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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evalence of atopic dermatitis (AD), chronic cutaneous disease, has increased rapidly worldwide. Since 
AD is the most common disease affecting infants, maternal food intake during pregnancy as well as lactation 
is importan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examine the difference in maternal food intake during preg-
nancy between mothers having children with or without AD. One hundred forty-eight mothers with children 
aged under 2 years with AD (AD group, n=74) or without AD (non-AD group, n=74) were included in the 
study. Diet during pregnancy was examined using a food frequency questionnaire.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the status of mothers' food consumption during pregnancy between the AD and non-AD groups. Mothers in 
the AD group consumed significantly less white fish (P＜0.05), carrot & pumpkin (P＜0.01), walnut & pine 
nut (P＜0.05), mandarin & orange (P＜0.05), and peach (P＜0.05) than those in the non-AD group. As food 
frequencies were categorized according to ＜1/month, 1∼3/month, 1∼6/week, and 1∼3/day, lower con-
sumption of carrot & pumpkin (Odds Ratio (OR)=6.67, 95% Confidence Interval (CI)=1.98∼22.44), tomato 
(OR=5.11, 95% CI=1.62∼16.08), mandarin & orange (OR=8.64, 95% CI=1.59∼46.81), and walnut & pine 
nut (OR=3.85, 95% CI=1.26∼11.77) increased the risk of childhood AD. According to the results, maternal 
food intakes during pregnancy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AD and non-AD groups. Therefore, further 
studies are necessary to examin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food intake and prevalence of AD 
in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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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아토피 피부염(atopic dermatitis)은 만성 피부질환

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다(Johans-
son 등 2004). 지난 30∼40년 동안 알레르기 질환 유

병률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에서

는 전체 10∼20%의 어린이가 알레르기성 증상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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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0). 56개 나라의 알레르기 유병률에서 

가장 높은 나라는 가장 낮은 나라의 20배나 높게 

나타났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5∼10% 정도로 나타

났다(ISAAC Steering Committee 1998). 그 중 만성적

인 가려움증과 발진을 동반하는 아토피 피부염은 

특히 만 2세 이전에 20% 이상 발병하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
임신 동안의 식이 요인이 임산부의 건강뿐만 아

니라 태아에게 영향을 미쳐 저체중아의 출산 등의 

임신결과에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Thame 등 1997; Lee & Chang 2008). 이와 유사하게 

아토피 피부염과 같이 영아기에 많이 나타나는 질

병들이 임신기와 수유기 동안 어머니의 식품 섭취

가 아기에게 영향을 미쳐 나타날 수 있다는 가설이 

제기되면서 그에 대한 주제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Tan 등 2005; Miyake 등 2009).
아토피 피부염을 예방하거나 완화시키는 요인에

는 환경적이나 유전적 요인처럼 여러 요인들이 존

재하겠지만 그 중에서 식이요인으로 최근에는 항산

화 영양소나 식품에 관한 연구들이 시행되고 있다

(Saito 등 2010). 특히 임신기 동안 여성의 항산화 영

양소 섭취와 영유아기 식품섭취를 대상으로 한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 시기의 영양 섭취

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Martindale 등(2005)의 

연구에서는 임신부의 항산화 영양소 섭취와 생후 

일년간 영아의 천식과 알레르기 습진 발병률은 관

련이 없었지만 생후 2년째에 임신 동안의 비타민 E
섭취와 영아의 천식과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로 나

타났다. 또한 알레르기가 있는 어머니의 경우에는 

임신 동안의 비타민 E 섭취와 영아의 알레르기 습

진이 반비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eve-
reux 등(2006)의 연구에서는 임신기 동안 비타민 E
를 포함하는 식품 섭취는 아이의 천식 발병의 위험

성 감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임신기 

동안의 여성의 식이섭취와 보충제 섭취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임신부의 항산화 영양소 섭취가 영유아

의 천식의 위험성 감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Litonjua 등 2006) 임신부와 수유부의 n-3 보

충제 섭취에 관한 연구에서는 n-3 보충제를 섭취한 

임신부 그룹에서 아이의 알레르기성 습진이 낮은 

비율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Dunstan 등 

2003; Furuhjelm 등 2009).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만 2세 이하 영유아의 아토

피 피부염 유무에 따른 어머니의 임신기 동안의 식

품 섭취 차이를 분석하고 환아의 아토피 피부염 발

생에 영향을 미치는 식품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1. 조사대상자 및 기간

서울시 S병원 알레르기센터와 S, K 보건소에 방

문한 만 2세 이하의 어린이를 둔 어머니를 조사대

상자로 선정하였다. 3차 진료기관인 S병원에서는 아

토피 피부염 진단을 받은 어린이의 어머니를, 보건

소에서는 아토피 피부염이 없는 어린이를 둔 어머

니를 대상자로 모집하였다. 조사는 2008년 3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실시되었고 모집된 인원은 총 148명
으로 아토피 피부염 대상자 어머니 74명과 같은 인

원수의 74명의 건강한 어린이의 어머니가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2. 설문조사

조사에 동의한 어머니를 대상으로 임신기간 동안

의 음식섭취 상태, 제한식품 유무, 친환경 식품 사

용 유무, 섭취했던 식품의 섭취빈도에 대해서 조사

하였다. 음식섭취 상태에 대한 질문은 5항목(매우 

잘 먹었다, 잘 먹은 편이었다, 보통이었다, 잘 먹지 

못한 편이었다, 매우 잘 먹지 못했다)으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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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조사 항목에는 아이의 연령, 성별, 아토피 

피부염 발생시기, 가정의 월수입, 어머니의 학력과 

연령 등을 조사하였다. 설문지는 현장에서 받거나 

각 가정에서 작성한 후 일주일 내로 우편으로 보내

게 하였다.

