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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

수목류 꽃가루에 감작된 알레르기 환자 내원과
기상요인간의 연관성
알레르기 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는 질환 중 하나이다.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 물질 중 하나인
꽃가루는 기상요인에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봄철 기온이 높을수록
수목류

꽃가루의

개화시기가

빨라져

꽃가루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어지고

노출되는 총량도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다. 또한 꽃가루의 양이 많아질수록
알레르기

환자의

증상이

악화되고

심한

증상을

호소하는

빈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꽃가루에 감작된 알레르기 환자의 증가가 기상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수목류 꽃가루에
감작된 환자의 내원과 기상요인간의 연관성을 보는 것이다.
연구 대상은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아주대학교 병원에 내원한 환자
중에서 수목류 꽃가루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와 비슷한 4월에서 7월 사이에
알레르기 피부단자시험을 받은 만18세 이상의 성인이었다. 피부단자시험 결과,
음성 대조액에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12종의 수목류 꽃가루 알레르겐 중 한
개

이상에서

양성

대조액의

팽진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

감작되었다고

정의하였다. 기상요인은 수원시의 해당연도 2, 3, 4월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상대습도, 풍속, 강수량의 월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수목류 꽃가루에
감작된 환자와 기상 요인들과의 연관성은 상관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다. 연도별 알레르기 피부단자시험 수, 수목류 꽃가루에 감작된 환자 수의
변화는 선형회귀분석을 하였다.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4,715명의 평균연령은 38.4세(표준편차, 13.41세)
였으며,

그

중에서

남자는

2,206명(46.8%)이었다.

수목류

꽃가루에

감작된

환자수는 965명(20.5%)이었다. 수목류 꽃가루에 감작된 환자 수와 유의한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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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보인 기상요인은 3월 최저기온이었다(R=0.754, p=0.019). 3월 최저기온과
알레르기 피부단자시험을 받은 환자의 수목류 꽃가루 감작여부 사이에 유의한
연관성이 있었다(비차비, 1.116; 95% 신뢰구간, 1.029-1.211). 연도별 알레르기
피부단자시험 수, 수목류 꽃가루에 감작된 환자 수는 증가하는 추세였다. 각각의
회귀식을 이용해 1999년과 2008년의 기대값을 비교한 결과, 2008년이 1999년보다
각각 2.6배, 3.5배 증가하였다.
본 연구 결과 수목류 꽃가루에 감작된 성인 환자의 내원이 3월 최저기온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월 최저기온이 상승하면 수목류 꽃가루
양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알레르기 환자의 증상이 악화되어 병원 방문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핵심어: 기후변화, 알레르기, 기상요인, 수목류 꽃가루, 알레르기 피부단자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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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A. 연구 배경

지구의 기온은 과거 백 년간 0.74℃ 상승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향후
100년간

6.4℃까지

더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IPCC,

2007).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해 기온상승, 해수면 상승, 극단적인 기상재해의 발생빈도 및 강도
증가, 강수량 등의 날씨 패턴의 변화가 발생하며, 이에 따라 공기, 물, 식품의
질과 생태계, 농업, 산업과 이주, 경제 등의 변화가 발생한다. 따라서 기후변화는
사람들의 생활과 건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에는 고온과 한파로 인한 건강영향, 강풍, 폭풍, 홍수, 가뭄과 같은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 식품, 물과 관련된 질병, 대기오염, 알레르기 질환, 전염병,
직업성

질환,

자외선

관련

질환이

있다(IPCC,

2007).

그

중에서

최근에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꽃가루가 기후변화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IPCC, 2007).
알레르기 질환은 전세계적으로 유병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질환이다
(Mosges, 2002). 알레르기 질환 중 하나인 천식의 유병율 변화 추세를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 어린이의 천식 유병율이 1980년에는 3.6%였지만 2003년에는
5.8%로 증가하였으며 대부분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가에서도 성인과 어린이의
천식 유병율이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Eder 등, 2006). 호주에서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2007년 전 국민의 19.6%에 해당하는 약 4백만 여명이 한 가지
이상의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근로 연령인 15-64세에 해당하는
인구에서 가장 높은 유병율을 보였다. 그리고 2050년까지 알레르기 질환의
유병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2007년 알레르기 질환으로 인한
질병부담을 경제적 비용으로 환산하면 총 294억 달러이고, 알레르기 환자 한
명당 7,200달러였다(Access Economics, 2007). 이와 같이 알레르기 질환이 증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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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유전적 요인의 변화보다는 환경적 요인의 변화가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되고 있다(Mosges, 2002).
주로

