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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편평태선에 대한 스테로이드 가글의 효과비교 연구

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구강내과학 교실

정성희․박수현․옥수민․허준영․고명연․안용우

피부와 구강점막에서 발견되는 편평태선은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세포매개성 면역반응이 주로 언급되고 있으나 아직 정

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완전한 치료법은 아직 없으며 증상의 완화를 치료목표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강편평태선의 일차적인 치료법으로 사용되는 corticosteroid의 두 가지 가글용액의 효과를 비교하였다. 2002년부터 2010년

까지 부산대학교 치과병원 구강내과에서 구강편평태선으로 진단받은 환자들 중 corticosteroid 가글용액을 처방받은 환자들

총 180명의 환자기록을 조사하였다. 사용된 두 종류의 가글용액은 각각 dexamethasone(dexamethasone disodium

phosphate, 0.05%)과 prednisolone(solondo
Ⓡ
)을 포함하는 용액이었으며 약물 사용 후 증상의 완화 및 재발의 시기를 기록하

여 분석하였다. Dexamethasone gargle(dexa gargle) 처방군은 33명(여성 25명, 남성 8명), prednisolone gargle(solon gargle)

처방군은 147명(여성 114명, 남성 33명)이었으며 환자군의 평균연령대는 50대였다. 약물투여 후 초기 2주이내에 증상이 호전

된 경우는 dexa gargle을 사용한 환자군에서 유의성 있게 나타났으나 증상재발의 경우는 두가지 가글용액의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 구강편평태선 환자에 대한 도포용 스테로이드 가글을 이용한 치료에서 증상의 빠른 호전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solon gargle보다는 dexa gargle을 사용할 수 있으나 재발율에 있어서는 두 약물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주제어: Corticosteroid gargle, Dexamethasone gargle, Oral lichen planus, Prednisolone gargle, Topical steroid

1)Ⅰ. INTRODUCTION

구강 편평태선(oral lichen planus: OLP)은 0.1%에

서 4%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병율이 보고 되고 있으

며 구강에서는 비교적 흔한 점막질환이다
1)
. 피부병소

와 함께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독립적으로 구강점막

에만 발생하기도 하는데, 피부병소가 있을 경우 점막

침범의 빈도는 높게 나타나지만 구강편평태선이 피부

병소를 동반하는 경우는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

구강편평태선의 조직학적인 특징은 표피의 과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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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음.

기저세포 및 기저막의 파괴, 인접 결합조직 및 상피층

내의 T-림프구 침윤, Civatte body출현등이 있으나

아직까지 그 기원과 발생과정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다만 T-림프구에 의한 자가면역질환이라는 쪽으로

학자들의 의견이 기울고 있다
3)
.

구강편평태선의 임상적 양상은 망상형, 수포형, 미

란형으로 나뉘며 중년의 여성에 호발한다. 한국인에

서 발병한 구강편평태선의 호발부위는 협점막, 치은,

구강전정, 구순점막, 설점막, 구개점막, 구강저 순으로

나타났으며, 망상형과 미란형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

가 가장 많은 빈도로 조사되었다
2)
.

환자의 임상소견에 따라 치료적인 접근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아직 구강편평태선의 정확한 병리학

적인 기전이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근본적인 원인치

료로 접근하기 보다는 증상개선을 위한 대증적인 접

근을 하고 있는 추세이다4). 증상이 거의 없는 망상형

의 경우는 치료를 하지 않으며 지속적인 예후관찰을

통하여 변화를 추적 관찰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치료

는 대부분 통증이나 이상감각을 동반한 위축성이거

나 궤양이 동반된 구강편평태선의 경우에 시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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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임상적으로 초기에 접근하는 방법으로는 면역

억제 및 소염작용이 탁월한 코티코스테로이드를 적

용하게 되는데 전신적인 투약보다는 연고제나 크림

을 이용하거나 가글용액을 통한 국소적 도포를 선택

한다
5)
. 홍

6)
등은 구강편평태선 환자 2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triamcinolone acetonide의 국소적용은

망상형 형태의 작열감을 많이 감소시키고, cyclo-

sporine의 국소적용은 미란형 병소의 동통을 감소시

킨다고 보고하였다.

