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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Atopic dermatitis (AD), a typical chronic disease in children, is an allergy disease 
that is highly associated with food. Thus, attention to food intake is needed to prevent and 
manage it. Therefore, we analyzed differences in food and nutrient intakes depending on AD 
status in under 12-year-old children.
Methods: A total of 2,690 participants were enrolled in this study from the combined 2013–
2015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Subjects were divided into 
an AD group and normal group (non-AD group). General characteristic, food and nutrients 
intakes, and prevalence of insufficient and excessive nutrient intake were analyzed using χ2 
test and regression analyses. The AD odds ratio (OR) for insufficient and excessive nutrient 
intakes was analyzed using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Results: Food and nutrient intake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AD and non-
AD groups. However, the ratio of calcium intake to recommended nutrient intake was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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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in both groups, which can be attributed to the overall lack of calcium intake among 
Korean children.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energy or nutrient intakes between the groups, 
but compared with Korean Dietary Reference Intakes for Koreans, the appropriate intake 
ratios of fat and vitamin C in the AD group were higher than those in the non-AD group. 
The AD OR decreased when fat was consumed at above appropriate levels and vitamin C was 
consumed at lower or excess levels.
Conclusion: In children, AD may be related to the nutrient intake ratio of fats and vitamin C, 
and we speculate that these results were affected by dietary restrictions for AD management.

Keywords: atopic dermatitis, children, food intake, dietary reference intake

서론

아토피 피부염 (atopic dermatitis, AD)이란 피부에 습진성 병변이 나타나는 만성적인 염증성 

피부질환으로서, 가려움을 동반한 발진이 대표적인 증상이다. 특히, 성인과 비교하면 어린
이에게서 더 잘 발생하여 어린이의 대표적인 만성질환으로 인식되고 있다 [1]. 어린이에게서
의 AD 유병률은 전 세계적으로 15%–25% 정도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우리나라의 어
린이 AD 유병률은 약 10%로 추정된다 [2].

AD 환아는 피부 손상과 가려움, 약물 부작용 등으로 인해 신체상 저하와 수치심과 같은 사회 

심리적 문제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정상적인 성장·발달이 저해될 수 있다 [3]. 또한, 환아
와 환아를 돌보는 가족들 사이에 부정적인 관계가 형성된다거나, 부모의 정신적·신체적 건
강 수준이 낮아지는 결과도 초래한다 [4]. 게다가 이를 관리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
도 존재하며, AD 증상의 중등도와 경제적 비용 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보고되기도 하
였다 [5].

어린이는 면역 조절 기능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하였기에 외부 환경 변화가 AD의 원인이 될 

수 있다. AD의 증가 원인을 다룬 국내 역학연구에서는 AD는 지방보다 서울지역에서, 부모가 

AD나 알레르기 질환을 앓는 경우, 새집으로의 이사 등의 원인으로 그 발병 위험이 증가한다
고 하였으며 [6], 식생활의 변화도 그중 하나로 보았다 [7].

AD는 식품과 연관성이 높은 알레르기 질환으로 이를 예방하거나 치료 및 관리를 위해서는 

식품 섭취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8]. 식품 알레르기는 AD의 악화 인자로서 작용하며, 환아
와 가족들의 삶의 질 저하 요인이 되므로 [9] AD와 식품 섭취와의 상관성을 분석하여 관계 여
부를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AD 발생과 관련된 주요 식품 항원으로는 난백, 우유, 밀, 땅
콩, 대두, 생선 등이 있으며 [10], 이러한 식품들의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AD를 관리하는 방법
이라고 하였으나, 이들 식품은 성장기의 정상적인 성장·발달을 위한 영양소 급원이므로 지나
친 제한은 영양불량과 성장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 [11].

국내에서 수행된 AD와 어린이의 식품 섭취에 관한 연구는 예방의 차원에서 영·유아기나 학
령기 전과 같은 비교적 어린 나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로 시행되어 왔다 [12-14]. 우리나
라 어린이의 AD 유병률은 초등학교 학령기까지 높은 유병률을 보이다 이후로 점점 감소하
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AD 유병률이 높은 12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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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영양소 적정섭취비율의 분포를 살펴보고, 영양소섭취수준과 AD와의 관계는 어떠한
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6기 1–3차년도 (2013년–2015년) 참여자 중 1–12세 미만인 어린
이 2,919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 중 다음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본 연구 분석에서 제외되
었다. 1) AD의 의사진단 여부를 모르거나 무응답으로 답변한 자 (175명); 2) 신장과 체중 값이 

없는 자 (19명); 3) 총 에너지 섭취가 나이 및 성별 에너지섭취량의 ± 3 표준편차 범위를 초과하
여 신뢰할 수 없는 섭취를 가진 자 (31명); 4) 나이, 성별, 거주지역 등 일반사항의 인구통계학
적 기본변수의 항목 값이 없는 자 (4명). 위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제외한 후 총 2,690명의 대상
자가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되었다. 본 조사 데이터는 질병관리본부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행된 연구에서 수집되었다 (승인번호: 2013-07CON-03-4C, 2013-12EXP-03-5C).

