

  아토피 피부염은 대표적인 만성 염증성 피부질환으로 심한 가려움증 및 

재발성 습진성 병변을 동반한다 주로 소아기에 발병하여 청소년기를 거치며  . 

호전되는 소아 피부질환으로 여겨졌으나 최근에는 성인기까지 지속되거나 , 

성인기에 발병하는 경우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acotte R, 2018, 

Weidinger S, 2016).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에 따르면 년, 2020  

아토피성 피부염 코드 으로 내원한 성인 수진자는 약 만 명으로(KCD L20) 49 , 

년 전인 년 10 2010 만 명에32 비해서 약 배 증가하였다 진료 청구건수 역시  1.5 . 

배 증가한 만 건이었고 요양급여비용총액은 약 배 증가한 억원으로1.6 116 , 2.8 280  

나타나며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2021)

  이주은 등 은 의 농도가 이 증가할 때 영유아의 아토피 (2016) PM10 10 /㎍ ㎥ 

피부염 발병률이 배 증가한다고 발표하였고 권지애 등1.06 (95% [CI], 1.04-1.08) , 

은 계절 땀분비 습도 등이 아토피 피부염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으며(2004) , , , 

박아영 등 은 환자 대조군 연구를 통해 아토피 피부염과 우울증 스트레스간의(2010) - ,  

유의한 연관이 있다고 발표하는 등 아토피 피부염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부분의 기존 국내 연구들은 주로 실내환경 및 유전적 요인을 , 

분석하는데 그쳤으며 연구대상 또한 소아가 주를 이뤄 그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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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환경오염 물질인 대기오염 물질이 성인에서의 아토피 

피부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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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2. 

  본 연구에서는 대기오염이 아토피 피부염에 미치는 영향을 지연효과를 

고려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가 개괄적 목적. 

서울시에서 아토피 피부염으로 병원에 외래로 내원하는 환자수와 대기오염   

수준을 분석함으로써 대기오염과 아토피 피부염 발병의 연관성을 밝히고자 한다.

나 세부 목적. 

첫째,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의 인구학적 특성 및 분포를 확인한다 .

둘째, 대기오염측정 자료와 기상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서울시 대기오염 분포를 

확인한다.

셋째, 환자 교차연구 설계 분석으로 - · 대기오염 물질의 지연효과 일전 을 고려하(1~5 )

여대기오염 물질과 아토피 피부염으로 인한 병원 외래 방문과의 관련성을 확인한다 .

넷째, 성별 연령별 분석을 통해 대기오염물질과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아토피 , 

피부염 발생위험도를 분석한다.

다섯째, 아토피 피부염 중증도별 분석을 통해 대기오염물질과 아토피 피부염 

중증도에 따른 발생위험도를 상세분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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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 Ⅱ

분석 자료1.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 코호트 . 1.0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국민건강보험 표본 코호트 1.0 

자료를 사용하였다 표본 코호트 자료는 연구지원을 목적으로 구축된 로. DB , 

주기적인 의견수렴과 개정을 통해 다양한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다 년 년간 . 2006 1

건강보험가입 및 의료급여 자격을 유지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모집단 약 , 2%, 

만명을 기준으로 층화추출로100 구축되었으며 사회 경제적 현황 자격 보험료 , · ( , , 

사망 등 과 의료이용 현황 진료 및 건강검진 요양기관 현황 등의 정보로) ( ),  

구축되어 있다 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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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호트 종류 상 세 

자격 코호트 개인일련번호 성 연령 사망년월 소득분위 등, , , , 

진료 코호트

명세서
주상병코드 부상병코드 서식구분코드. . , 

요양급여비용총액 등 

진료내역 분류코드 단가 금액 일 투여량 등, , , 1

상병내역 상병코드 상병분류코드 등. 

처방전 상세내역 분류코드 단가 금액 일 투여량 등, , , 1

검진 코호트
검진년도 검진기관 신장 체중, , , , 

가족력 유무 흡연상태 등, 

요양기관 코호트 요양기관식별대체번호 요양기관종별코드 등, 

표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 코호트 자료의 구성1. 



- 8 -

나 대기오염측정 자료. 

 대기오염 측정자료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제공하는 대기오염 측정망 자료를  

사용하였다 대기오염측정자료는 전국 측정소 기준으로 아황산가스. (), 

이산화질소( 오존), ( 일산화탄소), ( 미세먼지), ( 등의 항목으로 ) 

구성되며 매시간 단위로 측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대기측정망의 서울시 . 

측정소 년 년 년간 자료를 확보하여 가지 대기오염물질의 일 평균2004 ~ 2013 (10 ) 5 , 

일 최대값 시간 평균 을 사용하였다 표 , 8 (9:00~17:00) ( 2).

측정망 종류 공개항목 측정목적 측정소 수

도시대기 측정망

,,

   

  

도심 거주 지역의 평균( )

대기질 농도 측정

개487

개 시 군(161 · )

도로변 측정망
도시를 둘러싼 교외 

지역의 배경농도 측정

개51

개 시(22 )

국가배경농도 

측정망

국가의 배경농도를 파악하고 

외국으로의 오염물질 유입, 

유출상태 등을 파악

개11

개 시 군(7 · )

교외대기 측정망
자동차 통행량과 유동인구가 

많은 도로변 대기농도 측정

개27

개 시 군(25 · )

항만대기 측정망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 현황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개15

개 시 군(12 · )

표 대기오염 측정자료의 구성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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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상관측 자료. 

  기상관측자료는 기상자료 개방포털에서 제공하는 종관 기상관측 을(ASOS)  

사용하였다. 종관기상관측이란 종관 규모의 날씨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해진 시각에 

모든 관측소에서 같은 시각에 실시하는 지상관측을 말하며 전국에 분포된 개  , 94

관측소 중 서울특별시 관측소에서 관측된 기온 상대습도의 일 평균 자료를,  

사용하였다 표 ( 3).

구분 상세

자료형태 분 시간 일 월 연, , , , 

제공기간 년 지점별 요소별 상이1904 ~( , )

제공지점 개102

기온 강수 바람 기압 습도 일사, , , , , 

일조 눈 구름 시정 지면상태 지면 초상온도, , , , , · ,

일기현상 증발량 현상번호 등, , 

표 기상관측자료의 구성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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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대상2. 

가 아토피 질환 대상자.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 코호트에 속한 중에서 1,113,656 2002~2003

기간에 존재하는 명을 대상으로 년에906,021 2004 ~ 2013 아토피 피부염 (KCD-7, L20.X)

으로 내원한 환자 명을 추출하였고 표 년의 를114,299 ( 4), 2 wash out period  

두어 년에 2002 ~ 2003 주상병이나 부상병으로 아토피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환자 

명을 제외하였다28,099 . 그 후 성인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위해 세 미만의 환18

자들을 명을 제외하였고 서울지역 이외에 거주하는 대상자들 명41,705 , 33,848

을 추가로 제외하여 명을 최종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그림 10,313 ( 1).

상병코드 상병코드명

L20 아토피성 피부염 Atopic dermatitis

L200 베스니에가려움발진 Besnier’s prurigo

L208 기타 아토피성 피부염 Other atopic dermatitis

L208 아토피성 신경피부염 Atopic neurodermatitis

L2084 중등증 아토피성 피부염 Moderate atopic dermatitis

L2085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Severe atopic dermatitis

L2088 기타 아토피성 피부염 Other atopic dermatitis

L209 상세불명의 아토피성 피부염 Atopic dermatitis, unspecified

표 아토피 피부염 상병코드4. (KCD-7 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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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연구 대상자 선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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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토피 질환 중증도 구분. 

 

  아토피 피부염 중증도 구분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보통 임상, 

자료를 활용한 분류법을 많이 사용한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청구자료에는 . ,  

임상 기록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전연구와 치료지침을 검토하여 아토피,  

피부염 처방약을 기준으로 중등도를 분류하였으며 윤다이 같은 날 중증( , 2020), ·

경증 약품이 동시에 처방되는 경우는 중증으로 분류하였다 표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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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도 분류 성분명

경증
스테로이드 외용제

alclometasone ipropionate0.05%, esonide 

0.05%, desonide 0.05%, triamcinolone 

acetonide 0.025%, dexamethasone 0.1%, 

hydrocortisone 1%,hydrocortisone 2.5%, 

hydrocortisone acetate 1%, rednisolone, 

prednisolone acetate, prednisolone 

valeroacetate

칼시뉴린 억제제 pimecrolimus 1%

중증

스테로이드 외용제

clobetasol propionate 0.05%,diflorasone 

diacetate 0.05%, diflucortolone valerate 

0.3%, halcinonide 0.1%, mometasone 

furoate 0.1%, desoxymethasone0.25%, 

desoxymethasone 0.5%, fluocinonide 

0.05%, amcinonide 0.1%, difluprednate 

0.05%, betamethasonevalerate 0.1%, 

budesonide 0.025%, methylprednisolone 

aceponate 0.1%, triamcinolone acetonide 

0.1%, prednicarbate0.25%, fluticasone 

propionate 0.05%, hydrocortisone 

valerate 0.2%, hydrocortisone butyrate 

0.1%, clobetasone butyrate0.05%

칼시뉴린 억제제 tacrolimus 0.03%, tacrolimus 0.1%

전신작용 

면역억제제

cyclosporine, azathioprine, 

methotrexate, mycophenolate mofetil

단일클론 항체
cyclosporine, azathioprine, 

methotrexate, mycophenolate mofetil

표 아토피질환 중증도 분류 기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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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방법3. 

