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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모집된 유·소아기 아토피피부염 

환아의 삶의 질과 경제적 비용 부담에 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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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urden of Atopic Dermatitis on Children and Their Families : 

Quality of Life and Financial Impact in Seoul Area 

Seung-Min Yu·In-Hwa Choi

  Objective : Atopic dermatitis (AD) in children may profoundly affect the quality of life (QOL), and also 

cause financial burden, to the families of those suffering from this ailment. The aim of our study was to 

examine the quality of life and the financial burden of atopic dermatitis in children and their families to 

evaluate this relationship with the degree of AD.

  Methods : 37 infant and child atopic dermatitis patients were included and evaluated using the SCORing 

of Atopic Dermatitis (SCORAD) Index and Eczema Area and Severity Index (EASI). Patients and carers were 

asked to fill in the questionnaires about their quality of life and financial costs during the past year. Data 

about sleep disturbance and pruritus were also obtained. Pearson's correlation was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Results : 1. The mean score of Children's Dermatology Life Quality Index (CDLQI) was 10.52±4.82, 

Infants' Dermatologic Quality of Life (IDQOL) was 8.21±3.95.

          2. The mean score of Family Dermatology Life Quality Index (FDLQI) was 13.30±5.72, 

Dermatitis Family Impact (DFI) was 12.5±4.98. 

          3. By analyzing the questionnaire, the monthly average cost was determined to be 730,800 won 

for each patient : the direct cost was 283,500 won, and the indirect cost was 447,300 won.

          4. By analyzing the correlation between the severity of AD and QOL, subjective SCORAD were 

significantly and positively correlated with QOL(IDQOL, FDLQI, DFI, CDLQI). 

          5. By analyzing the correlation between the severity of AD and any economic impact, EASI 

were significantly and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direct cost.

  Conclusion : The above results show that the QOL of the patients and carers is significantly related to 

their disease severity. Atopic dermatitis patients pay an average of 730,800 won a month, and the 

economic impact on the patients is significantly related to their disease severity. The CDLQI, IDQOL, 

FDLQI and DFImay potentially be of value to help in the appropriate management of AD and can be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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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n added measurement in clinical trials involving AD management.

Key words : Atopic Dermatitis, SCORAD Index, EASI, Quality of life, CDLQI, IDQOL FDLQI, DFI, Financial 

Burden

1. 서  론

  아토피피부염은 피부에 발생하는 만성 알레르기 

염증성 질환으로 최근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30년 

전과 비교하여 유병률이 2-3배 정도로 증가하였다
1)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

학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토피피부염을 진단

받은 초등학생의 수가 1995년의 13.7%에 비해 

2005년에는 29.2%로 증가하였고 중증 환자의 비

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
.

  아토피피부염은 만성적으로 지속되고 자주 재발

한다는 점에서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 보호자에게

까지 커다란 부담이 된다. 특히, 아토피피부염 아

동은 잦은 피부손상과 소양감으로 인해 신체적 문

제와 사회 심리적 문제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피부 증상이나 약물에 한 부작용으로 인하여 신

체상 저하와 수치심 등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면서 

자신감을 상실하고 내성적인 성격을 갖게 되어 학

습, 놀이, 운동 등의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

로 인해 또래관계나 학교활동에 영향을 주어 성장 

발달 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3-5)
. 

  한편, 아토피피부염은 장기간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피부질환이라는 점에서 치료와 관련된 비

용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미 여러 

다른 나라에서 시행한 연구들에서 아토피피부염은 

경제적인 면에서 개인적, 사회적으로 상당한 부담

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6-11)
. 그러나 직

접 비용보다 오히려 큰 비중을 차지해온 간접비용

에 한 조사는 많지 않다9-11)
. 또한, 부분의 연

구가 전체 연령을 상으로 진행되거나 성인 연령

에 치우친 경향이 있어서9-13)
 유병률이 높은 소아

연령에 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른 연령에 비해 유병률이 

높고 환아의 가족의 삶에도 미치는 영향이 상 적

으로 클 것으로 여겨지는 유소아기 아토피피부염 

환아를 상으로 아토피피부염이 환아 및 보호자

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적 부담에 해 

조사하였다. 또한, 아토피피부염의 중증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들의 상관

관계를 평가하였다.

2.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2009년 5월 1일부터 2010년 6월 31일까지 포스

터, 경희 학교 동서신의학병원 병원홈페이지 및 

인터넷 신문을 통해 상자를 모집한 후, 다음 기

준을 만족하는지를 판정하였다. 

  ① 선정기준

   ㉮ Hanifin과 Rajka
14)의 진단 기준에 부합하는 

자

   ㉯ 만 16세 미만의 환아 및 그 보호자. 단, 만 

2세 이상의 환아는 1년 이상의 유병기간을 

가져야 함. 

  ② 배제기준

   ㉮ 아토피피부염 이외의 다른 만성적인 피부 

질환, 만성 질환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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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학적으로 심각한 다른 질병을 가졌거나 

규칙적인 약물 복용이 필요한 질환이 있는 

자

   ㉰ 충분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보호자 및 독

해 능력이 부족한 보호자

  이상의 기준을 만족하는 아토피피부염 환아 및 

보호자를 상자로 선정하였다.

