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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 between Health Status and Life Styles and Atopic Dermatitis in 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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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aim wa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health status/life style and prevalence of atopic dermatitis in ado-
lescents. Methods: Data from 1,743 adolescents (aged 13 to 18 years) derived from the four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
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were analyzed using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d the 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 
(CART) model. Results: The prevalence rate of atopic dermatitis was 10.3%. Third quartile income class (OR=2.19, 95% 
CI=1.20-4.00), fair and unhealthy self-rated health (OR=1.49, 95% CI=1.06-2.11; OR= 2.73, 95% CI=1.64-4.55), past or cur-
rent smoker (OR=0.41, 95% CI=0.20-0.85; OR=0.44, 95% CI=0.21-0.92), and more than average stress (OR=1.43, 95% 
CI=1.03-1.99) were related with increased prevalence of atopic dermatitis. The high prevalence risk groups for atopic dermati-
tis were adolescents who perceived themselves to be healthy on self-rated health and had more than average stress and those 
who perceived themselves to be unhealthy and who never smoked. Conclusion: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 that health 
status, smoking, and stress are associated with a prevalence risk for adolescent atopic dermatitis in different degrees. There-
fore, for control of atopic dermatitis, various interventions for smoking and stress need to be reinforced for the high prevalence 
atopic dermatitis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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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아토피 피부염은 강한 소양감을 특징으로 하는 만성적이고 재

발이 잦은 염증성 피부 질환으로 아동기에 높은 발생 빈도를 보이

지만 일부 아동에게서는 반복적인 증상이 성인기까지 지속되기도 

한다(Ball, Bindler, & Cowen, 2010). 

전 세계적인 알레르기 질환의 급증과 함께 아토피 피부염의 유

병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최근 동일한 경향을 보

이고 있다(Kim, 2010).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Ahn 등(2011)

의 전국 서베이 결과에서 알레르기 질환 유병률을 비교해볼 때 대

체로 천식의 유병률은 정체된 양상을 보이지만 아토피 피부염의 

유병률은 지난 10년간 크게 증가한 양상을 보였는데 중학생의 경

우 아토피 피부염 유병률이 1995년 3.8%, 2000년 5.7%에서 2010년

에는 11.2%로 증가하였다. 과거 아토피 피부염은 대부분 아동초기

에 생기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병률이 감소하는 질환으로 알려

져 있었으나 Lee, Kim과 Pyun (2002), Lee와 Hwang (2008)의 연구

에서는 선행 역학조사결과에 비해 특히 7세 이상의 아동과 청소년

기의 유병률이 증가하고 중증 환자 비율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과거에 영아 습진이나 태열 등으로 인식되어 성장하면서 

자연경과를 기대하던 특성과는 달리 성장하면서도 지속되거나 오

히려 심해지기도 하는 아토피 피부염의 경향을 보여준다(Lee, 

Kim, & Pyun, 2002). 이러한 아토피 피부염의 증가는 삶의 질에 미

치는 영향과 의료비용 증가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건강문제로 대두

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아동을 대하는 간호사는 아토피 피부

염을 가진 아동이나 청소년을 쉽게 접할 수 있다(Peate,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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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

다. 다만 유전적 요인, 면역계의 조절 장애와 피부보호장벽의 기능

장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며(Halbert, 

Weston, & Morelli, 1995) 아토피 피부염 질환군에서는 혈청 IgE 

수준이 정상군과 비교해서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며 임상적 증상

의 호전이 IgE 수준의 감소 및 T임파구의 수적 증가와 일치한다는 

보고가 있다(Kim, Park, Kim, & Kim, 1984). 그러나 단지 IgE의 상

승만으로는 아토피 피부염에서의 T임파구의 감소나 기능저하를 

설명할 수 없고 IgE 이외의 다른 요인들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으로 고려되고 있으며 특히 아토피 피부염과 같은 알레르기 질환

