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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피부염 환자 6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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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 안이비인후피부과교실

6 Cases of Atopic Dermatitis patientsfor Short Term Hospitalization Program

Seung-Min Yu ․ Young-Hee Yun ․ Byeong-Kook Son ․ In-Hwa Choi

  Background : Recently the number of atopic dermatitis patients has increased, but the treatment of atopic 

dermatitis is not effective, and the recurrence rate of atopic dermatitis is high. Many patients are suffering 

from pruritus. A new standard treatment system is needed.

  Objective :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Oriental medicine program for atopic dermatitis patients 

during short term hospitalization.

  Method : 6 patients were admitted for short term hospitalization program. The program includes 

Acupuncture, herbal medicine, examination, education. cupping therapy, herbal dressing, exercise and etc. 

Everyday we evaluated the patients by Severity Scoring Atopic Dermatitis(SCORAD) index and took the 

photos of lesions, and the patients evaluated themselves by atopic dermatitis diary which consists of 

emotion, pruritus, sleep loss.

  Results : Admission duration was 7 to 14 days. The SCORAD scores of them were decreased. Most 

symptoms of 6 patients were improved. Especially herbal dressing was effective for severe oozing. 

Subjective scores of atopic dermatitis diary were reduced.

  Conclusion : We expect that the short term hospitalization program could be helpful for uncontrollable 

atopic dermatitis patients.

Key words : Atopic dermatitis, SCORAD, Herbal dressing, Acupun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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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아토피피부염은 심한 소양감을 동반하는 만성, 

재발성의 피부 염증을 특징으로 하는 유전성 질환

으로 최근 수십년간 선진국에서는 아토피 질환의 

이환율이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1). 

아토피피부염에 대해 다각도의 연구가 이루어지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알레

르기 질환의 급증과 함께 유병률이 계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다2). 하지만, 점차적으로 증가되는 아토

피피부염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법은 아직까지 확

실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는 아토피피부염

이 유전적요인, 정신적요인, 환경적요인, 피부감염 

등 여러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다인자적 질

환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3).

따라서 아토피피부염은 치료뿐만 아니라 생활습

관의 변화와 정서적 긴장 완화 등의 관리와 예방

이 모두 중요하다4). 즉, 아토피피부염의 관리법을 

명확히 인지하고 정확히 시행하여 전체적인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성적인 아토피피부염 환자들의 경우 일반적으

로 스테로이드제제나 항히스타민제 등의 양방치료

에 의해 증상이 일시적으로 개선되나 치료를 중단

한 후 증상이 재발되는 경우를 흔히 접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최근 한방치료의 수요가 늘

어나고 있고 한약 복약 및 한의학 이론을 근간으

로 한 치료법이 적용되고 있으나 아직 표준화된 

치료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일상

생활을 하면서 아토피피부염을 관리하는 데는 환

자나 보호자가가 겪는 어려움이 많고, 외래를 통해 

치료를 받는 경우 약물치료와 침치료를 제외한 다

른 치료를 시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과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입원을 통한 집

중적인 치료가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입원 치

료를 통하여 외래치료에서 예상할 수 있는 효과 

이외에도 생활습관을 교정하고 심리적 요인을 개

선하여 만성적인 아토피피부염을 지속적으로 관리

해 나아갈 수 있도록 생활습관을 교정해 주고 올

바른 치료와 관리법을 교육함으로써 치료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아토피

피부염을 주소증으로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 

알레르기피부미용클리닉을 내원하여 입원치료를 시

행한 환자들의 경과를 관찰하고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및 치료방법

1. 연구대상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월까지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 알레르기피부미용클리닉에 내원하

여 Hannifin과 Rajka5)의 진단기준에 의해 아토피

피부염을 진단받고 홍반 삼출물 또는 찰상 태선화 

등의 증상이 심하여 본원에 입원하여 치료한 환자 

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치료방법

1) 교육

① 아토피피부염 교육 : 입원 당일 담당의가 아

토피피부염의 특징, 발병 양상 및 필요한 생

활 관리법 등을 교육하였다. 정신적인 스트

레스를 주지 않고 피부의 자극 및 건조를 피

하고  알레르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생

활 속의 악화인자를 회피하도록 유도하였다.

② 영양건강관리센터 교육 : 환자교육, 보호자교

육, 퇴원시의 환자 및 보호자교육으로 총 3

회 전문 영양사가 현재 영양 상태에 관한 평

가 및 향후 아토피피부염과 관련한 식생활에 

대한 식이교육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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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 제조방법

외용고1

생지황 감자 사과 배 무우 율무 양파 조 
콩 백선피 황련 대황 황금 황백 감초 맥
문동 천문동 신곡 맥아 13g을 갈아서 혼
합하여 정제수 2500㏄와 함께 균질하게 
배합하여 3주간 발효시킨다. 발효된 혼합
액의 상정액을 200호 체에 여과하여 
2000㏄를 취한후, 알긴산과 잔탄검을 넣
고 3000RPM이상의 속도로 혼합한다. 바
셀린 1Kg 참기름 팜유 1000㏄를 80도에
서 완전히 용해시킨 후 혼합액을 넣으면
서 3000RPM이상의 속도로 혼합하여 균
질하게 하여 제조한다. 

