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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배경:  

2010년 개의 아토피 피부염 국제 협의회 [현재 국제 동물 알레르기 피부염 협의회

(ICADA)로 개명되었음]에서 2010년 개의 아토피 피부염(Atopic dermaitits, AD) 가이

드라인이 협의되어 공표하였다. 본 판은 그 가이드라인의 첫 번째 5년 개정판이다. 

 

결과:  

아토피 피부염의 급성 발적기의 치료는 반드시 원인체를 찾아 제거하고, 순한 샴푸를 

이용한 약욕을 실시해야하며, 국소 혹은 전신 glucocorticoids나 oclacitinib을 이용한 

적절한 치료법을 통해 소양감과 피부 병변을 개선시켜야 한다. 개의 만성 아토피 피부염

에서는 첫째로 발적기 인자를 찾아 회피하고, 피모의 위생 및 관리해야 한다 (빈번한 약

욕 및 필수 지방산의 급여 등이 이에 해당됨). 만성 소양감과 피부 병변 개선에 현재까

지 가장 효과적인 약물은 국소, 경구 glucocorticoids와 경구 ciclosporin, 경구 ocitinib, 

재조합 인터페론 주사 등이다. 아토피 피부염의 급성 발적기의 재발을 예방하거나 지연

시킬 수 있는 유일한 치료법은 알레르겐-특이적인 면역요법과 예방적인 국소 

glucocorticoid 적용뿐이다. 

 

결론: 

본 개의 아토피 피부염 치료의 국제 가이드라인의 첫 번째 5년 개정판은 아토피 피부

염의 치료법이 다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뿐 아니라 치료는 효과가 입증되거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여러 방법들을 종합하여 행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중요한 점

은, 치료 계획은 환자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한 환자에서도 아토피 피부염의 단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치료 계획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핵심어 
아토피 피부염, 개, 증명된 치료법, 가이드라인, 치료 



 

배경 
개의 아토피 피부염 국제 협의회 (International Task Force on Canine Atopic 

Dermatitis, ITFCAD)의 새로운 이름인 국제 동물 알레르기 피부염 협의회  
(International Committee on Allergic Diseases of Animals, ICADA; www.icada.org)
에서 2010년에 개의 아토피 피부염 치료의 첫 번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1]. 이 권

장 사항은 영어로 출판되어 17개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전세계의 임상가들을 위해 무료

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보급되었다. 지난 5년동안 새로운 약들이 이용 가능해졌으며, 반

면 어떤 약들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었고, 치료 방법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연유에서, ICADA 구성원들은 가이드라인을 5년마다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가

이드라인은 10년마다 완전히 새로 쓰여지며, 5년마다 개정판이 제공될 예정이다; 본 논

문은 2010년 개의 아토피 피부염 치료 가이드라인의 첫 번째 개정판이다 [1].  

 

가이드라인 지침의 첫 번째 개정판에 들어가기 앞서, 독자들은 이 논문의 기초가 되는 

몇 가지 기본 원칙을 기억해야 한다: 

 

1) 권장 치료법은 일반적으로 이전에 발행된 무작위 대조 시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s, RCTs) 및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 확인된 증거를 토대로 만들어진다 [2-4]. 특정 

치료법이 시험 상 결과수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인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환자에서 그 치료법이 효과적이거나 모든 보호자가 제품에 대해 만족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임상가들은 명심해야 한다. 더욱이, 임상 시험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치료법의 단독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여러 가지의 치료법을 조합하여야 좋은 임

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다중 간섭 치료 프로토콜에 시험 약물이 포함된 경우, 

일반적으로 임상 시험 결과에서 해당 약물의 잠재적 상승작용이 과소평가되곤 한다. 

 

2) 이 가이드라인의 여러 부분에서, 독자들은 특정 치료법의 효과를 지지하는 증거가 부

족하거나 불충분하다는 것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치료법이 환자에

게 효과적이지 않다고 단정짓기 보다는, 아직까지 치료법의 효과가 실험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된다. 

 

3) 2010년 가이드라인과 같이, 우리가 추천하는 치료법이 특정 제품에 대한 연구에서 

뒷받침된 경우, 일반 약품명을 언급한 다음에 연구에서 사용된 브랜드와 회사를 언급한

다. 그 외의 모든 경우의 권장 치료법에서는 오직 일반 약품명만 언급하였다. 중요한 것



은 권장 치료법에서 특정 제품에 대해 언급했다고 하여 국제 동물 알레르기 피부염 협의

회 (ICADA)가 그 제품이나 회사를 홍보하려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권장 치료법

은 단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임상 시험에서 해당 약물의 효과가 입증되었거나, 혹은 그

러한 시험이 없이도 저자들이 해당 치료법의 효과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보였다는 것을 의

미한다. 

 

4) 마지막으로, 이 개정판 또한 이전 가이드라인과 마찬가지로 권장 치료법을 크게 3가

지 주제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i) 개의 아토피 피부염의 급성 발적기의 관리 ii) 개의 

만성 아토피 피부염의 피부 병변의 치료 iii) 질환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법. 이 권장 치

료법에 적합한 전형적인 증례 시나리오들에 대한 정보는 2010년 아토피 가이드라인에 

제시되어 있다 [1]. 위에서 언급한 권장 치료법 각 주제에서는 특정 순서대로 치료법 옵

션이 나열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는 결코 각각의 환자들에게 모두 같은 순서의 치료법을 

권장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권장 치료법은 수의사가 각각의 환자와 보호자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임상의들은 반드시 제시된 치료법의 효과, 부작용, 실용성, 비

용, 가용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논문은 이전의 긴 가이드라인 버전을 간략하게 업데이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각각의 주제에는 2010년 가이드라인이 요약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전 가이드라인

에서 변화 또는 업데이트된 “2015 update”가 추가되어 있다. 2010년 가이드라인에 제

시된 정보를 뒷받침할만 한 증거들은 반복하여 실지 않았다. 각각의 주제에서 2010년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할 필요성이 없는 부분에서는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할 것이

다. 

 2010년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한 점수화 체계인 strength of recommendation(SOR)과 

category of evidence(COE)를 간략하고 덜 복잡한 SORT scoring system (Table 1)으

로 변경하였다 [5]. 그러나 이전 점수화 체계 평가와 같이 SOR의 알파벳 순서가 낮을

수록, quality of evidence(QOE)은 로마숫자가 낮을수록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2010년과 2015년 가이드라인 간의 SOR과 COE/QOE 점수화는 서로 환산이 불가하기 

때문에 두 년도 가이드라인 점수화 간의 비교는 불가하다. 

또한 이 개정판에서 각각의 주제별로 변호를 붙였는데, 이는 차후의 가이드라인과 비

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이전 버전과 같이 권장 치료법에 대한 한 장짜리 요약본을 온라인 문서로 

제공하였다 (Additional file 1) 

 

 



A. 아토피 피부염의 급성 발적기의 치료 

이 주제는 2010년 가이드라인에서 설명한 증례 시나리오 1a과 1b의 치료법과 관련

이 있다. [1]; 이는 아래 주소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http://onlinelibrary.wiley.com/doi/10.1111/j.1365-3164.2010.00889.x/suppinfo. 

 

 

A.1. 발적기 유발 인자들의 확인 및 회피 

 

A.1.a. 발적기의 알레르겐 원인 확인 및 제거  

2010년 가이드라인 요약: 

개의 아토피 피부염의 급성 발적기를 유발한다고 알려진 알레르기 원인으로는 근래 환

경 알레르겐 (특히 집먼지진드기와 꽃가루)에 많이 노출된 경우, 특정 음식물 성분의 섭

취, 벼룩이나 다른 벌레에 물린 경우 등으로 알려져 있다. 보통 이런 다양한 알레르겐에 

환자가 과민반응을 보이거나 알레르겐이 발적기를 유발할 만큼 충분히 다량이 축적되었

을 때 발적기가 발생하게 된다. 급성 발적기가 더 악화되거나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서는 발생 원인을 파악하여 가능하면 접촉과 섭취를 피해야 할 것이다. 

 

개정된 2015년 권장 치료법: 

2010년 권장 치료법에서 변경 사항은 없다 (SOR C). 

 

 

A.1.b. 항균제 치료에 대한 평가 

2010년 가이드라인 요약: 

아토피 피부염을 가진 개는 피부와 귀의 세균, 효모균 감염으로 인해 빈번하게 급성 

발적기가 유발되곤 한다. 이러한 감염의 치료를 위해서는 대개 국소 및 전신적 항균제 

사용이 요구된다 [1].  