3. 식사평가

어머니의 식품섭취는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식품빈

도조사지의 식품 중 Han 등(2004)의 연구에서 우리

나라 아토피 피부염 어린이에서 자주 감작되어 원

인으로 보고되는 식품들 중 상위 10위 이내 속하는 

식품들, 그리고 최근 아토피피부염 발생과의 관련성

이 연구되고 있는 항산화 영양소와 불포화 지방산

의 주요 급원 식품들을 선택하여 개발한 총 24개의 

식품 항목을 포함한 식품섭취빈도지를 이용해 임신

기에 섭취했던 식품을 얼마나 자주 먹었는지를 조

사하였다(Han 등 2004; Martindale 등 2005; Furu-
hjelm 등 2009;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0). 빈도 항목은 거의 안 먹음, 1년 6∼11회, 월 

1회, 월 2∼3회, 주 1회, 주 2∼3회, 주 4∼6회, 1일 

1회, 1일 2회, 1일 3회로 총 10개로 분류하였고 분석

시에는 이를 월 1회 미만, 월 1∼3회, 주 1∼6회, 1
일 1∼3회로 4개의 구간으로 축소하였다. 콩류 및 

두부류, 달걀류, 우유 및 유제품류, 요구르트 및 발

효제품류, 생선류 2품목, 갑각류, 채소류 7품목, 해조

류, 견과류 2품목, 과일류 5품목, 기름류 2품목으로 

총 11군으로 구성되었다.

4. 통계방법

수집한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program(ver. 18.0)과 SAS soft-
ware(ver. 9.1)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아토피 피부

염 유무에 따라 아토피 피부염군과 대조군으로 나

눠 일반사항과 임신기 동안 어머니의 음식섭취, 제

한식품, 친환경 식품의 사용, 식품섭취빈도의 비율

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Chi-square test 분석법을 이용

했고, 아토피 피부염의 상대적인 위험율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오즈비(odds ratio; OR)와 오즈비의 95% 신
뢰구간(confidence interval; CI)을 제시하였으며 선형

관계를 검정하기 위해서는 P for linear trend를 사용

하였다. 오즈비는 1을 기준으로 95% 신뢰구간이 1
을 포함하지 않을 때 위험성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

다고 판단하였다. 아토피 피부염군과 대조군 어머니

의 식품섭취빈도 평균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Student 
t-test 분석법을 이용해서 검정하였고 모든 검증은 양

측검정을 사용하였으며 유의성 검정은 5%로 실시하

였다.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 대상자에 대한 일반사항은 Table 1에 제

시되어 있다. 대상자는 총 148명으로 아토피 피부염

군과 건강한 대조군의 어머니 각각 74명으로 나뉘

었으며 자녀의 성별은 남아 84명(56.8%), 여아 64명
(43.2%)이었고, 연령은 6∼12개월은 31명(20.9%), 13
∼24개월은 99명(66.9%), 25∼35개월은 18명(12.2%)
으로 조사되었다. 아토피 피부염으로 병원에 내원하

는 어린이는 대부분 연령이 어리기 때문에 자녀의 

연령에서 대조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연령이 어렸고

(16.2±6.6개월 & 18.3±5.3개월) 아토피 피부염 어린

이의 평균 발병 나이는 3.92±3.87개월이었다.
아토피 피부염군의 어머니 연령은 32.2±3.1세, 대

조군 어머니의 연령은 31.8±3.5세로 나타났고 두 군

간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의 학력은 대학

교를 졸업한 대상자가 87명(58.8%)으로 가장 높았고, 
가정의 월수입은 300∼600만원이 85명(57.4%)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력, 월수입 모두 두 군간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임신기 동안 음식섭취 상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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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Without AD
(n=74)

With AD
(n=74)

Total
(n=148) P-value

Child
Gender Male  42 (56.8)1) 42 (56.8) 84 (56.8) 1.000

Female 32 (43.2) 32 (43.2) 64 (43.2)
Age (month) 6∼12  8 (10.8) 23 (31.1) 31 (20.9) 0.009

13∼24 55 (74.3) 44 (59.5) 99 (66.9)
25∼35 11 (14.9)  7 ( 9.5) 18 (12.2)

Age (month) 18.3±5.32) 16.2±6.6 17.2±6.0 0.032
Age of AD onset (month) 3.92±3.8

Mother
Mother's age (year) 31.8±3.52) 32.2±3.1 0.476
Mother's education High school   8 (10.8)1) 8 (10.8) 16 (10.8) 0.996

College 13 (17.6) 13 (17.6) 26 (17.6)
University 43 (58.1) 44 (59.5) 87 (58.8)
Graduate school 10 (13.5)  9 (12.2) 19 (12.8)

Monthly income
 (10,000 won)

＜150  3 ( 4.1)  4 ( 5.4)  7 ( 4.7) 0.590
150∼300 19 (25.7) 15 (20.3) 34 (23.0)
300∼600 39 (52.7) 46 (62.2) 85 (57.4)
≥600 13 (17.6)  9 (12.2) 22 (14.9)

Food consumption Very good 12 (16.2) 16 (21.6) 28 (18.9) 0.476
 status during pregnancy Good 42 (56.8) 31 (41.9) 73 (49.3)

Moderate 16 (21.6) 22 (29.7) 38 (25.7)
A little  3 ( 4.1)  3 ( 4.1)  6 ( 4.1)
None  1 ( 1.4)  2 ( 2.7)  3 ( 2.0)

AD: atopic dermatitis
1) n (%)
2) Mean±SD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population.

‘매우 잘 먹었다’로 대답한 대상자는 28명(18.9%), 
‘잘 먹은 편이었다’는 73명(49.3%)으로 대부분 ‘잘 

먹는다’에 응답하였고 ‘잘 먹지 못한다’고 대답한 

대상자의 수는 적게 나타나 두 그룹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2. 임신기 동안 제한한 식품

임신기 동안 제한한 식품의 유무를 조사한 결과

는 Table 2에 제시했다. 아토피 피부염군에서는 ‘예’
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35명(47.3%)이었고 대조군에

서는 33명(44.6%)으로 나타났다. 식품을 제한한 대상

자 중에서 제한한 식품의 종류를 조사한 결과, 두 

군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두 군 모두 식품첨

가물, 과자, 빵, 사탕, 초콜릿(44.1%)이나 탄산음료

(79.4%)를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임신기 동안 친환경 식품(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등)의 사용

