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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estimate the prevalence of atopic dermatitis (AD) and its risk factors for AD 
in children living in the community. Method: Random samples of 10,236 were selected from 43 kindergarten 
(1,418) and 57 elementary (8,718) students in K city. Data from 1,079 (kindergarten children) and 7,271 
(elementary) students  were used in the final analysis. The Korean-translated modified version of the International 
Study of Asthma and Allergies in Childhood (ISSAC) questionnaire was used in this cross-sectional survey. Parents 
answered the survey questionnaire. Results: The lifetime and last 12-month prevalence of AD were 40.15%; 
30.86% in kindergarten children and 33.56%; 25.37% in elementary children. The lifetime and last 12-month 
prevalence of AD diagnosis were 40.8%; 18.68% in kindergarten children and 34.36%; 12.63% in elementary 
children. The lifetime prevalence of AD treatment was 25.93% in kindergarten children and 22.07% in elementary 
children.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risk factors for AD were age, allergic disease, age 
of house, carpets, pets. Conclusion: The study suggests that prevalence of AD has increased among children in the 
community. These data can be used to manage possible risk factors that are predictors of childhood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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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아토피 피부염은 소아에서 가장 흔한 알레르기성 질환 중 

하나로 소양감을 동반하는 만성, 재발성 피부염으로 기관지 

천식이나 식품알레르기와도 연관이 많은 질환이다. 아토피 피

부염 아동은 성장하면서 50%에서 천식으로, 75%에서는 알레

르기 비염으로 진행되어 알레르기 행진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arnetson & Rogers, 2002).

아토피 피부염은 장기간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병으로 보호

자인 부모는 많은 스트레스와 부담감을 가지고 있으며, 그 외

에도 아동의 증상에 대한 죄책감, 증상이 완화되지 않을 경우 

좌절, 절망감, 소진감 등 심리적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

(Charman & Williams, 2003). 또한 아토피 피부염 아동은 잦

은 피부손상과 소양감으로 인해 신체적 문제와 사회 심리적 

문제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소양감 때문에 수면장애를 경

험하고, 그로 인해 짜증이 심하거나 집중력이 떨어지고 늘 피

곤하여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 피부 증상이나 약물에 대

한 부작용으로 인하여 신체상 저하와 수치심 등 심리적 문제

를 경험하면서 자신감을 상실하고 내성적인 성격을 갖게 되

어 학습, 놀이, 운동 등의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로 인

해 또래관계나 학교활동에 영향 주어 정상적인 성장 발달 과

정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어(Howlett, 1999; Lapidus & Kerr, 

2001; Lewis-Jones & Finlay, 1995) 아토피 피부염 아동에 대

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아토피 피부염의 병인은 면역학적 기전과 함께, 유전적 요

인, 환경적 요인이 복잡하게 관여한다. 또한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 항원으로 식품항원과 흡입성 항원을 들 수 있는데

(Turvey, 2001), 이런 항원들이 환경과 함께 상호작용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질환의 발병 및 악화에는 환경적 요인이 

중요하며, 이러한 인자를 찾아서 제거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치료와 환자교육에 매우 중요하다. 또한 아토피 피부염 발병

과 관련된 위험인자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많으나 위험인

자에 대한 연구는 아토피 피부염 예방뿐만 아니라 치료 및 

관리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세계적으로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유병률이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그에 따라 질환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

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1995년과 2000년도에 대한 소아알레르

기 호흡기학회가 국제 소아 천식 및 알레르기질환 역학조사

(International Study of Asthma and Allergies in Childhood, 

ISAAC)와 연계하여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적국적인 역학

조사가 이루어져 아토피피부염에 대한 유병률을 발표하였는데 

초등학생은 1995년 19.7% 2000년에는 27.5%로 증가하였으며, 

유치원생은 2003년 조사에서 34.9%로 나타났다(Oh et al., 

2003). 아토피 피부염은 일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병

률이 감소하고 대부분 경한 경과를 갖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

으나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10년전과 비교하여 7세이상 연

장아의 유병률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증도 검사에서 

중증 환자 구성비가 높아졌다고 보고되고 있다(Lee, Kim & 

Pyun, 2002). 이들 결과에서 질환들의 유병률은 연령, 성별, 

지역 간에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연령군에 따

라 조사 시점 간에 각각의 알레르기 질환의 유병률에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의 증가로 1995년과 2000년 조

사 결과와는 달리 연령에 따른 아토피 피부염의 유병률에 변

화가 있을 것이라 사료되어 아토피 피부염의 유병률 변화와 

위험요인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의의 있는 일이라 여겨진다.

