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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 This study aimed to survey the pattern of the treatment choice for atopic dermatitis. 

  Methods : The questionnaire-based survey was conducted from the parents of 310 patients (median age 9 years, range 

2 to 21 year, 158 male and 152 female) with atopic dermatitis. The questionnaire was consisted of 11 questions for the 

demographic information including treatment choice for atopic dermatitis. 

  Results : The most agonizing factor  of atopic dermatitis was pruritus, while the most frequent regions were arms and 

legs. Conventional therapy (60.3%), folk-remedy (23.9%) and treatment of Korean medicine (15.8%) were the preference 

of treatment by patients. Over half answers (58.4%) were negative for the current treatments, and the main complains 

was the absence of radical therapy (26.5%), insufficient information (20.6%), and  expensive cost of treatments (19.0%), 

respectively.     

  Conclusion : This study may provide the important information for the general prospective of parents of patients with 

atopic dermatitis, which is helpful to develop the Korean medicine-derived therapeutics for atopic dermat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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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주로 소아에서 발생하는 아토피피부염은 환자는 물

론 가족의 삶의 질에도 심 한 영향을 미치는 만성 

염증성 피부질환이다1). 아토피 피부염의 유병율은 연

구방법에 따라서 많은 편차를 보이기는 하지만, 한국

에서의 유병율은 취학 전의 어린이에서 17.9%로 이

는 유럽국가에서의 유병율과 흡사한 수치이며 세계적

으로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3).  

  아직까지 아토피피부염의 발병기전은 불명하나 유

전적 요인, 모유 수유의 감소 및 음식을 비롯한 생활

방식의 서구화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도시화에 따라 새롭게 생겨난 알레르기 항원의 

증가 및 도시생활에서의 항원에 한 과도한 노출이 

깊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5). 따라서  아토

피피부염은 알레르기성 천식과 비염과 더불어서 가장 

표적인 환경성질환으로 인식되고 있고, 또한 이러

한 질환들의 유병율은 시골보다는 도시에서 상 적

으로 높다는 많은 연구결과들이 있다6,7).   

  현재 사용되는 치료법으로는 회피요법, 목욕요법, 

식이요법 등의 자가요법과 자외선치료, 탈감작요법, 

종합가시광선요법 등을 이용한 치료 등이 있으며, 심

한 경우에는 전신적인 스테로이드 투여를 통한 면역

억제요법을 시도하게 된다8). 아토피피부염은 만성질

환으로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게 되어 장기간의 꾸준

한 치료가 필요한데, 위와 같은 어느 치료법도 근원적

인 치료효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9). 이러한 근본

적인 이유는 아토피피부염의 원인과 기전의 복잡성과 

불확실함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환자들은 제도권에 있는 서양의학 및 한의

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요법 등을 찾고 있다10). 전 

세계적으로 보완 체요법의 효과에 한 많은 보고들

이 있지만, 현재까지 표준 치료법으로 인정받고 있지

는 못하다11). 한국과 중국에서는 한의학이 오랫동안 

아토피피부염의 중요한 치료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며, 

여러 과학적 치료효과가 발표되기도 하였다12,13). 또

한, 환경성질환인 아토피피부염은 향후 한의학적 치

료영역을 확 할 중요한 질환군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아토피피부염 환자 부모들의 치료법의 

선택경향이나 그에 따른 환자군의 특성 등에 한 기

초적인 연구를 통하여, 향후 아토피피부염에 한 한

의학적 치료법개발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삼고자 한다.

Ⅱ.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토피피부염을 앓고 있는 환

자를 가진 부모를 상으로 하였다. 2013년 10월과 

12월 사이에 구청에서 실시하는 아토피교실에 참여했

던 부모님들을 상으로 11가지의 질문들로 구성된 

설문지를 발송하여 답변하도록 하였다. 질문의 내용

은 일반적인 인구통계학적인 내용과 더불어, 발병 연

령, 질병 이환 기간, 치료방법 선호도 및 만족도와 불

만사항 등으로 구성되었다(Table 1). 

Table 1. Summary of Questionnaire
Questions Choices 

Primarily 
agonizing factor? 

Pruritus, Oozing, Psychological 
stress, Cost, Others  

Most severe 
region of 
symptom? 

Face, Arms, Legs, Buttocks, Chest, 
Abdomen, Back, Others

Severity affecting 
daily life? 

