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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evalence Study About Allergic Conjunctivitis in Third and Fourth Grade Elementary

School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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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똥 The aim 01 this sludy was 10 determine the prevalence 01 allergic conjuctivilis among Korean school-age children
as well as 10 assess the difference betw8en residential areas in Jeju island

Method 631 children of 3td and 4th grade elementary 5ch。이 from six elemenlary schools in Jeju island were recruiled
Participants filled 。띠 questionnaires on allergic conjunctivitis symptoms 이agnosis of allergic conjunctivilis was diagnosed when
slit-Iamp examination 01 conjunctival injection and conjunctival papilla were observed. Europe miles，Humulus japonicus，Citrus
Red Mile‘Japanese cedar on the skin prick test were performed. Segment netrophill，lymphocyte，eosinophil，basophil，ECP，
total IgE allergy blood tests were performed. One-way ANOVA test was carried out to assess difference of allergic conjunctivitis
prevalence between each school. Bivariate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about allergic conjunctivitis and blood lest and skin
prick test results was made

Results : The overall prevalence of allergic c。이unctivitis in the 10-11 year-old children was 18.8% (95% conlidence interval;
17.1~20.5%). The mean prevalence 01 each subgroup was 15.3% (N=359) in north area. 36.3% (N=80l in west area. 10.6%
(N=45) in east area，and 20.1% (N=147) in south area. Prevalence of allergic conjunctivitis in Jeju island was statistically
Sig미ficant for each regional group. For allergic conjunclivitis ，skin prick test and blood tests showed no significant correlalion

Conclusion : This study was able to confirm the prevalence of allergic conjunctivitis in third and fourth grade 01 elementary
school sludents in Jeju’or the first lime. The overall prevalence of allergic conjunctivilis (18.8%) was similar wilh other previous
reparls carried on Koreans childhood residents. This Sludy was based on slit lamp examination findings，which was unique
tindings compared wilh previous sludies based on questionnaires. (J Med Ufe Sci 2013;10(2): 18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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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성 결막염은 공기 중의 꽃가루 언지 동문의 비듬 둥

에 의하여 결막이 자극올 받아 나타나는 즉시형 과민반용융 유발

서 론 하여 결막의 충혈 및 부총.가려움의 충상올 나타내는 질환으로

써 천식이나 알레르기비염 또는 알레르기 피부영과 함께 소아

에서 혼하게 관찰되는 알레르기 질환으로， 국내는 묻론 전 세계

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알레르기 질환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여려 나라에서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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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evalence of allergic coniunctivitis in third and
fourth grade elementaη sch 。이 children in Jeju island

제주 지역 전체의 명균 유병월올 조사하였다 이와 함께，피부단자

시험에서 밝혀진 항원 양성 반용인 환자틀 각각의 항원에 대한 명

균 유영블을 계산 'i>f<져 다든 지역의 동일한 연령의 항원 양성 반응

인 환지군과 비교뼈 상대적인 유영륭 갱도흘 바교 조사하고자

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ver. 21 (양SS Inc ‘Chi않go. IL. USA) 프로
그랭운 시용하였으며 학군별 유병원의 유의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 검정 방법을 사용하였고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쩨주 각 지역의 6개 초둥학교의 3.4학년 대상

•학생 720명중 연구에 대한 동의한 631명으로 진행하였다 각 지

역에 따른 얄레르기 결막염 유영환은 북부 (남팡초풍학쿄) 359
명에서 15.3%이고‘서부 (김녕，세화 초둥학교) 80명에서 36.3%.
풍부 (팍금，뀌벅 효동학교) 45영에서 10.6%. 그리고 냥부(충문

초둥학교) 147영에서 20.1% 였다 쩨주 지역 전체에서 전체 대상

연령군 631영 충 알레르기 결막염으로 진단된 환자는 전체의

18.8% 이었으며‘ 95% 신뢰구간 (confidence interva1) 은
17.1-20.5% 이었다 (Figure 1. Table 1)

(1nternation 외 Study of Asthma a:nd A1lergies in Childhood
ISAAC)' 프로그햄이 1991년에 시작되었으며，이 연구흘 용해 알

