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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 This study performed to evaluate that duration of acne scars effects on Qualitative Global Acne 

Scarring Grading System(QGASC) grade changing and treatment duration. Also this study performed to evaluate the 

relationship between dysmenorrhea and acne scars, and the effects of each treatment on treatment duration and 

Korean Acne Grading System(KAGS) and QGASC grade.

  Methods :  95 patients with acne scars were understood by medical records and case photos, and we evaluated 

pre and post acne scar grade based on KAGS and QGASC. We analyzed data by SPSS 22 for windows program, 

and figured out the relation between duration of acne and QGASC grade and treatment duration by Spearman 

correlation analysis, and performed Mann-Whitney U-test to figure out the relation between dysmenorrhea and 

QGASC grade. We performed Wilcoxon test to evaluate that treatment of acne scars effects on KAGS grade and 

QGASC grade, and performed Kruskal-Wallis test to figure out the difference of each treatment which effects on 

KAGS grade and QGASC grade, and performed Post-hoc analysis to figure out the group comparison.

  Results & Conclusions : QGASC grade depending on duration of acn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ce. Subcision and 

Microneedle Therapy System(MTS) and pharmacopuncture were significantly improved acne scars. Other treatments 

were significantly more effective than subcision and pharmacopuncture combined treatment. Treatment duration of 

Subcision and MTS combined treatment was significantly most shortest than other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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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여드름은 피지 분비의 증가와 모공의 밀폐로 인해 

유발되는 털피지샘 단위의 염증성 질환1)으로 생명에 

지장이 없는 질환이지만 주로 안면부에 발생하며 반

흔을 남길 수 있어 정신적으로 우울과 불안증상을 야

기하여 환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2).

  여드름 흉터는 여드름 병변의 염증반응으로 인해 

피부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거나 심재성 농포나 결절

이 피부 속으로 터지면서 발생한다. 흉터의 구조와 깊

이가 다양하여 증상에 따라 사용 가능한 치료법의 종

류도 다양하다. 치료는 레이져 박피3), 화학적 박피, 

punch elevation이나 subcision 등의 침습적 방법4,5), 

히알루론산, 콜라겐, 지방 등의 조직 확장제를 이용한 

방법6) 등이 사용되어 왔으며, 최근 한의학에서도 절

개침법7)과 미세피부침(Microneedle Therapy System, 

이하 MTS)8)를 이용한 흉터치료에 관한 연구들이 보

고되고 있다. 

  기존에 보고된 여드름 흉터에 대한 연구들은 대체

로 이러한 치료방법을 통해 호전된 증례를 보고한 연

구들로, 각 치료방법이 여드름과 흉터에 미치는 영향

을 비교한 연구는 아직 보고된 바가 없다. 이에 저자

는 기존에 여드름 흉터 치료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

된 한의학적 치료방법을 여드름과 흉터의 평가 척도

를 통하여 치료방법별 호전도를 비교분석하여 약간의 

지견을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Ⅱ.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2015년 3월부터 2015년 9월까지 해율한의원에 여

드름 흉터를 주소로 방문한 환자 중 진료기록의 일부

와 치료 전과 후 사진의 연구목적사용에 동의한 95명

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기록 및 임상사진을 분석하

였다. 본 연구는 기관 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

2. 치료 방법

1) 절개침

  흉터의 형태와 깊이에 따라 24~26G의 일회용 멸균 

needle(성심메디컬(주))을 선택하여 1㏄ 주사기에 연

결하였다. 흉터부위를 최대한 당겨 흉터가 넓고 얕은 

형태가 되도록 한 후 needle을 얕게 자입하여 함몰부

의 섬유성 띠를 절개하고 흉터 경계부위를 1~2회 정

도 제삽하였다.

2) MTS

  시술 전 세안제(녹십초제약(주))로 세안 후 화농성 

농포는 에탄올 소독 후 23G needle을 사용하여 압출

하였다. SM마취크림(오스틴제약(주))를 흉터부위에 도

포하고 랩을 씌운 뒤 20~30분 후 닦아낸다. AMTS

(엠큐어(주))의 본체에 멸균 처리된 일회용 needle를 

장착하고 가이드를 흉터의 깊이에 따라 1~2㎜로 설정

하여 15분간 고속모드(420회/분)로 안면 전체를 부드

럽게 시술하며, 흉터가 깊은 곳은 압력을 가해 시술하

였다. 시술 도중 수시로 로나스 스템셀 솔루션(아로코

스메틱(주)) 4㎖를 도포하고, 시술 후 피부 진정을 위

해 모델링 마스크(아로코스메틱(주))를 20분간 붙였다 

제거한 후 피부를 정돈하였다.

