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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management of atopic 
dermatitis (AD) in adults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D and intake of soft drinks 
in adults. 
Methods: This study was conducted on 5,931 adults aged 19 to 64 who completed the food 
frequency questionnaire (FFQ) for participants in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VII-3 and VII-1. Subjects were divided into an AD-diagnosed group and a 
non-AD group according to the diagnosis of AD. In addition, the group diagnosed with AD was 
divided into a ‘symptom-AD’ group and a ‘no symptom-AD’ group. The amount, frequency of 
intake, and nutritional status of soft drinks were analyzed using the FFQ.
Results: Compared with the nutrient intake per 1,000 kcal of energy consumption, fat intake 
was higher in the AD-diagnosed group than in the non-AD group, and carbohydrate, dietary 
fiber, calcium, phosphorus, iron, potassium, vitamin A, thiamin, and vitamin C were lower 
in AD-diagnosed group. The daily intake of soft drinks and the percentage of ‘more than 0.5 
servings per day’ were also higher in the AD-diagnosed group than in the non-AD group. 
Also, the frequency of the intake of soft drinks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AD-diagnosed 
group than in the non-AD group. The odds ratio of AD symptoms due to the intake of so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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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nks increased 2.6 times when the intake was ‘less than 0.5 serving per day’.
Conclusion: AD in adults appears to be related to malnutrition and excessive consumption of 
soft drinks, and the current prevalence of AD symptoms may also be related to the intake of 
soft drinks. Based on these results, we suggest that one of the ways to manage AD in adults 
would be to limit their intake of soft drinks.

Keywords: adult, atopic dermatitis, soft drinks

서론

아토피 피부염 (atopic dermatitis, AD)은 심한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만성 재발성 피부질환
으로, 어린이에게서 발생 빈도가 높다고 하여 소아의 대표적인 만성질환으로 인식되고 있
다 [1]. 그러나 AD는 소아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볼 수 있는 흔한 피부질환 중 하나인데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대한민국 만 19–64세 성인 중 AD로 병원에 내원한 환자 수가 

2015년 대비 2020년에 약 37.6% 증가하여 [3], AD를 앓는 성인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AD의 발병원인 중 식이는 환경적 요인에 속하며, 가공식품은 AD를 유발하는 요인 중 하나로
도 알려져 있다 [4]. 2015 가공식품 소비량 및 소비행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월 평균 가구 가
공식품 구입량으로는 음료류가 가장 많았으며, 음료 구입률 1위에 해당하는 품목은 탄산음
료였다 [5]. 가공식품은 생산 공정 중 여러 식품첨가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공식품을 섭취
하면 식품첨가물의 섭취가 불가피하다 [6]. 하지만 식품첨가물은 면역글로불린 E (Immuno-

globulin E, IgE) 매개성 또는 비-IgE (non-IgE) 매개성 과민반응을 유발하면서 식품 알레르기
를 일으키며 결국 AD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고 [7], 탄산음료와 같은 자극적인 음료에는 이러
한 식품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이 다량 들어있다고 한다 [8]. 관련 연구로, Lee 등 [9]은 우
리나라 소아 AD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식품첨가물이 포함된 식품이 AD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탄산음료는 가공식품 중 당류 섭취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식품
으로 [10], 2016년 국민영양통계 자료에 따르면 19–29세 다소비식품 중 콜라가 2위로, 20–49

세에서는 9위로 조사될 만큼 [11] 우리나라 성인의 탄산음료에 대한 소비량이 많아, 이를 통
한 당류의 과잉 섭취도 우려된다. 이러한 소비추세는 AD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우리
나라 청소년의 탄산음료 섭취빈도가 최근 1년간 AD 치료 여부와 관련성이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 [12]. 또한, 알레르기 질환으로서 AD와 천식은 각각의 질환으로 보기보다 역학적으로 

많은 유사성을 지닌 알레르기 행진의 양상을 보이는 질환들인데 [13], 성인 천식환자에게도 

탄산음료 섭취가 증가함을 보여 [14], 성인 AD도 탄산음료 섭취와 연관될 수 있겠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AD에 대한 연구는 주로 소아에 편중되어 왔으며 성인의 AD에 대한 연구
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15]. 이미 수행된 성인 AD와 식습관 및 식생활과 관련된 연구에 

따르면, Solvoll 등 [16]이 성인 남자 AD 환자가 정제당의 섭취량이 많았다고 보고했으며, Park 

등 [17]이 인스턴트 라면과 육가공식품은 성인 AD 발병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연
구결과에 근거하여 성인 AD가 식습관이나 영양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예상할 수 있
으며,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성인의 AD 발생과 탄산
음료 섭취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초등학생의 경우 특정 식품의 섭취가 

AD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된 사례가 있어 [18], 성인 AD의 경우에도 탄산음료의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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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가 현재 증상유무에 영향을 주는지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탄산음료의 소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성인 AD에 대한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 3차년도 (2015년)와 제7기 1차년도 (2016년) 참여자 중 식
품섭취빈도조사에 참여한 만 19–64세 성인 6,673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
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원자료에서 건강설문조사, 검진조사 및 영양조사 부문 원시데
이터를 활용하였다. 이 중 다음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자료는 본 연구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1) 아토피피부염 의사진단 여부를 모르거나 무응답으로 답변한 자; 2) 탄산음료 섭취 빈도와 