외용고2

생지황 감자 사과 배 무우 율무 양파 조 
콩 백선피 황련 대황 황금 황백 감초 맥
문동 천문동 신곡 맥아 13g을 갈아서 혼
합하여 정제수 2500㏄와 함께 균질하게 
배합하여 3주간 발효시킨다. 발효된 혼합
액의 상정액을 200호 체에 여과하여 
2000㏄를 취한후, 목초액, 알긴산, 잔탄검
을 넣고 3000RPM이상의 속도로 혼합한 
후  산화아연 제오라이트 활석 석고 200g
을 혼합하여 균질하게 한다. 바셀린 1Kg 
참기름 팜유 스쿠알란 글리세린 1000㏄ 
밀랍 300g 스테아릭에시드 스테아릴알코
올 150g을 80도에서 완전히 용해시킨 후 
혼합액을 넣으면서 3000RPM이상의 속도
로 혼합하여 균질하게 하여 제조한다. 

이미발독산
석웅황 백반 188g으로 이루어진 가루제제
로 3% 식초에 혼합하여 환부에 도포한다.

Table 1. herbal ointment.

2) 검사

① 한방생기능검사 : 적외선 체열진단 검사를 

실시하였다.

② 혈액검사 : 기저질환을 확인하고 알레르기 

질환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관찰하기 위하

여 CBC D/C(Complete Blood Cell 

Differential Count), AST(Aspartate 

Transaminase), ALT (Alanine Transaminase), 

ESR(Erythrocyte Sedimentation Rate), 

IgE(Immunoglobulin E), BUN(Blood Urea 

Nitrogen), Creatinine 등을 시행하였고, 정

상범위를 벗어나는 결과만을 표시하였다. 단, 

아토피피부염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진 IgE와 

호산구 수치는 표시하였다.

③ 체질진단검사 : 아토피피부염 환자들의 체질

적 특성을 관찰해보기 위하여 사상체질의학

과 진료를 통하여 음성분석 등을 통해 체질

을 검사하였다. 단, 검사의 특성 상 변성기 

및 사춘기 이후 연령의 환자에만 시행하였다.

3) 약물치료

① 내복약 : 환자에 따라 변증하여 조제된 탕약

을 1일 3회 복약하였다. 환자들은 입원 기간 

동안 부신피질호르몬제 연고 사용이나 항히

스타민제 등의 양약의 복약 없이 한약 치료

만으로 관리했다. 

② 외용제습포 : 환자의 병변부위에 따라 한약

재를 물 800-1000㏄에 넣어 100- 150㏄가 

될 때까지 전탕하였다. 삼출물, 홍반, 소양

감, 건조 등의 피부상태에 따라 한약 추출물

을 1일 1-2회 습포를 실시하였다. 4X4 멸균 

gauze를 전탕액에 담그고, Surgical glove를 

착용한 채 gauze를 환자의 환부에 부착하고, 

10~20분 후 제거하였다. 또한, 전탕액에 담

근 gauze를 병실에 비치하여 소양감이 심할 

때 수시로 부착하도록 지도하였다.

③ 외용연고 : 병변부위의 상태에 따라 건조 부

위에는 외용고1을  삼출이나 출혈 부위에는 

외용고2, 진물이 있는 부위에는 이미발독산

을 도포하게하고 보습제를 수시로 바르게 하

였다(Table 1).

3) 침치료 

① 침 : 입원기간 중 매일 1회 또는 2회 시술받

았다. 15-20분/회 정도씩 수족양명경혈인 족

삼리, 합곡, 태충 내정 등과 함께 補氣, 利濕

熱의 효과가 있는 혈해 풍지와 병변 아시혈

에 침치료를 시행하였다. 기타 폐정격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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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다.

② 부항 : 오전 중에는 배부 방광경에 아로마 

오일1)을 이용하여 마사지 후 온열부항을  

4-5분/회 유지하고 취침 전에 건부항을 1회 

더 5분 동안 시행하였다. 

③ 광선치료 : 유침시간 중에는 Bioptron2)을 이

용한 광선치료를 병변부위에 20분 동안 시행

하였다. 

4) 행동요법

① 명상치료 : 본원 한방신경정신과 의뢰를 통

해 격일로 명상치료를 실시하였다.

② 음악치료 : 음악 치료 전문가의 처방에 따른 

치료를 주 2회 실시하였다. 

③ 운동치료 : 입원기간 동안 1-2회 스포츠 의

학센터 전문의와 함께 운동을 하고 필요한 

스트레칭 동작을 교육받았다.

④ 풍욕 또는 산책 : 피부의 방어기능을 강화하

기 위하여 실내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속옷만 

착용한 채 전신의 피부에 바람을 통하게 하

는 풍욕을 2일 1회 20-30분씩 실시하였다. 

