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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assess the home nursing and quality of life of parents caring for preschool children

with atopic dermatitis and to identify the factors which influence quality of life. Methods: Participants in the study were

149 parents of preschool children with atopic dermatitis attending a kindergarten and a nursery school in S city. Parent

completed a set of questionnaires (assessing demographic factors, home nursing, quality of life). Descriptive analysis, t-

test,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Results: The mean score for home nursing was

3.06±0.38 and for quality of life, 4.18±0.74. The lowest scored question in the 13 question on quality of life was that of

frustration related to itching sensation. Significant factors that affect quality of life were severity and home care. These

variables explained 21% of variance in quality of life (F=21.17, p<.001). Conclus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severity of

childhood atopic dermatitis and home nursing impact on the quality of life of parents. Using the above findings, health

professionals who work with children with atopic dermatitis and their parents need to develop specific nursing interven-

tions that will promote health of children with atopic dermatitis and quality of life in their par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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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필요성

아토피피부염은 심한 소양감과 특징적인 습진성 피부병변을

나타내는 만성 재발성의 염증성 피부 질환으로써 개 유∙소

아기에 발병하며, 건선 등과 함께 표적인 정신신체 장애의 범

주에 속하는 질환이다(Gil & Sampson, 1989). 세계적으로 유

병률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인 아토피피부염은 천식이나 알레르

기 비염으로 진행하는 아토피 행진의 첫 신호이기도 하다(Luo-

ma, Koivikko, & Viander, 1983; Rha & Choi, 2009). 우리

나라에서도 국민건강 양조사(2005)에 의하면 2001년 의사의

진단을 받은 아토피피부염 유병률이 1,000명당 12.0명이었으나

2005년에는 91.4명으로 증가하여 국가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as cited in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7). 특히 2007년 전체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54%가 9세 이하 아동으로 타 연령층에 비해 진료환자 수가 훨

씬 많고(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2008), 지

역사회학령전기아동을 상으로한연구(Lee & Hwang, 2008)

에서도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아토피피부염 진단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40.8%로 높은 유병률을 보여 아동기 주요 질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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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두되고있다.

아토피피부염을 앓고 있는 환아는 소양감으로 인해 수면장애

가 발생하고 피로가 증가하는 등의 신체적 문제를 경험하며, 심

리적으로도자존감저하와자신감의상실이초래되어일반아동

에 비하여 불안정하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부모에게 의존성이

높아지고, 분노를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Chung,

Chang, et al., 2005; Shin, Park, & Oh, 2006), 이로 인해

또래관계나학습, 놀이, 운동등의활동에 향을주어정상적인

성장발달과정을방해할수있다(Kim, Kim, & Park, 2008). 아

동에게 이러한 향을 미치는 아토피피부염은 알레르기 질환의

특성상 완치율이 낮고, 재발률이 높아 장기간의 치료가 요구되

는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입원치료보다는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

할이중요하다. 아토피피부염은증상이호전과악화를반복하는

데다 악화를 유발하는 위험 요인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부모

가 가정에서 아동의 질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아토피피부염에

해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적합한

방법으로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아토피피부염환아

의 부모는 병원치료와 부작용에 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치

료에 한 이해가 부족하여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지 못한 결과 아동의 건강상태에 따른 적정 관리와 예방

에 실패한다(Kim, Kang, Kim, & Yoo, 2008). 따라서, 아토

피피부염을 앓고 있는 환아의 적정 관리와 예방을 위해서는 우

선적으로 환아의 돌봄에 일차적 역할을 담당하는 부모가 가정

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부모의

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토피피부염으로 인한 아동의 문제는 환아를 돌보는 부모에

게도부정적 향을미칠수있다. Yoo와Kim (2004)은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6세 이하 아동의 어머니를 상으로 한 연

구에서정상아동의어머니에비해양육스트레스가높았으며, 증

상조절이나 잔병치레 등으로 인해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건강관

리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고 하 다. 또한 아토

피피부염 환아 부모는 아동을 돌보면서 신체적인 피로뿐만 아

니라 직장과 가사일의 병행에 한 부담으로 인해 위기감이나

사회적 고립감을 경험하고, 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에 당면하게 되며(Shin, Kim, Cho, Whang, & Hahm, 2000;