 

개정된 2015년 권장 치료법: 

2010년 권장 치료법에서 변경 사항은 없다 (SOR C). 항균제 치료의 효능을 향상시키

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의사들은 해당 국가 및 국제적인 합의에 의해 수립된 



항균제 치료 지침을 따르는 것이 권고된다 (SOR C) [6,7]. 중요한 것은, 수의사들과 보

호자들은 환자가 국소 항균제—특히 샴푸—에 의해 건조함이 유발되거나 자극성을 보여 

아토피성 발적기를 유발하는지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 (SOR C) 

 

 

A.2. 피부 상태의 개선과 털 위생 및 관리 

 

A.2.a. 무자극성 샴푸로의 약욕 

2010년 가이드라인 요약: 

지질, 당질 복합체, 소독제가 함유된 피부 연화제 샴푸 (Allermyl, Virbac)를 이용한 

약욕은 미미하지만 단기적으로 소양감을 완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른 국소 피부 

연화제들은 소양감 완화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 소양감 완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는 약욕의 강도와 빈도이다 [1]. 

 

개정된 2015년 권장 치료법: 

지질, 당질 복합체, 소독제가 함유된 진정효과 있는 샴푸 (Allermyl, Virbac)나 피토스

핑고신, 라즈베리 오일, 지질이 함유된 진정효과가 있는 샴푸 (Douxo Calm, Ceva)는 

개 알레르기 피부염 환자에서 미미하지만 피부 병변에 효과적이며 소양감 완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OR B); 이 효과는 특이 경미한 아토피 환자에서 효과적이다 

(SOR C). 소양감 완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약욕의 강도와 빈도이다 (SOR B). 다른 

국소 피부 진정제들이 지속적으로 아토피성 피부염 증상을 완화시키는지의 여부는 입증

되지 않았다 (SOR C). 

 

개정된 권장 치료법의 근거: 

최근에 보고된 3주 간의 소규모 무작위 대조 시험의 결과 Allermyl 샴푸나 Douxo 

Calm 샴푸와 비누 조합 약욕이 알레르기 피부염을 보이는 개에서 동등한 정도로 피부 

병변과 소양감 완화를 보였다 (QOE 2) [8]. 이 결과는 이전에 소규모 연구에서 확인된 

Allermyl, Douxo Calm 샴푸, Douxo Calm 샴푸와 스프레이 조합 치료법의 효과를 반영

한다 (QOE 2) [9]. 

 

 



A.3. 약물학적 제제를 통한 소양감 및 피부 병변 완화 

 

A.3.a. 국소 glucocorticoids를 이용한 단기 치료  

2010년 가이드라인 요약: 

국소 glucocorticoid 스프레이는 개의 아토피 피부염의 급성 발적기의 효과적인 치료

법이다. 이러한 치료법은 국소 피부 병변에 단기간 사용 시 특히 적합한 방법이다. 환자

의 임상증상에 따라 치료 기간과 빈도를 조정해야 한다 [1]. 

 

개정된 2015년 권장 치료법: 

국소 glucocorticoid 스프레이 (Cortavance, Virbac [SOR A]; Genesis, Virbac US 

[SOR B])는 개의 아토피 피부염의 급성 발적기의 효과적인 치료법이다. 이 제제의 사용

이 불가한 경우, 다른 국소 glucocorticoid 제제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가능성은 있으나 이러한 제제들의 효능과 안전성은 함유된 특정 

glucocorticoid나 매개 성분(vehicle)의 효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SOR C). 이러한 

치료법은 국소 피부 병변에 단기간 사용 시 특히 적합한 방법이다; 동일한 피부 부위에 

국소 glucocorticoid 스프레이를 매일, 장기간 적용하였을 때 스테로이드성 피부 위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SOR C). 환자의 임상증상에 따라 치료 기간과 

빈도를 조정해야 한다; 국소 glucocorticoid 스프레이는 일반적으로 완전히 피부 증상이 

개선되어 유지될 때까지 적용해야 한다 (SOR C). 

 

개정된 권장 치료법의 근거: 

이전의 제시한 임상 시험 자료들뿐만 아니라, 추가로 진행된 한 소규모 연구에서 

hydrocortisone aceponate 스프레이 (Cortavance, Virbac)를 1,2주 동안 매일 적용하

였을 때 아토피 피부염인 개에서 피부 병변과 소양감을 확연하게 개선시킨다는 것을 확

인하였다 (QOE 2) [10]. 

 

 

A.3.b. 경구 glucocorticoids 혹은 oclacitinib의 단기 치료  

2010년 가이드라인 요약: 

경구 prednisolone, prednisone 혹은 methlyprednisolone을 0.5 mg/kg로 일 1-2



회 처방하여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극심하거나 광범위한 임상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다. 

경구 glucocorticoid의 부작용은 일반적으로 약물 효능, 용량 및 적용 기간에 비례한다.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에서 급성 발적기 치료를 위해 장기-작용성의 glucocorticoid를 주

사 투약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아토피 피부염을 가지는 개의 대부분이 경구 

glucocorticoid 복용으로 임상증상이 개선되기 때문에 만일 경구제제 사용에도 빠르게 

임상증상 개선이 없을 경우 임상의들은 다른 질환의 가능성도 생각해야 하며, 혹은 이차

적 합병증 (예. 피부 감염, 외부기생충증, 혹은 다른 비아토피성 음식 과민반응)의 존재 

유무도 확인해야 한다 [1]. 

 

개정된 2015년 권장 치료법: 

경구 prednisolone, prednisone 혹은 methlyprednisolone을 0.5-1.0 mg/kg/day로 

일 1-2회 횟수로 나누어 처방하여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극심하거나 광범위한 임상증상

을 개선시킬 수 있다 (SOR A). 경구 glucocorticoid의 부작용은 일반적으로 약물 효능, 

용량 및 적용 기간에 비례한다.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에서 급성 발적기 치료를 위해 장

기-작용성의 glucocorticoid를 주사 투약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SOR C). 

 

Oclacitinib (Apoquel, Zoetis)은 0.4-0.6 mg/kg으로 일 2회 경구 복용을 최대 14일

까지 처방할 수 있으며, 이는 아토피 피부염인 개의 피부 병변과 소양감을 빠르게 완화

시킨다 (SOR A). Oclacitinib의 단기 치료는 안전하다. 

  

Oclacitinib과 glucocorticoid의 병용 사용에 대해서는 아직 평가되지 않았으나, 이론

적으로 잠재적인 용량-의존성 약물-유도성 면역 억제에 대해 우려되기 때문에 금기시 되

며, 특히 감염이 있는 경우엔 금해야 한다 (SOR C).  

아토피 피부염을 가지는 개의 대부분이 경구 glucocorticoid나 oclacitinib의 복용으로 

임상증상이 개선되기 때문에 만일 이러한 경구제제 사용에도 빠르게 임상증상 개선이 없

을 경우 임상의들은 다른 질환의 가능성도 생각해야 하며, 혹은 이차적 합병증 (예. 피

부 감염, 외부기생충증, 혹은 다른 비아토피성 음식 과민반응)의 존재 유무도 확인해야 

한다 (SOR C). 

  

개정된 권장 치료법의 근거: 

추가적인 연구에서 prednisone 혹은 prednisolone을 양성 치료군으로 하여 

oclacitinib (QOE 1) [11] 또는 cyclosporine (QOE 2) [12,13]과 비교하였을 때, 아토



피 피부염인 개에서 경구 glucocorticoid가 빠르게 효과를 보인다고 입증하었다. 

oclacitinib은 위약군에 비해 소양감과 임상증상 개선에 효과적이었으며 (QOE 1) [14], 

치료 14일 시점에서는 prednisolone보다도 효과적이었다 (QOE 1) [11]. Oclacitinib의 

단기 사용 시 부작용 발생은 미미하다. 

 

A.3.c. 개의 아토피성 피부염의 급성 발적기 개선에 거의 혹은 전혀 이득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 치료법들  

A.3.c.1. 항히스타민제 (Antihistamines) 

2010년 가이드라인 요약: 

아토피 피부염의 급성 발적기가 발생한 이후에 type-1 항히스타민제 (예. H1 히스타

민 수용체 길항제)를 사용하는 것은 거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개의 아토피 피부

염 치료를 위해 type 1 항히스타민제를 사용하였을 때 그 효능에 대해서 증명된 바가 

없다 [1].  