섭취량의 항목 값이 없는 자; 3) 신장과 체중치 값이 없는 자; 3) 연령, 성별, 거주지역 등 일반
사항의 인구통계학적 기본변수의 항목 값이 없는 자; 4) 총 에너지 섭취가 1일 500 kcal 미만, 

5,000 kcal 이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섭취값을 가진 자. 위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제외한 후 총 

5,931명의 대상자의 자료가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군 별 분류는 설문
지의 의사진단 변수를 이용하여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의사에게 진단을 받았음’으로 응답한 

경우를 ‘AD를 가지고 있는 자 (AD진단군)’로 정의하였으며, AD진단군 중, 설문지의 현재 유
병 여부 변수를 이용하여 ‘아토피 피부염을 현재 앓고 있음’으로 응답한 경우를 ‘현재 AD를 

앓고 있는 자 (유증상 AD군)’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기준으로 전체 대상자를 AD 유무에 따라 

AD가 없는 대조군 (non-AD군; n = 5,738명)과 AD진단군 (n = 193명)으로 분류하였으며, AD진
단군을 증상 유무에 따라 무증상 AD군 (n = 64명)과 유증상 AD군 (n = 129명)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질병관리본부 내 연구윤리심의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의 승인을 받아 수행되고 있으며, 제6기 3차년도와 제7기 1차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경우
는 질병관리본부 내 IRB 의견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않고 조사가 수행되었다.

일반사항
연령, 성별,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중학교, 고등학교 이상), 직업 유무, 거주 지역 (동, 읍, 

면), 가구소득 (하, 중하, 중상, 상), 음주 여부, 흡연 여부, 신체활동 여부, 주관적 건강상태 (좋
음, 보통, 나쁨)와 같은 인구통계학적 정보는 건강설문조사를 통해 얻어졌다.

신체계측조사
신장, 체중, 체질량지수의 주요 건강지표는 검진조사를 통해 측정되었다. 체질량지수 (body 

mass index, BMI)는 체중 (kg)을 신장 (m2)으로 나누어 계산하였고, 비만정도를 저체중 (BMI < 

18.5 kg/m2), 정상 (BMI 18.5–25 kg/m2), 비만 (BMI ≥ 25 kg/m2)으로 분류하였다.

탄산음료 섭취 및 영양섭취상태 평가
영양조사 부문의 식품섭취조사는 에너지 및 영양소 주요 급원식품 (112개 항목)에 대한 섭취
빈도를 조사한 식품섭취빈도법을 이용하여 실시되었다. 개인별 영양소 섭취량은 이를 통해 

조사된 원시데이터를 사용하여 계산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탄산음료 (콜라, 사이다, 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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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산음료) 섭취 빈도 항목을 사용하였다. 식품 별 최근 1년간 평균섭취빈도는 ‘거의 안 먹음, 

월 1회, 월 2–3회, 주 1회, 주 2–4회, 주 5-6회, 일 1회, 일 2회, 일 3회’ 중 해당 빈도를 응답하도
록 하였다. 탄산음료의 1회 평균섭취량은 ‘½컵, 1컵, 1½컵’ 중 해당 섭취량을 응답하도록 하
였다. 탄산음료 섭취빈도와 1회 섭취량을 이용하여 1일 탄산음료 섭취량을 mL로 산출하였으
며, 탄산음료 섭취정도를 ‘거의 안 먹음, 하루에 0.5회 제공량 (serving size) 미만 및 이상 섭취’

로 제시하였다. 탄산음료 섭취빈도는 ‘거의 안 먹음, 월 1–3회, 주 1회 이상’으로 분류하여 제
시하였다. 또한, 대상자별 총 에너지 및 영양소 섭취량, 섭취 에너지 1,000 kcal 당 영양소 섭
취량, 다량영양소 에너지섭취비율을 분석하였다.

통계분석
자료의 통계처리 및 분석을 위해 SAS 9.4 version (SAS Inc., Cary, NC, USA)을 이용하였으며, 층
화·집락 추출 및 건강설문·영양조사의 연관성 가중치를 반영한 복합표본분석방법을 사용하
였다. 조사대상자를 성인의AD 유병 여부 및 AD진단자의 현재 유병 여부에 따른 일반사항, 에
너지 및 영양소 섭취량과 다량영양소 에너지섭취비율, 탄산음료 섭취상태는 빈도 및 평균을 

제시하고 카이제곱 검정과 회귀분석모델을 이용하여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성인의 AD 유병 및 AD 진단자의 현재 유병에 영향을 주는 탄산음료 섭취량과 섭취빈도에 따
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 (multiple logistic regression)을 통해 odds 

ratio (OR)와 95% 신뢰구간 (95% confidence interval, 95% CI)을 구하였다. 이 분석에서는 명
확하고 체계적으로 교란인자를 보정하기 위하여 2가지 회귀분석 모델이 사용되었으며, AD

유무 및 AD증상유무에 따른 단변량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나타낸 변수로서 연령, 

성별, BMI, 직업, 가구 소득, 음주, 신체활동 및 에너지 섭취량을 교란인자로 도출하였다. 회
귀분석 모형 2가지는 다음과 같다. 1) 교란인자를 보정하지 않은 모델 (Model 1); 2) AD 유병에 

따른 분석에서는 연령, 성별, BMI, 직업, 가구소득, 음주, 신체활동 및 에너지 섭취량을 보정
하고, AD 진단자의 현재 유병여부에 따른 분석에서는 연령, 성별 및 에너지 섭취량을 보정하
여 분석한 모델 (Model 2). 모든 분석에서 유의수준은 p < 0.05로 하였다.