임신기 동안 친환경 식품(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등)의 사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3에 제시했

다. ‘예, 사용하였음’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아토피 

피부염군에서 26명(35.1%), 대조군에서 30명(40.5%)
으로 두 그룹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

다. 사용한 친환경 식품의 종류를 조사한 결과, 과

자(P=0.007)에서만 두 군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

났는데 아토피 피부염 군에서 더 많은 비율의 대상자

가 친환경 식품의 과자를 섭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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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Without AD
(n=74)

With AD
(n=74)

Total
(n=148) P-value

Food restriction Yes 33 (44.6) 35 (47.3) 68 (45.9) 0.869
No 41 (55.4) 39 (52.7) 80 (54.1)

Milk Yes  2 ( 6.1)  4 (11.4)  6 ( 8.8) 0.674 
Cheese Yes  2 ( 6.1)  3 ( 8.6)  5 ( 7.4) 1.000 
Fermented milk Yes  1 ( 3.0)  1 ( 2.9)  2 ( 2.9) 1.000 
Egg Yes  2 ( 6.1)  6 (17.1)  8 (11.8) 0.260 
Food additives, snack, bread, candy, chocolate Yes 14 (42.4) 16 (45.7) 30 (44.1) 0.812 
White fish Yes    0 ( 0.0)  1 ( 2.9)  1 ( 1.5) 1.000 
Red fish Yes    0 ( 0.0)  2 ( 5.7)  2 ( 2.9) 0.493 
Crustacean, clam, shrimp, crab Yes  5 (15.2)  3 ( 8.6)  8 (11.8) 0.471 
Peanut Yes  4 (12.1)  6 (17.1) 10 (14.7) 0.735 
Walnut Yes  1 ( 3.0)  4 (11.4)  5 ( 7.4) 0.357 
Flour Yes  8 (24.2)  3 ( 8.6) 11 (16.2) 0.105 
Buckwheat Yes  3 ( 9.1)  1 ( 2.9)  4 ( 5.9) 0.349 
Carbonated drink Yes 28 (84.8) 26 (74.3) 54 (79.4) 0.372 
Doenjang (soybean paste) Yes   0 ( 0.0)  1 ( 2.9)  1 ( 1.5) 1.000 
Soybean milk Yes   0 ( 0.0)  3 ( 8.6)  3 ( 4.4) 0.239 
Orange Yes   0 ( 0.0)  2 ( 5.7)  2 ( 2.9) 0.493 
Tomato Yes   0 ( 0.0)    0 ( 0.0)    0 ( 0.0)
Beef Yes  1 ( 3.0)  1 ( 2.9)  2 ( 2.9) 1.000 
Pork Yes   0 ( 0.0)  3 ( 8.6)  3 ( 4.4) 0.239 

AD: atopic dermatitis

Table 2. Food restricted during pregnancy.
n (%)

Variables Without AD
(n=74)

With AD
(n=74)

Total
(n=148) P-value

Eco-friendly food consumption Yes 30 ( 40.5) 26 ( 35.1) 56 ( 37.8)
0.611

No 44 ( 59.5) 48 ( 64.9) 92 ( 62.2)

Grain Yes 21 ( 70.0) 11 ( 42.3) 32 ( 57.1) 0.058
Meat Yes  3 ( 10.0)  4 ( 15.4)  7 ( 12.5) 0.693
Fish Yes  4 ( 13.3)  2 (  7.7)  6 ( 10.7) 0.675
Egg Yes  3 ( 10.0)  6 ( 23.1)  9 ( 16.1) 0.277
Beans Yes 13 ( 43.3)  7 ( 26.9) 20 ( 35.7) 0.267
Vegetables Yes 21 ( 70.0) 15 ( 57.7) 36 ( 64.3) 0.408
Fruits Yes 22 ( 73.3) 15 ( 57.7) 37 ( 66.1) 0.265
Milk & milk products Yes  5 ( 16.7)  8 ( 30.8) 13 ( 23.2) 0.342
Sugars Yes  4 ( 13.3)  2 (  7.7)  6 ( 10.7) 0.675
Fat and oils Yes  3 ( 10.0)  3 ( 11.5)  6 ( 10.7) 1.000
Nuts Yes  6 ( 20.0)  3 ( 11.5)  9 ( 16.1) 0.481
Snacks Yes     0 (  0.0)  6 ( 23.1)  6 ( 10.7) 0.007

AD: atopic dermatitis

Table 3. Eco-friendly food consumption during pregnancy.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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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Without AD (n=74) With AD (n=74) P-value

Beans & tofu  5.0±4.91) 4.0±4.9 0.246
Egg 3.6±2.5 3.2±3.4 0.407
Milk & milk products 7.7±6.0 6.6±5.4 0.244
Fermented milk 4.8±4.5 4.2±4.7 0.434
Red fish 2.9±3.8 2.2±2.0 0.159
White fish 2.7±3.6 1.7±1.6 0.048
Crustacean 1.0±1.6 0.6±0.9 0.083
Cabbage 12.4±7.7 11.3±7.6 0.359
Green-leaf vegetable 8.5±6.8 7.6±5.8 0.381
Green pumpkin, cucumber 5.1±4.8 4.8±4.5 0.698
Pepper 4.7±5.2 3.4±3.7 0.077
Carrot, pumpkin 4.6±4.6 2.8±2.9 0.004
Tomato 3.5±3.7 2.5±3.4 0.091
Mushroom 3.8±3.6 3.2±3.0 0.241
Seaweed 5.0±4.0 4.1±3.8 0.160
Walnut, pine nut 2.8±3.8 1.6±3.0 0.033
Peanut 1.6±2.7 1.0±2.8 0.155
Mandarin, orange 4.5±4.3 2.9±3.5 0.010
Strawberry, kiwi 3.7±3.5 2.8±3.0 0.088
Apple, pear 5.2±4.7 4.0±3.4 0.076
Peach 2.7±3.4 1.5±2.0 0.013
Watermelon, oriental melon 4.0±4.6 3.0±3.6 0.154
Corn, olive, sesame, vegetable oil 7.0±5.2 6.5±4.8 0.576
Perilla, soybean, canola oil 4.9±4.9 4.0±4.2 0.197

AD: atopic dermatitis
1) Mean±SD

Table 4. Comparison of mean maternal food intake frequencies (per week) during pregnancy between children with and without AD.