 

개정된 2015년 권장 치료법: 

경구 type 1 항히스타민제는 아토피 피부염을 보이는 일부 개에서 제한적으로 효과를 

보일지도 모른다 (SOR B). 경구 type 1 항히스타민제는 작용 기전과 최적의 효과를 위

해 가급적이면 발적기가 발생하기 이전에 사용하여 히스타민의 효과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SOR C). 1세대 type 1 항히스타민제 (예. diphenhydramine, 

chlorpheniramine…)의 진정효과로 인해 임상적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SOR 

C). type 1 항히스타민제는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벼운 증상의 아토피 피부염 환

자에서 더 효과적일 것이다 (SOR C). 아토피 피부염인 개의 치료를 위한 국소 type 1 

항히스타민제의 사용에 대해서는 증명된 바가 없다  

 

개정된 권장 치료법의 근거: 

한 후향성 연구 결과, 자신의 아토피 피부염인 개에게 경구 항히스타민제를 투약한 보

호자들 중 대략 25%가 매우 효과적이라고 느꼈다 (QOE 2) [15]. 한 무작위 대조 시험

에서 두 종류의 경구 항히스타민제, hydroxyzine과 chlorpheniramine 합제 

(Histacalmine, Virbac)과 dimetindene (Fenistil, Novartis)이 아토피 피부염인 개에서 

미약하게나마 소양감과 피부 병변이 개선되었다 (QOE 2) [16]. 이와 대조적으로, 집먼

지진드기에-감작된 급성 아토피 피부염 실험 모델견들에서 경구 type 1 항히스타민제 

(hydroxyzine)는 피부 병변 발생을 예방하지 못했다 (QOE 3) [17]. 



 

 

A.3.c.2. 필수 지방산 (Essential fatty acids, EFAs) 

2010년 가이드라인 요약: 

경구 필수 지방산은 이로운 효과가 발생하기까지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아토피 피부

염의 급성 발적기 치료로는 유용하지 않다 [1].  

 

개정된 2015년 권장 치료법: 

2010년 권장 치료법에서 변경 사항은 없다 (SOR C). 

 

개정된 권장 치료법의 근거: 

2010년 가이드라인이 출간된 이후 진행된 한 체계적인 고찰에서 급성 발적기 치료에 

경구 필수 지방산을 보충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고 밝혀졌다 [4]. 필부 지방산이 포함된 

국소적인 지질 복합체 (Allerderm Spot-on, Virbac)에 대해 연구한 무작위 대조 시험에

서 2주 간 제품 적용한 후에도 피부 병변이나 소양감이 완화되는 효과는 없었다. 결과적

으로 필수 지방산은 개의 아토피 피부염의 급성 발적기 관리에 있어 그 어떤 효과도 없

는 것으로 보인다 (QOE 2) [18]. 

 

 

A.3.c.3. 칼시뉴린 억제제 (Calcineurin inhibitors) 

2010년 가이드라인 요약: 

국소적(예. tacrolimus), 경구적(예. ciclosporin) 칼시뉴린 억제제는 작용 개시가 느려 

아토피 피부염의 급성 발적기 관리에는 적합하지 않다 [1].  

 

개정된 2015년 권장 치료법: 

2010년 권장 치료법에서 변경 사항은 없다 (SOR C). 

 

 

B. 개의 만성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  



이 주제는 2010년 가이드라인에서 설명한 증례 시나리오 2a과 2b의 치료법과 관련

이 있다. [1]; 이는 아래 주소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http://onlinelibrary.wiley.com/doi/10.1111/j.1365-3164.2010.00889.x/suppinfo. 

 

 

B.1. 발적기 인자의 확인 및 회피  

 

B.1.a. 비계절성 아토피 피부염인 개에게 식이 제한-유발 시험의 시행 

2010년 가이드라인 요약: 

개 음식 과민반응 환자는 아토피 피부염의 임상증상을 보일 수 있으며, 몇몇 환자에서

는 환경원성 알레르겐과 음식 알레르겐 모두에서 알레르기를 보이기도 한다. 식이 제한-

유발 시험은 음식 알레르겐에 의한 아토피 피부염을 진단하는 표준 방법이다. 임상의들

은 이전까지 아토피 피부염이 잘 관리되다가 갑자기 재발한 경우, 반드시 식이 시험을 

한 번 더 시행해보는 것을 고려해봐야 한다 [1].  

 

개정된 2015년 권장 치료법: 

전반적으로 2010년 권장 치료법에서 변경 사항은 없다 (SOR C) 

사람과 마찬가지로 개 음식 알레르기 환자는 아토피 피부염 임상증상을 나타낼 수 있

으며, 다른 증상들(예. 두드러기 등) 또한 나타날 수 있다 (SOR C) [19]. 음식 알레르기

의 가장 최고의 표준 진단법은 새로운 식이 혹은 가수분해 식이를 이용한 식이 제한을 

실시하여 이 시기에 증상이 완화되면, 다시 원래 식이를 급여하여 유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다 (SOR C). 8주짜리 식이 제한-유발 시험으로 대부분의 음식 알레르기를 보이는 

환자들이 진단된다 (SOR A). 식이 제한 과정에서 반응이 모호한 경우, 특히 다음과 같

은 경우 추가적인 식이 시험이 필요하다: 1) 부적절한 식이를 선택한 경우 (예. “새롭지 

않은” 식이 급여 시 또는 수의사 처방식이 아닌 일반 사료 급여 시) 2) 항문주위 소양감 

혹은 관련 위장관계 증상을 보이는 환자의 경우 3) 이전까지는 잘 관리되던 아토피 피

부염 환자가 이전의 치료법으로도 조절할 수 없는 급성 발적기를 보이는 경우 (SOR C).  

 

개의 건사료 속의 저장진드기는 아토피 피부염 개에서 흔히 과민반응을 유발하는 집먼

지진드기와의 알레르기성 교차반응을 하기 때문에, 저장진드기의 존재 또한 아토피 피부

염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SOR C). 그러나 현재까지는 저장진드기 혹

은 집먼지진드기에 과민반응을 보이는 개에서 건사료를 급여하지 않는 것이 이점이 있는



지에 대해서는 명백히 밝혀진 바는 없다 (SOR C). 개의 동결건조사료는 저장진드기의 

오염을 줄일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러한 동결 과정이 진드기 과민성을 보이는 개의 

임상증상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SOR C). 그렇긴 하지만, 보호자

에게 건사료를 습하고 따뜻한 곳에 보관하지 않고 청결한 밀봉 용기에 사료를 보관하게 

하여, 과도한 저장진드기 오염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SOR C). 

 

개정된 권장 치료법의 근거: 

최근 비판적 감정 시험에서 음식 과민반응을 보이는 개의 90% 이상이 8주 식이제한

으로 증상의 차도를 보여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QOE 1) [20]. 

 

세 연구에서 애완동물 상점이나 다른 유통 과정에서 구할 수 있는 “비처방식” 반려동

물 식품들 (제한 식이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제품들)에 라벨에 적혀있

지 않은 미량의 성분들이 빈번하게 함유되어 있다고 확인하였다 [21-23]. 그러나 음식

에 의한 아토피 피부염을 가진 개에서 미량 성분들에 의한 오염으로 발적기가 유발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아토피 피부염과 음식 알레르기를 함께 가지고 있는 개의 3분의 2가 항문 주위 소양

감을 보인다 (QOE 2) [24]. 

 

개의 일반 건사료에 집먼지진드기, 저장진드기와 그 분변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QOE 3) [25,26]. 음식을 종이 봉투에 담거나 (QOE 3) [25,26] 특히 적당한 온도와 

높은 습도에 보관하는 경우 저장진드기인 Tyrophagus의 수를 증가시킨다 (QOE 3) 

[26]. 그렇긴 하지만 진드기 알레르겐의 농도는 음식 자체보다는 저장 봉투와 인접한 

바닥에서 더 많이 확인된다 (QOE 3) [25]. 

 

 

B.1.b. 벼룩 구제 요법의 시행 

2010년 가이드라인 요약: 

아토피 피부염인 개는 반드시 효과적인 벼룩 구제요법으로 연중 내내 치료해야 한다. 

정기적인 목욕으로 국소 벼룩 구제제가 씻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전신 및 경구 살성충제

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1] 
 



개정된 2015년 권장 치료법: 

2010년 권장 치료법에서 변경 사항은 없다 (SOR C). 장기간의 효과 및 빠른 잔여 살

충작용을 입증한 살충제는 이론적으로 벼룩에 민감한 아토피성 피부염를 동반한 개에서 

더 효과적이어야 한다 (SOR C). 
 
개정된 권장 치료법의 근거: 

실제 임상에서 벼룩과 연관된 소양감의 조절에 있어 fipronil/(S) methoprene 합제

(Frontline Plus, Merck) 대비 spinosad (Comfortis, Elanco)의 우위성이 입증되었다; 

spinosad가 지속적인 활성과 빠른 잔여 살충효과에 의해 더 높은 효능을 보인다고 생각

할 수 있다. 
 