결과

일반적 특성
Table 1에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제시하였다. 대상자 중 AD진단군이 193명으로 총 연
구대상자의 약 3.3%에 해당하였다. Non-AD군과 AD진단군을 비교하였을 때, 평균 연령은 

non-AD군이 41.4 ± 0.2세, AD진단군이 31.5 ± 0.9세로, AD진단군이 유의적으로 낮았으며 (p 

< 0.001), 특히, AD진단군에서는 20대의 비율이 61.2%로 제일 높게 나타났다 (p < 0.001). 또
한, AD진단군에서는 무직자 비율이 39.0%로 non-AD군의 30.9%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다 

(p = 0.038). 가구소득은 ‘하’로 응답한 비율이 AD진단군에서 16.2%로, non-AD군에 비해 높았
고 (p = 0.006), 음주여부에 대한 항목에서는 AD진단군에서 음주자 비율이 72.9%로, non-AD

군에 비해 높았다 (p = 0.005). AD진단군 중 신체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61.8%로, non-AD군 

(53.4%)보다 그 비율이 높았으며 (p = 0.037),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은 AD진단군에서  

‘나쁨’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1.8%로, non-AD군보다 높게 나타났다 (p =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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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haracteristics Non-AD  

(n = 5,738)
AD-diagnosed group 

(n = 193)
p-value1) AD-diagnosed group p-value1)

No symptom-AD group 
(n = 64)

Symptom-AD group  
(n = 129)

Age (yrs) 41.4 ± 0.2 31.5 ± 0.9 < 0.001 29.4 ± 1.3 32.4 ± 1.1 0.079
20.0–29.9 882 (21.6) 103 (61.2) < 0.001 39 (72.8) 64 (55.6) 0.171
30.0–39.9 1,255 (22.5) 33 (14.0) 8 (9.5) 25 (16.1)
40.0–49.9 1,434 (25.3) 29 (13.5) 9 (9.9) 20 (15.3)
50.0–59.9 1,484 (23.8) 15 (7.2) 3 (4.2) 12 (8.7)
60.0–60.9 683 (6.8) 13 (4.0) 5 (3.6) 8 (4.2)

Sex 0.564 0.095
Men 2,230 (49.3) 83 (51.9) 32 (60.9) 51 (47.5)
Women 3,508 (50.7) 110 (48.1) 32 (39.1) 78 (52.5)

BMI (kg/m2) 28.9 ± 0.1 23.6 ± 0.3 0.387 23.0 ± 0.5 23.5 ± 0.4 0.382
BMI (%) 0.701 0.376

Underweight (BMI < 18.5) 242 (4.5) 9 (3.6) 2 (1.8) 7 (4.5)
Normal (BMI 18.5–25) 3,611 (62.4) 129 (65.5) 47 (71.1) 82 (62.8)
Obese (BMI ≥ 25) 1,885 (33.2) 55 (30.9) 15 (27.1) 40 (32.7)

Education 0.071 0.604
≤ Elementary 1,011 (13.5) 19 (8.0) 6 (6.2) 13 (8.9)
≤ Middle school 2,178 (39.9) 82 (44.9) 28 (49.9) 54 (42.5)
≥ High school 2,549 (46.6) 92 (47.1) 30 (44.0) 62 (48.6)

Occupation (%) 0.038 0.910
No 1,881 (30.9) 79 (39.0) 25 (39.6) 54 (38.7)
Yes 3,857 (69.1) 114 (61.0) 39 (60.4) 75 (61.3)

Residence area 0.189 0.359
Urban 4,802 (87.2) 167 (90.0) 53 (87.4) 114 (91.2)
Rural 936 (12.8) 26 (10.0) 11 (12.6) 15 (8.8)

Income of household 0.006 0.562
Low 505 (8.6) 26 (16.2) 8 (13.6) 18 (17.4)
Middle-low 1,352 (22.6) 38 (17.0) 14 (18.3) 24 (16.3)
Middle-high 1,815 (32.3) 68 (34.8) 25 (41.3) 43 (31.7)
High 2,066 (36.5) 61 (32.0) 17 (26.7) 44 (34.6)

Alcohol intake (%) 0.005 0.660
No 2,403 (37.5) 61 (27.1) 20 (25.2) 41 (28.0)
Yes 3,335 (62.5) 132 (72.9) 44 (74.8) 88 (72.0)

Smoking status (%) 0.282 0.346
No 4,723 (78.1) 152 (74.3) 47 (69.1) 105 (76.9)
Yes 1,015 (21.9) 41 (25.7) 17 (30.9) 24 (23.1)

Physical activity 0.037 0.673
No 2,873 (46.6) 84 (38.2) 30 (40.3) 54 (37.2)
Yes 2,865 (53.4) 109 (61.8) 34 (59.7) 75 (62.8)

Subjective health status (%) 0.045 0.955
Good 1,871 (34.2) 62 (29.4) 23 (30.8) 39 (28.8)
Moderate 2,939 (50.9) 91 (48.7) 29 (48.3) 62 (49.0)
Bad 928 (14.9) 40 (21.8) 12 (20.9) 28 (22.3)