가 기초통계. 

  연구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및 기상 관측자료 대기오염 항목의 특성을· ·  

파악하기 위해 연속형 변수는 평균 표준편차 범주형 변수는 빈도분석을· ,  

시행하였다. 

  

나 환자 교차연구설계 . - (Case-Crossover design)

환자 교차 설계 방법은 환자군에서 대조시기  - (case-crossover design) 

를 이용하여 대조군을 추출해 내는 방법으로써 대조군을(control period) ,  

별도로 선정하지 않고 환자군만으로 연구가 가능하기에 임상역학 분야 대기, , 

오염 분야 등에서 널리 활용된다 기모란 대조시기가 너무 길어질 경우 ( 2008). 

계절 등의 시간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아토피 피부염,  

발병 내원 기준 ( ) +_ 주 총 으로 양방향성 환자 교차연구설계3 , 1:6 - (bidirectional 

을 이용하였다 그림 case-crossover design)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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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환자 교차연구설계 모식도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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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건부 로지스틱 회귀분석  (conditional logistic regression)

  

  아토피 피부염과 대기오염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조건부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일 평균 기온(conditional logistic regression) . ·

상대습도를 보정하여 모형에 대기오염 물질이 하나씩 분석되는 단일오염모형 

을 사용하였고 통계분석은 (one Polutant model) , SAS version 9.4(SAS 

로 수행하였다Institute Inc., Cary, NC, USA) .

라 결측치 처리. 

  기상 및 대기 관측장비는 일시적인 기계 장애 및 통신장애 등으로 자료가 

수집되지 않는 결측치가 발생하는 오류가 있으며 기상 및 대기자료를 (wmo, 2004), 

연구에 사용하기 위해선 결측치 대체가 필요하다 특히 기상 및 대기 자료의 .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시계열 자료인 것으로 트렌드를 반영한 결측치 대체가 , 

중요하다 김연진( , 20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측치 대체법 중 지수가중평균  , (EWMA: Exponential 

대체법을 사용하였고 결측시점 전후 시간을 Weighted Moving Average) , 12 기준으로 

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지수가중평균으로 결측치를 처리1/i (i=-12~12) 하였으며 , 

결측치 처리는 의 패키지를 사용하였다R impute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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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기오염 및 기상관측 자료의 지연효과. 

  대기오염 및 기상관측 자료의 지연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일단위로 구축된 , 

각 변수별 당일 일전 ~ 5 총 개의 효과를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6 , SAS version 

의 함수를 사용하여 계산하였다9.4(SAS Institute Inc., Cary, NC, USA) la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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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Ⅲ

연구대상자 특성1. 

  연구대상자의 특성은 표 표 에 정리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6 ~ 8 , . 

  연구대상자 명 중 남성 여성 로 여성이 명 많이 구성10,313 35.7%, 64.3% 2,957

되었으며, 연령 세 구간별 분포에서는 세 구간이 세 구간이5 30-34 13.0%, 35-39  

로 대에서 11.4% 30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세 세 이상이 로 대의 , 80-84 1.5%, 85 0.7% 80

비율이 낮았다 표 ( 6).

  서울시 개 구별 구성에서는 송파구 강남구 은평구 순으로 높게25 , 7.4%, 6.1%, 5.6%  

나타났고 금천구 중구 종로구 의 비율이 낮았다 표 , 1.9%, 1.6%, 1.5% ( 7).

  또한 분석기간 내에서 대상자 분포는 년이 로 가장 높았고 년이, 2004 13.7% , 2013  

로 가장 낮았다 표 8.8% ( 8).



- 19 -

구분 N = 10,313 (%)

성별
남성 3,678 35.7%

여성 6,635 64.3%

연령구간별 

세(5 )

20-24 462 4.5%

25-29 1,123 10.9%

30-34 1,340 13.0%

35-39 1,172 11.4%

40-44 965 9.4%

45-49 1,037 10.1%

50-54 1,022 9.9%

55-59 874 8.5%

60-64 688 6.7%

65-69 649 6.3%

70-74 467 4.5%

75-79 278 2.7%

80-84 159 1.5%

세 이상85 77 0.7%

표 연구대상자 성 연령별 분포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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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 10,313 (%)

서울특별시

구별

강남구 627 6.1%

강동구 514 5.0%

강북구 353 3.4%

강서구 479 4.6%

관악구 469 4.5%

광진구 329 3.2%

구로구 368 3.6%

금천구 198 1.9%

노원구 570 5.5%

도봉구 347 3.4%

동대문구 356 3.5%

동작구 384 3.7%

마포구 385 3.7%

서대문구 439 4.3%

서초구 567 5.5%

성동구 295 2.9%

성북구 494 4.8%

송파구 766 7.4%

양천구 473 4.6%

영등포구 433 4.2%

용산구 238 2.3%

은평구 577 5.6%

종로구 151 1.5%

중구 163 1.6%

중랑구 338 3.3%

표 연구대상자 지역 구 별 분포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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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 10,313 (%)

연도별

2004 1,410 13.7%

2005 1,142 11.1%

2006 1,054 10.2%

2007 1,114 10.8%

2008 1,062 10.3%

2009 940 9.1%

2010 922 8.9%

2011 886 8.6%

2012 873 8.5%

2013 910 8.8%

표 연구대상자 연도별 분포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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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자료의 특성2. 

가 기초통계. 

  분석기간 년 중 서울지역 전체의 대기오염물질 기상관측 자료의 2004~2013 ․

기초통계 분석결과 의 평균은 이었으며52.99 / , ㎍ ㎥ 는 0.576ppm, 는 

0.005ppm, 는 0.035ppm, 는 평균기온은0.019ppm, 평균상대습도는 12.68 , ℃  

였다 표 60.53% ( 9). 의 최대값이 로 매우 높게나와 추가분석을834.44  

수행한 결과 제 백분위수 제 백분위수 으로 나타나, 95 110.59, 99 151.46  

관측기계 측정오류 등으로 인한 이상치로 판단된다.

변수 Mean Std Min
Percentile

Max
25th 50th 75th

 ( / )㎍ ㎥ 52.99 33.87 4.97 32.39 46.56 65.47 834.44

 (ppm) 0.576 0.236 0.194 0,415 0.514 0.670 1.812

 (ppm) 0.0054 0.0022 0.0020 0.0038 0.0049 0.0064 0.023

 (ppm) 0.0348 0.0125 0.0064 0.0252 0.0330 0.0433 0.0898

 (ppm) 0.0191 0.0103 0.002 0.0109 0.0179 0.0258 0.0710

Temperature 

( )℃
12.68 10.58 -14.5 3.8 14.2 22.2 31.8

Relative 

Humidity (%)
60.53 15.03 19.9 49.3 60.5 71.4 96.5

표 서울지역 대기오염 및 기상자료 기초통계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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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기오염 물질의 분포. 

 대기오염물질 중   는 월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지속적으로  12~1 , 

상승하며 여름철 월 에 가장 높은 수치로 올라가고 다시 감소하는 패턴으로 (5~7 ) , 

계절성이 뚜렷하였다 그림 ( 3). 

그림 서울지역 일 평균 오존 농도 분포3. 

  는 과는 반대로 월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지속적으로 감소12~1 , 

하며 여름철 월 에 가장 낮은 수치가 반복되는 패턴이 발생하였고 그림 (5~7 ) ( 4), 

도 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으며 그림 ( 5), 는 두 오염물질보다는 조금 

약한 계절성을 보였다 그림 ( 6).

   역시 여름철에 월 낮아지고 봄 겨울철 월 에 높아지는  (5~7 ) , (12~1 )․

경향을 보였다 그림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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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서울지역 일 평균 일산화탄소 농도 분포 4. 