이나 면역력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IgE 항체 수준을 결정하는 데 

개인의 일상생활양식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

다. 운동, 수면, 주관적 스트레스 정도와 같은 개인의 생활습관이 

상승한 IgE항체 수준을 정상화시키는 데 유의했으며 반면 음주와 

흡연은 IgE항체 수준을 유의하게 상승시켰다(Shirakawa & 

Morimoto, 1991). 이렇듯 아토피 피부염이 다인자성 질환(multi-

factorial disease)임을 감안해볼 때 아토피를 유발하는 내적 인자

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영향인자들의 관련성

에 따라 아토피 피부염 증상이 완화될 수도 혹은 더욱 심하게 악

화될 수도 있으므로(Carr, 2009) 유전적으로 취약한 개인이라 하

더라도 생활습관 등의 일상생활양식 변화를 통해서 아토피 피부

염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McNally, Phillips, & Williams, 1998). 

선행연구를 통해서 개인의 실제적인 생활습관과 아토피와의 관련

성이 음주(Linneberg, Hertzum, Husemoen, Johansen, & Jør-

gensen, 2006), 흡연(Al-Sahab et al., 2008; Hjern, Hedberg, Hagr-

und, & Rosen, 2001; Nolte, Backer, & Porsbjerg, 2001; Sherril, Ha-

lonen, & Burrows, 1994; Wilson & Weis, 2011), 운동(Kim, 2003; 

Kim, 1998), 수면(Reuveni, Chapnick, Tal, & Tarasiuk, 1999; Shi-

rakawa & Morimoto, 1991), 다양한 유형의 스트레스(Carroll, 

Balkrishnan, Feldman, Fleischer, & Manuel, 2005; Chida, Hamer, 

& Steptoe, 2008; King & Wilson, 1991)를 포함하여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변수들이 포함된 이차자료를 이용하여 청

소년을 대상으로 건강상태, 생활습관과 아토피 피부염 유병의 관

련성을 규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청소년 아토피 피부염 대상자의 

일상생활 생활습관 전략을 개발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토피 피부염의 유병과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체형인식의 건강상태와 음주, 흡연, 운동, 수면, 

스트레스의 생활습관의 연관성을 밝히고자 시도되었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체

형인식의 건강상태와 대상자의 음주, 흡연, 운동, 수면, 스트레스

의 생활습관 요인과 아토피 피부염 유병의 연관성을 밝힌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건강상태, 생활습관에 따른 아토

피 피부염 유병 유무를 예측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청소년의 건강상태와 생활습관 요인과 아토피 피부

염 유병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시행된 제4기 국민건강영양

조사의 건강설문조사자료를 이용하였다. 제4기 조사 모집단은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의 모든 가구와 국민으로 정의하였

으며 동, 읍, 면별 인구수와 가구수 정보조사를 추출틀로 하였다. 

청소년의 아토피 피부염 유병, 건강상태와 생활습관의 영향력을 

보기 위해 만 13-18세에 해당하고, 아토피 피부염의 유병,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체형인식의 건강상태 및 음주, 흡연, 운동, 수면, 

스트레스의 생활습관 자료가 모두 기록된 1,743명을 최종분석대

상으로 하였으며, 결측치 및 무응답은 제외하였다. 

연구 도구

아토피 피부염(atopic dermatitis)

아토피 피부염이란 특징적 임상증상을 갖고 있으며 만성적으로 

재발하는 습진성 질환으로 다양한 면역학적 이상을 갖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혈청내 총 IgE값이 증가되어 있거나 흡입항원에 대한 

특이항체검사나 피부반응검사상 양성반응을 보이는 경우를 의미

하며(Kim, 2003), 본 연구에서 아토피 피부염 유병은 아토피 피부

염의 의사진단이 내려진 경우로 판단하였다(“예/아니오”).

