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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and compare the eating habits, dietary intake patterns and nutrient 
intake status of children with and without atopic dermatitis by questionnaire during July, 2008. A total 388 
subjects of 5th and 6th grade elementary school children (AG: atopic group, n=65, NG: non-atopic group, n=323) 
in Seoul and Ulsan area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questionnaire included general characteristics, dietary 
habits, and atopy-related food frequency. One-day 24 hour recall was collected to estimate nutrient intakes 
of the subjects. The data were analyzed by Chi-square test for food frequency analysis and by t-test for nutrient 
intakes. Atopy-related foods included milk, buckwheat, beef, pork, chicken, crab, egg, mackerel, peach, and 
tomato. From the findings, AG had a more irregular eating habit than NG (p<0.05). In case of food frequency, 
AG tended to consume more atopy-related foods than NG (p>0.05). The nutrient intakes of AG we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ose of NG (p<0.05), but only intake of animal iron in AG was higher than NG (p<0.05). NG consumed 
more protein than AG (p<0.05). Although milk was a noted hypersensitive allergic food, frequency and the 
amount of milk intake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wo groups. In conclusion, atopic children had 
eaten more atopy-related foods and less nutrient intak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ducate on good nutrition 
and guide atopic children and their par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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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아토피피부염은 알 르기성 질환  하나로 심한 소양감

(pruritus)을 동반하며 만성 재발성의 피부염증으로 발병률

이  세계 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1). 

2003년 1,511명 유치원생과 등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에

서는 유치원생의 23.9%가 아토피피부염을 가지고 있다고 

하 으며(2), 2000년 한소아알 르기  호흡기 학회의 조

사에 따르면 등학생의 24%, 학생의 13%가 아토피피부

염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3) 아토피피부염의 발병 증가

가 사회 인 문제로 두되고 있다. 최근, 생활양식이 서구

화된 나라에서는 소아의 아토피피부염 발병률 역시 10～

20%로 높게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다(4).

의학 으로 아토피피부염은 크게 외인성(extrinsic)과 내

인성(intrinsic)으로 구분할 수 있다. 외인성은 allergen- 

specific IgE가 존재하는 경우이며 내인성은 allergen-spe-

cific IgE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특징인데 아토피피부염의 

10～45%가 내인성 아토피피부염이다(5). 아토피피부염에

서 가장 문제가 되는 증상은 반복 으로 재발되는 만성 인 

건조증(xeroderma)과 소양감이다. 특히, 소양감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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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행 가 빈번히 발생하고 이는 쉽게 피부염으로 발 되

기 때문에 히 리하지 않으면 삼출을 동반한 홍반성 

발진의 아 성 병변, 가죽과 같이 두꺼워져 태선화된 만성병

변으로 진행된다(6). 학동기 아동을 상으로 시행된 연구 

결과를 보면 아토피피부염이 건선이나 다른 염증성 피부질

환, 사마귀나 염성 연속종과 같은 감염성 피부 질환보다 

삶의 질 하에 큰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7). 이처럼 

아토피피부염은 신체상의 문제뿐 아니라 삶의 반에 부정

인 향을 미치고 있다.

아토피피부염의 원인  하나인 유  요인인 가족력은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요 발병원인으로 생각되어지고 있으나, 최근 증가하고 있

는 성인 아토피피부염의 경우 유 인 요인만으로 설명이 

불가능하여 환경 인 요인과의 련성이 강조되고 있다(8). 

아토피피부염을 유발하는 환경  요인에는 피부자극 유발

물질과 공기 의 알 르겐(allergen), 불량한 식습 , 즉석

식품이나 가공식품에 포함된 향료나 방부제 등의 다양한 화

학성분, 미생물, 그리고 스트 스 등 다양한 요인들이 포함

되며, 이러한 요인들은 사회에 만연하여 더욱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아, 소아형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30%정도는 음식

물에 의해 아토피상태가 악화된다고 보고된 바 있어(6), 음

식물 섭취와 아토피피부염은 매우 한 연 이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Na 등(9)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아토피피부

염 환자  46.5%가 식품 항원에 양성 반응을 보 으며 주요 

식품항원으로는 난백(76.4%), 우유(58.4%), (40.4%) 등이 

있었고 식품 알 르기가 있을 경우 아토피피부염의 증도

에 향을 다고 보고하 다. 아토피피부염 발생원으로 작

용하는 식품 알 르기 유발식품의 한 진단과 제거식이

를 실시하면 피부증상에 뚜렷한 호 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10). 아토피피부염 환자  63.3%가 식품