주변

환경으로부터

노출되며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항원물질인

알레르겐(allergen)은 흡입성 알레르겐과 음식 및 기타 알레르겐으로 분류할 수
있다. 흡입성 알레르겐은 실외항원과 실내항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실외항원에
속하는

물질에는

알레르기

공중

꽃가루와

공중

진균,

잎응애가

있고,

실내항원에는 집먼지진드기, 고양이 및 개털, 바퀴가 있다.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흔한 음식물 알레르겐에는 계란, 우유, 콩, 땅콩, 견과류, 메밀, 밀, 생선, 어패류,
음식물 보존제, 향신료, 색소 등이 포함된다(대한 천식 및 알레르기 학회, 2002).
대기

중

알레르겐(aeroallergen)이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는다는

보고가

많은데 특히 꽃가루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Beggs, 2004). 꽃가루와
기후변화의 지표인 기상요인의 관련성에 관한 기존 연구들 중에서 기온이
꽃가루의 역학(dynamics)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많다. 이러한 연구들은
수목류

꽃가루

자료를

이용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유럽

지역에서

자작나무(birch) 꽃가루에 관한 연구가 많다. 자작나무 꽃가루는 북부, 중부, 동부
유럽에서 가장 알레르기를 잘 유발하는 수목류 꽃가루로 알려져 있는데(D’Amato
등, 2007), 그 농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Th 등, 1995). 기온이 높을수록
자작나무 꽃가루의 농도가 높아지고(Rasmussen, 2002; Frei와 Gassner, 2008)
알레르기성이 증가하며(Hjslmroos 등, 1995; Ahlholm 등, 1998), 개화시기가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Emberlin 등, 2002;

Frei와 Gassner, 2008; Yli-Panula 등,

2009). 북아메리카에서 시행된 연구에서 삼나무(cedar), 굴참나무(oak), 히코리
(hickory), 자작나무 꽃가루 농도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삼나무의

개화시기는

겨울철

기온이

높을수록

유의하게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Levetin, 2001). 동아시아에서 시행된 연구 중 일본의 삼나무는 기온이
높을수록 개화시기가 빨라지고 꽃가루 농도가 증가하였다(Teranishi 등, 2000).
또한 삼나무 꽃가루 계절의 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Kishikawa 등,
2001). 국내 연구에서도 수목류 꽃가루 농도가 잔디나 잡초류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농도의 변화가 기온, 강수, 일조 시간 등 다양한 기상요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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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밀한 관계가 있었고, 특히 기온과 강수가 꽃가루 농도를 결정하는데 주요
원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오재원, 2009).
따라서 기후변화로 인해 꽃가루에 노출될 기회가 늘어나면 알레르기
질환이 증가하고 심한 증상을 호소하는 빈도가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Beggs와
Bambrick, 2005). 실제로 캐나다의 10개 도시를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에서 수목류
꽃가루 농도가 높아질수록 천식으로 인한 입원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ales 등, 2008).
기존 연구들을 통해 기후변화가 알레르기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는 기후와 꽃가루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꽃가루 알레르기 환자가 기상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한

알레르기 질환의 부담이 전염병 매개 질환이나 설사 질환에 비해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Beggs와 Bambrick, 2005).
따라서 본 연구는 수목류 꽃가루 알레르기 환자의 내원이 기후변화의
지표인 기상요인들과 관련이 있는지 조사하여 기후변화가 알레르기 질환의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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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연구의 가설 및 목적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요인들의 변화가 꽃가루에 영향을 준다는 보고가 많다.
또한 꽃가루는 알레르기 질환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이 이미 잘 밝혀져 있다.
따라서 기상요인들과 꽃가루 알레르기 환자의 내원 사이에도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기후변화 추세가 장기적으로 꽃가루 알레르기 환자 증가에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다. 이 가설을 입증하기 위한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목류 꽃가루에 감작된 환자의 내원과 기상요인 간의 연관성을
파악한다.
둘째, 수목류 꽃가루 감작 환자수의 변화 추세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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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료
료 및 방법
법
A. 대상
상자