레르기칠환의 유병원 이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있어，센터별 유

영윤의 치이가 천식은 20배 알레르기벼결막염은 30배，피부영은
60배까지 냐는 것으로 보고되어 알레르기 질환의 유병룹이 지역

적으로 큰 면차릎 보이고 비교적 단기간에 변확하는 것올 확인할

수 있었다’@우리 나라의 과거 알레르기 결막영의 유영틀에 관
한 조사를 보연，6-7 세 연령군의 유영윤은 18.9%，13-14 세 연

령군의 유병혈은 19.2%였으며 초둥학생의 병균 알레르기 유영

플은 19.5%，전체 학령기 아동 (8-11 세)의알레르기 유영윤은

19.1%였다?’다만 기존의 연구는 설문조사흉 기반으혹 하여，

유영융이 환자냐 환자의 보호자가 서술하는 내용에 좌우되는 제

한정이 있다

제주 지역은 국내 다른 지역에 비하여 공해가 적은 청정지역

ξ 로 알레르기 질환의 유병촬아 낮을 것으로 생각되나，아토피

피부염과 알레르기 비영 수진 환자의 비윤은 전국 최상위로 보고

되었다찌 특히 서귀포시는 타 지역과 달리 율웅애진드기 및 일본

상나무 꽃가루에 대한 갑작원이 높고，국내 타 지역에 비해 일조

량이 높고 고온 다슐한 아열대기후틀 보여 집먼지진드기，율웅애
진드기 풍의 서식하기 좋은 특성이 있다 lι ••

이에 본 연구지틀은 알레르기 절박영에 대한 성문과 제주지역

에서 혼한 5가지 알례르기 항원에 대한 피부단자시협，혈액검사

및 세극둥 검시촬 용하여 제주지역올 4권역으로 냐누어.초동학

교 3.4학년을 대상으후 전수 조시월 시행하여 알레르기 결악영의

유영륜과 알레르기 항원에 대한 양성 반응월을 분석하여 봉계블

만들고 국내 다른 지역의 유영률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비쿄

분석하고자하였다

대상과 방업

sω얘tωp

결 과

N

359
45

80

147
631

Preva!enc려%1

15.3
10.6
36.3
20.1
18.8

성문조사 및 검시는 쩨주의 6개 초퉁학교의 3，4학년 대상 학생

720명중 631영의 연구에 대한 동의블 받아 진행하였으며，검사 전

얄리1르기 결막염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지역의 혼한

알레르기 원인으로 알려진 유럽진드기‘ 일본상니무，큰초아계비，

율용애진드기，환삼덩굴 항원으로 피부단자검사월 시행하였고，혈

액 검사를 풍뼈 않gment neutrophil ，ψnphoeyte ，eosinop버，

ECP 와 lotallgE 월 측정하였다 。댈러 세극풍 검사헬 시행하여

결막의 충혈여부와 결박 유두블 확인하여 알레르기 결막염 여부휠

진단하였다

위에 대한 검사 결과를 제주의 북부{냥광초퉁학교)서부{픽곰，

귀덕초풍학교).남부(중문초퉁학교)，동부{김녕，세화초등학교)의 4
개 지역으로 분류하여，알레르기 결막염의 유명룡흘 죠사하였고，

동시에 제주의 4개 지역에서 같은 대상 집단에 대하여 제주

지역에 혼한 5가지의 알레르기 항원에 대한 피부단자시힘을 시

행하였다 그 결과 쩨주의 네 지역에서의 피부단자시험 양성으로

나타난 유병원은 일본산나우 (Japanese cedar) ，유럽진드기
(Europe mite). 큰조아제비 (Timothy grass) ，율용애진드기
(Ciσus red mite). 환상덩굴 (hop japanese) 에 대하여 각각 걷「부

는 9.0%. 34.0%‘6.0%. 2.8%. 1.0%였고，서부는 2.0%，32.0%.
4.0%，2.6%. 0.0%‘동부는 8.0%. 35.0%. 9.0%，2.3%，4.0%였으
며，남부는 11.0%. 29.0%. 4.0%. 2.2%. 2.0%로 보고되었다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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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1ρeale map of the prevalence of allergic conjunctivitis in t.he third and fourth grade elementary school children in
Jeju island. The sizc of pie chart means numbers of participants in each clementary schools. and the portion of pie means
the prevalence of allergic conjunctivitis

Table 2. Prevalence of alIergic conjunctivit.is 잉ld allcrgic response to 5 major allergens
i