Diet therapy (%) 1,416 (23.5) 57 (28.1) 0.161 17 (25.2) 40 (29.4) 0.592
Compared to usual intake 0.163 0.827

Ate a lot 1,330 (23.7) 39 (23.6) 13 (23.8) 26 (22.6)
Same as usual 3,665 (62.3) 116 (57.2) 39 (53.8) 77 (58.9)
Ate less 743 (14.0) 38 (19.2) 12 (20.5) 26 (18.6)

Age at first AD diagnosis (yrs) 15.5 ± 1.1 11.8 ± 1.4 17.3 ± 1.4 0.007
Periods after AD diagnosis (yrs) 16.1 ± 0.7 17.6 ± 1.2 15.3 ± 0.9 0.139
Currently suffering from AD (%)

No 64 (32.7)
Yes 129 (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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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진단군 중 현재 증상을 앓고 있는 경우는 67.3% 였는데, AD진단군 중에서 현재 증상 여부
에 따른 일반적 특성을 비교하였을 때, 유증상 AD군의 AD 진단시기가 17.3 ± 1.4세로, 무증상 

AD군 (11.8 ± 1.4세)보다 나이가 더 많았다 (p = 0.007). 그 외에 유증상 AD군과 무증상 AD군 사
이의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없었다.

에너지 및 영양소 섭취상태
연구대상자의 에너지 및 영양소 섭취상태는 Table 2와 같다. AD진단군의 1일 총 에너지섭취
량은 2,152.6 ± 57.8 kcal로 non-AD군의 2,018.1 ± 12.7 kcal 보다 많았다 (p = 0.022). 다량영양소 

에너지섭취비율은 non-AD군 (62.7 ± 0.2%)에 비해 AD진단군 (59.4 ± 0.8%)의 탄수화물의 에
너지섭취비율이 낮고 (p < 0.001), 지질의 에너지섭취비율은 AD진단군이 20.4 ± 0.5%로 non-

AD군 (18.5 ± 0.1%)보다 높았다 (p < 0.001). 또한, 섭취 에너지 1,000 kcal 당 영양소 섭취량을 

비교하면, non-AD군에 비해 AD진단군에서 지질 섭취량은 높고 (p < 0.001), 탄수화물 (p < 

0.001), 식이섬유소 (p < 0.001), 칼슘 (p = 0.011), 인 (p = 0.002), 철 (p < 0.001), 칼륨 (p < 0.001), 

비타민 A (p < 0.001), 티아민 (p = 0.012), 비타민 C (p = 0.006)의 섭취량은 유의하게 낮았다.

AD진단군 중에서 현재 유병 여부에 따른 에너지 및 영양소 섭취상태를 비교하였을 때, 유증
상 AD군의 1일 총 에너지섭취량은 2,035.4 ± 68.3 kcal로 무증상 AD군의 2,393.9 ± 103.8 kcal 보
다 유의적으로 낮았다 (p = 0.005). 그러나, 다량영양소 에너지섭취비율과 섭취 에너지 1,000 

kcal 당 영양소 섭취량에서는 무증상 AD군과 유증상 AD군 간에 차이가 없었다.

탄산음료 섭취상태
AD진단군의 1일 탄산음료 섭취량은 56.9 ± 6.3 mL로 non-AD군의 31.4 ± 1.1 mL보다 유의적으
로 높았으며 (p < 0.001; Table 3), ‘하루에 0.5회 제공량 이상 섭취’로 응답한 비율이 25.5%로 

non-AD군 (10.3%)보다 높았다 (p < 0.001). 또한, 탄산음료 섭취빈도도 AD진단군에서 ‘주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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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Nutrient intakes of the subjects
Variables Non-AD  

(n = 5,738)
AD-diagnosed group  

(n = 193)
p-value1) AD-diagnosed group p-value1)

No symptom-AD group 
(n = 64)

Symptom-AD group  
(n = 129)

Total energy (kcal) 2,018.1 ± 12.7 2,152.6 ± 57.8 0.022 2,393.9 ± 103.8 2,035.4 ± 68.3 0.005
% energy of carbohydrate 62.7 ± 0.2 59.4 ± 0.8 < 0.001 60.1 ± 1.3 59.0 ± 0.9 0.497
% energy of protein 13.2 ± 0.1 13.4 ± 0.2 0.367 13.9 ± 0.3 13.1 ± 0.2 0.071
% energy of fat 18.5 ± 0.1 20.4 ± 0.5 < 0.001 20.5 ± 0.8 20.4 ± 0.6 0.998