 
B.1.c 알레르기성 발적기를 유발할 수 있는 인자들을 파악하기 위한 알레르겐-특이적인 

피내 접종 검사 및/또는 IgE 혈청학적 검사의 수행 

2010년 가이드라인 요약: 

알레르겐-특이적인 피내 접종 검사 및 IgE 혈청학적 검사는 아토피 피부염인 개에서 

환경원성 알레르겐에 대한 과민반응을 확인하는데 유용하다. 아토피 피부염 증상을 동반

하지 않은 개에서도 환경원성 알레르겐에 대해 즉각적으로 알레르겐-특이적인 피내 접종 

검사 및 IgE 혈청학적 검사에서 양성을 보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검사들이 아토피 

피부염 환자와 건강한 개 또는 다른 소양감을 일으키는 피부병을 지닌 개를 구별하는데 

사용될 수는 없다. 음식 알레르겐에 대한 혈청학적 및 피내 접종 검사는 음식에 의해 유

발된 아토피 피부염을 진단하는데에는 권고되지 않는다.  
 
개정된 2015년 권장 치료법: 

건강한 개 및 아토피 피부염 이외의 소양감을 유발하는 피부병을 보이는 개에서 혈청 

알레르겐-특이적인 IgE 수치가 측정되거나 꽃가루를 제외한 환경원성 알레르겐에 대해 

피내 접종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다는 증거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알레르기 검사”

가 아토피 피부염을 진단하는데 사용해선 안 된다는 개념을 보강한다; 이러한 검사들은 

기존에 임상학적 기준을 통해 이미 아토피 피부염으로 진단받은 개에서 IgE-매개 과민

반응을 규정하기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SOR C). 현재 환경원성 알레르겐에 대한 

혈청학적 알레르겐-특이적인 IgE 측정의 수행에는 표준화된 바가 없으며 실험실마다 

IgE 혈청학적 검사의 결과가 상당히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증거가 있다 (SOR C). 
 

자료들이 일관성이 없고 이용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특이적인 IgG 및 IgE 혈청검사 

또는 피내 또는 경피(패치) 또는 림프구 자극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음식에 의해 유발된 



아토피 피부염을 가진 개에서 관련 음식 알레르겐을 확인하거나 진단하기 위한 부가적인 

시험이 선행되어야 한다 
 
개정된 권장 치료법의 근거: 

4개의 다른 실험실에서 진행된 IgE 혈청학적 측정을 비교한 최근 연구에서 일반적으

로 강한 양성을 보이는 진드기 알레르겐을 제외한 다른 알레르겐에 대해서는 매우 상이

한 검사 결과를 보였다 (QOE 3). 음식 알레르겐에 대한 혈청학적 IgG/IgE 검사에 대한 

최근 평가 (Sensitest, Avacta Veterinary Laboratories)에 의하면 음식 알레르겐에 대

한 음성 혈청학 결과를 보이는 개의 대부분에서 해당 음식에 대한 임상학적 반응이 미약

하게 나타냄을 의미한다고 보고하였다 (80% 이내의 음성 예측치); 그러나 음식 알레르

겐에 대해 혈청학적으로 양성 반응을 보인 개에서 그 반대의 법칙이 적용되지는 않았다 

(낮은 양성 예측치) (QOE 2) [29]. 동일하지 않은 두 개의 상업적인 실험실들에서 받은 

결과를 분석한 영국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음식 특이적인 IgE/IgG 혈청학적 검사 결과

로는 음식에 유발된 질환이 아닌 개와 음식에 의해 유발 피부 이상반응을 지닌 개를 구

별할 수 없다고 보고하였다 (QOE 2) [30]. 

 

음식을 이용한 패치 테스트를 제한 식이에 대한 반응과 비교하였을 때, 매우 높은 음

성 예측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진다. 결론적으로 이 방법은 어떤 개가 음식물에 대해 

임상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유용하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소규모 연구에서 알레르기 피부 질환의 임상증상을 나타내지만 환

경원성 알레르겐에 대해서는 혈청학적 IgE 음성반응을 보이고, 음식 알레르겐에 양성 

림프구 증식을 보이는 개의 대부분이 식이 제한 시험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였다 (QOE 3) 
[31]. 
 
 
B.1.d. 집먼지진드기 구제법의 시행 

2010년 가이드라인 요약: 

집먼지진드기는 전세계적으로 개의 아토피 피부염에 가장 중요한 원인 알레르겐이다. 

집먼지진드기 구제법은 이 알레르겐에 과민반응을 보이는 개에서 실시해야 효과적일 수 

있다. 아토피 피부염인 개에서 발적기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단독적으로 또는 

병용하여 실시할 수 있는 집먼지진드기 구제법은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 

 

개정된 2015년 권장 치료법: 



2010년 권장 치료법에서 변경 사항은 없다 (SOR C). 
 
개정된 권장 치료법의 근거: 

진드기에 과민한 아토피성 개의 아토피 피부염 관련 임상증상의 완화에 대한 benzyl 

benzoate acaricidal spray (Acarosan Spray, Bissell)의 유용성을 보고한 연구는 단 하

나의 무대조군시험 뿐이다 (QOE 2) [32]. 최근 연구에서 아토피 피부염인 개들을 진드

기를 조절할 수 있는 우리에 격리시킴으로써 환경원성 알레르겐에 IgE 과민반응을 나타

내는 환자 대부분에서 소양감이 급격하게 완화되었다고 보고되었다 (QOE 2) [33]. 
 
 
B.1.e 항균제 치료법의 적용에 대한 평가 

2010년 가이드라인 요약: 

아토피 피부염인 개에서 피부나 귀에서 세균이나 효모균 감염이 세포학적 또는 세균 

배양상의 증거로 또는 이런 검사 없이 임상증상에 근거하여 진단된 경우 항균제 치료법

이 요구된다. 이러한 감염에 대한 치료를 위해서 보통 국소 및 전신 항균제를 사용한다.   
 
개정된 2015년 권장 치료법: 

2010년 권장 치료법에서 변경 사항은 없다 (SOR C). 수의사들은 해당 국가에서의 임

상 현황 및 국제적인 합의에 의해 수립된 항균제 치료 지침을 따르는 것이 권고된다 

(SOR C) [6,7]. 수의사와 보호자는 수의사들과 보호자들은 환자가 국소 항균제—특히 

샴푸—에 의해 건조함이 유발되거나 자극성을 보여 아토피성 발적기를 유발하는지 여부

를 지켜봐야 한다 (SOR C). 
 

말라세지아 (Malassezia) 피부 감염에 의해 유발되거나 증폭된 발적기를 치료하기 위

해서는 terbinafine이나 itraconazole을 3주 동안 일 1회 또는 매 주마다 2일 연속 사

용 용법으로 처방할 수 있다 (SOR B). 
 
개정된 권장 치료법의 근거: 

말라세지아 이염과 피부염을 치료를 위해 5 mg/kg itraconazole을 3주 동안 일 1회 

또는 매 주마다 2일 연속 사용하였을 때 비슷한 임상학적 또는 세포학적 결과가 도출되

었다 (QOE 2) [34]. 말라세지아 피부염을 보이는 개에서 3주 동안 일 1회 30 mg/kg 

terbinafine을 투여하는 것은 3주 동안 동일한 용량의 약제를 매 주 마다 2일 연속으로 

투여하는 것과 유사한 정도의 세포학적 및 피부 병변 점수의 개선을 나타냈다. 소양감의 

개선은 일 1회 용법 치료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QOE 2) [35]. 
 
 



B.1.f. 다른 발적기 요인들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2010년 가이드라인 요약: 

개의 아토피 피부염의 발적기 요인으로서의 환경, 습도, 세제, 스트레스의 중요성에 

대한 일반적인 권장 사항을 정립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 그렇지만 환자의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는 특정적인 상황들을 관찰하고 회피하거나 변화시키도록 반드시 보호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개정된 2015년 권장 치료법: 

2010년 권장 치료법에서 변경 사항은 없다 (SOR C). 
 
 
B.2. 피부 상태의 개선과 털 위생 및 관리  
 
B.2.a. 무자극성 샴푸로의 약욕 

2010년 가이드라인 요약: 

순한 무자극성 샴푸와 미온수를 이용해 매주 최소 한 번씩 약욕시키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소양감을 완화시키는 데에 있어 약욕의 강도와 횟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일 수 

있다. 샴푸의 종류는 환자에 따라 알맞은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연화제 샴푸가 피부 진

정 효과에는 가장 효과적이지만, 환자가 지루성이거나 과도한 각질 혹은 감염이 있는 경

우에는 항지루성 및 살균력이 있는 제품이 더 적합할 것이다. 그렇지만 약욕으로 피부가 

건조하고 자극될 수 있다. 수의사는 필요 시에는 제품이나 약욕 요법을 변경하거나 샴푸 

후 국소 보습제 적용을 지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수의사는 환자의 피모 상태가 변

화하게 되면 반드시 그 상태에 적합한 국소제제로 교체해야 한다. 빈번한 약욕으로 국소 

벼룩 구제제의 효과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개정된 2015년 권장 치료법: 

2010년 권장 치료법에서 변경 사항은 없다 (SOR C). 
 