에 한 알 르기를 보 다는 연구결과(11)와 아토피피부염

이 소아에게서 발생하는 경우 식품의 향이 더 높다는 보고

(12)가 보여주듯이 식품 알 르기 유발식품의 섭취 리가 

아토피피부염의 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등학생을 상으로 아토피피부염을 가지고 

있는 아동군과 정상 아동군의 식습 을 악하고, 아토피피

부염 유발식품의 섭취량을 조사하 으며 1일 식단 분석을 

통한 양소 섭취의 차이를 분석하 다. 조사된 결과로 아토

피피부염 아동군과 정상 아동군의 반 인 식습 을 비교, 

분석하고 식습 이 아토피피부염에 미치는 향을 악하

다.

상  방법

연구 상  기간

본 연구는 서울의 1개 등학교와 울산의 2개 등학교에 

재학 인 5, 6학년을 상으로 실시하 다. 조사에 앞서 2차

례 비조사를 실시하 으며, 이를 토 로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최종 설문지로 사용하 다. 조사는 2008년 7월 7일

부터 7월 18일까지 총 2주간 진행되었으며, 총 856부 배포하

여 748부 수거, 이  기재가 부실한 설문지 360부를 제외한 

388부(회수율 51.9%)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 다. 총 

388명  아토피피부염군은 16.7%(65명, 남학생: 29명, 여학

생: 36명), 정상 아동군은 83.3%(323명, 남학생: 151명, 여학

생: 172명)이었다. 서울과 울산 지역의 아토피피부염 아동은 

각각 17명(남학생: 5명, 여학생: 12명), 48명(남학생: 24명, 

여학생: 24명)이었다. 아토피피부염 아동의 선정기 은 병

원에서 문의에게 아토피피부염으로 진단을 받은 아동을 

아토피피부염이 있는 아동으로 하 다.

조사 상자의 일반 인 특성

조사 상자의 일반 인 특성에 한 문항으로는 성별, 나

이, 체 , 신장, 가족의 수, 거주지역과 아토피피부염이 있는 

경우 건강상태 확인을 한 아토피피부염 유병기간  치료

여부, 식품제한여부, 식품제한 이유, 부모님의 병력 등으로 

구성하 다.

조사 상자의 식습

식습 에 한 문항은 일반 인 식습   간식의 횟수와 

섭취식품의 종류 등으로 구성하 으며 식습 에 한 조사

는 국민건강 양조사 제 4기 식생활조사표와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의학 양치료에 한 선행연구(11)의 내용을 참고로 

하 다. 일반 인 식습 은 Likert(13)의 5  척도를 사용하

여 조사하 다. 

아토피피부염 유발식품 섭취빈도조사

아토피피부염을 유발하는 원인식품은 아토피피부염 아동

의 식품알 르겐 감작률을 조사한 연구 결과(14)와 우리나

라에서 식품 알 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식품을 조사한 연구 

결과(15)를 종합하여 선정하 다. 아토피피부염 유발 식품

은 우유, 계란, 돼지고기, 게, 메 , 닭고기, 고등어, 복숭아, 

토마토로 선정하 으며 샐러리의 경우 외국에서는 주요 알

르기 유발 식품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으로 섭취하

지 않는 식품이므로 원인식품에서 제외하 다(16). 섭취빈

도와 양은 6개월간 식이섭취 황을 조사 상자가 직  작

성하도록 하 으며 1회 섭취분량과 빈도를 곱하여 총 섭취

량을 산출하 다.

양소 섭취조사

일일 양소 섭취조사는 24시간 회상법을 사용하 으며 

서울과 울산의 지역 간 양소 섭취 차이  아토피피부염 

유병기간에 따른 양소 섭취 차이를 분석하 다. 측정된 

1일 양소 섭취량은 양평가 로그램인 CAN-Pro 3.0 

(Computer Aided Nutritional Analysis Program for 

Professional 3.0, 한국 양학회 부설연구소 2006)을 이용하

여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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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
Group

χ2
AG2) NG3)

Gender

Male
Female

29
36 

(44.6)1)

(55.4)
151 
172 

(46.7)
(53.3) 0.09

Total (n=388) 65 (100) 323 (100)

