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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compared indoor air quality of homes in which elementary school children with and without (case

and control) allergic rhinitis live in the Ulsan metropolitan region (UMR). A total of 58 homes (case and control: 29,

respectively; children aged 7 to 12 years) was selected for indoor air quality measurements. The concentrations of

all general indoor air pollutants, except PM2.5, in the case group were much higher than those in the control group.

In particular, the average concentrations of O3 and NO2 in the case group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ly (p⁄0.05)

higher than those in the control group. Average concentrations of CO2 in the case and control groups and NO2 in the

case group exceeded the standard level. Some components of aldehydes and ketones and VOCs indicated large

difference of average concentrations between two groups, but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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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표적인 알레르기 질환에는 알레르기 비염, 아토

피 피부염, 천식 등이 있다 (안재은과 백도명, 2008).

알레르기 질환의 발병률은 주로 선진국에서 증가하

고 있으며, 이것은 알레르기 질환 발병의 주요 요인

이 유전적 기질이라기 보다는 환경적 위험요소와 생

활양식이라는 것을 나타낸다(Tamay et al., 2007). 

그리고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부분의 시간 (85~

90%)을 실내에서 생활하게 됨으로 (Lee and Cho,

2002), 다양한 실내 알레르기 항원과 오염물질에

한 노출의 증가로, 실내환경이 알레르기 질환의 중요

한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알레르기 질환을 일으키는 주된 실내 환경요인으

로는 집먼지진드기, 고양이, 개, 바퀴벌레 등이 있으

며 (Beltrani, 2003; Eggleston et al., 1998; Munir et al.,

1997), 이러한 실내 알레르기 항원이 많을수록 알레

르기 질환 발병에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다고 보고하

고 있다(Chen et al., 2003). 

또한 우유, 달걀, 땅콩, 해산물과 같은 식품류

(Moshe, 2010; Rona et al., 2007)와 오존 (O3), 이산화

질소 (NO2), 미세먼지 (PM10), 휘발성유기화합물질

(VOCs)과 같은 기 및 실내공기 오염물질들도 알

레르기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Shea et

al., 2008; Lee and Hwang, 2008; 이종태 등, 2006;

Breysse et al., 2000). 

표적인 알레르기 질환인 알레르기 비염은 재채

기, 가려움, 코막힘, 콧물 등을 유발하는 질환으로서

(Hsu et al., 2009), 성인들과 아이들 모두에게 흔히

발병되며 (Tamay et al., 2007), 전 세계적으로 10~20

%의 인구가 질환을 앓고 있다 (Dizdar et al., 2007).

질병의 특성상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유병자

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평

소 생활함에 있어서 큰 불편함을 겪게 된다.

이렇듯 알레르기 질환은 아직 명확히 파악되지 않

은 발병원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고,

실내공기질이 알레르기 질환에 미치는 향이 중요

하게 여겨지고 있으며, 또한 사람들이 실내가정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 실내공기오염물질에 장시간

노출되기 때문에 실내공기질 측정을 통한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학생의 가정과 없는 학생의 가정에서의

실내공기질 비교연구는 아직 알레르기 질환과 실내

공기질의 관련성에 한 기초연구가 부족한 우리나

라의 실정에서는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알레르기 비염 발병의 환경

적 특성 파악에 한 기초연구로서, 산업지역에 거주

하는 초등학생들을 상으로 알레르기 비염 환아군

과 조군 가정에서의 실내공기질을 비교 분석하 다.

2. 연구방법

2. 1 상지역 및 상자

실내공기질 측정에 있어 실외 기질은 중요한

향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 계절 및 환기횟수 등에 따

라 차이가 있지만 외기가 실내공기질에 미치는 향

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지역 선정시 울산지역 기질의 표성을 가질

수 있는 3곳 (내륙주거지역: A, 공단인근지역: B, 연안

주거지역: C, 그림 1)을 선정하여 연구를 수행하 다. 