 
B.2.b. 경구 필수 지방산의 급여 

2010년 가이드라인 요약: 

필수 지방산, 특히 omega-6가 풍부하게 포함된 필수 지방산을 보충제나 식이를 통해 

경구로 섭취하는 것은 피부 표증 지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털의 윤기와 질을 향상시

킬 수 있다. 경구 필수 지방산 급여로 개의 아토피 피부염의 임상증상이 작게나마 개선

될 수 있으나, 예상되는 개선 정도가 미약하여 필수 지방산을 개의 아토피 피부염의 단



독 치료제로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 필수 지방산이 효과를 

보인다 하더라도, 효과를 보이기까지 최소 2달 이상의 보충제 급여가 필요하다. 어떤 특

정 필수 지방산 성분 조합이나 용량, 비율, 제형이 피모의 질 개선에 최적인지는 현재까

지 밝혀지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보충제보다 필수 지방산이 풍부한 식이에 더 많은 양의 

필수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다. 
 
개정된 2015년 권장 치료법: 

2010년 권장 치료법에서 변경 사항은 없다 (SOR C). 
 
개정된 권장 치료법의 근거: 

2010년부터 실시한 개의 아토피 피부염에서 경구 필수 지방산의 효과에 대한 체계적

인 평가 연구에서는 필수 지방산의 유용성에 대한 임상적인 효과를 밝혀내지 못하였다 

(QOE 1) [4]. 아토피 피부염인 개들에게 두 달간 필수 지방산 보충제 

(Megaderm/EFA-Z, Virbac)를 식이에 보충한 결과 피부 각질층 세포 간 지질의 뚜렷한 

생화학적, 미세구조의 변화가 확인되었으며, 두 지표 모두 필수 지방산 보충 전과 비교

하였을 때 더 정상 수치에 가까워졌다. 
 
 
B.2.c. 국소 필수지방산을 포함하는 제형의 적용 

2010년 가이드라인 요약: 

모질 향상 및 아토피성 피부염의 증상 개선을 위해 지질이 함유된 국소제제를 사용해

야한다는 이론을 지지하는 임상시험을 근거로 한 증거는 불충분하다 [1]. 
 
개정된 2015년 권장 치료법: 

지질이 함유된 국소제제는 아토피 피부염인 개들의 각질층 지질 장벽 손상을 정상화하

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SOR C). 임상시험 결과들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러한 지질이 함유된 국소제제들을 개의 아토피 피부염의 단독 치료법으로 권장하기에

는 이러한 제제들의 유용성에 대한 증거들이 아직도 충분하지 않다 (SOR B). 개의 아토

피 피부염의 보조치료법으로서 필수 지방산이 함유된 국소제제를 사용할 것인지 경구 필

수 지방산 보충제나 필수 지방산이 풍부한 식이를 급여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서 두 방

법 간의 유용성, 비용 및 용이함 등을 비교하여야 한다 (SOR C). 이미 필수지방산이 풍

부한 식이 또는 보충제를 섭취하고 있는 개의 경우에는 국소 필수지방산 함유제제를 사

용하는 이점이 크지 않을 것이다 (SOR C). 
 
개정된 권장 치료법의 근거: 



각질층 지질 계수 이상을 보이는 아토피 피부염인 개들에게 특정 비율로 세라마이드와 

콜레스테롤, 필수 지방산이 함유된 국소 지질 복합체(Allerderm, Spot On, Virbac)를 3

일 주기로 6번 적용함으로써 각질층 세포 간 지질을 복구 시켜 지질 계수를 정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QOE 3) [37]. 이 제품은 아토피 피부염인 개들에게 정상적인 세포 

간 각질 지질층의 형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도 이전에 보고된 바 있다 (QOE 3) [38]. 

그러나 경증-중등도의 아토피 피부염인 개들에게 시행된 무작위 대조 시험에서는 이러한 

국소 지질 복합제의 임상적 유용성이 미미하고 일관성이 없다고 보고됐다 (QOE 2) [18]. 

오메가-6 필수 지방산과 essential oil 함유 국소 제제 (Dermoscent Essential 6 spot 

on, Laboratoire de Dermo-Cosmétique Animale)의 아토피 피부염 임상증상 경감 효

과에 대한 소규모의 무작위 대조 시험에서 보통 정도의 효과가 보고되었다 (QOX 2) 
[39].  
 

필수 지방산을 경구로 섭취할 경우 국소 지질 합제 (QOE 3) [36-37]와 동일한 기전

으로 각질층 지질을 정상화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량의 필수 지방산을 함유한 식

이를 먹이고 있는 개에게 국소 필수 지방산 함유 제형을 첨가할 때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미미할 것이다. 
 
 
B.2.d. 다른 식이 보충제의 투여 

2010년 가이드라인 요약: 

일부 영양 보충제는 생체 외 실험에서 세라마이드의 생산을 증가시키고 경피의 수분 

손실을 감소 시켜 피부장벽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입증되었으나, 아토피 피부염

인 개에게 실제 임상적으로 유용한지에 대해서는 증명된 바 없다. 
 
개정된 2015년 권장 치료법: 

2010년 권장 치료법에서 변경 사항은 없다 (SOR C). 
 
 
B.3. 약리학적 제제를 통한 소양감 및 피부 병변의 완화 
 
B.3.a. 국소 glucocorticoids 또는 tacrolimus를 이용한 치료 

2010년 가이드라인 요약: 

국소 glucocorticoids 및 tacrolimus는 개의 아토피성 피부염의 임상증상을 효과적으

로 완화시키지만, 국소 glucocorticoids를 장기간 사용할 경우 피부 위축이 발생할 위험

이 있다. 
 
개정된 2015년 권장 치료법: 



개의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있어 국소 glucocorticoid의 효과를 지지하는 증거들이 추

가로 증명되었다. 그러나 피부 위축이 유발될 위험성 때문에 일정 기간의 적응 유도기 

이후에는 간헐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SOR A). 치료 기간과 약제 사용 빈도는 각 환자

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국소 glucocorticoids는 보통 임상증상이 완전히 개선되어 안

정될 때까지 꾸준히 사용해야 한다 (SOR C). Tacrolimus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피부 

위축이 뚜렷한 아토피 피부염인 개를 제외하고는 국소 glucocorticoid와 비교 시 유용성

이 적다 (SOR C). 

 

개정된 권장 치료법의 근거: 

12주 간의 무작위 대조 시험에서 hydrocortisone aceponate spray 

(Cortavance,Virbac)은 경구 ciclosporin (Atopica, Elanco Animal Health) 대비 유사

한 효능과 내성을 보였다 (QOE 1) [40]. 

 
 
B.3.b. 경구 약리학적 면역 조절 물질을 통한 치료 

2010년 가이드라인 요약: 

경구 glucocorticoid와 ciclosporin 모두 개의 아토피 피부염에서 유용한 치료법이지

만, 전자가 후자에 비해 더 빠르게 임상증상 개선을 유도한다. 단기-작용성 경구 

glucocorticoid는 증상 완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하며, 차츰 용량을 감량해나가

야 한다; 장기-작용성 glucocorticoid 주사제제의 사용은 추천하지 않는다. 경구 

ciclosprin과 glucocorticoid를 특히 고용량에서 장기간 동시에 투여할 경우 면역저하가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 [1]. 

 
개정된 2015년 권장 치료법: 

개의 만성 아토피성 피부염 (SOR A)에 경구 glucocorticoids (prednisone, 

prednisolone 또는 methylprednisolone), ciclosporin 및 oclacitinib은 발적기 인자들 

관리와 병행하거나 인자들의 관리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법이다 (SOR 

C). Glucocorticoid와 oclacitinib은 ciclosporin에 비해 더 빠르게 증상 개선을 유도하

기 때문에, ciclosporin 처방 첫 3주 간은 경구 prednisolone을 병용하면 증상 개선의 

발현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어떠한 조합으로든 장기간 경구 glucocorticoids, 

ciclosporin 또는 oclacitinib를 병용하는 것은 이론상 잠재적으로 피부 또는 장기에 심

각한 기회감염을 쉽게 유발할 수 있는 면역 억제 상태를 유발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는다. 장기간의 ciclosporin 또는 oclacitinib을 투약하는 동안 임상병리학적

인 모니터링 (예. 전혈검사, 혈청화학검사 및 요검사)을 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합의된 바가 없다. 그렇지만 전신적 질환의 증상이 발생한다면 이러한 검사들을 실시해

야 한다. 경구 glucocorticoid로 장기간 치료받는 개는 요로감염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

에 정기적으로 요검사 및 요배양을 통해 모니터링해야 한다 (SOR C). 

