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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감사사사의의의 글글글

늦게나마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그것도 평소에 관심이 많
던 환경 쪽에 공부를 해보자 하고 입학한 용기가 얼마나 무모했는지를 절
감하면서 마지막 논문 학기를 맞이하였습니다.하지만 새로운 것을 배운다
는 것은 즐거운 것임에 틀림없었습니다.문외한을 이끌어 주시느라 교수님
들도 수고를 많이 하셨고 덕분에 나름대로 미숙하지만 공부의 재미와 환경
에 대한 생각들이 정리되어 가고 있습니다.너무나 많은 환경 문제에도 불
구하고 우리들의 노력은 왜 이렇게 미약할까를 생각하면서 저나 제 주변의
사람들에게 배우는 것,아는 것과 더불어 행동한다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일과 공부를 병행한다는 것이 어려웠지만 교수님을 비롯한 주변의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특히나 논문을 준비하면서
여러 교수님들의 도움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음을 절실히 느끼
면서,이렇게 미숙한 저를 항상 관심으로 대해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본 논
문이 완성되기까지 많은 지도와 도움을 주신 신동천 주임교수님과 바쁘신
중에도 세심한 지도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임영욱 교수님,너무 따뜻하
신 양지연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또한 노련하시면서도 따뜻하
게 이끌어주신 정용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제가 이런 훌륭
하신 분들 밑에서 지도를 받았다는 것은 너무나 행운이었습니다.인생에서
좋았던 기억으로 평생 남을 것이고 이 인연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
절합니다.제 주변의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저를 이 아름
다운 세상에 존재하게 해주시고 늦게 공부하는 저를 묵묵히 바라보며 지지
해주신 연로하신 부모님,그리고 가족,내가 공부하도록 동기 부여를 해준
친구 조경숙 교수,직장에서 물심양면으로 지지해주신 레지나 수녀님,너무
인간적이고 사람을 우선으로 배려하는 최노아 팀장님,옆에만 있어도 힘이
되는 후배 김은미 씨,최수전 씨.그리고 직장의 동료 여러분,통계의 문외



한인 제게 여러 가지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김윤남 조교님,또한 제가 사
랑하는 모든 이에게 감사의 마음을 바칩니다.그리고 마지막으로 창밖으로
보이는 장마가 지난 뒤에 파란 하늘과 싱싱하게 살아있는 초록 빛 나무들,
아름다운 꽃들을 보며 살아있는 모든 것에 감탄하며 사소한 돌 하나하나
마저 완벽한 이 자연과 더불어 내가 함께 살아가며 행복을 느낄 수 있게
창조해 주신 절대자에게도 경외를 바칩니다.

2007.07 여름에 이은영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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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 문문문 요요요 약약약

최근 환경오염으로 인한 아토피 질환의 증가에 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특히,영유아기의 발현되는 아토피 피부염 발생 또는 악화와 유해한
환경 인자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아토피 피부염을 앓
고 있는 어린이의 부모들이 아토피 피부염에 관한 내용과 주변 환경과의
관련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봄으로써 추후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미취학아동의 아토피 피부염 발생에 대한 부모들의 일반적

지식 및 환경 관련 요인들과의 관련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추후
효과적인 대응 방안 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7년 4월 한 달동안 주로 서울 한 지역(이하 A지역)8세 이하 미취

학 아동을 가진 부모들과 경기도 지역(이하 B지역)의 1개의 유아원에 다니
고 있는 8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가진 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아토피를 가
진 아동의 부모(102명)와 아토피 질환을 갖지 않은 어린이의 부모(84명)를
대상으로 기 작성된 설문지를 가지고 조사를 시행하였다.
아토피 피부염과 관련한 인식의 차이는 지역별로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는 않았으나 지역별로 대상자들의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아토
피 피부염이 있는 아동만을 대상으로 타 알레르기 질환을 함께 가지고 있
는지 질문한 결과,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68%가 타 알레르기 질환을 함께
병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자녀의 아토피 피부염 악화 요인에 대한 인
식으로는 환절기,실내 온습도 변화가 가장 높았다.자녀 중 아토피 피부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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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아동의 48%가 음식물과 관련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고 한 반면,
아토피 피부염이 없는 아동의 경우에는 4%만이 음식물에 알레르기 반응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알레르기를 경험한 음식으로는 인스턴트(과자
류 포함)(17%)가 가장 많았으며,그 다음으로는 계란,우유 등이었다.도배
후 증상의 악화나 화훼식물로 인한 증상의 완화 효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
로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으나,자녀의 아토피 피부염이 대기 또는 실내 공
기 오염 때문이라고 인식하는 부모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부모들에 비
해 도배 후 악화 경험(33%)및 화훼 식물에 의한 효과 경험(31%)이 유의
하게 높았다.자녀의 아토피 피부염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문제로는 대기
오염,환경호르몬,실내공기 순으로 인식하였다.또한 자녀의 아토피 피부
염을 완화시키기 위한 대책으로서는 대기오염 감소(39%)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이사 등의 주거환경 변화(27%)와 바른 먹거리 섭취(25%)를
선택하였다.아토피와 관련하여 정보를 얻는 주요 매체로는 인터넷이 가장
높았으며,신문은 가장 낮은 정보 제공매체로 인식하고 있었다.따라서 교
육 및 홍보 매체로서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자녀가 있는

부모를 위해서는 인터넷과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자녀의 아토피 피부염을
예방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대기오염 등
과 같은 환경 문제 감소 대책에 대한 홍보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
다.

핵심어:아토피 피부염,환경요인,실내공기오염,대기오염,알레르기 질환,
환경호르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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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서서서 론론론

과거 인간은 모든 살아있는 생물과 마찬가지로 환경의 지배하에 있었고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왔다.인류 역사 대부분의 기간에서 인간은 환경을
통제하거나 출산을 제한할 능력이 없었고,질병과 사망의 주원인은 기본적
자원의 결핍 또는 자원을 찾거나 그것을 얻기 위한 경쟁에서 비롯되는 위
험요인들이었다.이것들은 아직도 제3세계와 선진국의 빈민들에게는 건강
에 대한 주된 영향요인이다.따라서 산업화 이전에 인간의 주요 건강문제
는 영양결핍과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상․하수도 등 공중위생시설의 미비
등으로 인한 전염병의 창궐이었다(토마스 매큐언,1994).
그러나 다른 동물과는 달리 인간은 보다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

여 자연 환경을 변화시킬 줄 알았고 이것이 곧 자연에 대한 인간의 역사였
다고 할 수 있다.인간은 19세기 이후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인간이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였다.그러나
이런)도시화,산업화시대에는 과거 인류역사와는 다르게 전염성 질병이
감소하였으나 환경과 생활 습관의 변화는 비전염성 질병 증가,환경성 질
환이라는 새로운 양상의 질병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대기오염의 주요원인 물질은 오존(O3),일산화탄소(CO),아황산가스

(SO2),이산화질소((NO2),미세분진(PM10)등이며,이것으로 인한 급성 피
해 사례들로 1952년의 런던 스모그 사건,1931년의 벨기에 MeuseValley
사건,1948년의 미국 펜실바니아주 도로나(Donora)사건 등이 있으며,대기
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다.이후 많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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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지역에서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한 통제와 법률 제정 등으로 위 사례들
과 같은 높은 수준의 대기 오염 발생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대기오염으
로 인한 호흡기계 질환이나 알레르기 질환 등은 더 많은 사람에게 확산되
어 가고 만성화 되어가고 있는 경향이다.
최근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issue인 대표적 환경성 질환의 하나인 알

레르기 질환,특히 아토피 질환의 급증과 관련하여 환경요인이 유력하게
대두되고 있다.이것은 익히 알려진 산업화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인한 상
기 질환의 증가 요인이라는 것 외에 최근에는 새로 지은 아파트의 실내 공
기에서 발암물질로 알려진 포름알데히드와 톨루엔 등의 VOCs(volatile
organiccompounds)가 다량 검출돼 이들 물질에 대한 관리가 시급한 것으
로 나타났다.새로 지은 집이나 새 페인트칠을 하거나 새 가구가 있는 경
우,실내공기오염(새집증후군 포함)으로 인한 알레르기 질환과 화학물질과
민증 등으로 고통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최근에는 영유아기의 발현
되는 아토피 피부염 발생 또는 악화와 유해한 환경인자들간의 관련성에 대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어린이의 부모들이
아토피 피부염에 관한 내용과 주변 환경과의 관련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
는지에 대해서 알아봄으로써 추후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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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취학아동의 아토피 피부염 발생에 대한 부모들의 일반적 지
식 및 환경 관련 요인들과의 관련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추후 효
과적인 대응 방안 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서울 일부 지역에 소아과 병원에 내원한 환자 중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8세 이하의 어린이와 경기 지역의 한 유아원에 다니고 있는 아
동 중 아토피 피부염을 가진 아동의 부모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둘째,8세 이하의 아토피 피부염 어린이와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조건
이 유사한 건강한 어린이의 부모를 대상으로 아토피 피부염 발생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며,

셋째,8세 이하의 아토피 피부염 환자가 있는 부모와 그러하지 않은 부
모 사이의 일반적 요인 및 환경적 요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비교하고,

넷째,8세 이하의 아토피 피부염 환자 부모의 효과적인 대응 및 교육체
계를 수립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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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이이이론론론적적적 배배배경경경

