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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모유수유기간과 유아 아토피피부염 경험의 련성

연구배경

아토피피부염은  세계 으로 꾸 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우리나라에

서도 그 유병률이 1995년 15.3%에서 2000년 17%로 증가했으며 2009년 국민

건강 양조사에 의하면 만 1-11세 어린이의 16.3%가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어 이에 따른 의료비용의 증가  삶의 질 하가 사회 인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아토피 피부염과 련된 많은 논문들  모유수유가 아토피 발생에 향

을 끼치는 인자 의 하나라는 기존연구들(김우경 등, 2009)에서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모유수유기간을 독립변수로 유아 아토피 피부염 경험의 

련성을 알아보았다.

상  방법

2010-2012 국가건강 양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총 894명의 48개월 미

만 유아(남자 465명, 여자 429명)을 분석 상자로 선정하여 분석하 다.

독립변수인 모유수유 기간이 있는 사례를 사용하 고, 문헌고찰을 통해 

선정된 변수를 종속변수와 련성을 분석하 다. 혼란 변수로는 일반특성에 

따라 월령, 남녀변수를 사용하 고, 환경특성에 따라 주택유형, 지역, 소득,

교육수 , 직업, 개털  바퀴변수를 사용하 고, 건강특성에 따라 출생체 ,

이유 보충식 시작시기, 모유수유시작시기, 혼합수유여부, 천식유병, 일반우유 

시작시기, 총 청 면역 로불린 E(Immunoglobulin E, IgE), 아토피피부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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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여부(가족력)의 변수를 사용하 다. 단계 으로 추가하여 모유수유와 

유아 아토피 피부염발생 경험의 련성을 모유수유기간과 아토피 피부염 경

험의 련성에 주요 련 요인을 악하기 해 혼란변수를 통제한 후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Survey Logistic procedure)으로 분석하 다. 자료 분석

은 SPSS WIN 21.0v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연구결과

모유수유기간과 혼란변수 각각에 따라 아토피피부염 진단여부를 살펴보았

고 그 결과 월령이 아토피피부염 진단여부에 유의한 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유수유 기간별 차이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통제 변인  아

토피피부염 진단여부에 따른 일반  특성에서 차이를 보인 월령이 모든 변

인과 동시에 투입된 조건에서도 유의한 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오즈비 1.03(95% CI=1.01-1.06)으로 1 보다 큰 값으로 나타나 정  향

으로 해석된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시 모유수유 기간별 차이에서는 유의하

지 않았으나 월령과 출생체 에서 모든 변인과 동시에 투입된 조건에서도 

유의한 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먼  월령은 오즈비 1.04(95%

CI=1.00-1.07)로 1보다 큰 값으로 나타나 정  향으로 해석되며, 체 은 오

즈비 0.41(95% CI=0.18-0.99)로 1보다 작은 값으로 나타나 부  향으로 해

석된다.

결론

월령에 따라 아토피 피부염이 높아졌으므로 월령에 따른 차이를 고려한 

아토피 리방안이 필요하며, 모유수유 외에도 다른 요인들이 아토피 피부

염의 험요인이라는 결과에 근거하여 보다 근본 인 아토피 피부염 리하

는 프로그램의 실시를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핵심어 : 아토피, 모유수유



- 1 -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필요성

아토피(atopy)란 용어는 “이상한” 는 “부 한”이란 뜻을 가지고 있으

며 아토피 피부염은 원인도 아직까지 확실하게 규명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증상도 습진, 피부건조, 태열로 다양하게 표 되는 표 인 알 르기성 피

부질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질환은 환자 개개인의 유  소인, 환경,

연령에 따라 단독으로 는 여러 질환이 동시에 나타나는 수가 있다. 한 

이는 매우 흔한 피부병으로 어린이의 약 10-15%가 아토피 피부염을 가지고 

있으며 75%의 환자가 1세 이 에 발생된다(Oh et al., 2003). 태열은 한살 

미만 아기의 아토피성 피부염을 말하며 보통 걸어 다닐 때가 되면 사라지고 

습진도 얼굴과 목에 국한된다. 그러나 한살이 지나도 증상이 호 되지 않고 

습진이 얼굴, 목에서 몸통, 사지로 퍼지면 아토피성 피부염이다. 즉 약 90%

의 어린이 환자가 5년 내 로 호 되며 약 5% 환자가 어른이 되어도 지속

된다고 한다(Jee et al., 2009).

세계 으로 알 르기 질환의 증과 함께 아토피피부염의 유병률도 증가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소아에서의 유병률은 성인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Oh et al., 2003). 국내의 아토피피부염 유병률 역

시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한 소아알 르기 호흡기학회에서 시행한 

국역학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등학생의 아토피피부염 유병률이 1995년 

15.3%에서 2000년에는 17.0%로 증가하 고(Oh et al., 2003), 2006년 시행했

던 국역학조사에서는 21.8%로 더욱 증가하 다(Jee et al., 2009). 이 게 

증가하고 있는 아토피 피부염의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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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한 상황이며 그러기 해서는 아토피 피부염발생에 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모유수유와의 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아토피피부염과 다른 알 르기 질환은 공통 인 병인과 유 인 배경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 인 배경을 갖고 있는 개체에서 임신 

 는 출생 후에 환경 인 향이 아토피피부염의 발 에 여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아토피피부염에 한 국내 연구는 아토피 유병여부에 따른 유아의 양

섭취와 성장 비교연구를 살펴보거나 다른 아토피 유발요인과의 련성에 

해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으나(Kim et al., 2008), 모유수유 기간에 따른 아토

피피부염 발생에 한 연구는 선행연구가 많이 없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어떤 연구 자료들은 모유수유가 방어  역할보다는 오히려 알 르기와 천식

의 빈도를 높여 다고 하여 모유수유의 향은 논란이 되고 있다(Jee et

al., 2007).

최근 연구에서도 모유수유가 조기 천명과 아토피피부염은 방해주지만,

소아 후기에 아토피질환과 천식 발생의 험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되었

다(김우경 등, 2009).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모유수유기간과 유아기의 

아토피피부염 경험 발생의 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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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

이 연구는 ‘국민 양조사’(1969년 도입)와 ‘국민건강  보건의식행태조

사’(1971년 도입)을 통합하여 1998년부터 시작하여 매년 192개 지역의 20가

구를 확률표본으로 추출하여 만 1세 이상 가구원 약 10,000명을 조사하는 

‘국민건강 양조사(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nination

Survey)' 로, 제 5기 1차년도 (2010)와 2차년도 (2011), 3차년도 (2012)자료를 

이용하여 48개월 미만 유아를 상으로 하여, 모유수유기간과 유아 아

토피 피부염 경험의 련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구체 인 연구목 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연구 상자들의 모유수유기간을 파악한다.

둘째, 아기, 유아기 아토피 경험과 련된 요인을 알아본다.

셋째, 모유수유기간과 유아기 아토피 피부염 경험의 련성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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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어린 나이에 알 르기 질환의 발생을 유도하는 요한 인자들은 아직 완

하게 밝 지지 않았다. 부분 소아기천식의 험인자들은 알 르겐 감작,

흡연과 동물알 르겐노출, 모유수유 단, 가족수와구성, 사회 경제  상태,

성별 등이다. 따라서 부분의 연구는 고 험군이나 아토피 소아에서 알

르겐에 한 감작을 방하는 방법을 추천하는데 을 맞추고 있다. 특히,

모유수유가 아토피피부염과 알 르기발 을 일 수 있다고 하여왔다(Kemp

et al., 2004). 그러나 연구 방법이 다르고 연구 설계에서 피할 수 없는 약

들은 이들 연구 결과를 비교하기 어렵게 만들었으며, 아직까지 결정 인 단

일 연구가 나오지 않았다. 험요인으로서의 식품에 한 연구와 함께 모유 

수유와 아토피피부염 발생의 련성에 한 조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

으나 많은 논란이 있다. 네덜란드의 출생 코호트연구에 의하면 천식이나 다

른 알 르기 질환이 없는 부모에서 모유 수유는 아토피피부염 발생 방효

과가 있지만 천식이 있는 경우에서는 그 효과가 없었다고 보고하 다. 그러

나 최근에 여러 가지 연구를 검토한 결과 모유 수유가 아토피피부염 발병을 

막는다는 증거를 밝 내지 못하 고, 한 연구에서는 4개월 동안 모유 수유

하는 것이 알 르기 질환에서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임산부의 식이제한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David et al., 2001). 아토피 질환의 기 

징조가 있을 때 알 르기의 증도를 감소시킬 목 으로 완 모유수유를 더 

지속한 결과 모유수유의 방어  역할을 가리고 오히려 아토피 질환의 발  

험성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다(Lowe et al., 2006). 미국소아과학회

(AAP: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세계보건기구(WHO: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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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Organization)는 6개월 그리고 유럽 소아과학회(ESPACI: The

Europena Soiety of Pediatric Allergology and Clinical Immunology)는 4~6

개월간 완 모유 수유를 각각 추천하고 있다.