또한 아토피 피부염은 만성 난치성 질환이므로 유병률 감

소와 성공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의사 뿐 아니라, 아동과 가족 

모두의 능동적 참여가 필수적이며, 특히 학령전기와 학령기 

아동의 아토피 피부염 예방·관리를 위해서는 학교, 가정, 의료

기관, 유치원 및 보육시설간의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 및 관리 실행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서는 그 지역사회 아동의 아토피 피부염 유병률과 위험요인

을 조사하는 것은 향후 질병관리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연구

라고 본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일개 시의 학령전기와 학령기 아동의 

아토피 피부염 유병률을 조사하고, 고위험 인자 파악 및 분석

을 통해 향후 지역사회 아동의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조기 

발견을 통해 이들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질병악화를 

막고, 의료비용 절감과 더불어 국가적인 사회경제적 비용 부

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간호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자료

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연구대상자의 아토피 피부염 유병률을 확인한다.

• 연구대상자의 아토피 피부염 위험인자를 확인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K시에 소재하고 있는 유치원생, 초등학생을 대

상으로 아토피 피부염의 유병률과 위험요인을 조사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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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

2007년 K시 교육청에 등록된 57개 초등학교, 43개 병설유

치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초등학생의 표집수는 등록된 57개 

초등학교의 1학년에서 6학년까지 각 학년에 한 학급씩 총 6

개의 학급에 해당되는 학생수를 표본의 크기로 산정하였다. 

유치원생의 표집수는 병설유치원에 등록된 모든 학생을 표집

의 크기로 하였다. 그래서 초등학생은 48,468명 중에서 8,718

명이 표집 대상이 되었으며, 유치원생은 전체 1,418명을 표집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 기간은 2007년 10월 15일부터 11월 5일까지였으

며, 자료수집 방법은 K시 교육청 교육과 보건급식담당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후 초등학교 57개교

와 43개 병설유치원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다. 각 초등학교

와 병설유치원에 산정된 표집수에 해당되는 설문지를 각 학

교에 배부하였다. 학교에 설문지가 배부된 후 보건교사 또는 

보건담당 교사는 초등학교에서는 각 학년에 한 학급을 무작

위로 선정하여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유치원은 모

든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지 배부 시 연구이

외의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을 설명하였으며, 배

부된 설문지는 학생이 직접 가정으로 들고 가서 학부모가 직

접 설문 작성 후 다시 아동편으로 보내어 보건교사가 회수하

였다. 배부된 유치원 1,418부, 초등학교 8,718부 중에서 회수

된 설문지는 유치원 1,080부, 초등학교 7,279부 중에서 자료가 

불충분한 유치원 5부, 초등학교 8부를 제외한 유치원생 1,076

부, 초등학교생 7,271부를 최종 분석대상자로 하였다. 조사대

상자의 반응률은 유치원생 75.88%, 초등학교생 83.40%였다.

연구도구

유병률 조사를 위해 ISAAC(international study of allergy 

and asthma in childhood)의 한국버전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Lee et al., 2001), 기타 선행문헌을 근거로 위험인자 조사 도

구를 개발하였다. ISAAC은 국제 어린이 청소년 알레르기 질

환에 관한 역학 조사를 위한 활동으로 지역 대표성을 보완하

고 국제적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4년 시작되었으며 

전세계 120여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 대한 

소아 알레르기 및 호흡기 학회를 중심으로 ‘한국 어린이/청소

년 알레르기질환의 전국적 역학조사’에 관한 ISAAC의 활동을 

시작하였다.