19999년부터 2008년까지
2
수원 소재
재의 아주대
대학교 병원
원에 내원한 알레르기
질환

의
의심

환자를
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수목류
수

꽃가
가루에

감작
작되었는지

명확하게
게 확인할 수 있는 알레르기
알
피
피부단자시험
험을 받은 기록이 있는 만18세
이상의 성인 환자
자를 선택하
하였다(Fig. 1). 성인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달
알레르
르기 행진(aallergic marching)과 같이
같
성장기
기에 따라
소아는 성인과 달리
나타나는
는

질환이
이

다양하고
고,

검사방
방법에

제약이
제

많이
이

따라

알레르기

피부단자
자시험을 하지
하
못하는 경우가 있기
있
때문이다
다(대한 천식
식 및 알레르
르기 학회,
2002).

2001년도

알레르기

피부단자시
시험

자료
료

일부가

도는 연구에
에서 제외시켰
켰다.
2001년도

Fig. 1. Process of subjects se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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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되었기
기

때문에

B. 알레르기 피부단자시험

알레르기

질환의

원인

항원인

알레르겐을

찾는

방법

중

알레르기

피부시험은 민감도가 높으며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어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방법으로는

있다(대한

천식

단자시험(prick

및
test),

알레르기

학회,

소피시험(scratch

2002).
test),

알레르기

피부시험

피내시험(intradermal

test)등이 있는데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단자시험을 받았다. 연구 대상자들이
받은 단자시험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기간 동안 알레르기 피부단자시험에 사용된 검사시약은 Bencard사와
Allergopharma사에서 제조된 것으로 두 회사 제품의 성분은 같았다. 시약의
종류에는 수목류 꽃가루에 해당하는 수목류 혼합(tree mix), 오리나무 (alder),
소나무(pine), 굴참나무(oak), 물푸레나무(ash), 너도밤나무(beech),
아카시아나무(acacia),

버드나무(willow),

포플러나무(poplar),

자작나무(birch),
느릅나무(elm),

개암나무(hazel)와 같이 12종의 항원용액과 양성 대조액인 히스타민(histamine
1mg/ml)과 음성 대조액인 식염수(saline)였다.
피부단자시험의 검사는 알레르기 검사실의 숙련된 검사자가 시행하였다.
우선 환자의 등이나 팔의 전박부를 70% 알코올 솜으로 닦고 건조시킨 후에 항원
용액과 양성 대조액, 음성 대조액을 한 방울씩 점적한다. 이때 강양성을
나타내는 항원이 근접하여 있으면 팽진(wheal)이나 발적(erythema)이 혼합되어 각
항원의 양성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으므로 검사 항원들을 2-3cm 이상의
거리를 두고 피부에 점적한다. 이후 란셋이나 침으로 피부를 약간 들어올려
점적한 검사액이 표피까지 도달하도록 한다. 검사과정 중 너무 깊이 찔러 피가
비치거나 통증을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각 항원의 검사에는 각각의 다른
침을 사용한다. 바늘로 찌른 후 1분이 경과하면 근접된 항원이 서로 묻지 않도록
조심해서 점적한 항원을 닦아낸다. 나타나는 반응이 최대에 이르는 시간은
피부단자에 사용한 도구나 검사 부위에 따라 약간 차이가 나지만 흔히 15분
뒤에 팽진과 발적의 크기(mm)를 측정한다(대한 천식 및 알레르기 학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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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조사기간 동안 알레르기 피부단자시험을
받은 환자 전원을 대상으로 검사 결과를 확인하여 분석자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검사결과는 팽진의 평균지름을 이용하여 판정하였다. 평균지름의 계산은
팽진의 가장 넓은 직경과 그 직선에 양측을 2등분하여 직각으로 그은 좁은 직경
둘을 측정하여 합한 후 2로 나누었다. 동일한 항원으로 동일인에게 피부시험을
시행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반응이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항원
단독에 의한 판정보다는 히스타민 양성 대조액과 알레르겐의 반응을 비교하여
판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리고 항원에 의해서 발생한 팽진의 크기가 양성
대조액에 의하여 생긴 팽진보다 클 경우 원인 알레르겐으로서 임상적 의미를
가진다(손병관과 임대현, 2007). 그래서 수목류 꽃가루에 해당하는 각각의 항원과
양성 대조액인 히스타민의 팽진 크기를 비교하여 감작 여부를 판단하였다. 음성
대조액에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총 12종의 수목류 꽃가루 항원 중 한 개
이상에서 히스타민의 팽진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수목류 꽃가루에 감작되었다고
정의하였다.

