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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현상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아토피 피부염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가족관리방식에 대한

경험을 알아보았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9명의 어머니에 대하여 심층면담을 실시하였고 Colaizzi의 현상학적 방법론

을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 69개의 의미 있는 진술이 도출되었고 21개의 주제, 10개의 주제군, 4개의 상위 범주가

도출되었다. 도출된상위 범주는 아토피 피부염을현실로 받아들이기, 아토피피부염 극복을 위한 가족방식, 만성피

로를 경험하고 있는 현실, 자녀 건강에 대한 희망과 기대에 대한 경험들이었다. 본 연구를 통해 어머니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 간의 관계 회복 등 아토피 피부염으로 인한 가족관리방식 개선에 대한 중재가 요구된다.

• 주제어 : 아토피 피부염, 가족관리방식, 어머니, 현상학적 방법, 아동

Abstract In this study, phenomenological methodology was used to understand the experience of family

management style in mothers who have children with atopic dermatitis. For study methods, in-depth

interview was conducted on 9 mothers residing in Seoul and the approach from phenomenological

methodology by Colaizzi was used. As a result, 69 significant statements were deduced as well as 21

themes, 10 theme clusters, and 4 categories. These main categories include experiences of accepting atopic

dermatitis as a reality, family management style for overcoming atopic dermatitis, reality of facing chronic

fatigue, and hope and expectation for the child’s health. Our study show that the intervention for improving

family management style regarding atopic dermatitis is required including the enhancement of the mothers’

quality of life and the recovery of family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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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
아토피 피부염은 주로 학령기 전 후에 나타나는 질환

으로 18세 이하아동에서 13.50%(7.94%-19.80%)의 유병

률을보이는것으로알려져있다[1]. 또한 연령이낮을수

록 특히 24개월 이하의 영유아에서 높은 유병률을 보였

다[2]. 소아청소년의질병부담에관한연구에서도피부질

환의 경우, 남자는첫 번째, 여자는 세번째로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3]. 이러한 결과는 소아의 아토피 피부염으

로인한사회․경제적손실을최소화하기위한예방관리

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한 연구에따르면환아를둔부모는아동의성장과정

을더엄격하게관리하는것으로나타났다[4]. 또한 자녀

의아토피피부염은가족의여가활동, 식사, 가족분위기

등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5,6]. 환아가

있는 부모의 주요 관심사는 자녀의 건강 회복에 집중되

어있어건강문제로가족의일상생활변화와갈등을일

으킬수있다[7]. 아동의건강문제를이해하기위해서는

간호돌봄의기본단위인부모와가족에대한선행적이

해가 필요하다.

아토피 피부염 환자를 둔 부모는 자녀의 질병과 사투

를 벌인다. 소아 아토피 피부염은 장기적 치료와 관리를

해야 하고 불확실한 예후에 대한 걱정도 뒤따르기 때문

에부모의심리적부담이존재한다[8]. 하지만가사와양

육, 자녀의 건강관리까지 전담해야 하는 어머니는 자신

을챙길틈이없다. 그리고아토피피부염환아를돌보는

어머니들은평소에도유전에대한걱정을하는데자신의

피부가건강하지않아더악화되는것은아닌지혹은아

토피 피부염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나 학습장애, 성장장

애 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를 우려한다[9].

우리나라의 사회적 분위기와 제도상 자녀의 양육을

전담하는 사람은 어머니이다. 어머니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있지만어머니의어려움에대한사회적관심은

낮다. 실제로한연구에서아토피피부염자녀를둔어머

니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기회뿐만 아니라 삶의 질과

자기효능감이낮은것으로알려져있다[10,11]. 어머니의

영향이가족의삶의질에도적지않은부정적영향을미

칠수있다[5]. 따라서자녀의건강문제를효율적으로대

처하기 위해서는 주양육자인 어머니의 경험을 심층적으

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어머니의경험은가족구성원에게직․간접적인영향

을준다. 아토피피부염환자의가족은심리적문제를경

험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환자의

병력 상태[12]에 대한 이해와 가족 간의 상호작용 및 사

회적 지지[13]에 대한 실천이 요구된다. 한 연구에 따르

면 환자의 중증도가 높을수록 가족의 어려움과 걱정이

많을뿐만아니라가족이노력을더할애하는것으로나

타났다[14]. 이것으로 보아 환자의 병력 상태에 따른 가

족의 역할과 기능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아토피 피부염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수행한

국내연구는많지않다. 이전연구들에따르면아토피피

부염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에 대해 연구가 있었으나

[8,10] 이 연구들은양적연구를채택하였다. 반면에아토

피 피부염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보고한 Chang

등[6], Yoo와 Kim[15], Kim과 Bae[16] 등이 질적연구를

보고하였으나 양적 연구에 비하면 매우 부족하였다. 그

밖에아토피발생의역사적, 사회적이슈형성에대한연

구보고가있었다[17]. 가족관계에관하여 Yoo와 Kim은

환아로인해가정일을도와주지않는가족들에대한서

운한감정을나타냈고[15], Chang 등은중증아토피피부

염자녀를둔어머니의심리적고통과신체적피로를통

해 180도달라진어머니의 경험을 볼수있었다[7]. 이전

의 연구결과를통해만성질환환아를둔가족은아동의

질환을관리하는데있어서자신감및능력, 노력, 어려움,

부부간의 협조 및 상호보완성 등 가족관리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10].

따라서 어머니의 경험을 통해 가족관리방식에 대한

실태를파악하고올바른가정간호를위한방안이필요하

다.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구

대상자의경험에대한근원적행위와맥락을의도적으로

부각시키고 명료화가 가능한 질적 연구가 적합하다. 또

한환자의질병경험을심층적으로이해하고예방관리사

업을발굴하는데유용한정보로활용하는데현상학적방

법의 연구가 적합하다[18].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보건, 간호, 의료연구분야에서질적연구는매우부족한

수준으로 수용도가 낮은 편이다[18].