Yoo & Kim, 2004), 환아의증상에 한죄책감, 증상이완화되

지 않을 경우의 좌절과 절망감 등의 심리적 위기를 경험하게 된

다(Chung, Kim, et al., 2005). 이와같이아토피피부염환아를

돌본다는것은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경제적으로부담이될수

있으며(Park, Park, & Lee, 2007) 이는 부모의 삶의 질에

향을 미칠 수 있고(Kim, Han, et al., 2008), 결국 환아에게 다

시 스트레스로 작용함으로써, 아토피피부염을 더욱 악화시키기

도 한다(Kim, Han, et al., 2008; Shin et al., 2000). 따라서

아토피피부염환아의적절한관리와예방과함께이에수반되는

부모의 삶의 질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아토피피부염 환아 부모를 상

으로 한 선행연구를 보면, 가정관리에 관한 연구로는 식이요법

(Jeon, Kwon, Hwang, & Pyun, 2003; Oh, 2006)과 체보

완요법(Chang, Chung, Ahn, & Lee, 2005; Kim, Han, et

al., 2008)에 한 연구가 부분이었고, 아토피피부염의 증상

을유발하거나악화시킬수있는식이, 의복, 환경, 피부관리등

에 한 포괄적인 연구는 찾기 어려웠다. 아토피피부염 환아 부

모의 삶의 질에 관한 선행연구는 삶의 질 수준(Kim, Han, et

al., 2008; Park et al., 2007; Shin et al., 2000)에 한 연구

가 부분이었고, 질병의 중증도가 부모의 삶의 질에 향을 미

치는지를 확인한 연구(Park et al., 2007; Shin et al., 2000)가

소수 시도되었을 뿐,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

는 포괄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아토피피부염 환아의 부모를 상으로 아토

피피부염에 한 가정 관리와 삶의 질을 조사하고, 아토피피부

염 환아 부모의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시

도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토피피부염을 앓고 있는 환아의

적정한 건강 관리뿐만 아니라 그 부모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아토피피부염 환아 부모를 상으로 아토피피부

염의 가정 관리와 삶의 질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토피피부염 환아 부모의 아토피피부염에 한 가정

관리와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한다.

둘째, 아토피피부염 환아와 부모의 일반적 특성별 아토피피

부염에 한 가정 관리와 삶의 질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아토피피부염 환아 부모의 삶의 질과 관련요인 간의 상

관관계를확인한다.

넷째, 아토피피부염 환아 부모의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아토피피부염 환아 부모의 아토피피부염 가정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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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와 삶의 질을 파악하고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을

확인하기위한 횡단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상

본 연구의 상자는 2009년 4월 현재 농어촌을 포함하는 일

중소 도시인 S시에 위치한 25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원 중

인 학령전기 아동 1,400명 전수 중 일차 설문 조사를 통해 전문

의로부터 아토피피부염으로 진단받고 현재 증상이 있는 아동

의 보호자 149명이다. 상자의 수는 분산분석에서 필요한 표

본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 Cohen (1988)이 제시한 공식에서 유

의수준(α) .05, 검정력(1-β) .7, 효과의 크기(f2) .25로 계산한

결과 연구에 필요한 표본 수가 148명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상자 수가 충족되었다. 연구 상자는 설문내용을 이해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하며연구 참여에 서면으로 동의한 자이다. 

연구도구

일반적 특성

아토피피부염 환아의 성별, 연령, 중증도, 부모의 연령, 학력,

가족형태, 아토피피부염 교육 참여유무 등을 포함하고 있다. 환

아의중증도는부모의주관적인평가를묻는단일문항을사용하

고, 증상이 거의 없음(1점), 약간 심함(2점), 보통(3점), 매우 심

함(4점)으로점수의범위는1-4점이며, 점수가클수록아토피증

상이심함을의미한다. 중증도도구는주관적건강수준평가가의

학적검사로써알수없는총체적인건강상태를반 한다는점에

서일반적으로널리사용되고있고(Bergner, 1985), 외국과달리

우리나라아토피피부염환아를둔부모는아동의증상에 한객

관적인평가보다주관적자가평가에더많은 향을받는다고한

연구결과(Park et al., 2007; Shin et al., 2000)에근거하 다.