Family members

<4
4∼5
≥6

8
49
7

(12.5)
(76.6)
(10.9)

31
264
19

(9.6)
(82.0)
(5.9)

4.23

Total (n=386)4) 64 (100) 322 (100)

Dwelling area

Residential area
Business area
Plant area

Green land area
Seaside area

29
3
28
0
5

(44.6)
(4.6)
(43.1)
(0.00)
(7.7)

136
6

147
0
29

(42.8)
(1.9)
(46.2)
(0.0)
(9.1)

1.99

Total (n=383)4) 65 (100) 318 (100)
1)N (%): number of students, the relative % of students. 2)AG: Atopic dermatitis group. 3)NG: Normal group. 4)Respondents only.

자료의 처리

본 연구를 해 수집된 설문자료의 통계처리는 SAS ver-

sion 9.1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 다. 조사결과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표 편차로 표시하 으며, 아토피피

부염 아동군과 정상 아동군 간의 비교를 해서는 t-test를, 

일반 환경요인 등 명목척도에 해서는 χ2 test를 실시하

다. 아토피피부염 아동군의 경우 지역 간 차이  유병기간

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해 일원분산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고 사후검증으로 p<0.05 수 에서 

Scheffe test를 사용하 다.

결과  고찰

조사 상자의 일반 인 특성

총 상자 388명  아토피피부염이 있다고 답한 학생은 

조사 상자의 16.7%(65명)로 이  남학생이 44.6%(29명)이

고 여학생이 55.4%(36명)이었으며 아토피피부염이 남아보

다 여아에서 더 호발 된다고 보고한 연구(17)와 유사한 경향

을 보 다. 정상 아동군은 83.3%(323명)로 남학생이 46.7%( 

151명), 여학생이 53.3%(172명)로 나타났다. 가족 수에서 아

토피피부염 아동군과 정상 아동군 모두 가족의 수가 4∼5명

이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거주 지역은 아토피피부

염 아동군과 정상 아동군 모두 주택지역에 사는 비율이 각각 

44.6%, 42.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공장지역이 많

았다. 조사 상자의 일반사항은 Table 1과 같다.

아토피피부염 아동군에서 ‘아토피피부염이 언제 처음 발

병되었느냐’에 한 답으로 7∼13세가 가장 높아 조사

상자의 42.4%를 차지하 고, 1∼3세로 답한 35.6%는 , 

유아기부터 아토피피부염을 앓아온 것으로 생각되었다. 평

균 아토피피부염의 유병기간은 5년으로 나타났다. 과거에 

아토피피부염으로 인한 병원치료 경험의 유무에 해 63.1%

가 치료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하 으며, 재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는 20.0%로써 과거보다 아토피피부염에 

한 치료를 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병원치료

를 받지 않는 경우가 50% 이상이었던 Kim 등(18)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 다. Kim 등(18)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병원치

료를 이행하지 않는 이유로는 약의 부작용, 약의 복용 는 

도포를 잊어버리는 것 등으로 나타났다.

아토피피부염으로 인한 식품의 제한에 해서는 29.7%가 

‘제한하고 있다’고 답하 으며, 제한하고 있는 식품으로는 

튀김, 패스트푸드, 가루, 생선, 계란, 닭고기, 우유, 아이스

크림, 과자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토피피부염의 증상을 

악화시킨다고 인식하는 식품이 육류, 계란, 우유 등이라는 

결과를 보고한 Lee 등(19)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 다. 

이러한 식품 제한의 기 은 ‘병원진단’이 34.6% 으며, ‘TV 

로그램’이 19.3% 다. 기타로는 ‘학교의 유인물을 이용한

다’와 ‘실제 겪어보고 제한 이다’ 등이 있다. 이로써 재 

아토피피부염을 앓고 있는 아동의 수에 비해 치료를 받고 

있거나 아토피피부염 련 정보에 심을 가진 아동의 수가 

게 나타나 질병에 해 소극 으로 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토피피부염의 유  경향을 알아보는 문항에서 76.7%

가 양쪽 부모 모두 아토피피부염을 앓은 이 없다고 답하

으며, 11.7%는 한쪽 부모  아버지가, 8.3%는 어머니가 

아토피를 앓은 이 있다고 조사되었다. 양쪽부모 모두가 

아토피피부염을 앓은 이 있었던 경우는 3.3%로 가족력이 

천식, 알 르기비염, 아토피피부염 등에 미치는 험도가 다

른 인자들에 비해 가장 높다고 보고한 연구결과(20)와는 다

른 결과를 보 으나 이는 가족력 이외에 환경과 식생활의 

변화에 따른 요인들이 아토피피부염 발병에 큰 향을 미쳤

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아토피피부염 아동군의 일반  특

징은 Table 2와 같다.