풍욕을 실시하지 않는 날에는 20분씩 병원 

인근 숲을 산책하도록 하였다.

⑤ 목욕치료 : 영양관리센터 의뢰를 통하여 쌀

뜨물을 제공받았다. 쌀을 첫 번째 씻은 물은 

버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씻은 물을 모아서 

만든 쌀뜨물을 미온수와 혼합하여 1일 1회 

욕조에서 10-15분 동안 몸에 적시는 방식으

로 목욕을 실시하였다.

3. 치료효과의 평가

1) SCORAD Index6)를 이용한 아토피 피부염의 

중증도 평가

입원기간 동안 SCORAD index를 기준으로 매

일 환자의 중증도를 평가하였다.

2) Atopic dermatitis diary를 통한 주관적 평가

매일 아침 감정상태(기분), 소양감, 수면상태로 

구성된 Atopic dermatitis diary를 통한 자가평가

를 시행하였다. 가장 좋은 상태를 0점 가장 나쁜 

상태를 10점으로 정하여 0-10점 사이로 각각을 체

크하도록 하였다.

3) 사진 소견

매일 아침 병변 부위의 사진을 촬영하여 평가에 

활용하였다. 

증  례

1. 증례 1

1) 환자

  김OO 9/F

2) 주소증

  안검, 인중부위 홍반, 삼출, 부종, 소양 / 전신태

선화, 각화, 소파흔

3) 발병일

  최근 발병일 2008년 10월, 최초 발병일 2001년

4) 과거력

  2001년 농가진으로 피부과 의원 진료 받았었다.

5) 가족력

  별무.

1) Aroma oil : Jojoba oil 50㎖에 tea tree 15drops, lavender 20drops, lemon 5drops, mandarin 5drops을 섞어서 쓴다. 

2) Switzerland Zepter 사의 BIOPTRON 2 제품을 사용하였으며, 400-2000㎚의 가시광선 영역의 빛을 조사하여 표피의 손

상, 욕창, 화상 등의 회복과정을 촉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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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병력

  1세경부터 음식에 의한 피부 과민반응 보였고, 

2001년 물놀이 후 농가진 생겨 증상 악화, 완화 

반복하던 중, 2005년 증상 다시 심해졌고, 2006년 

11월부터 피부과에서 스테로이드를 외용 도포 및 

경구 복용하여 왔다. 2008년 10월경 안검, 인중부

위 홍반, 삼출, 부종, 소양 및 전신태선화, 각화, 

소파흔 발하여 스테로이드 및 항히스타민제 연고 

2~3개월 사용하였으나 증상 악화되었으며, 2008년 

12월 스테로이드 중단하고 증상 더욱 악화되었다.

7) 특이사항 및 검사결과 

① 혈액검사 

     IgE : 16.9 (IU/㎖) (참고치 : 0.5 ~ 393)

     Eosinophil % : 3.7 (%) (참고치 : 0 ~ 4)

② 한방음악치료 상담소견 : 가정내에서 억눌림

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오행리듬요법 중 火

氣리듬치기와 구음요법, 복식가창법, 해울음

악요법, 청열음악요법, 포산음악요법 시행하

였다. 1회 치료엔 소극적, 산만했으나 치료횟

수가 늘어날수록 적극적이 되고, 흥미로워하

여 집중시간이 점차 길어졌다.

8) 치료

① 내복약 : 맥문동 8g 갈근 감초 나복자 목통 

생지황 숙지황 차전자 창출 초룡담 토복령 

황금 6g 활석 5g 과루인 당귀 인삼 육계 4g

② 외용습포 : 황백 30g 맥문동 사상자 활석 

20g 

③ 외용연고 : 외용고2, 이미발독산

9) 경과

  2009년 12월 10일 입원 당시 안면부, 경부, 하

지부에 심한 홍반, 삼출, 소양감, 부종이 관찰되었

다. 2009년 12월 12일 경 안검부의 삼출 및 홍반 

증가되고 2008년 12월 15일 상지와 액와부에 두

드러기 양상의 병변이 관찰되었다. 2009년 12월 

16일 쌀뜨물 목욕 추가 시행하자 안검부의 삼출 

및 홍반 감소하고 소양감도 전체적으로 완화되었

으며. 2009년 12월 18일 안검부종 및 전체적인 홍

반 감소하고 2009년 12월 19일 이후로는 삼출과 

홍반 등 호전된 상태 유지되었다(Fig 1, 2, 13). 

Fig. 1. Change of SCORAD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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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례 2

1) 환자

  이OO F/16

2) 주소증

  전신의 소양, 삼출, 홍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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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병일

  최근 발병일 중학교 3학년, 최초 발병일 태생

4) 과거력

  초등학교 3학년 - 늑막염.

5) 가족력

  알레르기 비염 - 모

6) 현병력

  어렸을 때부터 목이나 굴측부에 여름이나 겨울

에 건조 양상 보이던 중,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삼

출, 홍반, 소양감 발생하였다. 입원 2일 전부터 심

리적 스트레스로 얼굴과 목뒤에 삼출, 소양, 홍반, 

인설 발하고, 두피에도 인설, 소양감이 심한 상태

였으며,  가장 심한 부위는 양쪽 겨드랑이 부위로 

태선화, 삼출이 심하였다.