3) 약침

  황련해독탕 약침액을 26G needle이 장착된 1㏄ 주

사기에 담아 흉터의 정도가 심한 부위를 위주로 천자

하여 1부위에 약 0.1㏄씩 나누어 주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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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작용 또는 이상반응

  절개침, MTS 시술 후 부종과 멍, 홍반, 가피, 건조

함이 나타날 수 있으며, 1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부

작용으로 평가하였다. 세균 감염, 흉터 발생, 색소 침

착, 켈로이드, 비후성 반흔 등의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지 확인하였다.

3. 평가방법

  한국형 여드름 중증도 시스템(Korean Acne 

Grading System, 이하 KAGS)과 여드름 흉터 질적 

등급 체계(Qualitative Global Acne Scarring Grade 

Table 1. Korean Acne Grading System

Grade Clinical Features

1  1~10 papules (diameter≦5㎜)

2  11~30 papules

3  31~ papules, 1~10 nodules (diameter≧5㎜)

4  11~20 nodules, mild progressive scarring

5  21~30 nodules, moderate progressive scarring

6  31~ nodules, severe progressive scarring, blennorrhea

Table 2. Qualitative Global Acne Scarring Grade System

Grade Level Clinical Features

1 Macular
 These scars can be erythematous, hyper- or hypopigmented flat marks. They do 
not represent a problem of contour like other scar grades but of color.

2 Mild
 Mild atrophy or hypertrophy scars that may not be obvious at social distances of 
50㎝ or greater and may be covered adequately by makeup or the normal shadow 
of shaved beard hair in men or normal body hair if extra facial.

3 Moderate

 Moderate atrophic or hypertrophic scarring that is obvious at social distances of 
50㎝ or greater and is not covered easily by makeup or the normal shadow of 
shaved beard hair in men or body hair if extrafacial, but is still able to be 
flattened by manual stretching of the skin (if atrophic).
It equates to the rolling and shallow box car atrophic-type, scars and the moderate 
hypertrophic and keloidal scars.

4 Severe

 Severe atrophic or hypertrophic scarring that is evident at social distances greater 
than 50㎝ and is not covered easily by makeup or the normal shadow of shaved 
beard hair in men or body hair if extrafacial and is not able to be flattened by 
manual stretching of the skin.
This group comprises punched out atrophic(deep 'box car'), 'ice pick' scar, bridges 
and tunnels, marked atrophy, dystrophic scars and significant hypertrophy or keloid

System, 이하 QGASC)를 근거로 치료 전과 후의 환

자의 얼굴 상태와 임상사진을 이용하여 한의사가 직

접 구진, 결절, 반흔, 흉터의 형태 등을 파악하여 대상

자의 여드름 중증도와 여드름 흉터의 등급을 평가하

였다. KAGS와 QGASC grade 측정기준은 아래와 같

다(Table 1, 2).

4. 통계분석

  자료의 분석은 SPSS 22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여드름 유병기간과 QGASC grade, 치료

기간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Spea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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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lation analysis를, 여성의 월경통과 QGASC 

grade의 관계는 Mann-Whitney U-test를 실시하였

다. 여드름 흉터 치료 방법이 KAGS grade 및 

QGASC grade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Wilcoxon test를, 각 치료방법에 따른 KAGS grade 

및 QGASC grade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Kruskal-Wallis test 및 집단 간 구체적 비교를 위한 

post-hoc analysis를 실시하였다.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임상적 특성

  전체 95명의 대상자중 남성은 43명, 여성은 52명이

었고 연령별로는 25세 미만이 25명, 25~29세가 28명, 

Table 3. Clinical Characteristics of Patients

Category Number percentage

Gender Men 43 45.3

　 Female 52 54.7

Age ~25 25 26.3

　 25~29 28 29.5

　 30~ 42 44.2

Experienced treatment of Dermatology Yes 68 71.6

　 No 27 28.4

Dysmenorrhea(Female) Being 37 71.2

　 None 15 28.8

Disease duration < 5 years 23 24.2

　 5~9 years 19 20.0

　 ≧ 10 years 53 55.8

Treatment duration < 5 months 31 32.6

　 5~9 months 51 53.7

　 ≧10 months 13 13.7

Treatment number < 5 times 11 11.6

　 5~9 times 37 38.9

　 ≧ 10 times 47 49.5

Treatment methods MTS 25 26.3

Subcision 27 28.4

Subcision, MTS 20 21.1

Subcision, 
pharmacopuncture 23 24.2

Total 95 100.0

30세 이상이 42명이었다. 양방 피부과 진료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인원은 68명, 없다고 대답한 인원은 