Choice 1 to 10 (1 means no effect 
while 10 dose undurable level) 

Severity affecting 
family life? 

Choice 1 to 10 (1 means no effect 
while 10 dose undurable level) 

Primary choice 
of treatment?

Conventional medicine, Korean 
medicine Folk-remedy

Satisfaction level 
of treatment?

Choice 1 to 10 (1 no satisfaction 
while 10 dose full  satisfaction) 

Primarily 
complain about  
treatment?

Absence of radical therapy, 
Insufficient information, Expensive 
cost of treatment, 
Unclear therapy and effects,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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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계처리

  모든 답변에 하여 연속변수 혹은 비연속변수에 

따라서 달리 자료값을 표기하였으며, 남녀나 치료방

법 선택에 따른 비교는 SPSS 12.0을 이용하여 χ2-분

석 및 t-test방법으로 분석하였다.  

Ⅲ. 결  과

1. 조사대상 환자들과 부모들의 특성

  본 조사에 포함된 환자는 총 310명으로 남자가 158

명이고 여자가 152명이었다. 주로 초등학교 학생들로

서 남녀 모두 중간나이가 8세이었으며, 아토피피부염

환자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은 21세였다. 아

토피피부염이 발생한 중간 나이는 남녀 공통으로 4세

였으며, 답변 시까지 아토피피부염이 이환된 기간은 

평균 약 3년 이었고, 이상의 값에 한 남녀 간의 통

계학적인 차이는 없었다. 답변을 해준 환자 부모들의 

평균나이는 40세였다(Table 2). 

2. 아토피피부염에 의한 어려움, 증상부위 및 

생활 불편정도

  아토피피부염을 환자의 부모의 입장에서 가장 고통

스러운 요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환자가 고통스러워

하는 가려움이나 진물과 같은 환자의 신체적인 증상

자체가 90.0%로서 가장 많았고, 정신적 스트레스나 

비용 등의 기타 요인은 7.4%와 2.6%였다. 환자들의 

 Table 2. General Characterization of Patients

Factors Total Male Female

Patients (%) 310 (100) 158 (51%) 152 (49%)

Median age (year) 8 (range 2~21) 8 (range 2~21) 8 (range 2~19)

Illness age (year) 4 (range 1~19) 4 (range 1~19) 4 (range 1~13) 

Illness duration (year) 2.9 ± 2.9 2.9 ± 2.5 2.9 ± 3.3

Parent’s age (year) 40 (29~56) 40 (33~56) 40 (29~50) 

아토피피부염의 주요증상부위는 팔과 다리가 32.9%

와 27.3%이었고, 그 다음으로 얼굴부위가 14.5%로 

세 번째를 차지하였다. 상자 환자들의 증상정도를 

나타내주는 일상생활과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한 조사에서는 3.9 ±2.0과 4.2±2.3로 조사되었으며, 

남녀 간의 차이점은 거의 없었다(Table 3). 

3. 아토피피부염을 위한 치료선택과 만족도 및 

불평사항

  아토피피부염을 치료하는 선택으로 60.3%는 양방

치료, 15.8%는 한방치료라고 답한 반면 23.9%는 민

간요법이라 답하였고, 아토피피부염의 치료효과에 

한 만족도는 중간정도인 5.2±1.8이었다. 그동안 아토

피피부염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가장 아쉬운 불만사항

으로는 근본적인 치료법의 부재, 치료법에 한 불충

분한 정보 및 비싼 치료비용이 가장 많은 26.5%, 

20.6% 및 19.0%였다(Table 3). 

4. 치료방법의 선택에 따른 만족도 및 불평사항

  아토피피부염을 치료방법을 양방치료, 한방치료, 

민간요법으로 선택한 그룹별로 치료효과에 한 만족

도와 주요 불평사항을 분석하였다. 아토피피부염의 

증상정도는 한의학적 치료법을 선호한 그룹이 

4.6±1.7로 양방치료 (3.8±2.1)나 민간요법 (3.6±2.0)

을 선택한 그룹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심하였다 

(p < 0.01). 반면, 치료에 한 만족도는 한방치료군

이 4.7±1.9로 양방치료군 (5.3±1.7)나 민간요법 치료

군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제27권 제1호(2014년 2월)