2) 연구방법

  ①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단일기관, 설문 면접 조사로 설계되

었다. 지원자가 피험자로 적합하고 자발적으로 서

면 동의를 한 경우 병변 진찰 및 설문 면접 조사

가 진행되었다. 피험자 및 보호자에게 연구에 관하

여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았고 경희 학교 

동서신의학병원 임상시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심의를 통과한 후 진행되었다.

  ② 아토피피부염의 중증도 평가

   ㉮ 객관적 증상 

    • Objective SCORAD (SCORing of Atopic 

Dermatitis) Index 측정

      Objective SCORAD index를 이용하여 객

관적인 중증도를 평가한다. SCORAD 

index는 직접 환아의 상태를 시진 한 후 

병변의 면적, 증상의 중증도(홍반, 부종, 삼

출/가피, 찰상, 태선화, 건조 증상에 한 

등급을 합함)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Objective SCORAD index 점수에 따라 

경증(mild<15), 중등증(moderate, 15~40), 

중증(severe>40)의 3군으로 환아를 분류하

였다15)
. 

    • EASI Index (Eczema Area and Severity 

Index)  

      두부 10%, 상지 20%, 체간 30%, 하지 

40%의 비율로 각 부위의 증상(홍반, 구진, 

찰상, 태선화)을 0-6단위로 평가하여 점수

를 산정하였다16)
. 

   ㉯ 주관적 증상

    • Subjective SCORAD Index 측정

      SCORAD Index 중에서 수면장애와 소양

감의 정도를 합한 점수는 Subjective 

SCORAD로 명명하고 일관된 시각적 상사

척도(visual analog scale, VAS)로 평가하

였다. 주간 소양감의 경우 가렵지 않음(0

점), 가끔씩 가려움(2점), 가렵지만 일상생

활에 방해가 되지는 않음(4점), 가려움으로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나 온종일은 아님(6

점), 부분의 일상생활에 방해가 됨(8점),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음(10점)을 기준으

로 지난 한 주간 경험한 증상의 정도를 환

아나 보호자가 표시하도록 하였다. 수면장

애의 경우 수면장애 없음(0점), 가려움이 

있으나 숙면을 취함(2점), 1회 정도 깸(4

점), 2회 이상 깸(6점), 1-2시간 이상 잠을 

설침(8점), 잠을 전혀 자지 못함(10점)을 기

준으로 지난 한 주간 경험한 증상의 정도

를 환아나 보호자가 표시하도록 하였다.

  ③ 삶의 질 평가

  설문지는 환아의 보호자가 작성하도록 하였고 

CDLQI만 보호자의 도움아래 환아가 작성하였다. 

각 문항에 해 ‘전혀 없음’ 0점에서 ‘아주 자주/아

주 많이’ 3점까지 응답하도록 하여 10개 문항의 총

합을 각 설문지의 점수로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토피피부염이 삶의 질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고 삶의 질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설문지

의 점수가 11점 이상일 경우 중증, 6~10점일 경우 

중등도, 5점 이하일 경우 경증으로 평가한다4,17-9)
.

   ㉮ 환아의 삶의 질

    • 만4-16세 환아의 삶의 질 평가 : 

Children's Dermatology Life Quality 

Index(CDLQI) 

      Finlay와 Khan
4)이 개발한 CDLQI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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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설문항목을 설문 당시로부터 최근 1주

일 동안의 생활 상태에 해당하는 곳에 보

호자의 도움아래 환아가 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지에 포함된 10문항은 가려움, 감정상

태, 우정, 의복, 외출 및 놀이, 수영 및 스

포츠, 학업 및 휴가, 타인의 반응, 수면, 

치료의 어려움의 평가하는 항목들로 이루

어졌다. 

    • 만4세 이하 환아의 삶의 질 평가 : 

Infants' Dermatologic Quality of Life 

(IDQOL)

      Lewis-Jones 등17)의 IDQOL Index에 근거

한 설문항목을 설문 당시로부터 최근 1주

일 동안의 생활 상태에 해당하는 곳에 환

아의 보호자가 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지에 

포함된 10문항은 가려움, 감정상태, 수면

(입면, 수면 중 장애 총2개 문항), 놀이, 가

족활동, 식사, 치료, 의복, 목욕의 어려움의 

정도를 평가하는 항목들로 이루어졌다. 

      앞서 기술한 10개 문항과는 별개로 한 문

항을 두어 아토피피부염의 심한 정도를 주

관적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은 지

난 1주일간 환아의 피부염이 얼마나 심했

는지를 ‘병변 없음’ 0점에서 ‘매우 심함’ 4

점까지 답하게 하였다.

   ㉯ 보호자의 삶의 질 평가

    • Family Dermatology Life Quality Index 

(FDLQI) (모든 환자의 보호자) 

      Finlay와 Basra
18)의 FDLQI에 근거한 설문

항목을 환아의 보호자로 하여금 설문 당시

로부터 지난 한달 간의 생활을 기준으로 

답하게 하였다. 설문지에 포함된 10문항은 

정신적 고통, 육체 상태, 인 관계, 타인

의 반응, 사회 활동, 여가 활동, 환아를 돌

보는 시간, 추가적인 집안일, 업무/학업, 추

가적 지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평가하

는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 Dermatitis Family Impact (DFI) (만6개

월-12세 환자의 보호자) 

      Lawson 등19)의 DFI에 근거한 설문항목을 

환아의 보호자로 하여금 설문 당시로부터 

지난 1주일간의 생활을 기준으로 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지에 포함된 10문항은 환아의 

아토피피부염이 집안일, 음식 준비, 수면, 

여가활동, 쇼핑, 지출, 육체적․정신적 피로, 

정신적 고통, 가족 간의 관계, 치료가 보호

자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평가하

는 항목들로 이루어졌다. 