그림 서울지역 일 평균 아황산가스 농도 분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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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서울지역 일 평균 이산화질소 농도 분포 6. 

그림 서울지역 일 평균 미세먼지 농도 분포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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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기오염 물질 상관분석. 

  

  대기오염물질(, , , ,  과 기상관측정보 평균기온 상대) ( , 습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분석기간 년 중 일 평균 시간 평균, 2003~2013 , 8 , 일 최대 

농도를 각각 구분하여 피어슨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표 ( 10-12).

 * P value < 0.05

** P value < 0.0001

  일 평균 시간 농도 상관분석 결과(24 ) , 은 다른 대기오염 물질들과 반대 

패턴을 보이던 앞선 분포분석과 같이 다른 물질들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 , 

평균기온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온도가 높은 여름철에 높은 농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을 제외한 나머지 오염물질(, , ,  들은 평균기온과 음의 )

상관관계를 보이며 온도가 낮은 겨울철에 높은 농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 

있었다.

  오염물질 간에는 과 가 의 상관계수를 보이며 상관성이 매우 낮은0.001  

변수      기온 상대습도

 1 0.536** 0.526** 0.499** 0.001 -0.144** -0.084**

 1 0.777** 0.831** -0.47** -0.422** -0.036*

 1 0.688** -0.253** -0.452** -0.223**

 1 -0.378** -0.252** -0.131**

 1 0.393** -0.155**

기온 1 0.415**

상대습도 1

표 대기오염물질의 일 평균 농도 상관분석 결과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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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고, 는 와 0.777, 와 의 상관계수를 보이며 0.831

상관계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상관분석 결과는 시간 평균 농도 일. 8 , 

최대 농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

 * P value < 0.05

** P value < 0.0001

 * P value < 0.05

** P value < 0.0001

변수      기온 상대습도

 1 0.250** 0.255** 0.268** 0.056* -0.075** -0.034*

 1 0.523** 0.584** -0.297** -0.389** -0.086**

 1 0.529** -0.044* -0.294** -0.206**

 1 0.112** -0.126** -0.193**

 1 0.582** -0.039*

기온 1 0.415**

상대습도 1

표 대기오염물질의 일 최대 농도 상관분석 결과12. 

변수      기온 상대습도

 1 0.506** 0.523** 0.463** 0.013 -0.168** -0.098**

 1 0.76** 0.824** -0.431** -0.444** 0.021

 1 0.653** -0.205** -0.445** -0.194**

 1 -0.356** -0.256** -0.004

 1 0.483** -0.195**

기온 1 0.415**

상대습도 1

표 대기오염물질의 시간 평균 농도 상관분석 결과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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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토피 피부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건부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가 연구 대상자 전체 분석결과. 

  대기오염물질(, , , ,  이 아토피 피부염에 미치는 영향)

을 확인하기 위해 조건부 로지스틱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모형은 평균기온. , 

평균 상대습도를 보정하였으며 대기오염물질의 지연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당 , 

일 일까지의 농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표 ~ 5 ( 13).

  연구 대상자 전체 분석결과 아토피 피부염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오염물질은 

 였다 시간 일 평균 농도의 결과를 먼저 보면 일전  . 24 , 2 의 일 평균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아토피 피부염 발생위험은 배0.001 ppm 1.043 (95% [CI], 1.017- 

1.068)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일전 일 평균 농도의 발생위험은 , 3

배 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그 이후 1.045 (95% [CI], 1.020~1.072) , 

일전 배 일전 배 로4 -1.031 (95% [CI], 1.006~1.057), 5 -1.033 (95% [CI], 1.008~1.058)  

발생위험이 서서히 감소하는 형태를 보였다.  일 최대 농도에서는 일전 2

배 일전 배 로 -1.017 (95% [CI], 1.004~1.029), 3 -1.013 (95% [CI], 1.001~1.026)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시간 평균 농도에서는 일전 배 8 2 1.036

일전 배 에서 유의한 (95% [CI], 1.017~1.054), 3 -1.027 (95% [CI], 1.008~1.045)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는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당일 일 평균0.001 ppm  

농도 배 당일 최대 농도 배 -1.010 (95% [CI], 1.000~1.020), -1.007 (95% [CI], 

로 나타나며 당일 농도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1.002~1.012)

나타났고, 는 당일 시간 평균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위험이8 0.01 ppm  

배 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 평균 농도1.017 (95% CI, 1.000~1.0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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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최대 농도 시간 평균 농도 모두 일전에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8 5  

나타났다. 는 모든 농도 모든 지연일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으며, , 

은 일전 시간 평균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위험이 배4 8 10 / 0.994㎍ ㎥  

로 나타나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0.988-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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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당일 일전1 일전2 일전3 일전4 일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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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평균24 1.003 (0.996-1.009) 1.000 (0.993-1.007) 1.000 (0.994-1.006) 0.997 (0.991-1.003) 0.995 (0.988-1.001) 0.998 (0.992-1.004)

시간 최대24 1.001 (0.998-1.004) 0.999 (0.996-1.003) 0.999 (0.996-1.003) 0.999 (0.996-1.002) 0.998 (0.995-1.001) 1.000 (0.997-1.003)

시간 평균8 1.002 (0.996-1.008) 1.001 (0.995-1.007) 0.999 (0.994-1.005) 0.996 (0.991-1.002) 0.994 (0.988-1.000)* 0.999 (0.994-1.005)

 

시간 평균24 1.004 (0.995-1.013) 0.998 (0.989-1.008) 0.998 (0.989-1.007) 0.996 (0.987-1.005) 0.993 (0.984-1.003) 0.994 (0.985-1.003)

시간 최대24 1.003 (0.998-1.008) 0.997 (0.992-1.003) 0.998 (0.993-1.004) 0.997 (0.992-1.002) 0.996 (0.990-1.001) 0.997 (0.992-1.002)

시간 평균8 1.004 (0.995-1.014) 0.997 (0.988-1.006) 0.994 (0.985-1.004) 0.995 (0.986-1.004) 0.992 (0.982-1.001) 0.995 (0.985-1.004)

 

시간 평균24 1.010 (1.000-1.020)* 1.004 (0.994-1.014) 1.000 (0.990-1.010) 0.997 (0.987-1.007) 0.995 (0.985-1.005) 0.992 (0.982-1.002)

시간 최대24 1.007 (1.002-1.012)* 1.002 (0.996-1.007) 0.999 (0.993-1.004) 0.998 (0.993-1.004) 0.997 (0.991-1.003) 0.996 (0.990-1.001)

시간 평균8 1.007 (0.999-1.015) 1.004 (0.996-1.012) 0.997 (0.988-1.005) 0.996 (0.988-1.005) 0.994 (0.985-1.002) 0.993 (0.985-1.002)

 

시간 평균24 1.017 (0.999-1.035) 1.005 (0.987-1.023) 0.994 (0.977-1.011) 0.986 (0.969-1.003) 0.981 (0.964-0.999)* 0.978 (0.961-0.995)*

시간 최대24 1.009 (0.997-1.022) 1.001 (0.988-1.013) 1.003 (0.991-1.016) 0.990 (0.978-1.002) 0.992 (0.980-1.004) 0.986 (0.974-0.998)*

시간 평균8 1.017 (1.000-1.034)* 0.998 (0.980-1.015) 0.987 (0.970-1.003) 0.986 (0.970-1.003) 0.985 (0.968-1.001) 0.981 (0.965-0.998)*

 

시간 평균24 0.983 (0.957-1.009) 1.009 (0.984-1.035) 1.043 (1.017-1.068)* 1.045 (1.020-1.072)* 1.031 (1.006-1.057)* 1.033 (1.008-1.058)*

시간 최대24 0.997 (0.984-1.011) 1.005 (0.992-1.018) 1.017 (1.004-1.029)* 1.013 (1.001-1.026)* 1.005 (0.992-1.017) 1.011 (0.998-1.023)

시간 평균8 0.989 (0.969-1.009) 1.010 (0.992-1.029) 1.036 (1.017-1.054)* 1.027 (1.008-1.045)* 1.017 (0.999-1.036) 1.021 (1.003-1.039)*

표 아토피 피부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건부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13. 

 * P value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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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별 분석 결과. 

  연구 대상자의 성별분포는 남성 명 여성 명 이며(3,678 , 35.7%), (6,635 , 64.3%) , 

성별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 14).