27명이었다. 52명의 여성 대상자 중 월경통이 있는 

인원은 37명, 월경통이 없는 인원은 15명이었다. 유병

기간은 5년 미만이 23명, 5~9년이 19명, 10년 이상이 

53명이었다. 본원에서 소요된 치료기간은 5개월 미만

이 31명, 5~9개월이 51명, 10개월 이상이 13명이었

다. 총 치료횟수는 5회 미만이 11명, 5~9회가 37명, 

10회 이상이 47명이었다. 적용된 치료 방법은 MTS만

을 사용한 대상자는 25명, 절개침만을 사용한 대상자

는 27명, 절개침과 MTS를 병행한 대상자는 20명, 절

개침과 약침을 병행한 대상자는 23명이었다(Table 3).

2. 여드름 유병기간에 따른 QGASC grade 및

 치료기간의 변화

  여드름 유병기간과 사전 QGASC grade, 여드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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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기간과 치료기간 간에 Spearman correlation 

analysis를 실시하였다. 사전 QGASC grade와 유병기

간의 정적 상관관계가 유의하였다(p<0.05). 치료기간

과 유병기간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Table 4).

Table 4. Correlation between Disease Period and 
QGASC Grade, Treatment Period

variable Disease period(year)

pre-QGASC ρ = 0.22*

Treatment period ρ = 0.15

*p<0.05

3. 여성의 월경통과 QGASC grade의 관계

  여성의 월경통 유무에 따른 치료 전 QGASC grade

를 평가하기 위해 Mann-Whitney U-test를 실시하였

다. 월경통이 있는 경우에 비해 월경통이 없는 경우가 

높게 나와 유의하지 않았다(Table 5).

4. 치료방법에 따른 치료 전-후 KAGS, QGASC 

grade 변화

  MTS, 절개침, 절개침과 MTS, 절개침과 약침 각 

치료 방법에 따른 치료 전후 KAGS grade, QGASC 

grade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Wilcoxon signed 

rank test를 실시하였다. MTS 치료군에서 KAGS 

grade는 치료 전보다 치료 후에 유의하게 낮았고

(p<0.001), QGASC grade는 치료 전보다 치료 후에 

유의하게 낮았다(p<0.001). 절개침 치료군에서 

Dysmenorrhea (Female)

Being None

variable M SD M SD U p

pre-QGASC 3.24 0.89 3.40 0.91 308.50 0.49

Table 5. Correlation between Dysmenorrhea and Pre-QGASC

KAGS grade는 치료 전보다 치료 후에 유의하게 낮

았고(p<0.001), QGASC grade는 치료 전보다 치료 

후에 유의하게 낮았다(p<0.05). 절개침, MTS 복합치

료군에서 KAGS grade는 치료 전보다 치료 후에 유

의하게 낮았고(p<0.001), QGASC grade는 치료 전보

다 치료 후에 유의하게 낮았다(p<0.001). 절개침, 약

침 복합치료군에서 KAGS grade는 치료 전보다 치료 

후에 유의하게 낮았고(p<0.001), QGASC grade는 치

료 전보다 치료 후에 유의하게 더 낮았다(p<0.001). 

대상자 전체에서 KAGS grade는 치료 전보다 치료 

후에 유의하게 낮았으며(p<0.001), QGASC grade는 

치료 전보다 치료 후에 유의하게 낮았다(p<0.001) 

(Table 6).

5. 치료방법에 따른 KAGS, QGASC grade 및 

치료기간 변화 비교

  각 치료방법에 따른 KAGS 및 QGASC grade의 변

화를 비교하기 위해 Kruskal-Wallis test 및 집단 간 

구체적 비교를 위한 post-hoc analysis로서 Bonferroni 

보정을 적용한 Wilcoxon signed rank test를 실시하

였다. 치료방법에 따른 치료 전·후 KAGS의 차이가 

유의하였다(p<0.001). 사후분석 결과, 절개침, MTS일 

때보다 절개침, 약침일 때 유의하게 낮았다(p<0.001). 