Protein (g/1,000 kcal) 33.0 ± 0.1 33.4 ± 0.5 0.367 34.7 ± 0.8 32.8 ± 0.6 0.071
Fat (g/1,000 kcal) 20.6 ± 0.1 22.7 ± 0.5 < 0.001 22.7 ± 0.9 22.7 ± 0.7 0.998
Carbohydrate (g/1,000 kcal) 156.8 ± 0.4 148.4 ± 1.9 < 0.001 150.3 ± 3.3 147.5 ± 2.4 0.497
Total dietary fiber (g/1,000 kcal) 10.0 ± 0.1 8.9 ± 0.2 < 0.001 8.6 ± 0.3 9.0 ± 0.3 0.462
Calcium (mg/1,000 kcal) 236.0 ± 1.2 222.2 ± 5.5 0.011 227.7 ± 10.4 219.6 ± 6.4 0.511
Phosphorus (mg/1,000 kcal) 499.3 ± 1.4 480.4 ± 6.0 0.002 488.4 ± 10.8 476.5 ± 7.6 0.366
Iron (mg/1,000 kcal) 6.8 ± 0.0 6.2 ± 0.1 < 0.001 6.2 ± 0.2 6.1 ± 0.1 0.560
Sodium (mg/1,000 kcal) 1,639.0 ± 7.6 1,571.2 ± 37.3 0.066 1,586.9 ± 60.1 1,563.5 ± 47.9 0.764
Potassium (mg/1,000 kcal) 1,378.3 ± 6.6 1,272.6 ± 26.7 < 0.001 1,265.0 ± 36.8 1,276.3 ± 33.6 0.802
Vitamin A (ugRE/1,000 kcal) 309.3 ± 2.2 278.6 ± 8.3 < 0.001 277.2 ± 12.6 279.2 ± 10.4 0.899
Thiamin (mg/1,000 kcal) 0.92 ± 0.01 0.89 ± 0.01 0.012 0.90 ± 0.02 0.88 ± 0.01 0.343
Riboflavin (mg/1,000 kcal) 0.68 ± 0.01 0.69 ± 0.01 0.386 0.69 ± 0.03 0.69 ± 0.02 0.903
Niacin (mg/1,000 kcal) 6.7 ± 0.0 6.6 ± 0.1 0.343 6.7 ± 0.2 6.5 ± 0.1 0.335
Vitamin C (mg/1,000 kcal) 56.7 ± 0.7 49.2 ± 2.7 0.006 45.8 ± 4.0 50.9 ± 3.4 0.292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 ± SE.
AD, atopic dermatitis.
1)p-value was estimated by t-test in complex sample survey data analysis.



이상 섭취’하는 비율이 45.2%로, non-AD군의 29.1%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p < 0.001).

AD진단군 중에서 현재 유병 여부에 따른 탄산음료 섭취상태를 비교했을 때에는 1일 탄산음
료 섭취량이나 섭취정도 및 섭취빈도에 대해 군 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탄산음료 섭취와 AD 위험도와의 관계
Table 4는 연구대상자의 탄산음료 섭취와 AD 위험도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로, 탄산음료 

섭취정도를 ‘거의 안 먹음’ 응답을 기준으로 비교하였을 때, model 1에서 탄산음료를 ‘하루에 

0.5회 제공량 미만’으로 섭취할 경우 (OR, 1.517; 95% CI, 1.048–2.195; p < 0.05)와 ‘하루에 0.5

회 제공량 이상’으로 섭취할 경우 (OR, 3.696; 95% CI, 2.397–5.699; p < 0.001) 모두 AD 위험도
가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연령, 성별, BMI, 직업, 가구소득, 음주, 신체적 활동 및 

총 에너지 섭취량의 혼란변수를 보정한 model 2에서는 탄산음료 섭취와 AD 위험도가 관련
성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탄산음료 섭취빈도를 ‘거의 안 먹음’ 응답을 기준으로 비교하였
을 때에도, model 1에서 탄산음료를 ‘주 1회 이상’ 섭취 시 (OR, 2.331; 95% CI, 1.621–3.353; p < 

0.001) AD 위험도가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혼란변수를 보정한 model 2에서는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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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oft drink consumption of the subjects
Variables Non-AD  

(n = 5,738)
AD-diagnosed group  

(n = 193)
p-value1) AD-diagnosed group p-value1)

No symptom-AD group 
(n = 64)

Symptom-AD group  
(n = 129)

Daily soft drinks intake (mL) 31.4 ± 1.1 56.9 ± 6.3 < 0.001 72.9 ± 12.8 49.2 ± 6.5 0.092
Daily soft drinks serving consumed < 0.001 0.218

No drink 3,063 (46.9) 75 (31.3) 25 (31.4) 50 (46.9)
< 0.5 serving/day 2,244 (42.8) 79 (43.2) 23 (35.6) 56 (46.9)
≥ 0.5 serving/day 431 (10.3) 39 (25.5) 16 (32.8) 23 (21.9)

Soft drinks intake frequency < 0.001 0.236
Rarely 3,063 (46.9) 75 (31.3) 25 (31.4) 50 (31.2)
1–3/mon 1,316 (24.0) 43 (23.5) 11 (16.6) 32 (26.9)
≥ 1/wk 1,359 (29.1) 75 (45.2) 28 (51.9) 47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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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 OR for atopic dermatitis by soft drinks consumption
Variables OR (CI)

Model 11) Model 22)

Soft drinks consumption amount
No drink (n = 3,138) 1 1
< 0.5 serving/day (n = 2,323) 1.517 (1.048–2.195)* 0.716 (0.471–1.079)
≥ 0.5 serving/day (n = 470) 3.696 (2.397–5.699)*** 1.220 (0.716–2.081)

Soft drinks consumption frequency
Rarely (n = 3,138) 1 1
1–3/mon (n = 1,359) 1.469 (0.959–2.250) 0.772 (0.495–1.206)
≥ 1/wk (n = 1,434) 2.331 (1.621–3.353)*** 0.812 (0.526–1.255)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1)Model 1: Crude. 2)Model 2: Adjusted for age, sex, body mass index, occupation, house income, alcohol drinking, 
physical activity, and total energy intake.
*p < 0.05, ***p < 0.001.