  남성에서는 일전 일 평균 4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아토피 피부염 0.001 ppm  

발생위험이 배 증가했고 시간 평균 농도에서는 1.050 (95% CI, 1.007~1.095) , 8

일전 배 일전 배 로2 -1.032 (95% CI, 1.001~1.063), 4 -1.034 (95% CI, 1.003~1.066)  

나타나며 아토피 피부염 발생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는 당일 

일 최대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배0.001 ppm 1.009 (95% [CI], 1.000~1.018), 

일전 시간 평균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배1 8 0.001 ppm 1.014 (95% [CI], 

로 발생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1.001~1.028) , 은 일전 수치의4  

일 평균 농도 배 일 최대 농도 배0.986 (95% [CI], 0.975~0.997), 0.993 (95% [CI], 

시간 평균 농도 배 로 모두에서 0.987~0.999) 8 0.989 (95% [CI], 0.979~0.999)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역시 가장 영향이 높은 오염물질은  였으며 당일 평균 농도가  , 0.001 ppm 

증가함에 따라 아토피 피부염 발생위험이 배 증가했고1.026 (95% CI, 1.005~1.048) , 

일전 농도에서는 일 평균 농도 배 일 최대 2 1.046 (95% [CI], 1.014~1.078), 

농도 배 시간 평균 농도 배1.018 (95% [CI], 1.003~1.013) 8 1.038 (95% [CI], 

로 모두 발생위험이 증가했으며 일전 농도 또한 일 평균 농도 1.015~1.061) , 3

배 일 최대 농도 배1.052 (95% [CI], 1.020~1.086), 1.016 (95% [CI], 1.001~1.032) 

8시간 평균 농도 배 로 발생위험이 증가하는1.034 (95% [CI], 1.012~1.057)  

것으로 나타났다. 는 당일 시간 평균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8 0.01 ppm 

발생위험이 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1.034 (95% [CI], 1.005~1.048) , 

는 일전 일 최대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배4 0.1ppm 0.986 (95%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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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0.973~0.998) , 은  모든 농도 모든 지연일에서 ,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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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남성 ( n = 3,678 ) 여성 ( n = 6,635 )

당일 일전1 일전2 당일 일전1 일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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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평균24 1.007 (0.997-1.017) 1.007 (0.996-1.018) 1.000 (0.990-1.011) 1.000 (0.991-1.008) 0.996 (0.988-1.005) 1.000 (0.993-1.007)

시간 최대24 1.004 (0.998-1.009) 1.002 (0.997-1.007) 1.000 (0.994-1.005) 0.999 (0.995-1.004) 0.998 (0.994-1.002) 0.999 (0.995-1.003)

시간 평균8 1.008 (0.999-1.017) 1.009 (0.999-1.019) 0.999 (0.989-1.009) 0.999 (0.991-1.006) 0.997 (0.989-1.004) 1.000 (0.993-1.007)

 

시간 평균24 1.000 (0.984-1.015) 1.002 (0.987-1.017) 0.996 (0.981-1.011) 1.013 (0.992-1.035) 1.002 (0.980-1.024) 0.991 (0.970-1.013)

시간 최대24 1.004 (0.995-1.013) 1.000 (0.991-1.008) 0.997 (0.989-1.006) 1.005 (0.993-1.017) 1.004 (0.993-1.016) 0.995 (0.983-1.007)

시간 평균8 1.001 (0.985-1.017) 1.000 (0.985-1.015) 0.996 (0.981-1.012) 1.006 (0.985-1.028) 0.998 (0.976-1.020) 0.987 (0.966-1.009)

 

시간 평균24 1.014 (0.998-1.031) 1.016 (0.999-1.032) 1.009 (0.992-1.025) 1.008 (0.995-1.020) 0.997 (0.985-1.010) 0.994 (0.982-1.007)

시간 최대24 1.009 (1.000-1.018)* 1.004 (0.995-1.013) 1.006 (0.997-1.015) 1.006 (0.999-1.013) 1.000 (0.993-1.007) 0.994 (0.987-1.001)

시간 평균8 1.011 (0.997-1.024) 1.014 (1.001-1.028)* 1.005 (0.992-1.019) 1.005 (0.994-1.015) 0.998 (0.988-1.008) 0.992 (0.981-1.002)

 

시간 평균24 1.010 (0.981-1.040) 1.026 (0.996-1.057) 0.996 (0.968-1.025) 1.021 (0.999-1.044) 0.993 (0.971-1.016) 0.992 (0.971-1.014)

시간 최대24 1.012 (0.991-1.033) 1.012 (0.992-1.033) 0.996 (0.976-1.016) 1.008 (0.992-1.024) 0.994 (0.979-1.010) 1.007 (0.992-1.023)

시간 평균8 1.001 (0.974-1.029) 1.016 (0.987-1.046) 0.993 (0.966-1.021) 1.026 (1.005-1.048)* 0.987 (0.966-1.009) 0.983 (0.962-1.004)

 

시간 평균24 0.995 (0.952-1.040) 1.018 (0.976-1.062) 1.037 (0.995-1.081) 0.976 (0.945-1.009) 1.005 (0.974-1.037) 1.046 (1.014-1.078)*

시간 최대24 1.002 (0.980-1.025) 1.019 (0.997-1.041) 1.014 (0.993-1.035) 0.994 (0.978-1.011) 0.998 (0.982-1.014) 1.018 (1.003-1.033)*

시간 평균8 0.996 (0.963-1.030) 1.024 (0.993-1.056) 1.032 (1.001-1.063)* 0.985 (0.960-1.010) 1.003 (0.981-1.026) 1.038 (1.015-1.061)*

표 성별에 따른 조건부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14. 

 

* P value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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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남성 ( n  = 3,678 ) 여성 ( n = 6,635 )

일전3 일전4 일전5 일전3 일전4 일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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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평균24 0.991 (0.981-1.002) 0.986 (0.975-0.997)* 0.991 (0.980-1.001) 1.000 (0.993-1.007) 0.999 (0.991-1.007) 1.002 (0.994-1.010)

시간 최대24 0.997 (0.992-1.003) 0.993 (0.987-0.999)* 0.997 (0.992-1.002) 1.000 (0.996-1.004) 1.001 (0.997-1.004) 1.002 (0.998-1.006)

시간 평균8 0.990 (0.981-1.000) 0.989 (0.979-0.999)* 0.993 (0.983-1.003) 1.000 (0.993-1.007) 0.997 (0.990-1.004) 1.003 (0.996-1.010)

 

시간 평균24 0.994 (0.979-1.009) 0.989 (0.974-1.005) 0.986 (0.971-1.001) 0.986 (0.965-1.008) 0.984 (0.963-1.006) 0.981 (0.960-1.003)

시간 최대24 0.999 (0.991-1.008) 0.995 (0.986-1.004) 0.993 (0.984-1.002) 0.989 (0.977-1.002) 0.986 (0.973-0.998)* 0.993 (0.981-1.005)

시간 평균8 0.994 (0.979-1.009) 0.985 (0.969-1.000) 0.985 (0.970-1.001) 0.988 (0.967-1.010) 0.989 (0.967-1.011) 0.983 (0.962-1.005)

 

시간 평균24 0.992 (0.976-1.009) 0.987 (0.971-1.004) 0.983 (0.967-1.000)* 1.000 (0.988-1.013) 0.999 (0.987-1.012) 0.997 (0.985-1.010)

시간 최대24 0.996 (0.987-1.005) 0.994 (0.984-1.003) 0.993 (0.984-1.002) 1.000 (0.993-1.007) 0.999 (0.992-1.006) 0.997 (0.990-1.004)

시간 평균8 0.991 (0.977-1.004) 0.988 (0.974-1.002) 0.985 (0.972-0.999)* 1.000 (0.989-1.010) 0.997 (0.987-1.008) 0.998 (0.988-1.009)

 

시간 평균24 0.983 (0.955-1.011) 0.981 (0.953-1.009) 0.970 (0.942-0.998)* 0.988 (0.967-1.009) 0.982 (0.960-1.004) 0.983 (0.962-1.005)

시간 최대24 0.992 (0.972-1.012) 0.992 (0.972-1.013) 0.980 (0.960-1.000)* 0.989 (0.974-1.004) 0.992 (0.977-1.007) 0.989 (0.974-1.004)

시간 평균8 0.980 (0.953-1.008) 0.981 (0.954-1.009) 0.965 (0.939-0.993)* 0.990 (0.970-1.011) 0.987 (0.966-1.008) 0.991 (0.970-1.012)

 

시간 평균24 1.033 (0.991-1.077) 1.050 (1.007-1.095)* 1.029 (0.987-1.073) 1.052 (1.020-1.085)* 1.021 (0.990-1.053) 1.035 (1.004-1.067)*

시간 최대24 1.008 (0.987-1.029) 1.009 (0.988-1.030) 1.004 (0.983-1.025) 1.016 (1.001-1.032)* 1.003 (0.987-1.018) 1.014 (0.999-1.029)

시간 평균8 1.012 (0.982-1.043) 1.034 (1.003-1.066)* 1.019 (0.989-1.051) 1.034 (1.012-1.057)* 1.009 (0.987-1.031) 1.022 (1.000-1.044)

표 성별에 따른 조건부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계속14. ( )

 * P value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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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령별 분석 결과. 