건강상태(health status) 

건강상태는 인간이 안녕을 느끼며 생활할 수 있는 자신의 건강

에 대한 평가를 의미하며(Jang & Shin, 2002), 본 연구에서는 주관

적 건강상태와 주관적 체형인식을 포함하여 주관적 건강상태는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건강상태에 대해 “매우 좋음”, “좋음”, “보

통”, “나쁨”, “매우 나쁨”의 5점 척도를 “건강함”, “보통”, “건강하

지 않음”의 3점 척도에 따라, 주관적 체형인식은 주관적으로 인지

하는 체형에 대해 “매우 마른 편임”, “약간 마른 편임”, “보통”, “약

간 비만임”, “매우 비만임”의 5점 척도를 “마름”, “보통”, “비만”의 

3점 척도에 따라 분석하였고, 주관적 건강상태가 건강하거나 주관

적 체형인식이 보통일수록 건강상태는 좋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생활습관(life style)

생활습관은 인간의 행위 중 사람들이 살아가는 매일의 행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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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의미하며(Kim et al., 2002), 본 연구에서 생활습관은 음주, 흡

연, 운동, 수면, 스트레스를 포함하였다. 구체적으로, 음주는 평생

음주경험과 1년간 음주빈도를 “술을 마셔 본 적 없음”, “최근 1년

간 마신 적이 없음”, “한 달에 1번 이상 마심”으로, 흡연은 흡연경

험과 한 달간 흡연일수를 “흡연한 적 없음”, “흡연했으나 현재 금

연함”, “현재 한 달에 1일 이상 흡연함”으로, 운동은 1주일간 중등

도 신체 활동 일수를 “전혀 하지 않음”, “주 1-4일”, “주 5-7일”로, 

수면은 하루 평균 수면시간을 “5시간 미만”, “5-8시간”, “8시간 초

과”로, 스트레스는 평소 스트레스 인지정도로 “대단히 많이 느낀

다”, “많이 느끼는 편이다”, “조금 느끼는 편이다”, “거의 느끼지 않

는다”의 4점 척도를 “보통 이상의 스트레스”와 “보통 이하의 스트

레스”로 하여, 음주와 흡연은 경험한 적이 없을수록, 운동은 1주일

간 중등도 신체 활동 일수가 많을수록, 수면은 8시간 이상의 수면

을 취할수록, 스트레스는 보통 이하의 스트레스를 가질수록 생활

습관이 건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타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연령(중 · 고등학

교), 성, 가구소득(사분위수)을 포함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version 16.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

자의 일반적 특성 및 아토피 피부염 관련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이용하였고, 아토피 피부염의 유병 유무에 따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관련 변인들의 차이는 카이스퀘어(χ²) 검정을 통하여 비

교 분석하였다. 아토피 피부염 유병에 차이를 보이는 대상자의 일

반적 특성 및 관련 변인들을 중심으로 이들의 설명력을 파악하기 

위해 아토피 피부염 유무를 종속변수로 하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binary logistic regression)을 시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상

자의 일반적 특성 및 관련 변인간의 복합적 상호관계에 따른 아토

피 피부염 유무를 예측하고자 독립변수에 따라 대상자를 하위집

단으로 분류하는 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 (CART) model

을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분석 대상자 총 1,743명 중 아토피 피부염의 의사진단을 받은 자

는 179명(10.3%)이었으며, 중학생은 56.3%, 고등학생은 43.7%였고, 

성은 남성이 52.2%로 다소 많았다. 가구소득은 하위 1사분위수가 

12.9%, 2사분위수가 22.5%, 3사분위수가 31.2%, 4사분위수가 

33.4%로 대부분 중산층 이상이었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건강함이 

64.1%, 보통이 28.7%, 건강하지 않음이 7.2%로 대부분 건강하였

다. 주관적 신체상은 마름이 25.9%, 보통이 45.2%, 비만이 28.9%

로 다양하였다. 음주는 과거에 음주했으나 현재 금주함이 8.7%, 

현재 음주함이 8.0%였고, 흡연은 과거에 흡연했으나 현재 금연함

이 12.7%, 현재 흡연함이 28.6%였고, 운동은 전혀 하지 않음이 

53.1%, 주 1-4회 실시하고 있음이 36.8%이었다. 수면시간은 5시간 

이하는 12.5%였고, 스트레스는 보통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

이 30.2%였다. 이중 가구소득(χ²=10.661, p= .014), 주관적 건강상

태(χ² =17.045, p < .001), 흡연(χ² =8.750, p = .013), 스트레스

(χ²=5.686, p= .020)는 아토피 피부염의 유병에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Table 1). 