일반사항
나이, 성별, 거주지역 (동, 읍·면), 주택 유형 (아파트, 일반주택), 가구소득 (하, 중하, 중상, 상)

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정보는 건강설문 조사를 통해 얻어졌다.

신체계측조사
신장, 체중, 체질량지수 (body mass index, BMI)의 주요 건강지표는 검진 조사를 통해 측정되
었다. BMI는 체중 (kg)을 신장 (m2)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AD 여부 정의
AD 진단상태는 설문지의 의사진단 변수를 이용하여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의사에게 진단을 

받았음’으로 응답한 경우를 AD가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식품섭취조사
영양조사 부문의 식품섭취조사는 24시간 회상법을 이용하여 조사 1일 전 하루 동안의 식품 

섭취내용을 응답하도록 실시되었다. 개인별 영양소 섭취량은 이를 통해 조사된 원시데이터
를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식품군별 1인 1일 섭취량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지침서의 식품군 분
류기준에 따라 18군으로 분류하였으며, 섭취량이 적은 가공식품군과 기타식품군은 분석에
서 제외하였다.

영양섭취기준 대비 에너지 및 영양소 적정섭취 상태 평가
에너지 섭취와 관련한 평가 시에는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Korean Dietary Reference Intakes 

for Koreans, KDRIs)의 에너지필요추정량 (estimated energy requirement, EER)을 사용하였
다. 다량 영양소 에너지적정비율 (acceptable macronutrient distribution ranges, AMDRs)을 기
준으로 탄수화물은 총 에너지섭취량의 55%–65%, 지방은 1–2세 기준인 총 에너지섭취량의 

20%–35%, 3–18세 기준인 15%–30%를 적용하여, AMDRs 섭취 미만, AMDRs 수준으로 섭취, 

AMDRs 초과 섭취하는 대상자의 비율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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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상자별 영양소 적정섭취기준 대비 섭취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나이별 

평균필요량 (estimated average requirement, EAR), 권장섭취량 (recommended nutrient intake, 

RNI) 기준을 사용하여 EAR 미만, EAR 이상–RNI의 125%, RNI의 125% 초과 섭취하는 대상자
의 비율을 분석하였다. EAR 이상–RNI의 125% 수준으로 섭취하는 것을 적정하게 섭취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16].

통계분석
자료의 통계처리 및 분석을 위해 SAS 9.4 version (SAS Inc., Cary, NC, USA) 프로그램을 이용
하며, 층화·집락 추출 및 건강설문·영양조사의 연관성 가중치를 반영한 복합표본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일반사항, 식품군 및 영양소 섭취상태, 영양섭취기준 대비 AMDRs 및 영양소적
정섭취비율은 AD 유무 군으로 나누어 빈도와 평균을 제시하고 카이제곱 검정과 회귀분석 모
델을 이용하여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아동의 AD에 영향을 주는 일반적 특성, AMDRs 및 영양소 적정섭취비율에 따른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 (multiple logistic regression)을 통해 각 영향 인자에 

대한 odds ratio (OR)와 95% 신뢰구간 (confidence interval, CI)을 구하였다. 이 분석에서는 명
확하고 체계적으로 교란인자를 보정하기 위하여 2가지 회귀분석 모델이 사용되었으며, 회
귀분석 모형 2가지는 다음과 같다. 1) 교란인자를 보정하지 않은 모델 (model 1); 2) 나이와 성
별을 보정하여 분석한 모델 (model 2). 또한, 모든 분석에서 유의수준은 p < 0.05로 하였다.

결과

AD 유무에 따른 일반사항 비교 결과
12세 미만 어린이 총 2,690명을 대상으로 AD 유무로 나눴을 때 408명은 AD가 있었고 (이하 

AD군), 2,282명은 없었다 (이하 non-AD군) (Table 1). AD 유무에 따른 일반적 사항을 비교한 결
과, 남아 (57.3%)가 여아 (42.7%)보다 AD가 더 많다고 조사되었다 (p = 0.029). AD군의 평균 나
이는 약 6.7세, non-AD군은 약 6.0세로 AD군의 나이가 더 많았다 (p < 0.001). 나이별 분포에서
는 1–2세와 3–5세에서는 non-AD군의 비율이 더 높았으나, 6–8세와 9–11세에서는 AD군의 비
율이 더 높아져, 나이가 증가할수록 AD의 유병률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p = 0.002). 