대기 오염과 더불어 최근에 새로이 대두되는 환경 문제는 실내공기 오염
(indoorairpollution)이다.우리가 실내공기 오염이 건강에 어떤 역효과를
주는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실내의 환경적 요소가 질병발생에 미
치는 병리정신사회적 기전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게 되었다(Eberlyet
al).새로 지은 아파트의 실내 공기에서 발암물질로 알려진 포름알데히드와
톨루엔,VOCs(volatileorganiccompounds)이 다량 검출돼 이들 물질에 대
한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외국의 한 연구에서 (JohnL.Church
etal,2004)아동이 실내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VOCs가 아동이 주로 시간
을 보내는 장소에서의 노출에 영향을 받는다는 보고하였다.또한 다른 연
구에서는 흡연과 open-heating facility들이 아동의 혈중 Ig
E(ImmunoglobulinE)수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Wjstet
al.,1994).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어린이 학생 직장인 주부를 막론하고 실내에서 활
동하는 시간이 바깥에서보다 훨씬 길다.실내 공기는 바깥 공기보다 오염
도가 덜 해도 건강에는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따라서 이것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이러한 질병그
룹에는 실내 환경 오염물질이 쉽게 접촉할 수 있는 피부와 호흡기계의 많
이 나타난다.이러한 새집증후군(New Building Syndrome)이나 Sick
BuildingSyndrome을 일으키는 기전은 4가지 분류해볼 수 있다.(1)면역
적(immunologic),(2)감염적(infectious),(3)toxic(독성적),(4)자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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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ritant)인 면이 그것이다.(LohmannK.etal,1997)
최근에는 실내 공기 오염에 대한 관심이 ‘새집증후군’으로 대표되는 아파
트에서 다양한 실내 공간으로 확대되고 있다.실내 공기의 질은 어떤 다른
환경문제보다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실외 대기오염을 개선하는 노
력으로 환기를 통해 맑은 공기가 실내로 자주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실내공기오염의 주원인을 규명하여 이를 예방하고 따라서 이것으로
야기되는 호흡기계 질환이나 두통이나 피로,재채기,코막힘,피부질환,가
려움증 등의 화학물질 과민증(ChemicalSensitivity:CS),아토피증상 등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실내오염은 소아의 경우 위에 언급한 것
외에 집중력과 사고력 저하에 의한 학습 장애나 화를 잘 내는 등 신경질적
인 성격변화를 야기할 수도 있다(LohmannK.etal,1997).
다음으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알레르기 질환 중 다음에 특히 소아의
아토피 피부염과 실내오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알레르기(allergy)란 어떤 물질에 2차적으로 접촉 후 발생하는 신체 조직
의 병적인 과민상태를 말하는데 과민반응(hypersensitivity)이라고도 하며
1906년 clemensVonPirguet가 이런 명칭을 처음 사용하였다.이런 면역
반응의 기전은 일반적으로 4가지로 나누는데,이중 제1형 과민 반응(typeI
hypersensitivity)을 흔히 allergy라 부르고 있으며,아토피란 용어는 1923년
Coca와 Cooke에 의해 사용되었다(Coca AF etal,1923).우선 아토피
(Atopy)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자면 A genetically determined state of
hypersensitivitytoenvironmentalallergens.TypeIallergicreactionis
associatedwiththeIgE antibodyandagroupofdiseases,principally
asthma,hayfever,andatopicdermatitis(Dirckx,1997)으로 표현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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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아토피(Atopy)는 “이상한”혹은 "부적절한”이란 의미로서 그리스어의
“atopos”혹은 “strageness”에서 유래되었다.특정 식품항원이나 흡입항원
(inhalant)에 의해 알레르기가 잘 유발되는 유전적(hereditary)소인을 가지
고 있는 경우에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런
질환군을 아토피성 질환군이라 하며 아토피 피부염,알레르기성 비염,천
식,두드러기,결막염,어떤 종류의 음식알레르기 등이 이에 속한다.
알레르기성 비염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수양성 비루,비폐색,재채기 및
소양감이 주증상이며 주로 흡인성 항원에 대한 과민 반응으로 나타나고 그
외 온도나 습도 등 외부의 기후조건,비강내의 해부학적 구조 및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이 주요한 유발인자로 작용한다고 한다(임현호 등,1984).
천식은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가지 다양한 외적 자극에 대한 기관지
분지(tracheobronchialtree)의 항진된 반응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으로 기도
의 광범위한 협착을 초래하여 임상적으로 발작성 호흡곤란,기침,천명 등
의 증상을 나타내며 성인에서는 약 5%,어린이에서는 7%에서 10% 정도의
빈도를 보인다(BoderI.etal,1974).
두드러기는 흔한 질환으로 인구의 15%에서 20% 정도가 일생동안 한 번
이상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유병기간에 따라 임의적으로 6주에
서 6달을 기준으로 급성 만성으로 나누는데,급성인 경우는 대개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만성에서는 25% 미만에서만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
(Monroeetal.1975).
아토피 피부염은 일반인의 0.25%～20%에서 발생하고 그 원인은 확실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다양한 인자가 복합되어 작용한다고 추측된다(Anold
HLetal,1975).아토피 피부염은 소양증에 대한 한계치(threshold)가 낮아



- 7 -

져 있어 심한 소양감을 호소하는 매우 흔한 질환으로 임상적으로는 습진형
피부병변을 특징으로 하는 유아형으로부터 태선 병변이 주로 형성되는 성
인형까지 환자의 연령에 따라 다양한 임상 경과를 보인다.
아토피 피부염은 피부에 건조함,가려움증,부적절한 피부혈관반응(예:
혈청 IgE증가)을 나타내는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Atopicdermatitis는
적어도 2가지 조건이 있는 itchyskincondition으로 정의하였다.손발을 포
함하여 visibledermatitis가 있고 generaldryskin이 있는 경우다(Purvis
etal.,2005).아토피의 주원인인 유전적 요소,음식섭취경향,정서 심리적
요인 외에,환경과 관련한 대기오염,실내오염 등의 여러 환경적 요소를 고
려하여 살펴보고 여기에서는 아토피성 피부염과 실내오염과의 관련성을 중
점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 병원에서 아토피 진단을 받았거나 받았던 적이 있는
학령전기 아동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증상에 대한 질문은
배제하였다.한 연구에서 아토피가 있는 영유아의 경우,일반적으로 3세를
전후하여 의미 있게 감소한다고 하였고,예후는 거의 아토피의 중증도와
아토피 감작의 발현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하고 있다.또한 발현시기의
빠름은 학령기의 천식발현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Illietal,2004).
아토피와 환경과의 관련성은 외국에서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최근 우
리나라에서도 아토피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은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알
려져 있다.외국의 연구에서도 아토피가 증가하고 있거나 증가한 채로 정
체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여러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다.아토피 피부염의
유병율에 대한 연구에 대해 살펴보자면 2003년 독일에서 발표된
ISAAC(InternationalStudyofAthmaandAllergiesinChildhood)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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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2000년과 1995년을 비교할 때 아토피 피부염,천식,알레르기 비염
이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여아에서 더욱 뚜렷하다고 하였다.2006
년 스위스에서의 보고 자료도 5～7세에서 아토피 피부염이 1992년 4.6%에
서 2001년 7.6%로 증가하고 있고,여아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고 하였
다.가까운 예로 2001년 일본에 보고에 의하면 오사카 지역에서 1985년부
터 1993년까지 유병율이 증가하였지만 이후에는 별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
고하면서 유병율이 포화상태(saturationlevel)에 도달한 것 같다고 하였다.
국내의 경우에는 의사들이 직접 피부검진을 통하여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1979년에 김영환 등이 6세 이하 어린이에서 11.2%의 유병율을 보고하였고
이상진 등은 1995년 경기도 부천에서 6세 이하에서는 6.16%,초등학교에서
는 3.78%의 유병율을 보고하였다.반면에 설문조사에 의한 자료에 의하면
저자에 따라 2.4%～15.4%의 더욱 다양한 유병율을 보고하고 있다.또한
증가요인으로서 부모에서 아토피 피부염 혹은 기타 알레르기 질환은 2배
이상의 위험도를 나타낸다고 보고하고 있다(김규한,2006).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으로는 첫 번째로 유전적 소인이며 특히 모계 쪽의
유전적인 영향이 크다고 알려져 있고,둘째로 주변 환경의 변화인데 성장
환경이 깨끗해져 어릴 때 감염에 노출기회가 적어져 상대적으로 알레르기
면역질환이 증가했다는 위생가설(Hygienehypothesis),셋째는 서구화된
식습관의 변화,넷째 사회가 산업화되면서 공해의 증가와 연관되어 아토피
가 증가했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토피 피부염은 유전인자와 함께 환경적 요인이 더욱 깊게 관여하고
(RajkaG,1975),이미 알려진 유전적․정서 심리적 요인 외에도 대기 오
염,화학 물질의 건축자재로의 대량사용 등으로 인해 환경적인 요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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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각되고 있고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그 특성상 인과관계가
확실하게 밝혀지고 있지 않다.그러나 아토피의 원인 및 악화인자의 연구
를 위해서 유전적인 소인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환경적 인자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환경 요인 중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키는 인자에는 피부자극 유발물질
과 공기 중의 알레르겐,음식 미생물,그리고 스트레스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산업화된 현대사회에서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
다.
한 연구에 따르면(PuvisDJ.etal.2005),뉴질랜드 아동의 아토피 피부
염의 위험 인자에 관해 연구한 결과,개인의 아토피 피부염 병력과 가족력
은 매우 의미 있는 위험요소라고 밝히고 있다.모유수유기간 동안은 아토
피의 증가요인과 관련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으며.위생가설(thehygiene
hypothesis)은 관련이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또한 이 연구에서는 모유수유
를 권장하는 것이 아토피의 예방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위에 여
러 가지 아토피 관련 연구를 살펴본 결과 다양한 결과들이 언급되고 있지
만 어쨌든 아토피의 발생과 악화 요인이 한 가지가 아닌 다양한 요인 때문
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으며 최근에 들어와서 환경적 요인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사실인 것 같다.따라서 이아토피의 치료와
증상완화를 하기 위한 대안에도 병리적,심리적,사회적으로 다양한 각도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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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틀틀틀