C. 기상자료

기상자료는 기상청에서 측정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알레르기 피부단자
시험을 받은 대상자와 동일한 연도에 해당하는 2001년을 제외한 1999년부터
2008년까지의 수원시 기상요인들을 조사하였다. 기상요인들은 일별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상대습도, 풍속, 강수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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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통계분석

환자가 수목류 꽃가루에 노출되어 알레르기 증상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알레르기 피부단자시험을 받기까지 1개월에서
2개월의 시간 차이(time lag)가 있다고 가정하였다. 국내 수목류 꽃가루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가 3월에서 5월 사이인 점(오재원, 2009)을 감안하여 실제로 수목류
꽃가루에

감작된

생각하였다.

환자가

그래서

병원에

대상자

중

내원하는
4월에서

시기를

7월

4월에서

사이에

7월

검사를

받은

사이라고
환자를

추출하였다. 수목류 꽃가루 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상자들이 검사를
받은 시기보다 시간적으로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상자료 중 2, 3, 4월의
기상요인을 선택하여 월평균값을 구하였다.
연도별 연구 대상자 수, 성별 분포, 평균 연령, 수목류 꽃가루에 감작된
환자 수의 분포와 2, 3, 4월 기상요인들의 월평균과 표준표차를 기술통계를
이용해 조사하였다. 수목류 꽃가루에 감작된 환자 수와 기상요인들간의 상관성을
알기 위해 상관분석을 하였다. 상관분석에서 유의하게 나온 기상요인과 수목류
꽃가루에

감작된

환자의

내원

사이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다. 알레르기 피부단자시험 수와 수목류 꽃가루 감작 환자 수의
연도별 변화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선형회귀분석을 하였다. 선형회귀분석을 통해
얻어진 각각의 회귀식을 이용해 1999년과 2008년도의 기대값을 구한 다음,
비(ratio)를 계산하여 10년 동안의 증가율을 구하였다. p값이 0.05보다 작은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해 통계분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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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A. 연구 대상자의 특성 및 기상요인

2001년을 제외한 1999년부터 2008년까지 4월에서 7월 사이에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알레르기 피부단자시험을 받은 성인환자는 총 4,715명이었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38.4세(표준편차, 13.41세)였으며, 그 중에서 남자는 2,206명(46.8%)
이었다. 수목류 꽃가루에 감작된 환자 수는 965명이었다(Table 1). 연도별 2, 3, 4월
기상요인들의 월평균값은 Table 2와 같았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Year

Total patientsno.

Male-no.(%)

Mean ageyr(SD)

Patients sensitized to
tree pollen-no.(%)

1999

325

143(44.0)

38.6(13.35)

42(12.9)

2000

372

155(41.7)

37.9(12.87)

57(15.3)

2002

416

184(44.2)

38.3(12.85)

87(20.9)

2003

533

232(43.5)

37.6(12.25)

140(26.3)

2004

455

229(50.3)

38.7(12.12)

101(22.2)

2005

511

254(49.7)

38.3(13.43)

87(17.0)

2006

533

254(47.7)

39.4(13.73)

107(20.1)

2007

635

312(49.1)

38.7(13.58)

135(21.3)

2008

935

443(47.4)

38(14.71)

209(22.4)

Total

4,715

2,206(46.8)

38.4(13.41)

965(20.5)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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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수목류 꽃가루 감작 환자 수와 기상요인간의 상관성
연도별 4월에서 7월까지 수목류 꽃가루에 감작된 환자 수와 2, 3, 4월
기상요인들의 월평균값 간의 상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수목류 꽃가루 감작
환자 수가 2월, 4월의 기상요인들과는 유의한 상관성이 없었고, 3월 기상요인
중에서는 최저기온이 유의한 상관성을 나타냈다(R=0.754, p=0.019) (Table 3).
연도별 3월 최저기온과 수목류 감작 환자 수가 상관이 높게 나타났으며, 2005년
이후로는 3월 최저기온과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Fig. 2). 3월 최저기온과 수목류 감작 환자 수의 산점도에서 양의
방향으로 강한 선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Fig. 3).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the meteorological factors in February, March and April
and numbers of patients sensitized to tree pollen from April to July.
Month