 

경구 glucocorticoids (prednisolone, prednisone 또는 methylprednisolone)는 아

토피 피부염의 임상증상 경감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할 경우 일 1-2회 0.5 mg/kg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경감이 나타난 이후 경구 glucocorticoid의 용량은 장기간 부작

용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작용 징후가 발생하지 않는 최저 용량과 빈도로 점

차 줄여나가야 한다. 장기-작용성 glucocorticoid 주사제제는 용량을 점차 감량시킬 수 

없어 부작용 발생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아토피 피부염 관리에서 사용해서는 안된다 
(SOR C). 

 

경구 ciclosporin은 임상증상이 만족스러울 정도로 개선될 때까지 일 1회 5 mg/kg로 

투약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임상증상의 개선이 보이기까지 4-6주 정도 소요된다 (SOR 

A). 유도 이후에는 임상증상이 양호하게 유지되는 용량으로 감량해야 하는데, 이는 치료 

빈도를 줄이거나 (예. 일 1회에서 2일에 1번으로, 그 이후에는 일주일에 2번으로 빈도

를 줄임), 일일 용량을 줄이는 방식을 통해 점차 줄여나가야 한다 (SOR A). 복제 

ciclosporin 제제들도 처음으로 승인되었던 변형된 ciclosporin microemulsion 

(Atopica, Elanco Animal Health)와 생물학적으로 동등한 것으로 확인되어 적합한 대체

제로써 사용이 가능하다. 

 

경구 oclacitinib (Apoquel, Zoetis)은 14일 간은 일 2회 0.4-0.6 mg로 투여해야 

하고, 그 이후에는 일 1회 투여한다 (SOR A). 증상의 완전한 호전이 있고 난 후에는 

용량을 점차 줄여 증상 호전을 유지 할 수 있는 최소 용량으로 조정해야 한다 (SOR 

C). 이 약제는 12개월령 이하의 개에서는 허가되지 않았다. oclacitinib을 일 1회 용량

으로 장기복용 하는 것은 비교적 안전해 보이나, 그 이상의 용량 및 용법으로 장기투

여 하는 것에 대한 안전성은 알려진 바 없다.  

 

경구 glucocorticoids, ciclosporin (또는 oclacitinib)의 투여 용량과 빈도를 줄이면서

도 아토피 피부염의 임상증상 완화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알레르겐-특이적인 면역요법, 

피부 연화제 샴푸, 필수 지방산 보충제 및 필수지방산이 풍부한 식이의 섭취 등을 함께 

실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glucocorticoid 절약 효과(glucocorticoid-sparing 

effect)를 보이는 제제로 2010년 가이드라인에서 언급한 필수 지방산 보충제와 



(Viacutan Plus, Boehringer Ingelheim), 항히스타민제 (trimeprazine)-prednisolone 

합제 (Temaril-P, Zoetis) 외의 다른 병용 치료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효능과 안전

성에 대해 입증된 바 없다 (SOR C). 

 

개정된 권장 치료법의 근거: 

최근 발표된 3개의 무작위 대조 시험에서 경구 glucocorticoid [2-4,11,12]와 

ciclosporin [3,4,13,41,42] 그리고 oclacitinib [11,42,43]이 개의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에 있어 효능이 있음이 입증되었다 (QOE 1). 개의 만성 아토피 피부염 에서 경구 

glucocorticoid와 ciclosporin를 이용한 치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2010년 가

이드라인에 수록되어 있다 [1]. 

 

무작위 대조 시험에서 ciclosporin을 4주간 매일 5 mg/kg으로 경구 복용했을 때, 

ciclosporin을 단독으로 복용했을 때보다 21일 간 prednisolone을 병용하였을 때 

(prednisolone을 1 mg/kg으로 처음 7일 간은 매일, 그 이후 14일 간은 2일에 1번 

복용) 피부 병변 및 소양감 점수가 더욱 빠르게 개선되었다 (QOE 2) [44]. 소규모 무

작위 대조 시험에서 ciclosporin 복제약 (Equoral, Teva)이 아토피 피부염인 개의 피

부 병변 및 소양감 완화에 있어 prednisone만큼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QOE 2) 

[13]. 최근 발표된 논문에서 액상형의 경구 ciclosporin 신약 (Cyclavance, Virbac)이 

기존의 ciclosporin 캡슐제제 (Atopica, Elanco Animal Health)보다 더 선호도가 좋다

고 보고되었다 (QOE 2) [45]. 

 

무작위 대조 시험에서 oclacitinib은 위약보다 소양감 및 임상증상 개선이 확연하였

으며 (QOE 1) [43], 투약 14일 후의 시점에서는 prednisolone을 투여한 실험군보다 

더 좋은 효과를 보였다 (QOE 1) [11]. Oclacitinib의 장기투여 시 발생 할 수 있는 부

작용으로는 5-10%의 환자에서 신생 요도 감염, 구토, 이염, 농피증 및 설사 증상이 

나타났으며, 약물복용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은 드물었다 (QOE 1) [46]. 아토피 피

부염인 개에게 지속적인 oclacitinib 복용 시 실험실적 검사 (전혈검사, 혈청화학검사 

및 요검사)의 수치 변화는 미미했다 (QOE 1) [46].  

 

 

B.3.c. 생물요법 면역조절제 (biotherapeutic immunomodulators)를 이용한 치료  



B.3.c.1 재조합 인터페론 치료 

 

2010년 가이드라인 요약: 

아토피 피부염인 개에게 재조합 개 인터페론-감마를 5,000-10,000 units/kg으로 

처음 4주 간은 주 3회로, 그 이후에는 주 1회로 피하 투여하였을 때 효과적인 치료 

반응을 보였다. 재조합 고양이 인터페론-오메가의 투여 또한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나, 

그 사용에 있어서는 추가적으로 연구가 더 필요하다.  

 

개정된 2015년 권장 치료법: 

아토피 피부염인 개에게 재조합 개 인터페론-감마 (Interdog, Toray Industries)를 

5,000-10,000 units/kg으로 처음 4주 간은 주 3회로, 그 이후에는 주 1회로 피하 투

여하였을 때 효과적인 치료 반응을 보였다 (SOR A). 피하 또는 경구로 재조합 고양이 

인터페론-오메가 (Virbagen omega, Virbac)를 투여했을 때 아토피 피부염인 개의 피

부 병변 및 소양감 완화에 어느 정도 이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 효능이 일정하지 

않다 (SOR B).  

 

개정된 권장 치료법의 근거: 

일본에서 실시한 2개의 무작위 대조 시험에서 재조합 개 감마-인터페론(Interdog, 

Toray Industries)가 아토피 피부염인 개를 치료하는데 효능이 있음을 증명하였다 

(QOE 1) [47,48]; 논문에서 제안하는 효과적인 용량은 5,000-10,000 units/kg으로 

처음 4주 간은 주 3회로, 그 이후에는 주 1회로 피하 투여하는 것이며, 부작용은 미

미했다 [47, 48]. 

 

1개의 무작위 대조 시험을 포함한 두 개의 연구에서 아토피 피부염인 개에게 재조

합 고양이 인터페론-오메가 (Virbagen omega, Virbac)을 1-5백만 unit으로 처음 4주 

간은 주 3회로, 그 이후에는 월 1회로 피하 투여하였을 때 일부 임상적인 효과를 보

였다고 보고하였다 (QOE 1) [49]. 또 다른 무작위 대조 시험에서는 고양이 인터페론-

오메가의 피하 또는 경구 투여가 일정하지 않은 경미한 정도의 피부 병변 개선과 소양

감 완화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QOE 2) [50].  

 



B.3.d. 개의 만성 아토피성 피부염의 치료에 거의 혹은 전혀 이득이 없을 것으로 생각

되는 치료법들 

2010년 가이드라인 요약: 

개의 만성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있어 type 1 항히스타민제의 단독 치료만으로는 그 

효능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Hydroxyzine과 그 대사산물인 cetirizine은 개

에서 그 항히스타민 작용이 입증되었으므로 개에서의 항히스타민제 투여가 필요한 경

우 이러한 약물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항히스타민제는 예방적 차원으로 지속

적으로 매일 복용하는 용법으로 사용해야 하며, 다른 종류의 항히스타민제나 다른 약

제와 함께 투여하는 것이 그 임상적 이점을 증대 시킬 수 있으나 이러한 병용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Misoprostol, tepoxalin와 같은 약제들

은 효과가 미약하며, leukotriene inhibitors, capsaicin, dextromethorphan 등의 약

제들은 효과가 전혀 없다고 알려져 있다 [1].  

