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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 성인 아토피피부염 호전에 관련된 요인 분석: 2016–
2018년 제7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최민아, 김민정*, 김석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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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Affecting the Improvement of Adult Atopic Dermatitis in Their 20s and 30s: The Seventh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16–2018
Mina Choi, Min-jeong Kim*, Seok-joong Kim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National Medical Center, Seoul, Korea

Background: Research has reported that atopic dermatitis degrades the quality of life of adults in their 20s and 30s. This study, therefore, explored
factors associated with improvement of atopic dermatitis in adults in their 20s and 30s.
Methods: Three hundred and forty-eight adults who had been diagnosed with atopic dermatitis (recovery group, 146; atopic group, 202) in the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16–2018) were selected for this study. Complex sample descriptive, crosstab, and logistic
analyses were used to identify significant factors associated with improvement of atopic dermatitis in adults in terms of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lifestyle, mental health, and physical activity.
Results: Among several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 significant factors were age, sex, and marital status. When these factors were included as
covariates in logistic regression models, adults were more likely to be in the recovery group if they thought positively about their health condition, if
their stress recognition was low, and if they had enough sleep time during the week. Furthermore, adults were more likely to be in the recovery
group if they were engaged in high- and moderate-intensity activities at work and leisure.
Conclusion: This study showed that positive mental health, sufficient sleep time, and high- and middle-intensity activities are important factors
associated with improvement of atopic dermatitis in adults in their 20s and 30s. We expect that these findings will help improve the quality of life in
young working adults who suffer from atopic dermatitis.
Keywords: Adult Atopic Dermatitis; Atopic Dermatitis Improvement; Mental Health; Life Style; Physical Activity

른 피부 장벽 기능 호전이 충분하지 않아서 청소년기 혹은 성인기까

서론

지 증상이 지속된다는 보고가 있다.3)
아토피피부염은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는 만성염증성피부질환이

현재까지 아토피피부염의 정확한 원인과 발병기전이 밝혀져 있지

다. 아토피피부염 전체환자의 85%가 소아(5세 이하)에서 발병하고,

는 않으나, 환경적 요인, 면역학적 요인, 유전적인 소인, 표피투과장

2)

이 중 25%는 성인까지 지속된다. 대개 어린 연령에 호발하고 나이

벽이상이 중요한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연관

가 증가하면서 감소하지만 유전적 소인이 있는 경우 연령 증가에 따

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1) 아토피피부염의 유병률은 전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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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증가하고 있고,4) 환자의 60% 정도가 재발을 경험하며, 일부
5)

환자는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의 알레르기 행진을 경험하게 된다.

활동, 여가활동 시 중/고강도 신체활동, 일주일 간 걷기 일수, 일주
일 간 근력운동 일수를 포함하였다.

전국 단위로 조사한 한국인의 아토피피부염 유병률은 소아에서 약

35%,6) 청소년기에 25% 내외로 추정6,7)되며, 성인의 유병률은 20대에
서 10% 정도로 가장 높고 이후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여 50대 이
후에는 3% 미만으로 유지되었다.

8)

3. 통계 분석

아토피피부염 호전 유무를 이분형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국민건강
영양조사 분석지침에 따라 분석 결과가 국가 단위의 대표성과 신뢰

아토피피부염은 성인에서 발병이 가능하고, 성인 아토피피부염은

성을 갖도록 복합표본 자료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민건강

소아와는 다른 면역학적, 유전적, 역학적 위험요인이 있다. 그러나

영양조사 7기 자료(2016–2018)를 통합함에 따라 건강설문-검진조사

기존 아토피피부염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 소아 및 청소년을 대상으

가중치를 연도별 조사구수 비율로 조정하여 새로운 통합 가중치를

로 실시된 연구이고,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된 아토피피부염에 대한

산출하였다. 아토피피부염 호전 유무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사회인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에는 중등증 이상의 성인형 아토피피