Meteorological factors

R

p-value

Feb

Aver Temp-℃
Max Temp-℃
Min Temp-℃
Relat Hum-%
Wind speed-m/s
Precipitation-mm

0.064
0.115
-0.011
-0.051
-0.398
0.300

0.870
0.769
0.977
0.897
0.289
0.433

Mar

Aver Temp-℃
Max Temp-℃
Min Temp-℃
Relat Hum-%
Wind speed-m/s
Precipitation-mm

0.389
0.115
0.754
0.565
-0.289
0.334

0.301
0.769
0.019
0.113
0.451
0.379

Apr

Aver Temp-℃
Max Temp-℃
Min Temp-℃
Relat Hum-%
Wind speed-m/s
Precipitation-mm

0.212
0.156
0.224
0.166
0.019
-0.005

0.585
0.688
0.563
0.669
0.961
0.990

There was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minimum temperature in March and number of
patients sensitized to tree pollen(R=0.754, p=0.019). R: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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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nnual minimum temperature in March and number of patients sensitized to

No. of patients

tree pollen between April and July. Both trends were simi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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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catter plot between minimum temperatures in March and numbers of patients
sensitized to tree pollen between April and July. There was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wo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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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수목류 꽃가루 감작 환자와 3월 최저기온간의 연관성
상관분석에서 유의한 기상요인이었던 3월 최저기온이 수목류 꽃가루 감작
환자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3월 최저기온과 같은 해
4월에서

7월까지

병원에

내원한

알레르기

환자의

수목류

꽃가루에

대한

감작여부 사이에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Table 4). 비차비(odds ratio)는 3월
최저기온이 섭씨1도 높아질 때 병원에 방문해 알레르기 피부단자시험을 받은
알레르기 환자가 수목류 꽃가루에 감작된 환자일 확률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성별과 나이를 보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3월 최저기온이 섭씨1도 높아지면
수목류 꽃가루에 감작된 환자일 확률이 12.1%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5%
신뢰구간, 1.034-1.216). 그리고 성별과 나이를 보정한 상태에서도 11.6%만큼
유의하게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95% 신뢰구간, 1.029-1.211).

Table 4. Sensitization to tree pollen of patients with allergic skin prick test from April
to July according to minimum temperature in March.
Odds ratio

95% CI

Unadjusted

1.121

1.034-1.216

Adjusted*

1.116

1.029-1.211

Independent variable: minimum temperature in March.
Dependent variable: sensitization on tree pollen of patients with allergic skin prick test from
April to July.
There was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the minimum temperature in March and the
sensitization to tree pollen of patients (OR, 1.116; 95% CI, 1.029-1.211). CI: confidence
interval. * Adjusted for sex and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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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수목류 꽃가루 감작 환자 수의 변화 추세
알레르기

피부단자시험

수와

수목류

꽃가루에

감작된

환자

수의

선형회귀분석 결과 연도에 따라 둘 다 유의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각각
p=0.002, p=0.007). 알레르기 피부단자시험 수의 1999년 기대값은 294였고 2008년
기대값은 753이었다. 수목류 꽃가루에 감작된 환자 수의 기대값은 1999년이 48,
2008년이 166이었다. 2008과 1999년 기대값의 비를 이용해 10년 동안의 증가율을
구하면 알레르기 피부단자시험 수는 2.6배 증가한 반면, 수목류 꽃가루에 감작된

250

200

200
y=14.82x+33.139

150

150

100

100

50

y=57.35x+231.139

0
1998

50
0

2000

2002

2004

2006

2008

pollen

250

No. of patients sensitized to tree

No. of allergic skin prick tests(X10)

환자 수는 3.5배 증가하여 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Fig. 4, Table 5).