  ④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경제적 비용 부담 평가

  최근 일 년 간 아토피피부염 치료를 위하여 지

출한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종류와 각 항목에 

하여 평균 한 달간 지출한 액수를 기록하도록 하

였다. 각 항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직접비용

    • 병원․의원 방문 횟수

    • 병원․의원 진료비

    • 병원․의원 처방의약품 구입비

    • 한방병원․한의원 방문 횟수

    • 한방병원․한의원 진료비와  처방의약품 구

입비

   ㉯ 간접비용

    • 약국약품, 치료보조품 관련 비용

    • 민간요법 및 건강보조식품

    • 보습제 관련 비용

    • 세정제・샴푸제・입욕제 관련 비용

    • 주거환경 개선비용

    • 식이요법과 특별한 음식

    • 아토피피부염 전문 의복

    • 아토피피부염 전문 침구류

    • 결석/결근일

    • 기타

  ⑤ 통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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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SS 16.0 program을 이용하여 환아의 삶의 

질 척도(CDLQI, IDQOL) 및 보호자의 삶의 질 

척도(FDLQI, DFI), 경제적 비용과 피부상태와 관

련된 각 변수들(Objective SCORAD, EASI, 

Subjective SCORAD) 간의 상관성을 Pearson 상

관계수를 이용하여 알아보았다. 모든 통계결과는 

p-value가 0.05미만인 경우에 통계적 유의성이 있

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연구 결과

1) 임상적 특징

  ① 환아 분포 

  설문을 완료한 환아들은 모두 37명으로 여아 20

명, 남아 17명이었다. IDQOL 설문 상자에 해당

하는 만4세 이하의 환아는 14명, CDLQI 설문 상

자에 해당하는 만4세에서 16세까지의 환아는 23명

이었다(Table 1).

  ② 아토피피부염 병력

  아토피피부염의 발병일은 1세 이전에 발병한 환

아가 23명, 만 1세에서 5세 사이에 발병한 환아가 

12명, 만 5세에서 10세 사이에 발생한 환아가 1

명, 만 10세 이후 발생한 환아가 1명이었다. 동반

된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환아는 22명으로 음식알

레르기 14명, 알레르기 비염 10명, 알레르기성 결

막염 9명, 두드러기 8명, 천식 4명 순이었다. 알레

르기 질환의 가족력이 있는 환아는 22명으로 알레

르기 비염 16명, 아토피피부염 13명, 알레르기성 

결막염 5명, 음식알레르기 4명, 천식, 두드러기 각

각 3명이었다(Table 1). 

  ③ 아토피피부염 중증도 평가

  Objective SCORAD의 평균점수는 27.23± 

10.64, Subjective SCORAD의 평균점수는 9.68± 

3.42점, EASI 평균점수는 8.06±8.01점이었다. 환

아들의 임상적 중증도를 Objective SCORAD로 분

류하였을 때 경증 환아가 0명, 중등도 환아가 33

명, 중증 환아가 4명이었다. 주간의 소양감 장애의 

평균은 4.59±2.23점이었고 야간 수면 장애의 평균

은 5.08±1.67점이었다(Table 2). 

Sex 37

  Female  20(54.1%)

  Male  17(45.95%)

Age(Years) 

  Mean 6.16±4.36

  <4 14

  4-16 23

  Minimum 0.9

  Maximum 16

Onset(Years)

  <1 23(62.16%)

  1-5 12(32.43%)

  5-10 1(2.70%)

  10≥ 1(2.70%)

Concomitant disease

  Yes 22(59.46%)

    Asthma 4(10.81%)

    Allergic rhinitis 10(27.03%)

    Allergic conjunctivitis 9(24.32%)

    Food allergy 14(37.84%)

    Urticaria 8(21.62%)

  No 15(40.54%)

Family History

  Yes 22(59.46%)

    Asthma 3(8.10%)

    Allergic rhinitis 16(43.24%)

    Allergic conjunctivitis 5(13.51%)

    Food allergy 4(10.81%)

    Urticaria 3(8.10%)

    Atopic dermatitis 13(35.14%)

    Others 1(2.70%)

  No 15(40.54%)

Allergic work up

  Yes 23(62.16%)

    Positive 16(43.24%)

    Negative 7(18.92%)

  No 14(37.84%)

Table 1. Characteristics of 37 Atopic Dermatitis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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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n=37)  Moderate(n=33) Severe(n=4)

Objective SCORAD(0-83) 27.23±10.64 24.50±6.52 49.73±12.16

Subjective SCORAD(0-20) 9.68±3.42 9.39±3.11 12.00±5.42

  Pruritus(0-10) 4.59±2.23 4.36±2.06 6.50±3.00

  Loss of Sleep(0-10) 5.08±1.67 5.03±1.59 5.50±2.52

EASI(0-72) 8.06±8.01 6.00±4.15 25.05±12.43

Table 2. Mean±SD of Objective SCORAD, Subjective SCORAD and EASI According to Atopic Dermatitis Severity 