가정 관리

가정에서의 아토피피부염 가정 관리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는

연구자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 &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8)에서 제안한 지역사회 아토피

의 예방과 관리를 근거로 개발하 다. 척도의 내용은 아토피피

부염 증상의 발생을 예방하고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가정에

서 수행해야 하는 관리내용으로 식이, 의복, 환경, 피부 관리 범

주의 총 1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척도는 각 문항에‘거의 하

지 않는다’1점에서‘항상 한다’4점을 배점한 4점 Likert 척도

로, 최저 18점에서 최고 72점의 점수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

을수록 관리를 잘하는 것을 의미한다. 5명의 아토피피부염 환

아 어머니를 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각 문항의 어휘 및

내용의 난이도, 응답의 용이성, 수정이 필요한 부분 등을 검토

받아 수정 보완하 다. 도구의 내용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아토피피부염 아동 간호를 전공하는 아동 간호학 교수 2명으로

부터 각 문항의 적절성과 범주구성에 해 검토를 받았으며, 요

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문항에 의해서 설명되는 전체 변동량은

64% 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65이었다.

삶의 질

아토피피부염환아부모의삶의질은Cha 등(2000)이개발한

한국 소아 천식 환자 부모의 삶의 질 평가를 위한 설문(Korean

Pediatric Asthma Caregivers Quality of Life Question-

naire, KPACQLQ)을본연구자가아토피피부염환아부모에게

적합하게수정한도구를이용하여측정하 다. 도구의내용은아

토피피부염으로인해일상활동에얼마나지장을받는지그리고

얼마나 걱정을 하게 되는지에 관한 것으로, 각 문항에 해‘항

상/매우걱정했다’1점에서‘전혀아니다/전혀걱정하지않았다’

5점까지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도구는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높을수록삶의질이높은것을의미한다. ‘관리실태측정

도구’와 같은 방법으로 예비조사와 내용타당도 검정을 거쳤고,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문항에 의해서 설명되는 전체 변동량

은 71% 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2이었다.

자료수집방법및절차

본 연구는 S시 보건소의 학령전기 아동의 아토피피부염 유병

률 조사의 일환으로 수행된 것으로서,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수

집은 1차 조사를 통해 증상을 경험하 거나 진단을 받은 아동

을 상으로 S시 보건소의 협조를 받아 2009년 6월 1일부터 7

월 30일까지 2차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자료 수집에 앞서 S시에 소재하는 25개 전체 유치원과 어린

이집의 원장 혹은 교사를 상으로 S시 보건소에서 본 연구자

가 자료 수집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

다. 이어 보건소를 통해 각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협조 공문과

아토피피부염 유병률 조사지인 1차 설문지를 발송하고, 재원

중인 모든 아동의 부모에게 설문지의 내용, 목적 그리고 응답

방법을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부하고 가정에서 응답하여 회수

하도록 하 다. 회수된 설문지를 통해 출생 후 현재까지 아토피

피부염 경험이 있거나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응답한 아동

의 부모를 상으로 2차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지의 안

내문을 통해 응답결과는 무기명으로 처리되어 익명이 보장되

며,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참여 거부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아토피피부염 환아 부모의 가정관리와 삶의 질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15(4), 2009년10월

403



설문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설명하 고, 서면 동의

를 받았다. 2차 설문조사의 상은 400명이었으나 320명이 응

답하 고, 이 중 아토피피부염으로 진단받고 증상이 있는 아동

은 176명이었다. 최종 분석에는 자료가 불충분한 27부를 제외

한 149명의 설문지를 상으로 하 다. 

자료분석방법

수집된자료는SPSS WIN 12.0을이용하여통계처리하 다.

첫째, 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

준편차로, 부모의 아토피피부염 가정 관리와 삶의 질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서술하 다.

둘째,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아토피피부염 가정 관리와 삶의

질에 미치는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하 고, 사후검정

은 Scheffe로 분석하 다.

셋째, 삶의 질과 관련 요인 간의 관계는 Pearson’s 상관관계

로 분석하 다.

넷째, 삶의 질에 미치는 향요인은 다중회귀로 분석 후 독립

변수에 한 회귀분석의 가정은 다중공선성으로진단하 다.