그 외에도 방안의 난방시설, 가족숫자, 간 흡연 유무등도 많은 역학조사

에서 아토피피부염 발생과 련된 험요인으로 연구를 하 지만 연구기

마다 결과가 달랐다.

한 연구에 따르면 주택종류, 카페트 사용 여부, 애완동물 유무, 바퀴벌  

발생여부 등이 환경  요인과 련하여 자녀의 아토피 피부염 발생과 련

성이 있는 요인이라 보고하 으며, 그 외에 흡연, 사회 경제  수 , 부모의 

교육수 등도 아동의 아토피피부염과 련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 다(Lee

and Hwang, 2006).

모유수유동안 식품 알 르겐의 회피에 따른 향에 하여는 역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한 연구에서 어머니의 식사  우유, 계란과 생선을 제외할 때 

아토피 피부염이 어들었다고 했으나 다른 연구들은 모유수유  어머니 

식사제한의 향은 4세까지 추  했을때 아토피 질환의 발생에 계가 없다

고 하 다(David et al., 2001).

1. 모유수유의 요성

모유수유는 인공수유보다 면역학 으로 우수함이 인정되어 권장되고 있

다. 모유의 요성은 양학 으로 혹은 편의성, 그리고 방어기제와 같은 

아시기에 국한된 단기 인 에서 강조되어 왔다. 그래서 지 까지 부

분의 의사들은 모유수유, 특히 생후 6개월 이내에서의 모유수유의 장 들에 

해서 자세히 밝 진 사실들을 숙지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는 태도를 취

해왔다(민경은 등, 2007). 모유수유는 감염성 질환의 빈도를 감소시키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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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필요한 한 양분을 공 하며, 여러 가지 다양한 알 르기를 방

하고 어머니와 아이, 모두에게 정신 사회학 인 면에서나 경제 인 면에서

도 많은 이 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민경은 등, 2007). 모유에는 인체

에 필요한 양소가 골고루 함유되어 있어 감염에 한 항력을 높여서 소

화기 감염, 호흡감염  알 르기 질병 등의 유병률을 감소시키고, 정서 인 

만족을 경험하며 정서발달, 사회성 발달  성격형성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Reeder & Martin, 1989).

유와 모유에는 여러 가지 내성인자가 있어 아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하

며 모유 수유시 감염으로 인한 이환율  사망률이 인공 수유아에 비해 

히 낮은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보고되어 있다(정진경 등, 1994). 한 모

유의 성분은 아기의 성장에 따른 신체 인 요구와 함께 추신경과 두뇌발

달에 필요한 유당과 아미노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뛰어난 지능지수를 갖

게 한다(이경혜, 1992). 그리고 모유에는 우유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

은 양의 유당이 포함되어 있는데 아의 뇌가 빨리 성장할 수 있도록 에

지를 제공한다.

최근까지 모유수유에 한 국내외에 발표된 연구를 살펴보면, 모유수유의 

실태, 모유수유 실천에 미치는 향 요인, 는 모유수유가 아기의 성장과 

양상태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 졌으나, 모유수유기간

과 유아 아토피 피부염발생의 련성과의 연구는 드문 편이며, 모유수유

를 포함한 여러 인자들을 포함한 아토피 피부염발생과 련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으나 48개월 미만의 유아에서의 아토피 피부염 경험의 련성 연

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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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 아토피 피부염 험요인

최근 알 르기 질환은 매우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일반인들과 의

사들 간에도 아토피피부염에 한 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 게 증가하고 

있는 아토피피부염의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시 한 상

황이다. 그러기 해서는 아토피피부염 발생에서 요한 역할을 하는 험

인자를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필수 이다. 이를 해 국가 간의 비교를 

한 국제 으로 The International Study of Asthma and Allergies in

Child-hood(ISAAC) 역학조사가 진행되었고 한국에서도 이에 동참하여 1995

년, 2000년, 2010년에 등학생과 학생을 상으로 국 인 역학조사를 

수행하 다. 국내 1995년과 2000년의 등학생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진단 유병률을 나타내었으나 학생에서는 성별 간 유병률의 차이가 없었

다. 반 으로 아토피피부염 유병률은 여자가 남자보다 높았고 이러한 

상은 다른 나라 ISAAC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 고(Friedman et al.,

2005) 코호트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국내 1995년과 2000년의 등학생에서는 서울에 거주하는 등학생에서 

높은 유병률을 나타내었으나 학생에서는 차이가 없었고, 2010년에는 거주

지역간에 유병률 차이가 없었다. 거주지역이 아토피피부염 발생에 있어서 

험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에 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Becker et al.,

2007), 거주하고 있는 지역보다는 그 지역의 미립자물질(particulate matter)

의 농도가 요하다는 데 반 으로 공감 가 이루어져 있다(Laiho et al.,

2003).

아토피피부염 발병 험요인들  가장 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 개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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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 등의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과의 연 성이다. 기존의 국내외 연구에서

는 서로 다른 결과가 나왔고, 이는 연구 상이나 애완동물과 하 던 

연령에 따라서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일반 으로 아기에 애완동물이

나 농장에서의 야생동물에 노출된 경우 알 르겐에 한 감작이나 알 르기 

질환발생이 감소한다고 하 다(Rigotti et al., 2006).

한 부모의 학력수 을 다룬 연구에서는 고학력 부모들의 아이일수록 아토

피피부염 발병률이 높다고 보고하 다(Oddy et al., 2004). 험요인으로서의 

식품에 한 연구와 함께 모유 수유와 아토피피부염 발생의 연 성에 한 

조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논란이 있다. 네덜란드의 출생 코

호트연구에 의하면 천식이나 다른 알 르기 질환이 없는 부모에서 모유 수

유는 아토피피부염 발생 방효과가 있지만 천식이 있는 경우에서는 그 효

과가 없었다고 보고하 다(Oddy et al., 2004). 그러나 최근에 여러 가지 연

구를 검토한 결과 모유 수유가 아토피피부염 발병을 막는다는 증거를 밝

내지 못하 다.

성별, 가족력, 애완동물, 부모의 사회 경제력과 같은 여러 알려진 아토피 

피부염 험요인  아토피피부염을 방하기 해 출생 때부터 알 르기 

유발 물질의 을 피함으로써 질환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노력이 시

도되고 있다.

아토피피부염 진단을 받은 6개월 이상 5세 미만의 유아어린이를 상으

로 한 단면연구를 통해 아토피피부염과 련된 요인을 살펴본 결과 가족력

이 있을수록 가족이 흡연을 할수록, 발생기간이 길수록, IgE가 높을수록, 제

한식품이 많을수록 아토피피부염의 증도가 높은 것과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선  등, 2011).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약 70%가 아토피에 한 

가족력을 갖고 있다는 결과가 보여주듯이 가족력은 아토피피부염 발생에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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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다는 결과는 보고되었지만(Moore et al., 2004), IgE가 알 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알러젠)에 감작된 지표이고 증도와 양의 상 계를 가지

고 있다는 결과는 많은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으며 (Wahn et al., 2008),

한 이유식을 빨리 시작하는 아기들이 알 르기 발생의 험이 높아질 수 있

다는 보고가 있다(Greer et al., 2008).