2010

Year
No. of allergic skin prick tests

No. of patients sensitized to tree pollen

Fig. 4. Annual number of allergic skin prick tests and patients sensitized to tree pollen
between April and July from 1999 to 2008 except 2001. Both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trends. But number of patients increased more rapid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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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Linear regressions of annual number of allergic skin prick tests and patients
sensitized to tree pollen.
Coefficient

R2

pvalue

Predictive
value in 1999
(A)

Predictive
value in 2008
(B)

B/A

No. of allergic skin
prick tests

57.35

0.757

0.002

294

753

2.6

No. of patients
sensitized to tree
pollen

14.82

0.664

0.007

48

166

3.5

Annual number of allergic skin prick tests and patients sensitized to tree pollen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trends(p=0.002, p=0.007, respectively). Each ratios of the predictive
values in 2008 and 1999(B/A) were 2.6 and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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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본 연구 결과에서 3월 최저기온이 높을수록 수목류 꽃가루에 감작된
환자들의 내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상요인에 의해서 수목류
꽃가루 알레르기 환자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 꽃가루 알레르기 질환에 의한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국내의 7개 도시(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 강릉)를 대상으로 1971년부터 2007년까지 37년간 연평균
기온의 변화 추세를 살펴보면 12.35℃에서 13.79℃로 1.44℃가 상승하였다.
그리고 10년 단위로 기상의 변화를 월별로 분석한 결과, 3월 최저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재연 등, 2008). 이러한 장기적인
국내의 기후변화 추세는 수목류 꽃가루 알레르기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기존 연구 중에서 알레르기 질환과 기후와의 연관성을 조사한 연구로는
Epton 등이 기온과 최대호기유속(peak expiratory flow rate) 사이에 일관적으로 양의
연관성이 있었으나 크기는 약하였고, 천식 증상은 기상요인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한바 있다(Epton 등, 1997). 하지만 이 연구에서 많은 대상자들이 천식
약을 사용하고 있다는 제한점이 있었다. 스페인의 세 도시를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에서는 어린이 아토피 피부염과 기상요인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Suarez-Varela 등, 2008). 이 연구의 저자는 아토피 피부염의 유병율은
강수량, 습도와 양의 상관성이 있고 연평균 기온, 일조시간과는 음의 상관성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상관성에 대한 통계검증을 하지는 않았다. 이 연구가
본 연구와 상반된 결과를 보인 이유는 기상요인에 의해서 알레르기 질환이
악화되는 기전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해, 꽃가루 알레르기는
기온

상승에

의해

증가된

꽃가루가

환자들에게

노출될

기회가

상승하여

환자들이 꽃가루를 흡입할 확률이 높아지는 반면에, 아토피 피부염은 낮은
기온이 직접적으로 피부병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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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연구들은 객관적인 검사를 이용해 알레르기의 원인을 규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꽃가루 알레르기 뿐만 아니라 다양한 원인의 알레르기 환자가
대상자에

포함되었을

연구에서는

가능성이

알레르기

있다.

이러한

피부단자시험을

통해

한계를
원인

해결하기
알레르겐을

위해

본

정확하게

파악하였기 때문에 수목류 꽃가루 알레르기 환자와 기상요인 간에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기후가 꽃가루와 알레르기 질환에 영향을 주는 과정을 명확히 알기 위해서
기상요인, 꽃가루, 알레르기 질환을 같이 분석할 필요가 있다(Reid와 Gamble,
2009).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 병원이 위치한 수원지역의 꽃가루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수목류 꽃가루 알레르기 환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3월
최저기온이 수목류 꽃가루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동시에 분석하지 못했다. 그러나
수원지역과 가장 가까운 서울지역의 꽃가루 자료가 대한 소아알레르기 및
호흡기학회의 화분연구회를 통해 공개되고 있어서 그 자료를 사용하여 꽃가루
농도와 기온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보았다.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 동안
서울지역의 3월 최저기온의 월평균값과 3월부터 7월까지의 수목류 꽃가루
농도의 월평균값을 이용하여 상관분석을 한 결과, 4월의 월평균 수목류 꽃가루
농도가

3월

최저기온과

유의한

양의

상관성을

나타냈다(R=0.725,

p=0.018)