이 연구는 현상학적 방법을 통해 아토피 피부염 자녀

를 둔 어머니가 경험한 가족관리방식에 대한 실태를 기

술하고자 한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해 어머니의 삶의 질

향상과가족관계회복등자녀의아토피피부염으로인

한 가족관리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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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구의목적은다음과같다. 아토피피부염자녀를

둔어머니들의경험을이해하고자융합적인측면에서현

상학적 방법론을 적용한 질적 연구이다. 연구문제는 ‘아

토피피부염자녀를둔어머니들의가족관리방식에대한

경험은 어떠한가?’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질적 연구에 대한 연구 방법을 검토하고 국사편찬위

원회 질적 연구 구술 채록 과정을 바탕으로 수행하였다.

연구의 타당성 검정을 위해 예비 개방형 질문지(1차)를

개발하였다. 질문지개발과정은공동연구진 2인이기본

적인 틀을구성하였고의학박사 1인과 피부과전문의 1

인의자문을받아수정및보완한후최종개방형질문지

(2차)를 개발하였다. 이 연구는아토피피부염자녀를둔

어머니의 가족관리방식에 대한 경험을 Colaizzi의 분석

방법으로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이용한 질적 연구이다

[19]. 현상학적인 방법은 대상자의 기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인간이 경험하는 현상의 의미를 밝히는 것으로 귀

납적이며 기술적인 연구 방법이다.

2.2 연구대상
2.2.1 참여자선정 
연구참여자는 2명의연구자가논의를거쳐참여자기

준을 마련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서울시의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소아 아토피 피부염을 앓았거나 현재 앓고

있는초등학생(만13세) 이하아동의어머니이다. 연구참

여자는서울시 25개 자치구보건소중에서두곳의보건

소장의 협조를 받아 모집하였다. 두 곳의 보건소 담당자

는연구자에게참여자에대한정보를전달하였고연구자

는 참여자에게 연락을 취해 연구 개요와 목적을 설명한

후 참여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면담 장소와 시간을 결정

하였다. 본 연구의 표집 방법은 의도적인 표본추출법과

눈덩이 표집방법에 의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20].

2.2.2 참여자현황 
이 연구에 참여한 참여자는 총 10명이었다. 연령에서

최소는 33세, 최대는 43세이었고 맞벌이 가구는 5명, 외

벌이 가구는 5명이었다. 참여자의최종학력은 고졸 이하

4명, 2-3년제대학졸업 1명, 4년제대학졸업 5명이었다.

알레르기질환에대한가족력이없다고응답한참여자는

3명, 참여자또는형제자매중에서알레르기질환이있다

고응답한참여자는 3명, 부모만알레르기질환이있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1명, 형제자매만 알레르기질환이 있다

고 응답한 참여자는 1명, 부모, 조부모 그리 형제자매가

알레르기 질환이 있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1명이었다.

2.2.3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보호 
연구를수행하기에앞서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임상

연구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았다(SMC-IRB-2015-043,

2015년 6월 15일승인). 연구자는연구대상에대한포함/

배제 기준을 검토한 후 참여자에게 전화를 하였다. 연구

자는연구수행에대한목적과방법에대해설명을하였

고, 1차조사(예비조사) 때 서면에동의한참여자에한하

여 2차 조사(심층조사)를 수행하였다. 연구자는 연구를

수행하는 동안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안내하였고 모든

참여자에게는연구참여에대한보상으로답례품을전달

하였다.

2.2.4 자료 및 도구
2015년 3월부터 4월까지 서울시 소재 두 곳의 보건소

를 통해 대상자를 홍보하였고, 자료 수집 기간은 2015년

4월부터 6월까지 총15명의 어머니가 1차 조사에 참여하

였다. 1차조사(예비면담)에서는연구에대한배경, 목적,

목표, 그리고윤리적고려에대한내용을안내하였고, 자

녀에대한일반적인사항과질환경과에대한배경에대

하여 60분 내외로 면담하였다. 그러나 2차 조사(심층면

담)를 수행하기 전에 4명의 참여자가 연구 참여를 거절

하였고참여자 1명은자녀의증상이아토피피부염전단

계이었기 때문에 5명의 참여자를 제외하였다. 2차 조사

(심층면담)는 10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질적연구 표준

지침에따라 1회당 최소 60분에서최대 240분 면담을수

행하였다. 면담 질문은 ‘자녀의아토피피부염을처음알

았을 때의 상황에 대해 말씀해주세요’로 시작하여 자녀

를통해어머니경험한의미를충분히서술할수있도록

진행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어머니의 경험을 충분히 이

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015년 4월부터 8월 사이에 총 10명의 참여자 면담이

이루어졌다. 면담 일정 및 시간은 1차 조사(예비면담)의

경우, 2015년 4월 7일부터 2015년 7월 15일까지 총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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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하였고 10명의 총 면담 시간은 602분 소요되었다. 2

차조사(심층면담)는 2015년 5월 19일부터 2015년 8월 24

일까지 총 10회 면담하였고, 10명의 총 면담 시간은 917

분 소요되었다. 수집한 연구 자료의 양적 관리를 위해 1

차조사후일정한간격을두고 2차조사(심층면담)를 수

행하였다 <Table 1>. 연구자는참여자면담전에질문의

중요도와필요한사항을선정하여개방형질문지를준비

하였다. 이는 면담을 수행하는 동안 참여자가 일관성을

유지하기위함이다. 1차조사는녹취없이과거와현재의

경험담을 중심으로면담을 진행하였고, 2차 조사는 참여

자의 동의를 받아 녹취를 진행하였다.