결 과

아동과연구 상자의일반적특성

본 연구 상자와아동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아동의 성별은 여아가 53.0%로 남아보다 약간 많았으며, 아

동의 연령은 5세가 32.9%로 가장 많았다. 질병증상의 중증도

는 매우 심한 군은 없이 증상이 별로 심하지 않는 군 46.3%, 증

상이 거의 없는 군 34.2%, 보통으로 심한 군 19.5% 순이었다.

부모의 연령은 31세 이상 군이 79.9%를 차지하 고, 부모의 학

력은 졸 이상이 57.7%, 고졸이 43.2% 다. 가족형태는 핵가

족이 85.2%로 확 가족보다 많았고, 교육 경험은 없는 군이

60.4%로 교육 경험이 있는 군보다 많았다. 

연구 상자의아토피피부염가정관리

아토피피부염 환아 부모의 가정 관리에 한 전체 평균은

3.06±0.38점이었고, 범주별로는 환경관리범주(3.17±0.43)가

가장 높았으며, 식이관리범주(2.60±0.79)가 가장 낮았다. 문

항별로는‘집안 청소는 물걸레로 닦거나 진공청소기로 한다’

(3.89±0.43)와‘실내는 환기시킨다’(3.89±0.44)가 가장 높았

으며, 다음은‘실내는 땀이 날 정도로 따뜻하게 유지한다’(3.64

±0.70), ‘새로 산 옷은 세탁한 후에 입힌다’(3.60±0.80) 순이

었다. 가정 관리 점수가 낮은 문항은‘아토피를 유발하는 음식

은 일정 기간 주지 않다가 서서히 다시 먹여본다’(2.22±1.07)

가 가장 낮았으며, 다음은‘목욕 후에 보습제를 바를 때는 물기

를 완전히 제거한 후에 발라준다’(2.28±1.27), ‘아동을 야단치

거나 흥분시키지 않는다’(2.50±0.82) 순이었다(Table 2).

연구 상자의삶의질

아토피피부염 환아 부모의 삶의 질 전체 평균은 4.12±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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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n (%)
Management Quality of life

M±SD F or t p Scheffe M±SD F or t p Scheffe

Child sex Male 70 (47.0) 3.04±0.42 -0.34 .734 4.08±0.77 -0.58 .565
Female 79 (53.0) 3.07±0.35 4.15±0.70

Child age 3 41 (27.5) 3.17±0.39 3.44 .019 4.01±0.80 1.24 .297
4 41 (27.5) 2.95±0.38 4.22±0.71
5 49 (32.9) 3.10±0.34 4.05±0.76
6 18 (12.1) 2.92±0.41 4.33±0.50

Severity Little or noa 51 (34.2) 3.07±0.45 0.25 .791 4.43±0.69 20.39 <.001 a>b>c
Mildb 69 (42.3) 3.06±0.35 4.16±0.65
Above moderatec 29 (19.5) 3.01±0.35 3.46±0.59

Parent age ≤30 30 (20.1) 3.02±0.38 -0.51 .611 4.09±0.66 -0.19 .853
≥31 119 (79.9) 3.06±0.39 4.12±0.76

Parent High school 63 (42.3) 2.97±0.39 -2.30 .023 4.22±0.64 1.52 .132
education More than college 86 (57.7) 3.12±0.37 4.04±0.80

Family type Nuclear 128 (85.9) 3.05±0.38 -0.37 .713 4.10±0.75 -0.57 .573
Extended 21 (14.1) 3.08±0.39 4.20±0.64

Education Yes 59 (38.9) 3.15±0.42 2.56 .011 4.01±0.85 -1.51 .133
participation No 90 (60.4) 2.99±0.35 4.19±0.65

Table 1. Home Care and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49)



점이었다. 문항별로 살펴보면‘아동의 아토피피부염으로 가족

상호 간의 불화가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가 4.67±0.62점으

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아동의 아토피피부염 때문에 직장일

이나 집안일이 방해가 된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4.50

±0.81), ‘아동의 아토피피부염 때문에 가족행사를 얼마나 자

주 변경할 필요를 느꼈습니까?’(4.43±1.01) 순이었다. 삶의 질

점수가 낮은 문항은‘아동이 가려움을 겪을 때 얼마나 자주 좌

절감을 느끼셨습니까?’는 3.32±1.36점으로 가장 낮았고, 다

음이‘아동의 가려움 때문에 얼마나 자주 당황했습니까?’(3.80

±0.10), ‘아동이 아토피피부염 때문에 보채서 자주 힘들었거

나 걱정했습니까?’(3.86±1.17) 순이었다(Table 3).