변수들 간에 유의하게 차이를 보였던 이들 변수를 중심으로 아

토피 피부염 유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로지스틱 회귀분

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한 결과, 가구소득은 하위 1사분위

수에 비해 타 사분위수에서 아토피 피부염 유병에 차이를 보였는

데, 특히 3사분위수에서 유의하게 교차비가 증가되었다(OR=2.19, 

CI=1.20-4.00, p= .011). 주관적 건강상태에서는 아토피 피부염에 

건강함에 비해 보통, 건강하지 않음이 유의하게 교차비가 증가되

었다(OR=1.49, CI=1.06-2.11, p= .023; OR=2.73, CI=1.64-4.55, 

p< .001). 흡연은 비흡연자에 비해 과거 흡연자와 현재 흡연자에

서 아토피 피부염 유병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그 교차비는 각

각 감소되었다(OR=0.41, CI=0.20-0.85, p= .017; OR=0.44, CI=  

0.21-0.92, p= .030). 스트레스는 보통 이하의 스트레스를 받는 경

우에 비해 보통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유의하게 아토피 

피부염 유병의 교차비를 증가시켰다(OR=1.43, CI=1.03-1.99, p=  

.034) (Table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관련 요인 등으로 아토피 피부염 유무

를 예측하는 하위집단의 분류가 Figure 1에서 제시되었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선행되는 기준이 되며,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음에서는 흡연이 하위집단을 분류하는 기준이 되

어 흡연에 따라 비흡연자 집단이 아토피 피부염에 속하며,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라 건강상태가 좋음에서는 스트레스가 하위집단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보통이상의 스트레스를 받는 집단에서 아토

피 피부염 유병률이 높았다. 

 

논  의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이 복잡하고 

다인자적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아토피 피부염의 유병 

가능성은 다양한 위험인자들이 존재할 때 더욱 증가될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의 아토피 피부염 유병은 아동기 유병에 비해서 생의 

초기요인들(early-life factors)과의 관련성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

나고 있어(Peters et al., 2010),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과 관련된 후

천적인 위험인자들의 존재는 청소년의 아토피 유병에 중등도의 

위험을 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아토피 피부염의 유병률은 10.3%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2010년도 알레르기질환 유병률 역학조사에서 13-14세 중학

생의 아토피 피부염 유병률이 11.2%였던 것(Ahn et al., 2011)과 유

사하며 청소년층에서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아토피 피부염



146   소은선·여지영

http://dx.doi.org/10.4094/jkachn.2012.18.3.143www.jkachn.or.kr

의 경향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유병률에 있어서의 약간의 차이는 

본 연구가 2007-2009년도의 자료를 분석한 것임을 감안할 때 1995

년과 2000년, 2010년 사이에도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던 아토피 피부염의 유병률 증가 추세를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에서 가구소득은 아토피 피부염 유병

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하위 1사분위수에 비해 2, 3, 4사분위

수 모두 아토피 피부염 유병이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상위 3

사분위수에서만 유의하게 교차비가 증가되었다. 이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에서 아토피 피부염이 많다는 Yoon, Kim, Ree, 

Lee와 Kim (1999)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McNelly 등(1998)의 

Table 1. Demographic, Health Status, and Lifestyle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N=1,743)

Categories Total, N (%)
Atopic dermatitis

     χ²      p
Yes, n (%) No, n (%)

Diagnosis of atopic dermatitis Total, N (%) 1,743 (100.0) 179 (10.3) 1,564 (89.7)
Age (school) Middle 981 (56.3) 109 (11.1) 872 (88.9) 0.203 .108

High 762 (43.7) 70 (9.2) 692 (90.8)
Sex Male 910 (52.2) 88 (9.7) 822 (90.3) 0.742 .430

Female 833 (47.8) 91 (10.9) 724 (89.1)
Household income Lower 25% 225 (12.9) 14 (6.2) 211 (93.8) 10.661 .014

26-50% 393 (22.5) 32 (8.1) 361 (91.9)
51-75% 543 (31.2) 71 (13.1) 472 (86.9)
76-100% 582 (33.4) 62 (10.7) 520 (89.3)