절개침일 때보다 절개침, 약침일 때 유의하게 낮았다

(p<0.01). MTS일 때보다 절개침, 약침일 때 유의하게 

낮았다(p<0.01). 치료방법에 따른 치료 전-후 QGASC

의 차이가 유의하였다(p<0.001). 사후분석 결과, 절개

침, MTS일 때보다 절개침, 약침일 때 유의하게 낮았

다(p<0.01). MTS일 때보다 절개침, 약침일 때 유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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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더 낮았다(p<0.01). 절개침일 때보다 절개침, 약침

일 때 유의하게 더 낮았다(p<0.01). 치료방법에 따른 

치료기간의 차이가 유의하였다(p<0.01). 사후분석 결

과, 절개침, 약침일 때보다 절개침, MTS일 때 유의하

게 낮았다(p<0.01). MTS일 때보다 절개침, MTS일 

때 유의하게 낮았다(p<0.01). 절개침일 때보다 절개

침, MTS일 때 유의하게 더 낮았다(p<0.05)(Table 7).

　 　 pre post pre-post 　 　

Treatment variable M SD M SD M SD Z p

MTS KAGS 2.44 1.87 0.88 0.44 1.56 1.61 -3.37*** .00

　(n=25) QGASC 2.92 0.91 1.20 0.50 1.72 0.61 -4.41*** .00

Subcision KAGS 2.85 0.99 1.63 0.79 1.22 0.93 -3.70*** .00

　(n=27) QGASC 3.74 0.53 2.11 0.58 1.63 0.74 -2.45* .01

Subcision, MTS KAGS 3.15 1.95 1.20 0.77 1.95 1.57 -4.49*** .00

　(n=20) QGASC 3.70 0.47 1.90 0.64 1.80 0.70 -4.51*** .00

Subcision, 
pharmacopuncture

KAGS 0.96 0.71 0.70 0.47 0.26 0.45 -4.00*** .00

　(n=23) QGASC 3.17 0.94 2.22 1.17 0.96 0.56 -4.12*** .00

Total KAGS 2.35 1.66 1.12 0.73 1.23 1.35 -6.87*** .00

　(n=95) QGASC 3.38 0.81 1.85 0.85 1.53 0.73 -8.40*** .00

Table 6. Change of KAGS and QGASC Grade according to Before and After Treatment

***p<0.001, *p<0.05

　 　 MTS
(n=25)

Subcision
(n=27)

Subcision, 
MTS

(n=20)

Subcision, 
Pharmacopuncture

(n=23)
　 　 　

variable time M SD M SD M SD M SD H p Post-hoc

KAGS pre 2.44 1.87 2.85 0.99 3.15 1.95 0.96 0.71 26.85*** .00 d < a,b,c

　 post 0.88 0.44 1.63 0.79 1.20 0.77 0.70 0.47 25.15*** .00 a,d < b

　 pre-post 1.56 1.61 1.22 0.93 1.95 1.57 0.26 0.45 21.34*** .00 a,b,c > d

QGASC pre 2.92 0.91 3.74 0.53 3.70 0.47 3.17 0.94 16.28*** .00 a < b,c

　 post 1.20 0.50 2.11 0.58 1.90 0.64 2.22 1.17 22.89*** .00 a < b,c,d

　 pre-post 1.72 0.61 1.63 0.74 1.80 0.70 0.96 0.56 19.70*** .00 a,b,c > d

Treatment period
(months) 5.60 2.10 5.70 2.80 8.28 3.26 5.26 1.21 15.20** .00 a,b,d < c

Table 7. Change of KAGS and QGASC Grade, Treatment Period according to Treatment Methods

***p<0.001, **p<0.01

Ⅳ. 고  찰

  여드름은 모낭 피지선의 염증으로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면포, 구진 등의 다양한 피부변화가 

일어나고 후유증으로 흉터가 남는다. 주로 사춘기 청

소년시기에 시작되며, 사춘기 청소년의 85%이상 나

타날 정도로 흔한 질환이다. 여드름 흉터는 조기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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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의 결과로 나타나며 단순 여드름보다 치료가 어

렵고, 완전한 회복이 되지 않아 외모에 악영향을 주어 

대인관계에 심리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준다. 흉터

의 종류는 모양과 깊이에 따라 송곳모양(ice peak), 

상자모양(box), 완만한 경사(rolling) 형태로 구분하며 

종류에 따라 효과적인 치료방법도 다르다고 알려져 

있다9). 여드름 흉터는 장기간의 유병기간, 여드름의 

심한 중등도 정도에 따라 발생확률이 높아지는 것으

로 알려져 있어 만성적인 여드름의 경과특성상 흉터

로 인한 불편함이 흔하다10).