일반 인 식습

조사 상자의 일반 인 식습 은 Table 3과 같다. 규칙

인 식사여부를 묻는 질문에 해 아토피피부염 아동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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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atopic dermatitis group

Variable
Atopic 

dermatitis 
students

Onset age of 
atopic dermatitis 

1∼3
4∼6
7∼13

21
13
25

(35.6)
1)

(22.0)
(42.4)

Total 59 (100)2)

Experience of 
medical 
treatment

No
Yes

24
41

(36.9)
(63.1)

Total 65 (100)

Currently 
receiving medical 

treatment

No
Yes

52
13

(80.0)
(20.0)

Total 65 (100)

Food restriction

No
Yes

45
19

(70.3)
(29.7)

Total 64 (100)
2)

Information 
source on foods 
to avoid atopic 

dermatitis 

Etiology diagnosis
TV program

School education 
Internet

Book, newspaper, magazine
The others

9
5
0
0
1
11

(34.6)
(19.3)
(0.0)
(0.0)
(3.8)
(42.3)

Total 26 (100)2)

Parental atopic 
dermatitis 
history

None
Father
Mother
Both

46
7
5 
2

(76.7)
(11.7)
(8.3)
(3.3)

Total 60 (100)2)

1)N (%): number of students, the relative % of students.
2)Respondents only.

Table 3. Characteristics of general eating habit in the sub-
jects with or without atopic dermatitis1)

Item AG2) NG3) t-value

Do you have a regular meal?
Do you have enough time for meal? 
Do you have a balanced food for 
meal?

Do you have proper amount food 
for meal?

3.5±1.04)

3.3±0.9
3.0±1.0

3.1±1.2

3.8±0.9
3.3±0.9
3.2±1.0

3.2±1.1

2.03*

0.30
1.64

0.50

1)
Values are mean±SD.

2)
AG: Atopic dermatitis group.

3)
NG: Normal group.

4)
Mean score in Likert scale.

*
p<0.05.

3.5±1.0 으로 정상 아동군의 3.8±0.9 에 비해 낮아 식사

가 더 불규칙 인 것으로 나타났다(p<0.05). ‘식사시간은 충

분한가’에 해서는 두 군 모두 3.3±0.9 으로 동일한 결과

를 보 고 ‘식사를 골고루 하는지’와 ‘식사는 정량을 섭취

하는지’에 해서는 아토피피부염 아동군이 정상 아동군에 

비해 낮은 수를 보 으나 유의차를 보이지는 않았다. 따라

서 아토피피부염 아동군이 정상 아동군에 비해 반 으로 

식습 이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을 상으

로 아토피피부염 유무에 따른 생활양식을 비교한 연구(19)

와 동일한 결과로 아토피피부염 환자는 섭취식품군의 다양

성이 낮으며 불규칙 인 식사를 하고 있다고 보고하 다. 

한 유치원 아동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본 연구와 결과

가 유사하게 나타나 식사를 규칙 으로 하는 경우 아토피피

부염의 험도가 낮아진다고 보고하 다(21).

간식섭취

간식의 섭취횟수와 간식을 만드는 방법에 해 아토피피

부염 아동군과 정상 아동군 간에 유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

으나, 하루에 3회 이상 간식을 섭취하는 비율이 아토피피부

염 아동군의 경우 15.2%로 정상 아동군의 12.1%보다 높았

다. 조사 상자의 간식섭취결과는 Table 4와 같다. 아토피피

부염 아동군과 정상 아동군 모두가 좋아하는 간식의 종류로

는 유제품>빵, 이크류>과일 순이었고, 아토피피부염 아

동군의 경우 유제품과 빵, 이크류를 선택하는 경우가 

51.7%로 정상 아동군의 49.9%에 비해 다소 높았다. 빵과 

이크류는 가루와 우유, 계란이 주재료로서 이 식품들은 

피부 알 르기 감작률이 높아 아토피를 유발하는 표 인 

식품이라는 연구 결과(14)를 고려해볼 때 선호하는 간식의 

종류가 아토피피부염 발병에 향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아토피 피부염 유발식품 섭취빈도와 섭취량