4. 임신기에 섭취했던 식품 섭취 빈도

어머니가 임신기에 섭취했던 식품의 빈도를 주당 

횟수로 계산해서 그 평균값을 Table 4에 제시했다. 
흰살 생선에서 아토피 피부염군은 1.7±1.6회, 대조군

은 2.7±3.6회, 당근, 단호박에서 아토피 피부염군은 

2.8±2.9회, 대조군은 4.6±4.6회, 호두, 잣에서 아토피 

피부염군은 1.6±3.0회, 대조군은 2.8±3.8회, 귤, 오렌

지에서 아토피 피부염군은 2.9±3.5회, 대조군은 

4.5±4.3회, 복숭아에서 아토피 피부염군은 1.5±2.0회, 
대조군은 2.7±3.4회로 나타났다. 흰살 생선(P=0.048)
과 당근, 단호박(P=0.004), 호두, 잣(P=0.033), 귤, 오

렌지(P=0.010), 복숭아(P=0.013)에서 아토피 피부염군

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더 낮은 빈도로 섭취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토피 피부염군과 대조군 어머니의 콩류 및 두

부류, 달걀류, 우유 및 유제품류, 요구르트 및 발효

제품류, 생선류, 갑각류 섭취빈도 비율과 오즈비를 

제시한 결과를 Table 5에 제시했다. 갑각류(새우, 게)
에서 섭취 횟수 구간에 따라 두 군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44). 그러나 갑각류의 오즈비를 

분석한 결과, 어머니가 임신기간동안 갑각류를 한 

달에 1∼3회 섭취했을 때와 하루 1∼3회 섭취의 오

즈비는 95% 신뢰구간이 1을 포함하므로 유의적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OR=3.26, 95% CI=0.28∼
37.69) 섭취빈도의 증감에 따른 오즈비의 선형관계

도 유의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임신기간 동안 어머니의 채소류와 해조류의 식품 

섭취 빈도와 오즈비는 Table 6에 제시했다. 섭취 횟

수에 따른 비율은 당근과 단호박(P=0.010),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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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Without AD
(n=74)

With AD
(n=74)

Total
(n=148) P-value Odds ratio (95% CIa)　 P for trend

Beans & tofu

＜1/month   4 ( 5.4)1)  4 ( 5.4)  8 ( 5.4) 0.199 1.43 (0.31∼6.70)2) 0.712
1∼3/month  2 ( 2.7)  8 (10.8)  10 ( 6.8) 5.71 (1.05∼31.07)
1∼6/week 48 (64.9) 48 (64.9) 96 (64.9) 1.43 (0.65∼3.15)
1∼3/day 20 (27.0) 14 (18.9) 34 (23.0) 1 (Ref)

Egg

＜1/month  3 ( 4.1)  6 ( 8.1)  9 ( 6.1) 0.153 4.00 (0.76∼20.96) 0.166
1∼3/month  4 ( 5.4)  9 (12.2)  13 ( 8.8) 4.50 (1.02∼19.90)
1∼6/week 53 (71.6) 52 (70.3) 105 (70.9) 1.96 (0.73∼5.25)
1∼3/day 14 (18.9)  7 ( 9.5) 21 (14.2) 1 (Ref)

Milk & milk 
 products

＜1/month  5 ( 6.8)  3 ( 4.1)  8 ( 5.4) 0.073 0.83 (0.19∼3.71) 0.421
1∼3/month  2 ( 2.7)  6 ( 8.1)  8 ( 5.4) 4.15 (0.79∼21.81)
1∼6/week 20 (27.0) 31 (41.9) 51 (34.5) 2.14 (1.05∼4.38)
1∼3/day 47 (63.5) 34 (45.9) 81 (54.7) 1 (Ref)

Fermented milk

＜1/month 10 (13.5)  7 ( 9.5) 17 (11.5) 0.574 0.84 (0.28∼2.53) 0.485
1∼3/month  6 ( 8.1)  9 (12.2) 15 (10.1) 1.80 (0.56∼5.75)
1∼6/week 28 (37.8) 33 (44.6) 61 (41.2) 1.41 (0.68∼2.94)
1∼3/day 30 (40.5) 25 (33.8) 55 (37.2) 1 (Ref)

Red fish

＜1/month  5 ( 6.8)  8 (10.8)  13 ( 8.8) 0.714 1.87 (0.39∼8.89) 0.313
1∼3/month 12 (16.2) 15 (20.3) 27 (18.2) 1.46 (0.39∼5.51)
1∼6/week 50 (67.6) 45 (60.8) 95 (64.2) 1.05 (0.33∼3.36)
1∼3/day  7 ( 9.5)  6 ( 8.1)  13 ( 8.8) 1 (Ref)

White fish

＜1/month  7 ( 9.5)  8 (10.8) 15 (10.1) 0.774 2.29 (0.41∼12.73) 0.548
1∼3/month 14 (18.9) 15 (20.3) 29 (19.6) 2.14 (0.45∼10.26)
1∼6/week 47 (63.5) 48 (64.9) 95 (64.2) 2.04 (0.48∼8.65)
1∼3/day  6 ( 8.1)  3 ( 4.1)  9 ( 6.1) 1 (Ref)

Shell fish

＜1/month 27 (36.5) 19 (25.7) 46 (31.1) 0.044 1.41 (0.12∼16.66) 0.509
1∼3/month 27 (36.5) 44 (59.5) 71 (48.0) 3.26 (0.28∼37.69)
1∼6/week 18 (24.3) 10 (13.5) 28 (18.9) 1.11 (0.09∼13.84)
1∼3/day  2 ( 2.7)  1 ( 1.4)  3 ( 2.0) 1 (Ref)

AD: atopic dermatitis
a: confidence interval
1) n (%)
2) ORs, 95% CIs and P for linear trend were calculated by using logistic regression.