Sub-group Japanese cedar Eur。∞ mile Timothygrass Citrusred mile Hop
↓apanese

North 9.0 % 36.0% 6.0% 2.8% 1.0%

West 2.0% 32.0% 3.0% 2.6% 0.0%

East 8.0% 35.0% 9.0% 2.3% 4.0%

South 11.0% 29σg 4.0% 2.2% 2.0%

TotBI 9.0% 34.0% 6.0% 2.5% 1.0%

위의 절과에서 피부 단자 시험에 대한 T 검정에서 계주의 네

지역간의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알레르기 결박염 유영

률은 남동부 지역과 북서부 지역 간의 유영월간의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으나.알레르기 항원 양성 반응촬과 알혜

르기 결막염간의 유의한 상관 관계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仁 ← 고 찰

같은 제주도 내에서도 쩨주 시내 도섬 지역과 쩨주 북서부 해

안 지역과 비교하였올 때，제주 ~끊걷-해안 및 납부 서귀포 지

역에서 말레르기 결막영의 빈도가 몽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올 알 수 있었으나‘제주 지역 전체로 웰 때 다른 지역의 연

구 자료에서 얄 수 있는 유병륜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냐타났다‘이러한 유영윤의 차이는 지역마다 다른 기후 조건 이

외에도.쩨주 지역에서 감율과수원의 방용림으로 쓰여 제주 지역

에서 매우 높은 강직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 일본삼냐무 항원

이나，율응애진드기 동이 잘 서식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넓은

감률과수원 면적 감은 환경적 요인도 얀레르기 결막염의 유명윤
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 추측해 볼 수 있다，•..，‘’앞으로도 질환과

다양한 환경요인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도 원요한 것으로 생각

된다 일본삼나무 항원이냐.달웅애항원 그리고 집언지진드기의

일종인 유렁진드기 항원 등올 검출하기 위한 피부 단자 시험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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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였으나，본 연구에서 지역마다의 알레르기 항원 양성률에

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실질적인 알레르기 결막염을

유발하는데 본 연구에서 시행한 항원을이 주요한 인자라고 결론

지을 수는 없다 알레르기 반응시 증가히는 여러가지 혈청학적

검사도 함께 시행하였으나， 역시 유의한 차이는 관찰할 수 없었

다 과거 시행한 동일 연령군의 알레르기 결막염에 대한 역학 조

사 자료가 없어 유병율의 변회논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국내

뿐만 아니라，전세계적으로 만성 재발성 알레르기 질환이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제주 지역 역시 과거보다 유병률이 증가하였

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앞으로는 본 연구를 바탕으로 추

후 유병률의 변화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얄이볼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비교적 소규모 지역 대상군에 대

한 조사였으며， 상대적으로 제주 북부에 조사 대상군이 북부에

많다는 제한성이 있었다 하지만 각 연령별 유병률에 대한 기초

자료들 제공한다는 예비연구로서의 목적을 이루고 향후 제주도

전 지역에서의 유병률 조사로 확대하고，연속적 연구기반을 조성

종냥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한，설문을 기반으로 한 유병

플 조사가 실제 질환의 유무를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

문에，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에 의한 진단에 그치지 않고，실제

설문에 응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극등 검사플 하여，검결

막 빛 구결막에 발생한 알레르기성 결막염을 확인하여 진단하여

얻은 임상 결과를 기반으로 하였다는 장정이 있으나，통년성이

아닌 겨1절성으로 발생히N= 알레르기 결막염의 경우 조사 시기에

따라 임상 양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단면적 연구로는 정확

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횡단면적 조사이므로 각 질환

별로 연령군에 따른 증감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과，알레르

기 결막염의 아형 구분 없이 알레르기 결막염으로 묶어 진단하였

다는 점을 틀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설문 당당

자가 대상자의 설문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빙반과 얄

례르기 결막염에 대한 주관적 해석을 지양할 수 있도록히는 방안

이 필요하며，더 많은 대상 집단을 기초로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

알레르기 결막염의 아형을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가 앞으로 얄레르기 결막염에 대한 유

병률의 변회를 정확하게 모니터렁하고 유병률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을 관리할 수 있는 t뱀f에 대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

는，나아가 유병률 변화 추이를 관찰하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으로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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