  여드름의 발생과 흉터로 인해 불편함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반면에 하나의 방법으로 모

든 여드름 흉터 환자에게 완전한 치료가 되는 방법은 

아직까지 없으며, 다양한 치료요법이 개발 및 연구가 

되고 있다.

  여드름 흉터를 치료하는 방법으로는 Glycolic acid, 

TCA, Jessner’s solution, Phenol 등 약물을 이용한 

박피술, 비봉합 펀치술(punch elevation), CO2, 

Er:YAG, Nd:YAG, Fractional photothermolysis 

(FP) 레이저치료법, RADIOFREQUENCY(RF), 지방

이식술, MTS, 줄기세포치료법 등 다양한 방법이 알려

져 있다. 여드름에 흉터의 형태에 따른 각각의 치료 

방법이 다른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완전한 치료가 

쉽지 않아 여러 치료법의 복합적 처치가 더욱 좋은 

효과를 기대되고 있으며, 최근 연구들은 새로운 치료

방법 뿐만 아니라 복합 치료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11).

  박피술, 레이저치료의 경우 표피 손상이 동반되기 

때문에 피부가 정상 회복되어 일상으로 복귀하는 시

간이 긴 단점이 있고, 레이저치료는 고가의 장비가 필

요하며 고비용의 치료비가 들어가는 단점이 있어 보

다 덜 침습적이고, 효율적인 치료방법의 개발이 요구

되고 있다12).

  절개침은 Subcision(Subcutaneous incisionless 

surgery)이라고도 하며 여드름 rolling scars에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진피하 SMAS층에 침

을 자입하여 전후로 움직이는 수기법으로 붙어있는 

섬유성 결합을 떼어내어 공간을 만들어 준다. 벌어진 

공간에 혈액이 들어가 결합조직재생이 일어나며 함몰

된 상처를 들어 올리며 이를 통해 흉터를 치료한다. 

표피의 손상을 최소화 하면서 치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단독으로도 훌륭한 치료법이자, 다른 치료법

과 병행할 경우 더욱 좋은 치료결과를 나타낼 수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3).

  절개침은 한의학적으로 鋒鍼의 피부침자법이 현대

적으로 발전된 시술의 일종이라 볼 수 있다. 《黃帝內

經․靈樞․九鍼論》에는 “四者時也, 時者, 四時八風之客

于經絡之中, 爲瘤病者也, 故爲之治鍼, 必筩其身而銳其

末, 令可以寫熱出血, 而痼病竭.”이라 하였고, 《靈樞․
九鍼十二原》에서는 “鋒鍼者, 刃三隅, 以發痼疾”의 기

재가 있다. 삼사면의 침을 이용하여 피부를 절개하고 

출혈을 일으킴으로써 치료의 효과를 노리는 방법으로 

절개침의 원리와 같다14).

  MTS는 Microneedle therapy system의 약자로 미

세침요법이라 부르기도 하며, 무수히 많은 미세한 침

자극을 통해 피부 콜라겐 재생을 촉진시키고, 약물이 

피부에 쉽게 침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14).

  약침요법은 약침, 수침, 혈위 주사요법이라 불리기

도하며 침치료와 약물치료를 결합한 치료방법이다. 

약물을 치료부위에 직접적으로 주입하는 방법으로 시

술부위의 빠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통증, 난치

성 면역질환, 내과질환 등 다양한 분야 치료에 사용되

고 있다15).

  여드름 흉터의 개선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다양하며 아직까지 공통된 기준이 되는 평가

척도가 정해지지 않았다. 환자의 주관적인 만족도를 

설문조사하는 방법에서부터 QGASC, KAGS, ECCA 

grading scale 등 여러 가지 평가척도가 사용되고 있

다. 