<Table 1> Date and time of interview 
1st interview
date(year/mo
nth/date)

1st interview
time(minute)

2nd interview
date(year/mont
h/date)

2nd interview
time(minute)

1 2015/4/7 45 2015/5/19 58

2 2015/4/23 35 2015/5/26 92

3 2015/4/21 47 2015/5/27 72

4 2015/6/15 70 2015/6/15 105

5 2015/6/29 80 2015/7/6 66

6 2015/6/29 60 2015/7/6 94

7 2015/7/6 40 2015/7/15 65

8 2015/7/15 125 2015/7/20 125

9 2015/7/6 40 2015/7/27 130

10 2015/4/9 60 2015/8/24 110

Total 10times 602 10times 917

2.2.5 코딩 및 분석
이 연구는 현상학적관점에 입각하여 Colaizzi의 문헌

과 현상학적 방법을 이용한 연구를 참고하여 자료를 분

석하였다[19,21,22]. 최종 10명의참여자중에서 1명의참

여자가 불성실하게 면담하였고 이를 제외한 최종 9명의

참여자에대하여결과를정리하였다. Colaizzi[21]는 자료

출처를적절한자료수집방법과일치시키는것에강조를

두었다. 연구자는면담내용에대한녹취를전사한후녹

취록을작성하였고, 녹취전사에대해 2명의연구자가검

독한 후 오류를 수정하였다. Colaizzi 방법의 자료는 6단

계로 분석하였다[19,21,22]. 연구자는 면담 내용에 대한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숙고하면서 의미 있는 진술, 의미

있는진술과재진술로부터구성된의미, 주제, 주제군, 범

주로 구성하였다. 각 과정에서 자료 분석 결과의 신뢰성

과타당성을확보하기위해연구자들간반복적으로자료

를 검토하였다[22].

3. 연구결과 
3.1 자녀의 아토피 피부염 유병 경험
아동의 아토피 피부염은 미취학 전에 발생하는 것으

로나타났다. 아토피피부염의발생시기및발생원인은

다양하지만 신체 중 접히는 부위에 발진 증상이 나타나

면서 심해지는 것으로 보였다. 또한 발진 증상이 생겼다

없어졌다를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물이 나오고 얼굴 부위에 집중적으로 발진이 생겼

다. 만1세부터 아토피 피부염으로 진단을 받았으며 만

3-4세에 아토피 피부염이 가장 심하게 나타났다. (참여

자 1번)

3살 때 아토피 피부염이 발생하였고 3-4월에 발진이

가장 심하게 나타났다. 어렸을 때에는 겹치는 부위에 아

토피피부염이발생하였는데성장하면서얼굴부위에아

토피 피부염이 심하게 발생하였다. (참여자 2번)

생후 20개월에 심하지 않았으나 귀 부위가 갈라지면

서 아토피 피부염 초기 증상이 나타났다. 햇빛에 노출되

면얼굴이쉽게붉어지고겨울에는팔부위에발진이생

겨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참여자 3번)

4세부터피부가빨개지는모습을보였고관리를통해

호전이되었다가유치원을보내면서아토피피부염이재

발하였다. 계절의 변화보다는 날씨가 변화면서 발진의

심해지는 정도가 컸다. (참여자 4번)

생후 7-8개월후얼굴부위에태열처럼물집이생겼다

가 4-5세 겨울에 귀가 찢어지고 입 주위가 빨개지는 증

상을보였다. 특히겨울이되면창피할정도로얼굴이심

한 상태를 보였다 (참여자 5번)

생후 25-26개월때갑자기얼굴부위에발진이발생하

였다. 겨울보다는 여름 더위에 발진이 심한 상태를 보였

다. (참여자 6번)

출생 100일 전후로아토피피부염 증상이 발생하였고

어렸을 때부터 피부 잔병치레가 많았다. 최근에도 온 몸

에 발진이 나타났고 밤에 잘 때 피부를 긁었다. (참여자

7번)

계절이바뀔때마다비염이먼저나타났고, 시간이조

금 지나면서 팔과 다리, 접히는 부위에 아토피 피부염이

나났다. (참여자 8번)

출생 후 4개월 후부터 태열 증상이 사라지지 않은 상

태에서 아토피 피부염으로 진행됐다. 땀을 많이 흘릴 때

발진이 심하게 나타나며, 목과 접히는 부위에 아토피 피



아토피 피부염 자녀를 둔 어머니의 현상학적 방법 융합 연구: 가족관리방식 경험을 중심으로 261
부염이 나타났다. (참여자 9번)

발꿈치 안쪽이나 바깥 쪽 부위에 발진이 나타났다 사

라졌다를 반복하였고 목 부위가 거친 피부 상태이었다.

초겨울이되면귀밑이찢어지면서피가보일때도있다.

(참여자 10번)

3.2 아토피 피부염을 현실로 받아들이기 
3.2.1 아토피 피부염 발생에 대한 당혹감
참여자들은 자녀의 아토피 피부염 발생 원인을 확실

하지는않지만여러가지추측을하였다. 임신중스트레

스를받았던경험, 임신중섭취한음식, 어린이집에일찍

보낸것, 과거남편의경미한아토피증상등이있었으나

자녀가 아토피 피부염이 생길 줄은 생각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녀의 갑작스러운 아토피 피부염

발생에혼란스러운심정을보이면서도자신(어머니)으로

인해자녀가아토피피부염을앓았다는죄책감을보이기

도 하였다 <Table 2>.

“얘가뱃속에 있을때요. 제가 좀 싸한적이있었거든

요. 왜냐하면원해서생긴게아니거든요. 그래서뗄까말

까 고민도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얘

성격이예민한것같아요. 많이날카롭고요. (중략) 좀어

디 가서 잘 어울리거나 그런 성격이 못 돼요. 친구들도

그다지 많지 않아요.” (참여자 5번)

“처음에는아토피라는거되게놀랐어요. 주위에도아

토피있는사람이없는데 (중략) 우리얘가왜있지이런

생각많이한것같아요.처음에임신했을때내가뭘먹

었지? 이런 생각도 하고요. 돌 지나고 괜히 어린이집에

일찍보냈나? 그런…그땐너무힘들어서보냈는데제가

너무 일찍 보내서 얘가 그런 건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참여자 1번)

“아토피라는 거 상상도 안했죠. 그냥 임신 출산 교실

이런데서아토피들어봤는데, 전 아토피가없고남편은

경미하게 눈 쪽에 아토피가 있었어요. (중략) 출산을 하

고 산후조리원에 갔는데 아기들 중에서 태열이 빨갛게

올라오는 얘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우리 얘는 아

니어서 다행이다 싶었죠. 그런데 얘가 갑자기 아토피가

생길 줄은 생각도 못했죠.” (참여자 6번)

3.2.2 양육과 간호 병행에 대한 고충
가사와직장을병행하는참여자들은아이를돌보면서

힘들다는고충을느꼈고아이를책임져야한다는의무감

이 있었다. 또한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를 혼자 돌본다는

심리적 고충을 느껴 퇴사를 결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

녀가 아플 때 이해하지 못한 직장의 현실을 경험하면서

엄마의 역할에 대한 한계를 경험하였다.