아동과연구 상자의일반적특성에따른가정관리,

삶의질

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정 관리는 아동의 연령(F=

3.44, p=.02), 부모의 학력(t=-2.30, p=.023), 아토피 관련 교

육경험(t=2.56, p=.01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고, 아동의 성별, 질병의 중증도, 부모의 연령, 가족형태에 따라

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은 아동의 중증도(F=

20.39,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

후분석결과 아동의 중증도는‘증상이 거의 없는 군’이‘별로 심

하지 않은 군’과‘보통 이상으로 심한 군’보다 삶의 질이 높았

고, ‘별로 심하지 않은 군’이‘보통 이상으로 심한 군’보다 삶의

질이 높았다. 아동의 나이, 아동의 성별, 부모의 연령, 부모의

학력, 가족형태, 아토피 관련 교육경험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삶의질의관련요인

상자의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정 관리, 일반적 특성 중 중증도와 삶의 질 간의 상관정도를

분석하 다. 가정 관리(r=-.14, p=.041)와 중증도(r=-.44,

p<.001)는 삶의 질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 다. 즉, 가정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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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erse the score.

Category (M±SD) Item M SD

Skin care (3.12±0.52) I peel off child’s keratin while my child is bathing* 2.77 1.27
I keep my child’s nail short 3.58 0.78
I apply some ointment to his (her) skin thickly* 3.34 0.93
I apply a moisturizing ointment to the dry skin after bathing* 2.28 1.27

Food (2.60±0.79) I check a ingredients when I buy a engineered food 2.96 1.10
I don’t feed any foods that might cause atopi 2.64 1.04
I don’t feed food that might cause atopi in certain period, and then I feed that foods slowly again 2.22 1.07

Clothes (3.10±0.64) I don’t make my child wear tight 3.30 0.95
When it is cold, I make my child keep warm in wool or fur* 2.94 1.06
I make my child wear new clothes after washing them 3.60 0.80

Environment (3.17±0.43) I clean my house using the mop and the vaccum 3.89 0.42
I give my child plastic or wood toys 3.31 0.96
I don’t take my child to the place where there is the pollen 2.68 1.04
I don’t raise a pet at home 2.70 1.47
I don’t irritate and upset your child 2.50 0.82
I maintain my house dry* 2.79 1.13
I maintain temperature of my house is enough to sweat* 3.64 0.70
I ventilate my house’s environment 3.89 0.44

Total 3.06 0.38

Table 2. Home Care (N=149)

Item M SD

Frustration 3.32 1.36
Change of family schedule 4.43 1.01
Concerning 3.86 1.17
Disturbance of housework 4.50 0.81
Embarrassment 3.80 0.10
Sleepless 4.15 0.99
Family conflict 4.67 0.62
Night awakening 4.33 0.90
Anger 4.18 0.95
Worry about daily works 4.09 0.89
Concern about side effects of medicine 3.93 1.10
Concern about overprotection 4.15 0.91
Concern about ordinary works 4.12 1.03

Total 4.12 0.74

Table 3. Quality of Life (N=149)



잘할수록, 아토피 증상이 심할수록 낮은 삶의 질을 나타내었다

(Table 4).

이에따라회귀모형을분석한결과회귀모형이유의한것으로

나타났고(F=21.17, p<.001),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Adj R2)는 .21이었으며, 중증도(β=-.45, p<.001)와

가정 관리(β=-.16, p=.024)가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중증도와 가정관리 변수가 삶의 질을 21%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Table 5).

논 의

본 연구에서는 학령전기의 아토피피부염 환아를 돌보는 부

모를 상으로, 가정에서 아토피피부염 관리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환아 부모의 삶의 질을 측정한 후, 삶의 질에

향을 주는 요인들을 확인하 다.