AD군은 non-AD군보다 신장 (p = 0.001)이 더 크고, 체중 (p = 0.015)이 더 많이 나갔으나, BMI

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 외에 거주지역, 주택 유형, 가구소득과 AD 유무와의 관련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AD 유무에 따른 식품군 및 영양소섭취량 비교 결과
AD 유무에 따른 식품군 섭취 현황을 비교하였을 때 (Table 2), 모든 식품군에서는 차이가 없었
다. 영양소 섭취 현황을 조사했을 때 (Table 3), AD군에서 탄수화물 (p = 0.023)과 비타민 B1 (p 

= 0.020) 섭취량이 유의적으로 높았으나, 나이와 성별을 보정한 후에는 차이가 없었다. RNI 

대비 섭취비율을 살펴보면 칼슘의 섭취가 RNI의 약 70% 수준으로 부족하였고, 칼슘을 제외
한 에너지와 다른 영양소의 섭취는 RNI 이상으로 섭취하고 있었으며, AD 유무에 따른 차이
는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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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유무에 따른 에너지 및 영양소 적정섭취비율 비교 결과
에너지 및 영양소 적정섭취비율 분포를 AD 유무에 따라 비교하였을 때 (Table 4), 지방을 AM-

DRs 수준으로 섭취하는 비율이 non-AD군보다 AD군에서 6.4% 더 높고, AMDRs 미만이나 초
과로 섭취하는 비율은 각각 −2.1%와 −4.3%로 유의적으로 낮았다 (p = 0.041). 비타민 C의 경
우, AD군이 non-AD군보다 비타민 C를 적정하게 섭취하는 비율이 6.8% 더 높고, EAR 미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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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according to atopic dermatitis
Characteristics Non-AD (n = 2,282) AD (n = 408) p-value1)

Gender 0.029
Boy 1,170 (50.8) 231 (57.3)
Girl 1,112 (49.2) 177 (42.7)

Age (yrs) 6.0 ± 0.1 6.7 ± 0.2 < 0.001
1–2 411 (17.4) 45 (10.1) 0.002
3–5 640 (27.8) 102 (25.8)
6–8 607 (25.6) 129 (30.6)
9–11 624 (29.1) 132 (33.4)

Height (cm) 117.8 ± 0.5 121.4 ± 1.0 0.001
Weight (kg) 24.8 ± 0.2 26.4 ± 0.6 0.015
Body mass index (kg/m2) 16.7 ± 0.1 17.0 ± 0.2 0.205
Residence area 0.385

Urban 1,873 (82.4) 339 (84.4)
Rural 409 (17.6) 69 (15.6)

Type of house 0.308
General housing 723 (33.3) 134 (36.4)
Apartment 1,559 (66.7) 274 (63.6)

Income of household 0.772
Low 195 (7.9) 31 (6.7)
Middle-low 621 (28.2) 118 (30.2)
Middle-high 819 (36.8) 150 (37.6)
High 636 (27.1) 107 (25.5)

Values are expressed as number (%) or means ± SE.
AD, atopic dermatitis.
1)The p-value were estimated by χ2 test and t-test in complex sample survey data analysis.

Table 2. Food intakes of the subjects according to AD
Food groups (g) Non-AD (n = 2,282) AD (n = 408) p-value1) p-value2)

Total food 1,110.0 ± 10.3 1,150.8 ± 24.7 0.346 0.354
Grain 238.2 ± 2.6 251.0 ± 6.4 0.077 0.767
Potato 26.3 ± 1.2 30.1 ± 3.3 0.196 0.261
Sugars 11.1 ± 0.5 13.3 ± 1.3 0.147 0.386
Beans 22.2 ± 1.2 25.8 ± 2.9 0.516 0.415
Nuts 3.0 ± 0.3 3.4 ± 0.8 0.406 0.430
Vegetable 121.6 ± 2.2 131.2 ± 5.9 0.140 0.886
Mushroom 4.1 ± 0.3 4.8 ± 0.6 0.631 0.828
Fruit 178.5 ± 4.8 189.5 ± 11.5 0.752 0.834
Meat 80.3 ± 2.2 77.5 ± 4.4 0.909 0.132
Egg 28.2 ± 0.8 28.6 ± 2.2 0.960 0.635
Fish 42.4 ± 1.6 46.8 ± 4.7 0.667 0.858
Seaweed 13.0 ± 1.0 10.8 ± 2.7 0.161 0.122
Milk 233.6 ± 4.2 227.3 ± 10.1 0.554 0.477
Oil 5.4 ± 0.1 5.4 ± 0.3 0.991 0.178
Beverage 81.7 ± 3.4 81.5 ± 7.0 0.558 0.127
Seasoning 19.8 ± 0.5 22.5 ± 1.7 0.103 0.425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 ± SE.
AD, atopic dermatitis.
1)The p-value were estimated by t-test in complex sample survey data analysis. 2)Age and sex adjusted.