“직장 다녔을 때 진짜 힘들었죠. 눈치 보면서. 이해를

안 해주죠. 얘 아플 때 가야 된다고 그러면 회사 사람들

이 싫어하죠. 그래서 저는 인사고과 안 좋았어요. (중략)

그냥미련없이구조조정한다길래회사를나왔어요. (중

략) 회사에다가너무힘들다. 더이상안되겠다고…” (참

여자 6번)

“안되겠다싶어서이것은아닌것같다. 내가돈을얼

마나벌자고아이들한테이렇게하냐… (중략) 제대로밥

을해주는것도아니고챙겨준것도아니고그렇다고아

빠가 케어해주는 것도 아니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

서제자신이너무힘들고얘한테도너무방심하는데너

무아닌것 같아요. 아! 그러면내가그냥그만두고 차라

리 아이에게 올인하자.” (참여자 4번)

3.3 아토피 피부염 극복을 위한 가족 방식
3.3.1 친정부모의 민간요법 권유
손자/손녀의 아토피 피부염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근

거가명확하지않은무좀약, 제대로된실력도없고자격

도 안 되면서 전문가에게서 받아온 연고를 피부에 바르

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는 손자/손녀를 걱정해주는

마음은감사히생각했으나추천한연고는사용하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잘못된 연고 사용으로 인한 부작

용과 악화를 염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저희 할아버지가 무좀약이 다 균을, 센 균을 죽인다

고 그런 것들을 바른 적이 있어요. 저희는 막 못 바르게

하고요. 그런데 저희 없을 때 발라 놓는 거예요. 좀 호전

은있었는데 그래도 이건아닌것 같아요.” (참여자 9번)

“친정 엄마가 어디 돌팔이 의사한테 연고 같은 걸 받

아오긴했어요. 노인분들이좀그렇잖아요. 안그랬으면

좋겠는데…그성분이뭔지도모르겠고어디서받았는지

도모르겠고요. (중략) 어쨌거나친정엄마가해주셨으니

까고맙게받아오긴했는데찝찝해서버렸어요.” (참여자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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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조부모님들의 사고방식과 소통
참여자들은자녀의아토피피부염을조금이라도호전

시키고자많은노력을하고있었으나시어머니는며느리

의 고충과 노고를 이해해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

어머니와의 갈등을 살펴보면, 인터넷을 통한 정보 검색

의불응, 시어머니가아이에게짜증내면서말할때, 시어

머니의 음식 조리법 등의 상황에서 불만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어머니들은 아무 것도 안하는 며느리

로, 자녀의관리소홀에대한책임자로인식하면서손자/

손녀의 건강 악화 결과를 며느리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저희어머니가 그얘길한 번 하셨어요. 인터넷 검색

해서 공부 좀 하라고 하시 길래, 어머니 인터넷 검색 잘

못하면 큰일 난다고… (중략), 시어머니 왈 요즘 인터넷

검색만하면정보가많이나오는데마치아무것도안하

는 부모인 것처럼 얘기 하시 길래…” (참여자 3번)

“시골에 가도 놀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안

돼. 이것은 안 돼. 무조건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징징대고 우는 거예요. 그런 제가 스트레스 받고요. (중

략) 한 번은 얘가 피부가 심해서 이불에 피를 묻혔는데

하시는말씀이 ‘아유, 긁어가지고피묻혔잖아.’ 짜증내면

서그러는거예요. (중략) 제입장에서너무화가나니까

참 힘들었던…” (참여자 4번)

“어머님이 음식 할때 엄청 세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마음에안들고짜고간도세고조미료도듬뿍듬뿍넣으

시고그래서어머니이렇게드시면안된다고한마디하

면 잔소리하고 그래서 얘기도 못하죠. 속은 부글부글 끓

고무조건얘들많이먹여야한다는주의예요. (중략) 제

가노력해서얘몸이좋아진것을보면고마워할것같은

데, 그런 얘길전혀안 해요. 오히려 머리는 안 좋아졌다

고…” (참여자 2번)

“시어머니가 또 벌겋게 올라왔다고 아토피인데 신경

안 쓴다고 그랬어요. 저 나름대로 신경 썼는데… (중략)

엄마입장에서얘얼굴이이래서속상한데또거기를콕

찍어서말하시니까… (중략) 아무리발라주고먹을것도

조심시키는데 안 없어져서 속상했던…” (참여자 6번)

3.3.3 시아버지의 통제와 동기부여 결여
참여자들은 시아버지와 집안 살림과 연고 사용에 대

한 간섭을 힘들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아버지들은

손자/손녀에 대한 문제보다 며느리의 생활과 역할에 대

해문제를삼으면서통제하려는모습을보였다 <Table 3>.

“아버님도막저한테얘기할때애기를어떻게키웠길

래 그러냐고 막 그래요. 이불은 막 빨았냐? 집에서 뭐하

냐? 집청소는하냐? 막말하면서그래요. 저도사람인데

너무화가나는거예요. (중략) 솔직히엄마가편해야아

이도 관리를 잘해주고 하잖아요. 저도 방법을 알고 찾으

려고하는데왜그렇게닦달하는지 (중략). 아범은힘들

고하니까아범은놔두고네가해야된다고…무조건저

만 탓하는 거예요.” (참여자 4번)

“아버님은 계속 발라 주라고 그래요. 그런데 얘 피부

가더두꺼워지면더심하고독한약을써야되는데그걸

모르시고 계속 이러는 거예요. 왜 안 발라 주냐고…. 안

바르고간날은난리가나는거예요. (중략) 아버님이직

접약국에가서사다가발라주고그래요. 그래서저는속

터지죠.” (참여자 2번)

3.3.4 남편의 아동 치료와 양육에 대한 무관심
참여자들은 가족간의 소통에서 남편의 역할에 대한

많은 불만을 보였다. 어머니는 자녀의 건강 문제에 대하

여 아빠의 참여가 필요하였지만 남편은 TV시청을 하거

나 PC방에서시간을보내는등자녀의건강에대한문제

에방관하는모습을보였다. 또한남편의출장, 아내를대

하는태도, 친정에대한불신등으로부부간의잦은다툼

을 경험하였다. 남편과 소통에 있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보다는남편에대한기대를저버리는것으로나타났다

<Table 4>.