구학적 변인을 찾기 위해 연속형 변수에 대해서는 복합표본 기술통

부염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되어10) 성인의 아토피피부염에 대

계를 실시하여 평균과 표준오차를 함께 제시하였다. 범주형 변수에

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성인아토피피부염은 목, 얼굴

대해서는 복합표본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각 범주의 빈도와 비율을

등의 발생 부위로 인해 사회초년생에 해당하는 20–30대 성인의 삶

함께 제시하였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

의 질을 저하시키고,11,12) 스트레스에 예민하게 반응하여 사회생활에

들을 보정한 상태에서 정신건강 및 생활습관, 신체활동과 관련된

어려움을 겪는다는 연구가 있었다.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

변인을 복합표본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교차

강영양조사(2016–2018년) 자료를 이용하여 20–30대 성인의 아토피피

비(odds ratio, OR)와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CI)을 제시하

부염 호전과 관련된 요인들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였다. 통계 분석을 위해 IBM SPSS Statistics ver. 18.0 (IBM Co.,

9)

Armonk, NY, USA)을 사용하였고, 통계적 유의성은 유의수준 0.05

방법

에서 판단하였다.

1. 연구 대상

결과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7기(2016년–2018년)에 참여한 20–30
대 성인 중 아토피피부염에 관해 의사에게 진단을 받은 경험이 있는

1.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아토피피부염 호전과의 관계

348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 중 설문조사에서 ‘현재 아토피를

본 연구에 참여한 20–30대 성인 중 아토피피부염을 진단받은 경

앓고 있음’에 ‘없음’으로 답한 146명을 호전군으로 정의하고, ‘있음’

험이 있는 사람은 총 348명이었다. 이 중 호전군 146명(남성 76명, 여

이라고 답한 202명을 비호전군으로 정의하여 아토피피부염 호전과

성 70명), 비호전군 202명(남성 75명, 여성 127명)으로, 남성이 여성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에 비해 아토피피부염 호전군에 속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1). 연령에서도 두 집단 간 차이가 있었는데, 호전군의

2. 연구 도구

평균 연령은 24.93세로 비호전군의 평균 연령 26.6세보다 통계적으

20–30대 성인 아토피피부염 호전군과 비호전군에 관련된 요인을

로 유의하게 낮았다(P<0.001). 또한, 미혼자가 기혼자에 비해 아토피

검토하기 위해 국민건강영양조사 7기에서 사회인구학적 특성, 정신

피부염 호전군에 속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1).

건강 및 생활습관, 신체활동과 관련된 변인을 추출하였다. 사회인구

학력, 직업유무, 비만 여부와 아토피피부염 호전과의 연관성은 통계

학적 특성에 관한 변인은 성별, 연령, 결혼여부, 학력, 직업유무, 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able 1).

만 여부를 사용하였다. 정신건강 및 생활습관 관련 변인으로는 주
관적 건강상태, 스트레스 인지율, 최근 1년 간 음주 빈도, 현재 흡연

2. 정신건강 및 생활습관과 아토피피부염 호전과의 관계

상태, 주중 수면시간을 포함하였다. 음주 빈도는 비음주자 또는 최

사회인구학적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던 연령, 성별, 결혼 여

근 1년 간 음주를 하지 않았던 그룹, 주 1회 이하 그룹, 주 2회 이상

부를 포함하여 복합표본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비호전

그룹으로 나누었고, 현재 흡연 상태는 비흡연자, 금연자, 흡연자로

군이 호전군에 비하여 자신의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생각하였고, 자

구분하였다. 신체활동과 관련된 변인으로는 일에서 중/고강도 신체

신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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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by recovery from atopic dermatitis
Recovery
(n=146)

Non-recovery
(n=202)

P-value

24.93±0.37

26.60±0.45

<0.001

Male

76 (52.8)

75 (47.2)

Female

70 (35.4)

127 (64.6)

Variable
Age (y)***
Sex**

Married
Single

30 (30.4)

58 (69.6)
144 (52.7)

Education

OR

95% CI of OR

1

Neutral

1.542

0.848–2.804

Bad

2.721

1.296–5.713
0.048

Low

1

High

1.672

1.005–2.780

Frequency of drinking last year
0.980

0.800

Never

1

≤Primary school

1 (46.5)

1 (53.5)

≤1 per week

0.732

0.262–2.047

Middle school

1 (42.3)

1 (57.7)

≥2 per week

0.843

0.288–2.469

High school

66 (45.2)

95 (54.8)

Smoking status

≥College

77 (42.8)

105 (57.2)

Yes

81 (40.3)

125 (59.7)

No

64 (49.1)

77 (50.9)

Occupation

Body mass index (kg/m2)
<18.5

15 (42.0)

18.5–25

90 (42.1)

131 (57.9)

≥25

40 (43.5)

56 (56.5)

1

Ex-smoker

0.949

Non-smoker

1.299

0.694–2.431

0.775

0.650–0.922

Sleep hours (hour)**
0.349

15 (58.0)

0.609

Smoker
0.195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or mean±standard deviation.
**
P<0.01, ***P<0.001.