A 지역은 울산지역의 주된 배출원 (공단 및 도심)

으로부터 비교적 멀리 떨어진 내륙 주거지역으로 교

차로와 고속도로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나 비교적

양호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Air Quality

Index (AQI): 46.7). B 지역은 규모 석유화학공단 및

자동차 업종의 풍하지역에 위치하고 산업물동량 수

송이 많아 상 적으로 좋지 못한 기질을 가지고

있다 (AQI: 56.1). C 지역은 연안에 위치한 주거지역

으로 규모 조선업종 공단이 인근에 존재하나 A와

B 지역 중간정도의 기오염 수준을 보이는 곳이다

(AQI: 49.8). 여기서 AQI는 1999년 6월 미국 환경청

(US EPA)에서 기존의 표준오염원지수 (Pollutant

Standards Index: PSI)를 체하기 위해 발표한 것으

로, AQI가 높을수록 기오염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

다.

연구 상자 선정은 세 지역 (A, B, C)에서 랜덤으

로 선정된 3개 초등학교의 학생들을 상으로 수행

된 알레르기 질환 설문조사와 피부반응검사, 면역

로불린 E (Immunoglobulin E: IgE) 항체검사를 근거

로 하여 이루어졌다. 설문조사에서 지난 1년간 알레

르기 비염에 한 의사 진단력이 있는 학생들 중 주

요 알레르기항원에 양성반응을 나타냈거나 또는 면

역 로불린 E 항체 수치가 정상보다 높았던 집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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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아군으로 정의하 고, 지난 1년간 알레르기 비염에

한 의사 진단력이 없는 집단을 조군으로 정의하

다. 연구수행을 위해 총 68가정에서 실내공기질을

측정하 으며, 이 중 본 연구에서 정의한 환아군에

속하는 가정은 29가정, 조군은 29가정으로 최종적

으로 58가정을 상으로 연구를 수행하 다. 

2. 2 실내공기질 측정

각 연구 상 지역의 가정에서의 실내공기질 측정

은 겨울철(2009년 12월~2010년 2월)에 실시되었으

며, 각 지역에서 실내공기질 측정이 실시된 초등학생

가정의 수는 표 1과 같다. 

가정에서의 실내공기질 측정은 학생이 주로 가정

내에서 생활하는 시간 (17:00~19:30)에 실시되었으

며, 각 가정에서는 1시간 동안 측정을 하 다. 그리고

가정 내에서의 실내공기질 측정장소는 학생이 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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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locations of 3 target areas (A, B, and C) for this study.

Table 1. The number of household samples from the tar-
get areas.

Area Case Control

A (residential/traffic) 12 12
B (industrial/traffic) 14 9
C (coastal/shipbuilding) 3 8

Total 29 29



는 방과 거실이었으며, 잠자는 방에서는 40분 동안과

거실에서는 20분 동안 측정을 하 다.

측정장비의 설치위치는 부분 방과 거실의 한 가

운데이었으며, 방과 거실에 구비되어있는 침 나 책

상 등과 같은 가구의 배치구조상 한 가운데에서의

측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최 한 실내공기질을 표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곳에 설치를 하 다. 측정장

비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1 m로 하 다. 

모든 실내공기오염물질은 동시에 측정이 이루어졌

으며, 측정 중 발생된 실내활동 및 특이사항은 자세

히 기록되었다. 그리고 측정시 각 가정에서의 환경적

변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모든 창문과 출입문을 닫

고 실내공기질을 측정하 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실

내공기질 측정항목과 측정 및 분석기기, 그리고 측정

시간(측정간격)은 표 2와 같다. 

2. 3 자료분석

환아군과 조군 가정간의 실내공기질을 비교하기

위한 실내공기오염물질의 농도는 가정 내에서 학생

들이 실제로 잠자는 방과 거실에서 생활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시간가중평균농도 (Time Weighted Average

Concentration)를 이용하 다. 그리고 연구 상 지역

실외 기질과 실내공기질의 상관관계 분석, 환아군과

조군 가정간 실내공기질의 통계적 비교분석을 위

하여 SPS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 다.