본 연구는 서울 일부 지역에 소아과 병원에 내원한 환자 중 아토피 피부
염을 앓고 있는 8세 이하의 어린이와 경기 지역의 한 유아원에 다니고 있
는 어린이 중 아토피 피부염을 가진 어린이의 부모 108명을 주 대상자로
선정하였고,8세 미만의 아토피 피부염 어린이와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조건이 유사한 건강한 어린이의 부모 84명을 비교군으로 하여 아토피 피부
염 발생에 대한 일반적 인식과 이와 관련된 환경 요인에 대한 인식에 대해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 연구를 수행하였다.연구 대상자들의 설문 조사 자
료를 이용하여 8세 이하의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부모들과 그렇지 않은 어
린이의 부모들간에 아토피 피부염을 줄이기 위한 생활행동 양식에 대한 인
식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8세 이하의 아토피 피부염 아동 부모의 효과적
인 대응 및 교육 체계를 수립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그
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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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연구의 틀



- 12 -

222...조조조사사사도도도구구구

본 연구는 8세 이하 어린이의 아토피 피부염 관련하여 부모의 인식을 조
사하기 위한 도구로서 자기 기입형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설문지는 선행된 모형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연세 대학교 환경공해 연구
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학교 실내 공기질과 환경성 질환의 연관성 조사 및
예방 대책에 관한 연구(교육자원부 2007)”에서 작성한 설문지를 근거로 하
여 국내외 관련 문헌고찰을 통해 재구성하였다.
아토피 피부염과 관련된 일반적 특성에 관한 인지항목은 국내외 관련 문
헌을 바탕으로 문항을 새롭게 작성하였다.또한 최근 아토피 피부염에 연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는 실내 환경 요인에 대한 인지조
사를 위해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의 교육부 연구 설문 조사서를 이용
하였으며,본 연구 대상은 입학 전 아동이라서 초등학교 환경에 대한 문항
은 제외하고 활용하였다.본 연구의 설문지 내용은 크게 응답자의 일반적
인 특성,생활환경 특성,아토피 피부염 관련 특성 및 관련 환경요인 인지
특성의 4분야로 구분하여 총 31문항으로 구성하였다.세부적인 내용으로
는 먼저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주거환경)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 2문
항,생활 환경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 9문항,아토피 피부염과 관련
된 특성을 확인하는 15문항,부모의 아토피 피부염과 환경요인 인지에 대
한 문항,5문항,부모의 아토피 피부염과 환경요인 인지에 대한 문항,5문
항으로 작성하였다(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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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대대대상상상 및및및 조조조사사사방방방법법법

서울 지역과 부천의 한 유아원을 선택하여 작성한 설문지 200부 배포하
였다.조사기간은 2007년 4월 1일～ 2007년 4월 30일까지 1달에 걸쳐 실시
하였다.
개인 병원에 내원한 8세 이하의 소아 환자 중 아토피를 가진 아동과 그
렇지 않은 아동 모두에게 배포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설명하였고 부천의
유아원의 경우에는 하교하는 어린이에게 안내 문구와 함께 설문지를 주고
다음날 가져오도록 설명하였다.또한 일부는 서울 모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대상 연령이 되는 자녀를 가진 여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아토피 유무와 상
관없이 배포하여 설문에 답하도록 하였다.
총 200부를 설문지를 배포하여 이 중 186부를 회수하였다(회수율 93%).

444...통통통계계계분분분석석석

수집된 설문지를 통해 아토피 피부염 발생에 대한 일반적 인식과 이와
관련된 환경 요인데 대한 인식에 대해 집단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Chi-squaretest를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 분석은 통계프로그램인 SPSS10.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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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및및및 제제제안안안

111...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1)대상자의 거주 특성

조사대상 부모는 총 186명으로 자녀의 연령은 생후 3개월부터 8세까지
분포를 보였으며 이중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남아는 51명이고 여아는 51명
이었다.아토피가 없는 아동의 경우는 남아가 37명이고 여아가 47명 이었
다.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 A지역에 거주하는 136명과 부천 B지역에
거주하는 50명으로 구성되었고,아토피 피부염을 가진 아이가 A지역 73명
(52.8%),B지역 29명(60.7%)으로 모두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났다.

구분 A 지역 B지역

아토피
유 73(52.8) 29(60.7)
무 63(47.2) 21(39.3)
소계 136(100.0) 50(100.0)

표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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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상자의 생활 환경적 특성

대상자가 거주 주위환경은 90%가 주택지역,10%가 상가지역으로 나타났
다.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아동의 부모들은 A 지역에서는 57명(78%)이 도
시 내 주택지역에 거주하였고,상가지역에는 16명(22%)이 거주하였고,아
토피가 없는 경우는 56명(89%)이 주택지역이라고 답했다.B 지역에서는
25명(86%)이 도시 내 주택지역에 거주하였고,9명(14%)이 상가지역이였다.
B지역에서 아토피가 없는 아동의 부모 중 20명(95%)이 도시 내 주택지역
에 거주하였고,상가 지역이라고 답한 사람은 1명이었다.
거주형태를 살펴보면 A 지역에서 아토피가 있는 아동의 경우 아파트가
62명(85%)으로 단독주택은 6명(8%),연립은 5명(7%)보다 매우 높았다.B
지역의 경우는 연립이 14명(48%)이었고 아파트 거주자는 25명(52%)이었
다.아토피가 없는 아동 중 A 지역에서도 아파트 거주자는 54명(86%)으로
대다수를 차치하고 있었다.B지역에서는 단독주태에 3명(14%),연립주택에
7명(33%),아파트에 11명(52%)이 거주하고 있었다.
난방형태로는 전체 중 101명(74%)이 중앙난방이 되는 곳에 거주하고 있
었으며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대상자의 59%가 중앙난방이었고 없는 경우
는 더 높은 79%가 중앙난방을 하고 있었다.A 지역에서는 아토피가 있는
아동에서 보일러 난방을 하고 있는 가정이 12명(13%)이고,중앙난방은 51
명(70%)이였으며,B 지역에서는 보일러가 20명(69%)고,중앙난방은 9명
(31%)이였다.아토피가 없는 아동이 있는 가구에서는 A 지역에서 보일러
난방이 13명(21%)였고,중앙난방은 50명(79%)를 차지했다.B 지역에서는
보일러가 19명(90%)으로 중앙난방 거주자 2명(10%)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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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아토피 -유 아토피 -무
A지역 B지역 A지역 B지역

주위환경

공장지역 - - - -
도시내
주택지역 57(78) 25(86) 56(89) 20(95)
도시내
상가지역 16(78) 4(14) 7(11) 1(5)

소계 73(100) 29(100) 63(100) 21(100)

거주형태

단독주택 6(8) - 3(5) 3(14)
연립주택 5(7) 14(48) 6(10) 7(33)
아파트 62(85) 15(52) 54(86) 11(52)
소계 73(100) 29(100) 63(100) 21(100)

난방형태

보일러 30(13) 20(69) 13(21) 19(90)
연탄 - - - -

중앙난방 51(70) 9(31) 50(79) 2(10)
소계 73(100) 29(100) 63(100) 21(100)

표 2. 응답자의 일반적 거주특성                      단위: 명(%)