현재 부산대학교 치과병원 구강내과에서 구강편평

태선환자에게 초진시 사용하는 스테로이드계 도포용

약물로는 dexamethasone gargle(dexa gargle),

prednisolone gargle(solon gargle), dexamethasone

ointment(페리덱스 연고Ⓡ), triamcinolone acetonide

ointment(오라메디 연고Ⓡ) 등이 있다. 이들 처방약물

중 구강점막에 용액상태로 도포되는 두 종류의 가글

용액이 구강편평태선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Ⅱ. MATERIAL AND METHOD

1. 연구대상

2002년부터 2010년까지 부산대학교 치과병원 구강

내과에서 도포용 스테로이드를 처방받은 환자들 중

구강편평태선으로 진단받은 환자들의 임상기록을 기

준으로 조사하였다. 총 180명의 환자가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그 중 solon gargle을 처방받은 환자군

은 147명이었고, dexa gargle 을 처방받은 환자군은

33명이었다. 각 환자마다 적용된 약물의 종류는 임상

가의 선호도에 따라 무작위로 선택되었으며 steroid

gargle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는 prednisolone

tablet을 처방하였다.

2. 자료수집

대상 환자의 의무기록을 열람하여 환자의 성별, 연

령, 거주지, 사용한 약물의 종류, 약물사용 후 증상이

호전된 최초의 시간(일별), 호전된 후 재발일시, 재발

에 걸린시간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증상의 호

전 및 재발 기준은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 및 객관적

인 병소의 상태를 확인한 후 구강내과 전문의의 진단

을 기준으로 하였다. Steroid gargle을 투여받은 기간

동안 동반사용된 추가약물을 조사하였으며 추가된

약물에 대한 치료반응을 확인하였다.

3. 약물정보

1) Solon gargle

SolondoⓇ 30mg을 물 500ml에 흔들어 녹인 후 제작

된 prednisolone gargle은 하루 3회 적용하였으며 1회

적용시마다 5분동안 입안에 물고 있다가 뱉도록 하였

다. 약물을 사용한 직후 30분동안은 음식 및 물의 섭

취를 제한하였다. 제작된 약물은 집에서 냉장보관하

게 하였다.

2) Dexa gargle

Dexamethasone disodium Phosphate powder 0.5

mg을 증류수 1,000 ml에 녹인 후 제작된 가글용액으

로 하루 3회 적용하였으며 1회 적용시마다 5분동안

입안에 물고 있다가 뱉도록 하였다. 약물을 사용한 직

후 30분 동안은 음식 및 물의 섭취를 제한하였다. 제

작된 약물은 집에서 냉장보관하게 하였다.

4. 통계학적 분석

Kruskal-Wallis 검정법으로 치료 시작부터 병변이

현저한 호전 및 재발을 보인 때까지의 기간과 환자의

연령 사이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였다. 각각의 약물에

대한 2주, 30일 이내 호전되는 양상, 호전된 이후 90

일 이내 재발 유무, 추가투여된 약물에 대한 치료반응

의 차이를 Chi-squre 검정법으로 분석하였다.

통계학적 분석에는 PASW (Predictive Analytics

SoftWare, Version 18.0.3 ; SPSS Inc., USA) 프로그

램을 이용하였으며, p 값이 0.05보다 작은 경우에 통

계학적 유의성이 있다고 간주하였다

Ⅲ. RESULTS

1. 대상환자의 분포분석

연구대상에 포함된 총 180명의 환자들 중 solon

gargle 을 처방받은 환자군은 147명이었으며, dexa

gargle 을 처방받은 환자군은 33명이었다. 총 환자군

의 연령을 10대부터 30대까지를 30대로 포함시키고

70대 이상연령도 70대 군으로 포함하여 각 30대부터

70대까지 연령대별로 구별하였다. 환자군의 평균 연

령은 50대였으며 이는 solon gargle 처방군과 dex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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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gle 처방군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dexa gargle 처

방군중 25명은 여성, 8명이 남성이었으며, solon

gargle 처방군중 여성은 114명, 남성은 33명이었다.

약물 사용 후 호전과 재발기간에서 연령과의 상관관

계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성별과의 상관관계도 유의

성이 없었다.