3. 모유수유와 아토피 피부염 선행연구

주로 알 르기 질환의 가족력이 있고, 탯  액에서 면역 로불린E 수치

가 높아 아토피피부염의 발생 험이 높은 유아에게 분유 신 모유 수유만

을 6~12개월간 시행할 때 피부염의 발생을 이거나 지연시킨다는 연구가 

있다(David et al., 2000). 한, 이유식을 무 일찍 시작하는 것이 아토피피

부염을 발생시키는 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 보고가 있으므로, 아토피

의 가족력이 있는 유아의 경우 가  생후 9~12개월부터 이유식을 시작하

는 것이 좋다는 연구도 있다(Ranki et al., 2000).

최근에는 아토피 환아를 낳을 가능성이 큰 고 험군의 산모에게 임신후반

기부터 유산균을 먹이고 출산 후에는 아이에게 모유와 함께 지속 으로 유

산균을 복용하여 아토피의 발생을 방하 다고 보고되었다(Pesonen et al.,

2006).

잘 계획된 여러 연구들  가족병력이 있는 아에서 완 모유수유를 우

유 양에 비교할 때 첫 3개월 동안 아토피피부염 발생에 유의한 방어  효

과가 있다고 보고 하 고(Laubereau et al., 2005), 어떤 연구들은 모유수유 

소아 특히, 고 험군에서 인공수유에 비하여 알 르기발생 험성이 증가한

다고 하 다(Wetzig et al., 2000). 를 들면, 향 이나 비 임의 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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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고 제  IgE치를 가진 아가 5개월 이상 모유수유를 할 때 계란에 감

작될 험성이 높아지고, 고제  IgE치와 가족병력을 가진 아가 오랫동

안 완  모유수유를 할 때 1세에 아토피피부염의 빈도 높아졌다고 하 다

(Wetzig et al., 2000). 한, 완 모유수유를 9개월 이상했을 때 고 험군 소

아에서는 아토피피부염과 식품알 르기 등 아토피질환의 험성이 증가한다

고 한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연구에서는 아토피피부염 소아에서 

첫 3년간 추 연구결과 남녀 모두에서 모유수유 기간과 유의한 상 성을 각

각 제시할 수 없었다고 하 다(모유수유기간. 남아: odds ratio, 1.07; 95%CI,

0.99~1.15; p=0 .08; 여아: odds ratio, 1.00; 95% CI, 0.93~1.81,p=0.94)(Pincus

et al., 2010).

아토피 질환의 기 징조가 있을 때 알 르기의 증도를 감소시킬 목

으로 완 모유수유를 더 지속한 결과 모유수유의 방어  역할을 가리고 오

히려 아토피 질환의 발  험성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다(Pincus et al.,

2010). 모유수유가 아토피질환의 증가와 련이 없다면, 이 결과를 확인하기 

하여 얼마나 오래 완 모유수유를 하여야 하는가에 해, 미국소아과학회

(AAP: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는 6개월 그리고 유럽 소아과학회(ESPACI: The

Europena Soiety of Pediatric Allergology and Clinical Immunology)는 4~6

개월간 완 모유 수유를 각각 추천하고 있다.

지 까지 아토피피부염의 경우 아에서 모유수유가 우유 단백에 비하여 

아토피피부염의 발 을 방하거나 늦추는 것에 하여 논란의 여지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어떤 연구는 찰  차단 연구결과 고 험군 에서만 어

도 4~6개월 완 모유수유를 하거나 완 가수분해 된 식품을 공 하면서 동

시에 고형식과 우유를 회피할 때도 생후 첫 2세에는 어도 피부염과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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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르기를 볼 수 있었다고 결론지었다(Greer et al., 2008).

6개월 이상 모유수유를 지속하는 경우 단기 수유시보다 유의하게 알 르

기 비염과 아토피 피부염, 천식의 유병률이 감소한다는 연구 등(Ehlayel,

2008), 모유수유 기간이 방효과에 기여한다는 보고가 있는 반면(Dell,

2001), 모유수유 기간 보다는 다른 험인자들인 가족력, 흡연 유무, 알 르

겐 노출 정도 등이 더 계가 있다는 보고도 있다(Bergmann ,2002; Benn,

2004).

김우경(2009)의 연구에 의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각각 알 르기 질환을 가

지고 있는 경우 분유보다는 모유를, 7개월 이상 수유하는 경향이 의미 있게 

높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모유에 의한 알 르기 질환 방 효과보다는 

부모의 알 르기 유무에 의한 알 르기 질환의 험이 상 으로 높은 것

으로 보인다는 연구 결과와 함께 분유만 먹인 경우 모유수유보다 상  

험도가 의미 있게 높았으나 모유수유 기간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며 학동 

기 소아에서 부모에게 알 르기 병력이 있는 경우 천식  알 르기 비염에

서 험이 높아진다고 하 다. 한, 모유의 알 르기 발생 감소 효과와 

련된 연구로서는 최소 6주의 모유 양으로 과민반응과 알 르기 질환의 발

생을 감소시키는데 효과를 보았다는 보고가 있다(Chandra,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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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의 틀

이 연구에서는 제 5기 1차년도 (2010)와 2차년도 (2011), 3차년도 (2012)

국민건강 양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48개월 미만 유아를 상으로 하여,

이들 모유수유 기간과 유아 아토피피부염 경험의 련성을 악하고자 한

다.

이 연구에서의 독립변수는 모유수유 기간이며, 종속변수는 아토피 피부염 

발생이다. 혼란 변수로는 일반특성에 따라 월령, 남녀변수를 사용하 고, 환

경특성에 따라 주택유형, 지역, 소득, 교육수 , 직업, 개털  바퀴변수를 

사용하 고, 건강특성에 따라 출생체 , 이유 보충식 시작시기, 모유수유시

작시기, 혼합수유여부, 천식유병, 일반우유 시작시기, 총 IgE, 아토피피부염 

유병여부(가족력)의 변수를 사용하 다.

가. 일반특성-월령, 남녀

나. 환경특성-주택유형, 지역, 소득, 교육수 , 직업, 개털  바퀴

다. 건강특성-출생체 , 이유 보충식 시작시기, 모유수유시작시기,

혼합수유여부, 천식유병, 일반우유 시작시기, 총 IgE,

아토피피부염 유병여부(가족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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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square 검정,t-test

모유수유 기간

6개월미만

7개월이상- 12개월미만

13개월이상

아토피 피부염 경험

logistic regression

일반특성 

월  령

남  녀

환경특성 

주택유형  

지    역

소    득

교육수준

직    업

개털 및 바퀴

건강특성

출생체

이유보충식시작시기

모유수유 시작시기

혼합수유여부

천식유병

일반우유 시작시기

총 IgE

아토피피부염-

유병여부(가족력)

그림 1. 연구의 개념  틀    



- 14 -

2. 연구 상  자료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질병 리본부에서 조사한 제 5기 (2010-2012)국민

건강 양조사 원시자료이다.

국민건강 양조사의 제 5기 조사는 매년 192개 표본 조사구를 추출하여 

3.800가구의 만 1세 이상 가구원 체를 상으로 1-12월까지 실시하 다.

국민건강 양조사의 목표모집단은 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양로원,

군 , 교도소 등에 입소한 자와 외국인 등은 제외되었다. 제5기(2010-2012) 표

본 추출틀은 2009년 주민등록인구와 2008년 아 트 시세조사 자료를 이용하

다. 제5기(2010-2012)의 경우 2005년 인구주택 총 조사 이후의 조사구  

가구 변동을 반 하기 해 최신의 추출틀로 변경하 다. 제5기(2010-2012)

의 일반주택 표본 조사구는 2009년 주민등록인구의 통반리 조사구에서, 아

트 표본 조사구는 아 트시세조사 자료의 아 트단지조사구에서 추출하

다. 시도별(서울, 6  역시, 경기, 경상․강원, 충청, 라․제주)로 1차 층

화하고, 일반지역은 성별, 연령 별 인구비율 기  26개 층, 아 트지역은 

단지별 평당 가격, 평균평수 등 기  24개 층으로 2차 층화한 후 표본조사

구를 추출하 다. 표본조사구 내에서는 계통추출방법으로 조사구당 20개의 

조사 상 가구를 추출하 다.