Table 5. Odds ratios of children with AD with maternal beans and egg, milk, fish, shell fish consumption during pregnancy.

(P=0.014)에서 두 군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고 

아토피 피부염군이 대조군에 비해 임신기 동안 당

근과 단호박, 토마토를 덜 자주 섭취하였다. 당근과 

단호박, 토마토의 아토피 피부염의 오즈비를 분석한 

결과, 한 달에 1∼3회 섭취한 군이 하루에 1∼3회 

섭취하는 군에 비해 아토피 피부염군이 될 오즈비

가 당근과 단호박은 6.67배(OR=6.67, 95% CI=1.98∼
22.44), 토마토는 5.11배(OR=5.11, 95% CI=1.62∼

16.0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오즈비의 

선형관계는 유의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니의 과일의 식품 섭취 빈도와 odds ratio(OR)

에 대한 결과는 Table 7에 제시했다. 귤과 오렌지에

서 두 군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P=0.013) 
아토피 피부염군이 대조군에 비해서 임신기 동안 

귤과 오렌지를 적은 횟수로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귤과 오렌지의 오즈비를 분석한 결과, 한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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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Without AD
(n=74)

With AD
(n=74)

Total
(n=148) P-value Odds ratio (95% CIa) P for trend

Cabbage

＜1/month   1 ( 1.4)1)  2 ( 2.7)  3 ( 2.0) 0.260 1.96 (0.17∼22.31)2) 0.371
1∼3/month  1 ( 1.4)  5 ( 6.8)  6 ( 4.1) 4.90 (0.55∼43.45)
1∼6/week 21 (28.4)  15 (20.3) 36 (24.3) 0.70 (0.33∼1.51)
1∼3/day 51 (68.9) 52 (70.3)   103 (69.6) 1 (Ref)

Green-leaf vegetable

＜1/month    0 ( 0.0)  3 ( 4.1)  3 ( 2.0) 0.228 1.84 (0.00∼0.00) 0.764
1∼3/month  1 ( 1.4)  3 ( 4.1)  4 ( 2.7) 3.42 (0.24∼34.32)
1∼6/week 32 (43.2) 32 (43.2) 64 (43.2) 1.14 (0.59∼2.21)
1∼3/day 41 (55.4) 36 (48.6) 77 (52.0) 1 (Ref)

Green pumpkin, 
 cucumber

＜1/month  2 ( 2.7)  3 ( 4.1)  5 ( 3.4) 0.664 1.90 (0.29∼12.51) 0.721
1∼3/month  6 ( 8.1)  4 ( 5.4)  10 ( 6.8) 0.84 (0.21∼3.42)
1∼6/week 42 (56.8) 48 (64.9) 90 (60.8) 1.44 (0.70∼3.00)
1∼3/day 24 (32.4) 19 (25.7) 43 (29.1) 1 (Ref)

Pepper

＜1/month  4 ( 5.4)  5 ( 6.8)  9 ( 6.1) 0.293 2.13 (0.46∼9.81) 0.506
1∼3/month  7 ( 9.5) 13 (17.6) 20 (13.5) 3.16 (0.95∼10.55)
1∼6/week 46 (62.2) 46 (62.2) 92 (62.2) 1.70 (0.70∼4.11)
1∼3/day 17 (23.0) 10 (13.5) 27 (18.2) 1 (Ref)

Carrot, pumpkin

＜1/month  4 ( 5.4)  2 ( 2.7)  6 ( 4.1) 0.010 1.00 (0.15∼6.53) 0.758
1∼3/month  6 ( 8.1) 20 (27.0) 26 (17.6) 6.67 (1.98∼22.44)
1∼6/week 46 (62.2) 43 (58.1) 89 (60.1) 1.87 (0.76∼4.61)
1∼3/day 18 (24.3)  9 (12.2) 27 (18.2) 1 (Ref)

Tomato

＜1/month  9 (12.2)  5 ( 6.8)  14 ( 9.5) 0.014 0.99 (0.25∼3.87) 0.742
1∼3/month  8 (10.8) 23 (31.1) 31 (20.9) 5.11 (1.62∼16.08)
1∼6/week 41 (55.4) 37 (50.0) 78 (52.7) 1.60 (0.63∼4.07)
1∼3/day 16 (21.6)  9 (12.2) 25 (16.9) 1 (Ref)

Mushroom

＜1/month  3 ( 4.1)  3 ( 4.1)  6 ( 4.1) 0.772 1.33 (0.22∼8.22) 0.861
1∼3/month  5 ( 6.8)  8 (10.8)  13 ( 8.8) 2.13 (0.52∼8.76)
1∼6/week 54 (73.0) 54 (73.0) 108 (73.0) 1.33 (0.52∼3.42)
1∼3/day 12 (16.2)  9 (12.2) 21 (14.2) 1 (Ref)

Seaweed

＜1/month  4 ( 5.4)  3 ( 4.1)  7 ( 4.7) 0.104 0.94 (0.19∼4.68) 0.964
1∼3/month  1 ( 1.4)  8 (10.8)  9 ( 6.1) 10.0 (1.15∼86.75)
1∼6/week 44 (59.5) 43 (58.1) 87 (58.8) 1.22 (0.59∼2.52)
1∼3/day 25 (33.8) 20 (27.0) 45 (30.4) 1 (Ref)

AD: atopic dermatitis
a: confidence interval
1) n (%)
2) ORs, 95% CIs and P for linear trend were calculated by using logistic regression

Table 6. Odds ratios of children with AD with maternal vegetable consumption during pregnancy.