3. 결과 및 고찰

3. 1 실외 기질과 실내공기질간의 상관관계

연구 상지역의 실외 기질이 실내공기질에 미치

는 향을 알아보고자 조사된 AQI와 본 연구에서 측

정된 실내공기질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 다. 그 결

과 C 지역의 SO2 (AQI)와 PM10 (IAQ) (R==0.752, p⁄

0.01), CO (AQI)와 CO (IAQ) (R==0.803, p⁄0.05)를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이 없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B 지역의 SO2 (AQI)와 CO (IAQ) (R==

-0.585, p⁄0.05)는 오히려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실내공기질 측정이 겨울철에 이루

어져서 추운날씨로 인해 외부로 통하는 출입문이나

창문을 주로 닫은상태로 생활하기 때문에 외부공기

의 실내유입률이 상 적으로 적기 때문인 것으로 판

단된다. 따라서, 겨울철에는 외기보다는 실내에서의

활동이 실내공기질에 미치는 향이 훨씬 큰 것으로

생각된다. 

3. 2 환아군과 조군 실내공기질 비교

3. 2. 1  일반실내공기질

연구 상지역에서의 환아군과 조군 가정의 일반

실내공기오염물질의 평균농도를 비교한 결과, PM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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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ampling equipment and time (interval) for analysis of indoor air quality at the households of the schoolchild-
ren. 

Items Equipment Sampling

CO2, O3, NO2, CO, Indoor air quality probe Continuous 
Temperature, Humidity (IQ-610Xtra, Graywolf sensing solutions) (60 min, 10 sec interval)

HCHO (Formaldehyde)
Formaldehyde meter Continuous

(Z-300XP, Environmental sensors) (60 min, 10 sec interval)

PM10, PM2.5 Particle mass monitor (GT-331, Sibata)
Continuous

(60 min, 5 min interval)

VOCs
Tenax-TA stainless steel tube (Markes),

(Volatile Organic Compounds)
Mini pump (MP-»100, Sibata) Continuous (20 min)

Thermal desorber (Unity, Markes), GC-MSD (CP-3800, Varian)

DNPH-cartridge (TS-300, Top trading eng.),
Aldehydes and Ketones Ozone-scrubber (OS-200, Top trading eng.), Continuous (60 min)

Mini pump (MP-»300, Sibata), HPLC (1200 series, Agilent) 

Bio-Culture (A.P. Buck inc.)
TSB (Total Suspended Bacteria) Agar medium Continuous (5 min)

General incubator (Labtech)



를 제외한 모든 성분이 환아군에서 높은 평균농도를

보 으며, O3과 NO2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p⁄0.05)

환아군의 농도가 조군보다 1.5배 가량 높았다 (표

4). CO2는 환아군과 조군 모두 ‘다중이용시설의 실

내공기질 유지기준’ (이하 ‘기준’)을 초과하 으며,

NO2는 환아군에서만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기존연구에서도 O3과 NO2의 농도가 알레르기 비

염 환아군에서 높게 나타난 결과를 찾아 볼 수 있다.

Kim 등은 높은 농도의 O3이 산업지역에 거주하고 있

는 아이들의 알레르기 비염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

다(Kim et al., 2011). 그리고 Zhang 등은 높은 농도

의 PM10, SO2, NO2가 알레르기 비염에 한 병원방

문 빈도와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고, 그 중에서 NO2

가 가장 큰 향을 미치며, 각 오염물질의 농도가 10

μg/m3씩 증가할수록 알레르기 비염에 한 상 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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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rrelations between air quality index (AQI) and indoor air quality (IAQ) at the target areas.

