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성 피부염이란?
아토피성 피부염은 심한 가려움증을 가지는 재발성 피부염이며, 나이에 따라 특정적
인 형태와 분포를 보인다. 유전적 소인 있어서 아토피성 피부염, 천식이나 알레르기성
비염 같은 알레르기 환자 자신이나 가족에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한의학에서는 보통 아토피성 피부염을 ‘태열’이라고 하는데 즉, 모태로부터 받은 체
질 유전적인 병이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아토피성 피부염은 매우 흔한 피부병으로서 어린이의 약 10-50%가 아토피성 피부염
을 가지고 있으며, 75%의 환자가 1세 이전에 발생된다. 그러나 약 90%의 어린이 환
자가 5년에 저절로 호전되며, 약 5%의 환자가 어른이 되어도 피부염이 지속된다.
아토피성 피부염의 원인
아토피성 피부염의 정확한 유전 양식은 아직 확실치 않으나. 환자 가족의 약 50% 이
상에서 아토피성 피부염, 천식, 알레르기성 피부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유전적인
요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환자가 일상의 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집 먼지 진드기, 동물의 털, 꽃가루 세균
이나 바이러스나 진균류 등의 감염, 정서적 요인 등의 다양한 환경적 요인도 아토피
성 피부염의 발생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아토피성 피부염의 증상
임상적으로 아토피성 피부염은 환자의 연령에 따라 비교적 특정적인 양상을 보여 이
를 유아기, 소아기, 사춘기 및 성인기 등의 3시기로 나눈다.
생후 3개울부터 2세까지의 유아기 아토피 피부염은 뺨이나 이마, 머리 등에 붉고 진
물이 많이 나고 기름지고 딱지를 형성하는 병변의 양상을 흔히 나타낸다. 3세 이후에
서 사춘기 전까지의 소아기 아토피성 피부염은 얼굴보다는 팔, 다리, 손목이나 발목
등 접히는 부위의 피부가 건조하고 두터워지며, 눈 주위의 홍반, 귀 주위 피부의 균
열, 손이나 발의 습진도 흔히 동반된다. 아토피성 피부염은 나이가 들면 소실되는 경
우가 많으나 때로 성인기까지 심한 피부염이 지속될 수도 있다.
아토피성 피부염의 진단
내 아이의 피부 질환이 아토피성 피부염은 아닌지 궁금할 때는 아래에 해당하는 증상
옆에 체크를 해 보자. 체크한 개수에 따라서 내 아이의 상태를 알아볼 수 있다.
증상체크
1.이마나 뺨의 피부가 빨갛고 거칠거칠 하다.
2.눈 주위가 빨갛고 좁쌀 같은 것들이 돋아서 울퉁불퉁하다.
3.얼굴이 전체적으로 붉고 거친 편이다.

4.얼굴 바깥쪽 경개선 있는 부분이 빨갛고 자주 터서 갈라진다.
5.입 가장자리가 자주 트고 갈라지거나 빨개진다.
6.웃옷을 벗겨 보면 등 쪽 피부가 무척 거칠다.
7.어깨나 두 팔의 피부가 거친 편이다.
8.무릎 안쪽이나 허벅지의 피부가 거칠거칠하다.
9.발목이나 발등의 피부가 꺼칠하다.
10.뉘어 놓으면 이불에 얼굴을 대고 자꾸 문지른다.
11.옷을 벗겨 놓으면 가슴 부분을 자꾸 긁는 것 같다.
유전체크
1.엄마, 아빠 모두에게 알레르기 증상이 있다.
2.엄마, 아빠 중 한 사람이나 아기의 형제 중에 알레르기 증상이 있다.
3.조부모나 친가 혹은 외가 쪽의 3촌 가운데 알레르기를 앓는 사람이 있다.
증상체크와 유전 체크를 합해서 나온 수만큼의 해당 항목을 보세요.
0-2 아토피성 피부염일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다지 걱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3-4 아토피성 피부염일 가능성이 약간 있습니다.
증상이 심해지기 전에 한번쯤 전문가의 진찰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5-6 아토피성 피부염의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반드시 전문의의 진찰을 받으세요.
아토피성 피부염의 치료
아토피성 체질을 근본적으로 고칠 수 없으므로, 아토피성 피부염은 완치를 목표로 하
기보다는 유발 인자를 피하고, 적절한 치료를 통해 조절해 나가는 질병이라고 할 수
있다.
(1) 아토피성 피부염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의 제거
높은 실내 온도, 과도한 비누 사용이나 잦은 목욕, 수영, 건조한 피부 상태, 사우나,
때밀이, 심한 운동이나 과다한 땀의 분비, 모직이나 자극성 직물에 의한 피부 자극,
피부를 긁거나 자극을 주는 행동, 꽃가루, 집 진드기, 동물의 털, 음식물, 자극성 화학
물질, 정신적 스트레스, 세균성 및 피부질환, 감기 아토피성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의 목욕 방법
피부에 축적된 땀, 자극성 물질 등을 제거하기 위해 적절한 목욕이 필요하다.
따뜻한 물로 5분 정도 샤워하는데, 이 때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거나 때를 미는 것은
좋지 않다.
샤워 후에 피부보습을 위해 바디 로션을 항상 바르는 것이 좋고, 그 위에 오일을 바
르는 것은 좋으나, 로션은 안 바르고 오일만 바르는 것은 좋지 않다. 피부염이 있는
부위에는 국소 스테로이드 연고를 엷게 발라 준다.
(3) 가려움증 및 습진 치료
심한 가려움증은 정서 장애, 학습 및 작업 능률의 저하 등을 초래할 수 있을 뿐 아니
라, 가려워 피부를 긁게 되면 피부염이 악화되어 소양증이 더욱 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므로 가려움증을 없애야 한다. 이러한 증상이 심해 진 때는 양방에서는 흔히
항히스타민제를 사용하여 가려움증의 조절하고 있으며, 한방에서는 체질에 따른 적절
한 한약 투여로 이러한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다.
또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닥나무라는 약재의 줄기를 달여서 목욕을 시키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가려운 증상을 경감시키고, 피부 재생 작용이 강하여 아토피
성 피부염에 효과가 좋다.
동의보감에도 닥나무는 피부 가려움이 심한 경우와 여러 가지 부스럼 증 등에 좋다고
나와 있다. 닥나무는 한지를 만드는 나무를 말한다.
(4) 음식물 조절요법
어떤 음식물을 먹고 난 후에 피부염이 악화된 것으로 의심될 때는 흔히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음식물, 방부제 또는 색소가 함유된 음식물의 섭취를 피하고 음식물 일기를
쓰는 것이 좋다. 특별한 음식물을 먹고 피부염이 악화 또는 유발되는 경우, 원인 음
식물을 확인하고 이들 음식물을 제거하면 피부염이 호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