Questionnaire (Score) Total  Moderate Severe

CDLQI(0-30) 10.52±4.82(n=23) 9.80±3.98(n=20) 15.33±8.08(n=3)

IDQOL(0-30) 8.21±3.95(n=14) 7.86±3.70(n=13) 13.00(n=1)

FDLQI(0-30) 13.30±5.72(n=37) 13.06±5.42(n=33) 15.25±8.62(n=4)

DFI(0-30) 12.5±4.98(n=34) 12.32±5.12(n=31) 14.33±3.21(n=3)

Table 3. Mean±SD of CDLQI, IDQOL, FDLQI and DFI According to Atopic Dermatitis Seve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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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mean score of each individual item of CDLQI and IDQ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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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mean score of each individual item of FDLQI and DFI

2) 환자들의 삶의 질

  ① CDLQI 설문 조사 결과

  CDLQI에 응답한 환아 수는 총 23명이었으며, 

평균점수는 10.52±4.82점이었다. 아토피피부염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중증인 환아는 9명, 중등

도인 환아는 12명, 경증인 환아는 2명이었다. 

CDLQI 평균점수는 중등도군은 20명으로 9.80± 

3.98이었으며 중증군은 3명으로 15.33±8.08이었다

(Table 3, 4). 항목별 평균 점수는 Fig. 1과 같다. 

  ② IDQOL 설문 조사 결과

  IDQOL에 응답한 환아 수는 총 14명이었고, 

IDQOL의 평균점수는 8.21±3.95점이었다. 아토피

피부염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중증인 환아는 

5명, 중등도인 환아는 4명, 경증인 환아는 5명이었

다. IDQOL 평균점수는 중등도군은 13명으로 

7.86±3.70이었으며 중증군은 1명으로 13.00이었다

(Table 3, 4). 항목별 평균 점수는 Fig 1과 같다.

3) 보호자들의 삶의 질

  ① FDLQI 설문 조사 결과

  FDLQI에 응답한 보호자 수는 총 37명이었으며, 

FDLQI의 평균점수는 13.30±5.72점이었다. 아토피

피부염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중증인 보호자

는 23명, 중등도인 보호자는 13명, 경도인 보호자

는 1명이었다. FDLQI 평균점수는 중등도군은 33

명으로 13.06±5.42점이었으며 중증군은 4명으로 

평균점수는 15.25±8.62이었다(Table 3, 4). 항목별 

평균 점수는 Fig. 2와 같다.

  ② DFI 설문 조사 결과

  DFI에 응답한 보호자 수는 총 34명이었으며, 

DFI의 평균점수는 12.5±4.98점이었다. 아토피피부

염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중도인 보호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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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중등도인 보호자는 8명, 경도인 보호자는 3

명이었다. DFI 평균점수는 중등도군은 31명으로 

12.32±5.12이었으며 중증군은 3명으로 14.33± 

3.21이었다(Table 3, 4). 항목별 평균 점수는 Fig. 

2와 같다.

Questionnaire (Score) Total mild(0-5)  Moderate(6-10) Severe(≥11)

CDLQI 23 2(8.70%) 12(52.17%) 9(39.13%)

IDQOL 14 5(35.71%) 4(28.57%) 5(35.71%)

FDLQI 37 1(2.70%) 13(35.14%) 23(62.16%)

DFI 34 3(8.82%) 8(23.53%) 23(67.65%)

Table 4. The Number of Classification by CDLQI, IDQOL, FDLQI and DFI Score.

비용
Disease severity

 Mean
 Moderate(n=33) Severe(n=4)

Direct

  Western medical visit 2.50 2.50 2.5 

  Western medical adm.* 0.69 0.00 0.61 

  Western medical fee(%) 8.30(12.09%) 11.88(10.83%) 8.69(11.89%) 

  Prescription drugs(%) 8.73(12.72%) 16.17(14.75%) 9.37(12.82%) 

  Eastern medical visit 1.29 0.75 1.23 

  Eastern medical adm. 0.24 0.00 0.22 

  Eastern medical fee(%) 10.39(15.14%) 16.25(14.82%) 11.03(15.09%) 

Indirect

  OTC** medicine(%) 3.27(4.77%) 5.88(5.36%) 3.55(4.86%)

  Folk remedy(%) 6.95(10.13%) 4.50(4.10%) 6.67(9.13%)

  Emollient(%) 5.09(7.42%) 16.38(14.94%) 6.31(8.63%)

  Detergent(%) 3.58(5.21%) 3.38(3.08%) 3.55(4.86%)

  Household expenses(%) 8.85(12.90%) 13.25(12.09%) 9.36(12.80%)

  Dietary modification(%) 9.70(14.13%) 15.13(13.80%) 10.31(14.10%)

  Special clothes(%) 2.85(4.15%) 3.38(3.08%) 2.91(3.98%)

  Special bedding(%) 2.70(3.93%) 7.50(6.84%) 3.22(4.40%)

  Absence of child 0.38 0.75 0.42

  Absence of carer 0.37 0.75 0.41

Direct Sum(%) 26.91(39.20%) 40.25(36.72%) 28.35(38.79%)

Indirect Sum(%) 41.74(60.80%) 59.38(63.28%) 44.73(61.21%)

Total Sum(%) 68.65 109.62 73.08

Table 5. Mean Monthly Expense Distribution of Atopic Dermatitis Patients According to Disease Severity (×10,000won)

* adm: admission ** OTC: over-the-counter 

4) 대상자들의 경제적 비용 부담

  ① 직접비용 분석

  환아들은 지난 일 년 간 한 달 평균 28.4만원의 

직접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중 피부과를 포함한 양방병의원에 지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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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간 한 달 평균 외래 내원일수는 2.5일이었으며, 

입원일수는 평균 0.6일이었다. 한 달 평균 진료비

는 8.7만원이었으며, 처방된 약품 구입비는 9.4만

원이었다.