40

 Table 3. Treatment Choice for Atopic Dermatitis 

Questions Total (310) Male (158) Female (152)

Primarily agonizing factor

Pruritus/Oozing

Psychological stress

Others including cost

90.0 %

 7.4 %

 2.6 %

88.6 %

 8.2 %

 3.2 %

91.4 %

 6.6 %

 2.0 %

Most severe region of symptom

Face

Arms

Legs

Buttocks

Others

14.5 %

32.9 %

27.3 %

8.4 %

16.9 %

15.5 %

32.5 %

25.3 %

9.7 %

17.0 %

10.2 %

34.5 %

31.3 %

8.8 %

15.2 %

Difficulty of daily life  3.9 ± 2.0 3.8 ± 2.0 3.9 ± 2.1

Difficulty of family member 4.2 ± 2.3 4.3 ± 2.3 4.2 ± 2.3

Primary choice of treatment

Conventional medicine 

Korean medicine

Folk-remedy

60.3 %

15.8 %

23.9 %

60.1 %

15.2 %

24.7 % 

60.5 %

16.5 %

23.0 %

Satisfaction level of treatment 5.2 ± 1.8 5.2 ± 1.7 5.3 ± 1.8

Primarily reported complains

Absence of radical therapy

Insufficient information

Expensive cost of treatments

Unclear therapy and effects

Others  

26.5 %

20.6 %

19.0 %

11.3 %

22.6 %

25.9 %

17.1 %

18.4 %

13.9 %

24.7 %

27.8 %

23.6 %

19.9 %

 7.9 %

20.5 %

Conventional medicine           Korean medicine          Folk-remedy

Satisfaction level with treatmentsDifficulty of daily life

P < 0.01 P < 0.01

7

6

5

4

3

2

1

0

Fig. 1. Symptom severity and satisfaction rate according 
to the group of treatment choice

Absence of 
radical therapy

Insufficient 
information

Expensive cost 
of treatments 

Unclear therapy 
and effects

Others 

26.2

28.6

26.7

21.4

12.2

24.3

18.2

22.4

18.9

10.7

18.4

10.8

23.5

18.4

24.1

Conventional medicine Korean medicine        Folk-remedy

  Fig. 2. Complains according to the group of 
treatment 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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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8)보다 약간 낮았다(p > 0.05)(Fig. 1). 불만사

항에 한 요인으로는 세 그룹의 통계적인 차이점은 

없었으나, 한방치료에 해서는 불확실한 치료법과 

효과라고 답하였으며, 양방치료와 민간요법에 해서

는 불충분한 치료정보가 상 적으로 많은 불만사항이

었다(Fig. 2). 

Ⅳ. 고찰 및 결론

  아토피피부염은 특히 질병을 인식하고 스스로 처

할 수 없는 영유아부터 발생하여 소양증 등의 심한 

증상으로 환자에게는 정서적 발달, 학습활동, 일상생

활 및 사회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가족들

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14,15). 아토

피피부염은 아직까지 복잡한 원인과 기전이 잘 알려

지지 않았고 증상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만성

적으로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며, 서양의학의 다양한 

치료법에도 불구하고 치료효과의  커다란 한계를 보

이는 질환이다. 따라서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부모들

이나 가족들은 다른 질환에 비하여 상 적으로 다양

한 치료법의 선택과 시도에 적극적이다16,17). 따라서 

한의학이 아토피피부염에 한 치료의 안을 제시해

야하는 기 가 크며, 많은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18). 본 연구는  그러한 측면에서 아토피환자 가족들의 

한의학에 한 의료선택 경향과 요구 등에 한 기초

적인 정보를 얻고자 하였다.

  환자의 부모가 한의학을 일차적인 치료방법으로 선

택하는 비율은 양방의학의 60.3%나 민간요법의 

23.9%보다 낮은 15.8%이었다. 양방병원에 방문한 아

토피피부염 환자를 상으로 연구한 보고서에 의하면 

84.0%가 체요법을 쓰고 그중 73.8%가 한약을 사용

한다고 하였고19), 한방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들을 

상으로 연구에서는 49.4%의 환자가 양방치료를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 이러한 연구결과는 많은 

환자들이 양방치료와 한방치료를 동시에 이용하고 있

는데, 한방치료를 우선적으로 선택한 환자들의 양방

치료 병용율은 상 적으로 낮은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본 연구에 의하면 아토피피부염의 증상이 상 적으로 