아토피피부염 유발식품 섭취빈도와 섭취량은 Table 5에 

제시되어 있다. 아토피피부염 아동군과 정상 아동군에서 아

토피피부염을 유발하는 표 인 원인식품의 섭취빈도와 

섭취량을 비교한 결과, 우유와 돼지고기, 게, 메 , 닭고기, 

고등어, 복숭아, 토마토 등은 아토피피부염 아동군에서 그 

섭취빈도가 빈번하 으며 섭취량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

으나 통계 인 유의성은 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등학생

을 상으로 한 Choi(22)의 연구에서 돼지고기와 닭고기 등

의 육류는 많이 섭취할수록 피부염 증상이 심해진다는 결과

가 보고된 바 있어 아토피피부염을 가지고 있는 아동의 경우 

육류섭취를 조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우유는 

아토피 유발식품 조사에서 반응도가 높은 식품임에도 불구

하고(16), 본 연구에서는 섭취량과 빈도가 유의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우유가 아토피피부염 유발식품  가

장 일반 인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23-25) 아토피피부

염이 심한 경우 의식 으로 섭취량을 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계란은 난황과 난백 모두 정상 아동군이 

더 자주,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 인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양소 섭취상태

24시간 회상법을 통해 조사된 양소 섭취량에 한 결과

는 Table 6과 같다. 양소 섭취량은 아토피피부염 아동군의 

경우 서울과 울산의 지역 인 차이와 아토피피부염의 유병



일부 등학생의 아토피피부염 유무에 따른 식습 , 식품섭취양상  양소섭취상태 비교 연구 1547

Table 4. Snacking patterns in the subjects with or without atopic dermatitis

Variable
Group

χ2
AG1) NG2)

Snacking frequency
(No/day) 

0
1
2
≥3

3
37
15
10

(4.7)3)

(56.9)
(23.2)
(15.2)

18
156
109
39

(5.6)
(48.5)
(33.8)
(12.1)

3.76

Total (n=387)4) 65 (100) 322 (100)

Preparation of snack

Home made
Processed food

25
38

(39.7)
(60.3)

141
176

(44.2)
(55.8) 0.89

Total (n=382)4) 63 (100) 319 (100)

Types of 
snack5)

Bread, cake
Dairy product

Fruit
Fast food

Tteokbokki, fish paste
Candy, chocolate

Potato, sweet potato
Soft drinks

Dried cuttlefish  

64
85
41
29
16
8
23
17
5

(22.2)
(29.5)
(14.2)
(10.1)
(5.6)
(2.8)
(8.0)
(5.9)
(1.7)

346
425
209
181
79
58
111
96
42

(22.4)
(27.5)
(13.5)
(11.7)
(5.1)
(3.7)
(7.2)
(6.2)
(2.7)

2.91

Total (n=1862) 288 (100) 1547 (100)
1)AG: Atopic dermatitis group. 2)NG: Normal group. 3)N (%): number of students, the relative % of students.
4)Respondents only. 5)Multiple responses allowed.

Table 5. Eating patterns of atopy-related food in the subjects with or without atopic dermatitis1)