  한방병의원의 경우 지난 일 년 간 한 달 평균 

외래 내원일수는 1.2일이었으며, 입원일수는 0.2일

이었다. 처방약품 구입을 포함한 진료비는 평균 11

만원이었다(Table 5). 

  ② 간접비용 분석

  환아들은 지난 일 년 간 한 달 평균 44.7만원의 

간접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식이 요법 및 특별한 음식 

구입 비용으로 10.3만원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주

거환경 개선비용 9.4만원, 민간요법 및 건강보조식

품으로 6.7만원, 보습제 6.3만원 순이었다. 보습제

는 환자 전체군에서는 네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

지하였지만 증증군에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

는 항목이었다(Table 5). 

  ③ 총비용 분석

  연구에 참여한 37명의 환아들은 지난 일 년 간 

한 달 평균 28.4만원의 직접비용과 한 달 평균 

44.7만원의 간접비용을 지출하여 매달 총 73.1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QoL of Patient QoL of Carer  Cost

CDLQI IDQOL FDLQI DFI direct Indirect

Objective SCORAD  0.404 0.143  0.154 0.120 0.317 0.075

 p-value  0.056 0.625  0.363 0.498 0.056 0.363

Subjective SCORAD  0.514✝ 0.783✝✝ 0.633✝✝ 0.545✝✝ 0.319 0.247

 p-value  0.012 0.001  0.000 0.001 0.054 0.141

EASI  0.483✝ 0.400  0.219 0.045 0.380✝ 0.156

 p-value  0.020 0.156  0.193 0.801 0.021 0.355

Table 6. The Correlation between Atopic Dermatitis Severity and Quality of Life, Economic Burden

 ✝ p-value <0.05

✝✝p-value <0.01

  중등도 환아군은 한 달 평균 26.9만원의 직접비

용과 한 달 평균 41.7만원의 간접비용을 합하여 

총 68.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중증 환아군은 한 달 

평균 40.3만원의 직접비용과 한 달 평균 69.4만원

의 간접비용을 합하여 한 달 평균 총 109.7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5) 아토피피부염 중증도에 따른 삶의 질과 경제

적 비용 부담

  ① 아토피피부염 중증도와 환자의 삶의 질

  아토피피부염의 증상정도를 평가한 항목들과 환

아의 삶의 질 척도인 CDLQI 총점, IDQOL 총점

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Objective SCORAD는 

삶의 질 척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반면 Subjective 

SCORAD는 IDQOL과 CDLQI 모두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r=0.783; r=0.514, 

p<0.01; p<0.05)(Table 6). 한편, EASI 점수는 

CDLQI와만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r=0.483, 

p<0.05).

  ② 아토피피부염 중증도와 보호자의 삶의 질

  아토피피부염의 증상정도를 평가한 항목들과 환

아 보호자의 삶의 질 척도인 FDLQI 총점, D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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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Objective SCORAD

와 EASI는 보호자 삶의 질 척도와 양의 상관관계

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반면 

Subjective SCORAD는 FDLQI, DFI 모두와 통계

적으로 매우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r=0.633; 

r=0.545, p<0.01; p<0.01)(Table 6). 

  ③ 아토피피부염 중증도와 경제적 비용 부담

  각 환아별로 아토피피부염의 증상정도를 평가한 

항목들과 직접비용, 간접비용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직접비용은 EASI 점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r=0.380, p<0.05), 

Objective SCORAD와 Subjective SCOARD와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간접비용은 증상정도 평가항목 모두와 유

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Table 6). 

4. 고  찰

  아토피피부염은 어린 시절에 발병하여 장기간 

지속되기 때문에 또래관계나 학습, 놀이, 운동 등

의 활동에 영향을 주어 정상적인 성장발달과정을 

방해할 수 있다5)
. 또한, 소양감으로 인한 긁는 행

위 자체가 질환을 악화시키는 아토피피부염의 특

성상 아토피피부염 환아를 둔 가족들이 아이를 돌

보는 것은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다20)
. 

  이에 본 연구에서는 CDLQI, IDQOL 설문지를 

이용하여 아토피피부염이 환아의 삶의 질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고 FDLQI, DFI 설문지를 이용

하여 아토피피부염이 보호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또한, 고안한 설문지를 통하여 

아토피피부염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경제적 부담에 

해 살펴본 후, 아토피피부염 중증도과 삶의 질, 

경제적 부담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아토피피

부염이 만성 질환임을 감안하여 만 2세 이상의 경

우에는 1년 이상의 유병기간을 가진 환아를 상

으로 하였다. 또한, 삶의 질이 주관적인 척도에 비

례한다는 기존의 연구에 근거하여13,21)
 아토피피부

염의 중증도를 객관적 증상과 주관적 증상으로 나

누어 평가하고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환아의 삶의 질을 살펴보면, CDLQI 10개 