  연구 대상자의 연령분포는 대 명 대 명20~30 (4,097 , 39.7%), 40~50 (3,898 , 37.8%), 

대 이상 명 이며 연령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60 (2,318 , 22.5%) , ( 15).

대에서는 일전   20~30 2  일 최대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아토피  0.001ppm 

발생위험은 배 증가했고1.032 (95% [CI], 1.012~1.052) , 는 일전 시간 평균 2 8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배 로 나타나며 0.01ppm 0.972 (95% [CI], 0.946~0.998)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는 일전 일 최대 시간 평균 농도가 증가함에 4 , 8 0.001ppm 

따라 각각 배 배 로 0.990 (95% [CI], 0.982~0.999), 0.974 (95% [CI], 0.974~1.000)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대에서는 일전 40~50 3  일 평균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아토피 0.001ppm  

발생위험은 배 배 일 최대 농도 배1.076 (95% [CI], 1.035~1.119) , 1.024 (95% [CI], 

시간 평균 농도 배 로 발생위험이 1.004~1.044), 8 1.032 (95% [CI], 1.011~1.07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전 , 4 에서는 일 평균 농도 배1.073 (95% [CI], 

시간 평균 농도 배 로 증가하는 1.031~1.116), 8 1.045 (95% [CI], 1.015~1.075)

것으로 나타났다. 는 일전 일 평균 농도 배3 0.971 (95% [CI], 0.943~0.998), 

일전 시간 평균 농도 배 일전 일 최대 농도 3 8 0.971 (95% [CI], 0.944~0.998), 5

배 로 나타나며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0.979 (95% [CI], 0.959~0.999)  

나타났으며, 는 일전 일 최대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아토피 발생위험이3 0.1ppm  

배 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0.990 (95% [CI], 0.981~0.998) . 는 모든 농도, 

모든 지연일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대 이상에서는 일전   60 5  일 평균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아토피  0.001ppm 

발생위험은 배 증가했고 일전 시간 평균 농도는 1.060 (95% [CI], 1.007~1.115) ,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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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위험이 배 로 나타나 발생위험이 증가하는 1.042 (95% [CI], 1.004~1.081)

것으로 나타났다. 는 당일 최대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아토피0.001ppm  

발생위험이 배 증가했고1.012 (95% [CI], 1.000~1.023) , , , 는 

대 이상에서 아토피 발생의 위험요인이 되지 않았다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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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대 20 ~ 30 ( n = 4,097 ) 대 40 ~ 50 ( n = 3,898 ) 대 이상 60 ( n = 2,318)

당일 일전1 당일 일전1 당일 일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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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평균24 1.004 (0.994-1.014) 1.002 (0.992-1.012) 0.999 (0.988-1.010) 0.996 (0.985-1.008) 1.006 (0.992-1.020) 1.004 (0.990-1.018)

시간 최대24 1.003 (0.997-1.008) 1.001 (0.996-1.006) 0.998 (0.992-1.004) 0.996 (0.990-1.001) 1.003 (0.996-1.010) 1.002 (0.995-1.009)

시간 평균8 1.001 (0.992-1.010) 0.999 (0.989-1.008) 1.001 (0.991-1.011) 1.000 (0.990-1.010) 1.006 (0.994-1.018) 1.007 (0.996-1.019)

 

시간 평균24 1.005 (0.990-1.020) 1.000 (0.986-1.015) 1.002 (0.986-1.018) 0.991 (0.975-1.006) 1.005 (0.986-1.025) 1.006 (0.987-1.025)

시간 최대24 1.004 (0.996-1.012) 0.998 (0.990-1.006) 1.000 (0.991-1.009) 0.997 (0.988-1.005) 1.004 (0.993-1.016) 0.997 (0.986-1.008)

시간 평균8 1.005 (0.990-1.019) 0.997 (0.982-1.011) 1.002 (0.987-1.018) 0.987 (0.972-1.003) 1.006 (0.987-1.026) 1.012 (0.993-1.031)

 

시간 평균24 1.004 (0.989-1.020) 1.004 (0.989-1.020) 1.012 (0.995-1.028) 1.004 (0.987-1.020) 1.018 (0.998-1.040) 1.005 (0.984-1.026)

시간 최대24 1.004 (0.995-1.012) 1.002 (0.994-1.011) 1.008 (0.999-1.017) 1.000 (0.991-1.009) 1.012 (1.000-1.023)* 1.003 (0.991-1.014)

시간 평균8 1.001 (0.989-1.014) 1.005 (0.992-1.017) 1.009 (0.996-1.023) 1.001 (0.987-1.015) 1.013 (0.996-1.031) 1.008 (0.991-1.026)

 

시간 평균24 1.017 (0.989-1.045) 1.002 (0.974-1.031) 1.014 (0.985-1.043) 0.999 (0.970-1.029) 1.022 (0.986-1.061) 1.019 (0.982-1.058)

시간 최대24 1.011 (0.992-1.031) 1.007 (0.988-1.027) 1.007 (0.987-1.028) 0.991 (0.971-1.011) 1.009 (0.983-1.036) 1.005 (0.979-1.032)

시간 평균8 1.015 (0.988-1.042) 0.991 (0.965-1.019) 1.016 (0.988-1.045) 0.995 (0.967-1.024) 1.024 (0.988-1.061) 1.013 (0.976-1.050)

 

시간 평균24 0.984 (0.944-1.027) 1.027 (0.986-1.069) 0.991 (0.949-1.034) 1.010 (0.970-1.052) 0.967 (0.915-1.022) 0.980 (0.930-1.033)

시간 최대24 1.001 (0.980-1.023) 1.008 (0.988-1.029) 1.001 (0.980-1.023) 1.012 (0.991-1.033) 0.982 (0.955-1.011) 0.987 (0.961-1.014)

시간 평균8 0.999 (0.967-1.031) 1.023 (0.993-1.053) 0.988 (0.957-1.021) 1.009 (0.979-1.039) 0.971 (0.931-1.013) 0.993 (0.956-1.032)

표 연령에 따른 조건부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15. 

 * P value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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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대 20 ~ 30 ( n = 4,097 ) 대 40 ~ 50 ( n = 3,898 ) 대 이상 60 ( n = 2,318)

일전2 일전3 일전2 일전3 일전 2 일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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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평균24 0.999 (0.990-1.009) 0.993 (0.983-1.002) 0.998 (0.988-1.008) 1.000 (0.990-1.010) 1.005 (0.992-1.019) 1.000 (0.987-1.013)

시간 최대24 0.999 (0.995-1.004) 0.997 (0.992-1.002) 0.998 (0.993-1.004) 0.999 (0.994-1.004) 1.002 (0.994-1.009) 1.002 (0.996-1.009)

시간 평균8 0.998 (0.990-1.007) 0.994 (0.985-1.003) 0.998 (0.989-1.008) 0.999 (0.990-1.009) 1.004 (0.991-1.017) 0.997 (0.985-1.008)

 

시간 평균24 0.995 (0.981-1.010) 1.002 (0.988-1.017) 1.000 (0.985-1.016) 0.989 (0.974-1.004) 0.997 (0.979-1.017) 0.995 (0.976-1.015)

시간 최대24 0.996 (0.988-1.005) 1.002 (0.994-1.009) 1.000 (0.991-1.008) 0.990 (0.981-0.998)* 1.001 (0.990-1.012) 0.999 (0.988-1.010)

시간 평균8 0.988 (0.973-1.002) 0.998 (0.984-1.012) 1.001 (0.986-1.016) 0.990 (0.975-1.005) 0.995 (0.976-1.015) 0.998 (0.978-1.017)

 

시간 평균24 1.000 (0.985-1.016) 0.990 (0.974-1.005) 1.008 (0.991-1.025) 1.008 (0.991-1.024) 0.985 (0.964-1.007) 0.993 (0.972-1.015)

시간 최대24 0.999 (0.991-1.008) 0.995 (0.986-1.004) 1.002 (0.993-1.011) 1.004 (0.995-1.013) 0.993 (0.981-1.005) 0.996 (0.984-1.008)