 

개정된 2015년 권장 치료법: 

Type 1 히스타민 수용체 역효능제 (type 1 antihistamines)는 단독으로 투여하든 

다른 약제와 함께 투여하든 소양감에 대하여 효능이 그리 크지 않으며, 효과가 나타나

는 정도도 개체에 따라 차이가 있다. 최상의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 이러한 약물들은 

발적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이후에 사용하지 말고 발적기가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적

인 차원에서 투약해야 하며, 투약할 경우 지속적으로 매일 복용하는 용법으로 사용해

야 한다. 또한 개에서의 생체이용률과 효능이 입증된 항히스타민제제를 선택해야 한다 
(SOR C).  

 

Masitinib (Masivet/Kinavet, AB Science)는 일부 개의 만성 아토피 피부염에서 효

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심한 신독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요검사를 

통해 단백뇨 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그 효과와 부작용 발생 위험성을 잘 따져보고 사

용해야 한다 (SOR A). 효과가 입증된 다른 약물들에 반응이 없는 아토피 피부염인 개

에게 mastinib은 유용한 대체 약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SOR C). 

 

고용량의 경구 pentoxifylline, 주 1회 저용량의 경구 methotrexate, 항히스타민제

에 대한 vitamin E의 부가적인 효과 등의 치료는 개의 아토피 피부염의 일반적인 치

료법으로 추천되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를 통하여 그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거



쳐야 할 것이다 (SOR C). 마지막으로, 개의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서 경구 fluoxetine 

투약 및 저주파레이저의 사용은 그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SOR B). 

 

개정된 권장 치료법의 근거: 

항히스타민제인 dimetindene (Fenistil, Novartis)과 chlorpheniramine 과 

hydroxyzine의 합제 (Histacalmine, Virbac)의 효능을 평가하는 무작위 대조 시험에

서, 개의 아토피 피부염에서 나타나는 소양감을 조절 하기 위한 이 약제들의 H1 항히

스타민 효능은 작았으며, 일정하지 않았다. 두 가지 항히스타민제 합제의 사용을 1종

류의 항히스타민제의 단독 투약와 비교하였을 때 그 어떠한 이점도 없었으나, 이러한 

연구 결과로 항히스타민제제들 간의 모든 조합의 합제가 효과가 없다고 추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QOE 2) [16]. 한 소규모 연구에서 H1 항히스타민제인 fexofenadine이 

methylprednisolone과 유사한 효능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QOE 2) [51]. 또 다른 

연구에서는 8주간 fexofenadine과 경구 vitamin E를 함께 투약한 실험군과 

fexofenadine과 위약을 투약한 대조군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vitamin E를 함께 투여

한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확연하게 피부 병변이 개선되었으나, 실험군 내에서 개체

별 반응 정도가 일정하지 않고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QOE 2) [52].  

 

대규모 무작위 대조 시험에서 아토피 피부염인 개들에게 masitinib을 일 1회 12.5 

mg/kg으로 투약하였을 때 아토피 피부염의 임상증상을 완화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 몇몇 개에서 단백소실성 신병증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부작용은 치명적일 수 

있어 masitinib을 이용한 치료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QOE 1) [53].  

 

한 공개 무작위 대조 시험 (open RCT) 결과 일 3회 20 mg/kg의 고용량 

pentoxifylline을 단독 또는 경구 필수지방산 보충제와 병용하여 처방하였을 때 위약

군에 비해 피부 병변과 소양감이 확연히 개선되었다. Pentoxifylline과 필수지방산을 

함께 투약한 경우가 개선 효과가 가장 좋았다 (QOE 2) [54]. 

 

소규모의 효능검증 임상시험 (proof-of-concept trial)에서 아토피 피부염인 개에게 

저용량의 경구 methotrexate를 주 1회 투여하였을 때 임상적 효능을 보였으며, 비교

적 안전한 치료법이라고 보고하였다 [55]. 또 하나의 무작위 대조 시험 결과 국소적인 

지간부 아토피 피부염 (localized pedal AD)을 보이는 개에게 저주파레이저 치료 시 



효과가 없었다 (QOE 2) [56]. 마찬가지로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 SSRI)인 fluoxetine을 아토피 피부염인 개에게 일 1회 

경구로 1 mg/kg을 투여한 소규모의 무작위 대조 시험에서도 임상적 효능이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QOE 2) [57].  

 

 

C. 증상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전략들 

이 주제는 2010년 가이드라인에서 설명한 증례 시나리오 2a과 2b의 치료법과 관련

이 있다 [1].  

 

C.1. 발적기 유발 인자들로부터의 회피 

2010년 가이드라인 요약: 

발적기 유발 인자들 (예. 환경원성 알레르겐, 음식 알레르겐, 벼룩에 의한 교상, 감

염 등)을 확인하여 회피하는 것이 아토피 환자의 증상 재발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

법이다 [1].  

개정된 2015년 권장 치료법: 

2010년 권장 치료법에서 변경 사항은 없다 (SOR C). 

 

C.2. 사전적 국소 약물치료  

2010년 가이드라인 요약: 

인의에서는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이 이전에 병변이 나타났던 부위에 국소 

glucocorticoids와 tacrolimus를 사전적으로 간헐적 적용을 하는 것이 발적기 발현을 

늦추거나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며, 비용 효율이 높을 뿐 아니라 위험성 또한 낮다고 알

려져 있다. 아직까지 개의 아토피 피부염에서 이러한 사전적 국소 약물치료의 효과에 

대해 입증된 바 없으나, 낮은 위험성과 저렴한 비용으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가

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합한 환자에게 이러한 국소 약물치료를 고려해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1].   

 



개정된 2015년 권장 치료법: 

이전에 피부 병변을 보였던 부위에 국소 hydrocortisone aceponate 스프레이 

(Cortavance, Virbac)를 주 2회 연속 사용하여 매주 관리하는 것으로 해당 부위의 피

부 위축 없이 병변의 재발을 지연시킬 수 있을 것이다 (SOR B). 이 외에도 다른 중등

도 이상의 효능을 보이는 국소 glucocorticoids를 사전적으로 간헐적 적용해 주는 것 

또한 비슷한 효과를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SOR C). 국소 glucocorticoids를 간헐적

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스테로이드성 피부 위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SOR C),  

 

개정된 권장 치료법의 근거: 

소규모 무작위 대조 시험에서 hydrocortisone aceponate 스프레이 (Cortavance, 

Virbac)를 이틀 연속 적용하는 방법으로 이전에 동일한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병변이 

완화된 부위에 적용해보았다. 그 결과 위약 스프레이를 적용한 대조군 보다 발적기 증

상의 재발까지의 걸리는 시간이 4배 가까이 (펑균: 115일) 연장되었다 (QOE 2) [58]. 

 

C3. 알레르겐-특이적인 면역요법의 시행 

2010년 가이드라인 요약: 

알레르겐-특이적인 면역요법 (Allergen-specific immunotherapy, ASIT)은 개의 아

토피 피부염의 임상증상을 경감시켜주는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이다. 전통적인 

(traditional) 프로토콜, 급속 (rush) 프로토콜, 저용량 (low-dose) 프로토콜 등 중에

서 용량, 용법에 있어 특별히 더 우월하다고 할만한 알레르겐-특이적인 면역요법의 프

로토콜은 정립되어 있지 않다. 주사 빈도와 주사 양은 개별 환자의 임상증상 완화 정

도 및 부작용 발생 여부를 관찰하여 각 환자에 맞추어 조절되어야 한다. 알레르겐-특

이적인 면역요법으로 인한 효능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

에, 이 치료법에 의한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기 전까지는 환자의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염제가 일시적으로 처방되어야만 한다 (위의 주제 참조). 알레르겐-특이적인 

면역요법의 치료 효과는 일반적으로 몇 달 내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최소 1년은 실

시하며 치료 반응을 평가해 보아야 한다. 또한 아토피 개에게 알레르겐-특이적인 면역

요법을 평생 지속해야 하는지 중간에 중단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립된 바가 

없다. 