Item AG2) NG3) t-value

 Milk
Eating frequency 
Serving size
Total amount 

3.5±2.6
1.0±0.2
3.6±2.8

3.0±2.3
1.1±0.3
3.2±2.8

-1.49
2.74**

-1.08

 Egg yolk
Eating frequency
Serving size
Total amount 

4.5±2.6
0.8±0.3
4.0±2.8

4.6±2.6
0.9±0.3
4.1±2.9

0.31
0.93
0.49

 Egg white
Eating frequency
Serving size
Total amount 

4.6±2.4
0.9±0.3
4.3±2.7

4.8±2.5
0.9±0.3
4.4±2.9

0.56
0.19
0.25

 Pork
Eating frequency
Serving size
Total amount 

5.9±2.5
1.3±0.7
7.4±4.7

5.4±2.3
1.2±0.3
6.5±3.5

-1.48
-1.73
-1.92

Crab
 

Eating frequency
Serving size
Total amount 

5.2±4.0
0.9±0.3
4.8±4.6

4.2±3.9
0.9±0.4
3.9±4.4

-1.78
-0.10
-1.57

Buckwheat
Eating frequency
Serving size
Total amount 

5.3±3.2
0.9±0.2
5.1±3.2

5.0±3.4
1.0±0.3
5.0±4.1

-0.70
1.07

-0.22

Chicken
Eating frequency
Serving size
Total amount 

6.3±2.6
1.2±0.3
7.7±3.8

5.8±3.0
1.1±0.3
6.7±4.3

-1.35
-1.13
-1.79

Mackerel & mackerel pike
Eating frequency
Serving size
Total amount 

5.4±2.3
1.0±0.3
5.5±2.8

5.3±2.6
1.0±0.3
5.0±3.1

-0.34
-0.91
-1.15

Peach
Eating frequency
Serving size
Total amount 

4.1±3.6
0.9±0.3
4.2±4.0

3.5±3.3
1.0±0.3
3.4±3.6

-1.27
0.79 

-1.40

Tomato
Eating frequency
Serving size
Total amount 

4.3±3.0
1.0±0.3
4.2±3.2

4.0±3.0
1.0±0.3
3.8±3.3

-0.69
-0.02
-0.89

1)Values are mean±SD. 2)AG: Atopic dermatitis group. 3)NG: Normal group.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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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Daily nutrient intakes in the subjects with or without atopic dermatitis1)

Variable
Group

t-value
AG2) NG3)

   Energy (kcal) 1,406.8±288.7 1,638.3±445.4 5.32***

Protein
Plant (g)
Animal (g)
Total (g)

25.7
32.3
58.0  

±7.0

±14.0

±15.9

30.5
32.7
63.1

±10.1

±12.0

±15.8 

4.65***

0.21
2.38*

Fat

Plant (g) 17.7±8.4 19.1±10.4 1.23
Animal (g) 25.0±11.9 26.3±12.5 0.77
Total (g) 42.6±15.5 45.4±16.8 1.29

Fatty acid total (g) 27.2±12.6 28.2±12.6 0.61
SFA (g)4) 11.2±6.3 11.5±6.2 0.31
MUFA (g)5) 9.5±4.6 10.1±4.8 0.91
PUFA (g)6) 6.5±3.2 6.7±3.1 0.47
 18:2(n-6) (g) 5.6±2.8 5.7±2.7 -0.018
 18:3(n-3) (g) 0.5±0.3 0.5±0.3 -0.007

 20:4(n-3) (g) 0 0 0
 20:5(n-3) (g) 0.03±0.1 0.05±0.2 -0.034
 22:6(n-3) (g) 0.07±0.3 0.1±0.4 -0.035
Cholesterol (mg) 324.0±168.4 334.9±175.3 0.46

Carbohydrate
Total (g) 200.7±39.9 245.3±77.9 6.78***

Fiber (g) 13.1±4.4 15.0±4.7 3.02**

Mineral

Calcium Plant (mg) 194.4±76.6 215.2±84.7 1.84
Animal (mg) 339.2±189.3 324.7±185.4 -0.58
Total (g)  533.6±202.7 539.9±205.0 0.23

Phosphorus (mg) 857.2±226.2 915.0±240.8 1.93
Iron Plant (mg) 7.1±7.6 7.7±2.6 0.53

Animal (mg) 3.3±2.3 2.8±1.3 -1.77

Total (g) 10.4±7.8 10.4±3.0 -0.02
Sodium (mg) 3,230.8±1189.1 3,501.4±1184.6 1.68
Potassium (mg) 1,968.5±763.7 2,189.7±770.6 2.17*

Zinc (mg) 6.7±1.9 7.7±2.1 3.52***

Vitamin

Vitamin A (μg RE) 643.7±335.3 695.1±360.9 1.06
Vitamin B1 (mg) 0.9±0.3 1.0±0.4 3.82***

Vitamin B2 (mg) 1.2±1.7 1.1±0.4 -0.61
Vitamin B6 (mg) 1.5±0.6 1.8±2.1 1.92
Niacin (mg) 11.1±4.4 12.8±4.7 2.65**

Vitamin C (mg) 49.4±25.6 57.7±29.3 2.11*

Folate (μg) 163.5±66.4 188.7±69.4 2.69**

Vitamin E (mg) 10.7±4.8 11.2±4.8 0.76
1)Values are mean±SD. 2)AG: Atopic dermatitis group. 3)NG: Normal group. 4)SFA: Saturated fatty acid. 
5)MUFA: Monounsaturated fatty acid. 6)PUFA: Polyunsaturated fatty acid.
*p<0.05, **p<0.01, ***p<0.001.