Areas IAQ
AQI

SO2 O3 PM10 CO Overall

CO2 0.012 -0.059 -0.122 0.010 -0.119
O3 -0.072 -0.166 -0.307 -0.118 -0.285

A
NO2 -0.072 -0.170 -0.303 -0.110 -0.282
CO 0.171 0.043 -0.222 0.055 -0.205
PM2.5 0.210 0.127 -0.080 0.157 -0.047
PM10 -0.156 -0.063 -0.186 0.235 -0.176

CO2 -0.504 0.188 -0.205 0.216 -0.178
O3 -0.119 0.397 0.350 0.155 0.389

B
NO2 -0.153 0.378 0.341 0.179 0.371
CO -0.585* -0.144 -0.356 0.183 -0.373
PM2.5 -0.302 -0.497 -0.318 0.153 -0.383
PM10 -0.443 -0.392 -0.386 0.156 -0.440

CO2 0.276 -0.409 0.071 0.491 -0.029
O3 0.482 0.180 -0.200 -0.389 -0.121

C
NO2 0.467 0.220 -0.182 -0.397 -0.098
CO 0.391 -0.049 0.251 0.803* 0.197
PM2.5 -0.137 -0.177 -0.349 0.308 -0.324
PM10 0.752** 0.209 0.292 0.456 0.302

*p⁄0.05, **p⁄0.01

Table 4. Average concentrations of general indoor air pollutants at the households of schoolchildren in the target areas.

General indoor air pollutants

Groups Statistics
CO2 (ppm) O3 (ppm) NO2 (ppm)

CO PM2.5 PM10 TSB
(ppm) (μg/m3) (μg/m3) (CFU/m3)

N 29 29 29 29 28 28 29
Case Avg±SD 1396*±579 0.058±0.039 0.071*±0.053 2.0±1.2 5.0±4.0 21.6±15.5 266±186

Min, Max 289, 2818 0.019, 0.208 0.021, 0.276 0.9, 6.9 1.6, 18.8 8.5, 76.7 4, 670

N 29 29 29 29 29 29 27
Control Avg±SD 1209*±298 0.040±0.016 0.047±0.021 1.7±0.8 5.4±5.4 21.2±12.5 227±118

Min, Max 701, 1783 0.010, 0.079 0.008, 0.100 0.8, 4.5 1.4, 28.3 7.0, 73.9 62, 456

Case group/
1.15 1.45 1.51 1.18 0.93 1.02 1.17

Control group

p value 0.384 0.046** 0.046** 0.623 0.755 0.661 0.658

* The values exceeding standard (Standard: CO2: 1,000 ppm, O3: 0.06 ppm, NO2: 0.05 ppm, CO: 10 ppm, PM10: 100 μg/m3, TSB: 800 CFU/m3)
p value in ratio of the case group to the control group (**p⁄0.05)



위험도가 각각 1.0073, 1.0010 그리고 1.0512배 증가

한다고 보고하 다(Zhang et al., 2011).

3. 2. 2  알데히드류 및 케톤류

연구 상지역에서의 환아군과 조군 가정의 알데

히드류 및 케톤류의 평균농도를 비교한 결과, Buty-

raldehyde, m-Tolualdehyde 그리고 Hexaldehyde를 제

외한 모든 성분의 평균농도가 환아군에서 높게 나타

났다(표 5).

특히, Crotonaldehyde, Isovaleraldehyde 그리고 o-

Tolualdehyde의 조군에 한 환아군의 농도비가

각각 2.75, 3.20 그리고 2.24로 환아군에서의 평균농

도가 상 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m-Tolualdehyde의 농도는 환아군이 조군의 1/4수

준으로 환아군에서의 농도가 더 낮게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의 실내환경에서의 Formaldehyde 기

준은 100 μg/m3이며,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제시

하는 가이드라인은 Formaldehyde와 Acetaldehyde에

해 각각 100 μg/m3및 20,000 μg/m3이다. 본 연구에

서의 Formaldehyde와 Acetaldehyde의 평균농도는

환아군과 조군에서 모두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레르기 비염 환아군과 조군간의 알데히드류나

케톤류의 농도 비교에 한 연구는 거의 드물고, 다

른 여러 알레르기 질환에 해서도 발표된 것이

Formaldehyde를 제외하고는 드물다. 