2. 약물사용과 증상호전의 교차분석

약물 적용 후 증상호전된 기준기간을 2주로 정하고

2주이내 호전된 군과 2주 이후 호전된 군으로 나누어

2가지 약물군과의 상관관계를 비교한 결과 dexa

gargle을 투여한 경우 2주이내에 증상이 호전된 경우

(65.5%)가 2주 이후 호전된 경우(34.5%)보다 유의성

있게 나타났다(p=0.000)(Table 1). 그러나 증상이 호

전되기까지의 기준시간을 30일로 하였을 때는 2가지

약물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3. 증상호전 후 재발시간과 약물과의 교차분석

약물적용 후 증상이 호전되었다가 다시 재발된 기

간을 기록하였다. 재발기준을 90일로 하고 90일이내

에 재발된 군과 90일 이후에 재발된 군을 투약된 약

　 before 2 weeks after 2 weeks n

Dexa gargle 19 (57.6%) 14 (42.4%) 33

Solon gargle 33 (22.4%) 114 (77.6%) 147

Total 52 (28.9%) 128 (71.1%) 180

*: Chi-squre test was used

Table 1. Improved rate before and after 2 weeks in OLP patients with steroid gargle. (p=0.000)*

　 before 90 days after 90 days 　n

Dexa gargle 13 (39.4%) 20 (60.6%) 33

Solon gargle 46 (31.3%) 101(68.7%) 147

Total 59 (32.8%) 121 (67.2%) 180

*: Chi-squre test was used

Table 2. Recurrent rate before and after 90 days in OLP patients with steroid gargle. (p=0.370)*

물에 따라 나누어 비교하였다(Table 2). 지속적으로

약물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90일이후에 재발된 환

자가 많았지만 dexa gargle과 solon gargle간의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p=0.370).

4. 증상호전시까지 걸리는 시간과 재발까지 걸리는

시간간의 교차분석

투여된 약물종류에 상관없이 2주를 기준으로 한 호

전군 내에서 재발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비교해 보

았을 때 호전반응이 빠른 환자군과 느린 환자군들 사

이에서 재발시간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0.053)(Table 3). 그러나 재발시간을 기준으로 하

여 90일 이전에 재발되는 환자들은 호전율이 약물의

종류에 상관이 없었으며, 90일 이후에 재발되는 환자

들간에는 dexa gargle과 solon gargle의 호전율이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Table 4) .

5. 동반 투여된 약물과 증상호전에 대한 상관관계

Steroid gargle을 사용하면서 동시 투약된

prednisolone tablet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증상의 호

전율에서 두 약물간의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P=0.951)(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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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urred before 90 days Recurred after 90 days n

Improve before 2 weeks 23 (44.2%) 29 (55.8%) 52

Improve after 2 weeks 36 (28.1%) 92 (71.9%) 128

Total 59 121 180

*: Chi-squre test was used

Table 3. Improved rate vsrecurrent rate in OLP patients with steroid gargle (p=0.053)*

gargle
Improved before

2 weeks

Improved after

2 weeks
n

Recurred after 90 days

(p=0.001)*

Dexa 11 (55.0%) 9 (45.0%) 20

Solon 18 (17.8%) 83 (82.2%) 101

Recurred before 90 days

(p=0.105)*

Dexa 8 (61.5%) 5 (38.5%) 13

Solon 15 (32.6%) 31 (67.4%) 46

Total 52 128 180

*: Chi-squre test was used

Table 4. Recurrent rate vs improved rate in OLP patients with steroid gargle

Administration of prednisolone tablet
n

disuse response Not response

Dexa gargle 12 (36.4%) 18 (54.5%) 3 (9.1%) 33

Solon gargle 66 (44.9%) 69 (46.9%) 12 (8.2%) 147

Total 78 (43.3%) 87 (48.3%) 15 (8.3%) 180

*: Chi-squre test was used

Table 5. improved rate after using prednisolone table (P=0.951)*

Ⅳ. DISCUSSION

구강편평태선은 면역매개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으

며 장기적으로 악화와 완화를 반복하면서 증상이 발

현된다. 한번 발병하게 되면 증상의 증가와 감소는 있

지만 완전히 완치되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치료의

일차목표는 증상의 완화에 맞추어져 있다7).