 



개정된 2015년 권장 치료법: 

개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로서의 알레르겐-특이적인 면역요법의 가치는 여러 연구들

(대부분이 무작위 연구들)이 보고되면서 지속적으로 뒷받침되어 오고 있으며, 적어도 

중등도 이상의 효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SOR B). 설하 경로 (sublingual 

immunotherapy; SLIT) 또는 가속화 요법 (예. “rush”,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프로토콜의 알레르겐-특이적인 면역요법이 아토피 개의 치료법으로 안전하고 효능이 

있다는 일부 연구 또한 발표되었다 (SOR C). 대부분의 환자들이 다년간의 알레르겐-

특이적인 면역요법 치료를 요하긴 하나, 임상증상의 완전한 개선이 장기간 지속되는 

환자에서는 투약 빈도를 줄이거나 치료를 중단해보는 시도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알레르겐-특이적인 면역요법에 포함할 알레르겐을 선택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알레르

겐-특이적인 피내 접종 검사나 IgE 혈청학적 검사에 대한 표준화 기법은 현재까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여러 연구에서 IgE 혈청학적 검사 결과는 의뢰 실험실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SOR C). 이러한 검사 결과의 차이 때문에 각 의뢰 실

험실 간의 면역요법 처방 또한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SOR C) 

 

개정된 권장 치료법의 근거: 

최근 시행된 연구에서 4 군데의 다른 실험실에 IgE 혈청학적 검사를 의뢰하였을 때 

검사 결과와 각 실험실에서 제안하는 면역요법 처방 내용이 실험실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QOE 3) [28]. 마찬가지로 알레르겐-특이적인 피내 접종 검사법 또한 

표준화되어 있지 않으며, 같은 지역 내라고 하더라도 전문의마다 실시 방법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59]. 

 

알레르겐 과민반응 검사 (allergen hypersensitivity tests)는 위와 같은 명확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지만, 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는 면역요법과 관련된 치료를 5-

10 년이상 받고 있는 아토피 개의 보호자 3 분의 1 가량은 이 치료가 매우 효과적이라고 

답했다 (QOE 2) [15]. 또한 알레르겐-특이적인 면역요법을 받는 아토피 개의 대략 

5%가량은 알레르기 치료 및 관리에 다른 약제가 전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우수한 

치료반응을 보였다 [15]. 마찬가지로 최소 1 년 또는 그 이상의 ASIT 를 받고 있는 

아토피 개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규모의 후향성 연구에서 3 분의 2 가량의 



보호자가 알레르겐-특이적인 면역요법에 대하여 만족스럽거나 매우 뛰어난 

치료요법이라고 답하였다 (QOE 2) [60].  

 

소규모의 공개 선행연구에서 집먼지진드기에 감수성이 있는 아토피 개를 대상으로 

알레르겐-특이적인 면역요법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개에서 임상증상의 완화를 보였고, 

진드기-특이적인 IgG 와 IgE 에 변화를 보였다 (QOE 2) [61]. 마찬가지로 더 대규모의 

후향성 연구에서 집먼지진드기와 꽃가루에 감수성이 있는 아토피 개에게 설하 알레르겐-

특이적인 면역요법을 실시한 결과 그 중 약 60%의 환자가 양호한 치료반응을 보였다. 

해당 실험에서 평가된 아토피 개들 중 절반은 이전에 경피 알레르겐-특이적인 

면역요법에 실패했던 환자들이었다 (QOE 2) [62]. 

 

마지막으로, 백반-보조제를 첨가한 급속 알레르겐-특이적인 면역요법에 대한 소규모 

공개 연구에서 1 년의 치료기간 후에 소양감 및 약제 점수 (medication scores)의 큰 

개선을 보였다 (QOE 2) [63]. 

 

C4. 비특이적인 면역요법의 시행 

2010년 가이드라인 요약: 

이 내용은 2010 년 가이드라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내용이다 [1].  

 

개정된 2015년 권장 치료법: 

개의 아토피 피부염 예방을 위한 비특이적인 면역요법으로 경구용 프로바이오틱스 

(probiotics)를 이용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 (SOR C). 

 

개정된 권장 치료법의 근거: 

출생 전후에 프로바이오틱 Lactobacillus rhamnosus strain GG (Culturelle HS, 

Culturelle)을 급여한 실험적으로 집먼지진드기에 감작된 개에게 알레르겐 노출 시 

임상증상의 경감 및 지속효능이 일부 관찰되긴 하였으나 (QOE 3) [64], 해당 경구용 

프로바이오틱스가 실제 아토피 피부염에 이환된 개의 임상증상을 치료 또는 예방하는데 

효과를 보인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결론 

이 가이드라인은 아토피 피부염을 치료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첫 번째 5 년 개정판으로 

세계적으로 통용 될 수 있는 합의가 이루어진 내용이며 [1], 치료법에 관한 근거는 

다방면으로 신뢰할 수 있을만한 임상적 치료 이점이 확인된 연구결과를 인용하였다. 

이러한 치료 가이드라인이 있더라도 임상적 치료법는 개별적인 환자의 아토피 피부염의 

단계와 심각도, 피부 병변의 분포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수의사들은 반드시 

의학적인 평가 이후에 보호자에게 단독 또는 병용 치료법을 시행함에 있어 각 권장 

치료법 별로 가질 수 있는 장점과 부작용, 약물 적용의 용이함, 그리고 치료 비용에 

대해 설명하고 보호자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 끝으로 치료 계획을 세울 때에는 보호자의 

선호도뿐만 아니라 반드시 보호자와 반려동물의 삶의 질을 함께 고려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 

 

 

약어 

AD:  아토피 피부염 (atopic dermatitis) 

RCT:  무작위 대조 시험 (randomized controlled trial) 

 

저자를 지원하고 있는 회사들  

지난 5년간 저자들에게 강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거나 저자의 연구비를 지원한 수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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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trength of recommendation taxonomy (SORT) 
 
권장 정도 (Strength of recommendation, SOR) 

A = 일관되고 양질의 환자 중심의 증거에 근거한 

B = 일관성이 부족하거나 제한된 환자 중심의 증거에 근거한 

C = 합의된 내용이거나, 일반적인 임상적인 증거, 개인적인 견해, 질병 중심의 증거나 

증례 시나리오에 근거한 

 

증거 수준 (Quality of the evidence, QOE): 

1 = 환자 중심의 충분한 증거 

2 = 환자 중심의 제한된 증거 

3 = 그 외 증거 (일반적인 임상적 증거, 개인적인 견해, 질병 중심의 증거) 

 

 



 

개의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법:  

2015 년 개정판 요약본 
 

서문: 모든 개에서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를 위해서 하나의 치료법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수의사들은 최상의 효과를 보이되 비용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치료법의 조합을 고려해야 한다. 

 

1. 개의 아토피 피부염의 급성 발적기의 치료: 

a. 발적기 유발 인자들의 확인 및 회피: 

i. 알러지 발적기 유발 인자들 (벼룩, 음식, 환경원성 알레르겐)  

ii. 피부나 귀에 세균이나 효모균 감염에 의한 임상 증상을 보일 경우 

항균제 치료 여부의 평가 

b. 피부 상태의 개선과 털 위생 및 관리: 

i. 무자극성 샴푸로의 약욕 

c. 약물학적 제제를 통한 소양감 및 피부 병변의 완화 

i. 특히 국소 피부 병변의 경우 필요에 따라 국소 glucocorticoids 를 

이용한 치료 

ii. 특히 전신적, 심한 피부 병변의 경우 필요에 따라 경구 

glucocorticoids 나 oclacitinib 을 이용한 치료 

 

2. 개의 만성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 

a. 발적기 인자의 확인 및 회피: 

i. 비계절성 아토피 피부염인 개에게 식이 제한-유발 시험의 시행  

ii. 벼룩이 상재하는 지역의 경우 효과적인 벼룩 구제 요법의 시행 

iii. 알레르기성 발적기를 유발할 수 있는 인자들을 파악하기 위한 

알레르겐-특이적인 피내 접종 검사 및/또는 IgE 혈청학적 검사의 수행 

iv. 집먼지진드기나 확인된 알레르겐을 가능한 한 제한할 것 

v. 피부나 귀에 세균이나 효모균의 감염에 의한 임상 증상을 보이거나 

집락화를 확인한 경우 항균제 치료 여부의 평가 

b. 피부 상태의 개선과 털 위생 및 관리: 



 

i. 피부 병변에 따라 무자극성 샴푸 또는 항지루성/항균 샴푸를 이용한 

약욕 

ii. 경구 필수 지방산의 급여 

c. 약리학적 제제를 통한 소양감 및 피부 병변의 완화: 

i. 특히 국소 피부 병변의 경우 필요에 따라 국소 glucocorticoids 를 

이용한 치료  

ii. 특히 전신적, 심한 피부 병변의 경우 필요에 따라 경구 

glucocorticoids, ciclosporin, oclacitinib 나 인터페론 주사 (가능한 

경우)을 이용한 치료. 면역억압의 위험성 때문에 이런 약제들을 

장기간 함께 병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 

iii. 필수 지방산과 항히스타민제를 꾸준히 사용하여 glucocorticoid 감량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  

d. 증상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전략들 

i. 확인된 발적기 유발 인자들로부터의 회피 

ii. 간헐적 국소 glucocorticoid 사용을 통한 사전적 약물치료 

iii. 알레르겐-특이적인 면역요법의 시행. 면역요법은 위에 언급한 다른 

치료법들과 병용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환자의 비정상적 면역 반응을 

개선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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