나 RNI의 125% 초과 섭취율은 각각 −3.6%와 −3.1%로 유의적으로 낮았다 (p = 0.010). 이 외의 

에너지 및 영양소들의 적정섭취비율은 아토피 피부염 유무에 따른 군 간의 차이가 없었다.

에너지 및 영양소 적정섭취비율과 AD 위험도 관계 분석 결과
Table 5에서는 에너지 및 영양소 적정섭취비율 분포와 AD 위험도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우
선, model 1에서는 지방의 경우 AMDRs 섭취를 기준으로 비교하였을 때 AMDRs를 초과시 AD 

위험도가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OR, 0.680; 95% CI, 0.478–0.966; p < 0.05). 비타민 C의 경
우에는 EAR 이상–RNI의 125% 섭취를 기준으로 비교하였을 때, EAR 미만 섭취 시(OR, 0.627; 

95% CI, 0.442–0.888; p < 0.01)와 RNI의 125% 초과 섭취 시 (OR, 0.619; 95% CI, 0.442–0.867;  

p < 0.01) 모두 AD 위험도가 감소하였다.

나이와 성별을 보정한 model 2에서도 model 1과 마찬가지로 지방의 경우 AMDRs를 초과하여 

섭취 시 AD 위험도가 감소하였다 (OR, 0.642; 95% CI, 0.453–0.912; p < 0.05). 또한, 비타민 C도 

EAR 미만 섭취 시 (OR, 0.637; 95% CI, 0.450–0.902; p < 0.01)와 RNI의 125% 초과 섭취 시 (OR, 

0.675; 95% CI, 0.480–0.948; p < 0.01) AD 위험도가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고찰

본 연구에서는 제 6기 1–3차년도 (2013–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12세 미
만 우리나라 어린이의 AD 여부와 에너지 및 영양소 적정섭취비율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
였다. 연구 결과, 12세 미만 어린이 2,690명 중 약 84.8%는 non-AD군으로, 약 15.2%는 AD군
으로 분류되었는데, 이러한 수치는 전 세계의 AD 소아 이환율인 15%–25% 범위에 포함된다 

[2].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여아보다 남아가 AD를 더 많이 앓고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한 2015년 AD 진료 인원 보고자료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17]. 2015년
을 기준으로 AD로 진료받은 환자 수는 0–9세까지는 남아가 여아보다 많았고, 이후 10세부터 

64세까지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았다. 즉, 영유아 시기를 포함하여 10대에 들어서는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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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Nutrient intakes of the subjects according to AD
Nutrients Daily intakes %RNI

Non-AD (n = 2,282) AD (n = 408) p-value1) p-value2) Non-AD (n = 2,282) AD (n = 408) p-value1) p-value2)

Energy (kcal) 1,577.9 ± 13.3 1,642.1 ± 31.5 0.083 0.404 102.9 102.2 0.500 0.297
Carbohydrate (g) 244.3 ± 2.1 257.1 ± 4.8 0.023 0.915 - - - -
Protein (g) 53.7 ± 0.6 55.6 ± 1.3 0.203 0.403 209.6 202.2 0.120 0.308
Fat (g) 41.5 ± 0.5 42.0 ± 1.2 0.799 0.094 - - - -
Calcium (mg) 459.2 ± 5.5 468.8 ± 16.1 0.883 0.515 70.1 69.4 0.422 0.597
Phosphorus (mg) 862.4 ± 7.6 888.9 ± 19.6 0.219 0.494 130.9 128.2 0.254 0.811
Iron (mg) 10.8 ± 0.1 11.0 ± 0.3 0.613 0.174 139.0 135.4 0.407 0.228
Vitamin A (µgRE) 570.2 ± 22.3 607.7 ± 49.5 0.562 0.965 134.8 137.6 0.939 0.971
Vitamin B1 (mg) 1.4 ± 0.1 1.5 ± 0.1 0.020 0.567 218.7 222.3 0.492 0.688
Vitamin B2 (mg) 1.1 ± 0.1 1.2 ± 0.1 0.251 0.678 150.6 145.9 0.199 0.490
Niacin (mg) 10.7 ± 0.1 11.2 ± 0.3 0.104 0.872 122.7 122.7 0.806 0.854
Vitamin C (mg) 70.6 ± 1.7 72.8 ± 3.9 0.760 0.867 143.0 139.8 0.774 0.751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 ± SE or percentage.
AD, atopic dermatitis; RNI, recommended nutrient intake.
1)The p-value were estimated by t-test in complex sample survey data analysis. 2)Age and sex adjusted.