시간 평균8 0.998 (0.985-1.011) 0.990 (0.977-1.003) 1.003 (0.990-1.018) 1.004 (0.990-1.017) 0.983 (0.965-1.002) 0.996 (0.979-1.014)

 

시간 평균24 0.982 (0.956-1.010) 1.010 (0.983-1.038) 1.006 (0.978-1.035) 0.971 (0.943-0.998)* 0.993 (0.957-1.030) 0.968 (0.933-1.004)

시간 최대24 1.001 (0.982-1.020) 1.006 (0.987-1.026) 1.008 (0.988-1.028) 0.981 (0.961-1.001) 1.000 (0.974-1.026) 0.976 (0.951-1.002)

시간 평균8 0.972 (0.946-0.998)* 1.010 (0.984-1.036) 1.005 (0.978-1.033) 0.971 (0.944-0.998)* 0.982 (0.948-1.018) 0.970 (0.936-1.006)

 

시간 평균24 1.088 (1.046-1.132) 1.013 (0.972-1.054) 1.011 (0.972-1.051) 1.076 (1.035-1.119)* 1.025 (0.974-1.078) 1.048 (0.995-1.103)

시간 최대24 1.032 (1.012-1.052)* 1.006 (0.986-1.026) 1.002 (0.982-1.022) 1.024 (1.004-1.044)* 1.017 (0.991-1.043) 1.008 (0.983-1.034)

시간 평균8 1.063 (1.033-1.094) 1.013 (0.985-1.043) 1.010 (0.982-1.040) 1.041 (1.011-1.071)* 1.034 (0.996-1.073) 1.025 (0.988-1.064)

표 연령에 따른 조건부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계속15. ( )

 * P value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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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대 20 ~ 30 ( n = 4,097 ) 대 40 ~ 50 ( n = 3,898 ) 대 이상 60 ( n = 2,318)

일전4 일전5 일전4 일전5 일전4 일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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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평균24 0.992 (0.982-1.002) 0.996 (0.986-1.006) 0.997 (0.986-1.007) 0.998 (0.987-1.009) 0.995 (0.982-1.009) 1.002 (0.989-1.014)

시간 최대24 0.997 (0.992-1.002) 0.999 (0.995-1.004) 0.998 (0.993-1.003) 1.000 (0.995-1.006) 1.001 (0.994-1.007) 1.001 (0.995-1.007)

시간 평균8 0.994 (0.985-1.003) 0.999 (0.990-1.008) 0.994 (0.985-1.004) 0.998 (0.988-1.007) 0.994 (0.982-1.007) 1.003 (0.991-1.014)

 

시간 평균24 0.996 (0.982-1.011) 0.996 (0.981-1.010) 0.990 (0.975-1.006) 0.992 (0.977-1.007) 0.993 (0.974-1.013) 0.995 (0.976-1.014)

시간 최대24 0.999 (0.991-1.007) 0.999 (0.991-1.007) 0.990 (0.981-0.999)* 0.994 (0.986-1.003) 0.998 (0.987-1.010) 0.998 (0.986-1.009)

시간 평균8 0.994 (0.979-1.009) 0.996 (0.981-1.010) 0.988 (0.972-1.003) 0.992 (0.976-1.007) 0.994 (0.974-1.014) 0.997 (0.978-1.017)

 

시간 평균24 0.985 (0.969-1.000) 0.991 (0.975-1.007) 1.003 (0.987-1.020) 0.997 (0.980-1.013) 0.999 (0.978-1.021) 0.986 (0.965-1.008)

시간 최대24 0.990 (0.982-0.999)* 0.998 (0.989-1.007) 1.003 (0.994-1.012) 0.994 (0.985-1.003) 0.999 (0.987-1.011) 0.994 (0.982-1.005)

시간 평균8 0.987 (0.974-1.000)* 0.994 (0.981-1.008) 0.999 (0.985-1.013) 0.997 (0.983-1.011) 0.999 (0.981-1.017) 0.986 (0.969-1.004)

 

시간 평균24 0.982 (0.955-1.009) 0.978 (0.951-1.005) 0.984 (0.956-1.012) 0.977 (0.950-1.005) 0.977 (0.941-1.014) 0.981 (0.946-1.017)

시간 최대24 0.999 (0.980-1.018) 0.987 (0.968-1.006) 0.990 (0.970-1.010) 0.979 (0.959-0.999)* 0.983 (0.958-1.009) 0.995 (0.969-1.021)

시간 평균8 0.985 (0.959-1.012) 0.983 (0.957-1.010) 0.984 (0.957-1.012) 0.983 (0.956-1.011) 0.984 (0.949-1.020) 0.975 (0.941-1.010)

 

시간 평균24 0.992 (0.953-1.033) 1.012 (0.972-1.053) 1.073 (1.031-1.116)* 1.037 (0.997-1.079) 1.027 (0.975-1.081) 1.060 (1.007-1.115)*

시간 최대24 0.992 (0.973-1.012) 1.012 (0.992-1.032) 1.018 (0.998-1.038) 1.000 (0.981-1.020) 1.004 (0.978-1.031) 1.026 (1.000-1.052)

시간 평균8 0.999 (0.971-1.028) 1.016 (0.987-1.045) 1.045 (1.015-1.075)* 1.014 (0.986-1.044) 1.003 (0.966-1.042) 1.042 (1.004-1.081)*

표 연령에 따른 조건부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계속15. ( )

 * P value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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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토피 중증도별 분석결과. 

연구대상자의 아토피 중증도 분포는 경증 명 중증 명  (1,793 , 17.4%), (5,024 , 

이며 중증도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8.7%) , ( 16).

아토피 경증에서는   가 가장 큰 위험요인이었다 당일 .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아토피 발생위험은 일 평균 농도 배0.01ppm 1.043 (95% [CI], 

일 최대 농도 배 로 발생위험이 1.001~1.087), 1.037 (95% [CI], 1.007~1.06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전 지연효과에서는 일 최대 농도가 , 5 0.01ppm 

증가함에 따라 배 시간 평균 농도 배0.953 (95% [CI], 0.914~0.993), 8 0.953

로 일전 농도에서는 발생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95% [CI], 0.916~0.993) 5  

나타났다.  는 일전 일 최대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배 2 0.001ppm 1.088

시간 평균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아토피 (95% [CI], 1.008~1.069), 8 0.001ppm 

발생위험이 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67 (95% [CI], 1.022~1.113) . 

은 일전 일 평균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아토피 발생위험은  3 10ppm 

배 일전 시간 평균 농도는 배0.980 (95% [CI], 0.964~0.996), 3 8 0.985 (95% 

[CI], 로 발생위험이 감소했고 일전 농도에서도 일 평균 농도  0.971~0.999) , 4

배0.997 일 최대 농도 배(95% [CI], 0.960~0.998), 0.991 (95% [CI], 

0.983~1.000), 시간 평균 농도 배 로 나타나며8 0.983 (95% [CI], 0.968~0.997)  

발생위험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아토피 중증에서는    만이 아토피 발생의 유일한 위험요인이었으며 , 가 

증가함에 따라 아토피 발생위험은 일전 일 평균 농도 배0.001ppm , 2 1.058

일전 시간 평균 농도 배(95% [CI], 1.022~1.096), 2 8 1.036 (95% [CI], 1.010~1.063), 

일전 일 평균 농도 배 일전 일 최대 농도 3 1.071 (95% [CI], 1.034~1.1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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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일전 시간 평균 농도 배1.024 (95% [CI], 1.007~1.042), 3 8 1.039 (95% [CI], 

일전 일 평균 농도 배1.013~1.066), 4 1.045 (95% [CI], 1.008~1.083), 일전 4

시간 평균 농도 배 일전 일 최대 농도 배8 1.029 (95% [CI], 1.003~1.055), 5 1.036

일전 시간 평균 농도 배 로(95% [CI], 1.000~1.074), 5 8 1.028 (95% [CI], 1.002~1.054)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든 분석에서 아토피 발생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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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경증 ( n = 1,793 ) 중증 ( n = 5,024 )

당일 일전1 일전2 당일 일전1 일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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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평균24 1.002 (0.987-1.018) 0.999 (0.983-1.016) 1.001 (0.988-1.015) 0.999 (0.990-1.009) 0.999 (0.989-1.009) 0.995 (0.986-1.004)

시간 최대24 0.999 (0.991-1.008) 0.999 (0.991-1.007) 1.001 (0.994-1.008) 10000 (0.996-1.005) 0.999 (0.994-1.003) 0.996 (0.991-1.001)