소염작용과 T lymphocyte의 활성을 억제하는 대

표적인 약물인 corticosteroid는 구강편평태선의 치료

에 오랫동안 사용되어져 왔으며 약물의 적용방법 또

한 다양하다.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경구투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차적인 접근은 약물의 도포부터 시

작하게 된다. 도포용 corticosteroid 는 연고

(ointment), 가글(gargle)등을 사용하게 되며 구강편

평태선에서는 fluocinolone acetonide8)과 clobetasol

propionate
9)
가 효과적인 약물로 제시되고 있다.

도포용 약물의 사용은 타액의 존재유무, 적용시간

의 차이, 약물의 성상에 영향을 받는다10). 적용이 쉬운

연고의 경우는 질병이 발생한 부위에만 선택적으로

도포하는 장점이 있으나 점막에 밀착되는 형태로 인

하여 환자들은 오히려 불편감을 호소하기도 한다11).

가글형태의 용액은 사용이 용이할 수 있으나 병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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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의 건강한 점막에도 도포되며 타액에 의해 섞임으

로 인하여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
10)
.

같은 성분의 약물은 도포시 이용되는 성상에 따라 효

과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지만
12)
, Lee

13)
등의 연구에 따

르면 구강편평태선 환자에서 사용된 dexamethasone

0.1% 용액과 같은 농도의 연고(peridexⓇ)에서 치료 성

과의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Dexamethasone은 소수성(practically insoluble)의

분자량이 392.4인 물질이고, 경구투여시 반감기는 3

6～54시간이며 스테로이드 역가(equivalent dose)

0.75 인 약물이다. Prednisolone은 역시 소수(very

slightly soluble)성이며 분자량은 360.44이고 반감기

는 2∼3시간의 스테로이드 역가 5인 약물이다. 생리적

인 체내 hydrocortisone의 분비량(physiologic dose)

인 20 mg이 가지는 항염증 효과(anti-inflammatory

activity)에 대한 지수를 1로 정하였을 때 prednisolone

은 4, dexamethasone은 약 30 의 항염증 지수를 가진

다14).

현재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사용하는 dexa gargle은

0.05%이며, solon gargle은 solondoⓇ 30 mg을 물 500

ml에 섞어서 이용한다. 가글용액을 사용할 때는 한번

함수량을 5 ml로 안내하고 하루 3회, 3분～5분 정도

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1회 함수량인 5ml내에 존재하

는 corticosteroid는 dexamethsone이 0.0025 mg,

predisolone은 0.3 mg이 된다. 따라서 solon gargle 1

회 함수량에 대하여 계산된 항염증 지수는 0.24가 되

고, dexa gargle 1회 함수량내의 약물에 대하여 계산

된 항염증 지수는 0.1이 된다. 단순히 항염증 지수에

대한 계산만으로는 solon gargle이 더욱 높은 소염효

과를 가져야 하지만 실제로 구강편평태선 환자에서

적용시 2주이내의 빠른 효과를 보이는 것은 dexa

gargle 이었다.

Dexa gargle과 solon gargle에서 사용된 dexame-

thasone과 prednisolone은 모두 소수성이나

dexamethasone의 경우는 가글용액을 만들기 위하여

친수성으로 전환된 dexamethasone disodium phos-

phate을 이용하였으므로 dexan gargle은 친수성 용액

이라고 할 수 있다. 도포용 약물이 생체내에서 효과가

있으려면 흡수, 투과, 분포, 그리고 제거의 단계를 밟

는다
15)
. 구강점막에 대한 국소투여는 수용성인 타액층

과 지용성인 구강상피층을 모두 통과하여야 하기 때

문에 두가지 측면의 접근이 필요하다. 친수성 약물은

타액에 쉽게 섞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세포의 간질간

격이나 세포내액과 같은 수성구획을 통하여 이용된다.

반면 소수성 약물의 경우는 타액으로 인하여 구강점

막으로 접근이 어려울 수 있으나 세포의 투과제한 요

소인 지질장벽을 통한 확산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약물의 수분친화적 특징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나

타낼 수 있다
16)
.