까지는 남자 환아 수가 더 많아, 본 연구대상자들이 12세 미만의 어린이였다는 점으로 보았
을 때, Table 1의 성별에 따른 AD 유병률이 남아에게서 더 높았다는 결과는 이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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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revalence of insufficient and excessive nutrient intake of the subjects according to AD
Nutrients Daily intakes p-value1)

Non-AD (n = 2,282) AD (n = 408)
Energy 0.410

Less than 75% EER 467 (20.6) 94 (23.6)
75%–125% EER 1,299 (56.5) 218 (52.8)
Over 125% EER 516 (22.9) 96 (23.6)

Carbohydrate 0.052
Less than AMDRs 420 (18.7) 55 (13.5)
AMDRs 881 (38.7) 158 (38.9)
Over AMDRs 981 (42.6) 195 (47.7)

Protein 0.289
Less than EAR 68 (3.4) 9 (2.6)
EAR–125% RNI 249 (11.6) 56 (14.4)
Over 125% RNI 1,965 (85.1) 343 (83.1)

Fat 0.041
Less than AMDRs 407 (17.6) 71 (15.5)
AMDRs 1,504 (65.7) 282 (72.1)
Over AMDRs 371 (16.7) 55 (12.4)

Calcium 0.467
Less than EAR 1,518 (66.8) 283 (70.1)
EAR–125% RNI 589 (25.4) 93 (22.7)
Over 125% RNI 175 (7.8) 32 (7.2)

Phosphorus 0.287
Less than EAR 484 (22.6) 96 (25.5)
EAR–125% RNI 656 (28.8) 121 (30.1)
Over 125% RNI 1,142 (48.6) 191 (44.4)

Iron 0.732
Less than EAR 328 (14.4) 54 (13.0)
EAR–125% RNI 839 (36.9) 160 (38.7)
Over 125% RNI 1,115 (48.8) 194 (48.3)

Vitamin A 0.200
Less than EAR 676 (29.9) 134 (34.6)
EAR–125% RNI 828 (36.5) 138 (32.9)
Over 125% RNI 778 (33.6) 136 (32.5)

Vitamin B1 0.576
Less than EAR 61 (2.84) 10 (2.9)
EAR–125% RNI 270 (12.1) 39 (9.8)
Over 125% RNI 1,951 (85.1) 359 (87.4)

Vitamin B2 0.431
Less than EAR 365 (16.2) 73 (19.0)
EAR–125% RNI 580 (25.5) 106 (25.9)
Over 125% RNI 1,337 (58.3) 229 (55.1)

Niacin 0.910
Less than EAR 445 (20.1) 79 (20.6)
EAR–125% RNI 910 (39.0) 169 (39.9)
Over 125% RNI 927 (40.8) 160 (39.6)

Vitamin C 0.010
Less than EAR 1,116 (49.5) 180 (45.9)
EAR–125% RNI 325 (14.0) 84 (20.8)
Over 125% RNI 841 (36.5) 144 (33.4)

Values are expressed as number (%).
AD, atopic dermatitis; EER, estimated energy requirement; EAR, estimated average requirement; RNI, 
recommended nutrient intake; AMDRs, acceptable macronutrient distribution ranges, carbohydrate = 55%–65% 
energy intake; fat = (1–2 years) 20%–35% energy intake, (3–11 years) 15%–30% energy intake.
1)The p-value were estimated by χ2 test in complex sample survey data analysis.



한편, 본 연구의 AD군의 평균나이가 non-AD군보다 약 0.7세 더 많았으며, 나이를 세분화하
였을 때에는 1–5세에서는 non-AD군에 속한 비율이 더 높았지만, 6–11세에서는 AD군에 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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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OR for insufficient and excessive nutrient intakes and atopic dermatitis
Nutrients OR (95% CI)

Model 11) Model 22)

Energy
Less than 75% EER 1.226 (0.889–1.692) 1.256 (0.904–1.744)
75%–125% EER 1.000 1.000
Over 125% EER 1.103 (0.822–1.480) 1.079 (0.806–1.445)

Carbohydrate
Less than AMDRs 0.717 (0.502–1.024) 0.712 (0.500–1.013)
AMDRs 1.000 1.000
Over AMDRs 1.116 (0.860–1.448) 1.153 (0.885–1.501)

Protein
Less than EAR 0.617 (0.273–1.395) 0.561 (0.249–1.264)
EAR–125% RNI 1.000 1.000
Over 125% RNI 0.787 (0.573–1.082) 0.820 (0.596–1.129)