Self-rated health Healthy 1,118 (64.1) 94 (8.4) 1,024 (91.6) 17.045 < .001
Fair 500 (28.7) 61 (12.2) 439 (87.8)
Unhealthy 125 (7.2) 24 (19.2) 101 (80.8)

Subjective body image Thin 452 (25.9) 45 (10.0) 407 (90.0) 0.069 .966
Normal 787 (45.2) 82 (10.4) 705 (89.6)
Fat 504 (28.9) 52 (10.3) 452 (89.7)

Alcohol drinking Never 1,451 (83.2) 111 (10.9) 912 (89.1) 1.491 .474
Hardly 152 (8.7) 18 (8.1) 203 (91.9)
Currently 140 (8.0) 50 (10.0) 449 (90.0)

Smoking Never 1,023 (58.7) 163 (11.2) 1,288 (88.8) 8.750 .013
Past smoker 221 (12.7) 8 (5.3) 144 (94.7)
Currently 499 (28.6) 8 (5.7) 132 (94.3)

Excercise No 926 (53.1) 101 (10.9) 825 (89.1) 1.674 .433
1-4 times 641 (36.8) 58 (9.0) 583 (91.0)
More than 5 times 176 (10.1) 20 (11.4) 156 (88.6)

Sleeping time Less than 5 hours 218 (12.5) 24 (11.0) 194 (89.0) 0.716 .699
5-8 hours 1,245 (71.4) 130 (10.4) 1,115 (89.6)
More than 8 hours 280 (16.1) 25 (8.9) 255 (91.1)

Stress Less than average 1,216 (69.8) 111 (9.1) 1,105 (90.9) 5.686 .020
More than average 527 (30.2) 68 (12.9) 459 (87.1)

Table 2. The Risk of Atopic Dermatitis by Demographic, Health Sta-
tus, and Lifestyle Variables

Atopic
dermatitis (%)

OR (95% CI) p

Household Lower 25%* 7.8  1.00
  income 26-50% 17.9 1.26 (0.65-2.43) .489

51-75% 39.7 2.19 (1.20-4.00) .011
76-100% 34.6 1.70 (0.93-3.12) .087

Self-rated Healthy* 52.5  1.00
  health Fair 34.1 1.49 (1.06-2.11) .023

Unhealthy 13.4 2.73 (1.64-4.55) < .001
Smoking Never* 91.1  1.00

Past smoker 4.5 0.41 (0.20-0.85) .017
Currently 4.5 0.44 (0.21-0.92) .030

Stress Less than average* 62.0  1.00
More than average 38.0 1.43 (1.03-1.99) .034

*Reference.
OR=odds ratio; CI=confidence interval.

Self-rated health

Smoking Stress

001

Less than average More than averagePast or currentlyNever

Unhealthy Healthy

1

Figure 1. CART model for atopic dermatitis. 
Circled numbers depicted groups: 0 indicates non-atopic dermatitis group; 1, 
atopic dermatitis group.
CART=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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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사회계층Ⅰ,Ⅱ집단에서 Ⅲ, 

Ⅳ, Ⅴ집단에 비해 아토피 피부염의 유병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

러한 결과는 다양하게 설명될 수 있는데 먼저, 가구소득이 높을

수록 엄마의 교육수준이 높고 이에 따라 더 자주 의사를 방문하

고 다양한 약을 처방받을 확률이 높으며 꼭 필요하지 않은 예방접

종의 기회도 증가하는데 이것이 아토피 피부염의 발생위험을 증가

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McNally et al., 1998). 또한, 가구소득은 

일상생활양식과의 관련성이 높아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샤워를 

자주 하는 등 아토피를 둘러싼 여러 가지 위험요인에 노출될 가능

성이 증가할 수 있다(McNally et al., 1998). 다만 본 연구에서 가구

소득의 증가에 따른 아토피 유병률의 교차비 증가가 일정하지 않

은 결과는 소득 정도 이외에 아토피 피부염 유병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이 대상자에게 서로 다른 기전이나 정도로 영향을 미

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Yura와 Shimizu (2001)의 12년에 걸친 

종단적 연구에서도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에서 아토피 유병률이 

유의하게 높다는 결과는 지지되었지만 소득계층간의 유병률 격차

가 점차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나 단순한 가구소득의 영향을 상쇄

시킬 수 있는 일상생활양식의 영향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제시

한 바 있다. 또한 주거가 안정적인 최상위 계층에 비해 상위 3사분

위의 중상위층은 새집으로 이사를 다닐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는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키는 인자 중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

는 새집증후군으로 인한 환경의 영향이 그 이유일 수 있다. 