(Appendix 1, 2). 이 결과를 통해 수원지역 역시 3월 최저기온이 수목류 꽃가루
농도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10년간 수목류 꽃가루에 감작된 환자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런 결과가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 증가 추세 때문에 우연히 발생하는
현상일 수도 있다. 그러나 병원 전체 외래 환자를 보정했을 때도 수목류
꽃가루에 감작된 환자 수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ppendix 3).
또한 알레르기 피부단자시험을 받은 환자 수에 비해 수목류 꽃가루 감작 환자
수의 증가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목류 꽃가루에 감작된 환자의
비율의 증가는 단순히 병원에 내원하는 전체 환자의 증가 때문이 아니라는
의미가 된다. 오히려 알레르기 환자의 내원 증가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서 수목류 꽃가루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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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시행된

연구에

따르면

기관지

천식

환자를

대상으로

흡입성

알레르겐에 대한 피부반응도의 변화 양상을 조사한 결과에서 1980년대 수목류
꽃가루 항원군에 대한 양성률은 8.8%인 것에 비해 1990년대는 19.0%로 수목류
꽃가루에 의한 감작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수목류 꽃가루 뿐만
아니라

잡초류 꽃가루에 의한 감작이 25.6%에서 40.9%, 목초류 꽃가루는

10.4%에서 20.3%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철우 등, 2001). 이는
수목류 꽃가루에 감작된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기상요인들 중에서 기온만 수목류에 감작된
환자의 내원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연구들 중에서 기온 외에
다른 기상요인들도 수목류 꽃가루의 농도 및 개화시기, 알레르기성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된 것이 있다. 폴란드와 슬로바키아의 연구에서는 기온과 상대습도가
꽃가루 농도와 관련이 있었다(Bartkova-Scevkova, 2003; Weryszko-Chmielewska 등,
2006). 미국과 핀란드, 덴마크의 연구에서 기온이 수목류의 개화시기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Levetin, 2001; Rasmussen, 2002; Yli-Panula 등, 2009). 그리고
일본의 연구에서 삼나무의 개화시기와 꽃가루 양이 기온과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고(Teranishi 등, 2000), 한국에서는 기온과 강수량이 꽃가루 농도에 결정적인
기상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오재원,

2009).

또한

자작나무

꽃가루의

알레르기성이 기온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Ahlholm 등, 1998). 다양한
국가에서 시행된 연구에서 여러 가지 기상요인들이 꽃가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모든 연구에서 일관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는 기상요인은
기온이었다. 그리고 기온만 꽃가루와 유의한 상관성을 보인 연구들도 많았다.
이것으로 보아 본 연구의 결과도 기존 연구들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 연구들의 결과에서 기온과 꽃가루 농도 사이의 시간 차이는 일정하지
않았다. 스위스에서 시행된 연구 결과, 개암나무와 잔디류 꽃가루의 1년간
총량이 개화시기 한달 전 기온과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rei,
1998). 그러나 덴마크에서 시행된 연구에서 자작나무 꽃가루의 1년간 총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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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5월에서 7월 사이의 평균기온과 양의 상관성을 보였다(Rasmussen, 2002).
또한 일본의 삼나무 꽃가루에 대한 연구에서도 꽃가루 양과 전년도 7월
평균기온 사이에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다(Teranishi 등, 2000). 폴란드에서 시행한
연구에서는
상관성을

물푸레나무, 자작나무, 굴참나무의 농도와 기온 사이에 유의한
보였으나,

일별

없었다(Weryszko-Chmielewska
이용한

연구에서도

비슷한

자료를
등,

이용하였기
2006).

결과를

때문에

시간

슬로바키아에서

차이는

자작나무

보였다(Bartkova-Scevkova,

2003).

알

수

꽃가루를
하지만

대부분의 기존 연구에서 기온 상승이 수목류 꽃가루의 농도 증가보다 선행되는
것은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도 3월 최저기온이
높을수록 4월 수목류 꽃가루 농도가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로 오존,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보정이

없었다.