항목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3개는 가려움, 수

면, 감정상태 순이었고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2개

는 우정, 타인의 반응 순이었다. 그리고 IDQOL 

11개 항목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3개는 가려

움, 감정상태, 놀이 및 수영 순이었고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2개는 치료, 수면 순이었다. 기존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가려움 및 감정상태에 환아가 

가장 큰 방해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5,17,22)
. 한편, 

IDQOL 결과에 있어서 놀이 및 수영이 높은 순위

를 보이고 수면이 낮은 순위를 보인 것은 본 연구

의 특이사항이었는데, 활동이 많은 아이의 경우 수

면장애가 감소할 수 있다는 연관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도 놀이 및 수영의 

순위가 낮은 경우 수면이 놓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본 연구의 CDLQI 및 IDQOL의 결과는 

Subjective SCOARD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

계를 보였는데, 이는 소아 환아의 삶의 질에 한 

기존의 연구와도 부합되며20)
 성인과도 일치하는 결

과이다13)
. 특히 CDLQI는 EASI 점수와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다음으로 환아 보호자의 삶의 질을 살펴보면, 

FDLQI 10개 항목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3개

는 정신적 고통, 환아를 돌보는 시간, 추가적인 집

안일 순이었고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2개는 사회

활동, 업무/학업 순이었다. DFI 10개 항목 중 가

장 높은 점수를 보인 3개는 정신적 고통, 음식 준

비, 치료 순이었고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2개는 

쇼핑, 여과활동 순이었다. DFI에 관한 기존의 연

구들을 살펴보면 높은 순위를 차지한 항목들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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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적 고통, 치료, 육체적․정신적 피로, 수면, 지출 

등으로 다양했지만, 낮은 순위를 차지한 항목은 쇼

핑, 여가활동 순으로 모든 연구에서 공통적이었다
5,17,19,22,23)

. 본 연구에서는 음식 준비가 높은 순위

를 보인 것이 특이한 사항이었는데, 이는 환아의 

보호자들이 아토피피부염에 있어서 음식이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

만, 잘못된 정보에 의한 지나친 음식 관리는 오히

려 영양결핍 및 성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아토피피부염 환아의 음식관리에 한 올바른 교

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FDLQI, DFI 결과는 Subjective SCOARD와 유

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며 자녀 질병의 중증도가 심

할수록 부모의 삶의 질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난 기존의 연구결과와 부합하였다19,24)
. 경

증의 아토피피부염을 가진 환아가 가족에 미치는 

영향이 인슐린 의존성 당뇨 환아가 그 가족에 미

치는 영향과 같다고 보고된 바 있고25)
 이미 국내

외의 여러 연구에서 아토피피부염 환아의 보호자

는 삶의 질이 떨어지고, 양육 스트레스가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5,,25-8)
.

  한편, 아토피피부염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 부담

에 관한 연구는 다른 여러 나라에서 시행된 바 있

는데, 부분은 상자가 유병률이 높은 유소아가 

아닌 성인에 치우쳐있었다9-13)
. 아니면 직접비용만

을 조사한 경우가 많았으며6-8)
, 국내에서 유소아를 

상으로 간접비용을 포함한 비용을 세부적으로 

조사한 경우는 없었다. 간접비용을 조사한 경우에

도 한방병의원의 치료비 및 진료비는 체의학으

로 분리되어 간접비용으로 분류되었다9-12,25,29,30)
. 

본 연구에서는 한방병의원 진료비를 직접비용으로 

분류하였으며, 민간요법과 건강보조식품은 간접비

용으로 분리하여 관찰하였다. 

  아토피피부염 소아 환자의 경제적 부담에 관하

여 2001년 영국에서는 직간접비용이 환자 당 연간 

130달러에 달한다고 하였고29)
, 2006년 이탈리아에

서는 직간접비용이 환자 당 연간 최소 200달러에

서 최  4,902달러의 범위였으며 평균 1,540달러

라고 보고하였다30)
. 

  Fivenson 등9)은 아토피피부염으로 인한 비용 중 

직접비용은 전체 비용의 27%에 불과하며 간접비

용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아토피피부염

으로 인한 비용 산출에 있어서 간접비용을 제외하

고 직접비용만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실제 비용에 

비해 훨씬 과소평가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기존의 

간접비용 관련 연구들에서는 공통적으로 보습제나  

민간요법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설문지

에 따라 세정제나 의복 등이 높은 순위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9,10,12,13,30)
. 본 연구에서도 간접비용

이 직접비용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식이요

법과 주거환경 관련 비용이 가장 놓은 순위를 차

지하여 기존의 결과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는 

아토피피부염에 있어서 치료뿐만 아니라 생활 및 

환경 관리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져 가정의 경

제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식

이요법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유기농음

식이었고 주거환경과 관련하여서는 가습기, 공기청

정기 등이 높은 순위를 보이는 항목이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환아 당 한 달에 11만원 

정도의 한방의료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김 등12)은 질병의 중증도가 심할수록 한방

의료의 이용비율이 높았고 한방 의료 이용 시 발

생하는 의료비용은 환자 당 한 달에 7만 6천원으

로 보고하였다. 진 등31)의 연구에서는 경증의 아토

피피부염 환자의 75%, 중등도 환자의 82.8%, 중

증 환자의 91.7%가 한방병의원 진료 및 치료를 

포함한 체의학치료 경험이 있다고 말하여 아토

피피부염 증상이 심할수록 한방병의원 진료횟수 

및 치료비의 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토피피부염의 중증도에 따라 경제적 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기존의 연구들에서도 언급되어 있