대상자들이 살고 있는 주택 실내환경의 특성과 관련하여서는 아토피 아
동 가정과 없는 가정의 경우 각각 건축한지 10～20년 된 주택이 51명
(50%),46명(55%)으로 50% 이상을 차치하였다.
새집/새칠 여부에서는 아토피가 있는 아동의 가정에서는 43명(42%)이 새
칠을 했다고 답했고 아니라는 답변이 59명(58%)이었다.아토피가 없는 가
정에서는 35명(42%)이 새 칠을 했다고 답했고 49명(58)이 아니라고 하였
다.
집에 양탄자나 매트가 있는 경우는 없다고 답한 가정 전체적으로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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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차지하였다.
애완동물의 경우는 보유 가구 수가 아토피 피부염과 관계없이 16명(9%)
를 차지하였고,우리나라의 경우 6가구 중 1가구는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
으로 추정(유기영,2004)되고 있다.
곰팡이의 포자도 여러 연구에서 아토피의 주요 유발인자로 알려져 있는
데 이 연구에서도 집안에 곰팡이가 확인되거나 곰팡이가 자라기 좋은 환경
인 가구 중(설문지 중 21문항 참조)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경우가 24명(24%)로 아
토피가 없는 경우 18명(21%)보다 높았지만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바닥종류에서는 아토피 피부염 아동 가구에서는 PVC 장판과 강화마루
설치 비율이 59%와 16%로 조사되었으며,아토피 환자가 없는 가구에서는
각각 65%와 8%로 조사되었다.
벽지 종류에 대한 조사에서는 아토피 환자 유무에 상관없이 종이 벽지나
텍스타일 벽지를 사용하는 가구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내 공기오염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환기에 관한 내용에서는
아토피 피부염을 가진 가구에서는 하루 1회 환기가 47명(46%)이,2-3회 환
기가 36명(35%),4회 이상 환가를 하는 가구가 9명(9%)이었다.아토피가
없는 아동의 가정에서는 하루 1회 환기가 34명(40%)이었고,2-3회 환기가
33명(39%),4회 환기가 8명(10%)이었다.
대상자의 가구 중 아토피 피부염을 가진 아동의 가정에서 80명(78%)이
화훼식물을 키우고 있었으며,아토피 없는 아동의 가구에서는 44명(52%)로
아토피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p<0.002).
화훼식물 개수에서는 3-5개의 화훼식물을 키우는 가정이 30명(29%),1-2
개가 28명(27%),6-10개가 22명(22%)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비아토피 가
정에서도 같은 순위를 나타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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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아토피 -유
(N=102)

아토피-무
(N=84) p-value

주택년도

1년이내 6(6) 3(4)

0.893
2～5년 18(18) 12(14)
5～10년 22(22) 18(21)
10～20년 51(50) 46(55)
20년이상 5(5) 5(6)

새집/새칠 예 43(42) 35(42) 0.946아니오 59(58) 49(58)
양탄자 예 30(29) 12(14) 0.023아니오 72(71) 72(86)
애완동물
유무

예 8(8) 8(10) 0.885아니오 94(92) 76(86)
곰팡이
유무

예 24(24) 18(21) 0.869아니오 78(76) 66(79)

바닥종류
장판

(PVC마루바닥 등)
60(59) 55(65)

0.308원목,카페트 외 26(25) 22(26)
강화마루 16(16) 7(8)

벽지종류
비닐재질벽지 10(10) 9(11)

0.335종이벽지,
페인트,텍스타일 92(90) 75(89)

환기횟수
0회 10(10) 9(11)

0.8981회 47(46) 34(40)
2～3회 36(35) 33(39)
4회 이상 9(9) 8(10)

화훼식물
유무

예 80(78) 44(52) 0.000아니오 22(22) 40(48)

화훼식물
종류

안 키움 22(22) 40(48)
0.0021～2개 28(27) 12(14)

3～5개 30(29) 20(24)
6～10개 22(22) 12(14)

표 3. 응답자의 거주 및 실내 환경 특성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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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상자 자녀의 아토피관련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 아동의 평균 연령을 아토피 피부염 유무와 성비로 알아본 경
우,아토피 피부염 아동의 경우 평균 남아 5세,여아 4.98세이었고,아토피
가 없는 아동의 경우는 평균 남아 4.35세,여아 4.34세이었다.
연구 대상자 자녀의 37주 이전 주수 아동은 아토피 피부염을 가진 아동
과 갖지 않은 아동 그룹에서 각각 1명씩만이 나와 통계에서 영향을 주지
않아 배제하였다.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경우 출생 시 체중 평균은 남아 3.23kg,여아
3.26kg으로 나타났고,아토피 피부염이 없는 경우는 남아 3.34kg,여아
3.23kg이었다.

구분 아토피 -유 아토피 -무 p-value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현재 나이
남 5.00 2.53 4.35 1.64 0.03
여 4.98 2.04 4.34 1.98 0.12

출생시
체중

남 3.23 0.42 3.34 0.34 0.18
여 3.26 0.43 3.23 0.34 0.67

표 4. 응답자의 8세 이하 자녀에 대한 연령과 출생 시 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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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자 자녀의 연령분포는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아동의 경우 1-2
세 21명(21%),3-4세가 20명(20%),5-6세가 34명(33%),7-8세가 27명
(26%)이었다.아토피 피부염이 없는 아동의 경우는 역시5-6세가 33명
(39%)으로 가장 많았다.

구분 아토피 -유 아토피 -무

현재 나이

1～2세 21(21) 17(20)
3～4세 20(20) 27(32)
5～6세 34(33) 33(39)
7～8세 27(26) 7(8%)
소계 102(100) 84(100)

표 5. 응답자의 8세 이하 자녀에 대한 연령 분포           단위: 명(%)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아동(102명)의 부모만을 대상으로 타 알레르기 질
환 발병과 관련하여 알레르기성 비염을 함께 가진 경우가 41명(40%)로 제
일 많았으며,그 다음이 타 질환의 병발이 없이 아토피 피부염만 가진 아
동이 33명(32%)을 차지했다.그 다음이 음식 알레르기,천식 순이었고 다
른 알레르기 질환과 병발하는 경우가 전체 69명(68%)을 차지하였다.

구분 천식 알레르기
비염

알레르기
결막염

특정음식
반응

특정약품
반응 없음

남 7 26 1 7 - 13
여 6 15 4 10 1 20
소계 13 41 5 17 1 33

표 6. 아토피 피부염과 알레르기 질환과의 발병 비교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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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응답자의 8세 미만 자녀 중 연령별 알레르기 질환 발현 비교

대상자의 환자 부모에 대한 특성 중 천명(wheezing)은 전체 아동 중 38
명이 있었고,천식진단은 아토피 피부염 아동의 경우 11%로 7%의 비아토
피 질환 아동의 경우보다 병발율이 높았다.통계상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주거환경에서 대상자의 자녀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된 생활환경이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임신 중 모성 흡연과 간접흡연에 대해 질문하였다.모성 흡
연에 대해서는 아토피 피부염을 가진 아동의 어머니 3명만이 임신 중 흡연
력이 있다고 답해 통계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적은 수여서 큰 의미는 없었
다.간접흡연의 비율 역시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아동의 가정에서는 18명
(18%),피부염이 없는 아동의 가정에서는 10명(12%)만이 자녀가 간접흡연
에 노출되어 있다고 답하였다.
모유수유는 186명중 128명(69%)의 어머니가 모유 수유를 했다고 대답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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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아토피가 있는 아동에 경우 74명(73%),아토피가 없는 아동의 경우
54명(64%)보다도 모유 수유율이 약간 높았다.영유아들의 음식과 관련된
연구에 의하면 아토피 피부염의 유전적 소인을 가진 환아 에서 어머니가
모유 수유를 장기간 시킨 경우 아토피 피부염의 발생이 감소한다고 하였다
(BusincoL,1983).특히 모유 수유기간 동안 어머니가 계란이나 우유 생선
등 알레르기를 잘 일으키는 음식을 피하면서 환아 에게 모유 수유를 한 경
우에는 현저히 아토피 피부염의 발생률이 감소했다는 보고들이 있었다(민
성희 등,2004).본 연구에서는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이는 응
답시 모유와 이유식의 혼합식에 대한 응답자를 구분하지 못함으로 인한 영
향으로 판단된다(표 7).

구분 아토피 -유(N=102) 아토피-무(N=84)
지난 12개월동안
가슴에서

소리난적 있음

유 21(21) 17(20)
무 81(79) 67(80)

천식으로
진단 유무

유 11(11) 6(7)
무 91(89) 78(93)

임심 중 흡연 유 3(3) -
무 99(97) 84(100)

실내 간접흡연
노출

유 18(18) 10(12)
무 84(82) 74(88)

모유수유 유 74(73) 54(64)
무 28(27) 30(36)

부양자
주로 돌보는 사람

부모 74(73) 60(71)
조부모/친척 17(17) 15(18)
보모등 타인 11(11) 9(11)

표 7. 응답자의 8세 미만 자녀의 보육 환경 특성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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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정서적 상태(스트레스요인)를 확인하는 내용으로 누가 아동을 양
육하는가 하는 설문에서 부모가 돌보고 있는 경우가 아토피 피부염 아동의
경우 74명(73%)로 비 아토피 소아의 경우60명(71%)과 큰 차이는 없었다.
조부모나 친척이 돌보는 경우와 가족과 관련이 없는 제 삼자가 돌보는 경
우도 각 17명(17%),11명(11%)이었고,아토피 있는 아동과 없는 아동의 두
집단간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표 7).
아토피의 발현시기를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는 남녀 합해서 출생 직후가
27명(26%),6개월에서 1년 사이(이유시기)가 36명으로 35%,2-4세가 26명
(25%)이였고 4-8세가 13명(13%)로 연령 대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이
것은 타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으며,1994년 가정의학회지
에 발표된 한 연구에 의하면 3개월에서 1세 사이가 전체의 38%,1세에서
3세가 27.8%로 3세까지의 아토피 발현 연령이 65.8%를 차지할 정도로 호
발연령이 낮음을 알 수 있다.