본 연구에서는 <2010년 국민건강 양조사>와 <2011년 국민건강 양조

사>, <2012년 국민건강 양조사> 자료  모유수유기간이 있는 48개월 미만

의 유아가 2010년도에는 329명, 2011년 310명, 2012년 255명으로 총 894명

의 사례가 추출되었고 그  남아 465명, 여아 42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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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자료추출과정

KNHANES V(2010-2012)

체 상자 25,531명

2010년도 참여자

8,958명

2011년도 참여자

8,518명

2012년도 참여자

8,057명

체

894명

남자 465명 여자 429명

48개월 이상:

16,222명제외

48개월미만 유아  

329명

48개월미만 유아  

310명

48개월미만 유아  

25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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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수의 선정  정의

이 연구에서는 모유수유기간과 유아 아토피 피부염 경험의 련성에 미

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국민건강 양조사 측정항목에서 종속변수와 독립변

수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 다.

가. 종속변수

종속변수는 2010년부터 2012년 국민건강 양조사의 건강설문 이환조사의 

아토피 피부염 측정문항에 최초 아토피 피부염 의사진단여부의 유무에 자가 

기재한 응답에 의해 분류하 다.

나.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2010년부터 2012년 국민건강 양조사의 건강설문 조사의 여성

건강 추가측정문항에 모유수유여부의 유무와 모유수유 기간의 값을 자가 기

재한 응답에 의해 분류하 다.

본 연구는 48개월 미만 유아의 모유수유 기간이 있는 사례를 독립변인으

로 모유수유가 없는군, 6개월 미만, 7-12개월, 13개월 이상으로 분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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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혼란변수

건강특성요인

본 연구의 건강요인에 한 변수로 출생 시 체 , 이유 보충식 시작시기,

모유수유시작시기, 혼합수유여부, 일반우유(생우유) 시작시기, 천식유병, 총 

IgE, 아토피피부염 유병여부(가족력)에 해 조사하 다. 출생 시 체 은 국

민건강 양조사의 건강설문 조사의 여성건강 추가측정문항에 출생 시 체

의 □.□□kg, 비해당, 모름/무응답 항목에 자가 기재한 응답에 의해 분류하

고, 양조사 식생활 조사 항목에서 이유 보충식 시작 시기는 □□개월,

비해당, 모름/무응답으로 자가 기재한 응답에 의해 분류하 다.

모유수유 시작 시기는 □□개월, 비해당, 모름/무응답, 혼합수유여부는 □

□개월, 비해당, 모름/무응답으로 분류하여 항목에 자가 기재한 응답에 의

해 분류하 다. 일반우유(생우유) 시작 시기는 (개월)단 :□□개월, 비해당

(우유 섭취경험이 없음), 모름/무응답 분류하여 자가 기재한 응답에 의해 분

류하 다. 천식유병은 건강설문 이환조사의 천식유병에서 1.  0.없음 8.비해

당(소아청소년) 9.무응답으로 자가 기재한 응답에 의해 분류하 다.

또한 검진조사 액검사의 알러지 질환검사에서 총 IgE (최 값(5000.0<)의 

경우 5000.01  최소값(<2.0)의 경우 1.99로 표기□□□□.□□ kU/L)에 자

가 기재한 응답에 의해 분류하 다. 아토피피부염 유병여부(가족력) 변수는 

건강설문 이환의 아토피 피부염 설문 내역에서 아토피피부염 유병여부(가족

력) 있음, 없음, 비해당(소아청소년), 무응답으로 자가 기재한 응답으로 분류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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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특성요인

  본 연구의 환경  요인에 한 변수로 주택유형, 지역, 소득, 교육수 , 직

업, 개털  바퀴변수를 사용하 고, 주택유형에 해 공통변수 사회경제  

치지표에서 일반과 아 트로 분류하 다. 지역은 region에서 16개 시도지

역 1.서울, 2.부산, 3. 구, 4.인천, 5. 주, 6. , 7.울산, 8.경기, 9.강원, 10.

충북, 11.충남, 12. 북, 13. 남, 14.경북, 15.경남, 16.제주 항목에 자가 기재

한 응답에 의해 분류하 고, 타운은 동/읍면 구분으로 분류하 고, 소득 4

분 수(개인) 항목은 하, 하, 상, 상 항목에 자가 기재한 응답에 의해 분

류하 다. 교육변수는 1. 졸 이하, 2. 졸, 3.고졸, 4. 졸이상 항목에 자가 

기재 응답에 의해 교육수 을 분류하 다.

공통변수 사회경제  치지표에서 직업재분류  실업/비경제활동 인구

상태 변수는 1. 리자, 문가  련 종사자, 2.사무종사자, 3.서비스  

매 종사자, 4.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5.기능원, 장치․기계조작  조립종사

자, 6.단순노무종사자, 7.무직(주부, 학생 등)에 자가 기재 응답한 항목에 따

라 분류하 다. 먼지 진드기  바퀴, 개털 변수는 집 먼지 진드기 (최 값

(100.0<)의 경우 100.01로 표기 □□□.□□ kU/L  바퀴 □□.□□ kU/L,

개털 □□.□□ kU/L(2010년만 해당)에 자가 기재한 응답에 의해 분류하

다.

일반특성요인

이 연구의 일반  요인에 한 변수로 공통변수 사회 경제  지표에 따라 

월령 □□ 개월 (만1~6세)에 자가 기재한 응답에 의해 분류하 고, 남녀에 

한 변수로는 남자, 여자로 분류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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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방법

상자의 일반  특성을 악하기 해 연속형 변수는 독립표본 t-test를 

시행하여 평균과 표 편차를 알아보았고, 범주형 변수는 카이제곱검정을 시

행하여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모유수유기간과 아토

피 피부염 경험의 련성의 주요 련 요인을 악하기 해 혼란변수를 통

제한 후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여 오즈비와 

95% 신뢰구간을 산출하 다. 이 연구의 분석은 모두 유의수  P-value 값 

0.05이하로 정의하 고, 통계처리는 SPSS WIN 21.0v 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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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

총 연구 상자 894명  남아 465명, 여아 429명 이었다. 상자의 평균 

모유수유기간은 체 10.1개월로 해당년도 모두 비슷한 수유기간을 갖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한 모유수유 기간을 모유수유 하지 않은 집단과 모유수유를 한 집단 내

에서는 2개월 단 로 나 어 총 11개 그룹으로 나 어 분석하 고, 따라서 

체 상자  11.0%가 모유수유를 하지 않았고, 모유수유집단에서는 2개월 

이하와 11-12개월이 각각 14.5%, 13.6% 순으로 가장 많았다. 각 연도별 모유

수유기간의 특성에서는 2012년도에 모유수유하지 않은 그룹이 가장 었고

(9.4%), 모유수유를 한 집단에서는 2010년도에는 2개월 이하가 17.3%로 

2011, 2012년도 보다 많았고, 2012년도는 11-12개월의 분율이 14.5%로 가장 

많았다. 반 으로 연도별 차이는 있으나 에 띄게 수유기간의 차이를 보

이지는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남아와 여아로 나 어 분석하고자 하므로 조사 상자로 추

출된 남아 여아의 모유수유기간을 2개월 단 로 나 어 살펴보면 <표 1>와 

같다.

모유수유를 하지 않는 분율은 남아 여아 각각 10.8%, 11.2%로 비슷하지만 

평균 모유수유기간은 남아가 9.5개월로 여아 10.8개월 보다 1개월 이상 짧았

다. 따라서 반 으로 7개월 이하의 기간은 남아의 분율이, 9개월 이상의 

기간에는 여아의 분율이 더 높았다.

조사 상자로 추출된 사례의 환경  특성을 살펴보기 해 빈도분석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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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통계한 결과 <표 2>와 같았다.