탄산음료 섭취와 현재 AD 유병 위험도와의 관계
AD진단자를 대상으로 탄산음료 섭취와 현재 AD 유병 위험도와의 관계를 Table 5에 제시하였
다. 탄산음료 섭취정도를 ‘거의 안 먹음’ 응답을 기준으로 비교하였을 때, 연령, 성별 및 총 에
너지 섭취량을 보정한 model 2에서 탄산음료를 ‘하루에 0.5회 제공량 미만’으로 섭취 시 (OR, 

2.579; 95% CI, 1.086–6.125; p < 0.05) 현재 유병 위험도가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고찰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 3차년도 (2015년)와 제7기 1차년도 (2016년)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성인의 AD 진단 및 증상 여부와 탄산음료 섭취에 대한 관련성을 분석하
였다. AD 여부에 따른 영양소섭취량을 분석한 결과, 1일 총 에너지섭취량의 경우 AD진단군
이 non-AD군보다 많았는데, 이는 지질의 에너지섭취비율이 높고 섭취에너지 1,000 kcal 당 

지질 섭취량이 많은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산업화된 국가에서 AD와 같은 알레
르기성 질환의 발병이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를 지질 섭취량 증가와 같은 서구화된 식습관으
로 여기고 있는데 [19],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우리나라 초등학생에게서 AD군이 대조군에 

비해 지방을 더 많이 섭취하고 있었다는 보고가 있으며 [20], 성인 AD 여성 환자들은 대조군
보다 포화지방산의 섭취량이 많았고 [16], 여성에게서 과다한 지질 섭취나 지질 섭취 불균형
은 알레르기성 감작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19]. 따라서 AD 증상 완화 및 예방을 위해 지질 

섭취량을 조절하는 식사요법이 필요하며, n-3 지방산은 AD 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
으므로 [21] 지방산 섭취비율의 균형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AD진단군에서 탄수화물 에너지섭취비율이 낮았는데, 이는 단백질 에너지섭취비율은 non-

AD군과 차이가 없었고 지질 에너지섭취비율이 AD진단군에서 높았으므로, 상대적으로 낮
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섭취에너지 1,000 kcal 당 탄수화물 섭취량이 적은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 Kim 등 [22]은 아동에게서 탄수화물 섭취가 감소할수록 AD와 같은 알레르기성 

질환인 비염의 위험 증가를 관찰했는데, 위생가설에 따라 탄수화물 노출을 덜 하게 되면 항
원결정기 (epitope)에 대한 면역성을 저하시켜 탄수화물성 알레르기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
다고 하였다 [23].

식이섬유소, 칼슘, 인, 철, 칼륨, 비타민 A, 티아민, 비타민 C는 모두 AD진단군에서 섭취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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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OR for currently suffering from atopic dermatitis by soft drinks consumption in atopic dermatitis-
diagnosed group
Variables OR (CI)

Model 11) Model 22)

Soft drinks consumption amount
No drink (n = 75) 1 1
< 0.5 serving/day (n = 79) 1.325 (0.623–2.815) 2.579 (1.086–6.125)*
≥ 0.5 serving/day (n = 39) 0.671 (0.310–1.448) 2.326 (0.751–7.206)

Soft drinks consumption frequency
Rarely (n = 75) 1 1
1–3/mon (n = 43) 1.629 (0.690–3.841) 2.597 (0.987–6.738)
≥ 1/wk (n = 75) 0.813 (0.406–1.627) 2.445 (0.985–6.065)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1)Model 1: Crude. 2)Model 2: Adjusted for age, sex, and total energy intake.
*p < 0.05.



지 1,000 kcal 당 섭취량이 적었다. 이러한 결과는 AD 환아군에서 칼슘, 인, 리보플라빈의 섭
취량이 대조군에 비해 낮은 결과와 유사하다 [1]. Chung 등 [24]의 연구에서도 대조군에 비
해 AD 환자는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 E의 %영양권장량 (% Recommended Dietary Al-

lowances)이 낮았고, 식사의 질 평가 (Index of Nutritional Quality)에서도 티아민, 비타민 E, 니
아신 등이 낮았다고 하였다. 또한, 식품군의 다양성 (Dietary Diversity Score), 식사의 다양성 

(Dietary Variety Score) 모두 대조군에 비해 낮았다고 한다. 이렇게 AD 환자에게서 영양의 질
적 저하가 발생하는 이유는 AD에 대한 기본적인 증상 완화 및 치료법으로 식이 알레르겐을 

제한하는 식사요법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인데 [25], 지나친 식사제한은 영양불균형을 일으
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 영양소는 정상적인 세포 성장 및 분화에 필수적이므로 AD 

발생 및 증상 완화와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어, 다양한 식품들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AD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지도가 필요하다.

AD 환자에서 유증상 AD군의 1일 총 에너지섭취량은 무증상 AD군보다 낮았는데, 이러한 결
과는 비록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무증상 AD군보다 유증상 AD군에서 여성의 비율이 좀 

더 높고, 연령대가 높은 비율이 좀 더 많은 것에서 온 영향이라고 사료된다. 그 외에 탄수화
물, 단백질, 지질의 에너지섭취비율이나 섭취에너지 1,000 kcal 당 영양소들의 섭취량은 두 

군 간의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 AD 유병 여부가 영양상태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
으로 보인다.