일반적으로 Formaldehyde는 호흡기를 자극하는 물

질로 알려져 있으며 (Jones, 1998), 농도가 높을 경우

(50 μg/m3 초과) 호흡기 질환의 발병이 상당히 증가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Heinrich, 2011) 알레

르기 비염 환아군과 조군간에는 통계적인 농도차

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Formaldehyde와

알레르기 비염에 한 한 연구에서는 본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통계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Rios et al., 2010). 또한 다수의 연구결과 (Franklin et

al., 2000; Garrett et al., 1999)에서도 다른 알레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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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Average concentrations (μμg/m3) of aldehydes and ketones at the households of schoolchildren in the target
areas.

Aldehydes and ketones

Groups Statistics Form Acet
Acetone

Propion Croton Butyr
aldehyde aldehyde aldehyde aldehyde aldehyde

N 29 29 29 29 29 29
Case Avg±SD 78.595±42.265 29.231±18.150 50.298±47.651 4.758±4.868 0.823±1.737 3.236±5.136

Min, Max 29.836, 218.274 6.511, 75.711 3.523, 217.592 0.621, 21.672 0.000, 6.194 0.000, 17.151

N 29 29 29 29 29 29
Control Avg±SD 77.236±43.910 25.109±17.286 49.299±38.875 4.047±3.677 0.299±1.223 3.376±4.751

Min, Max 23.686, 218.274 8.345, 102.429 13.559, 217.592 0.916, 16.151 0.000, 6.194 0.000, 20.413

Case group/
1.02 1.16 1.02 1.18 2.75 0.96

Control group

p value 0.768 0.555 0.524 0.901 0.080 0.633

Groups Statistics
Benz Isovaler Valer o-Tolu m-Tolu Hex

aldehyde aldehyde aldehyde aldehyde aldehyde aldehyde

N 29 29 29 29 29 29
Case Avg±SD 0.811±1.501 2.026±3.326 1.669±1.748 0.954±2.154 0.199±1.074 5.643±5.064

Min, Max 0.000, 4.494 0.000, 12.444 0.000, 7.130 0.000, 6.465 0.000, 5.782 0.000, 16.708

N 29 29 29 29 29 29
Control Avg±SD 0.652±1.237 0.634±0.991 1.063±1.274 0.425±1.715 0.806±2.081 6.079±5.001

Min, Max 0.000, 4.494 0.000, 3.535 0.000, 4.360 0.000, 8.582 0.000, 7.295 0.000, 15.489

Case group/
1.24 3.20 1.57 2.24 0.25 0.93

Control group

p value 0.788 0.109 0.153 0.232 0.175 0.726



질환에 Formaldehyde가 미치는 향을 발견하지 못

하 다.

3. 2. 3  휘발성유기화합물질

연구 상지역에서의 환아군과 조군 가정의 휘발

성유기화합물질의 평균농도를 비교한 결과, Styrene

을 제외한 모든 성분의 농도가 환아군에서 높게 나

타났다 (표 6). 특히, Ethylbenzene은 조군에 한

환아군의 농도비가 2.17로 환아군의 평균농도가 상

적으로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분석된 휘발성유기화합물질들

중에서는 환아군과 조군간의 농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성분은 없었다.