아토피피부염 가정 관리는 4점 중 3.06점으로 100점 만점으

로 환산하 을 때 76점이었다. 아토피피부염의 증상은 관리 방

법에 따라 쉽게 유발되거나 악화될 수 있기(Kim, Han, et al.,

2008)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항상 적절한 방법으로 관리를 하

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질환인데다가, 본 연구 상자의

57.7%가 학졸업 이상의 고학력자임을 감안하면, 가정 관리

점수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결과는 아토피피부염 환

아의 부모가 치료에 한 이해 부족으로 아동의 건강상태에 따

른 적정관리와 예방에 실패하기도 한다는 결과(Kim, Kang, et

al., 2008)와같은맥락으로볼수있다. 특히아토피피부염은만

성 질환으로 주로 가정에서 부모가 관리하기 때문에 증상의 예

방과 관리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

라서 아토피피부염 환아 어머니가 아토피피부염에 한 이해

와 함께 관리방법에 한 교육과 지속적인 관리 프로그램을 요

구한다는 연구결과(Yoo & Kim, 2004)와, 본 연구에서 아토피

피부염에 한 교육경험이 있는 부모들이 교육경험이 없는 부

모보다 관리 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볼 때, 추후 올바른

관리를 촉진시킬수 있는 중재프로그램이필요함을 알 수 있다.

아토피피부염 가정 관리 내용을 범주별로 보면 식이를 특히

적절하게 관리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

토피피부염 환아 어머니가 적절한 식이요법에 한 교육요구

가 가장 높았다고 한 Yoo와 Kim (2004)의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부모가 식이관리를 잘 하지 못하는 것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식품의 내용이나 함량의 표시가 불

확실하고(Jeon et al., 2003), 검증되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식

이섭취에 한 정보가 매체를 통해 제공되어(Rhim, Moon,

Kong, & Pyun, 2005),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올바른 정보인지

에 한 정확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에 부모들

이 가정에서 식이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

치가 필요할 수 있겠다. 즉 지역사회 건강관리 기관에서 정기적

인 교육프로그램을 운 하거나 혹은 아토피피부염 환아 부모

와 개별 면담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창구를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아토피피부염 가정 관리내용을 문항별로 보면 목욕 후 피부

보습 관리 문항이 두 번째로 낮은 점수를 보 다. 피부의 적절

한 수화는 아토피피부염관리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목욕으

로 인한 피부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목욕 후 3분 이내에 피부가

촉촉한 상태에서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중요하다(Park, 2007).

학령전기의 어린 아동은 자주 목욕을 해야 하는 연령이고, 목욕

후 보습제를 바르는 시간을 지키는 것은 수행하기가 어렵지 않

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점수를 보인 것은, 부모가 올바른 방법을

인지하지 못한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부모가 아토피피부염의 관리방법에 한 지식이 어느 정도인

지를 파악하고, 이러한 지식이 실천으로 이행되는 정도를 파악

하는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아토피피부염 환아 부모의 삶의 질은 5점 만점에 평균 4.1점

으로 높은 편이었다. 선행연구(Kim, Kim, et al., 2008; Shin

et al., 2000) 결과와 비교하면, 본 연구결과보다 선행 연구에

서의 부모의 삶의 질 정도가 낮았다. 이러한 차이는 선행연구에

서는 부분의 환아 증상이 보통 이상으로 심한 상태인 반면,

본 연구에서는 환아 중 80.5%가 증상이 거의 없거나 별로 심하

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부모의 삶의 질 점수의 전체 평균은 비교적 높았으나 아토피

피부염 환아의 소양증으로 인한 좌절감과 당황스러움의 2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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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y of life Home care

Home care -0.14 (p=.041)
Severity -0.44 (p<.001) 0.05 (p=.266)

Table 4. Correlations of Study Variables with Quality of Life

Variable B SE β t p
Adj

F p
Dubin-

R2* Waston

Constant 5.95 0.46 12.93 <.001 .21 21.174 <.001 1.68
Severity -0.46 0.08 -.45 -6.20 <.001

Home -0.32 0.14 -.16 -2.28 .024
care

*Adjusted R Square.  

