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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제6기 국민건강영양조사(2015년)의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청소년의 알레르기질환에 영향을 미치
는 비만, 흡연, 음주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만 12세에서 18세 청소년 535명이었고, 
Rao-Scott x2. 복합표본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천식 진단율 5.4%, 아토피피부염 진단
율 15.5%, 알레르기비염 진단율 22.8%순으로, 비만, 흡연, 음주 여부에 따른 천식,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비염 진단율
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에. 알레르기 진단의 위험을 높이는 변수로 천식은 비만, 아토피피부염은 음주가 유의
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알레르기 질환을 진단받은 청소년에게 질 높은 삶을 중재하기 위한 차별화된 
간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비만, 흡연, 음주와 관련된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주제어 : 비만, 흡연, 음주, 알레르기질환, 청소년

Abstract  This study was a descriptive research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of obesity, smoking, 
drinking affected allergy disease in Korean adolescents using the raw data of 6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2015). Study data on 535 Korean adolescents classified 12 to 18 years and  
Rao-Scott Chi-square test and logistic regression were used for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the prevalence of asthma, atopic dermatitis, allergic rhinitis were 5.4%, 15.5%, 22.8% and 
not shown differences according obesity, smoking, drinking. But, the risk factor of asthma was related 
obesity, atopic dermatitis was related smoking. Based of this study’s findings,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Heath Promotion Intervention Program according of obesity, drinking, smoking for the quality of 
life in adolescents diagnosed Allergy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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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전 세계적으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외부 환경오염
은 해마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알레르기 질환의 주원
인이다. 만성질환인 알레르기 질환은 신체외부에서 침입
한 항원에 대한 우리 신체가 과도한 면역반응을 일으키
는 질환으로 알레르기 행진이라 지칭하는 천식, 아토피피
부염, 알레르기비염이 대표적이다[1]. 주로 알레르기 질
환은 아동시기부터 발생하여 청소년시기를 거쳐 성인기
까지 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다른 질환을 동반하여 발생
할 수 있을 뿐더러[2], 예방과 완치가 어려운 질환이므로
[3] 지속적으로 역학조사와 위험인자를 연구하고 있는 실
정이다. 

청소년기는 급격한 심신의 변화와 자아정체성이 형성
되어가면서 성인기로 전환되는 중요시기인데, 대학입시
에 따른 학업스트레스와 장래 진로결정 여부와 관련되어 
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4]. 한편 청소년기의 스
트레스는 면역체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어 천식증
상발현으로 활동제한, 잦은 결석의 원인이 되고, 아토피
피부염으로 인한 수면부족 및 자신감 결여, 알레르기비염
으로 인한 집중력 및 성적 저하, 수면장애 등 알레르기 
질환과 관련되어 학습장애와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5].

한편 청소년은 스트레스로 인한 흡연, 음주 가능성이 
높아져 신체적 건강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
며, 최근 15세 이상 청소년의 흡연율은 OECD 국가 평
균보다 높은 21.6%이고[6], 한국 청소년의 음주 경험률
은 20.6%로 미국청소년 음주 경험률 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7]. 청소년의 식습관은 주로 칼로
리가 높고 영양적 가치가 낮은 인스턴트  식품을 선호하
는 경향이 있으며, 주로 대부분의 시간을 학습하는 시간
으로 사용하고 있어 열량소비가 어려운 실정으로 청소년 
비만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8]. 또한 비만은 신제 면역
력을 낮추는 원인 중에 하나이다[9]. 

청소년기는 비만, 흡연, 음주 등의 형성된 건강행태가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경향이 높고[10], 특히 친구나 동료
의 건강행동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시기로 성인
보다 더 많은 유해물질에 노출된 결과를 초래한다[11]. 
또한 만성질환인 알레르기질환을 진단받은 청소년은 부
정적인 정서 및 친구와의 관계에서 위축과 갈등을 경험
하여 불규칙한 식습관, 흡연, 음주의 가능성이 높다는 연
구결과[12]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알레르기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비만, 흡연, 음주와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규명하
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의 알레르기질환과 관련된 연구
로는 유병률에 미치는 영향요인[1], 알레르기 질환을 진
단받은 청소년의 정신건강[13], 알레르기 질환의 중증도
가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14] 등 주로 정신건강과의 
관련성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알레르기질환의 위험요인
과 관련된 연구는 미미하다. 그러므로 청소년시기의 만성
질환인 알레르기질환과 비만, 흡연, 음주의 융합적 관련
성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제6기 국민건강영양조사(2015년)의 
원시자료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알레르기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비만, 흡연, 음주에 관한 융합적 관련성을 파악하
여 차별화된 청소년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의 목적
첫째,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만, 흡연, 음주