7) 특이사항 및 검사결과

① 혈액검사 

     IgE > 13050 (IU/㎖) (참고치 : 0.5 ~ 393)

     Eosinophil% : 8.4 (%) (참고치 : 0 ~ 4)

     ALT (GPT) : 42 (IU/ℓ) (참고치 : <40)

     Creatinine : 1.0 (㎎/㎗) (참고치 : 0.6 ~ 

0.9)

② 한방신경정신과 상담소견 : 우울경향이 심하

고 아버지와의 불화가 있어서 스트레스를 많

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훈련법 

및 명상법 시행하였다.  

③ 한방음악치료 상담소견 : 말수가 적고 부끄

러움이 많았다. 오행리듬요법 중 화기리듬치

기와 구음요법, 복식가창법, 해울음악요법, 

청열음악요법, 포산음악요법, 칠정치료음악요

법 시행되었다. 치료 과정에서 숨이 짧으며 

흡기는 되나 호기가 잘 되지 않는 것이 관찰

되었다.

④ 한방생기능검사결과 : 적외선 체열진단 검사 

상 양측 전흉부, 상부 흉추 좌우측(상부 승

모근, 견갑골 내측), 경항부 피부온도 상승, 

우측 대퇴전면 피부온도 상승, 양측 이마부

위, 양측 비익부(영향, 화료혈), 양측 안와내

측부 피부온도 상승 관찰되었다.

⑤ 체질검사결과 : 태음인으로 확인되었다.

8) 치료

① 내복약 : 생지황 12g, 차전자, 초룡담, 활석, 

감초 8g, 나복자, 맥문동, 목통, 창출, 토복

령, 황금, 후박 6g 

② 외용습포 : 황백 30g

③ 외용연고 : 외용고2 

9) 경과

  2009년 1월 5일 입원 당시 전신에 심한 홍반, 

삼출, 태선화, 건조, 소양감, 소양감으로 인한 소파

출혈 관찰되었다.  2009년 1월 6일 전신적인 소양

감, 홍반 감소하고 액와부의 삼출물 감소하였다. 

2009년 1월 8일 안검 및 경항부의 홍반 완화되었

고 지속되던 소양감과 삼출물은 2009년 1월 13일

부터 현저히 감소되어 2009년 1월 15일 삼출물은 

완전히 소실되었다(Fig 3, 4, 14, Table 2).

 

Fig. 3. Change of SCORAD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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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 Change of Sympt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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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례 3

1) 환자

  신OO M/17

2) 주소증

  소양, 홍반, 삼출  

3) 발병일

  최초 발병일 초등학교 5-6학년, 최근 발병일 2-3

주 전.

4) 과거력

  알레르기 비염 - 초등학교 5-6학년

5) 가족력

  알레르기 비염 - 모 

Table 2. Changes of Subjective status - Case 2.

1/5 1/6 1/7 1/8 1/9 1/10 1/12 1/13 1/14 1/15

Emotion - 4 3 1 3 7.5 3 2 5 3

Pruritus 10 9 10 10 6 4 3 3.5 2 2.5

Sleep disturbance 10 4 10 10 6 7.5 4 4.5 3 4

6) 현병력

  초등학교 5-6학년 때 새집으로 이사한 후, 얼굴, 

목, 접히는 부위에 소양, 약간의 홍반, 삼출물 발

생하였다. 입원 2-3주 전 소양, 홍반, 삼출 심해져 

내원하였다.

7) 특이사항 및 검사결과 

① 혈액검사 

     IgE : 290.7 (IU/㎖) (참고치 : 0.5 ~ 393)

     Eosinophil% : 10.0 (%) (참고치 : 0 ~ 4)

② 한방신경정신과 상담소견 : 학업과 관련하여 

스트레스가 많았고 친구와 가족 사이에서 마

찰을 겪고 있었다. 부모님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이혼한 상태로 우울 경향이 높았다. 자율

훈련법 및 명상법 시행하였다. 

③ 한방음악치료 상담소견 : 친구와 가족 사이

에 억압이 관찰되어서 오행리듬요법 중 火氣

리듬치기와 구음요법, 복식가창법, 해울음악

요법, 청열음악요법, 칠정치료음악요법, 음청

지기음악요법을 시행하였다. 경직과 긴장으

로 배에서 울림이 없고, 목에서 작은 소리를 

내는 경향이 있었으며 일정한 박자를 맞추어 

연주하는 것을 힘들어 했으나, 치료횟수가 

늘어날수록 적극적으로 변하였다. 

④ 한방생기능검사결과 : 적외선 체열진단 검사 

상 양측 견관절부, 경항부 피부온도 상승소

견 나타났다. 