한국버전 ISAAC의 아토피 피부염 유병률 설문 조사는 피

부발진병력, 최근 피부발진병력, 아토피 피부염진단, 최근 아

토피 피부염 진단, 아토피 피부염 치료로 구성되었다. 피부발

진 병력은 ‘댁의 자녀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가려운 피부발진

(태열, 또는 아토피 피부염이라고도 함)이 생겼다 없어졌다 하

면서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된 적이 있었습니까?’로, 최근 피

부발진병력은 ‘댁의 자녀가 지난 12개월 동안 이와 같은 피부

발진이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까?’로, 아토피 피부염 진단은 

‘댁의 자녀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진단받

은 적이 있었습니까?’로, 최근 아토피 피부염 진단은 ‘댁의 자

녀가 지난 12개월 동안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진단받은 적이 

있었습니까?’로 아토피 피부염 치료는 ‘댁의 자녀가 지금까지 

아토피 피부염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까?’로 질문하

였다.

위험인자 조사도구는 인구학적 특성(연령, 체질량지수, 가족

의 형태, 경제수준, 부모의 교육수준, 가족내 흡연자 유무), 가

족력, 주거환경, 육아 및 선호식품으로 구성되었다.

개발된 설문지는 피부과 전문의 1인, 간호학과 교수 1인의 

내적 타당도를 받았으며, 내적 타당도를 확인한 후 아토피 피

부염 아동을 둔 학부모 20명에게 예비 조사를 실시한 후 본 

조사를 시행하였다.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AS 12.0으로 분석하다. 연구대상자의 인구

학적 특성에 대하여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였으며, 유병률 산

출을 위한 분모는 대상자수로 하고 분자는 질환의 사례수로 

하여 %를 구하였다. 위험인자 분석(risk factor analysis)은 로

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각 위험인자에 대한 OR(Odds Ratio)

와 이의 95% 신뢰구간을 구하였다.

연구 결과

조사대상자의 특성

유치원에서 연령은 4세가 2.79%, 5세가 9.40%, 6세가 

21.49%, 7세가 65.95%, 8세가 0.37%로 7세가 가장 많은 분포

를 나타났으며,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는 20미만

이 93.68%, 가족의 형태는 핵가족이 85.78%, 어머니 교육수준

은 고졸이 49.95%, 가족 월평균 수입은 300만원에서 400만원 

미만이 35.04%, 가족 중의 흡연자는 아버지가 58.0%로 나타

났다. 초등학생에서 6세가 0.10%, 7세가 1.22%, 8세가 

18.91%, 9세가 15.13%, 10세가 16.31%, 11세가 15.77%, 12세

가 16.70%, 13세가 15.86%로 8세가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냈

으며, BMI는 20미만이 79.34%, 가족의 형태는 핵가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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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evalence of atopic dermatitis in pre-school aged children

 

Male Female Total

N
%

(95% CI)
N

 %

(95% CI)
N

%

(95% CI)

Itchy eczema, ever 206 40.79
(36.51,45.08) 226 39.58

(35.57,43.59) 432 40.15
(37.22,43.08)

Itchy eczema, last 12 months 142 28.12
(24.20,32.04) 190 33.27

(29.41,37.14) 332 30.86
(28.10,33.61)

Diagnosis of AD, ever 202 40.00
(35.73,44.27) 237 41.51

(37.46,45.55) 439 40.80
(37.86,43.74)

Diagnosis of AD, last 12 months  80 15.84
(12.66,19.03) 121 21.19

(17.84,24.54) 201 18.68
(16.35,21.01)

Treatment of AD, ever 130 25.74
(21.93,29.56) 149 26.09

(22.49,29.7) 279 25.93
(23.31,28.55)

AD=Atopic dermatitis

<Table 2> Prevalence of atopic dermatitis in school aged children

Male Female Total

N
%

(95% CI)
N

 %

(95% CI)
N

%

(95% CI)

Itchy eczema, ever 1100 31.57
(30.03,33.12) 1340 35.38

(33.86,36.91) 2440 33.56
(32.47,34.64)

Itchy eczema, last 12 months  830 23.82
(22.41,25.24) 1015 26.80

(25.39,28.21) 1845 25.37
(24.37,26.38)

Diagnosis of AD, ever 1130 32.43
(30.88,33.99) 1368 36.12

(34.59,37.65) 2498 34.36
(33.26,35.45)

Diagnosis of AD, last 12 months  418 12.00
(10.92,13.08)  500 13.20

(12.12,14.28)  918 12.63
(11.86,13.39)

Treatment of AD, ever  480 13.78
(12.63,14.92)  464 12.25

(11.21,13.30)  944 12.98
(12.21,13.76)

AD=Atopic dermatitis

88.03%, 어머니 교육수준은 고졸이 59.25%, 가족 월평균 수입

은 300만원에서 400만원 미만이 34.26%, 가족 중의 흡연자는 

아버지가 56.63%로 나타났다.