0.414–2.176

Table 3. Physical activity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by recovery
from atopic dermatitis
Variable

트레스 인지율과 아토피피부염 호전 여부 간의 연관성을 봤을 때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스트레스가 높은 성인이 낮은 성인에 비해 통
계적으로 비호전군에 더 많았다(OR=1.672, P<0.05). 또한 호전군에
서의 주중 평균 수면시간은 비호전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았다(OR=0.775, P<0.01). 음주와 흡연 관련 변인들은 20–30대 성인
의 아토피피부염 호전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Table 2).
3. 신체활동과 아토피피부염 호전과의 관계

연령, 성별, 결혼 여부를 보정한 상태에서 신체활동과 관련된 변

0.004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
P<0.05, **P<0.01.

OR

95% CI of OR

P-value
<0.001

High intensity work***

람에 비해통계적으로 비호전군에 더 많았다(OR=2.721, P<0.05). 스

P-value
0.031

Good

Perceived stress rate*
0.010

116 (47.3)

Variable
Perceived health status*

0.005

Marital status**

Table 2. Lifestyle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by recovery from
atopic dermatitis

Yes

1

No

2.465

0.391–15.555
<0.001

Middle intensity work***
Yes

1

No

1.218

0.559–2.653
<0.001

High intensity leisure***
Yes

1

No

1.551

0.801–3.003
<0.001

Middle intensity leisure***
Yes

1

No

2.011

1.144–3.535

Walking per week (day)

0.960

0.866–1.065

0.444

Muscular exercise per week (day)

0.938

0.786–1.119

0.476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
P<0.001.

인을 복합표본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일에서 중/고
강도 신체활동, 여가활동에서 중/고강도 신체활동이 아토피피부염

OR=2.011, P<0.001). 반면 일주일 간 걷기 일수와 근력 운동 일수는

의 호전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아토피피부염 호전 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일에서 고강도(숨이 많이 차거나 심장이 매우 빠르게 뛰는 신체활

(Table 3).

동)와 중강도(숨이 약간 차거나 심장이 약간 빠르게 뛰는 신체활동)
의 신체활동을 하는 성인은 그렇지 않은 성인에 비해 호전군에 속

고찰

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고강도: OR=2.465, P<0.001;
중강도: OR=1.218, P<0.001). 이와 유사하게 여가활동에서 고강도와

본 연구의 목적은 20–30대 성인의 아토피피부염 호전에 관련된 요

중강도 신체활동을 하는 성인은 그렇지 않은 성인에 비해 호전군에

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6–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

속할 확률이 유의하게 높았다(고강도: OR=1.551, P<0.001; 중강도:

료에서 아토피피부염에 관해 의사 진단을 받은 경험이 있는 20–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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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중 현재 유병 여부에 따라 호전군과 비호전군으로 정의하여 분

시간이 적었는데, 이와 유사하게 본 연구에서 중/고강도 신체활동

석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인구학적 특징 중 연령, 성별, 결혼여부가

을 할 경우 아토피피부염 호전군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또한, 본 연

성인 아토피피부염 호전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구에서는 일주일 간 걷기 일수와 근력운동 일수는 아토피피부염 호

구체적으로 남성인 경우 호전군에 속할 확률이 높았는데, 이와 관

전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청소년 대상 선행연구23)에서 일주

련하여 선행연구에서는 여성일 경우 아토피피부염 유병률이 높은

일 간 신체활동 일수가 아토피피부염 유병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

14)

것으로 보고되었다. 결혼 여부와 학력이 아토피피부염 유병 여부
12)

계가 없었다는 결과와 유사하게 신체활동의 일수는 성인 아토피피

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고한 선행연구 와 관련하여

부염 호전에도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신체활동은

본 연구에서 결혼 여부는 아토피피부염 호전 여부와 통계적으로 유

상승한 IgE 수준을 정상화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24) 추후 연구

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학력, 직업 유무, 비만 여부와의 연관성

에서 신체활동과 성인 아토피피부염의 관계를 다차원적으로 분석하

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아토피피부염 환자

여 성인 아토피피부염 환자들을 위한 운동과 신체활동에 관한 지침

군과 정상군을 비교했던 선행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는 아토피피부

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염 환자군 중 현재 유병여부에 따른 호전군과 비호전군을 비교한