각각의 성별로 그 특성을 살펴보면 먼  거주지역의 경우는 서울, 경기지

역이 가장 많았고, 그 외 지역에서는 비슷한 분율로 표집된 것으로 나타났

다. 한 거주지역의 행정구역 형태로는 두 집단 모두 ‘동’에 거주하는 비율

이 높았고 주택유형은 아 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일반주택형태보다 높게 나

타났다. 개인기 의 소득수 은 남아의 경우 ‘ 하’ 26.8%, 여아의 경우 ‘

상’ 27.3%로 높게 나타났으나 4분  수 기 으로 두 집단 모두 거의 비슷한 

25% 내외의 비율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월령은 남아 약 28개월, 여아 약 

29개월로 비슷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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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 여아

2010 2011 2012 전체 2010 2011 2012 전체

모
수  

간

모 수  

하지 않
18(11.6%) 17(11.1%) 15(9.6%) 50(10.8%) 20(11.5%) 19(12.1%) 9(12.1%) 48(11.2%)

2개월

하
32(20.6%) 24(15.7%) 21(13.4%) 77(16.6%) 25(14.4%) 17(10.8%) 11(11.2%) 53(12.4%)

3-4개월 13(8.4%) 20(13.1%) 16(10.2%) 49(10.5%) 12(6.9%) 14(8.9%) 10(10.2%) 36(8.4%)

5-6개월 11(7.1%) 22(14.4%) 16(10.2%) 49(10.5%) 16(9.2%) 13(8.3%) 10(10.2%) 39(9.1%)

7-8개월 11(7.1%) 6(3.9%) 8(5.1%) 25(5.4%) 8(4.6%) 4(2.5%) 5(5.1%) 17(4.0%)

9-10

개월
6(3.9%) 3(2.0%) 7(4.5%) 16(3.4%) 7(4.0%) 8(5.1%) 7(7.1%) 22(5.1%)

11-12

개월
20(12.9%) 18(11.8%) 25(15.9%) 63(13.5%) 25(14.4%) 22(14.0%) 12(12.2%) 59(13.8%)

13-14

개월
12(7.7%) 16(10.5%) 20(12.7%) 48(10.3%) 17(9.8%) 21(13.4%) 10(10.2%) 48(11.2%)

15-16

개월
17(11.0%) 8(5.2%) 13(8.3%) 38(8.2%) 15(8.6%) 19(12.1%) 13(13.3%) 47(11.0%)

17-18

개월
7(4.5%) 5(3.3%) 5(3.2%) 17(3.7%) 18(10.3%) 11(7.0%) 3(3.1%) 32(7.5%)

19개월

상
8(5.2%) 14(9.2%) 11(7.0%) 33(7.1%) 11(6.3%) 9(5.7%) 8(8.2%) 28(6.5%)

전체
155

(100.0%)

153

(100.0%)

157

(100.0%)

465

(100.0%)

174

(100.0%)

157

(100.0%)

98

(100.0%)

429

(100.0%)

평균 

수 간(월)†
9.09 9.42 10.01 9.51 10.62 10.93 10.70 10.75

표 1. 연구 상자 남녀별 조사연도별 모유수유기간 분포

†: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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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N=465) 여아(N=429) 체(N=894)

거주 지역

서울 97(20.9%) 78(18.2%) 175(19.6%)

부산 21(4.5%) 26(6.1%) 47(5.3%)

구 17(3.7%) 12(2.8%) 29(3.2%)

인천 23(4.9%) 22(4.9%) 45(5.0%)

주 13(2.8%) 16(3.7%) 29(3.2%)

12(2.6%) 17(4.0%) 29(3.2%)

울산 10(2.2%) 5(1.2%) 15(1.7%)

경기 135(29.0%) 133(31.0%) 268(30.0%)

강원 15(3.2%) 4(0.9%) 19(2.1%)

충북 11(2.4%) 14(3.3%) 25(2.8%)

충남 20(4.3%) 20(4.7%) 40(4.5%)

북 12(2.6%) 17(4.0%) 29(3.2%)

남 16(3.4%) 9(2.1%) 25(2.8%)

경북 28(6.0%) 24(5.6%) 52(5.8%)

경남 27(5.8%) 24(5.6%) 51(5.7%)

제주 8(1.7%) 8(1.9%) 16(1.8%)

동읍면
동 405(87.1%) 367(85.5%) 772(86.4%)

읍/면 60(12.9%) 62(14.5%) 122(13.6%)

주택유형
일반 162(34.8%) 145(33.8%) 307(34.3%)

아 트 303(65.2%) 284(66.2%) 587(65.7%)

소득 4분 수
(개인)

하 111(24.0%) 104(24.5%) 215(24.2%)

하 124(26.8%) 105(24.7%) 229(25.8%)

상 116(25.1%) 116(27.3%) 232(26.2%)

상 111(24.0%) 100(23.5%) 211(23.8%)

월령† 28.33(10.17) 28.83(10.38) 28.57(10.27)

표 2. 연구 상자들의 일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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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상자의 환경, 건강특성

본 연구에서는 아토피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  요인을 통제한 모

유수유 기간이 아토피피부염 발생과의 련성을 알아보기 해 2010-2012

국가건강 양조사 원시자료에서 환경특성으로는 주택유형, 지역, 소득, 교육

수 , 직업, 개털  바퀴변수를 사용하 고, 건강특성으로는 출생 시 체 ,

이유 보충식 시작시기, 모유수유시작시기, 혼합수유여부, 일반우유(생우유)

시작시기, 천식유병, 총 IgE, 아토피피부염 유병여부(가족력)을 혼란변수로 

정의하 다.

그러나 설정한 혼란 변인  모유수유기간이 없거나 아토피피부염에 한 

데이터가 없는 사례를 제외한 결과 <표 3>과 같이 투입 가능한 혼란 변인

이 환경특성의 주택유형으로 건강특성의 출생체 과 모유수유시작시기, 이

유 보충식 시작시기, 혼합수유여부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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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구 상자의 환경, 건강특성 

N
(모집단)

M(SD)
/N

SD/% 최소값 최 값

건강특성

출생체 (kg) 879 3.21 .46% 1 5

모유시작시기(주) 795 .06 .67% 0 13

이유보충식 시작시기(개월) 796 10.11 6.93% 0 44

천식유병여부
(N, %)

무 896 896 100.0%

유 0 0 0%

혼합수유여부
(N, %)

무 353 353 39.5%

유 541 541 60.5%

환경특성
주택유형
(N, %)

일반 307 307 34.3%

아 트 587 587 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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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상자의 아토피피부염에 따른 모유수유기간과 혼란변

수 차이

체 상자의 아토피 피부염 진단에 따른 혼란변인과 모유수유기간 각각

의 차이를 살펴보기 해 독립표본 t-검정과 교차분석의 카이검정을 실시하

다.

(1) 모유수유 기간에 따른 아토피 피부염 진단

모유수유 기간에 따른 아토피 피부염 진단 여부를 살펴보면 <표 4>와 같

이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아토피 피부염 진단을 받지 않은 집단

에서는 모유수유를 하지 않은 집단의 분율이 가장 높았고 반면 7-12개월 모

유 수유한 집단이 아토피 피부염 진단을 받은 분율이 10.9%로 가장 많았다.

(2) 남, 여아의 모유수유 기간에 따른 아토피 피부염 진단 여부

남아 여아별 모유수유 기간에 따른 아토피 피부염 진단 여부를 살펴보면 

<표 5>와 같이 두 그룹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남아 여아 

모두 혼합 수유자가 아토피 피부염 진단을 받은 분율이 그 외 그룹 보다 많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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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 피부염 진단여부

체 p-value무
(N=804)

유
(N=90)

모유수유
기간

모유수유 하지

않음
90(91.8%) 8(8.2%) 98(100.0%)

.903

6개월이하 273(90.1%) 30(9.9%) 303(100.0%)

7-12개월 180(89.1%) 22(10.9%) 202(100.0%)

13개월이상 261(89.7%) 30(10.3%) 291(100.0%)

체 804(89.9%) 90(10.1%) 894(100.0%)

표 4. 모유수유기간에 따른 아토피피부염 진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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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

아토피 피부염 진단여부

여아
아토피 피부염 진단여부

무(N=413) 유(N=52) p value 무(N=391) 유(N=38) p
value

모유수유
기간
체

모유수유

하지 않음
44(88.0%) 6(12.0%)

.778

46(95.8%) 2(4.2%)

.347

6개월

이하
154(88.0%) 21(12.0%) 119(93.0%) 9(7.0%)

7-12개월 91(87.5%) 13(12.5%) 89(90.8%) 9(9.2%)

13개월이상 124(91.2%) 12(8.8%) 137(88.4%) 18(11.6%)

표 5. 남, 여아의 모유수유기간에 따른 아토피피부염 진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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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상자의 아토피 피부염 진단에 따른 특성차이

체 상자의 아토피 피부염 진단여부에 따른 특성을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먼  월령은 아토피 피부염 진단을 받은 집단이 월령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 고(p<.05), 출생 시 체   그 외 특성 모두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아토피 피부염 진단을 받은 집단이 출생 시 

체 이 낮고, 모유수유시작시기와 이유보충식시작시기가 더 빠른 것을 알 

수 있다. 한 혼합수유를 한 경우와 아 트에 거주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

은 집단 보다 더 아토피 피부염 진단을 받은 분율이 낮았다.