탄산음료 섭취에 대한 분석에서는, 1일 탄산음료 섭취량, 하루에 0.5회 제공량 이상 섭취하
는 비율, 주 1회 이상 섭취하는 비율 모두 AD진단군이 non-AD군보다 그 값이 더 높게 나타나, 

AD진단군이 탄산음료를 더 많이 섭취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탄산음료 섭취와 성인 AD 위
험도와의 관계에서는 탄산음료의 1일 1회 제공량이 많을수록 AD 위험도가 증가하였고, 섭취 

빈도도 일주일에 1회 이상 섭취할 경우 그 위험도도 증가했다. 하지만 연령, 성별, BMI, 직업, 

가구소득, 음주, 신체적 활동 및 총 에너지 섭취량에 대한 변수를 보정 후 분석한 결과 AD 위
험과 탄산음료 1일 제공량 및 섭취 빈도와의 유의적인 관련성은 보이지 않았다. 결국, AD진
단군에서 non-AD군에 비해 탄산음료의 섭취량이 높은 것은 여러 변수의 영향을 받은 결과이
며, 이러한 변수의 영향을 배제하였을 때 탄산음료의 섭취는 성인 AD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AD 환자에서 탄산음료의 섭취를 현재 유병 여부에 따라 비교했을 때에는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비록 현재 유병 여부에 따른 탄산음료 섭취상태를 비교한 결과에
서는 1일 탄산음료 섭취량이나 하루에 0.5회 제공량 이상 섭취하는 비율 및 섭취빈도에 대해 

무증상 AD군과 유증상 AD군 간의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하루에 0.5회 제공량 미만으로 

섭취할 경우 현재 유병 위험도가 아예 섭취하지 않을 때 보다 증가하였다. 탄산음료는 대중
적인 식품이지만 여러 질병 발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과다섭취에 주의해야 한
다. Yi 등 [7]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AD 증상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를 탄산음료와 같은 

자극적인 음료로 꼽았고, 유사한 연구로 성인에게서 탄산음료의 섭취가 천식의 위험을 증가
시킨다고도 하였다 [26].

탄산음료가 AD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유로는 탄산음료 섭취를 통한 식품첨가물이나 당류 

섭취 등을 생각할 수 있는데, 황산염 (Sulphite)과 같은 방부 목적으로 쓰이는 식품첨가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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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과 같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며 그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27]. 게다가 식품첨
가물이 들어있는 음료는 AD 요인이 될 수 있으며 [28], 임신 중에 탄산음료를 섭취했을 경우 

자녀의 알레르기성 질환 발생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 식품첨가물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도 있었다 [29]. 또한, 탄산음료는 많은 양의 당류를 함유하고 있는데, 이는 염
증반응을 촉진시킬 수 있다 [30]. 한국인의 주된 총 당류 급원식품 조사 결과 설탕을 제외하
고 탄산음료, 커피 가 주요식품으로 보고되어 [31] 탄산음료를 통한 당류의 과잉 섭취도 염려
된다. 또한, 임신 중에 산모가 설탕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자녀에게 AD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
가하여, 당의 과잉섭취와 AD 발생과의 위험도 보고된 바 있다 [32]. 하지만, Ehlers 등 [33]은 

설탕은 AD의 악화요인이 아니라고도 하여, 추후 연구를 통한 당류와 AD에 대한 명확한 기전 

규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에 대한 결과로 AD진단군은 non-AD군보다 평균 연령이 낮았으며, 20

대의 비율이 가장 높고 30대가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
공한 자료 중 2015년과 2016년 모두 20대 AD 환자 수가 전체의 35.7%와 36.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30대였던 순으로 보고된 결과와 일치하는데 [3], 이와 같이 AD진단군
에서 20, 30대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평균 연령이 non-AD군보다 낮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무직자의 비율과 가구소득을 ‘하’로 응답한 비율이 non-AD군에 비해 AD진단군에서 높은 것
은 20대 비율이 높은 영향일 것으로 여겨지며, AD로 인해 경제적 활동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
일 것이다. 성인 AD는 그들의 일의 생산성과 활동성의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데 [34], 미
국의 국민보건 및 건강조사 (National Health and Wellness Survey) 자료에 따르면 AD가 있을 

경우 대조군에 비해 업무나 일상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었으며, 임금 손실도 더 많이 발
생하였다고 하였다 [35]. 또한, AD가 있을 경우 직장생활 중 병가를 내는 경우와 조기 퇴직하
는 경우가 증가함을 보고한 바 있다 [36]. 이러한 연구들로 유추하였을 때, AD가 정상적인 직
장생활과 같은 경제적 활동을 어렵게 하여 무직의 비율을 높였으며, 이는 가구소득을 낮게 

하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음주여부의 경우 AD진단군에서의 음주자 비율이 non-AD군 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Choi 등 

[37]이 술을 성인 AD의 유발 혹은 악화 요인으로 꼽았고, 알코올 섭취량과 AD와는 양의 상관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는데 [38], 성인 AD 관리 방법 중 하나로 알코올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
도 고려할 만 하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Drucker 등 [39]은 AD로 인한 심리상태나 변화가 알코
올 섭취에 영향을 줄 것임을 제언하여, AD진단군에서 음주자 비율이 높았던 결과는 AD에 의
한 정신건강의 측면도 같이 고려한 추후 분석을 통해 좀 더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규칙적이고 적절한 신체활동은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AD가 있
을 경우에는 오히려 운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0]. 그 이유는 운동을 하면 땀이 나
게 되는데, 땀이 가려움과 같은 AD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며, 그렇기에 땀을 덜 나
게 하거나여름에는 자주 씻는 등의 땀 관리는 AD 관리에 대한 널리 알려져 있는 방법 중 하나
이다 [41]. 이를 반영하듯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를 활용한 연구에서는 성인 AD군의 매일 운동량이 대조군보다 적었다고 보고하였다 