시간 평균8 1.001 (0.987-1.015) 0.999 (0.984-1.013) 1.001 (0.988-1.014) 10000 (0.991-1.008) 0.999 (0.991-1.008) 0.995 (0.987-1.003)

 

시간 평균24 1.013 (0.992-1.035) 1.002 (0.980-1.024) 0.991 (0.970-1.013) 10000 (0.987-1.014) 0.997 (0.984-1.011) 0.995 (0.982-1.009)

시간 최대24 1.005 (0.993-1.017) 1.004 (0.993-1.016) 0.995 (0.983-1.007) 1.002 (0.995-1.010) 0.997 (0.989-1.004) 0.997 (0.989-1.004)

시간 평균8 1.006 (0.985-1.028) 0.998 (0.976-1.020) 0.987 (0.966-1.009) 1.004 (0.991-1.018) 0.994 (0.981-1.008) 0.994 (0.981-1.007)

 

시간 평균24 1.017 (0.994-1.040) 1.015 (0.992-1.039) 0.997 (0.974-1.021) 1.007 (0.993-1.021) 0.998 (0.984-1.012) 10000 (0.985-1.014)

시간 최대24 1.010 (0.997-1.023) 1.006 (0.994-1.019) 10000 (0.987-1.013) 1.004 (0.996-1.011) 0.999 (0.992-1.007) 0.999 (0.991-1.007)

시간 평균8 1.011 (0.993-1.030) 1.011 (0.992-1.030) 0.991 (0.972-1.011) 1.005 (0.993-1.017) 0.999 (0.987-1.010) 0.997 (0.984-1.009)

 

시간 평균24 1.043 (1.001-1.087)* 1.033 (0.990-1.077) 0.984 (0.944-1.025) 1.017 (0.992-1.043) 1.003 (0.977-1.029) 0.985 (0.961-1.010)

시간 최대24 1.037 (1.007-1.067)* 1.019 (0.989-1.049) 1.005 (0.977-1.035) 1.009 (0.991-1.027) 1.008 (0.990-1.026) 0.998 (0.981-1.016)

시간 평균8 1.028 (0.988-1.070) 1.013 (0.972-1.055) 0.966 (0.928-1.005) 1.022 (0.998-1.047) 0.992 (0.968-1.017) 0.981 (0.957-1.005)

 

시간 평균24 0.968 (0.910-1.030) 1.003 (0.945-1.065) 1.059 (0.999-1.122) 0.988 (0.951-1.027) 1.018 (0.982-1.055) 1.058 (1.022-1.096)*

시간 최대24 0.997 (0.965-1.029) 1.017 (0.986-1.048) 1.038 (1.008-1.069)* 1.002 (0.983-1.021) 1.010 (0.992-1.028) 1.013 (0.996-1.031)

시간 평균8 0.979 (0.933-1.027) 1.022 (0.978-1.068) 1.067 (1.022-1.113)* 0.990 (0.962-1.019) 1.017 (0.991-1.044) 1.036 (1.010-1.063)*

표 아토피 중증도에 따른 조건부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16. 

 * P value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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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경증 ( n = 1,793 ) 중증 ( n = 5,024 )

일전3 일전4 일전5 일전3 일전4 일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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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평균24 0.980 (0.964-0.996)* 0.977 (0.960-0.993)* 0.992 (0.977-1.007) 0.999 (0.990-1.008) 0.998 (0.989-1.007) 0.998 (0.990-1.007)

시간 최대24 0.993 (0.985-1.001) 0.991 (0.983-1.000)* 10000 (0.993-1.007) 0.999 (0.994-1.003) 10000 (0.995-1.004) 0.999 (0.995-1.003)

시간 평균8 0.985 (0.971-0.999)* 0.983 (0.968-0.997)* 0.997 (0.985-1.010) 0.998 (0.990-1.006) 0.996 (0.988-1.005) 0.999 (0.991-1.007)

 

시간 평균24 0.986 (0.965-1.008) 0.984 (0.963-1.006) 0.981 (0.960-1.003) 0.995 (0.982-1.008) 0.992 (0.978-1.005) 0.994 (0.981-1.007)

시간 최대24 0.989 (0.977-1.002) 0.986 (0.973-0.998)* 0.993 (0.981-1.005) 0.997 (0.990-1.005) 0.996 (0.988-1.003) 0.997 (0.989-1.004)

시간 평균8 0.988 (0.967-1.010) 0.989 (0.967-1.011) 0.983 (0.962-1.005) 0.993 (0.980-1.006) 0.989 (0.976-1.003) 0.993 (0.980-1.007)

 

시간 평균24 0.982 (0.958-1.007) 0.995 (0.971-1.019) 0.998 (0.974-1.023) 10000 (0.986-1.014) 10000 (0.986-1.014) 0.990 (0.976-1.005)

시간 최대24 0.994 (0.981-1.007) 0.996 (0.983-1.009) 0.998 (0.985-1.012) 0.999 (0.992-1.007) 10000 (0.992-1.008) 0.995 (0.988-1.003)

시간 평균8 0.989 (0.969-1.009) 1.001 (0.981-1.020) 10000 (0.980-1.020) 0.996 (0.985-1.008) 0.995 (0.983-1.007) 0.991 (0.979-1.003)

 

시간 평균24 0.976 (0.937-1.017) 0.971 (0.931-1.012) 0.953 (0.914-0.993)* 0.985 (0.961-1.009) 0.983 (0.959-1.008) 0.982 (0.958-1.007)

시간 최대24 0.979 (0.951-1.008) 0.976 (0.948-1.005) 0.973 (0.946-1.002) 0.991 (0.974-1.008) 0.995 (0.977-1.012) 0.985 (0.968-1.003)

시간 평균8 0.984 (0.946-1.023) 0.984 (0.945-1.025) 0.953 (0.916-0.993)* 0.983 (0.960-1.007) 0.985 (0.962-1.009) 0.984 (0.961-1.008)

 

시간 평균24 1.017 (0.959-1.078) 0.987 (0.930-1.048) 1.031 (0.973-1.093) 1.071 (1.034-1.110)* 1.045 (1.008-1.083)* 1.036 (1.000-1.074)*

시간 최대24 1.007 (0.977-1.037) 0.977 (0.948-1.007) 1.013 (0.985-1.043) 1.024 (1.007-1.042)* 1.011 (0.994-1.029) 1.015 (0.997-1.033)

시간 평균8 1.008 (0.965-1.052) 0.986 (0.944-1.030) 1.021 (0.978-1.065) 1.039 (1.013-1.066)* 1.029 (1.003-1.055)* 1.028 (1.002-1.054)*

표 아토피 중증도에 따른 조건부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계속16. ( )

 * P value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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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Ⅳ

연구자료 및 연구설계에 대한 고찰 1.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본 코호트 과 에어코리아의 1.0

대기오염 자료 기상청의 기상관측 자료를 결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표본 , . 

코흐트 는 년 건강보험 자격보유자 중 약 만 명을 추출하여1.0 2006 2.0% 100  

자격 소득 등 , 사회경제적 변수와 처방 진료내역 등 의료이용 변수 등으로 구성, 

되어있다 아토피 피부염은 차. L20.X (KCD 7 )가 주 부상병으로 청구된 대상자로 ·

정의하였으며 년의, 2 를 통해 기존 질환자를 제외(2002~2003) Wash out period

하였고 그 중 서울지역의 성인을 대상자로 확정하였다 명 연구설계 방법은, .(10,313 )  

자기 자신이 대조군 역할을 하는 환자 교차연구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아토피 - , 

내원 주 로 매칭하는 양방향성도 고려하였다 선행 연구를 통해 대기오염±3 1:6 . 

물질의 지연효과를 고려하고자 하였고 당일 일전 까지의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 ~5

반영하여 조건부 로지스틱 분석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표본 코호트 은 년 년  1.0 2002 ~2013

총 년을 기준으로 구축된 자료로 업데이트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으나 최신 12 , 

트렌드를 반영하기엔 부족하다 대기오염 물질의 농도도 감축정책 환경변화 . , 

등의 요인으로 시대의 따라 그 분포가 달라지므로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한 , 

후속 연구를 통해 연구 결과의 업데이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표본. , 

코호트는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기반으로 구축된 로 청구자료의 상병 진단DB , ( )

코드의 정확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안진하 등 은 연구를 통해 청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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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상병코드와 병원 의무기록의 상병코드가 주상병 기준 의 일치율을81.0%  

보인다는 연구를 발표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청구자료를 통한 분석 . , 

뿐만 아니라 의무기록 자료나 환자들에게 직접 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

으로 아토피 피부질환 정의의 정확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 . 