구분 남(N=51) 여(N=51)

아토피
피부염
발현시기

출생 직후 18(35) 9(18)

6개월～1세 16(31) 20(39)

2세～4세 9(18) 17(33)

4세～8세 8(16) 5(10)

표 8. 응답자 중 아토피 질환 자녀의 발병 시기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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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 피부염 아동에서 가족의 아토피 피부염 가족력에 대한 특성은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102명중 남녀로 구분하여 알아보았다.
가족력이 없는 경우는 남아가 11명이고 여아가 13으로 합계 24명이었으
며,아토피 피부염 아동 중 약 75%가 가족력이 있었다.
남아의 경우는 부․모가 각 17명(34%),형제 8명(16%)으로 관련성이 있
었고,여아의 경우에는 어머니 21명(42%),아버지 경우는 14명(28%)으로
나타냈다.형제에서는 10명(20%)이 관련성을 나타내 남아와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다.이번 연구에서는 남녀 전체적으로 아버지와는 31%,어머니는
38%,형제가 18%로 나타났다.최근 연구에 의하면 부모 중 한 쪽이 아토
피를 가진 경우 자녀의 50%가,부모 양측이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경우
75%의 아동이 아토피 피부염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IAsheret
al.1991).

구분 남 (N=51) 여 (N=51)

가족 중
알레르기질환

환자

부 17(34) 14(28)
모 17(34) 21(42)
형제 8(16) 10(20)
조부모 5(10) 2(4)
없음 11(22) 13(26)

표 9. 응답자 중 아토피 질환 자녀의 가족력에 대한 특성  단위: 명(%)

note:일부항목은 무응답이 있어서 계가 다를 수 있음



- 25 -

222...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아아아토토토피피피 피피피부부부염염염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인인인식식식도도도

1)일반적 생활 환경에 대한 인식도

아토피 피부염 질환 자녀 부모들이 생각하는 악화 요인과 관련하여,아
토피 증상 악화 요인 중 하나인 계절적인 영향은 겨울철이 남아 18명
(35%),여아 23명(45%)총 41명(40%)이였고,봄․여름․가을순으로 인식
하고 있었다.
아토피 피부염의 악화 요인을 좀 더 다양하게 살펴보기 위해 선행된 연
구 논문들을 이용하여 악화 요인을 12개 문항으로 세분화시켜 다답형
(multichoice)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그 결과,증상이 악화되는 환경 요
인은 환절기 날씨가 높은 비율로 악화요인이었고,실내온도의 상승․목욕
후등 순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기타 악화 요인과 관련하여서는,인스턴트음
식․특정음식을 섭취했을 때가 52명으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다음으로 이사
등의 환경변화였다.영유아 시기의 이유식으로 인한 악화도 15%가 경험하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미한 숫자이기는 하지만 엄마와의 분리경험이 자녀의 아토피 피부염
의 증상 악화를 가져왔느냐에 대한 질문에 6%가 그렇다고 대답하였다.조
정아 등(1994)의 연구에서는 유아의 정서상태가 아토피 피부염의 악화이유
가 된다고 보고되기도 하였다.
그 이외 요인으로는 합성 섬유,모직 옷을 입었을 때,애완동물을 길렀을
때,카페트 때문에 등이었고 락카칠한 인형을 가지고 놀 때라고 응답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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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도 있었다.

구분 남(N=51) 여(N=51)

증상이
악화되는
계절

봄 15(29) 14(27)
여름 12(24) 11(22)
가을 3(6) 3(6)
겨울 18(35) 23(45)
없음 3(6) -

증상이
악화되는
환경

환절기 날씨 26(51) 29(57)
실내온도의 상승 10(20) 16(31)
땀이 날 때 7(14) 14(27)
목욕 후 10(20) 7(14)

합성섬유/모직옷 6(12) 9(18)
기타(음식 등) 6(12) 6(12)
애완동물 4(8) 4(8)
카페트 2(4) 4(8)

깃털/이불/베게 2(4) 2(4)
락카칠한 인형 1(2) 3(6)

없음 3(6) -

기타 요인

이유식 3(6) 12(24)
이사 등 환경변화 10(20) 15(29)
엄마와의 분리 등

정서변화 5(10) 1(2)
기타

(인스턴트,특정 음식) 30(59) 22(43)

없음 및 무응답 3(6) 1(2)

표 10. 아토피 피부염 질환 자녀 부모가 생각하는 악화 요인에 대한 인식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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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자녀의 아토피 피부염 악화 요인에 대한 부모의 인식은 대기
또는 실내 공기오염과 같은 환경 오염에 의한 영향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계절이나 살내 온도 변화와 같은 계절적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림 3. 아토피 피부염 질환 자녀 부모가 증상 악화 요인에 대한 인식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아동과 없는 아동의 경우 특정 음식물에 알레르기
정도 차이는 전체 대상자 186명의 자녀 중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아동 102
명 중 49명(48%)이 음식물과 관련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고,아토피 피부염
이 없는 아동의 경우에는 84명중 3명(4%)이 음식물에 알레르기 반응을 경
험한 적이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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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아토피 -유 아토피 -무
알레르기
반응 유무

유 49(48) 3(4)
무 53(52) 81(96)
소계 102(100) 84(100)

표 11. 응답자의 8세 이하 자녀의 특정음식물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유무  

  단위: 명(%)

특정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 때문인가를 다답
형(multichoice)으로 질문한 결과,인스턴트․계란․우유가 압도적으로 높
았고,그 다음으로는 생선․밀․ 땅콩 등의 순이었다(그림 4).그 중 인스
턴트(과자류 포함)라고 응답한 비율이 17명(17%)로 나와 가장 높은 알레르
기 유발 원인 음식으로 나타났다.인스턴트 음식의 종류도 과자류,산폐유,
라면 등의 다양한 답변이 나왔다.이는 기존 연구(조정아 등,1994)에서 계
란(16%),우유(16%)등의 주로 단백질 식품 섭취에 의한 영향으로 보고된
것과는 다소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그 원인으로는 최근 인스턴트 식
품 섭취가 증가됨으로 인한 간접적 영향으로 추정된다.

그림 4. 응답자의 8세 미만 자녀 특정 음식 알레르기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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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환경오염과의 관련성에 대한 인식도

대상자들이 자녀의 아토피 피부염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에 대해서
는 대기오염 문제 86명(46%),실내공기오염 26명(14%)으로 인식하였다.
환경호르몬 영향에 대해서도 71명(38%)이 응답하여 일상생활에 깊숙이 파
고든 환경호르몬에 대해서 많은 수의 대상자들이 우려하고 있었다.
자녀의 아토피 피부염에 가장 문제되는 환경요인은 거주 지역에 상관없
이 대기오염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그 다음으로 중요한 환경문
제로서 대도시(A)에서는 실내공기오염을,중소도시(B)에서는 환경호르몬
문제를 꼽고 있었다.

구분
전체 (n=186) A 지역 (n=136) B지역 (n=50)

아토피-
유

아토피-
무

아토피-
유

아토피-
무

아토피-
유

아토피-
무

환경호르몬 35(34) 36(43) 24(33) 22(35) 11(38) 14(67)
대기오염 46(45) 40(48) 33(45) 34(54) 13(45) 6(29)

실내공기오염 18(18) 8(10) 13(18) 7(11) 5(17) 1(5)
수질오염 2(2) - 2(3) - - -
기타 1(1) - 1(1) - - -
소계 102(100) 84(100) 73(100)) 63(100) 29(100) 21(100)

표 12. 응답자의 아토피 피부염과 환경간의 관련성에 대한 인식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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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아동의 부모들 중 악화 요인을 환경변화라고 응답
한 부모는 그 외에 다른 악화 요인을 선택한 부모들과 마찬가지로 대기오
염(48%),환경호르몬(40%),실내공기오염(12%)순으로 환경 요인별 관련
성 인지 순서를 보이고 있었다.여러 환경 요인 중 아토피 피부염과 관련
성이 있는 환경 인자에 대한 인식은 아토피 피부염 관련 악화 경험 유무와
는 무관하게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구분
아토피 피부염 아동의 부모의 주요 악화 요인 인지

환경변화
(N=25)

정서변화
(N=6)

식품(이유식)
(N=15)

기타(인스턴트/
특정음식물)
(N=52)

환경호르몬 10(40) 2(33) 5(33) 16(31)
대기오염 12(48) 3(50) 5(33) 24(46)

실내공기오염 3(12) 1(17) 4(27) 10(19)
수질오염 - - - 2(4)
기타 - - 1(7) -

표 13. 아토피 피부염 아동의 부모의 악화 요인 인지 차이에 따른 환경 요인 인식 차이 비교 

                                                          단위: 명(%)

note:일부항목은 무응답이 있어서 계가 다를 수 있음

3)실내 환경요인에 대한 인식도

실내 환경요인의 경우 아토피 피부염을 가진 부모를 대상으로 도배 후
34명(33%)이 자녀의 아토피 피부염 증세가 악화되었다고 하였고,6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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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변화가 없다고 하였다.
아토피 피부염 아동이 있는 가정이 피부염이 없는 아동의 가정보다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하였다(p-value0.019).