으며7,12,13,25,30)
, 본 연구에서도 상관관계를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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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직접비용이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토피피부염 환아를 돌본다는 것은 신체적, 사

회적, 심리적,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이

는 부모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결국 

환아에게 다시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아토피피부염

을 더욱 악화시키기도 한다. 아토피피부염이 단순

한 피부질환이 아닌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 저하

와 가정과 사회의 경제적 부담을 야기할 수 있는 

질환임을 인식하고 이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모집인원이 37명으로 한 지역에 국한

되었고 환자의 기억에 의존하는 설문 조사의 특성

상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또 중증도에 있어서 다소 치우친 경향이 있어 중

등도에 따른 의미있는 비교 분석을 하는 데는 제

한점이 있었다. 하지만 환자 및 보호자 뿐 아니라 

아토피피부염 치료에 관계되는 모든 분야의 사람

들이 아토피피부염 치료 전과정에 관심을 갖고 치

료계획을 세우는데 이 자료가 활용 될 수 있을 것

으로 기 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만 16세 이하의 소아 아토피피부

염 환자를 상으로 모집된 37명의 아토피피부염 

환아들의 아토피피부염의 중증도, 환아의 삶의 질, 

보호자의 삶의 질, 경제적 비용 부담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연구에 참여한 환아 37명 중 여아가 20명, 남

아가 17명이었다. 평균 나이는 6.2세이었으며, 

4세에서 16세까지가 23명, 4세 미만이 14명이

었다.

2. 환아들의 Objective SCORAD의 평균점수는 

27.23±10.64점, Subjective SCORAD의 평균점

수는 9.68±3.42점, EASI의 평균점수는 8.06± 

8.01점이었다. 

3. 환아들의 삶의 질 척도인 CDLQI, IDQOL의 

평균점수는 각 10.52±4.82, 8.21±3.95점이었

다.

4. 환아 보호자들의 삶의 질 척도인 FDLQI), DFI

의 평균점수는 각 13.30±5.72, 12.5±4.98점이

었다. 

5. 환아들은 지난 일 년 간 한 달 평균 28.35만원

의 직접비용과 44.73만원의 간접비용을 합하여 

한 달 평균 총 73.08만원을 지출하였다.

6. 아토피피부염의 중증도와 삶의 질과의 상관관계

를 평가한 결과 Objective SCORAD와 EASI는 

삶의 질 척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Subjective SCORAD는 

삶의 질 척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

관계를 보였다.

7. 아토피피부염의 중증도와 경제적 비용부담과의 

상관관계를 평가한 결과 직접비용과 EASI 사이

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

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본 연구에 참여한 아토피

피부염 환아 및 보호자의 삶의 질은 중증도가 심

할수록 떨어졌으며, 특히 주관적인 소양감 호소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환아들은 한 달 평균 73.08만원을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 및 관리를 위하여 지출하였으며, 환

아들의 경제적 비용 부담 역시 중증도가 심할수록 

유의하게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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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1) 경제적 비용부담 설문지

  다음은 지난 일 년 간 아토피피부염의 치료 및 

관리를 위하여 평균적으로 한 달 간 지출한 비용

에 관하여 묻는 질문들 입니다.

PartⅠ. 직접비용 평가

1. 지난 1년간 당신/당신의 아이는 평균적으로 한 

달 간 병원, 의원을 몇 차례 정도 방문하였습니

까?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 ⑤ 5회 

  ⑥ 그 이상(   )회  ‣ 1년 약(    )회

2. 지난 1년간 당신/당신의 아이는 아토피피부염으

로 병원, 의원에 며칠 정도 입원하였습니까?

  ① 없음 ② 1~5일 ③ 6~10일 ④ 11~20일 

  ⑤ 21~30일 ⑥ 31~40일 ⑦ 41~50일 

  ⑧ 51일 이상

3. 지난 1년간 당신/당신의 아이가 아토피피부염으

로 평균적으로 한 달 간 병원, 의원에서 지출한 

진료비가 얼마 입니까?

  ① 없음 ② 1만원 이하 ③ 1~5만원 

  ④ 5~10만원 ⑤ 10~20만원 ⑥ 20~30만원 

  ⑦ 30~50만원 ⑧ 50만원 이상 ‣ 1년 약(  )만원

4. 지난 1년간 당신/당신의 아이가 아토피피부염으

로 평균적으로 한 달 간 지출한 처방의약품(병

원처방 보습제 등 포함)비가 얼마 입니까?

  ① 없음 ② 1만원 이하 ③ 1~5만원 ④ 5~10만원 

  ⑤ 10~20만원 ⑥ 20~30만원 ⑦ 30~50만원 

  ⑧ 50만원 이상  ‣ 1년 약(  )만원

5. 지난 1년간 당신/당신의 아이는 평균적으로 한 

달 간 한방병원, 한의원을 몇 차례 정도 방문하

였습니까?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 ⑤ 5회 

  ⑥ 그 이상(   )회  ‣ 1년 약(    )회

6. 지난 1년간 당신/당신의 아이는 아토피피부염으

로 한방병원에 며칠 정도 입원하였습니까?