율의 차이를 파악한다.
둘째, 청소년의 비만, 흡연, 음주에 따른 알레르기 질

환 진단율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및 비만, 흡연, 음주와 천

식,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비염과의 관련성 여
부를 비교분석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제6기 국민건강영양조사의 3차년도(2015
년) 원시자료를 이용한 2차 분석연구로, 만 12세에서 18
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질환에 영향을 미
치는 비만, 흡연 음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단면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제6기 국민건강영양조사 3차년도의 

대상자 7,380명 가운데 만 12세에서 18세까지의 청소년 
535명을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제6기 국민건강영양조사 
3차년도의 자료는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117002호)
로 생명윤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국가가 직접 공공복
리를 위해 수행하는 연구에 해당하여 연구윤리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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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Total

n(weighted 
%)

Non 
Obesity

n(weighted 
%)

Obesity
n(weighted 

%)
Rao-scot
t χ2(p) 

Non 
Smoking

n(weighted 
%)

Smoking
n(weighted 

%)
Rao-scot
t χ2(p) 

Non 
Drinking

n(weighted 
%)

Drinking
n(weighted 

%)
Rao-scot
t χ2(p) 

Total 535(100.0) 440(82.0) 95(18.0) 503(93.4) 26(6.6) 482(89.2) 47(10.8)
Gender
   Boy 292(52.5) 234(80.1) 58(19.9) 1.130

(.290) 270(90.7) 19(9.3) 3.856
(.052) 256(85.3) 33(14.7) 7.285(.0

08)
   Girl 243(47.5) 206(84.1) 37(15.9) 233(96.3) 7(3.7) 226(93.6) 14(6.4)
Age
   12 89(14.8) 80(91.5) 9(8.5) 1.713

(.122) 86(100.0) 0(0.0) 5.518
(<.001) 86(100.0) 0(0.0) 20.485

(<.001)
   13 77(12.1) 65(85.1) 12(14.9) 77(100.0) 0(0.0) 77(100.0) 0(0.0)
   14 77(12.1) 63(83.3) 14(16.7) 77(100.0) 0(0.0) 77(100.0) 0(0.0)
   15 77(12.1) 66(82.5) 11(17.5) 75(97.7) 2(2.3) 74(96.1) 3(3.9)
   16 82(17.1) 66(82.4) 16(17.6) 75(90.8) 6(9.2) 73(87.9) 8(12.1)
   17 62(13.2) 46(72.6) 16(27.4) 54(85.9) 6(14.1) 55(92.4) 5(7.6)
   18 71(15.0) 54(46.6) 17(23.4) 59(80.9) 12(19.1) 40(53.4) 31(46.6)
Household income
   Low 64(14.0) 50(75.1) 14(24.9) 0.756

(.516) 57(86.5) 6(13.5) 2.058
(.106) 52(79.7) 11(20.3) 2.774

(.043)
   Middle low 126(24.7) 102(81.7) 24(18.3) 117(91.8) 7(8.2) 118(94.5) 6(5.5)
   Middle high 190(33.8) 159(84.2) 31(15.8) 181(95.1) 8(4.9) 173(89.5) 16(10.5)
   High 150(27.5) 124(82.5) 26(17.5) 144(96.6) 4(3.4) 135(89.5) 13(10.5)
Living area
   City 470(86.7) 386(81.5) 84(18.5) 0.401

(.528) 441(92.9) 24(7.1) 0.806
(.371) 420(88.2) 45(11.8) 1.424

(.235)
   County area 65(13.3) 54(85.2) 11(14.8) 62(96.2) 2(3.8) 62(96.0) 2(4.0)
Medical Assistance
   Local health insurance 145(29.1) 117(80.5) 28(19.5) 0.696

(.550) 135(90.9) 9(9.1) 4.097
(.008) 132(89.6) 12(10.4) 0.608

(.604)
   Work health insurance 350(62.5) 292(83.5) 58(16.5) 332(95.0) 14(5.0) 316(89.5) 30(10.5)
   Medical care assistance 32(6.9) 24(73.5) 8(26.5) 30(96.8) 1(3.2) 27(89.4) 4(10.6)
   No entry, no knowing, no 

response 8(1.5) 7(88.4) 1(11.6) 6(58.3) 2(41.7) 7(69.8) 1(30.2)