구분 아토피 -유(N=102) 아토피-무(N=84)
도배 후
악화 유무

유 34(33) -
무 68(67) 84(100)

환기/화훼식물을
통한 증상완화

유 35(34) 15(18)
무 67(66) 69(82)

표 14. 연구 대상자의 실내 환경 요인 인식                단위: 명(%)

대상자들이 인식하는 환경문제 중 대기오염 문제와 실내공기 오염 문제
를 선택한 그룹에서 도배 후 자녀의 아토피 피부염 증세가 악화 되었는지
를 물었을 때 전체 64명 중 21명(33%)이 그렇다고 답했고,화훼식물을 키
움으로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답한 대상자는 20명으로 31%를 차지하였다.
실내공기 오염에서는 7명(39%)이 증세가 악화되었다고 답했고 화훼식물
의 효과에서는 4명(22%)만이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가장 우선시 되는 환경문제 해결 대안에서 대기오염(실내공기 오염 포

함)이라고 답한 40명에 대해 같은 문항을 비교한 결과 도배 후 아토피 피
부염 증상이 악화되었다라고 한 경우가 15명(38%)이였으며 화훼식물의 아
토피 피부염 증상 완화 효과에 대해서는 12명(30%)이 증상 완화에 효과가
있었고 인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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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염 환 경 가장 문제가 되는 환경문제 가장 우선 되는
환경문제대안

대기오염문제 실내공기오염 대기오염감소대책
도배 후
악화유무

예 14(30) 7(39) 15(38)
아니오 32(70) 11(61) 25(63)

화훼식물
효과유무

예 16(35) 4(22) 12(30)
아니오 30(65) 14(78) 28(70)

표 15. 연구 대상자의 실내 환경 요인 효과 인식         단위: 명(%)

4)아토피 관련 정보를 주는 주요매체

아토피와 관련하여 정보를 얻는 주요 매체로는 인터넷이 TV,의료기관
보다 높았다.신문은 가장 낮은 정보 제공매체로 인식하고 있었다.이는 인
터넷의 보급으로 우리 국민이 정보를 얻는 정보원(source)이 변하고 있음
을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따라서 교육 및 홍보 매체로서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우 선 순 위
1위 2위 3위 4위

대기오염 인터넷 TV 의료기관 신문
실내대기오염 인터넷 의료기관 TV 신문

표 16. 아토피 피부염 관련 정보를 주는 매체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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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환경요인 완화에 대한 인식도

환경문제에 대한 완화 요인에 대한 인식은 대기오염의 감소 대책,바른
먹거리(음식물)섭취,주거환경의 변화(이사 등)의 순으로 인식하였다.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자녀를 가진 부모에게서는 대기오염의 감소대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답변이 40명(39%)의 비율로 가장 높았고,그 다음이
이사 등 주거환경의 변화를 꼽은 부모가 28명(27%)를 차지하였다.
아토피 피부염이 없는 자녀의 부모의 경우에는 대기오염 감소 대책과 음
식물 섭취에서 똑같이 26명(31%)이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였고,이사 등 주
거 환경의 변화를 선택한 부모는 18명(22%)으로 아토피 질환 아동을 가진
부모에 비해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그 다음으로 약물치료도 13명(15%)으
로 응답하였으나,아토피를 가진 아동에 부모가 응답한 4명과는 달리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었다.이는 자녀들을 통해 아토피 질환을 경험하지 않
은 부모들은 막연히 약물치료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반면,아토피 피부
염을 앓는 자녀를 가진 아동의 부모는 경험을 통해 아토피 질환 치료에 있
어 약물치료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추측된다.
지역별로는 A지역(서울)에서는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아동의 부모 경우
대기오염 감소 대책이 32명(44%)으로 가장 높았고,이사 등 환경을 바꿔야
한다가 18명(25%),음식물 섭취문제 해결이 16명(22%)으로 인식하였다.
B지역(경기도)의 경우를 보자면 A지역과 다르게 바른 먹거리(음식물)섭
취가 아토피 피부염 유무와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19명(38%)으로 가장 먼
저 해결해야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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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아토피 -A지역(N=136)아토피 -B지역(N=50)
유 무 유 무

약물치료 4(5) 13(21) - -
음식물 섭취 16(22) 16(25) 9(31) 10(48)
주거환경의 변화(이사등) 18(25) 13(21) 10(34) 5(24)
대기오염감소 대책 32(44) 20(32) 8(28) 6(29)
정서적 지지 3(4) 1(2) 1(3) -
사회인식 - - 1(3) -

소계 73(100) 63(100) 29(100) 21(100)

표 17. 아토피 피부염 대한 환경요인 완화에 대한 인식      단위: 명(%)

자녀의 아토피 피부염 유무에 따라서는 해결해야 한다는 우선순위가 달
라졌는데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아동을 가진 부모에서는 이사 등 환경을
변화시켜주어야 한다는 적극적인 응답이 10명(34%)이 나왔고 다음이 바른
먹거리 섭취가 9명(31%),대기오염 감소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응답에 8명
(28%)이 답하였다.아토피 피부염이 없는 자녀의 부모들은 바른 먹거리 섭
취가 10명(48%),대기오염 감소대책이 6명(29%),이사 등 환경의 변화에
답한 경우가 5명(24%)순이었다.이 결과로 보면 자녀의 아토피 피부염 유
무에 따라서,또는 지역에 따라 해결해야 하는 환경문제에 대해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차이가 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 분석에서는 A 지역에서 아토피 질환 유무와 상관없이 가장 많은
답변이 대기오염 감소대책이었다.반면,B지역에서는 아토피 피부염를 가
진 아동의 부모들은 이사와 같은 환경의 변화를 우선으로 선택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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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 피부염이 없는 아동의 부모들은 바른 먹거리를 먹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답변을 가장 많이 했다.
B 지역의 아토피 피부염이 없는 아동의 부모들은 바른 먹거리를 먹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답변을 가장 많았던 결과는 앞서 가장 문제가 되
는 환경문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B 지역에서 환경호르몬 문제를 중
요하게 거론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아토피 유무별 아토피에 가장 효과적인 치료방법아토피 유무별 아토피에 가장 효과적인 치료방법아토피 유무별 아토피에 가장 효과적인 치료방법아토피 유무별 아토피에 가장 효과적인 치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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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감소
대책

주거환경의 변
화(이사등)

음식물 섭취 약물치료 정서적 지지 사회인식

유(n=102)

무(n=84)

그림 5. 아토피에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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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V...고고고 찰찰찰