Fat
Less than AMDRs 0.804 (0.601–1.073) 0.881 (0.657–1.181)
AMDRs 1.000 1.000
Over AMDRs 0.680 (0.478–0.966)* 0.642 (0.453–0.912)*

Calcium
Less than EAR 1.173 (0.899–1.531) 1.139 (0.873–1.487)
EAR–125% RNI 1.000 1.000
Over 125% RNI 1.038 (0.642–1.680) 1.065 (0.655–1.733)

Phosphorus
Less than EAR 1.079 (0.796–1.463) 1.001 (0.737–1.359)
EAR–125% RNI 1.000 1.000
Over 125% RNI 0.873 (0.670–1.138) 0.945 (0.718–1.243)

Iron
Less than EAR 0.862 (0.575–1.293) 0.886 (0.587–1.337)
EAR–125% RNI 1.000 1.000
Over 125% RNI 0.941 (0.741–1.194) 0.916 (0.721–1.165)

Vitamin A
Less than EAR 1.283 (0.960–1.716) 1.230 (0.922–1.641)
EAR–125% RNI 1.000 1.000
Over 125% RNI 1.070 (0.814–1.408) 1.076 (0.816–1.419)

Vitamin B1

Less than EAR 1.252 (0.477–3.288) 1.287 (0.484–3.426)
EAR–125% RNI 1.000 1.000
Over 125% RNI 1.269 (0.904–1.783) 1.214 (0.855–1.722)

Vitamin B2

Less than EAR 1.155 (0.764–1.748) 1.186 (0.780–1.803)
EAR–125% RNI 1.000 1.000
Over 125% RNI 0.928 (0.710–1.213) 0.997 (0.764–1.299)

Niacin
Less than EAR 1.000 (0.724–1.382) 0.987 (0.711–1.369)
EAR–125% RNI 1.000 1.000
Over 125% RNI 0.949 (0.731–1.231) 0.911 (0.699–1.188)

Vitamin C
Less than EAR 0.627 (0.442–0.888)** 0.637 (0.450–0.902)**
EAR–125% RNI 1.000 1.000
Over 125% RNI 0.619 (0.442–0.867)** 0.675 (0.480–0.948)**

AD, atopic dermatitis;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EER, estimated energy requirement; EAR, 
estimated average requirement; RNI, recommended nutrient intake; AMDRs, acceptable macronutrient 
distribution ranges, carbohydrate = 55%–65% energy intake; fat = (1–2 years) 20%–35% energy intake (3–11 
years) 15%–30% energy intake.
1)Model 1: crude. 2)Model 2: age and sex adjusted.
*p < 0.05, **p < 0.01.



비율이 더 높아져, 나이가 들수록 AD 환아 수가 증가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12세 미만 아
동의 평균나이가 AD군에서 더 많았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했는데 [18], 2008년부터 2017년까
지 한국인의 AD 유병률 변화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영유아와 학령기전 어린이의 AD 유병률
은 감소하였으나 학령기 어린이와 노인층의 유병률은 증가하여, 나이별 AD 유병률 양상이 

앞으로 달라질 가능성이 있었다 [19].

본 연구에서는 AD군이 non-AD군보다 신장과 체중 값이 더 컸지만, BMI는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이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AD의 비율이 증가했기 때문에, 나이의 차이가 신장과 체중에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알레르기성 질환 중 천식과 BMI는 서로 관련이 있음이 거의 밝
혀졌지만 [20], AD와의 관계에서는 그 결과가 아직 명확하지가 않다. 국내 어린이에서는 AD 

위험도와 BMI와의 관련성이 12–15세에서만 있었던 반면 [21], 미국의 4–17세에서는 AD와 BMI

의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22]. 또한, 국내의 AD가 있는 영유아의 경우 신장과 체중이 정
상군과 차이가 없었거나 [14], 적었다 [1]. 이처럼 AD와 신체 계측 값과의 상관성을 본 연구들
은 그 결과가 각각 다르게 보고되고 있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D 발병에 영향을 주는 여러 환경적 요인 가운데 식이 요인은 비교적 조절 가능한 요소이며, 

AD의 약 40%–50% 정도가 식품 알레르기를 동반한다 [23].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나이와 성별
을 보정하여 AD 유무와 식품군 및 영양소섭취 현황을 살펴보아 군 간의 차이가 있는지 보고
자 하였으나, 유의적인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섭취량이 아닌 RNI 대비 섭취비
율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두 군 모두 공통으로 칼슘 섭취량이 RNI의 약 70% 수준으로 부족하
게 나타났다.