(4) 남, 여아의 아토피 피부염 진단에 따른 특성차이

아토피 피부염 진단여부에 따른 남아와 여아 각각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먼  월령은 남아, 여아 모두 아토피 피부염 진단을 받은 집단

이 월령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5).

다음 남아 여아 모두 아토피 출생 시 체   그 외 특성 모두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남아의 경우 아토피 피부염 진단을 받은 집단이 출

생 시 체 이 낮고, 모유수유시작시기와 이유보충식시작시기가 더 빠른 것

을 알 수 있다. 한 혼합수유를 한 경우와 아 트에 거주하는 경우가 그렇

지 않은 집단 보다 더 아토피 피부염 진단을 받은 분율이 낮았다. 다음 여

아의 경우에서는 출생 시 체 이 유의확률 .050으로 두 집단의 체 의 의미 

있는 차이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겠고 즉 아토피 피부염 진단을 받지 않은 

집단이 출생 시 체 이 좀 더 높은 것으로 알 수 있으며 그 외 아토피 피부

염을 진단 받은 집단이 아토피 피부염 진단을 받지 않은 집단 보다 모유수

유 시작 시기는 빠르고, 이유식시작시기가 더 느린 것을 알 수 있다. 한 

남아와 같이 혼합수유를 한 경우와 아 트에 거주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집단 보다 더 아토피 피부염 진단을 받은 분율이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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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아토피 피부염 진단여부와 남녀 연구 상자의 건강, 모유수유, 환경 특성

남아 아토피 피부염 진단여부 여아 아토피 피부염 진단여부

무 유 t/χ² p-value 무 유 t/χ² p-value

Mean±SD

연령(개

월)
27.98±10.27 31.10±8.90 2.089 <0.037 28.48±10.46 32.37±8.92 2.214 <.027

체 3.23±0.51 3.25±0.37 -0.198 0.843 3.19±.40 3.05±.47 1.969 0.050

모유수유 
시작시기

0.05±0.62 0.00±0.00 0.538 0.591 0.08±.79 0.03±.17 0.380 0.704

이유식 
시작시기

6.36±2.43 6.02±1.83 0.989 0.323 6.27±2.51 6.65±2.93 -0.870 0.385

N(%)

혼합수유

여부

무 153(88.4) 20(11.6)

0.040 0.842

162(90.0) 18(10.0)

0.501 0.479

유 260(89.0) 32(11.0) 229(92.0) 20(8.0)

주택유형

일반 143(88.3) 19(11.7)

0.075 0.785

129(89.0) 16(11.0)

1.285 0.257

아 트 270(89.1) 33(10.9) 262(92.3) 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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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변수_건강특성

남아

아토피 피부염 진단여부

여아
아토피 피부염 진단여부

무(N=413) 유(N=52)
p-
value

무(N=391) 유(N=38) p-value

혼합수유
여부

모유수유

하지

않음

44(88.0%) 6(12.0%)

.974

46(95.8%) 2(4.2%)

.196

모유만

수유
109(88.6%) 14(11.4%) 116(87.9%) 16(12.1%)

혼합수유 260(89.0%) 32(11.0%) 229(92.0%) 20(8.0%)

체 413(88.8%) 52(11.2%) 391(91.1%) 38(8.9%)

(5) 수유특성에 따른 아토피피부염 진단 여부

체 상자의 수유특성에 따른 아토피피부염 진단 여부를 살펴보기 해 

교차분석의 카이검정을 실시한 결과 <표 7>과 같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는 않았으나 모유만 수유한 집단이 아토피 피부염 진단을 받은 분율이 

11.8%로 가장 높았다.

표 7. 모유수유 여부와 종류에 따른 남녀 연구 상자의 아토피피부염 유병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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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한 모유수유기간과 유아 아토피 

피부염 경험의 련성

체 상자의 아토피 피부염 발생 경험의 련성 요인을 살펴보기 해 

처음 모유수유 그룹만 투입 한 후 독립변인을 하나씩 차례로 투입하는 방식

으로 이항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 고, 그 결과 <표 8>과 같이 연령에

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즉, 모유수유 기간별 차이에서는 유의하지 않았

으나 통제 변인  아토피피부염 진단여부에 따른 일반  특성에서 차이를 

보인 월령이 모든 변인과 동시에 투입된 조건에서도 유의한 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오즈비 1.04(95% CI=1.00-1.07)로 1 보다 큰 값으로 

나타나 정  향으로 해석된다. 즉 월령이 많을수록 아토피피부염으로 진

단될 험이 1.04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남아의 아토피 피부염 발생 경험

의 련성 요인을 살펴보기 해 처음 모유수유 그룹만 투입 한 후 독립변

인을 하나씩 차례로 투입하는 방식으로 이항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

고, 그 결과 <표 9>와 같이 연령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즉, 모유수유 

기간별 차이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통제 변인  아토피피부염 진단여부

에 따른 일반  특성에서 차이를 보인 월령이 모든 변인과 동시에 투입된 

조건에서도 유의한 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오즈비 1.03(95%

CI=1.01-1.06)로 1 보다 큰 값으로 나타나 정  향으로 해석된다. 즉 월령이 

많을수록 아토피피부염으로 진단될 험이 1.03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성별이 아토피 피부염 발생과의 련성 요인을 살펴보기 해 처음 모유

수유 그룹만 투입 한 후 독립변인을 하나씩 차례로 투입하는 방식으로 이항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 고 그 결과 <표 10>과 같이 연령과 출생체

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즉, 모유수유 기간별 차이에서는 유의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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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으나 통제 변인  아토피피부염 진단여부에 따른 일반  특성에서 차이

를 보인 월령과 출생체 에서 모든 변인과 동시에 투입된 조건에서도 유의

한 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먼  월령은 오즈비 1.04(p<.05) 1 보

다 큰 값으로 나타나 정  향으로 해석되며, 체 은 오즈비 0.41(p<.05)로 

1보다 작은 값으로 나타나 부  향으로 해석 된다. 즉 월령이 많을수록 

아토피피부염으로 진단될 험이 1.03배 높으며, 출생체 이 높을수록 아토

피피부염으로 진단될 험이 0.41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여아

의 경우는 출생체 이 높을수록 아토피피부염으로 진단되지 않을 험이 높

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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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모유수유 기간에 따른 아토피 피부염 진단 오즈비, 무보정 모형

남 여 체

OR

(95%신뢰구간)

p-

value

OR

(95%신뢰구간)

p-

value

OR

(95%신뢰구간)

p-

value

모유수유그룹

모유수유 안함 ref ref ref

6개월이하 1.00(0.38-2.63) 1.000 1.74(0.36-8.36) 0.489 1.23(0.54-2.81) 0.617

7-12개월 1.05(0.37-2.94) 0.930 2.33(0.48-11.21) 0.293 1.45(0.61-3.42) 0.400

13개월이상 0.71(0.25-2.00) 0.518 3.02(0.68-13.52) 0.148 1.40(0.61-3.20)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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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모유수유 기간에 따른 아토피 피부염 진단 오즈비, 연령보정 모형

남 여 체

OR

(95%신뢰구간)

p-

value

OR

(95%신뢰구간)

p-

value

OR

(95%신뢰구

간)

p-

value

모유수유그룹

모유수유 안함 ref ref ref

6개월이하 1.03(0.39-2.71) 0.960 1.69(0.35-8.13) 0.516 1.24(0.55-2.80) 0.612

7-12개월 1.09(0.39-3.06) 0.876 2.27(0.47-10.98) 0.310 1.39(0.59-3.25) 0.452

13개월이상 0.76(0.27-2.16) 0.607 2.89(0.64-13.02) 0.166 1.31(0.58-2.98) 0.514

연령 1.03(1.00-1.06) <.045 1.04(1.00-1.07) <.034 1.03(1.01-1.06)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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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모유수유 기간에 따른 아토피 피부염 진단 오즈비, 다변수 보정모형