  ⑤ 체질검사결과 : 태음인으로 판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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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치료

① 내복약 : 생지황 12g 백작약 사삼 활석 8g 

계혈등 당귀 맥문동 목통 상백피 차전자 창

출 초용담 토복령 황금 6g 대황 2g 

  ② 외용습포 : 감초 맥문동 30g, 황백 30g

③ 외용연고 : 외용고1, 외용고2, 이미발독산

9) 경과

  2009년 1월 6일 입원 당시 안면부와 경항부의 

Fig. 5. Change of SCORAD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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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nges of Subjective status - Case 3.

1/6 1/7 1/8 1/9 1/10 1/12 1/13 1/14 1/15 1/16 1/17

Emotion - 3 3 4 4 5 4 7.5 5 5 3

Pruritus 9 7 5 7 7 5 7 8.5 7 9 7

Sleep disturbance 4 3 4 4 6 3 4 6.5 5 5 6

삼출 및 부종과 전신의 심한 홍반, 소양감, 건조, 

인설 관찰되었다. 2009년 1월 8일 면부와 경항부

의 인설이 가라앉고 삼출물이 감소하였고, 2009년 

1월 10일 경항부의 부종 감소하여 목의 움직임이 

부드러워졌으며, 2009년 1월 13일 경에는 경항부

의 삼출물과 부종이 완전히 소실되었다(Fig 5, 6, 

15, Table 3). 

4. 증례 4

1) 환자

  가OO F/20

2) 주소증

  피부각화, 홍반 

3) 발병일

  최초 발병일 3세경 , 최근 발병일 2달 전

4) 과거력

  알레르기 비염

5) 가족력

  비염 - 부 

6) 현병력

  3세경부터 아토피 피부염 발하여 귀밑에 진물나

고 가피 형성하였고, 내원 2달 전부터 입시준비 과

정에서 각화, 홍반 심해져 내원 열흘 전에 3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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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로컬 피부과 스테로이드 경구 투여 및 연고 도

포한 후 내원하였다.

7) 특이사항 및 검사결과 

① 혈액검사 

     IgE : 728.1 (IU/㎖) (참고치 : 0.5 ~ 393)  

     Eosinophil% : 5.4 (%) (참고치 : 0 ~ 4)

     WBC : 12300 (/㎕) (참고치 : 4.0 ~ 10.0)

     Neutrophil segment% : 76.1 (%) (참고치 : 

40 ~ 60)

     Lymphocyte% : 13.2 (%) (참고치 :20 ~ 50)

② 한방신경정신과 상담소견 : 재수생으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심하

게 받는 상태였다. MMPI 상 우울 척도와 

강박증 척도가 상승된 소견 보였으며 불안, 

긴장, 예민하고 우울한 상태로 나타났다. 성

격적으로는 열등감이 심하고 자신의 자세 불

균형에 대한 걱정이 심했으며 짜증이 심하고 

때때로 자살충동을 느끼고 있었다. 자율훈련

법 및 명상법 시행하였다. 

③ 한방음악치료 상담소견 : 오행리듬요법 중 

土氣리듬치기와 구음요법, 복식가창법, 해울

음악요법, 청열음악요법, 포산음악요법, 하강

음악요법, 칠정치료음악요법 시행하였다.

④ 체질검사결과 : 소음인으로 판정되었다. 

8) 치료

① 내복약 : 생지황 12g, 활석 토복령 8g, 창출 

초룡담 감초 목통 산사 나복자 사삼 6g, 상

1/8 1/9 1/10 1/12 1/13 1/14

Emotion - 8 6 3 3 3

Pruritus 4 9 7 3 7 5

Sleep disturbance 5 6 6 3 6 3

Table 4. Changes of Subjective status - Case 4

   백피 후박 향부자 맥문동 4g, 사인 3g, 대황

(주초) 2g

② 외용습포 : 황백 30g

③ 외용연고 : 외용고2

9) 경과

  2009년 1월 8일 입원 당시 안면부의 홍반, 삼

출, 소양감 및 팔과 귀쪽의 건조 및 각화 관찰되

었다. 2009년 1월 9일 삼출물은 소실되었으나 소

Fig. 7. Change of SCORAD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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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감 심해지고 팔에 작은 구진 발생하였다. 2009

년 1월 10일 양손의 각화 감소하였고  2009년 1

월 12일 소양감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9년 1월 

14일에는 소파흔이 관찰되지 않았다(Fig 7, 8, 16, 

Table 4).

5. 증례 5

1) 환자

  임OO M/11

2) 주소증

  전신 소양감, 홍반, 각화, 인설

3) 발병일

  최초 발병일 6세경, 최근 발병일 2008년 여름

4) 과거력

  별무.

5) 가족력

  별무.

6) 현병력

  2008년 여름 전신 소양감, 홍반, 각화, 인설 등 

심해져 차병원 피부과 2008년 8월말 경 6일간 입

원 치료 후 증상 호전되었다가 외래로 경과 관찰

하던 중 재발하여 내원하였다.