심한 환자들이 양방치료나 민간요법보다는 한방치료

를 주요 치료방법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치료에 한 만족도는 통계적인 의미는 없지

만 약간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한방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부모들의 불만사항으로 불확실한 치료효과

와 비싼 치료비용 등을 뽑았는데, 한방병원에 치료받

은 환자들의 47.9%의 환자가 양호한 호전반응을 보

였고 3.4%는 악화되는 반응을 보였으며20),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연간 치료의 직접비용이 양방의 약 66

만원에 비하여 한방은 약 74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21). 본 연구에서 아토피피부염의 근본적인 치

료방법의 부재는 전체 환자보호자들의 공통적인 첫 

번째 불만상항이었다.

  본 설문조사에 포함된 환자들의 부분이 소아나 

어린이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부모님을 통해서 이루어

지었는데, 가려움이나 진물과 같은 육체적인 증상 이

외에 정신적 고통도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7.4%

의 응답자들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장 커다란 고통

이라 답하였는데, 이러한 것은 따돌림이나 정서적 

불안감 혹은 집중력장애와 같은 문제가 아토피피부염

을 앓는 어린이에게서 흔하며, 부모들에게는 양육스

트레스가 커다란 문제가 됨으로서 심리치료가 환자나 

가족들에게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고 하

겠다22,23). 향후 한의학적 치료법을 개발함에 있어서 

환자나 부모님들의 심리정서적인 측면에 한 고려가 

필요함을 말해주는 것이라 여겨진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부분의 아토피피부

염 환자들이 양의학이나 한의학을 비롯하여 다양한 

민간요법을 사용하는 현실에서, 좀 더 증상이 심한 그

룹에서 한방치료를 최우선적으로 선택하며 그 비율은 

략 20% 내외로 예상된다. 또한 한의학적 치료법의 

확 를 위해서는 좀 더 과학적으로 설명되고 결과가 

예측되는 치료법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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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아토피피부염 환자들의 임상적 특성이나 한의학적 

유형 등을 파악하고자하는 한의계의 연구가 꾸준히 

있어 왔다, 또한 한약을 이용한 다양한 치료효과 탐색

연구 및 약물개발의 시도도 있었다24-6). 그러나 그동안

의 연구는 주로 한방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만을 상

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룸으로써 소비자측면에서 객

관적으로 보여주는 정보는 부족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단일 지역과 비교적 적은 상자로부터 얻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결과의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향후 본 연구의 결과가 한의학계의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법 개발과 진료가이드 설정에 많은 도

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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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피부염 치료관련 설문지 

 1. 성별 및 연령

아토피 환자: 성별 (남,      여),               나이 (        세)

보 호 자 성별 (남,      여),               나이 (        세)

 2. 인적사항

연락처 이메일  

 3. 아토피의 (최초) 발병 시기는? :             세

 4. 아토피 발생시점부터 현재까지 아토피로 고생한 기간은? :         년

 5. 아토피 발병부위중 가장 심한 부위는? 

   (얼굴, 팔, 다리, 엉덩이, 가슴, 복부, 등, 기타                                                    )

 6. 현재 아토피환자의 질환상태가 환자의 일상생활 (수면, 학습활동 등)  에 미치는 정도는?

1 2 3 4 5 6 7 8 9 10

 ← 전혀 없다                                              참기 힘들만큼 심각하다 →  

 7. 현재 아토피 환자의 질환상태가 가족들의 생활에 미치는 정도는?

1 2 3 4 5 6 7 8 9 10

  ← 전혀 없다                                            참기 힘들만큼 심각하다 →

 8. 아토피피부염으로 가장 괴로운 것은?

    (환자의 가려움증/진물,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스트레스, 치료비용, 기타                             )

 9. 아토피 치료를 위해 가장 일차적으로 선호하는 방법은? (양방치료,  한방치료,  민간요법)

1 2 3 4 5 6 7 8 9 10

  ← 매우 불만족                                                     매우 만족 →

10. 그동안 받았던 아토피 치료법에 한 만족도는?

11. 그동안의 아토피 치료 시 가장 아쉬웠던 점은? 

   (근본적인 치료법 부재, 불충분한 정보, 비싼 치료비용, 불명료한 치료법 혹은 효과,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