남 여 체

OR

(95%신뢰구간)

p-

value

OR

(95%신뢰구간)

p-

value

OR

(95%신뢰구간)

p-

value

모유수유그룹

모유수유 안함 ref ref ref

6개월이하 0.90(0.34-2.41) 0.837 1.71(0.33-8.79) 0.524 1.11(0.49-2.55) 0.801

7-12개월 0.98(0.34-2.79) 0.962 2.96(.57-15.41) 0.198 1.350(.57-3.20) 0.498

13개월이상 0.71(0.25-2.05) 0.525 3.50(.74-16.65) 0.115 1.30(0.57-2.99) 0.534

연령 1.03(1.00-1.06) <.026 1.04(1.00-1.08) <.030 1.04(1.01-1.06) <.002

주택유형

일반 ref ref ref

아 트 0.88(0.48-1.62) 0.681 0.64(0.31-1.32) 0.225 0.79(0.50-1.25) 0.317

출생체 1.14(0.61-2.10) 0.684 0.42(0.18-.99) <.047 0.81(0.50-1.32) 0.400

이유식시작시기 0.91(0.78-1.06) 0.228 1.030(.92-1.16) 0.600 0.98(0.89-1.07) 0.621



- 37 -

V. 고찰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 양조사 제 5기 1,2,3차년도 (2010-2012)를 이용

하여 우리나라 48개월 미만 유아 894명(남자 465명, 여자 429명)을 상으

로 모유수유기간과 유아 아토피 피부염 경험의 련성을 분석하 다.

체 상자의 일반  특성을 성별에 따라 일반 인 특성이 다른 남녀를 

분리하여 분석을 시행하 고, 모유수유여부를 4개군(모유수유하지 않음, 6개

월 이하, 7개월-12개월, 13개월 이상)으로 분류하여 모유수유기간과 유아 

아토피피부염 경험의 련성을 알아보고자 하 다. 한 상자의 일반 인 

특성을 악하기 해 범주형 변수는 카이제곱 검정(chi-squire test)를 시행

하 고, 연속형 변수는 t검정(t-test)을 시행하여 평균과 표 편차를 알아보았

다. 연령, 주택유형, 출생체 의 련요인들이 모유수유기간에 따라 어떻게 

향을 주는지에 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estic regression)을 시행하여 

모유수유기간과 아토피피부염 경험의 련성을 보았다.

연구 상자들의 일반 인 특성에는 연구 상자 총 894명  남자 465명,

여자 429명으로 평균연령은 남자 28개월, 여자 29개월이다. 상자의 평균 

모유수유기간은 체 10.1개월로 해당년도 모두 비슷한 수유기간을 가지고 

있었다.

아토피피부염은 환자의 가족력이 주요한 험인자가 된다. 부모  한 사

람이 아토피피부염을 갖고 있는 경우에 자녀에서 아토피피부염을 보일 험

은 약 2-3배, 부모가 모두 아토피피부염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약 3-6배로 

보고되고 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아토피피부염을 갖고 있는 성인 환자의 

약 60%에서 아토피 피부염을 가진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Uehara et al., 2007). 양측 부모 모두가 아토피피부염을 갖고 있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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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81%, 한 부모가 아토피피부염을 갖고 있고 다른 한쪽 부모는 알 르기

성 호흡기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59%에서 한 부모가 아토피피부염을 

갖고 있고 다른 한쪽 부모는 알 르기성 질환이 없는 경우에는 56%에서 아

토피피부염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의사 회지, 2008).

한, 아토피피부염 발병 험요인들  가장 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 

개와 고양이등의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과의 연 성이다. 일반 으로 아기

에 애완동물이나 농장에서의 야생동물에 노출된 경우 알 르겐에 한 감작

이나 알 르기 질환발생이 감소한다고 하 다(Rigotti et al., 2006).

한 부모의 학력수 을 다룬 연구에서는 고학력 부모들의 아이일수록 아토

피피부염 발병률이 높다고 보고하 다(Oddy et al., 2004). 네덜란드의 출생 

코호트연구에 의하면 천식이나 다른 알 르기 질환이 없는 부모에서 모유 

수유는 아토피피부염 발생 방효과가 있지만 천식이 있는 경우에서는 그 

효과가 없었다고 보고하 다(Oddy et al., 2004).

아토피피부염 진단을 받은 6개월 이상 5세 미만의 유아어린이를 상으

로 한 단면연구를 통해 아토피피부염과 련된 요인을 살펴본 결과 가족력

이 있을수록 가족이 흡연을 할수록, 발생기간이 길수록, 청 IgE가 높을수

록, 제한식품이 많을수록 아토피피부염의 증도가 높은 것과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선  등, 2011).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약 70%가 아토피에 

한 가족력을 갖고 있다는 결과가 보여주듯이 가족력은 아토피피부염 발생

에 큰 향을 다는 결과는 보고되었지만(Moore et al., 2004) 청 IgE가 

알 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알러젠)에 감작된 지표이고 증도와 양의 상

계를 가지고 있다는 결과는 많은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Wahn et al.,

2008). 이 듯 성별, 가족력, 애완동물, 부모의 사회경제력, 청 IgE과 같이 

많은 아토피 피부염 험인자  아토피피부염을 방하기 해 출생 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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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알 르기 유발 물질의 을 피함으로써 질환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

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으나 기존의 국내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결과가 나

왔고, 이는 연구 상이나 애완동물과 하 던 연령에 따라서 상이한 결

과를 나타내었다.

의 선행 논문들과 같이 성별, 가족력, 애완동물, 부모의 사회경제력,

청 IgE등 아토피 피부염과 련된 요인들을 분석하려하 으나 본 연구는 혼

란 변인  모유수유기간이 없거나 아토피피부염에 한 데이터가 없는 사

례를 제외한 결과 투입 가능한 혼란 변인은 출생체 과 1차모유수유시작시

기, 이유 보충식 시작시기, 주택유형, 혼합수유여부로만 나타났다. 따라서 

의 논문에서 보고된 요인들과 아토피 피부염 련성은 살펴보지 못했다.

주로 알 르기 질환의 가족력이 있고, 탯  액에서 면역 로불린 E 수

치가 높아 아토피피부염의 발생 험이 높은 유아에게 분유 신 모유 수유

만을 6-12개월간 시행할 때 피부염의 발생을 이거나 지연시킨다는 연구가 

있다(David et al., 2000). 잘 계획된 여러 연구들  가족병력이 있는 아

에서 완 모유수유를 우유 양에 비교할 때 첫 3개월 동안 아토피피부염 발

생에 유의한 방어  효과가 있다고 보고 하 고(Laubereau et al., 2005), 어

떤 연구들은 모유수유 소아 특히, 고 험군에서 인공수유에 비하여 알 르

기발생 험성이 증가한다고 하 다(Mandhane et al., 2005).

완 모유수유를 9개월 이상했을 때 고 험군 소아에서는 아토피피부염과 

식품알 르기 등 아토피질환의 험성이 증가한다고 한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연구에서는 아토피피부염 소아에서 첫 3년간 추 연구결과 남

녀 모두에서 모유수유 기간과 유의한 상 성을 각각 제시할 수 없었다고 하

다(모유수유기간. 남아: odds ratio, 1.07; 95%CI, 0.99~1.15; p=0 .08; 여아:

odds ratio, 1.00; 95% CI, 0.93~1.81,p=0.94)(Pincus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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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 질환의 기 징조가 있을 때 알 르기의 증도를 감소시킬 목

으로 완 모유수유를 더 지속한 결과 모유수유의 방어  역할을 가리고 오

히려 아토피 질환의 발  험성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다(Pincus et al.,

2010). 본 연구에서는 모유수유 기간별 차이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통제 

변인  아토피피부염 진단여부에 따른 일반  특성에서 차이를 보인 월령

이 모든 변인과 동시에 투입된 조건에서도 유의한 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이는 오즈비 1.03로 1 보다 큰 값으로 나타나 정  향으로 해석