아토피 피부염 유병률

유치원생의 아토피 피부염 유병률은 <Table 1>과 같다.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아토피 피부염 병력은 40.15%였으며, 

최근 12개월 내에 아토피 피부염 병력은 30.86%, 태어나서 

지금까지 의사에게 아토피 피부염 진단을 받은 경우는 

40.80%, 최근 12개월내 아토피 피부염 진단을 받은 경우는 

18.68%, 지금까지 아토피 피부염 치료를 받은 경우는 25.93%

였다.

초등학생의 아토피 피부염 유병률은 <Table 2>와 같다.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아토피 피부염 병력은 33.56%였으며, 

최근 12개월 내에 아토피 피부염 병력은 25.37%, 태어나서 

지금까지 의사에게 아토피 피부염 진단을 받은 경우는 

34.36%, 최근 12개월내 아토피 피부염 진단을 받은 경우는 

12.63%, 지금까지 아토피 피부염 치료를 받은 경우는 12.98%

였다.

아토피 피부염 위험인자

 단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확인된 아토피 피부염의 

위험인자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족력, 과거력, 주거환경, 육

아 및 선호음식을 독립변수로 하고 아토피 피부염 진단여부

를 종속변수로 하여 아토피 피부염 위험인자의 단변량 로지

스틱 회귀분석을 하였다<Table 3>.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위험인자는 연령, 성별, 어머니 

교육수준, 아버지 알레르기 유무, 아버지 아토피 피부염 유무, 

어머니 알레르기 유무, 어머니 아토피 피부염 유무, 아동의 알

레르기질환 유무, 주택종류, 카페트 유무, 애완동물 유무, 바퀴

벌레 유무, 실내환경, 주위환경, 인스턴트식품섭취 정도였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아토피 피부염 위험도는 0.928배의 

위험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은 여자에 비해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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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isk factors for the prevalence of atopic dermatitis based on diagnosis in school and pre-school aged 

children

Variable Classification Odds ratio 95% CI  p

Age 0.928 0.909  0.948 <.0001
Sex Male 0.860 0.786  0.941 0.0010

Female - - - -
BMI <20 3.289 0.396 27.330 0.3588
(Body Mass Index) 20-24 3.019 0.362 25.149 0.5482

25-29 4.305 0.505 36.674 0.0807
≥30 - - - -

Family type Nuclear family 1.117 0.972  1.284 0.1191
Large family - - - -

Month income <100 0.817 0.682  0.980 0.1079
(Ten thousand won) 100-199 0.823 0.683  0.991 0.1418

200-299 0.966 0.850  1.098 0.1938
300-399 0.968 0.860  1.090 0.1403
≥400 - - - -

Level of maternal 
education

High school 1.259 1.131  1.402 0.0092
College 1.189 1.050  1.347 0.3480
University - - - -

Paternal allergy No - - -
Yes 2.575 2.322  2.856 <.0001

Paternal atopic dermatitis No - - - -
Yes 3.034 2.348  3.921 <.0001

Maternal allergy No - - - -
Yes 2.398 2.170  2.651 <.0001

Maternal atopic dermatitis No - - - -
Yes 2.349 1.829  3.018 <.0001

Passive smoker No - - - -
Yes 0.976 0.891  1.070 0.6038

Other allergic disease No - - - -
Yes 3.797 3.454  4.173 <.0001

Types of residence Apartment 2.129 1.374  3.299 <.0001
Town house 1.906 1.205  3.016 0.0106
Detached house 1.475 0.941  2.312 0.7944
Store 1.301 0.665  2.546 0.4914
Other - - - -

Building years of <1yr 1.177 0.921  1.504 0.4680
the house 1-5yr 1.193 1.066  1.335 0.0732