  여드름 흉터 질적 등급 체계(Qualitative Global 

Acne Scarring Grading System)는 2006년 Goodman

에 의해 소개된 여드름 흉터를 질적으로 평가하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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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이다. 환자 사진을 촬영하여 각 등급별 구분 기준에 

의해 평가한다16). 한국형 여드름 중증도 분류(KAGS)

는 2004년 한국인을 위한 여드름 중증도 평가를 위해 

개발된 평가도구로, 사진을 촬영하여 구진, 결절, 흉

터의 개수 및 분류에 따라 평가한다17). 본 연구에서는 

두개의 평가기준을 동시에 활용하여 보다 객관적인 

치료효과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해율한의원에 내원한 여드름 흉터 환자 총 95명을 

대상으로 한의학에서 여드름 흉터 치료를 위해 주로 

활용되고 있는 절개침, MTS, 약침을 적용하여 유효성

을 확인하고 각 치료방법에 따른 치료효과를 비교분

석하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환자들의 여드름 유병기간에 따른 QGASC 

grade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유

병기간이 길수록 QGASC grade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유병기간에 따른 치료기간의 변화는 통

계적 유의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저자의 기존 연구18)에서 여성의 월경통의 유무와 월

경 전 증상의 악화여부가 KAGS grade와 통계적인 

유의성을 나타내어 본 연구에서는 월경통의 유무와 

QGASC grade의 연관성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였으나 

유의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여드름 흉터 치료 방법에 따른 치료 효과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절개침 단독치료군, MTS 단독치료군, 

절개침과 MTS 복합치료군, 절개침과 약침 복합치료

군의 네 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치료 전과 후의 KAGS 

및 QGASC grade를 측정하고, 치료가 시작된 시점에

서 종료된 시점까지를 치료기간으로 설정하여 치료방

법에 따른 변화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모든 치료군에서 치료 전후 grade를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여드름 흉터의 개선 효과를 확

인할 수 있었으며, 모든 대상자를 범위로 한 분석에서

도 치료 전과 후의 grade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

  네 개의 집단에서 치료 전 KAGS를 분석한 결과 

평균값은 절개침과 약침, MTS, 절개침, 절개침과 

MTS 순서대로 높았다. 치료 전과 후 KAGS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절개침과 MTS, MTS, 절개침, 절개침과 

약침 순으로 평균값의 변화가 많았다. 치료 전 

QGASC를 분석한 결과 평균값은 절개침, 절개침과 

MTS, 절개침과 약침, MTS 순서대로 높았다. 치료 전

후 QGASC 변화를 분석한 결과 평균값은 절개침과 

MTS, MTS, 절개침, 절개침과 약침 순으로 많았다. 

사후분석 결과에서는 절개침, 약침 복합치료군이 다

른 치료군에 비해서 KAGS 및 QGASC grade의 변화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

른 세 치료군 간의 비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치료기간 비교에서는 절개침, MTS 복합치료군이 

다른 치료군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치료기간

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여드름 흉터에 대한 절개침, MTS, 약침 

치료의 효과를 평가하였으며, KAGS와 QGASC 

grade의 변화에서는 절개침과 MTS 복합치료, 절개침 

단독치료, MTS 단독치료가 절개침과 약침 복합치료

에 비해 효과적이며, 치료기간 면에서는 절개침과 

MTS 복합치료가 여타 치료에 비해 효과적이라는 결

과를 얻었다. 본 연구는 기존에 환자 치험례 위주의 

연구에서 나아가 보다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평가척

도를 통하여 치료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여러 치료법

에 따른 치료효과를 통계적으로 비교분석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다만 KAGS, QGASC grade의 사전 결

과를 비교하여 볼 때 절개침과 약침 복합치료군이 타 

치료군에 비해 경증 환자가 많아 상대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정도가 적어 이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향후 보다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여드름 치료에 

다용되고 있는 박피법, 레이저치료 등 다른 치료법과

의 복합치료효과에 대해 평가하는 추가적인 연구나 

흉터의 형태에 따른 치료방법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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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여드름 흉터 환자 95명을 대상으로 유병기간에 따

른 QGASC grade와 치료기간의 변화, 여성의 월경통

과 QGASC grade의 관계, 치료방법에 따른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여드름의 유병기간에 따른 QGASC grade의 변화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2. 여드름의 유병기간에 따른 치료기간 변화와 여성

의 여드름과 QGASC grade의 연관성은 통계적인 

유의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3. 절개침, MTS, 절개침과 MTS, 절개침과 약침 병행

치료는 KAGS와 QGASC grade를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호전시켰다.

4. 절개침과 약침 병행치료에 비하여 절개침, MTS, 

절개침과 MTS 병행치료가 KAGS와 QGASC 

grade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호전시켰다.

5. 절개침과 MTS 병행치료가 다른 치료에 비하여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치료기간이 짧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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