한편, 프랑스의 567개의 가정을 상으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Ethylbenzene, Trichloroethylene, m,p-

Xylene 그리고 o-Xylene이 알레르기 비염과 통계적

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높은 농도의 Ethyl-

benzene, Trichloroethylene, m,p-Xylene 그리고 o-Xy-

lene이 알레르기 비염 발병에 각각 1.48, 1.54, 1.46,

1.43배 위험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Billionnet

et al., 2011). 그리고 Diez 등은 실내에서의 Benzene의

농도가 5.6 μg/m3 이상, Styrene의 농도가 2.0 μg/m3

이상일 경우, 호흡기 계통 질환 발병의 위험도를 각

각 2.4, 2.1배 높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Diez et al.,

2000). 그러나 사무실 작업자들을 상으로 한 연구

에서는 VOC의 농도와 알레르기 비염은 관련성이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Rios et al., 2010). 

4. 결론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울산지역의 다양한 환경적 특성을

표할 수 있는 3곳의 연구 상 지역을 선정하여 그

지역의 초등학생들을 상으로 알레르기 비염 환아

군과 조군간의 가정 실내공기질을 비교 분석하

다. 

일반실내공기오염물질들의 농도는 PM2.5를 제외하

고 모두 환아군에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O3과 NO2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p⁄0.05) 환아군에서의 농

도가 높게 나타났다. CO2는 환아군과 조군에서 모

두 기준을 초과하 고, NO2는 환아군에서만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군에서의 PM2.5

농도가 환아군보다 높았던 이유는 B 지역 조군의

한 가정에서 실내공기질 측정시 실내에 거주해 있던

아이의 갑작스러운 실내활동으로 매우 높은 평균농

도(28.3 μg/m3)를 보 으며, 이 값이 전체적인 조군

의 평균농도 값을 증가시킨 것으로 파악된다. 알데히

드류 및 케톤류와 휘발성유기화합물질들의 농도는

모두 기준을 만족하는 수준이었으며, Crotonaldehyde,

Isovaleraldehyde, Tolualdehyde류 그리고 Ethylben-

zene과 같이 환아군과 조군간의 농도차이가 큰 몇

몇 성분들이 있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 (p⁄

0.05)은 아니었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알레르기 비염 환아군과 조

군간의 실내공기질 비교에서 O3과 NO2농도가 통계

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물론 각 가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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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Average concentrations (μμg/m3) of volatile organic compounds at the households of schoolchildren in the tar-
get areas. 

Volatile organic compounds

Groups Statistics
Benzene Toluene

Ethyl m,p-
Styrene

o-
TVOC

benzene Xylene Xylene

N 28 28 28 28 28 28 28
Case Avg±SD 0.792±0.531 18.629±23.347 2.560±4.302 4.510±5.451 0.411±1.227 2.054±2.984 627.604±474.985

Min, Max 0.329, 3.194 1.683, 85.591 0.000, 20.003 0.000, 26.894 0.000, 4.991 0.000, 13.447 64.436, 1956.674

N 29 29 29 29 29 29 29
Control Avg±SD 0.676±0.334 14.130±14.166 1.178±1.077 3.770±3.089 0.479±1.302 1.304±0.970 680.324±633.306

Min, Max 0.334, 1.993 0.000, 67.756 0.000, 3.276 0.000, 13.370 0.000, 5.034 0.000, 3.844 150.705, 2999.288

Case group/
Control group

1.17 1.32 2.17 1.20 0.86 1.58 0.92

p value 0.188 0.487 0.505 0.981 0.249 0.917 0.943



단 1회의 측정결과를 이용한 자료분석의 제약과 실

내공기질 측정시 발생되는 여러 환경적 변수를 고려

하지 못한 점은 본 연구결과의 중요한 한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개인 가정에서의 실내공기질 측정이 어려

움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보다 많은 수의 샘플을

확보한 점과 울산지역 (산업지역)을 상으로 최초로

연구가 진행된 점에서 연구자료와 기초분석의 의미

는 충분히 있다. 차후 충분한 수의 샘플 확보와 함께

개인별로 존재하는 다양한 혼란인자가 고려된다면

알레르기 비염과 실내공기질과의 상관관계에 한

보다 신뢰성 있는 결과가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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