6-10yr 1.053 0.938  1.182 0.3044
>10yr - - - -

Carpet No - - -
Yes 1.857 1.776  1.947 0.0025

Indoor plant No - - -
Yes 1.086 0.986  1.197 0.0932

Pet No - - - -
Yes 1.816 1.700  1.951 0.0092

Cockroach No - - - -
Yes 1.853 1.730  1.996 0.0442

Indoor environment Sunny 0.734 0.605  0.891 <.0001
Not sunny 0.872 0.687  1.106 0.2448
Dry 1.059 0.845  1.327 0.0964
Wet 1.134 0.786  1.637 0.1767
Dust - - - -

Living environment Rural 1.191 0.964  1.471 0.9142
Housing complex 1.440 1.187  1.746 <.0001
Industrial area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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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isk factors for the prevalence of atopic dermatitis based on diagnosis in school and pre-school aged 

children(continued)

Variable Classification Odds ratio 95% CI  p

Delivery type Normal 0.958 0.872 1.053 0.3715
Cesarean - - - -

Milk feeding type Breast 0.915 0.815 1.028 0.4286
Artificial 0.910 0.818 1.011 0.2861
Mixed - - - -

Intake of instant food Daily 1.648 1.330 2.042 0.0064
3-4 time/wk 1.619 1.392 1.883 0.0003
1-2 time/wk 1.219 1.083 1.372 0.0115
None - - - -

<Table 4>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identifying the risk factors for atopic dermatitis

Factor Parameter estimater Standard error Pr> Chi-sq
Odds Ratio

(95% Cl)

Intercept 0.8435 0.5008 0.0921

Age -0.2427 0.0473 <.0001 0.785
(0.715,0.861)

Allergic disease(yes) 0.2356 0.1132 0.0374 1.602
(1.028,2.496)

Building years of the 
house(<1yr) -1.0837 0.4648 0.0197 0.302

(0.086,1.062)
Building years of the 
house(6-10yr) 0.7126 0.1993 0.0003 1.821

(1.149,2.886)

Carpet(yes) 0.2685 0.109 0.0138 1.584
(1.381,1.896)

Pet(yes) 0.3258 0.1565 0.0373 1.919
(1.039,3.543)

의 위험도가 0.860배 위험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교육수준는 대졸에 비해 고졸이 1.259배 위험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가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경

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 위험도가 2.57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특히 알레르기 질환 중에서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경우

가 없는 경우보다 위험도가 3.03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경우는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

다 위험도가 2.39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위험도가 2.34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동반된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보다 위험도가 3.79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의 종류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경우가 위험도가 2.129

배, 연립주택은 1.906배 위험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페

트는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가 위험도가 1.857배 높았으며, 

애완동물도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가 위험도가 1.816배 높

게 나타났다. 바퀴벌레는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가 위험도

가 1.853배 높았으며, 실내환경은 먼지가 있는 경우보다 볕이 

잘 드는 환경이 위험도가 0.734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거지역은 농촌지역에 비해 도시 내 주택 단지가 위험도가 

1.4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스턴트 식품섭취정도는 거의 

먹지 않는 경우보다 매일이 1.648배, 1주에 3-4회가 1.619배, 

1주에 1-2회가 1.219배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확인된 아토피 피부염의 

위험인자 및 위험모형 구축

단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사용된 변수를 독립변수로, 

아토피 피부염 진단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변량 로지스

틱 회귀분석에서 단계적 변수 선택법을 실시한 결과, 연령, 

아동의 알레르기질환 유무, 건축연수, 카페트 유무, 애완동물 

유무가 최종적인 위험인자로 확인되었다<Table 4>.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 아토피 피부염 위험 모

형은 E(logit of atopic dermatitis)=0.8435-0.2427*연령+0.2356*

동반알레르기(유)-1.0837*건축연수(1년 미만)+0.7126*건축연수

(6～10년)+0.2685*카페트(유)+0.3258*애완동물(유)로 구축되었다.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는데 모수=0에 대한 

Wald 검정을 시행한 결과, 유의확률이 p<0.0001로 0.05보다 

작으므로 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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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Wald test of fit indices of atopic dermatitis 

risk model

Chi-sq Freedom p-Value

51.2263 7 <0.0001

논    의

본 연구는 학령전기와 학령기 아동의 아토피 피부염의 유

병률과 위험요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은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아토피 피