Prednisolone과 dexamethasone의 분자량은 유사하

므로 약물의 크기에 따른 점막침투효과는 크게 차이

가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일반적으로 분자량이 500

이하인 약물은 단순확산이 용이하므로 도포시에도

약효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5)
. 두 약물의 pKa 또한

prednisolone은 13.86, dexamethasone이 13.48로 유사

하다. 따라서 약물의 이온화 정도와 산성도 또한 크게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Dexa gargle은 solon gargle에 비하여 저농도 임에

도 불구하고 2주이내의 증상완화에는 더 빠른 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증상의 재발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두 약물간의 효과의 차이는 없는것으로

보인다. 여러 가지를 종합하여 볼 때 구강편평태선을

국소적 약물로 치료시 친수성 약물인 경우 더 빠른 효

과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dexamethasone

의 경우 경구투여시에 prednisolone과 달리 혈장단백

질과 결합하지 않고 유리형 스테로이드로 존재하여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구강점막에서 말초혈관으로 흡

수되어 전신반응을 나타냈을 가능성 또한 있을 수 있

다. 그리고 prednisolone과 같은 소수성의 약물을 국소

적용 하였을 경우 점막내의 단백질과 결합하여 지속

적으로 유리되어 장기적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도 배

제할 수 없다.

Dexa gargle이 solon gargle에 비하여 환자들이 빠

르게 증상이 완화되지만 30일 이후에 평가했을 때는

두 약물모두 효과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증상 완화

가 된 이후 지속적으로 약물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증상의 재발은 일어나지만 90일 이전에 재발되는 경

우보다 90일 이후에는 재발되는 환자가 많았다. 이는

장기적으로 가글용액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재발을

차단할 수는 없으며 가글의 종류에 따라 재발기간이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환자의 증상

의 호전과 재발양상은 투여된 스테로이드의 약물종

류와 상관없이 환자의 내재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스테로이드성 약물을 구강편평

태선의 치료제라기보다는 증상완화제의 개념으로 접

근해야 한다는 가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본 연구는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의 변화를 기준으

로 평가하고 병소의 크기변화나 양상의 변화는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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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았으며 전신적으로 흡수된 스테로이드 또한

추적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조사된 환자들은 모두 일

정한 치료기간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마다 2주에

서부터 10년까지 다양한 내원기간을 보이고 있었으

므로 향후 치료기간에 따른 변화나 가글용액의 사용

기간을 모두 고려한 장기적인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Ⅴ. CONCLUSION

일반적으로 병소의 크기와 증상의 심도가 비례한

다고 볼 때 구강편평태선환자의 치료제로 사용된 두

가지의 corticosteroid gargle은 모두 증상의 완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두가지의 약물

모두 증상의 재발을 지속적으로 억제할만한 효과는

가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구강편평태선 환

자에서 1차적으로 선택되는 도포용 약물로써 dexa-

methasone gargle 과 prednisolone gargle 모두 선택

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증상이 없는 경우 재발억제

의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추천되지 않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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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Corticosteroid Solutions in OLP Patients

Sung Hee Jeong, D.M.D.,M.S.D.,Ph.D, Su-Hyeon Park, D.D.S.

Soo-Min Ok, D.D.S.,M.S.D., Joon-Young Huh, D.D.S.,M.S.D.

Myung-Yun Ko, D.D.S.,M.S.D.,Ph.D., Yong-Woo Ahn, D.D.S.,M.S.D.,Ph.D

Department of Oral Medicine, School of Dentistry, Pusan National University

Oral lichen planus(OLP) is a chronic inflammatory disease with cell-mediated immune responses, but the exact cause

is unknown. The treatment aim of OLP is not complete cure but to alleviate symptoms. In this study, two kinds of

corticosteroid gargling solutions used for comparing the effects. From 2002 to 2010, 180 patients diagnosed with oral

lichen planus and received topical steroid therapy in the Pusan National University Dental Hospital. Each of two types

of solution contained dexamethasone (dexamethasone disodium phosphate) and prednisolone (solondoⓇ). A period of relief

of symptoms and recurrence was recorded. The group using solution containing dexamethasone(dexa gargle) was

prescribed to 33 patients(25 female, 8 male) and another group containing prednisolone (solon gargle) included 147

patients (114 female, 33 male). The effect of dexa gargle seemed faster than the solon gargle.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for recurrent rate between the groups using dexa and solon gargle.

Key words: Corticosteroid gargle, Dexamethasone gargle, Oral lichen planus, Prednisolone gargle, Topical steroi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