7) 특이사항 및 검사결과 

① 혈액검사 

     IgE : 793.1 (IU/㎖) (참고치 : 0.5 ~ 393) 

     Eosinophil% : 6.4 (%) (참고치 : 0 ~ 4)

② 한방신경정신과 상담소견 : MMPI결과에서 

우울척도가 높은 상태로 우울로 인해 반항적

이거나 의욕저하로 보일 수 있는 상태였고 

충동적이고 공격적이며 비계획적인 경향이 

있었다. 자율훈련법 및 명상법 시행하였다. 

③ 한방음악치료 상담소견 : 오행리듬요법 중 

火氣리듬치기, 구음요법, 복식가창법, 해울음

악요법, 청열음악요법, 포산음악요법, 칠정치

료음악요법 시행하였다.

8) 치료

① 내복약 : 생지황 금은화 12g 맥문동 백작약 

8g 감초 단삼 목통 창출 토복령 황금 6g 선

태 지실 초룡담 4g 

② 외용습포 : 감초 맥문동 30g

③ 외용연고 : 외용고2

9) 경과

  2009년 1월 12일 입원 당시 전신의 심한 소양

감, 홍반, 삼출, 건조 관찰되었고, 특히 슬부는 건

조와 소양감으로 인한 소파출혈과 심한 인설이 관

찰되었다. 2009년 1월 13일 편도염 발하여 발열, 

오한 호소하였다. 2009년 1월 14일 전신의 홍반, 

건조, 삼출물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2009년 1월 

15일부터 삼출물 소실되었다. 2009년 1월 19일 좌

측 슬부를 제외한 부위의 소양감 소실되었고, 전신

적인 홍반과 건조도 완화되었다(Fig 9, 10, 17, 

Table 5). 

Fig. 9. Change of SCORAD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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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1/14 1/15 1/16 1/17 1/19 1/20

Emotion 5 8 5 9 10 10 2

Pruritus 10 10 8 10 10 5 4

Sleep disturbance 3 10 8 10 10 5 4

Table 5. Changes of Subjective status - Case 5.

Fig.10. Change of Sympt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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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증례 6

1) 환자

  하OO F/10

2) 주소증

  홍반, 가려움, 삼출    

3) 발병일

  2009년 1월 초

4) 과거력

  2008년 6월 - 장임파선염

5) 가족력

  금속 알레르기 - 모

6) 현병력

  2009년 1월 초 찜질방 다녀온 후부터 슬와부에 

홍반, 소양, 삼출 심하여 내원함. 

7) 특이사항 및 검사결과 

① 혈액검사 

     IgE : 19.8 (IU/㎖) (참고치 : 0.5 ~ 393) 

     Eosinophil% : 2.6 (%) (참고치 : 0 ~ 4)

② 한방신경정신과 상담소견 : 우유부단하고 자

신감이 적은 경향이 있다. 자율훈련법 및 명

상법 시행하였다. 

③ 한방음악치료 상담소견 : 오행리듬요법 중 

土氣리듬치기, 구음요법, 복식가창법, 해울음

악요법, 청열음악요법, 포산음악요법 시행하

였다.

8) 치료

① 내복약 : 창출 백작약 감초 생지황 토복령 

6g 백지 당귀 과루인 황금 숙지황 목통 지

실 맥문동 황기 4g 인삼 마황 2g 

② 외용습포 : 황백 30g

③ 외용연고 : 외용고2

9) 경과

  2009년 1월 12일 입원 당시 양측 슬와부의 심

한 홍반, 소양감, 건조 관찰되었다. 2009년 1월 13

일 소양감이 심하여 일시적으로 소파흔 증가되었

으나 2009년 1월 14일부터 소파흔 소실되었으며 

2009년 1월 15일부터 소양감 감소하고 홍반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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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어 2009년 1월 20일에는 소양감은 낮에만 간

헐적으로 발생하고 홍반은 연화된 상태가 유지되

었다(Fig 11, 12, 18, Table 6). 

고  찰

아토피피부염은 소양증에 대한 역치가 낮아져 

 

Fig. 11. Change of SCORAD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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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2. Change of Sympt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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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1/14 1/15 1/16 1/17 1/19 1/20

Emotion 7 5 5 8 8 0 7

Pruritus 10 3 3 3 0 0 0

Sleep disturbance 3 7 2 2 1 5 1

Table 6. Changes of Subjective status - Case 6.

심한 소양감을 호소하는 매우 흔한 질환이다. 

임상적으로 습진형 피부병변을 특징으로 하는 유

아형부터 태선병변이 주로 형성되는 성인형까지 

환자의 연령에 따라 다양한 임상경과를 보인다7). 

최근 아토피 질환이 음식 첨가제나 환경오염의 영

향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정확한 병인은 알려

져 있지 않지만 유전적, 환경적, 면역학적 요인이 

복잡하게 연관되어 발병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

다8).