Table 1. Comparison of Obesity, Smoking, and Drinking Rat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회 심의를 받지 않고 수집되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건강설문조사, 건강검진조사, 영

양조사 등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건강설문조사와 
검진조사는 이동검진센터에서 영양조사는 대상가구를 직
접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연구자는 질병
관리본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원시자료를 취득하였으며, 
건강 설문조사 영역에서 연구변수를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

용한 변수는 성별, 연령, 가구소득, 지역, 의료보장형태 
문항이다. 성별은 남녀, 연령은 12세에서 18세로 구분하
여 분석하였다. 가구소득은 1년 동안의 가구 총소득이 얼
마인지를 묻고 사분위수로 나누어 상, 중상, 중하, 하로 
구분하였다. 지역은 동지역과 읍면지역으로 나누었고, 의
료보장형태는 어떤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묻고 
이를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2.3.2 비만, 흡연, 음주
비만은 체질량지수 25kg/m2이상이 경우에 ‘비만’으로 

분류[6]하여 사용하였으며, 흡연은 “최근 1달 동안 담배
를 한 대라도 피운 날은 며칠입니까?”로 질문하여 월 1회 
이상 흡연한 경우 ‘현재 흡연’으로 분류하였다. 음주는 
“최근 1년 동안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십니까?”로 질문하여 
한 달에 1번 이상으로 응답한 경우 ‘현재 음주’로 분류하
였다.

2.3.3 알레르기질환
청소년의 알레르기 질환은 천식, 아토피 피부염, 알레

르기 비염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천식, 아토피피부
염, 알레르기 비염을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적이 있습니
까?”로 질문하여 진단 받은 적이 있을 경우 천식,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비염 ‘진단’으로 분류하여 사용하였다.

2.4 자료분석 방법
제6기 국민건강영양조사 3차 년도의 표본 자료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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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n(weighted %)

Non 
Obesity

n(weighted 
%)

Obesity
n(weighted 

%)
Rao-scott 

χ2(p) 
Non 

Smoking
n(weighted 

%)

Smoking
n(weighted 

%)
Rao-scott 

χ2(p) 
Non 

Drinking
n(weighted 

%)

Drinking
n(weighted 

%)
Rao-scott 

χ2(p) 

Asthma 28(5.4) 26(6.2) 2(1.8) 3.086(.081) 24(5.0) 4(11.6) 2.572(.111) 27(5.8) 1(1.9) 1.422(.235)
Atopic dermatitis 87(15.5) 74(16.3) 13(11.8) 1.238(.268) 85(16.0) 2(9.0) 0.650(.421) 77(14.7) 10(22.0) 1.772(.185)
Allergic rhinitis 131(22.8) 108(23.3) 23(20.7) 0.386(.536) 124(22.8) 7(23.5) 0.007(.934) 120(2.1) 11(5.7) 0.065(.799)

Table 2. Comparison of Allergic Diseases according to Obesity, Smoking and Drinking

Variables Asthma Atopic dermatitis Allergic rhinitis
Odds ratio ( 95% C.I.) Odds ratio ( 95% C.I.) Odds ratio ( 95% C.I.)

    Age 0.907 ( 0.677, 1.218 ) 0.912 ( 0.804, 1.034 ) 0.988 ( 0.866, 1.127 )
   
Gender

Boy  2.212 ( 0.870, 5.626 ) 0.867 ( 0.523, 1.437 ) 0.963 ( 0.609, 1.522 )
Girl 1 1 1

House
h o l d 
income

Low 1.386 ( 0.286, 6.729 ) 0.509 ( 0.166, 1,566 ) 0.355 ( 0.138, 0.909 )
Middle low 0.401 ( 0.100, 1.607 ) 0.558 ( 0.249, 1.250 ) 0.654 ( 0.336, 1.271 )
Middle high 0.549 ( 0.181, 1.668 ) 1.095 ( 0.540, 2.22 ) 1.121 ( 0.623, 2.015 )
High 1 1 1

 Liv ing 
area

City 1.662 ( 0.466, 5.924 ) 1.093 ( 0.571, 2.093 ) 0.890 ( 0.501, 1.582 )
County area 1 1 1

Medical 
Assistan
ce 

Local health insurance 0.391 ( 0.029, 5.255 ) 0.184 ( 0.014, 2.333 ) 4.464 ( 0.410, 48.603 )
Work health insurance 1.061 ( 0.086, 13.142 ) 0.126 ( 0.010, 1.581 ) 4.836 ( 0.454, 51.511)
Medical care assistance 0.279 ( 0.016, 4.812 ) 0.563 ( 0.052, 6.074 ) 7.919 ( 0.706, 88.815
No entry, no knowing, 
no response 1 1 1