 주관적 건강상태에서는 아토피 피부염에 ‘건강함’에 비해 ‘보

통’, ‘건강하지 않음’이 유의하게 교차비가 증가되었다. 주관적 건

강상태는 임상검사에 비해 주관적인 측면이 있지만 사망과의 밀

접한 관련성으로 인해 인구집단의 건강상태를 측정하는 정확하

고 신뢰할만한 지표로 광범위하게 활용되어 왔다(Idler & Be-

nyamini, 1997).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보통’, ‘건강하

지 않음’으로 응답한 집단에서 아토피 피부염 유병률이 높게 나타

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아토피 피부염 자체가 ‘건강하지 않은’ 신체 

상태를 반영하기 때문에 상호 교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토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개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자기 인

식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된다.

대상자의 생활습관과 관련해서는 흡연과 스트레스가 아토피 

피부염과 유의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주, 운동, 

수면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흡연은 흡연력이 있는 집

단에서 아토피 피부염 유병 교차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본 연

구결과와 유사하게 횡단적 조사연구인 Hjern 등(2001)도 현재의 

흡연습관이 오히려 아토피 피부염 유병률을 낮추었다는 결과를 

제시한 바 있는데 이는 개인의 주관적 건강인식과 마찬가지로 아

토피 피부염 유무에 의해 역방향으로 현재나 과거의 흡연습관이 

영향받을 수 있음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는 종단적 연구에서 

Sherril, Halonen과 Burrows (1994)가 흡연하는 아토피 피부염 환

자에서 유의한 혈청 Ig E의 상승을 보인 것이나, 후향적 연구에서 

Wilson과 Weis (2011)가 흡연이 산화부담(oxidative stress)의 원인

이 되어 면역계의 변화를 초래하여 아토피 질환의 발생을 증가시

킨다는 선행연구에 의해 지지된다. 즉, 흡연은 면역계의 변화를 초

래하고 직접 또는 간접 흡연이 알레르기 질환 발생의 위험률을 증

가시키므로(Al-Sahab et al., 2008; Nolte et al., 2001; Wilson & 

Weis, 2011), 아토피 피부염 고위험집단에게 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 결과는 단면적 연구

가 갖는 제한점, 즉 전후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추후에

는 한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흡연과 아토피 피부염과의 관련

성 여부에 대한 종단적 연구가 필요함을 제시해준다. 

스트레스의 경우, 보통 이하의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에 비해 보

통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유의하게 아토피 피부염 유병이 

증가되었는데 King과 Wilson (1991)은 아토피 피부염 대상자들에 

대한 전향적 연구에서 전날의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다음날의 피

부상태를 예견한다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Segerstrom과 

Miller (2004)는 다양한 스트레스 원들이 인간의 면역체계에 변화

를 초래할 수 있고 그 영향력의 정도가 건강한 대상자에 비해 아

토피 피부염을 가진 개인의 경우 훨씬 강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스트레스가 아토피 피부염 유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아토피 피부염이 대상자에게 다양한 스트레스를 유발한

다는 기존 연구들에 역방향으로 일상생활의 스트레스가 또한 아

토피 피부염에 중요한 영향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Chida 

등 (2008)도 아토피 피부염과 심리사회적 요인 간에는 양방향의 

관련성이 존재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청소년은 아동

과 성인사이의 과도기적 발달단계라는 특성상 다양한 스트레스

가 존재하는 시기이면서 신체상의 변화에 가장 예민한 시기이므

로 아토피 피부염의 가시성은 청소년에게 주요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며 아토피 피부염과 스트레스 간의 양방향 관련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 건강상태, 생활습관과 아토피 피부염 유