아토피피부염의 발생 빈도는 보고자에 따라 

0.25-20%까지 매우 다양하며, 최근 30년 동안의 

역학 조사에 의하면 과거에 비해 2-3배 정도 증가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9,10). 국내 연구에서는 김 

등11)이 1973년부터 1981년까지 외래 환자를 대상

으로 조사한 아토피피부염의 평균 상대 빈도가 

5.1%였으나, 1995년 박 등12)의 조사에서는 8.6%

로 증가된 수치로 나타났다.

만성적인 아토피피부염의 경과는 심한 소양감으

로 인해 정상적인 수면을 방해하고 일상생활의 지

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피부를 두껍고 거칠게 만

들어 스트레스와 불안 등 정신적인 고통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아토피피부염을 가진 영아는 알

레르기성 비염과 천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13) 

근본적인 새로운 치료방법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

이다.

아토피피부염의 발병원인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어 대부분 보습제와 항히스타민

제, 국소 또는 전신적인 부신피질 호르몬제, 면역

억제제 등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한 약물치료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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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하고 있다. 그러나 약물치료에 효과가 없는 경우

도 있고 일시적으로 증상이 완화되었다 하더라도 

재발률이 높아서 완치가 어려운 질병이다14).

기타 현재 아토피피부염에 현재 사용되는 치료

법으로는 회피요법, 목욕요법, 식이요법 등의 자가

치료법과 자외선치료, 탈감작요법, 종합가시광선요

법 등을 이용한 소양증 및 피부의 치료가 있다. 

한의학적 치료는 약물치료가 주된 방법이며, 약물

치료와 더불어 침구치료 및 가시광선 요법이 사용

되기도 한다15-18).

아토피피부염을 평가하고 치료효과를 판정하기 

위하여 본 증례에서는 SCORAD index를 활용하

였는데 이는 신체부위별, 징후별로 평가한 중증도 

지수를 평가한 방법이다. 이와 같은 객관적 지표 

이외에 환자의 주관적 상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자

가평가를 통한 소양증의 정도, 수면장애정도와 감

정상태(기분지수)를 추가하여 조사하였다. 

한의학에서 아토피피부염은 乳癬, 奶癬, 胎癬, 

胎斂瘡, 濕疹 등의 범주에 속하며19), ≪保嬰全書≫

에서 “胎熱者初生旬口之間 自閉 色赤 眼胞腫啼煩壯

熱溺黃”이라 하여 아토피 피부염과 유사한 원인 및 

증상을 찾아 볼 수 있으며20), ≪醫宗金鑒≫에서는 

胎斂瘡이 奶癬과 동일 질병임을 밝히면서 乾斂과 

濕斂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21). ≪中醫兒科臨床

手冊≫에서는 濕熱蘊蒸型과 脾虛血虧型으로 나누어 

濕熱蘊蒸型은 淸熱利濕祛風하고, 脾虛血虧型은 健

脾, 燥濕, 養血, 祛風하여 치료하였다22).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온 한의학적 약물요법을 종

합적으로 살펴보면 內治法으로 濕熱型은 淸熱利濕 

養血祛風하며 生地黃, 淡竹葉, 防風, 蒼朮, 白鮮皮, 

燈心草, 赤芍藥, 連翹, 車前子, 蟬蛻 등의 약물이 

주로 사용되고, 脾虛濕盛型은 健脾利濕 消導淸熱하

며 白朮, 茯笭, 白扁豆 薏苡仁, 澤瀉, 地膚子, 牧丹

皮 등의 약물이 주로 사용되고 血燥型은 養血潤燥 

淸熱解毒하며 生地黃, 牧丹皮, 當歸, 梔子, 黃柏, 

麥門冬, 白茅根, 紫草 등의 약물이 주로 사용된다

23). 상기 증례에서도 증례 1, 2, 3, 5는 濕熱型으

로 증례 4, 6은 血燥型으로 변증하여 약물을 투여

하였다. 약물 복용에 있어서 이상반응은 관찰되지 

않았다.

다용 外治法으로는 附貼法, 洗滌法, 油膏法 등이 

있고 淸熱 解毒 祛風 殺蟲 止痒의 효과가 있는 黃

蓮, 黃柏, 苦蔘, 蛇床子, 枯礬 등의 약물이 많이 사

용된다24). 본 증례에서 한약외용제습포는 특히, 삼

출물이 심했던 증례2에서 효과적이었고, 소양감이 

심할 때 수시로 황백습포를 하여 소양감을 진정시

켰다. 이는 黃柏의 淸熱解毒작용이 소염 진정 작용

을 하여 외용제로서 이용되었을 때 유효했기 때문

인 것으로 사료된다. 한약 외용제를 이용한 외치법

은 예전부터 이용되었던 것으로 최근 蘆薈 등을 

이용한 외치법으로 급성 아토피 피부염에서 효과

를 보인 증례들이 보고되어 있다25).