부염에 대한 병력’은 33.56%, ‘지난 12개월 동안 아토피 피부

염에 대한 병력’은 25.37%, ‘아토피 피부염 진단’은 34.36%로 

모두 증가되었다. 유치원생의 경우 2003년 연구(Nam, Yoon, 

& Kim, 2005)와 본 연구를 비교하면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아토피 피부염의 병력’은 23.0%에서 40.15%로, ‘지난 12개월 

동안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병력’은 21.1%에서 30.86%로, ‘아

토피 피부염 진단’은 34.9%에서 40.80%로 증가하였다. 본 연

구가 비록 일개 시의 조사이지만 선행연구에 비해 아토피 피

부염의 유병률이나 진단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 세계적

으로 알레르기 질환의 증가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의식주

의 서구화와 산업화의 발달 등 환경적 변화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Oh 등(2003)의 연구와 본 연구 모두 진단율이 유병률에 비

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국내에서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관

심이 많이 증가되면서 의사의 진단이 다른 질환과 아토피 피

부염과 혼란을 초래하였거나 반대로 환자들 스스로 아토피 

피부염 증상을 일반습진이나 피부염 등과 혼동하여 설문에 

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

인 설문조사 또는 확인을 위한 알레르기 검사가 요구된다. 역

학 조사를 위해 의사가 직접 대상자를 보고 아토피 피부염 

진단기준인 Hanifin과 Rajka 진단 기준(Hanifin & Rajka, 

1980)을 이용하여 아토피 피부염 유병률을 조사하는 것이 유

병률 조사에 대한 민감도와 특이도가 정확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처럼 방대한 역학 조사의 경우 현실적으로 집중적으

로 진단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설문조사가 비교적 적은 비

용으로 많은 대상자들을 조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는 주관적일 수 있고 대상 집

단의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 본 연

구에서도 이점을 연구의 제한점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단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확인된 위험인

자는 연령, 성별, 어머니 교육수준, 아버지 알레르기 유무, 아

버지 아토피 피부염 유무, 어머니 알레르기 유무, 어머니 아

토피 피부염 유무, 아동의 알레르기질환 유무, 주택종류, 카페

트 유무, 애완동물 유무, 바퀴벌레 유무, 실내환경, 주위환경, 

인스턴트 식품섭취정도였다.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연령, 아동의 알레르기질환 유무, 건축연수, 카페트 유무, 애

완동물 유무가 최종적인 위험인자로 확인되었다.

아토피 피부염은 심한 소양감을 동반하는 만성, 재발성의 

피부 염증을 특징으로 하는 유전성 질환으로 일반적으로 나

이가 증가할수록 유병률은 감소하며 대부분 경한 경과를 갖

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Lee et al., 2002; Marks, Kilkenny, 

Plunkett, & Merlin, 1999; Oh et al., 2003). 본 연구에서도 연

령이 증가함에 따라 아토피 피부염의 위험도는 감소하고 있

어(OR: 0.771 p<.0001),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

다. 그러나 Tay, Kong, Khoo, Goh와 Giam(2002)의 연구에서

는 아토피 피부염이 어린 소아에 많고 나이가 들면서 유병률

이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기존의 자료들과는 다르게 나

이 어린 소아와 큰 소아에서의 유병률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Michael과 Susanne(2000)은 성인이 된 후에 

발생하는 아토피 피부염 환자가 상당히 많으며 성인에서 발

생한 아토피 피부염 환아의 경우 여성이 더욱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보고하여 최근 아토피 피부염이 연장아에서도 발

병이 증가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아토피 피부염의 유병률은 남자에 비해 여자가 더 높

게 나타나, 선행연구(Lee et al., 2002; Oh et al., 2003; Tay et 

al., 2002)와 일치를 보여 아토피 피부염은 남아보다 여아에서 

더 호발됨을 보여주었다.

사회경제적 수준도 알레르기 발병에 영향을 주는데 경제적

으로 여유가 있을수록 아동이 성장한 뒤 알레르기 질환의 위

험이 높다는 보고도 있고(Lewis & Britton, 1998), 반대로 경

제적 수준이 낮으면 환경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없어서 천식

과 알레르기 비염의 위험률이 높다는 보고도 있다(Almqvis, 

Pershagen, & Wickman, 2005).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경제상

태와 아토피 피부염은 관계가 없었으며,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고졸인 경우에 위험이 높았다(OR :1.259, p=.0092).