기간에 따른 차이를 함께 분석하 다. 지역별 아토피피부염 

아동군의 양소 섭취상태를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면, 단백

질 섭취량은 서울지역 아동이 68.0±11.5 g, 울산지역 아동이 

54.4±15.8 g으로 서울지역 아동이 유의 으로 높게 섭취하

다(p<0.01). 나트륨 섭취량은 서울과 울산지역의 아토피

군 아동이 각각 3,746.6±1,268.3 mg과 3,048.1±1,116.9 mg, 

나이아신 섭취량은 13.3±4.2 mg, 10.3±4.2 mg으로 역시 서

울지역 아동이 울산지역 아동보다 유의 으로 높게 섭취하

다(p<0.05). 인 섭취량은 서울과 울산지역의 아동이 각각 

992.3±160.9 mg과 809.3±227.8 mg이었으며, 칼륨 섭취량

은 2,487.3±798.7 mg과 1,784.8±667.3 mg, 비타민 B1 섭취

량은 각각 1.1±0.3 mg과 0.8±0.3 mg으로 서울지역 아동이 

울산지역 아동보다 모두 높게 섭취하고 있었다(p<0.001). 그 

외의 양소 섭취량에 해서는 서울과 울산지역 아동 간에 

유의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유병기간에 따른 양소 

섭취량의 차이는 모든 양소에서 유의 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아토피피부염의 유무에 따른 분석 결과에서 열량섭취량

은 아토피피부염 아동군 1,406.8±288.7 kcal, 정상 아동군 

1,634.7±448.9 kcal로 아토피피부염 아동군이 정상 아동군

보다 게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총 단

백질 섭취량은 아토피피부염 아동군이 58.0±15.9 g, 정상 

아동군이 63.1±16.8 g으로 아토피피부염 아동군이 정상아

동군에 비해 역시 은 양을 섭취하고 있었는데(p<0.05), 이

는 아토피피부염 아동의 어머니가 단백질이 아토피피부염 

증상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여 단백질 원식품을 제한하기 



일부 등학생의 아토피피부염 유무에 따른 식습 , 식품섭취양상  양소섭취상태 비교 연구 1549

때문에 섭취량이 었다는 연구결과(26)와 유사한 경향을 

보 다.

지방은 아토피피부염 아동군이 정상 아동군보다 은 섭

취량을 보 다.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 n-6 지방산과 

n-3 지방산 섭취도 아토피피부염 아동군이 정상 아동군에 

비해 었으나 유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n-6 계열 지방

산은 염증성 매개인자(pro-inflammatory mediators) 는 

알 르기 감작의 진인자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

며 n-3계열 지방산은 n-6계열 지방산과 경쟁 으로 작용하

면서 eicosanoid 사에 향을 주어 염증 작용을 억제하는 

효과를 낸다고 보고되고 있는데(27), 본 연구결과에서는 

n-6계열과 n-3계열 지방산 모두 아토피피부염 아동군이 정

상군에 비해 섭취가 낮게 나타나 n-3계열의 지방산 섭취를 

증가시키는 식사를 하는 것이 아토피피부염에 도움이 될 것

으로 생각된다. 한편, 아토피피부염 아동군의 당질과 식이섬

유소 섭취는 각각 200.7±39.9 g, 13.1±4.42 g으로 정상 아동

군의 244.8±78.2 g, 14.9±4.7 g에 비해 더 게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섭취열량구성비는 아토피피부

염 아동의 경우 56.6:16.3:27.1이었으며, 정상 아동군의 경우 

59.7:15.4:24.9로 나타났다. 지방섭취량은 아토피피부염 아동

군이 정상 아동군보다 낮았으나, 지방으로 얻는 열량의 비율

은 아토피피부염 아동군이 정상군보다 높았으며 이것은 아

토피피부염군의 여성이 정상군의 여성에 비해 지방으로부

터 얻는 열량비율이 높았다고 보고된 연구결과(28)와 유사

한 결과 다.