에 1회 미만으로 섭취하는 군이 하루에 1∼3회 섭

취하는 군에 비해 오즈비가 8.64배 높게 나타났다

(OR=8.64, 95% CI=1.59∼46.81). 오즈비의 선형관계

를 분석한 결과, 귤과 오렌지를 자주 섭취할수록 아

토피 피부염의 오즈비가 유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P for trend＜0.012). 복숭아의 경우 한 달에 

1회 미만으로 섭취하는 군이 하루에 1∼3회 섭취하

는 군에 비해 오즈비가 5.90배 높게 나타났다

(OR=5.90, 95% CI=1.37∼25.36). 오즈비의 선형관계 

또한 유의적인 결과를 보여 복숭아를 자주 섭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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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Without AD
(n=74)

With AD
(n=74)

Total
(n=148) P-value Odds ratio (95% CIa) P for trend

Mandarin, orange

＜1/month   2 ( 2.7)1) 10 (13.5)  12 ( 8.1) 0.013 8.64 (1.59∼46.81)2) 0.012
1∼3/month  9 (12.2) 17 (23.0) 26 (17.6) 3.26 (1.09∼9.78)
1∼6/week 44 (59.5) 36 (48.6) 80 (54.1) 1.41 (0.60∼3.35)
1∼3/day 19 (25.7) 11 (14.9) 30 (20.3) 1 (Ref)

Strawberry, kiwi

＜1/month  4 ( 5.4)  7 ( 9.5)  11 ( 7.4) 0.299 2.04 (0.48∼8.71) 0.217
1∼3/month  9 (12.2) 16 (21.6) 25 (16.9) 2.07 (0.68∼6.38)
1∼6/week 47 (63.5) 39 (52.7) 86 (58.1) 0.97 (0.40∼2.33)
1∼3/day 14 (18.9) 12 (16.2) 26 (17.6) 1 (Ref)

Apple, pear

＜1/month  2 ( 2.7)  4 ( 5.4)  6 ( 4.1) 0.776 2.00 (0.33∼12.18) 0.373
1∼3/month  7 ( 9.5)  9 (12.2) 16 (10.8) 1.29 (0.40∼4.13)
1∼6/week 45 (60.8) 41 (55.4) 86 (58.1) 0.91 (0.43∼1.93)
1∼3/day 20 (27.0) 20 (27.0) 40 (27.0) 1 (Ref)

Peach

＜1/month 13 (17.6) 23 (31.1) 36 (24.3) 0.061 5.90 (1.37∼25.36) 0.013
1∼3/month 14 (18.9) 17 (23.0) 31 (20.9) 4.05 (0.93∼17.63)
1∼6/week 37 (50.0) 31 (41.9) 68 (45.9) 2.79 (0.71∼11.05)
1∼3/day 10 (13.5)  3 ( 4.1)  13 ( 8.8) 1 (Ref)

Watermelon, 
 oriental melon

＜1/month  7 ( 9.5)  9 (12.2) 16 (10.8) 0.311 2.19 (0.62∼7.70) 0.360
1∼3/month  9 (12.2) 15 (20.3) 24 (16.2) 2.83 (0.91∼8.83)
1∼6/week 41 (55.4) 40 (54.1) 81 (54.7) 1.66 (0.68∼4.06)
1∼3/day 17 (23.0) 10 (13.5) 27 (18.2) 1 (Ref)

AD: atopic dermatitis
a: confidence interval
1) n (%)
2) ORs, 95% CIs and p for linear trend were calculated by using logistic regression.

Table 7. Odds ratios of children with AD with maternal fruit consumption during pregnancy.

수록 아토피 피부염의 오즈비가 유의적으로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P for trend＜0.013).
어머니의 견과류와 기름의 섭취 빈도와 오즈비의 

결과는 Table 8과 같이 호두와 잣에서 두 군간의 유

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46). 아토피 피부염군이 

대조군에 비해서 임신기 동안 호두와 잣을 적은 횟

수로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호두와 잣의 아토

피 피부염의 오즈비를 분석한 결과, 한 달에 1회 미

만으로 섭취하는 군이 하루에 1∼3회 섭취하는 군

에 비해 오즈비가 3.85배 높게 나타났다(OR=3.85, 
95% CI=1.26∼11.77). 오즈비의 선형관계를 본 결과, 
호두와 잣을 자주 섭취할수록 아토피 피부염군이 

될 오즈비가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for trend＜0.015). 땅콩에서는 하루에 1∼3회 섭취

하는 군의 오즈비를 1로 기준 삼았을 때 한 달에 1
회 미만으로 섭취하는 군의 오즈비가 유의적으로 

차이가 없었으나(OR=3.73, 95% CI=0.88∼15.79) 오즈

비의 선형관계는 유의적으로 나타나 땅콩을 자주 

섭취할수록 아토피 피부염의 오즈비가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for trend＜0.028). 들기

름과 콩기름, 캐놀라유의 경우는 자주 섭취할수록 

아토피 피부염군이 될 오즈비가 유의적으로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P for trend＜0.042).
채소, 과일, 생선, 견과류, 기름 식품군으로 묶어 

식품 섭취 빈도와 오즈비를 살펴 본 결과는 Table 9
에 제시했다. 과일(P=0.011)과 견과류(P=0.010)에서 

대조군이 아토피 피부염 그룹에 비해서 임신기에 

과일과 견과류를 자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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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Without AD
(n=74)

With AD
(n=74)

Total
(n=148) P-value Odds ratio (95% CIa)　 P for trend

Walnut, pine nut

＜1/month  14 (18.9)1) 29 (39.2) 43 (29.1) 0.046 3.85 (1.26∼11.77)2) 0.015
1∼3/month 22 (29.7) 17 (23.0) 39 (26.4) 1.44 (0.47∼4.38)
1∼6/week 25 (33.8) 21 (28.4) 46 (31.1) 1.56 (0.53∼4.62)
1∼3/day 13 (17.6)  7 ( 9.5) 20 (13.5) 1 (Ref)

Peanut

＜1/month 25 (33.8) 40 (54.1) 65 (43.9) 0.081 3.73 (0.88∼15.79) 0.028
1∼3/month 25 (33.8) 19 (25.7) 44 (29.7) 1.77 (0.40∼7.78)
1∼6/week 17 (23.0) 12 (16.2) 29 (19.6) 1.65 (0.35∼7.69)
1∼3/day  7 ( 9.5)  3 ( 4.1)  10 ( 6.8) 1 (Ref)