두 군에서 칼슘 섭취량이 적은 것은 한국인의 전반적인 칼슘 섭취량이 적기 때문으로 판단
된다. 2018 국민건강통계 보고자료에 근거하여 나이별 칼슘 1일 섭취량과 RNI에 대한 섭
취비율을 살펴보면, 2013년 1–2세는 512.7 mg (RNI에 대한 섭취비율 102.5%), 3–5세는 493.8 

mg (82.3%), 6–11세는 519.9 mg (69.0%), 2014년 1–2세는 389.1 mg (77.8%), 3–5세는 415.5 mg 

(69.2%), 6–11세는 500.4 mg (66.4%), 2015년 1–2세는 411.9 mg (82.4%), 3–5세는 411.2 mg 

(68.5%), 6–11세는 473.9 mg (63.3%)이었다 [24]. AD는 피부의 각질형성세포의 비정상적인 분
화 등으로 인한 피부 장벽 기능 이상을 동반하는데, 칼슘은 각질형성세포의 분화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중 하나이다 [25]. 즉, 칼슘 농도의 균형은 피부 장벽 항상성 조절의 필수요소로 

피부의 수분 유지에 중요한 영양소이며, 피부 장벽 기능의 이상은 피부 건조와 AD로 이어질 

수 있다 [26]. 이처럼 칼슘은 성장기 어린이의 전반적인 성장 및 발달뿐만 아니라 피부 기능
의 항상성 유지에 관여하는 영양소이므로 [27], 어린이 AD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그 섭
취량을 RNI 수준으로 증가시킬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AD 여부에 따른 에너지와 영양소 섭취량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KDRIs

에 따른 적정섭취비율을 비교했을 때에는 지방과 비타민 C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관찰하였
다. AD군에서 지방과 비타민 C를 적정한 양으로 섭취하는 비율이 non-AD군보다 높았고, 부
족하거나 과잉으로 섭취하는 비율은 더 낮게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Park 등 [28]의 연
구에서 지방의 섭취량이 AD군에서 적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며, Kim [29]도 국민건강영양
조사 2013–2015년 조사 대상 9–11세 AD 어린이에서 지방의 에너지섭취비율이 낮았다고 하였
다. 지방 섭취 불균형이 AD와 같은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30],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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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지방을 보다 적정한 수준으로 섭취했다는 것은 AD가 있는 어린이의 영양 관리에 따
른 영향으로 예상된다. 한편, 본 연구 결과에서 지방 섭취비율이 적정 섭취 비율을 초과하였
을 때 AD 위험도가 낮아진 것에 대한 추측으로서는 다가불포화지방산, n-3 지방산, n-6 지방
산과 같이 AD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29] 지방산의 섭취량 증가와 같은 질적인 영향
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AD는 식품 알레르기와 관련이 있고, AD 환자들의 식습관 변화는 면역반응을 안정시키는 효
과를 가져와 질병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에 [31], AD 관리 시 종종 특정 식품의 섭
취를 제한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본 연구대상자에서 특별한 이유로 인해 식사 조절을 하는 

비율이 AD군에서 8.5%로 non-AD군의 4.9%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다 (p = 0.008, data not 

shown). Low 등 [32]은 질병을 관리하기 위한 식사 조절에 AD 환아에게서 식이 제한하는 경
우는 16%–75% 정도라 하였으며, 일반적으로 AD 식단에서는 달걀, 우유, 견과류 등과 같은 알
레르기 유발 식품을 포함하여 [33], 식품첨가물이 많이 들어있는 가공식품이나 패스트푸드
와 같이 AD 환자에게 식이 알레르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식품을 제한하도록 한다 [34]. 또한, 

항산화 영양소의 급원인 과일과 채소 등의 섭취량을 증가시킨다 [35]. 한 연구에서 조사한 바
에 따르면 AD 환자들이 증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한 식이요법 중 가장 많이 줄이려고 한 

식품은 패스트푸드였으며, 채소, 어유, 과일을 많이 먹으려고 하였다 [36]. AD 환아의 어머니
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식이영역 지식 점수가 가장 낮았고, 전체 치료지시이
행 중 식이요법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7]. 하지만, AD 환아의 어머니는 병원에서 교육받
은 내용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들은 정보를 적극적으로 생활 속에서 적용하고 있었으며 [38], 

중학생 AD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병원에서 제시한 식이 제한원칙을 정상군보다 

정확하게 따르고 있었다는 연구도 있었다 [39]. AD는 만성질환으로서 관리와 치료 기간이 상
당히 오래 소요되며, 특히 어린이 천식의 발병 및 중증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주요 위험인자
로 작용하므로 [40], AD 식사요법에 대해 꾸준하고도 정확한 전문적인 조언이 요구된다. 실
제로도 AD 환아의 어머니들은 AD를 악화시킬 수 있는 고지방 식품이나 서구식 식단을 지양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41].