한 등26)의 연구에 따르면 아파트나 빌라 같은 

주거 밀집 공간이 단독 주택의 거주보다 아토피 

피부염의 발생 빈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장기간의 질병 이환 기간이 아이의 성격 형성에도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환경적인 요인을 조절하고 

악화요인을 피하기 위하여 입원치료와 아토피피부

염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상기 교육은 퇴원 이후에 생활습관의 변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어 치료효과의 지속성과 재

발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며 장기간의 추

적 관찰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아토피피부염은 피부 질환이 일차적인 원

인이 되어 스트레스나 신체적 왜곡이 야기될 수 

있으며, 역으로 정서적인 스트레스와 함께 우울이

나 불안이 이차적으로 아토피피부염의 악화를 유

발할 수 있다27).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아토피피

부염이 심할수록 스트레스가 유발인자로 작용할 

위험률이 의미 있게 증가한다고 보고되고 있다28). 

따라서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에 있어서 약물치료

뿐만 아니라 상담치료나 행동요법이 필요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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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생각된다. 이에 본원 한방신경정신과에 환자를 

의뢰하여 치료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상기 6례의 

환자들은 생기가 없고 우울한 경향을 보였으며, 특

히 예전의 성적이나 피부 등과 관련한 스트레스를 

호소할 데가 없어서 표출하지 못했던 경향성을 보

였다. 이에 장기적인 스트레스에 대응하게 하기 위

하여 자율훈련법을 통하여 스트레스에 대한 민감

도를 떨어뜨리고 불안감을 안정시켰으며, 명상법을 

통하여 머리의 집중과 몸의 이완을 도모하여 명상 

상태를 통하여 과거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도

록 하였다.

또한, 한방음악치료를 시행하였는데 환자들의 저

하된 기운을 회복시키기 위해 火기운을 강화시켜

주고, 안정감을 주기 위해 土기운을 강화시키는 방

법이 주로 쓰였고 울체된 기운을 풀어주고 부족한 

기운을 북돋는 치료를 시행하여 환자들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그리고 운동전문가와 함께 하는 

운동요법과 산책, 풍욕 등을 통하여 신체적 활성을 

도모하였다.

심 등29)은 아토피피부염 환자 27명을 대상으로 

원적외선 광선요법을 시행하여 유의한 효과를 거

두었다고 보고하였다. 본 증례에서는 피부 재생을 

위한 치료로 400-2000㎚ 파장대의 빛을 편광화시

켜 실시하는 광치료법으로 피부 2㎝까지 침투하기 

때문에 피하조직까지 영향을 미쳐 세포 재생을 활

성화시키고 증상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기대하였다.

적외선 체열진단 검사 상에서 홍반이 심하고 삼

출물이 심한 부위에서 온도의 상승 소견이 관찰되

었는데 추후 이를 통해 병변부위를 예측하는데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적외선체열진단검사 결과와 병변부위와의 상관관계

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상기 환자들의 아토피피부염과 알레르기 질환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한방 치료의 안정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혈액검사를 시행하였다. 증례 

2,4,5에서 IgE와 Eosinophil 수치가 상승되어 있었

고, 모든 증례에서 간독성이나 신독성과 관련된 이

상 수치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치료를 받는 동안 

이상반응은 호소하지 않았다. 

이번 연구에서 입원환자들의 피부증상은 호전되

었지만 외래환자들과 비교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호전도에서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지 

못하였다. 추후 연구를 통하여 외래 치료만 받은 

환자들과의 비교를 통해 그 특징을 알아보는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호전된 상태가 

얼마나 유지되는지의 추적 관찰과 이후의 재발율

에 대해서 양방치료와의 비교가 필요할 것으로 생

각된다. 

아토피피부염의 치료에 있어 기존의 한방 치료

법인 내복약 이외에 각종 행동요법과 외치법등을 

병행하여 긍정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치료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어떠한 치료가 치료에 어느 정도의 기여를 했는지

는 평가할 수 없었다. 치료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효과적인 치료의 개발을 위해서는 충분한 

관찰기간과 다양한 대조군을 가진 연구 그리고 본 

증례의 환자들에 대한 외래 치료를 통한 추적관찰

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결  론

홍반, 삼출, 소양감 등이 심한 중증의 아토피피

부염 환자 6례에 대하여 단기입원치료를 통하여 

침치료 및 약물치료 뿐만 아니라 한약외용제습포 

및 기타 특수치료를 실시한 결과 객관적인 

SCORAD score 및 주관적인 평가에 긍정적인 변

화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기입원을 통한 

아토피 치료는 외래치료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

이 되는 집중적인 관리와 치료법이 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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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검부 구순부 액와부

2008

12/12

2008

12/23

Fig. 13. Pictures of lesion 

전경부 우액와부 좌액와부

2009

01/05

2009

01/15

Fig. 14. Pictures of lesion - Case 2. 

안면부 전경부 후경부

2009

01/07

2009

01/17

Fig. 15. Pictures of lesion - Cas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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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검부 전경부

2009

01/08

2009

01/14

Fig. 16. Pictures of lesion - Case 4. 

체간부 좌슬부 우슬부

2009

01/12

2009

01/20

Fig. 17. Pictures of lesion - Case 5. 

좌슬와부 우슬와부

2009

01/12

2009

01/20

Fig. 18. Pictures of lesion - Cas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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