무기질의 섭취도 반 으로 아토피피부염 아동군이 정

상 아동군보다 게 섭취하고 있었으나 유의 으로 게 섭

취했던 무기질은 칼륨과 아연으로 나타났다. 칼륨의 경우 

아토피피부염 아동군이 1,968.5±763.7 mg으로 정상 아동군

의 2,189.7±770.6 mg보다 더 게 섭취하고 있었으며(p< 

0.05), 아연 역시 아토피피부염 아동군 6.7±1.9 mg, 정상 아

동군 7.7±2.2 mg으로 아토피피부염 아동군이 유의 으로 

더 게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비타민 섭취에서는 비타민 B2를 제외하고 아토피피부염 

아동군이 정상 아동군에 비해 더 게 섭취하고 있었다. 특

히, 비타민 B1(p<0.001), 나이아신(p<0.01), 비타민 C(p< 

0.05), 엽산(p<0.01)의 섭취는 아토피피부염 아동군이 정상 

아동군에 비해 유의 으로 게 섭취하 다. 비타민 B1 섭취

량은 아토피피부염 아동군 0.9±0.3 mg, 정상 아동군 1.0± 
0.4 mg으로 나타났으며, 나이아신은 아토피피부염 아동군

이 11.1±4.4 mg, 정상 아동군이 12.7±4.7 g, 비타민 C는 

아토피피부염 아동군이 49.4±25.6 mg, 정상 아동군이 57.6± 
29.3 mg이었다. 비타민 A와 비타민 E의 섭취도 아토피피부

염 아동군이 정상 아동군에 비해 게 섭취하 지만 유의

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비타민 C와 비타민 E, 

비타민 A와 같은 항산화 비타민의 섭취가 낮은 것은 아토피

피부염의 증가와 련이 있다는 Solvoll 등(28)의 연구결과

를 고려해 볼 때 아토피피부염 아동군의 비타민 섭취 부족은 

아토피피부염 치료에 부정  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 아토피피부염은 만성질환으로 다른 알 르기 질환보

다 식품과의 연 성이 높게 보고되고 있으므로(14) 장기

인 식사요법과 식이 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요   약

본 연구는 아토피피부염을 가지고 있는 아동과 정상 아

동의 식습 , 식품섭취양상  양소섭취상태 비교를 해 

서울 소재 1개교와 울산의 2개 등학교에 재학 인 5, 6학

년 388명을 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실시되었다. 조사

는 2008년 7월 7일부터 7월 18일까지 총 2주간 실시하 으

며, 조사 상자  아토피피부염군은 16.7%(65명), 정상 아

동군은 83.3%(323명)로 나타났다. 아토피피부염 아동군은 

남학생 29명, 여학생 36명으로 남아보다는 여아에게서 더 

호발 되었으며 부분 7～13세에 아토피피부염이 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토피피부염 아동군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는 20.0% 고 아토피피부염 유발에 향을 주는 

식품인 튀김, 패스트푸드, 우유 등의 섭취를 제한하고 있었

다. 식습 의 경우, 아토피피부염 아동군이 정상 아동군에 

비해 식습 이 불규칙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p<0.05), 아

토피피부염의 유발과 연  있는 식품  우유, 돼지고기, 게, 

메 , 닭고기, 고등어, 복숭아, 토마토의 섭취량이 정상 아동

군에 비해 아토피피부염 아동군에서 높게 나타났다. 한, 

아토피피부염 아동군이 열량(p<0.001), 총 단백질(p<0.05), 

식물성 단백질(p<0.001), 당질(p<0.001), 식이섬유소(p< 

0.01), 칼륨(p<0.05), 아연(p<0.001), 비타민 B1(p<0.001), 나

이아신(p<0.01), 비타민 C(p<0.05)  엽산(p<0.01) 등의 섭

취량이 정상 아동군에 비해 유의 으로 었다. 본 연구결

과 아토피피부염 아동은 정상아동에 비해 식습 이 불규칙

이고, 아토피피부염 유발식품의 섭취량은 많았으며, 부

분의 양소 섭취량이 정상아동에 비해 었다. 이러한 결

과는 식품과 연 성이 높은 소아 아토피피부염에 부정 인 

향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아토피피부염 아동에 

해 한 식품의 선택과 균형 잡힌 식생활  식습  교정

의 필요성이 매우 실한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키는 원인식품의 섭취를 제한하는 것과 더

불어 올바른 양교육  지도가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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