“지금은 이게 편해진 것 같아요. 남편은 남편하고 싶

은거하고저는저하고싶은거하고… (중략) 엄청 남편

이 게을러요. 일요일 날은 제일 좋아하는 게 방콕하고

TV보는것좋아해요. (중략) 남편이게임을좋아하거든

요.밥먹고나면심심하니까 PC방가서놀다와요. 이젠

그냥 그러려니 해요.” (참여자 5번)

“얘들이 아토피 걸렸을 때 신랑이 그러는 거예요. 아

무래도친정쪽을닮은것같다고요. (중략) 저는싸우자

는 거냐고 물어보죠. 이런 게 있을 때마다 안 좋고 번거

롭고이런게있을때누구때문이라고하면안되거든요.

예의에어긋난건데… (중략) 저도따지고싶지만마음속

으로 생각하죠.” (참여자 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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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의질이나마스크때문에우리신랑은저한테너

무 유난스럽다고 막 싸울 때도 있었는데… (중략) 어느

날 마스크를 쓴 사람이 우리 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신

랑이 저한테 손가락질 하더라고요. (중략) 내 자식은 내

가 지키겠다고…” (참여자 10번)

“남편은 잘 몰라요. 과자를 왜 사지 말아야하는지 몰

라요. 남편은 과자를 왜 못 먹게 하냐고… 제가 얘들 보

는데과자먹지말라고들어가서문잠그고먹으라고제

가 그랬어요. 그러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아빠

때문에 얘가 콜라도 먹지, 사이다도 먹지, 안 좋은 것은

다 먹어요.” (참여자 2번)

“예전에둘다직장에매여있는몸이었는데그때남

편이출장을자주갔었어요. 애기를도저히케어해줄수

없는 환경이었죠. 그런데도 저는 저대로 직장 마치고 아

픈얘를케어해야되니까힘들었죠. (중략) 남편이많이

도와주지않아서그런걸로많이싸웠던것같아요.” (참

여자 6번)

3.4 만성피로를 경험하고 있는 현실
참여자들은 자녀의 질환으로 인한 예민함을 보였다.

자녀의아토피피부염때문에잠을잘자본적이없었고,

증상이 갑자기 심해진 날에는 재발에 대한 불안감을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환의 증상이 완화되었더라도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답답함을 보였다. 자녀의 치료와 관리 과정을 통해 나타

난 증상 결과는 어머니를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였다 <Table 5>.

“저는아이들초등학교다닐때까지밤에제대로잠을

잘자본적이없어요. 아토피가심하지않지만가끔씩얘

가긁으면제가예민해져서깨요. 피부긁는소리는들리

더군요. 그래서 엄마예요…” (참여자 3번)

“왜이렇게심해진건지? 이유를알수가없으니까. 그

런 날은 또 검색해보게 되고 검사를 다시 받아야 되나?

(중략) 불안감이있어요. 계속되니까…그렇게빨리낫는

게아니구나. 좀크기전에는괜찮아져야할텐데생각하

죠. 만약계속심해지면이사를가야되나그런생각까지

하고 있어요.” (참여자 10번)

“아토피때문에얘도스트레스받고학교가서도집중

을 못해요. 잠을 못 자니까… 얘가 비몽사몽인데 머리에

뭐가들어오겠어요? 공부도안되고… (중략) 저도너무

피곤해요. 얘를데리고심리검사갔다와야하고… (중략)

심리검사를 받은 날엔 저도 잠을 못자더라고요. 힘들어

서잠꼬대하고막그러고…이게아토피하나가… (참여

자 2번)

3.5 자녀 건강에 대한 희망과 기대
참여자들은 자녀의 건강을 지키고자 주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 그동안

의크고작은힘든경험을겪었지만앞으로호전될것이

라는 기대를 품고 더 인내하는 엄마의 마음을 보였다

<Table 6>.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중략) 아, 난 잘하고

있구나 주문을 걸어요. (중략) 주변에서 귀찮지 않냐 그

러는데전아니에요. 저는엄마니까, 엄마가하니까.” (참

여자 7번)

“아토피 때문에 이런 책 저런 책들 보니까 환경하고

다 연결되더라고요. 가족 사이의 관계도 그렇지만 환경

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중

략) 그렇게사는게너무쉽지는않겠지만그래도아이를

위해서 이런 노력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참여자

3번)

“이게 단기간에 치료가 되는 게아니잖아요. 그 긴기

간 동안 인내하면서 기다려야하는 거니까. (중략) 잘 기

다린 거. 인내를 가지고 잘 기다린 거. 조금씩 나이가 들

면서좋아지는것이라고하니까그때까지잘버티는거.

그리고 지금까지 잘 버텨온 거. 그런 게 또 오히려 힘들

기도 했지만 그게 보람된 것 같아요.” (참여자 9번)

“우리 얘들이 살아가게 될 날이 많기 때문에 엄마가

더신경써줘야돼요. 어쩔수없어요. 그러니까엄마들이

잘 보고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참여자 10번)

“제일후회되는부분이저는정말정보가없었거든요.