Obesity 10.073 ( 1.787, 56.793 )* 0.681 ( 0.335, 1.384 ) 0.918 ( 0.554, 1.520 )
Non obesity 1 1 1
Smoking 0.277 ( 0.048, 1.568 ) 0.332 ( 0.106, 1.038 ) 1.562 ( 0.500, 4.876 )
Non smoking 1 1 1
Drinking 0.073 ( 0.005, 1.076 ) 2.943 ( 1.263, 6.859 )* 0.930 ( 0.379, 2.280 )
Non drinking 1 1 1
* p〈 0.05 are shown for binary logistic regression of differences between categories about variable

Table 3. Related Factor Asthma, Atopic Dermatitis, Allergic Rhinitis

산출한 연구 결과가 우리나라 전체를 대표하고, 편향이 
없는 추정결과를 얻기 위해 가중치, 층화변수, 집락변수
를 고려한 복합 표본 분석(complex samples analysis) 
모듈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BM SPSS 21.0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만, 흡연, 음주의 차
이는 빈도와 백분율, 복합표본 Rao-Scott χ2-test로 구
하였다. 비만, 흡연, 음주에 따른 알레르기 질환 유병률의 
차이 비교도 빈도와 백분율, 복합표본 Rao-Scott χ
2-test로 분석하였다. 천식,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비염 
영향요인을 밝히기 위해서 복합표본 로지스틱 회귀분석
을 시행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만, 흡연, 음주 비교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제6기 국민건강영양조사 3차 년
도의 대상자 중 만 12세에서 18세까지의 청소년 535명

이다. 이 중 남자 청소년이 292명(52.5%)로 나타났으며, 
가구소득은 중상이 190명(33.8%)로 가장 많았으며, 지
역은 동지역이 470명(86.7%)으로 나타났으며, 의료보장 
형태는 직장의료보험이 350명(62.5%)로 가장 많았다.

만 12세에서 18세까지 청소년의 비만율은 18.0%, 현
재 흡연율은 6.6%, 현재 음주율은 10.8%로 나타났다. 일
반성 특성에 따라 비만율의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없었
으며, 일반적 특성 중 연령과 의료보장형태에 따라 흡연
율의 차이는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흡연율이 높아졌
으며, 의료보장형태에서 지역의료보험의 흡연율이 9.1%
로 직장의료보험의 5.0%보다 높았다.

연령과 가구소득에 따라 음주율의 차이도 나타났는데, 
흡연과 마찬가지로 조사 대상자 중 가장 높은 연령인 18
세에서 음주율이 46.6%로 가장 높았으며, 가구소득이 하
인 그룹에서 음주율이 20.3%로 가장 높았다.

3.2 비만, 흡연, 음주에 따른 알레르기 질환 비교
만 12세에서 18세까지의 청소년의 천식 진단율은 



한국 청소년의 알레르기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비만, 흡연, 음주에 관한 융합적 연구: 제6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351
5.4%, 아토피피부염 진단율은 15.5%, 알레르기비염 진
단율은 22.8%로 나타났다. 비만, 흡연, 음주 여부에 따른 
천식,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비염 진단율의 차이는 나타
나지 않았다.

3.3 천식,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비염 관련 요인 
천식,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비염을 종속변수에 두고 

이들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과 비만, 흡연, 음
주 요인을 로지스틱 회귀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
다. 천식의 위험을 높이는 변수는 비만(OR=10.073, 
95% CI=1.787-56.793)으로 비만에 속하는 청소년의 천
식 위험이 10.073배 높았다. 아토피 피부염의 위험을 높
이는 변수로는 현재 음주(OR=2.943, 95% 
CI=1.263-6.859)로 음주를 하는 청소년이 아토피 피부
염의 위험이 2.943배 높았으며, 알레르기비염과 관련된 
요인은 이들 변수 중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4. 논의
본 연구는 제6기 국민건강영양조사의 3차년도(2015

년) 원시자료를 이용한 2차 분석연구로 만 12세에서 18
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질환에 영향을 미
치는 비만, 흡연, 음주에 관한 관련성을 파악하였다는 점
에 큰 의의가 있고, 이는 알레르기 질환을 진단 받은 청
소년의 질 높은 삶을 위한 청소년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
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차별화된 중재 전략에 
중요한 방향을 제시 할 것으로 본다. 