Corn oil, olive oil, 
sesame oil, 
vegetable oil

＜1/month  1 ( 1.4)  3 ( 4.1)  4 ( 2.7) 0.610 3.08 (0.31∼11.29) 0.285
1∼3/month  2 ( 2.7)  4 ( 5.4)  6 ( 4.1) 2.05 (0.36∼3.07)
1∼6/week 33 (44.6) 30 (40.5) 63 (42.6) 0.93 (0.48∼1.83)
1∼3/day 38 (51.4) 37 (50.0) 75 (50.7) 1 (Ref)

Perilla oil, 
 soybean oil, 
 canola oil

＜1/month  8 (10.8) 16 (21.6) 24 (16.2) 0.203 2.18 (0.78∼6.09) 0.042
1∼3/month  9 (12.2) 12 (16.2) 21 (14.2) 1.46 (0.51∼4.12)
1∼6/week 33 (44.6) 24 (32.4) 57 (38.5) 0.79 (0.36∼1.73)
1∼3/day1 24 (32.4) 22 (29.7) 46 (31.1) 1 (Ref)

AD: atopic dermatitis
a: confidence interval
1) n (%)
2) ORs, 95% CIs and p for linear trend were calculated by using logistic regression

Table 8. Odds ratios of children with AD with maternal nuts and oils consumption during pregnancy.

과일과 견과류의 오즈비를 분석한 결과, 아토피 피

부염군이 될 확률이 한 달에 1회 미만으로 섭취하

는 그룹이 하루에 1∼3회 섭취하는 그룹에 비해 과

일은 4.50배(OR=4.50, 95% CI=1.65∼12.27), 견과류는 

6.39배(OR=6.39, 95% CI=2.07∼19.68) 높게 나타났고 

과일(P for trend＜0.035)과 견과류(P for trend＜0.032)
를 자주 섭취할수록 아토피 피부염군이 될 오즈비

가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찰

전 세계적으로 영유아의 아토피 피부염 유병률은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발맞춰 임신기 동안의 식이 

섭취와 태어난 아기의 알레르기 질환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Shaheen 등 

2009; Lange 등 2010). 본 연구는 만 2세 이전의 영

유아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영유아의 아토피 피

부염 유무에 따른 어머니의 임신기 동안의 식품 섭

취 차이를 살펴보았다.
임신부의 식품 섭취 빈도 조사에서 식품의 종류

에 따라 그룹간의 차이를 본 결과, 아토피 피부염군

이 대조군에 비해서 임신기 동안 당근과 단호박, 토
마토를 적은 횟수로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 달에 1∼3회 섭취한 군이 하루에 1∼3회 섭취하

는 군에 비해 아토피 피부염이 될 오즈비가 당근과 

단호박은 6.67배, 토마토는 5.11배인 것으로 나타났

다.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Calvani 등(2006)의 연

구에서 임신부의 과일과 채소 섭취량이 상대적으로 

높을수록 아이의 천식 발병률이 감소한 것으로 보

고되었다(Fitzsimon 등 2007; Chatzi 등 2008).
과일의 섭취 빈도 차이를 보면, 아토피 피부염군

의 어머니가 대조군의 어머니에 비해서 임신기 동

안 귤과 오렌지를 적은 횟수로 섭취하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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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Without AD
(n=74)

With AD
(n=74)

Total
(n=148) P-value Odds ratio (95% CIa) P for trend

Vegetable

≤6/week   1 ( 1.4)1)  3 ( 4.1)  4 ( 2.7) 0.101 3.57 (0.36∼35.30)2) 0.787
1/day  5 ( 6.8)  4 ( 5.4)  9 ( 6.1) 0.95 (0.24∼3.72)
2/day  5 ( 6.8) 14 (18.9) 19 (12.8) 3.33 (1.13∼9.84)
≥3/day 63 (85.1) 53 (71.6) 116 (78.4) 1 (Ref)

Fruit

≤6/week  9 (12.2) 19 (25.7) 28 (18.9) 0.011 4.50 (1.65∼12.27) 0.035
1/day 20 (27.0) 28 (37.8) 48 (32.4) 2.99 (1.29∼6.92)
2/day 13 (17.6) 12 (16.2) 25 (16.9) 1.97 (0.73∼5.33)
≥3/day 32 (43.2) 15 (20.3) 47 (31.8) 1 (Ref)

Fish

≤1/week 18 (24.3) 19 (25.7) 37 (25.0) 0.348 1.43 (0.56∼3.68) 0.295
2∼4/week 21 (28.4) 30 (40.5) 51 (34.5) 1.94 (0.80∼4.71)
5∼6/week 16 (21.6) 11 (14.9) 27 (18.2) 0.93 (0.33∼2.62)
1∼3/day 19 (25.7) 14 (18.9) 33 (22.3) 1 (Ref)

Nuts

＜1/month  9 (12.2) 23 (31.1) 32 (21.6) 0.010 6.39 (2.07∼19.68) 0.032
1∼3/month 16 (21.6) 14 (18.9) 30 (20.3) 2.19 (0.74∼6.50)
1∼6/week 29 (39.2) 29 (39.2) 58 (39.2) 2.50 (0.95∼6.58)
1∼3/day 20 (27.0)  8 (10.8) 28 (18.9) 1 (Ref)

Fat and oils

≤1/week  4 ( 5.4)  9 (12.2)  13 ( 8.8) 0.475 2.39 (0.69∼8.30) 0.339
2∼4/week  8 (10.8)  9 (12.2) 17 (11.5) 1.20 (0.43∼3.36)
5∼6/week 12 (16.2)  9 (12.2) 21 (14.2) 0.80 (0.31∼2.07)
1∼3/day 50 (67.6) 47 (63.5) 97 (65.5) 1 (Ref)

AD: atopic dermatitis
a: confidence interval
1) n (%)
2) ORs, 95% CIs and p for linear trend were calculated by using logistic regression

Table 9. Odds ratios of children with AD with maternal food group consumption during pregnancy.