그리고 육아를 엄마 혼자가 하잖아요. 둘도 진짜 버겁거

든요. (중략) 저는 친정이 멀어서 혼자 육아하는데 힘들

었어요. 주위에아는사람도없고요. 그래서정보가좀많

았더라면빨리빨리뭘할수있었을텐데아쉽다는생각

은 해본 적이 있어요.” (참여자 1번)

“공부도 물론 중요한데… (중략) 그래서 여자 얘니까

더 자신을 가꾸고 예쁘게 살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

이 하거든요.” (참여자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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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ccepting atopic dermatitis as a reality
significant statements formulated meaning theme theme cluster category

“Why does my child have atopic
dermatitis”
“I never thought of
atopic dermatitis”
“I never thought of my child
having atopic dermatitis all of a
sudden like this”

Never thought of their children
having
atopic dermatitis

․They never thought of their
children having atopic
dermatitis
․They suspect whether the
onset of atopic dermatitis of
their child is their fault
․They are frustrated
because they do not know
what caused atopic
dermatitis

Frustration
over the onset of
atopic dermatitis

Accepting
atopic dermatitis
as a reality

“We did not want this
to happen”
“Because I was stressed”

They suspect whether atopic
dermatitis occurred because
of them

“What did I eat”
“Did I send my child
to the daycare too soon”

They do not know what
caused atopic dermatitis

“I had to be concerned”
“They do not understand”
“My colleagues do not like it”
“The performance assessment
was poor”

They had to worry about their
work and their colleagues
were not understanding of the
illness of their child

․The toughest part was
having to worry about their
work and their colleagues
were not very
understanding
․They left work because
they could not take it any
more
․They felt they were too
inattentive and decided to
be fully committed to my
child

Pressure of
having to juggle
nurturing and
nursing

“I left work without second
guessing”
“I could not take anymore”
“This is not right”
“It was too hard on me”

They left work because
it was too hard on them and
they could not take it any
more

“I was too inattentive and it felt
wrong”
“I’ll quit work and be fully
committed to my child”

They felt it was wrong
to be inattentive so they
became fully committed to
their child

<Table 3> Family management style for  overcoming atopic dermatitis
significant statements formulated meaning theme theme cluster category

“They said foot ointment kills
harmful bacteria”
“My parents got the ointment
from a quack doctor”

Claim that foot ointment kills
harmful bacteria, the ointment
received from a quack doctor

․Their parents used
the ointment with
unknown ingredients

Recommendation
of home remedy
from their parents Family

management
style
for overcoming
atopic
dermatitis

“The ingredients are unknown”
“My parents used it while
we were gone”

Their parents used
the ointment with unknown
ingredients on their child’s skin

“I did not think it was right”
“I was concerned so I threw it away”

They felt it was wrong
and threw away the ointment

“My mother-in-law got upset”
“She told me to do some
research online”

Their mother-in-laws
getting upset and nagging them
to do some research

․Their mother-in-laws
nagged them to do
some research on
atopic dermatitis

․The attitude of their

The view of their
mother-in-laws
and communication
with them“I already feel bad about it

and they had to point it out…”
They already felt bad as a
parent and their mother-in-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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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amily management style for overcoming atopic dermatitis 
significant statements formulated meaning theme theme cluster category

“My husband is lazy”
“He likes to stay at home
and watch TV”
“He gets bored and goes
to the internet cafe”
“My child eats junk food because
of my husband”

Lazy husbands who watch TV
and spend time at the internet
cafe, Fathers feeding junk food to
their child.

․Their husbands watched
TV or spent time at the
internet cafe and did not
care about the treatment
their child’s atopic
dermatitis.

․Frequent conflicts with
their husbands were due
to business trips, mothers’
tendency of overreacting,
and blaming on mother’s
side of the family

․They lost expectations
from their husbands and
tolerate for their child

The absence of
a role from
husbands
(fathers)

Family
management
style for
overcoming
atopic
dermatitis

“It was difficult for my husband to
take care of our child because of
his business trips”
“We would argue because
he thinks I am overreacting”
“We argued a lot because
my husband did not help much”
“My husband said our child got it
from my side of the family”
“I ask him if he wants to fight”

Husbands’ business trips, their
complaint that the mother is
overreacting, husbands accusing
that the child got the illness from
mother’s side of the family

“My husband will do what
he wants to do and I will do what
I want to do…”
“I got over it”

They gave up and do their own
things

“She was talking as if I was not doing
anything…”
“She said I did not care
for my child’s atopic dermatitis”

had to point it out, the attitude
of their mother-in-laws talking
as if they were not doing
anything. The daughter-in-laws
hiding their anger, the mothers
who cannot even talk about it
since their mother-in-law would
nag ing

mother-in-laws
talking as if they
were not doing
anything

․The
daughter-in-laws
hiding their anger

“It was really rough because I was so
angry”
“I was really upset…”
“She nags so I can not even talk about
it”
“What did you do to your child”
“My father-in-law said it was all
my fault”
“He said hurtful things”

Their father-in-laws blamed
everything on them
and said hurtful things

“What did you do to your child”
“My father-in-law said it was all
my fault”
“He said hurtful things”

Their father-in-laws blamed
everything on them
and said hurtful things

․Their father-in-laws
blaming everything on
them and saying hurtful
things.

․Their father-in-laws
using the ointment
without thinking.

Control by
their father-in-laws
and lack of
motivation

“Things blow up when my child
does not use the ointment”
“My father-in-law buys the ointment
from the pharmacy and uses it.
It makes me so frustrated”

Things blow up when
their child does not use
the ointment recommended
by their father-in-laws.
It makes them frustrated.

“Mother has to feel easy in order to
take good care of their child”
“My father-in-law does not understand
that”
“It makes me upset since I am human”

The daughter-in-laws get upset
since they are humans. When
the mother feels easy, the child
feels easy 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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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eality of facing chronic fatigue
significant statements formulated meaning theme theme cluster category

“It wakes me up when my child
scratches his/her skin”
“I don’t know the reason”
“It makes me anxious because it
keeps going…”

Mothers becoming sensitive when
their child scratches his/her skin.
They become anxious since they
do not know the reason.

․Mothers who have
children with atopic
dermatitis have anxiety
because they do not
know the reason

․Mothers who have not
slept well at night and
therefore are tired and
exhausted

․Mothers hoping that
things will get better

Anxiety over the
recurrence of
atopic dermatitis

Mothers always
tired and
exhausted

Reality of facing
chronic fatigue

“I haven’t slept well at night”
“I sleep talk because I’m too
tired…”
“I’m so exhausted”

Mothers who have not slept well
at night. Mothers who are
therefore tired and exhausted.

“That’s why I’m a mom”
“I hope things will get better
before my child grows older”

Mothers hoping that things will get
better. Confidence as a mom.