대기오염

물질은

알레르기 질환의 독립적인 원인일 뿐만 아니라 대기 중 알레르겐이 알레르기
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변화시킬 수 있다(Reid와 Gamble, 2009). 둘째, 환자 개인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였다. 환자의 거주지, 사회경제학적 수준,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가족력, 동반 질환, 약물 복용력, 꽃가루 계절 시 마스크 쓰기나 외출제한과
같은 대처 행동 등 알레르기 질환과 관련된 변수들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특히
조사대상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이 모두 수원시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원시 기상요인만을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와 기존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상요인이
수목류 꽃가루 알레르기 환자의 내원에 영향을 주는 경로를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즉, 3월 최저기온이 상승하면 수목류 꽃가루의 농도가 증가하고, 그로 인해
알레르기 환자의 증상이 악화되어 내원이 증가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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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여러 가지 건강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 중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하고 악화시키는 꽃가루는
기후변화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여 농도가 증가하고, 개화시기가 빨라지며
알레르기성이 증가한다. 그로 인해 알레르기 환자의 발생 및 증상악화가 더욱
급속해질 수 있다. 따라서 사전에 적절한 대응을 통한 질병 부담 증가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꽃가루 알레르기
환자가 기후변화의 지표인 기온과 관련이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후변화와 꽃가루에 관한 연구는 많았지만 기후변화와
알레르기 환자 간의 연구에서 알레르기 피부단자시험을 이용해 원인 항원을
정확히 분류하여 기상요인과의 상관성을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기상요인, 꽃가루, 환자 사이의 연관성을 좀 더 정확히 알기 위하여
동일 지역에서 측정된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고, 알레르기 질환의 여러 가지
혼란변수를 보정할 수 있는 역학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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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Appendix 1. Correlations between minimum temperatures in March and monthly
mean counts of tree pollen from March to July.
Monthly mean counts of tree pollen(grains/m3)
March

April

May

June

July

Min temp

R

-0.08

0.725

0.471

-0.097

-0.219

in March

p-value

0.825

0.018

0.169

0.790

0.544

There was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minimum temperatures in March and monthly
mean counts of tree pollen in April(R=0.725, p=0.018). R: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Mean counts of tree pollen in
April(grains/m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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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Scatter plot between minimum temperatures in March and mean counts of
tree pollen in April. There was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minimum temperatures in
March and monthly mean counts of tree pollen in April for ten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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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0.529, p=0.026

Appendix 3. Annual proportions of patients sensitized to tree pollen for total
outpatients of hospital between March and July. The proportions showed significant
increasing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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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e Association between Meteorological Factors and
Hospital Visit of Allergic Patients with Sensitization to Tree Pollen
Si Heon Kim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Jae Yeon Jang)

Allergic disease is one of the diseases affected by climate change that is rapidly
progressing globally. Pollen is main cause of allergy and affected by meteorological factors.
As higher temperature in Spring, the start of tree pollen season is earlier and total counts of
pollen increase. And the increased counts of pollen worse symptoms of allergic patients and
increase frequency of severe symptoms. However, there are few studies about relationship
between meteorological factors and allergic patients sensitized to pollen. I aimed to
investigate the association between meteorological factors and hospital visit of patients with
sensitization to tree pollen.
The study subjects were adult patients with medical records of allergy skin prick tests
at Ajou University Hospital between April and July from 1999 to 2008. I reviewed the
results of the tests and defined the sensitized patient to tree pollen as the case with nonresponse to negative control and one or more allergen that was equal to or larger than
positive control. The meteorological factors were monthly means of maximum temperature,
average temperature, minimum temperature, relative humidity, wind speed, precipitation in
Suwon from February to April during same period with patients. The outcomes were
association between meteorological factors and patients with sensitization to tree pollen and
trends of annual numbers of allergy skin prick tests and patients sensitized to tree pollen.
Total subjects were 4,715. The mean age of subjects was 38.4 years (SD, 13.41 years),
and men were 2,206 (46.8%). The patients sensitized to tree pollen were 965 (20.5%).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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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mum temperature in March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number of patients sensitized to
tree pollen (R=0.754, p=0.019). There was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the minimum
temperature in March and the sensitization to tree pollen of patients (OR, 1.116; 95% CI,
1.029-1.211). The annual numbers of allergy skin prick tests and patients sensitized to tree
pollen were increasing trends. Using

each regression equation, the predictive value of

number of allergy skin prick test in 2008 was 2.6 times higher than in 1999 and that of
patients sensitized to tree pollen was 3.5 times.
There was association between minimum temperature in March and hospital visit of
adult patients with sensitization to tree pollen in this study. It suggests that higher minimum
temperature in March increases the counts of tree pollen, and symptoms of allergic patients
worse, and they visit hospital more frequently.

Key words : Climate change, Allergy, Meteorological factors, Tree pollen, Allergic skin
prick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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