최근 대규모 인구 조사에 의한 아토피 질환의 증가나 감소에 대한 정확
한 통계가 없으나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는 2005년에 서울지역 10개
초등학교 학생 8378명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질환의 진단 유병률을 조사한
결과 천식 7,6%,알레르기성 비염 26,4%,아토피 피부염 29,2%,식품 알레
르기 6,2% 등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고하고 있다.본 연구결과에서는 아
토피 피부염의 일반적 특성에서는 기존의 연구와 부합되는 내용이 많았다.
그럼에도 인스턴트 식품이 기존의 고전적인 아토피 유발 음식보다 아토피
피부염과 높은 관련성이 있다는 내용도 있다.그러나 대기 또는 실내 공기
오염과 아토피 피부염간의 관련성에 대한 인식도 조사에서는 유의한 결과
가 나오지 않았다.지역별 인식도에서는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환경문제에
대한 지역별 인식의 차이는 있었다.결과가 유의하지 않게 나왔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오히려 개연성이 있다는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으며 더 많은 모집단을 설정하고 더 정확한 설문 도구를 개발하여
연구를 시행한다면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지리라는 것이 본 연구자의 생
각이다.
기존의 아토피 질환 관련 연구에서 아토피 질환을 야기하거나 악화시키
는 원인 물질 특히 식품 분야에서 항상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우유나
계란 등의 단백질 물질이었던 것과는 달리 이번 연구에서는 인스턴트 음식
등 화학 가공 처리된 식품 때문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근소한 차이지만
계란이나 우유보다 높게 나왔다는 것이다.인스턴트 음식의 종류는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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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많아 세세한 내용으로 정리하여 연구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고전적
으로 항상 언급되어왔던 기존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과는 차별화되어 인스
턴트 음식과 아토피 피부염 악화간에 상세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
다.이 결과는 아토피 피부염을 완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서 대기오염 문
제 해결만큼이나 바른 먹거리(음식물)섭취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과 연계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아토피 피부염에서는 천식과는 다르게 대기오염
(실내공기 오염 포함)과 음식물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 연구는 어린이의 아토피 피부염과 환경을 포함한 여러 요인과의 관련
성에 대해 부모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연구이다.따라서
설문 응답자의 주관적인 답변에 의존하였으므로 여러 가지 bias에 의해 간
섭받았음을 배제하지 않는다.또한 질문의 내용에 대해 대상자들이 정확히
답변을 했는지에 대한 검증도 어렵다는 점이 있었다.또한 대상자의 선택
에도 어려움이 있어 대도시(A)지역에서는 많은 수의 대상자가 개인병원
에 내원한 소아과 환자의 부모였고,중소도시(B)에서는 유아원에 다니는
아동들의 부모가 거의 주대상자들이었다.설문 응답자의 선정에 있어서 다
소 집단간의 기본 특성의 차이에 따른 연구 결과의 bias가 있을 수 있다는
연구의 제한점이 있다.
최근 아토피 피부염을 포함한 알레르기 질환의 증가는 인류가 인류 안녕
과 행복을 위해서 추구한 것들이 독이 되어 돌아오고 있는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늘날 질병에 대한 사회적,심리적,행동과학
적 측면을 모두 포괄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의학적 접근방법에 대한 필
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다. 그 결과 생물학적(biological), 정신적
(psychological),사회적(social)측면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통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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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방법(holisticapproach)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OkenD,
1984)아토피 피부염에 치료 방향을 설정할 경우에도 이런 접근방식이 옳
다고 생각된다.본 연구자는 여기에 환경적(environmental)이라는 말도 추
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최근의 아토피 피부염을 포함한 알레르기 질환의
급격한 증가세에서 보듯이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바뀔수록 환경성 질환은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며 이것은 개인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서구 산업사회에서 산업화의 결과로 야기된
대기오염,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오염물질의 배출이 거의 없는 아프리카나
저개발 국가가 대안을 마련할 경제력이나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의학과 과학 기술의 발달로 질
병의 원인과 진행정도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고 미래에는 더욱 그러할
것이고 인간의 게놈(genome)해독 등은 유전자 복제나 치환을 통한 근본적
인 치료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예측까지도 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이런 과학과 의학의 놀라울 만한 발전이 인간 질병의 근본적 치료라는 이
상에 도달할 수 있을까?인간은 한 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복잡한 유기체
이며 정신,육체의 각 기관이 상호작용을 하는 복잡한 생명체라는 것이다.
수십억의 인류가 각각 다른 유전자를 가진 존재이며 다르게 사고하는 개별
적 특성을 가진 존재인 것이다.이들에게 주어지는 외부적 자극 또한 다르
겠지만 받아들이는 수용 정도 또한 다를 것이고 체내에서 질병화시키는 역
치가 다를 것이다.이런 개별적이며 통합적 존재임을 인정한 후에 인간에
게 공통으로 대규모의 피해를 주는 사회.환경적 문제들을 개인과 나라 세
계가 공통으로 노력하여 해결함으로써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사회를 만들
어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세계의 안녕이라는 이상을 향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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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갈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시각에서 살펴보자면,산업화이후로 발생한 환경오염에 대한 원
인들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밝혀지고 있지만 그 많은 연구결과에도 불구
하고 우리는 그 원인을 제거하는 데는 적극적이 아니다.특히 최근에 대기
오염은 지구온난화를 주범이라고 알려지고 있어 전 세계적인 접근이 적극
적으로 모색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국가 간의 이해관계 등 여러 가
지 이유로 소극적이라고 할 수 있다.개인적으로는 이미 환경오염으로 인
한 아토피 피부염 등 환경성 질병의 증가 등으로 개인의 건강이나 삶의 질
측면에서는 많은 위협을 받고 있다.최근의 환경오염은 예전의 개인의 유
전적 특질이나 국지적으로 발생했던 양상에서 이제는 그러한 양태와 더불
어 지구온난화 현상과 같이 전 인류적 재앙이 되는 양상으로 변해 가고
있다.이는 개인이나 가정의 노력만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가 없다는 의미
이기도 하다.개인적 또는 가정,지역 사회적 노력과 더불어 범정부적,범
세계적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것도 아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다.중국의 대기오염이나 황사현상이 중국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 세계의 문제가 되는 상황인 것이다.
본 연구자가 이번 연구를 통해서 느끼고 말하고 싶은 것은 아토피 피부
염과 같은 알레르기 질환의 경우에는 개인의 유전적 소인이나 높은 가족력
등의 것과 더불어 환경적 요인이 중요 인자로 부각되고 관련 연구들이 나
오는 시점에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사회와 정부차
원에서 더 나아가 국제적인 협조체제 아래에서 대기오염 감소를 포함한 환
경공해를 줄이는 노력을 하는 것이 아토피 질한 외,호흡기계 질환,알레르
기 질환,또 심혈 관계 질환의 감소 등 모든 환경성 질환에 발현을 예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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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증상의 완화나 호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이것은 당장의 가시적
효과는 미미하지만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는 전체적인 가
치로는 말할 수 없이 클 것이며 공리적 차원에서 인류에 대한 최대 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세계가 과학과 산업화의 발달로 인해 점점 가까
워지면서 이제는 먼 나라의 일이라고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을 수많은
없게 되었다.나비의 단순한 날갯짓이 날씨를 변화시킨다는 이론인 ‘나비
효과(ButterflyEffect)’라는 용어가 있다.이 용어는 날씨 외에 경제,환경
등에 인류의 여러 문제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이토록 세상은 더 밀접
해지고 마치 인체와 같은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한 개인으로서의 자각 뿐 아니라 눈을 들어 멀
리 바라보며 근본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개인은 주변의 환경부터 깨끗이 하고 오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
을 기울여야 하고 정부는 거시적 시야로 국민들에게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바른 방법을 홍보하고 비젼을 제시하며,기후협약,사막화 방지협약 등의
국제적 환경문제 해결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변화를 이끌어냄으로
서 국민들의 건강의 질 나아가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해야 한다
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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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결결결 론론론

본 연구는 미취학아동의 아토피 피부염 발생에 대한 부모들의 일반적 지
식 및 환경 관련 요인들과의 관련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추후 효
과적인 대응 방안 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7년 4월 한 달동안 주로 서울 한 지역(이하 A지역)8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가진 부모들과 경기도 지역(이하 B지역)의 1개의 유아원에 다니고
있는 8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가진 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아토피를 가진
아동의 부모(102명)와 아토피 질환을 갖지 않은 어린이의 부모(84명)를 대
상으로 기 작성된 설문지를 가지고 조사를 시행하였다.
아토피 피부염과 관련한 인식의 차이는 지역별로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는 않았으나 지역별로 대상자들의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아동만을 대상으로 타 알레르기 질환을 함께 가지
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68%가 타 알레르기 질환을
함께 병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녀의 아토피 피부염 악화 요인에 대한 인식으로는 환절기,실내 온습
도 변화가 가장 높았다.자녀 중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아동의 48%가 음
식물과 관련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고 한 반면,아토피 피부염이 없는 아동
의 경우에는 4%만이 음식물에 알레르기 반응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
다.알레르기를 경험한 음식으로는 인스턴트(과자류 포함)(17%)가 가장 많
았으며,그 다음으로는 계란,우유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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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배 후 증상의 악화나 화훼식물로 인한 증상의 완화 효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으나,자녀의 아토피 피부염이 대기 또는
실내 공기 오염 때문이라고 인식하는 부모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부모
들에 비해 도배 후 악화 경험(33%)및 화훼 식물에 의한 효과 경험(31%)
이 유의하게 높았다.
자녀의 아토피 피부염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문제로는 대기오염,환경호
르몬,실내공기 순으로 인식하였다.또한 자녀의 아토피 피부염을 완화시키
기 위한 대책으로서는 대기오염 감소(39%)가 가장 많았으며,그 다음으로
는 이사 등의 주거환경 변화(27%)와 바른 먹거리 섭취(25%)를 선택하였
다.
아토피와 관련하여 정보를 얻는 주요 매체로는 인터넷이 가장 높았으며,
신문은 가장 낮은 정보 제공매체로 인식하고 있었다.따라서 교육 및 홍보
매체로서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자녀가 있는
부모를 위해서는 인터넷과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자녀의 아토피 피부염을
예방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대기오염 등
과 같은 환경 문제 감소 대책에 대한 홍보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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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youngLee
Dept.ofenvironmentalhealth
GraduateSchoolofPublicHealth
YonseiUniversity

(DirectedbyProfessorShin,DongChun,MD,Ph.D)

Manycurrentstudiesshow thatthenumberofpatientswithatopic
dermatitis has substantially increased butis remaining stagnantin
foreigncountries.
InKorea,however,reportsshow thatthenumberofpatientswith
atopicdermatitisisstillcontinuingtoincrease.Inadditiontoknown
geneticandpsychologicalfactors,environmentalelementssuchasair
pollution and widespread useofchemicalsin construction arebeing
recognized as prevalentcauses ofatopic dermatitis.Even with the
advancesinthisparticularfield,thevariouscausesandeffectsofthis
diseasehavenotyetbeenclearly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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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hisresearch,parentswithpreschoolerswereinquiredabouttheir
generalunderstandingofatopicdermatitisinrelationtoenvironmental
causesinordertoprovideresourcesforplanningofeffectivesolutions
inthenearfuture.
DuringAprilof2007,tworegionswereselected:Seoul(AreaA)and
Kyonggi-do(AreaB).From theseareas,186parentswithchildrenless
than8yearsoldwith(102parents)andwithout(84parents)atopic
dermatitisweresurveyedwithapre-organizedquestionnaire.
Although there were no significant regional differences in the
parents’knowledge about atopic dermatitis,there stillexisted slight
differencesinthought.
Afterinvestigatingwhetherthechildrenwithatopicdermatitishave
otherallergies,datagatheredshowedthat68% ofthosechildrendid
haveotherallergiesontopoftheiratopicdermatitis.
Parents also reported that their children’s atopic dermatitis was
worsenedthemostbyvariousseasonalchangessuchasfluctuationsin
indoortemperaturesandhumiditylevels.48% ofchildrenwithatopic
dermatitishadfoodallergies,butonly 4% ofchildrenwithoutatopic
dermatitis had experienced food allergies. Instant foods (cookies
included) (17%) were responsible for the most allergic reactions,
followedeggsandmilk.
Many parentsofchildren with atopicdermatitisdenied reportsof
theirchildren’ssymptomsworseningafterwall-paperingandthose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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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irchildren’ssymptomsimprovingafterplantingtreesandflowering
plantsintheirhomes.Ontheotherhand,parentswhoassumeindoor
and outdoorairpollution to bethecauseoftheirchildren’s atopic
dermatitis believed the opposite, that symptoms worsen after
wall-papering (33%)and improveafterplanting trees and flowering
plantsintheirhomes(31%).
Asenvironmentalcausesoftheirchildren’ssymptoms,parentslisted
airpollution,environmentalhormones,andpoorindoorairquality as
possibilities.Theyalsoproposedplansthatwouldbenefittheirchildren’s
conditions such as restrictions on airpollution (39%),moving into
differentareas(27%),anddevelopingcorrecteatinghabits(25%).
In gathering information aboutatopic dermatitis,parents used the
Internetthe mostand newspapers the least.Consequently,parents
shouldbeencouragedtousetheInternettobettereducatethemselves
andgainpublicinformationthroughmediasources.
Looking attheresultsofthisresearch,itisnecessary toprovide
accurate information aboutthe prevention and alleviation ofatopic
dermatitisandpresentplanstoresolveenvironmentalcrisessuchasair
pollutiontoparentsofchildrenwithatopicdermatitisthroughvarious
Internetmediasources.