<Table 6> Hope and expectation for the child’s health

4. 논의 
이 연구는 아토피 피부염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경험

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현상학적 방법을 적용한 융합

연구이다. 참여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두 곳의

보건소 소장의 협조를 받아 중도탈락을 제외한 후 10명

을 선정하였고 최종 9명을 대상으로 Colaizzi의 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69개의 의

미있는진술이도출되었고, 21개의주제, 10개의주제군,

4개의상위범주가도출되었다. 도출된상위범주는아토

피 피부염을 현실로 받아들이기, 아토피 피부염 극복을

위한가족방식, 만성피로를경험하고있는현실, 자녀건

강에 대한 희망과 기대에 대한 경험들로 나타났다.

significant statements formulated meaning theme theme cluster category

“I don’t know anyone”
“I try to stay strong”
“I should do my best for my
child”
“Mothers have to be thorough
and meticulous when making
choices”
“I tell myself I’m doing a good
job”

Mothers who do not know
anyone and trying to stay
objective from all the information
they hear. Mothers who tell
themselves that they are doing a
good job for their child.

․Mothers who do not know
anyone and trying to stay
strong

․A lot of difficulty and
hardships that they have
overcome as a mom

․Mothers who hope that
things will get better
eventually although they
have to be patient over a
long time

Mothers who
decided to stay
strong for their
child with
atopic dermatitis
Mothers who
hope that things
will get better
eventually
although they
have to be
patient over a
long time

Hope and
expectation for
the child’s health

“It’s been rough but it feels
worthwhile”
“Because I’m a mom and I do it
as a mom”

Mothers who feel achieved from
overcoming hard times. It was
possible because they were a
mom.

“I need to be patient over such
long period of time…”
“They say it’ll get better as one
gets older so we’re going to
hang on until then”
“Because she’s a girl, I hope
she takes care of her looks and
stays positive”

Mothers who hope that things will
slowly get better although they
have to be patient over a long
time. Mothers who try until their
child gets b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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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 피부염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아토피 피부염 발생 과정에 대한 묘사

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어머니가 경험한 가족관

계(친정부모, 조부모님, 남편)를 중심으로 가족관리방식

에대한결과를제시하였으며과거현재그리고미래순

으로 어머니의 경험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아토피 피부염 자녀를 둔 어머니는 자녀

의건강상태에따라감정상태가변하였다. 이전연구에

따르면아토피피부염어머니는아이의피부상태에따라

하루 기분이 결정되었고 아이의 증상이 호전되었을 때

하늘을 나는 기분이 든다고 응답하였다[7]. 반면에 주변

의 사람들의 말과 시선 등은 어머니에게 심리적 고충을

주었다[7]. 이처럼아토피피부염이있는자녀를둔어머

니의 심리적 부담은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자녀의 피

부 상태와 주변사람들의 간섭 등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대가족 해체는 가족 관계에 문제

를만들었고가족문제를일으키는원인중하나로여성

의역할에대한위축이있다고할수있다. Kim과 Bae는

아토피 어머니에 대한 해석을 자녀의 증상 완화를 위해

헌신하는 어머니, 고통을 받는 피해자로서의 어머니, 영

웅적어머니상의모습을보이는인물로제시하였다[16].

이렇듯산업화과정에서어머니의책임은강조되었고양

육에대한 1차책임자로서그책임감은더커졌다[23]. 특

히 아토피피부염자녀를둔어머니는자녀의증상이생

활에큰비중으로자리잡기때문에증상에따른심리적

인 문제들이 나타났다[24]. 이전의 연구에서 소아청소년

과 의원을 방문한 호흡기질환 환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부담을조사한결과일반어머니에비해양육부담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5]. 학령기 아토피 피부염 아

동을대상으로환아의행동문제와부모의양육태도관계

를 조사한 결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거부․방임적 태도

를 가질수록 환아의 행동문제가 나빠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24]. 그리고 가족의 기능에 따라 청소년기 자

아존중감에도영향을미치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25].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어머니 역할로 인한 양육고충

과 부모의 양육태도들이 자녀의 일상 행동을 비롯한 건

강 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남편 참여와 관심에 대한 불

만을 표출하였고 가정간호에서도 조부모님과의 소통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Chang 등은 자녀 또는

손자/손녀의아토피피부염으로부터벗어나기위한목적

은 동일하였으나 치료와 간호의 방법에서 크고 작은 마

찰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7]. 또한 어머니들은

조부모님과의갈등을경험하면서남편의중재에대한부

재, 아내에대한낮은지지를토로하였다. 남편의지지는

조부모님과의 갈등, 고부 갈등 등은 가족관계에서 배우

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토

피피부염자녀를둔남편은개선의의지가부족한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 연구에서 아버지가 양육에 참여

했을 경우, 장애아동을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효

능감에긍정적인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다[26]. 현대

사회에서 가부장제도가 점차 사라지는 추세라고 하지만

세대간의갈등은여전히발생하고있다. 또한아내입장

에서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남편의 노력은 방패 막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족관계에 대한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내의 불편함, 자녀의 어려

움을이해하고관계개선을위한가족내기준을세울필

요가 있다.

참여자 중에서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는 경우, 남편으

로부터 가사와 육아의 책임을 강요받거나 직장 업무로

인해 자녀의 건강을 방치한다는 어머니 경험을 보였다.

그러나어머니들은직장에대한부당한대우보다는기혼

직장여성으로서버거운어려움이더크다고호소하였다.

기혼 직장여성은 취약한 고용구조에서 일과 가사 및 육

아를동시에해내야한다는부담을안고있기때문에이

로인한가족내갈등을더유발시킬수있다고보고하였

다[27]. 그리고직장을그만두고아이에게매달리는어머

니, 전적으로 아이에게 맞춰 사는 어머니의 생활을 통해

[7] 어머니의 건강과 가족의 건강행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28]. 비전업주부에 대한

어려움이있더라도부부간의소통은자녀의정서적지지

를 위한 중요한 행동이며 가족관계의 원만한 분위기와

역동적인 힘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29] 개인의 의식을

상호 전달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족 간의 소통은 가족관

계에서발생하는오해와갈등을조절하기위한필수적인

기술이다[30]. 최근 양육에 대한 양성 평등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여성의 역할, 맞벌이에 관계없이 남편의 가사

노동과대화는어머니의건강을증진시키는긍정적인효

과를 가져 온다[28]. 따라서 부부의 소통과 가족들의 표

현과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를 통해 어머니의 경험을 통한 가족관리방식

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가족관리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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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대한문제는선행연구를통해서도확인할수있었다.