  ① 없음 ② 1~5일 ③ 6~10일 ④ 11~20일 

  ⑤ 21~30일 ⑥ 31~40일 ⑦ 41~50일 

  ⑧ 51일 이상

7. 지난 1년간 당신/당신의 아이가 아토피피부염으

로 평균적으로 한 달 간 지출한 한방병원, 한의

원 진료비, 치료비가 얼마 입니까?

  ① 없음 ② 1만원 이하 ③ 1~5만원 

  ④ 5~10만원 ⑤ 10~20만원 ⑥ 20~30만원 

  ⑦ 30~50만원 ⑧ 50만원 이상  ‣ 1년 약(  )만원

PartⅠ. 간접비용 평가

1. 지난 1년간 당신/당신의 아이가 아토피피부염으

로 평균적으로 한 달 간 지출한 약국 약품 구

입비가 얼마 입니까?

  ① 없음 ② 1만원 이하 ③ 1~5만원 

  ④ 5~10만원 ⑤ 10~20만원 ⑥ 20~30만원 

  ⑦ 30~50만원 ⑧ 50만원 이상 ‣ 1년 약(  )만원

   ‣ 사용한 약품은 무엇입니까?

                                         

2. 지난 1년간 당신/당신의 아이가 아토피피부염으

로 평균적으로 한 달 간 지출한 건강보조식품 

및 민간요법 구입비가 얼마 입니까?

  ① 없음 ② 1만원 이하 ③ 1~5만원 

  ④ 5~10만원 ⑤ 10~20만원 ⑥ 20~30만원 

  ⑦ 30~50만원 ⑧ 50만원 이상 ‣ 1년 약(  )만원

   ‣ 사용한 건강보조식품 및 민간요법은 무엇입

니까?                        



유승민 외 1인 : 서울 지역을 상으로 모집된 유·소아기 아토피피부염 환아의 삶의 질과 경제적 비용 부담에 관한 조사

137

3. 지난 1년간 당신/당신의 아이가 아토피피부염으

로 평균적으로 한 달 간 지출한 보습제 구입비

가 얼마 입니까?

  ① 없음 ② 1만원 이하 ③ 1~5만원 

  ④ 5~10만원 ⑤ 10~20만원 ⑥ 20~30만원 

  ⑦ 30~50만원 ⑧ 50만원 이상 ‣ 1년 약(  )만원

   ‣ 사용한 보습제는 무엇입니까?

                                         

4. 지난 1년간 당신/당신의 아이가 아토피피부염으

로 평균적으로 한 달 간 지출한 세정제, 샴푸

제, 입욕제 구입비가 얼마 입니까?

  ① 없음 ② 1만원 이하 ③ 1~5만원 

  ④ 5~10만원 ⑤ 10~20만원 ⑥ 20~30만원 

  ⑦ 30~50만원 ⑧ 50만원 이상 ‣ 1년 약(  )만원

   ‣ 사용한 세정제, 샴푸제, 입욕제는 무엇입니

까?                           

       

5. 지난 1년간 당신/당신의 아이가 아토피피부염으

로 평균적으로 한 달 간 지출한 주거환경 관련 

구입비가 얼마 입니까?

  ① 없음 ② 1만원 이하 ③ 1~5만원 

  ④ 5~10만원 ⑤ 10~20만원 ⑥ 20~30만원 

  ⑦ 30~50만원 ⑧ 50만원 이상 ‣ 1년 약(  )만원

   ‣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6. 지난 1년간 당신/당신의 아이가 아토피피부염으

로 평균적으로 한 달 간 지출한 식이 관련(음

식, 물 등 포함) 구입비가 얼마 입니까?

  ① 없음 ② 1만원 이하 ③ 1~5만원 

  ④ 5~10만원 ⑤ 10~20만원 ⑥ 20~30만원 

  ⑦ 30~50만원 ⑧ 50만원 이상 ‣ 1년 약(  )만원

   ‣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7. 지난 1년간 당신/당신의 아이가 아토피피부염으

로 평균적으로 한 달 간 지출한 의복 관련 구

입비가 얼마 입니까?

  ① 없음 ② 1만원 이하 ③ 1~5만원 

  ④ 5~10만원 ⑤ 10~20만원 ⑥ 20~30만원 

  ⑦ 30~50만원 ⑧ 50만원 이상 ‣ 1년 약(  )만원

   ‣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8. 지난 1년간 당신/당신의 아이가 아토피피부염으

로 평균적으로 한 달 간 지출한 침구 관련 구

입비가 얼마 입니까?

  ① 없음 ② 1만원 이하 ③ 1~5만원 

  ④ 5~10만원 ⑤ 10~20만원 ⑥ 20~30만원 

  ⑦ 30~50만원 ⑧ 50만원 이상 ‣ 1년 약(  )만원

   ‣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9. 지난 1년간 당신/당신의 아이가 아토피피부염으

로 평균적으로 한 달 간 결석/결근한 날이 며칠

입니까?

  ① 없음 ② 1~5일 ③ 6~10일 ④ 11~20일 

  ⑤ 21~30일 

   ‣ 기타                                   

                          

10. 지난 1년간 당신이 당신의 아이의 아토피피부

염으로 평균적으로 한 달 간 결석/결근한 날이 

며칠입니까?

  ① 없음 ② 1~5일 ③ 6~10일 ④ 11~20일 

  ⑤ 21~30일 

 ‣ 기타 (직장 변경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