비타민 C는 진피층에서 피부 장벽을 구성하며 콜라겐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고, 피부의 산화
를 막고 세포의 성장과 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AD를 포함한 각종 피부질환과 관련
이 있다 [42]. 이에, AD와 비타민 C와의 관계에 관한 여러 연구가 있는데, AD의 증상이 심해짐
에 따라 혈중 비타민 C가 감소하였다는 보고가 있다 [43]. 이와는 다르게, 출생 후 4년간 어린
이들을 추적관찰 하였을 때, 비타민 C 섭취 증가가 어린이 AD 위험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도 하였고 [44], AD 여부와 비타민 C 섭취량, 혈중 비타민 C 농도, 비타민 C 섭취와 AD 위험도
와는 차이가 없다는 연구도 있어 [45], AD와 비타민 C에 관한 연구 결과는 매우 다양하다. 이
렇게 상충하는 결과에 대해 Laitinen 등 [44]은 영양소를 식품으로 섭취하는 것과 보충제로서 

섭취하는 것은 그 영향이 다를 수 있으며, 섭취량은 혈중 수치를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
문으로 보았다. 즉, 비타민 C의 다양한 섭취 방법과 이에 대한 체내 반응의 다양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이 Vaughn 등 [46]은 최근 리뷰 논문을 통해 AD와 비타민 

C의 상관성은 지금까지의 연구들로 보았을 때 약하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AD 여부
에 따른 비타민 C 섭취량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적정수준으로 섭취하는 경우를 기준으
로 비교하였을 때 부족하거나 과잉으로 섭취시 AD 위험도가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
한 결과에 대한 가능성으로 지방 섭취결과와 마찬가지로, AD와 적정량의 비타민 C 섭취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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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상호 관련성을 다루기는 어렵지만, AD군이 non-AD군보다 질병 관리 차원에서 식품을 

적당량으로 섭취하려는 식행동을 더 많이 취했다고 가정하면, 비타민 C를 적당한 수준으로 

섭취할 경우 AD 위험도가 높은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는 제한점이 있는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단면연구로서, 

AD 여부와 지방, 비타민 C 섭취에 관한 결과의 인과관계를 다룰 수 없었으며, 혈액 지표의 제
시가 부족하였기에, 결과 해석을 상세한 생물학적 기전 설명으로 뒷받침할 수 없었다는 점이
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루어진 AD와 영양 분야 관점에서의 대부분의 연구가 AD와 식습관이
나 영양소 섭취량 위주로 이루어져 있고, KDRIs의 영양소 적정섭취기준 대비 섭취상태를 다
룬 연구가 미미한 가운데, 본 연구는 AD 어린이의 KDRIs 대비 에너지 및 영양소의 섭취 현황
을 분석한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가 추후 AD 예방 및 치
료를 위한 영양교육 시 어떠한 영양소에 중요도를 높게 두느냐를 결정하는 근거자료가 될 수 

있음에 가치가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요약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6기 1–3차년도 (2013년–2015년) 참여자 중 1–12세 미만인 

어린이의 AD 여부와 에너지 및 영양소 적정섭취비율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AD군은 전체 

연구대상자의 약 15.2%로, 남아 비율이 높았으며, non-AD군보다 평균나이가 약 0.7세 더 많
았고, 나이를 세분화하여 비교했을 때, 나이가 들수록 AD 환아 수가 증가하였다. 신체 계측 

결과, AD군이 non-AD군보다 신장과 체중 값이 더 컸지만, BMI는 군 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AD 여부와 식품군 및 영양소섭취 현황을 나이와 성별을 보정하여 비교한 결과, 두 군 간
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영양소는 없었다. 다만, 칼슘의 RNI 대비 섭취비율이 두 군 모두에
게서 약 70%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나라 어린이의 전반적인 칼슘 섭취량 부족에서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AD 여부에 따른 에너지와 영양소 섭취량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KDRIs에 따른 적정섭취비율을 비교한 결과, AD군에서 지방과 비타민 C를 적정한 수준으로 

섭취하는 비율이 더 높았고, 부족하거나 과잉으로 섭취하는 비율은 더 낮았다. AD 위험도와 

에너지 및 영양소 적정섭취비율과의 관계를 분석하였을 때에는 지방은 과잉으로 섭취했을 

경우, 비타민 C는 부족하거나 과잉으로 섭취했을 경우 AD 위험도가 감소하였다. 결론적으
로, 어린이에게서 AD는 지방과 비타민 C의 영양소섭취비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결과는 AD 관리를 위한 식이 제한의 영향도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대해 좀 더 명
확하게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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