본 연구는 그동안 미흡했던 성인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호전과 관

연구로 아토피피부염 유병 여부와 호전 여부에 미치는 사회인구학

련된 요인들을 생활습관, 정신건강, 신체활동으로 구분하여 분석했

적 요인이 동일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 사회초년생에 해당하는

선행연구에서는 아토피피부염 환자에게서 우울증, 걱정 및 불안,

20–30대에게는 정신건강, 충분한 수면, 중강도 이상의 신체활동이

스트레스 인지율이 높아 아토피피부염 유병에 정신건강이 중요한

아토피피부염 호전 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인자임을 시사하였다.15,16) 이와 유사하게 본 연구에서도 자신의 주

그러나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통해 해당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

관적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와 스트레스 인지율이

를 설명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를 지닌다. 추후 아토피피

낮은 경우 아토피피부염 호전군에 속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

부염 호전 시기, 치료를 통한 호전 여부, 연령 증가에 따른 호전 여

게 높았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 20%의 아토피피부염 환자

부에 관한 정보가 추가된다면 아토피피부염 호전에 관해보다 심층

에서 우울증이 동반되고 성인 아토피피부염 환자에서 항우울제 사

적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토피피부염은 만성적으로

17)

용과 자살 경향이 높았다. 또한 스트레스 증가가 아토피피부염 악
화에 영향을 미치고

15,16)

특히 성인 아토피피부염 환자들이 만성적
18)

불안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신건강의학적 요인의 중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염증성질환임을 고려할 때 성인 아토피피
부염의 추이를 분석하기 위한 종단적 자료 수집과 의료적 개입의 효
과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기대되는 바이다.

요성과 의료적 개입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아토피피부염을 앓고 있는 경우 가려움이나

요약

통증으로 인해 입면이 어렵고, 수면 유지에 어려움을 보이는 등 수
면의 질이 낮고 수면 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하였다.19-21) 이와 유

연구배경: 아토피피부염은 사회초년생에 해당하는 20–30대 성인의

사하게 본 연구에서는 주중 수면 시간이 사회초년생에 해당하는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20–30대

20–30대의 아토피피부염 호전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

성인 아토피피부염 호전과 관련된 요인들에 대해 연구하였다.

었다. 따라서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낮은 수면의 질과 부족한 수면

방법: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20–30대

시간으로 발생하는 수면장애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 인식과 중재 방

성인 중 아토피피부염에 관해 의사 진단을 받은 경험이 있는 348명

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호전군: 146명, 비호전군: 202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성인

신체활동과 관련된 요인들 중 일에서의 중/고강도 활동과 여가활

아토피피부염 호전과 관련된 요인을 사회인구학적 요인, 생활습관

동에서 중/고강도 활동이 아토피피부염 호전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및 정신건강, 신체활동 관련 요인으로 나누어 복합표본 기술 통계,

상관관계가 있었다. 미국의 성인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에 따르

교차 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평가하였다.

22)

면, 성인 아토피피부염 유병 여부와 중/고강도 신체활동 시간은 통

결과: 사회인구학적 요인 중 연령, 성별, 결혼 여부가 성인 아토피피

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던 반면 앉아 있는 시간과 저강도

부염 호전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연령, 성별, 결혼 여

신체활동 시간은 성인 아토피피부염 유병과 관련이 없었다. 구체적

부를 보정하여 분석한 결과 주관적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

으로, 아토피피부염 환자군은 비환자군에 비해 중/고강도 신체활동

는 경우, 스트레스 인지율이 낮은 경우, 주중 수면 시간이 많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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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피부염 호전군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또한 일이나 여가 활동
에서 중/고강도 신체활동을 한 경우 아토피피부염 호전군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20–30대 성인에게 긍정적 정신건강, 충분한 수
면, 중/고강도 신체활동이 아토피피부염 호전과 관련된 중요한 요인
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아토피피부염으로 고통받는 사
회초년생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중심단어: 성인 아토피피부염; 아토피피부염 호전; 정신건강; 생활
습관; 신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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