타났다. 한 달에 1회 미만으로 섭취하는 그룹이 하

루에 1∼3회 섭취하는 그룹에 비해 오즈비가 8.64배 

높게 나타났으며, 귤과 오렌지를 자주 섭취할수록 

아토피 피부염의 오즈비가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와 유사하게 Nwaru 등(2010)
의 연구에서는 알레르기성 천식과 습진이 있는 환

아 어머니의 임신기 동안의 채소, 과일과 항산화 영

양소의 섭취횟수를 조사한 결과, 임신기에 오렌지와 

감귤류에 대한 섭취횟수의 증가와 알레르기성 질환

의 위험성 감소와 관련성이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귤과 오렌지의 섭취횟수가 증가할수

록 아토피 피부염 위험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

으며 다른 연구들과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임신기 어머니의 β-carotene과 황색 채소의 섭취는 

알레르기성 습진의 위험성 감소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본 연구에서 귤, 오렌지와 당근, 
호박의 섭취 횟수가 대조군의 어머니에게서 높게 

섭취되고 있는 것과 유사한 결과로 보고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Miyake 등 2010). 본 연구에서는 사과

의 섭취 빈도는 그룹간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스코틀랜드 연구에서는 임신기 동안의 어

머니의 사과섭취 증가와 아이의 천식 위험성이 반

비례 관계인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다소 다른 

결과로 나타났다(Willers 등 2007).
견과류와 기름의 식품 섭취 빈도 결과를 보면, 대

조군이 아토피 피부염군에 비해서 어머니가 임신기 

동안 호두와 잣을 자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호두와 잣을 자주 섭취할수록 아토피 피부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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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즈비가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땅

콩 또한 자주 섭취할수록 아토피 피부염의 오즈비

가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ouri-
hane 등(2007)의 연구에서도 견과류의 섭취량이 증

가할수록 알레르기 위험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하지만 본 연구와 상반되게 임신부의 채소, 
생선, 계란, 우유, 유제품, 견과류의 섭취량을 식품

섭취빈도를 이용해 조사한 Willers 등(2008)의 연구 

결과를 보면 견과류의 섭취 증가는 천식의 발병률 

위험도의 증가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임

신부의 견과류 섭취와 아이의 아토피 피부염에 대

한 관련성 연구가 추후에 더 진행될 필요성이 있음

을 나타내고 있다.
아토피 피부염군이 대조군에 비해 일주일 동안의 

흰살 생선의 섭취 빈도가 낮게 나타났는데 Romieu 
등(2007)의 연구에서도 임신기 동안의 생선 섭취 증

가는 아이의 알레르기 질병의 위험성 감소와 관련

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

로 나타났다(Salam 등 2005; Sausenthaler 등 2007; 
Kremmyda 등 2011).

임신부의 식품섭취빈도 조사에서 정량이 표시되

지 않은 식품섭취빈도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결과

만으로 대상자의 평상시 섭취량을 대표할 수 없다

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임신기 동안에는 섭

취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섭취빈도 조사 결과에서 

채소와 과일은 일일 3회 이상에 해당되는 대상자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임신부의 식

품섭취빈도 조사지의 빈도 항목을 좀 더 세분화해

서 구체적으로 조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 자료는 대상자의 자녀가 아토피 피부염을 

진단 받기 전에 수집된 것이 아니라 3차 진료기관

에서 아토피 피부염을 진단 받은 후 임신기 동안의 

식품섭취를 회상하는 방법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이

에 관한 편견이 존재할 것이라는 제한점을 가진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내에 아토피 피부염 관련 임신기 식품 섭취에 관

한 연구가 존재하지 않고 3차 진료기관의 아토피 

피부염 어린이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대

부분의 아토피 피부염 대상자가 중증 이상인 점 등

을 볼 때 연구 수행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아이의 아토피 피부염 유무에 따른 임신기 어머

니의 식품 섭취 빈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임신부의 식품 섭취와 영아의 아토피 피부염 발생

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특히 본 연구에서 과

일과 견과류의 섭취 증가가 아토피 피부염 위험성 

감소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므로 구체

적으로 어떤 식품 섭취에 차이가 있으며 아토피 피

부염 발병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추가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임신기 동안

의 어머니의 식품섭취와 관련해서 영유아의 아토피 

피부염을 예방하기 위한 식품 정보를 제공하는 데 

효과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만 2세 이하의 영유아의 아토피 

피부염 유무에 따른 어머니의 임신기 동안의 영양 

섭취 차이를 분석하였다. 총 148명의 아토피 피부염 

환아가 74명, 건강한 영유아 74명을 대상자로 선정

하여 식품섭취빈도지를 이용해 대상자의 어머니가 

임신기에 섭취했던 식품을 얼마나 자주 먹었는지를 

조사하였다.
1. 임신기 동안 어머니의 식품 섭취 상태, 제한식품

의 유무, 친환경 식품의 유무에서 자녀의 아토피 

피부염 유무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2. 임신부의 식품 섭취 빈도를 일주일 단위로 계산

한 값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흰살 생선(P＜0.05), 
당근, 호박(P＜0.01), 호두, 잣(P＜0.05), 귤, 오렌

지(P＜0.05), 복숭아(P＜0.05)의 섭취 빈도에서 아

토피 피부염군의 어머니의 경우 임신기에 유의적

으로 적은 빈도로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섭취 빈도를 한 달에 1회 미만, 한 달에 1∼3회, 

일주일에 1∼6회, 하루에 1∼3회로 나눠 비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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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 결과, 갑각류(P＜0.05)와 당근, 호박(P
＜0.05), 토마토(P＜0.05), 귤, 오렌지(P＜0.05), 호

두, 잣(P＜0.05)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4. 임신부의 당근, 호박(OR=6.67, 95% CI=1.98∼

22.44), 토마토(OR=5.11, 95% CI=1.62∼16.08), 귤, 
오렌지(OR=8.64, 95% CI=1.59∼46.81), 호두, 잣

(OR=3.85, 95% CI=1.26∼11.77)의 섭취횟수가 증

가할수록 오즈비가 감소하여 아토피피부염의 위

험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의 아토피 피부염 유무에 따른 임신기 어머

니의 식품 섭취 빈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임신부의 식품 섭취와 영아의 아토피 피부염 발생

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추후 연구에서는 관

련성을 보인 식품을 중심으로 식품 섭취와 아토피 

피부염 발병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추가 연구

를 수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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