에어코리아에서 제공하는 대기오염 측정자료는 서울특별시 구 단위로 제공  , 

이 되는 시간 단위 자료이다 시간 단위로 제공되다 보니 기계오류 등으로 . , 

결측값 발생 시 연속된 결측치가 많이 발생하며 이는 연구기간 중, (2004

년 년 총 년 구별 평균 의 비율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수~2013 , 10 ) 5%~10% . 

가중 평균법을 통해 결측치를 대체하였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결측치 대체법 , 

간의 비교를 통한 분석도 필요해 보인다 또한 같은 지역에 있다고 해도 직종. , ,  

등에 의한 요인으로 개인별로 대기오염에 노출 정도가 다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 점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한점이 있었다.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관측자료는 날씨를 파악하기 위해 정해진 시간에   

동시에 관측하는 종관 기상관측 자료로써 전국의 개 지점의 자료로 (ASOS) , 94

구성이 되는데 서울특별시 관측소는 개이다 따라서 기상관측 변수 평균기온, 1 . ( , 

평균상대습도 는 서울특별시 개 구가 모두 같은 값으로 분석되어 기상관측 ) 25 , 

변수의 효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가 진행된. 

다면 기상관측 온도 습도 등 의 분포가 비슷한 지역끼리 그룹화하여 분석을 , ( , )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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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2. 

분석결과 대기오염물질 중 아토피 발생위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였다 또한 서울특별시 연도별 . , 농도는 년 년 2004 0.020ppm, 2009 0.024ppm, 

년 년 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에어코리아2014 0.027ppm, 2019 0.030ppm ( ), 

 농도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 

 대기오염물질의 지연효과를 고려했을 때 남성에서는 일전 여성에서는 일전의4 , 3  

 농도가 가장 큰 요인으로 상대적으로 여성이  농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 분석에서는 대는 일전 대는, 20~30 2 , 40~50 일전 대 3 , 60

이상은 일전 5 농도에 따른 발생위험이 가장 높아 야외활동 빈도가 높은 젊은 

연령층에서 지연효과에 대한 반응이 더 빠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남성에 비해 여성이 지연효과는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에서 경증  , , , 

아토피 보다는 중증 아토피가   농도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 ,  

농도에 더 유의해야 할 것이다 .

  는 유의한 모든 지연효과에서 아토피 피부염과의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며 이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후속 연구에서는 앞선 고찰에서와 같이 청구자료 상병코드 의 진단의, ( )  

정확성을 높이고 대기오염 기상관측 자료의 결측치 처리 등을 통하여, ·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인다면 아토피 피부염과 대기오염 물질 간의 연관성을,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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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결론. Ⅴ

본 연구는 대기오염이 성인에서의 아토피 피부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년 년 총 년간의 국민건강보험 표본 코호트 와 에어코리아의 2004 ~2013 10 DB , 

대기오염 관측자료 기상청의 기상관측자료를 사용하였다 환자 교차연구로, . 1:6 -  

연구설계를 하였으며 대기오염물질의 지연효과를 고려하여 조건부 로지스틱 ,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상대습도 평균기온을 보정하여 분석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에서 아토피  , 

피부염에 가장 큰 위험요인은 로 분석되었다 상세 분석별로는 일전 일 평균. 3  

오존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여성의 아토피 발생위험이 배0.001ppm 1.052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대가(95% [CI], 1.020-1.085) , 40~50 일전 3  

일 평균 오존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아토피 발생위험 배0.001ppm 1.076  

증가하며 가장 높았고 아토피 중증도별 분석에서는 (95% [CI], 1.035-1.119) , 

일전 일 평균 오존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경증보다 중증의 아토피3 0.001ppm  

발생위험이 배 높게 나타났다1.071 (95% [CI], 1.034-1.110) .

이러한 연구결과로 보았을 때 서울지역 대기오염 물질 중 특히   , 은 성인 

아토피 피부염의 발생위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대기오염 물질 저감 환경 오염 방지 등 다방면의 환경보건 정책이 필요함을,  

의미하며 을 포함한 다른 대기오염 물질이 아토피 피부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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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Recently, due to the rapid development of modern society, environmental 

pollution is an important issue, and among them, air pollution is proven to 

be a risk and various studies are being conducted. In particular, atopic 

dermatitis, known as a representative environmental disease, is known to be 

related to air pollution, but intensiv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atopic dermatitis in infants and children, and not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atopic dermatitis in adults. Therefore, through this study, 

the effect of air pollution on the risk of adult atopic occurrence is 

identified, and the basis for adult atopic research is to be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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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and Methods

In this study, a sample cohort provid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was used. The sample cohort is a DB built by extracting about 1 

million people, 2.0% of national health insurers, and consists of 

socioeconomic variables and medical use variables. Atopic dermatitis was 

defined as a subject of diagnostic code L20.X (KCD 7th), and a two-year 

(2002-2003) Wash out period was placed to extract new atopic patients, 

excluding existing patients, and the subjects were confirmed in adults and 

Seoul (10,313). In addition, detailed analysis was performed by classifying 

atopic severity based on prescription drugs. The sutdy design used a  

Bidirectional Case-Crossover study method, and the study was conducted by 

matching with 1:6 for 3 weeks before and after atopic visit. In order to 

confirm the effect of air pollutants, the delay effect from the day to 5 

days ago was considered, and conditional logistic analysis was used for 

analysis.

Resul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zone was the pollutant that had the greatest 

effect on atopic dermatitis. The risk of atopic dermatitis increased by 

1.043 times (95% [CI], 1.017-1.068) as the daily average concentration 

before 2 days increased by 0.001 ppm across the study subjects. The risk of 

occurrence of the daily average concentration 3 days ago is 1.045 times 

(95% [CI], 1.020 to 1.072), and 1.031 times the daily average concentration 

4 days ago (95% [CI], 1.006 to 1.057), The daily average concentration was 

1.033 times (95% [CI], 1.008 to 1.058) five days ago, and the risk of 

occurrence gradually decreased. In the gender analysis, men have a 1.050 

times risk of atopic dermatitis as the average daily concentration 

increases by 0.001 ppm 4 days ago. The risk of atopic dermatitis according 

to the average concentration of 8 hours 2 days ago is 1.032 times (95% CI, 

1.001 to 1.063), The average concentration of 8 hours 4 days ago was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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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 (95% CI, 1.003~1.066). In women, the risk of atopic dermatitis 

increased 1.026 times (95% CI, 1.005-1.048) as the average concentration on 

the day increased by 0.001 ppm. As of 2 days ago, the average daily 

concentration was 1.046 times (95% [CI], 1.014~1.078), The maximum 

concentration per day is 1.018 times (95% [CI], 1.003~1.013), The risk of 

occurrence increased with an 8-hour average concentration of 1.038 times 

(95% [CI] and 1.015 to 1.061). The concentration 3 days ago is 1.052 times the 

average daily concentration (95% [CI], 1.020~1.086), The maximum concentration 

per day is 1.016 times (95% [CI], 1.001 to 1.032), The risk of occurrence 

increased to an 8-hour average concentration of 1.034 times (95% [CI], 

1.012-1.057). In the age-specific analysis, as the daily average ozone 

concentration increases by 0.001 ppm in the 40s and 50s, the risk of atopy 

occurrence is 1.076 times (95% [CI], 1.035 to 1.119 times), The maximum 

daily concentration is 1.024 times (95% [CI], 1.004~1.044), 8 hour average 

concentration 1.032 times (95% [CI], 1.011~1.071), 4 days ago, the average 

daily concentration was 1.073 times (95% [CI], 1.031~1.116), The 8-hour 

average concentration increased by 1.045 times (95% [CI], 1.015 to 1.075). 

In the analysis by severity, nitrogen dioxide was the biggest risk factor 

for mild atopic symptoms. As the concentration increased by 0.01 ppm on the 

same day, the risk of atopic occurrence was found to increase to 1.043 

times the daily average concentration (95% [CI], 1.001 to 1.087) and the 

maximum concentration 1.037 times (95% [CI], 1.007 to 1.067). In the 5-day 

delay effect, the risk of occurrence decreased at the 5-day concentration 

to 0.953 times (95% [CI], 0.914 to 0.993) and the 8-hour average 

concentration (95% [CI], 0.916 to 0.993) as the daily maximum concentration 

increased by 0.01ppm.

Conclusion

Ozone was the most significant risk factor in all analysis by age, gender, 

and severity, and it was found that the risk was higher in women than men, 

in their 40s to 50s in age, and in severe cases than mild atopic symptom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