Key words:atopicdermatitis,environmentalfactors,indoorair
pollution,outdoorairpollution,aller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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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 아토피 아토피 아토피 증상이 증상이 증상이 증상이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아동에 아동에 아동에 아동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설문조사설문조사설문조사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저는 여의도성모 병원에 재직하며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환
경보건학과 5학기에 다니고 있는 이은영이라고 합니다.이 설문의 목적은 아
토피질환을 가진 학령전기 아동의 질환의 원인과 진행상태,부모님의인식정도,
그리고 대처 방안 등에 대해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환경적 요인(실내공기 오
염)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조사대상자는 학교에 들어가기 전인 학령
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에 응답내용은 연구 목적 외에는 사용하
지 않을 것이며 5-10분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설문에 응해 주심에 감
사를 드리며 답변 하나하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답변
중 궁금하신 것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2-3779-xxxx, 휴대폰
:010-9198-x)xxx이 은 영에게 연락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녀의 생년월일을 주어진 공간에 맞게 기록하여 주십시오.(연령 확인)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은 □ 빈칸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만약 실수로 잘못 표시하였다면 고치셔도 됩니다.
별다른 안내가 없으면 한 칸에만 표시하여 주십시오.
해당되는 질문에 빠짐없이 표시하여 주십시오!(아닌것은 "아니오"에 꼭 표시하
여 주십시오!)

생년월일: 년 월 일
성별: 남아 □ 여아 □

♦ 다음의 질문에는 모든 분이 같이 대답하여 주십시오.
주소 시.도 군.구 동.면 (지역의 대기오염도와 관련

된 정보)
1-a.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몇 년 거주하였습니까?

□ 1년 □ 2년 □ 3년 □4년 이상
b.이사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예 □ 아니오

c.이사하기 전에 살던 주택에는 몇 년 거주하였습니까?
□ 1년 □ 2년 □ 3년 □ 4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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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학기 전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였다면 과거 살던 집의 주소를 써주세요.
주소 시.도 군.구 동.면(그 지역대기오염도와 관련하여)

2.사는 집은 어디에 속합니까?(해당사항 모두에 표시해 주세요)

거주형태: □단독주택 □ 연립주택 □ 아파트
거주층 : □지상 □지하 □반지하
난방형태: □보일러(기름 가스 또는 연탄) □아궁이(연탄) □중앙

난방
주위환경: □농촌지역 □공장지역 □도시 내 주택지역 □도시

내 상가지역
3.댁의 자녀는 미숙아(예정일보다 3주 이상 빨리 출생한 경우)로 태어났습니까?

□예 □ 아니오
"예"라고 답하셨다면,임신 몇 주 만에 태어났습니까?( )주
4.댁의 자녀의 출생시 체중은 얼마였습니까?( )KG,

5.댁의 자녀에게 모유수유를 시행하였습니까?

□예 □ 아니오
6.아기를 주로 돌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부모 □조부모 □친척 □보모등 타인
♦질문 7,8,9,10번은 아토피질환 환아를 가진 부모만 답변해 주세요.

7.아토피 질환이 나타나기 시작한 나이는 몇 세부터 였습니까?

□출생 직후 □6개월-1세 □2-4세 □4세-7세 □없슴
8.환자의아토피질환과 관련 증상이 악화된 경우는 언제였습니까?
□이유식 □이사 등 환경변화 □엄마와의 분리 등 정서변화 □기

타(인스턴트)
9.가족중누가아토피질환,천식,알러지비염,두드러기,결막염,특정음식등의알러지질
환을 앓고 있는지 표시해주세요.(있는 대로)
□부 □모 □ 형제(대상자) □조부모 □없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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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댁의자녀가 아토피질환외 가지고있는 알러지 질환에 대해 표시해주세요(있
는대로)
□천식 □알러지성 비염 □알러지성 결막염 □ 특정음식에 반

응
□특정 약품에 반응

11a.댁의 자녀가 특정 음식에 알레르기 증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12a.예라면 어떤 음식에 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까?
□계란 □우유 □ 콩 □ 땅콩 □ 새우 □ 생선 □밀 □메밀
□ 쇠고기 □돼지고기 □ 사과 □토마토 □ 기타 ( )

11b.댁의 자녀가 지금까지 지난12개월동안숨쉴때가슴에서쌕쌕거리는소리나휘
파람소리가 난적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12b.댁의 자녀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천식"이라고 진단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예 □ 아니오

13.엄마가임신중흡연력이있습니까?
□예 □ 아니오

14.댁의 자녀가 실내에서 간접흡연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15.대상아동은 어떤 계절에 아토피 증상이 악화되는 경험을 하였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슴

♦질문 16번은 아토피질환 환아를 가진 부모만 답변해 주세요.
16.아래 보기 중 아토피 증상을 악화시키는 경우입니다.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실내온도의 상승 □ 환절기 날씨 □목욕 후 □ 땀이 날때
□합성섬유나 모직 옷을 입었을 때 □ 애완동물을 키웠을 때
□카페트를 깔았을 때 □깃털 이불이나 벼게를 사용

할 때
□락카칠한 인형을 가지고 놀 때
□특정약품을 복용했을 때 □기타 ( ) □없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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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새집입주나 6개월 내 도배나 페인트칠등 집수리를 하거나 새 가구 등 들여
놓은 적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질문 18번은 아토피질환 환아를 가진 부모만 답변해 주세요.
18.도배나 페인트칠,새 가구 장만 후 6개월 내에 대상아동의 아토피증상이 악
화되는 경험을 하였습니까?
□예 □ 아니오

19.댁의 가정 내 양탄자나 매트가 있었습니까?
□예 □ 아니오

20.댁의 실내에서 애완동물을 키웠거나 현재 키우고 계십니까?
□예 □ 아니오

21.댁의 가정 내 벽이나 천장에 습기 찬 얼룩이나 곰팡이가 있었습니까?
□예 □ 아니오

22.댁의 가정 내 바닥 종류는 어떠합니까?
□장판(PVC마루바닥 등) □ 그외 원목,카페트 □ 강화마루

23.댁의 벽지 종류는 어떠합니까?
□ 비닐재질벽지 □ 그 외 종이벽지,페인트,텍스타일

24.현재 거주하고 계신 곳(주택,건물,아파트)등은 건축한지 얼마정도 되었습니
까?
□1년 이내 □ 2-5년 □ 5-10년 □ 10-20년 □ 20년 이상

25.자녀 방을 포함한 귀 댁의 환기 횟수는 ?
□하지 않는다 □1회 □ 2-3회 □ 그 이상

26.댁의 가정 내에서 화훼식물을 키우고 계십니까?
□예 □ 아니오

27.화훼식물을 키운다면 몇 종류(개)를 키우고 계십니까?
□안 키운다 □1-2개 □3-5개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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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8번은 아토피질환 환아를 가진 부모만 답변해 주세요.

28.화훼식물을 키우는 것이 대상 아동의 아토피 증상완화에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 아니오

29.대상 아동의 부모님들은 아토피 질환에 관한 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얻습니까?

□신문 □텔레비젼 □인터넷 □ 의료기관 □없슴
30.부모님들이 생각하기에 최근에 아토피질환을 유발시키는 환경인자중 가장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호르몬 □대기오염 □실내공기오염 □수질오염 □기타 (

인스탄트,가공식품)
31.부모님이생각하시기에아토피질환을치료하기위하여어떤방법이가장중요하다
고 생각하는지 표시해 주세요.

□약물치료 □음식물 섭취 □주거환경의 변화(이사 등)

□대기오염감소 대책 □정서적 지지 □사회인식
이상입니다.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서 설문에 응해 주심에 감사드립
니다.
다시 한 번 이 설문지는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차 례
	국문요약
	Ⅰ.서 론
	Ⅱ.이론적 배경
	Ⅲ.연구내용 및 방법
	1.연구의 틀
	2.조사도구
	3.조사대상 및 방법
	4.통계분석

	Ⅳ.연구결과 및 제안
	1.연구결과
	1.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대상자의 거주특성
	2)대상자의 생활환경적 특성
	3)대상자 자녀의 아토피 관련 일반적 특성

	2.대상자의 아토피 질환에 대한 인식도
	1)일반적 생활환경에 대한 인식도
	2)환경오염과의 관련성에 대한 인식도
	3)실내 환경요인에 대한 인식도
	4)아토피 관련 정보를 주는 주요매체
	5)환경요인 완화에 대한 인식도


	Ⅴ.고 찰
	VI.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