[42]. 하지만, 본 연구에서 AD진단군 중 신체활동을 하는 비율이 non-AD군 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동물실험 결과에 따르면 저항운동 [43]과 유산소운동 [44]이 AD 증상을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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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보았을 때, 개인 적응도에 따라 땀 관리를 하면서 

적절하게 운동하면 AD 증상을 개선시키는 데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체활동을 강도별로 나누지 않아 AD진단군이 신체활동을 어떠한 수준으로 하
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기에, AD와 신체활동 간의 상관성에 대해 상세히 논의하기 어렵다. 하
지만 청소년 AD 환자를 대상의 조사연구에 따르면 이들은 대조군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있었는데, AD 발병 1년이내인 군에서 규칙적인 운동을 했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스트레스가 확연히 감소했다고 한다 [45]. 이를 보아, AD진단군에서의 신체활동을 하는 비율
이 높은 것은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겠다.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은 AD진단군에서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Choi 등 [46]의 연구에서 AD 비호전군이 호전군에 비해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생
각하는 비율이 높았다는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AD로 인해 신체상 저하나 수치심과 같은 심
리적 문제도 동반하며, 우울증이나 자살 생각도 들게 한다 [47]. AD와 같은 피부질환은 증상
이나 병변이 생명에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환자에게 큰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여
겨지고 있으나 [48], 여러 연구들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AD는 신체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정
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성인 AD는 조기 발견을 통하여 시기 적절하고도 빠른 관
리가 필요하다.

AD진단군 중 현재까지도 증상이 있는 유증상 AD군과 증상이 없는 무증상 AD군 간의 여러 일
반적인 특성을 비교했을 때에는 대부분 군 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무증상 AD군의 AD 

진단시기가 유증상 AD군보다 더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Son 등 [49]의 연구에서는 성인 AD 환
자 중 18세 이전에 발병한 AD 환자는 18세 이후 발병한 AD 환자보다 치료 횟수가 더 많았는데, 

이에 대해 AD 환아와 이들의 부모들은 성인 환자들 보다 내원 빈도가 더 많아, 비교적 어린 나
이에 발병이 된 경우 치료를 받을 기회가 더 많았을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비록 본 연구에서
는 치료 횟수 및 치료 시기, 내원 빈도 등에 대해서 분석하지는 않았으나, 어린 나이에 AD 진단
을 받으면 보호자의 적극적인 치료 행동 등을 통해 성인이 되었을 때 무증상이 될 수도 있을 것
이며, 이는 결국 무증상 AD군의 AD 진단시기가 어린 것에 대한 이유라고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AD로 진단받은 성인의 현재 유병 여부는 탄산음료 섭취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성인 AD와 탄산음료 섭취와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에 어려운 단면연구라
는 제한점이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AD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 소아에 국한되어서 이루어진 

가운데, 성인 AD와 탄산음료 섭취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할 수 있
으며, 본 연구결과는 성인 AD 환자 대상의 식사요법 지도 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아울러 추후 성인 AD 환자의 연령에 따른 식품군과 영양소별 섭취상태 및 탄산음료 섭취
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요약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탄산음료 섭취와 우리나라 성인의 AD진
단 및 현재 유병여부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조사대상자는 AD 여부에 따른 비교를 위해 AD

진단군과 non-AD군 (대조군)으로 구분하였다. 또, AD진단군 중에서 현재 AD 유병여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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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비교를 위해 현재 AD 증상이 있는 유증상 AD군과 현재 증상이 없는 무증상 AD군으로 나
누었다. 분석 결과, 섭취 에너지 1,000 kcal 당 영양소 섭취량을 비교했을 때에는, AD진단군에
서 non-AD군에 비해 지질 섭취량은 높았으나 탄수화물, 식이섬유소, 칼슘, 인, 철, 칼륨, 비타
민 A, 티아민, 비타민 C의 섭취량은 낮았다. AD진단군의 1일 탄산음료 섭취량은 non-AD군 보
다 많았으며, ‘하루에 0.5회 제공량 이상 섭취’라고 응답한 비율도 non-AD군보다 높았다. 또
한, 탄산음료 섭취빈도도 AD진단군에서 ‘주 1회 이상 섭취’하는 비율이 non-AD군 보다 높았
다. 탄산음료 섭취와 AD 위험도에 대한 결과에서는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탄
산음료 섭취와 현재 유병 위험도와의 관계는 탄산음료를 ‘하루에 0.5회 제공량 미만’으로 섭
취 시 그 위험도가 증가하였으나, 탄산음료 섭취량에 따른 AD 유병위험도의 판단은 보정변
수 조정을 통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성인 AD진단군에서는 영양불균형과 탄
산음료 섭취량이 높았으며, AD로 진단받은 성인의 현재 AD 유병 위험이 탄산음료 섭취량과 

관련성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보았을 때, 탄산 음료 섭취 제한을 성인 AD 환자의 증상 관
리 방안 중 하나로 제안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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