병간의 관계를 본 이상의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독립변수에 따른 

종속변수의 평균 진단 비율에의 영향을 파악하는 데만 중점을 두

기 때문에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들 간의 상대적 위험도 및 상

호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 개인 대상자에 따른 독립변수

들의 위험도를 파악하고자 CART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아

토피 피부염 유병이 높은 집단은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에 따른 건

강상태는 좋지 않으면서 비흡연자인 집단, 건강상태는 좋으면서 

보통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는 집단이 아토피 피부염 유병 위험이 

높았다. 이는 아토피 피부염 유병을 판단하는 의사결정에 있어 선

행하는 요인(주관적 건강상태)이 후속되는 요인(흡연, 스트레스)

보다 우선적인 결정기준이 되며 이들의 관계에 대한 의사결정방법

을 보여줌으로써 아토피 피부염 유병자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

움을 준다. 이 연구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사항은 로지스틱 회귀분

석을 통해 유의하였던 가구소득은 아토피 유병의 의사결정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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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가구소득이 가지는 의

미보다는 가구소득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건강상태나 생활양식이 

교호작용을 일으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아토피 피부염 유병 특성 중에서 건강

상태는 좋지 않으면서 비흡연자, 건강상태는 좋으면서 보통이상의 

스트레스를 받는 자의 특성을 고려해볼 때 먼저, 건강상태는 좋지 

않으면서 비흡연자인 경우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개인의 인

식 때문에 오히려 일상생활에서 건강에 과도한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이것이 비흡연이라는 생활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 건

강상태는 좋으면서 보통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는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할 확률이 높아 흡연과 같은 직접적인 생활습관 

요인의 영향력은 줄어드는 대신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인 요인이 

우세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토피 피부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모든 대상자에게 동일한 수준으

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요인간 상호관련되어 대상자 개인이 처

한 개별 조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

과로 개별 청소년과 관련된 다양한 수준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요

인들을 고려하여 이들에게 적합한 중재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

음을 의미한다. 즉, 청소년의 아토피 피부염 유병과 관련하여 건강

상태에 따라, 주관적으로 건강하고 보통 이상의 스트레스를 인식

하는 대상자에게는 취약 요인이 되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프로

그램을 집중적으로 적용하고, 주관적으로 건강하지 않다고 인식

하는 청소년집단을 대상으로는 흡연과 같은 일상생활 생활습관

들을 긍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금연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전

략이 유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추후에는 청소년 대상자 특성에 

맞는 중재 개발 및 이러한 중재연구들의 효과를 평가하는 후속 연

구가 이루어질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횡단적 조사연구방법을 통하여 진행되었으므로 횡

단적 자료의 한계로 인해 인과관계에 대한 추론이 가능하지 않은 

것이 제한점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을 대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시행된 제4차 국민건강영양

조사의 건강설문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만 13-18세의 청소년 1,743

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상태, 생활습관과 아토피 피

부염 유병의 연관성을 밝히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 대상자 총 1,743명 중 아토피 피부염의 의사진단을 

받은 자는 179명(10.3%)이었다. 

둘째, 아토피 질환의 유병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대상자의 일

반적 특성, 건강상태, 생활습관은 가구 소득 상위 1사분위수에 비

해 상위 3사분위수, 주관적 건강상태가 건강함에 비해 보통과 건

강하지 않음, 비흡연자에 비해 과거 흡연자와 현재 흡연자, 보통 이

상의 스트레스에 비해 보통 이하의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유의

하게 아토피 피부염의 교차비를 증가 또는 감소시켰다. 

셋째, 아토피 피부염 유병의 고위험 집단은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면서 비흡연자, 건강상태가 좋으면서 스트레스가 보통 

이상인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흡연, 스트레스는 아

토피 피부염 유병과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사

결정모형으로 제시된 아토피질환 고위험 그룹인 주관적 건강상태

가 건강하고 스트레스가 보통 이상인 대상자와 주관적 건강상태

가 건강하지 않은 청소년집단을 대상으로 아토피 질환을 예방 또

는 관리하기 위해 각각 스트레스 또는 흡연을 중재하는 것이 중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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