Table 5. Factors affecting Quality of Life



항은 점수가 특히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아이의 피부질환이 우

울감, 좌절감 등의 정신적 고통에 향을 미친다고 한 Shin 등

(2000)의 연구결과와 소양증이 부모의 일상생활에 향을 미치

는 2번째 주요 요인이라고 한 Kim, Kim 등(2008)의 연구결과

와 유사하다. 이는 소양증이 아토피피부염의 주 증상으로 소양

증으로 인해 아동이 보채고, 수면장애가 있으며, 어서 피부손

상이 심화되고, 2차 감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아동과 부모

에게 심한 신체적, 심리적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소양증은 환아의 삶의 질에도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인(Le-

wis-Jones, Finlay, & Dykes, 2001; Park et al., 2007)임을

고려 할 때 소양증의 발생과 악화를 예방하고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부모를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문항 중

환아로 인한 가족 상호 간의 불화는 4.67점으로 가족 상호간의

불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환아의 아토피피부염으로 인

해 가족 간의 긴장감이 유지되고, 배우자와 다른 자녀에게 소홀

하게된다고한연구결과(Kim, Kim, et al., 2008; Park et al.,

2007)와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아토피피부염 환아를

둔 어머니의 심리적 고통과 그 가족 간의 상호작용은 질병의 만

성적경과에따라 향을받는다(Chung, Chang, et al., 2005)

는 것을 고려할 때, Kim, Kim 등(2008)의 연구에서는 상자

의 질병기간이 평균 12.5년이고 부분 보통이상으로 증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상 아동들이 3-6세

의 연령범위로 부분 증상이 없거나 별로 심하지 않은 것에 기

인 한 것으로 생각된다.

아토피피부염 환아 부모의 삶의 질은 중증도와 가정 관리가

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삶의 질은 부모가 환아의 증상

을 심한 것으로 지각할수록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

은 자녀 질병의 중증도가 심할수록 부모의 삶의 질에 더 큰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Kim, Han, et al., 2008;

Park et al., 2007)와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아토피 환아 부모

의삶의질에가장큰 향을미치는요인이부모의자가평가에

의해 분류된 환아의 중증도(-0.45)로 나타난 것은, 외국의 경우

아토피 피부염 환아 부모의 삶의 질은 아동의 객관적 중증도가

가장큰 향을미치지만(Lawson, Lewis-Jone, Finlay, Reid,

& Owens, 1998),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토피피부염 환아의

객관적 중증도 보다는 아동 증상에 한 부모의 주관적 평가가

부모의 삶의 질 측정에 더 유용할 수 있다(Park et al., 2007;

Shin et al., 2000)고 한 주장을 지지한다고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질병의 중증도, 가정 관리, 삶의 질을 조사한 횡단

적 연구 설계를 이용하여 시간에 따른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어

려운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아토피피부염을 악화시킬 수 있는

소인들에 해서 부모가 가정에서 어느 수준으로 관리하는지를

파악한 국내 연구가 찾기 힘든 상황에서, 피부, 식이, 의복, 환

경범주로 구분하여 가정 관리 정도를 파악한 것은 부모의 가정

관리 정도에 해 체계적인 접근을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

를 가진다. 또한 중증도에 한 부모의 주관적 평가가 삶의 질

에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을 확인한 점은 환아와 부모의 안

녕을 향상시키고 유지시키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 다고볼 수 있다.

결 론

아토피피부염 환아 부모의 가정 관리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고, 피부, 식이, 의복, 환경범주중특히식이범주가가장낮

은점수를보 다. 부모의삶의질은비교적높은것으로나타났

으나 환아의 소양증으로 인한 좌절감과 당황스러움으로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가정관리와 중증도로 규명되었으며, 이들 요인 중

중증도가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결과

는 아토피피부염 환아의 증상 예방과 악화방지를 위해서 이들

을 직접 돌보는 부모에게 체계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재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아토피피부염

환아 부모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소양증을 효과

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아토피피부염 환아 부모의 아토피피부염 관리에 한

지식을 조사하고 실제 가정에서 수행하는 관리 정도와의 관련

성을 알아보는추후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아토피피부염의 호전과 악화에 따른 가정 관리와 삶의

질을 파악하는종단적인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아토피피부염 환아의 건강증진과 아토피피부염 환아

부모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본 연구결 과를 토 로 중재프로

그램 개발을 실시하는 추후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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