된다. 즉 월령이 많을수록 아토피피부염으로 진단될 험이 1.03배 높은 것

을 알 수 있다. 이는 의 선행연구와 결과가 일치함을 보여주나 연구의 

상이 다르고 통제 변인이 다르기 때문에 모유수유 개월 수에 따른 아토피 

피부염과의 련성은 연구마다 달리 해석되며 이와 련 좀 더 심층 인 연

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우경(2009)의 연구에 의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각각 알 르기 질환을 가

지고 있는 경우 분유보다는 모유를, 7개월 이상 수유하는 경향이 의미있게 

높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모유에 의한 알 르기 질환 방 효과보다는 

부모의 알 르기 유무에 의한 알 르기 질환의 험이 상 으로 높은 것

으로 보인다는 연구 결과와 함께 분유만 먹인 경우 모유수유보다 상  

험도가 의미 있게 높았으나 모유수유 기간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며 학동 

기 소아에서 부모에게 알 르기 병력이 있는 경우 천식  알 르기 비염에

서 험이 높아진다고 하 다.  모유의 알 르기 발생 감소 효과와 련

된 연구로서는 최소 6주의 모유 양으로 과민반응과 알 르기 질환의 발생

을 감소시키는데 효과를 보았다는 보고가 있다(Chandra, 1979). 본 연구에서 

체 상자의 수유특성에 따른 아토피피부염 진단 여부를 살펴보기 해 

교차분석의 카이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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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수유한 집단이 아토피 피부염 진단을 받은 분율이 11.8%로 가장 높았다.

결과는 의 연구와 상충되는 결과이나 이 한 연구설계와 연구 상이 다

르므로 좀 더 심층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 이유식을 무 일찍 시작하는 것이 아토피피부염을 발생시키는 

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 보고가 있으므로, 아토피의 가족력이 있는 유

아의 경우 가  생후 9-12개월부터 이유식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연구

도 있다(Ranki et al., 2000). 본 연구에서는 이유식 시작시기가 유의한 결과

는 나오지 않았으나 아토피 피부염 진단을 받은 집단이 이유보충식시작시기

가 더 빠른 것을 알 수 있다.

와 같이 모유수유 기간에 따른 아토피 피부염 발생률과의 련성 연구

는 많이 있고 결과는 연구 각각마다 다르다. 물론 연구 설계와 사례가 있는 

상자에 따라 다르게 나올 수 있고 종속변인인 아토피 피부염발생을 유병

률로 보느냐 진단여부로 보느냐의 차이도 있어 결과는 상이하게 나올 수 있

다.

본 연구를 해 찾아본 많은 논문들이 최근 것이 아닌 논문이 많이 있었

고 모유수유와 련된 아토피 논문보다는 모유수유와 다른 향요인, 아토

피와 련된 다른 요인에 한 논문이 많이 있어서 비교할 논문이 많지 않

았다.

본 연구에 한 제한 으로는 2010-2012 조사시 에서 이루어진 단면연

구로 련요인에 한 인과 계를 명확히 기술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이

런 제한 을 극복하기 해 향후 향 인 코호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

각된다. 한 분석에 사용한 상자의 모유수유기간을 자기기입식 설문에 

응답한 시간으로 사용하 기 때문에 모유수유 기간에 오차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모유수유기간과 련된 다른 연구에서도 자기기입식 설문에 응답한 



- 42 -

모유수유기간을 사용하여 결론을 도출하 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모

유수유 기간과 아토피 피부염발생 련성에 향을 주는 모든 혼란변수를 

고려하지 못했다. 각각의 변수들은 자기기재로 수집된 주 인 자료로서 

상자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객 인 자료로는 미흡하다고 생각

되며, 혼합수유와 완모 수유가 분석에서 구별되지 않음도 아토피 피부염 발

생과의 련성을 명확히 알아보는 데는 제한 이 있다.

이러한 제한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표성과 신뢰성이 있

는 국민건강 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연구라는 에서 의의가 있

다. 한,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모유수유 기간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아토피 

피부염 발생 경험의 련성을 분석한 국내외의 기존 연구들은 찾아보기 어

려웠으며 알 르기 질환의 하나로서 아토피 발생요인을 분석한 기존연구에

서 더 나아가 모유수유 기간을 나 고 유아기의 아토피발생 경험의 련

성을 분석한 연구라는 에서 그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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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본 연구는 <2010-2012 국가건강 양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총 894명

의 48개월 미만 유아(남자 465명, 여자 429명)을 분석 상자로 모유수유 

기간과 유아 아토피 피부염 발생 경험의 련성에 해 알아보고자 실시

하 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월령은 아토피 피부염 진단을 받은 집

단이 월령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 고, 출생 시 체   

그 외 특성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아토피 피부염 진단을 

받은 집단이 출생 시 체 이 낮고, 모유수유시작시기와 이유보충식시작시기

가 더 빠른 것을 알 수 있다. 한 혼합수유를 한 경우와 아 트에 거주하

는 경우가 그 지 않은 집단 보다 더 아토피 피부염 진단을 받은 분율이 낮

았다.

이 연구결과 유아에서 모유수유기간 보다는 다른 환경  측면과 아토피 

피부염과의 련성이 더 높다고 생각되며, 이는 결국 환경  요소들과 유

 요인들을 통제하는 것이 아토피 피부염 발생과 련성이 있다고 생각된

다. 이는 결국 보는 단면조사 연구로 련요인에 한 인과 계를 명확히 

기술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그러므로 추후에 변수들 간의 인과 계를 알

아보기 해 보다 정확한 분석을 해 장기 인 추 찰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모유수유가 아토피 피부염

발생과 련성이 있는지는 좀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통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한, 월령에 따라 아토피 피부염이 높아졌으므로 월령에 따른 차이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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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한 아토피 리방안이 필요하며, 모유수유 외에도 다른 요인들이 아토피 

피부염의 험요인이라는 결과에 근거하여 보다 근본 인 아토피 피부염 

리하는 로그램의 실시를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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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The atopic dermatitis tend to increase steadily world-wide, and in

Korea, the ratio of its incidents had increased from 15.3% in 1995 to 17%

in 2000. According to the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in 2009,

16.3% of the children aged between 1 and 11 were suffering from the

atopic dermatitis, and thus, increase of the medical cost and deterioration

of life quality thereof are raised as a social issue (Oh et al., 2003).

Many preceding studies discussed the effects of breast feeding on the

atopic dermatitis incidents and some of them (for example, Kim

Woo-gyeong et al., 2009) set the breast feeding period as an independent

variable to analyz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period and infants'

experience of atopic dermat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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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s and Methods

The raw data from the 2010-2012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were used to sample a total 894 infants aged 48 months or younger

(boys: 465, girls: 429) for the analysis. The cases with the breast feeding

set as independent variable were sampled for the analysis, and the

relevant literature was reviewed to analyz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selected variables and the dependent ones. For the confounding variables,

such demographic variables as age (months) and gender were used,

while such variables as type of housing, region, income level, educational

background, job, dog's hair and cockroach were used depending on the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And depending on the health characteristics,

this study used such variables as birthweight, timing of starting weaning

supplement, timing of breast feeding, mixed feeding, timing of the

ordinary milk feeding, Immunoglobulin E (IgE) and incident of atopic

dermatitis (family history). In order to determine the important factors

affecting the correlation between breast feeding and infants' atopic

dermatitis as well as between breast feeding period and the dermatitis,

the confounding variables were controlled for the survey logistic

procedure (binominal logistic analysi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WIN 21.0v.



- 59 -

Results

The incidents of the atopic dermatitis were examined depending on

breast feeding period and confounding variables, and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age (months)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incident of

atopic dermatitis. The breast feeding period was not significant, but the

control variable 'age' (months) that was found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incident of atopic dermatitis was confirmed significant, too,

when it was considered together with all the other variables. The

resultant ratio of odds was 1.03, larger than 1, which means that the

effect was positive. As a result of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length of the breastfeeding period were not

significant, but when the variable was put into together with all the

other ones, they were found significant. First, the ratio of odds for the

'age' (months) was larger than 1, which means that the effect was

positive. However, that of odds for the weight was smaller than 1,

which means that the effect was negative.

Conclusion

As the age (months) was found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atopic

dermatitis, it is deemed necessary to manage the disease in consideration

of infants' age (months). On the other hand, since it was found that

other factors than breast feeding were risky factors of atopic dermatitis,

it is deemed desirable to operate a more fundamental atopic dermatitis

management progr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