가족력 중에서 아버지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경우(OR : 

2.575, p<.0001), 아버지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경우(OR : 

3.3034, p<.0001) 위험도가 높았고, 어머니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경우(OR : 2.398, p<.0001)와 어머니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경우(OR : 2.349, p<.0001)에 위험도가 높았다. 또한 아

동의 동반되는 알레르기 질환이 있을 때(OR : 3.797, p<.0001) 

위험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알레르기 가족력이 소아의 아

토피 피부염에 미치는 위험도는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인자들에 비해서도 가장 높다는 보고(Nam et al., 2005: Purvis 

et al., 2005)를 지지하고 있다.

또한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아동이 아토피 피부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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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험도가 높았는데, Park, Lee, Kim, Kim과 Kim(1995)에서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환경인자의 영향을 조사한 결과 아파

트 보다 개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에서 아토피 피부염이 더 

적게 발생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단자 시험은 알레르기 질환의 원인 물질을 규명하기 위해 

시행되는 진단 방법으로 비교적 간편하고 정확하게 시행할 

수 있다(Park, Park, Kim, & Kim, 1997). 아토피 피부염의 환

자에서 적어도 한가지 항원에 대해 양성을 보이는 경우가 

70-75%로 보고되었으며, 이중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주요한 

항원은 집먼지 진드기이며, 그 외에도 곰팡이, 꽃가루, 고양이

털, 개털, 음식물, 바퀴 등의 다양한 항원들이 포함될 수 있

다. 집먼지 진드기는 기관지 천식이나 알레르기성 비염 등의 

호흡기 알레르기뿐 아니라 아토피 피부염의 발병원인으로도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Rhim, Moon, Kong, & Pyun, 

2005), 집먼지 진드기의 감작률은 고소득층, 도시 거주자, 고

밀도 인구 거주, 대가족, 외부 항원의 빈번한 노출이 있을 때 

높게 나타난다(Van Asperen, Kemp, & Mukhi, 1990). 또한 집

먼지 진드기는 실내에 햇볕이 잘 들고 통풍이 좋으면 습도가 

내려가게 되고 먼지가 방안에 쌓이기 어려우며 집먼지 진드

기가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된다. 반면 습도 70%이상의 습한 

곳에서 잘 자라는 습성이 있으며 곰팡이도 습한 장소일수록 

잘 자라게 된다(Kim, 1999). 본 연구에도 실내 환경은 위험요

인으로 확인되었으며, 볕이 잘 드는 환경이 위험도가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Hong 등(2004)의 연구에서 애완동물과 

함께 사는 것이 알레르기의 증상과 유의하게 관계됨을 보고

하여 본 연구와 일치를 보였으며, 카페트, 바퀴벌레의 유무도 

다른 아토피 질환과 마찬가지로 아토피 피부염의 위험요인으

로 확인되었다. 즉, 아토피 피부염의 악화를 막기 위하여 카

페트, 천소파, 커튼 등을 제거하고, 자주 청소를 하는 것이 집

먼지 진드기를 제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은 유전적 요인과 함께 환경적 요인

이 깊게 관여를 하는데 유전적 인자로는 피부감작 항체를 생

성하는 능력을, 환경적 인자로는 항원에 대한 노출, 식이, 공

해, 담배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Ig E 항체 검사에서는 10년 

전과 비교하여 식품 항원에 대한 특이 항체가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다(Lee et al., 2002). 본 연구에서 인스턴트 음식의 

섭취증가가 아토피 피부염의 위험 요인으로 확인됨으로써 식

품 항원이 아토피 피부염의 악화에 영향을 줌을 시사하며, 아

동들에게 인스턴트 식품의 제한과 음식물에 대한 자세한 과

거력 조사 및 알레르기 검사를 실시하여 악화인자를 조사할 

필요가 있겠다.