아토피피부염환아의가족관리방식에대한부정적인요

인에서는유의한차이를보였으나상태관리능력, 부부간

상호성에대한긍정적인요인에서는유의한차이를보이

지 않았다[14]. 이러한 결과를 통해 아토피 가족은 아토

피피부염으로인해가족생활의어려움들이발생하는것

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가족구성원의 관리능력이

나부부의상호성등가족관리방식을개선시키고자하는

노력은 부족하였다.

참여자 자녀들의 아토피 피부염은 진행 중이다. 유병

기간이장기화될수록어머니의심리적고충은늘어날수

있고 이러한 심리적 원인들은 삶의 질의 악화로 이어질

수있다. 본 연구에서는자녀가피부를긁거나발진의원

인을알수없을때어머니는불안한모습을보였다. Son

과 Kim은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에 대한 부작용의 염려

로부모의긴장과부담에영향을줄수있는것으로나타

났다[14]. 이러한영향은효율적인치료방법에대한지연

과시간적손실, 사회경제적인낭비를가져올수있기때

문에 객관적으로 입증된 방법을 일관성 있게 이용하는

인식이 필요하다. 어머니는 앞으로 남은 시간을 자녀의

치료와관리에맞춰힘든시기를보낼수도있을것이다.

그리고 더 많은 과정을 경험하면서 인내해야 할지도 모

른다. 하지만 어머니들은 자녀의 아토피 피부염 완치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이 연구에서 자녀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흔들리지 않으려고 중심을 잡는 어

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실패와 성공을 통해 최적의 방법

을찾으려는노력을하였다. 한연구에따르면아토피피

부염자녀를둔어머니는자녀의피부개선을위해노력

하고 있지만 어머니 역할뿐만 아니라 부담감, 죄책감 등

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았으며 이는 어머니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요인으로나타났다[5]. 가려움증과치료과정,

수면의질그리고정신적스트레스등은환자의삶의질

을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아토피 가족의 삶

의 질 개선을 위한 가족 프로그램은 부족하다. 이 연구

결과를통해어머니의삶의질향상과가족간의관계회

복 등 아토피 피부염으로 인한 가족관리방식 개선에 대

한 중재가 요구된다. 따라서 어머니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지속적인가족참여치유캠프[31], 산림교육, 미

술심리상담, 지식심화교육[32]과같은새로운프로그램

을 발굴함으로써 어머니의 삶과 가족관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예방활동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한 제한점 및 후속 연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토피 피부염 치료와 관리 측면에서 가족관리방

식의경험을자세히조사해야했으나어머니를중심으로

가족간의경험을질문하였기때문에가족관리방식에대

한 구체적 자료 수집이 미흡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

서는가족관리방식의원인, 과정, 결과순으로이에대한

정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자녀의 아토피 피부염의

중증도가높을수록어머니의스트레스가높다는연구결

과가 있었다[10]. 아토피 피부염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

연구는중증도를반영하고있으며선행연구에서질환의

중증도는 가족관리방식의 문제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요

인이라고제시하였다[12,14]. 그럼에도불구하고이 연구

는 경증부터 중등도까지 모든 환자을 포함시켰다. 그 이

유는 중증도가 높은 소아 환자를 기준으로 정하였을 때,

대상자모집에어려움이있었고보건소를통해대상자를

모집하였기때문에경증에해당한환아가많았기때문이

었다.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 환아들은 호전과 악화를 반

복하고있다는점에서현재의중증도를반영하기어려웠

다. 이 연구에서는아토피피부염환아에대한정보를최

대한 제공하고자 질환 경과 상태를 제시하였다. 아토피

피부염의 관리와 치료에 대한 근원적 행위와 맥락을 명

료화시키기위해서중증도는중요한요인이므로후속연

구에서 충분히 반영되어 조사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이 연구는 아토피 피부염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경험

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현상학적 방법을 적용한 질적

연구이다. 참여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두 곳의

보건소 협조를 받아 중도탈락을 제외한 후 10명을 선정

하였고 최종 9명을 대상으로 Colaizzi의 방법론에 따라

현상학적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69개의 의미

있는 진술이 도출되었고, 21개의 주제, 10개의 주제군, 4

개의 상위 범주가 도출되었다. 도출된 상위 범주는 아토

피 피부염을 현실로 받아들이기, 아토피 피부염 극복을

위한가족방식, 만성피로를경험하고있는현실, 자녀건

강에 대한 희망과 기대에 대한 경험들이 있었다. 아토피

피부염자녀를둔어머니를대상으로가족관리방식에대

한경험을통해아토피가족의문제를확인할수있었다.

그러나 어머니들은 가족관리방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

기보다는 스스로의 감정을 억누르면서 양육과 간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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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극복하고 있었다. 하지만 자녀의 아토피 피부염이 좋

아질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은 잃지 않았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가족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노

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가족관

리방식은 환아의 건강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의 질을 좌

우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 연구 결과를 통

해확인할수있던것처럼어머니는가족의지지와이해

그리고 동기부여가 필요하였다. 그러나 가족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간호중재를 하거나 어머니를 지지하기 위한

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족관리가 체

계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있는 전문기관

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양질의 서비

스가 제공되기 위해선 지역사회 전문기관과 공공기관의

협력을 통해 환아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아동 및 가족

심리상담, 간호및양육중재프로그램, 근거중심의정보

제공 등이 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

토피피부염환자를대상으로객관적으로입증되지않는

정보나 주변 사람의 추천, 부모의 단순한 신념으로 질병

을 관리하고 치료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자녀의

아토피 피부염을 체계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는신뢰할수있는정보를중심으로가족간의논의가이

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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