첫째, 본 연구결과에서 일반적 특성 중 18세 청소년이 
가장 흡연율과 음주율이 높았으며, 지역의료보험 경우 흡
연율, 가구소득하인 그룹이 음주율이 가장 높았다. 최근 
18세 연령이 일반 흡연 청소년보다 중증흡연 청소년이 
많았고, 중증 흡연 여부는 가구의 경제수준이 하인 경우
가 높았던 연구결과[15]는 본 연구 결과의 일부를 뒷받침
하고 있으며, 입시 및 진로결정의 가중된 스트레스 상황
이 불안을 대처하기 위하여 흡연을 가중시키는 원인이라
고 본다[5]. 

둘째, 비만, 흡연, 음주 여부에 따른 천식, 아토피피부
염, 알레르기비염의 진단율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위험을 높이는 변수로 비만은 천식이었고, 음주는 아토피
피부염이었으며, 알레르기비염과 관련된 변수가 나타나
지 않았다. Shin 등 [16]의 연구에서는 과체중과 비만은 
청소년의 천명 호흡음의 경험과 알레르기질환의 유병률

을 높인다고 밝혔으며, 본 연구결과를 전적으로 지지한
다. 한편 최근 연구에서는 과일과 야채 등 항산화 식품은 
체중조절과 함께 면역계의 민감성을 높여 천식증상이 적
어졌다는 결과도[17] 본 연구결과와 일부 같은 맥락이다. 
또한 국외연구에서는 비만은 정상체중보다 5배 이상 천
식 발병률을 높이고, 천식이 조절되지 않아 지속된 약물
치료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상승되어 국가차원에서 중재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다고 하였다[18].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시기에는 대부분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고, 전체 에너지 소비 감소로 인한 비만이 발생함에 따
라 천식증상의 위험정도가 높아지므로[19], 건강증진프
로그램에는 체중조절을 위한 식이요법과 개인 별 운동내
성에 따른 적절한 운동요법 개발을 추후 기대한다. 아토
피피부염은 주로 영유아기에 피부의 염증과 가려움증 등 
대표적인 신체증상을 호소하는 질환이고, 연령이 증가할
수록 유병률이 감소하는 질환으로 알려졌으나, 최근에는 
청소년 아토피 피부염 유병률이 서서히 증가하여 2010
년에는 24.0%으로 상승하였다. 또한 아토피 피부염은 신
체적 증상을 동반한 청소년의 불안, 열등감, 우울 등의 심
리적 증상이 문제시 되어 중재 방안에 관심을 높이고 있
다[18]. 본 연구 결과에서 청소년 아토피피부염의 위험을 
높이는 변수인 음주는 알코올 성분이 피부건조와 과민 
반응하여 악화시킬 수 있으며, 아세트알데히드의 히스타
민 방출,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으로 알려진 혈청 IgE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20]를 지지한다. 남녀 청
소년을 대상으로 흡연과 음주가 아토피피부염의 진단경
험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 연구결과[21]는 본 연구결과
를 지지하고 있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 아토피피
부염의 증상완화를 위한 차별화된 음주클리닉의 역할을 
재조명해야 한다. 청소년의 천식과 아토피피부염은 체질
량지수와의 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났지만 알레르기비염과
는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던 연구[22]도 본 연구 결과를 
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제6기 국민건강영양조사의 3차년도(2015

년) 원시자료를 이용한 2차 분석연구로, 만 12세에서 18
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질환에 영향을 미
치는 비만, 음주, 흡연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시기에 
알레르기 질환과 비만, 흡연 음주 등의 위험요인과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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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성을 파악하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연구결과
에서 위험요인으로 비만은 천식을, 음주는 아토피피부염
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었던 결과에 주목하여 첫째, 비만, 
흡연, 음주정도를 세분화하여 이에 따른 알레르기 질환의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둘째, 알레르기 질환을 진단받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질 높은 삶을 유지하기 위한 청소년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우선적으로 비만, 흡연, 
음주을 고려한 차별화된 중재 전략 방안을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는 만 12세에서 18세까지 청소년을  대
상자로 선정하였고, 비만, 흡연, 음주 여부에 따른 천식,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비염의 진단율의 차이는 나타나
지 않았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여 해석하기에는 제
한점이 있다, 그러므로 후속연구를 통해 알레르기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비만, 흡연, 음주 정도, 인종, 연령, 성별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의학 및 보건학 분야의 발전
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를 제언하는 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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