아토피 피부염은 조기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로 질환의 경

과를 바꿀 수 있어 이후의 천식이나 알레르기성 비염 등의 

호흡기 알레르기로 진행하는 알레르기 행진을 차단할 수 있

다(Stone, 2002). 이전의 역학조사에 비해 본 연구에서 아토피 

피부염의 유병률이 학령전기와 학령기 모두에서 증가하였으

며, 아토피 피부염이 나이가 들면 저절로 좋아진다는 자연적 

경과를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조기부터 적극적인 치료와 함

께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결과

를 바탕으로 아토피 피부염 유병률과 확인된 위험인자를 기

초자료로 활용하여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비용-효과적이며, 

과학적이고 장기적인 아토피 피부염 환자 예방 및 관리 사업

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결론 및 제언

결론

본 연구는 아토피 피부염의 유병률과 그 위험요인을 규명

하기 위하여 시도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연구대상은 2007

년 K시 교육청에 등록된 57개 초등학교, 43개 병설유치원을 

대상으로 초등학생은 1학년에서 6학년까지 각 학년의 1개 학

급씩 총 6개 학급을 무작위로 선정하였으며, 유치원생은 전수

조사를 하였다. 초등학생은 8,718명, 유치원은 1,418명이 표집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배부된 설문지는 학생이 직

접 가정으로 들고 가서 학부모가 직접 설문 작성 후 회수하

도록 하였다. 유병률은 ISAAC(international study of allergy 

and asthma in childhood)의 한국버전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Lee et al., 2001), 위험요인은 선행문헌을 근거로 문항을 구

성하였다.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초등학생 

7,271부, 유치원 1,076부였다. 자료 분석방법은 아토피 피부염 

유병률 조사는 빈도와 백분율을 사용하였으며, 로지스틱 회귀

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으로 위험요인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유치원생의 아토피 피부염 유병률은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아토피 피부염 병력은 40.15%였으며, 최근 12개월 내에 아

토피 피부염 병력은 30.86%, 태어나서 지금까지 의사에게 

아토피 피부염 진단은 40.80%, 최근 12개월 내 아토피 피

부염 진단은 18.68%, 지금까지 아토피 피부염 치료는 

25.93%로 나타났다.

• 초등학생의 아토피 피부염 유병률은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아토피 피부염 병력은 33.56%였으며, 최근 12개월 내에 아

토피 피부염 병력은 25.37%, 태어나서 지금까지 의사에게 

아토피 피부염 진단은 34.36%, 최근 12개월 내 아토피 피

부염 진단은 12.63%, 지금까지 아토피 피부염 치료는 

22.07%로 나타났다.

• 단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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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령, 성별, 어머니 교육수준, 아버지 알레르기 유무, 아

버지 아토피 피부염 유무, 어머니 알레르기 유무, 어머니 

아토피 피부염 유무, 아동의 알레르기질환 유무, 주택종류, 

카페트 유무, 애완동물 유무, 바퀴벌레 유무, 실내환경, 주

위환경, 인스턴트 식품섭취정도였다.

•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단계적 변수 선택법을 실시

한 결과, 연령, 아동의 알레르기질환 유무, 건축연수, 카페

트 유무, 애완동물 유무가 위험인자로 확인되었다 

• 아토피 피부염 위험 모형은 E(logit of atopic dermatitis)= 

0.8435-0.2427*연령+0.2356*동반알레르기(유)-1.0837*건축연

수(1년미만)+ 0 .7 1 2 6 *건축연수(6～1 0년)+ 0 .2 6 8 5 *카페트

(유)+0.3258*애완동물(유)로 구축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아토피 피부염의 위험인자를 제시하였

으며, 이를 바탕으로 아토피 피부염 발병 및 악화를 예방, 관

리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역학 

조사결과에 비해 아토피 피부염의 유병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아토피 피부염이 과거에 영아의 습진이나 태열 등

으로 대표되어 자연 경과를 기대하던 것과는 달리 성장하면

서도 지속되거나 심해지는 경향을 보여 주는 것으로 생각되

어 조기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 더

불어 간호실무적 측면에서 아동의 아토피 피부염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특성, 가족력, 과거력, 주거환경, 육아관련 

영향 요인을 사전에 파악함으로 이러한 인자를 찾아서 제거

하거나, 회피하도록 대상자 치료와 교육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제언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아동의 아토피 피부염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본 연

구에서 검증된 위험인자를 중심으로 포괄적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이를 검증하는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유치원과 초등학생을 위한 과학적이고 

장기적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관리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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