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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형홍반과 스티븐스-존슨 신드롬의 증례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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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1․이경은1,2․변진석3․서봉직1,2

구강 점막에 발생하는 동통성 궤양은 다양한 질환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구강내 병소가 발생한 후 피부병소가 발생하는

질환 또는 구강과 피부 동시에 병소가 발생하는 질환의 경우, 구강내만 국한하여 검사를 시행하고 피부 병소를 간과할 때는

진단이 어려울 수 있다. 본 증례에서는 구강 및 전신에 발생한 통증성, 미란성 병소가 나타나는 다형홍반 및 Stevens-

Johnson syndrome(SJS) 환자를 경험하여 이를 보고하고 피부병소가 동반되는 구강점막 질환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주제어: 다형홍반, 독성표피괴사 융해증, 스티븐스-존슨 신드롬

1)Ⅰ. 서 론

구강 점막에 발생하는 궤양성, 수포성 질환의 발생

원인은 다양하지만 임상소견은 비슷한 양상이어서

감별진단은 쉽지 않다. 특히 점막 병소와 피부병소가

동반되는 질환의 경우 적절한 진단과 처치를 위해서

이러한 질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다형홍반은 점막이나 피부의 혈관을 중심으로 나타

나는 확산된 과민반응으로, 재발성의 발진을 보이는 자

기제한성 점막 피부 질환이다.
1-3)

과거에는 점막 침범

정도에 따라 점막에 거의 이환되지 않고 피부에만 국소

적으로 발병하는 다형홍반 minor와 다수의 점막과 피

부에 이환되는 좀 더 심각한 다형홍반 major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였고, 다형홍반 major에서 보다 심각한

형태는 Stevens-Johnson syndrome(SJS), Toxic

epidermal necrolysis(TEN)라고 명명하였다.
1-3)

그러나 최근에는 다형홍반과 SJS/TEN를 원인,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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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적, 유전적 병인이 다른 질환이며, 다형홍반과 SJS/

TEN을 구별해야하는 한다는 의견들이 있다.
2-4)

원인

에 따라 분류를 하면 다형홍반은 주로 감염, 특히

Herpes Simplex Virus(HSV)와 연관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2-5)
SJS/TEN는 약물에 의해서 발생

한다고 한다.2,3,6,7) SJS/TEN 발생과 관련된 약물은 흔

하게 사용하는 항생제나 NSAIDS이며, 감기증상이나

염증성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NSAIDS나 항생제를

복용한 후 SJS/TEN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3),6),7)

그러나 다형홍반도 항생제나 NASIDS와 같

은 약물을 복용한 후에도 발생할 수 있으며, SJS/

TEN도 바이러스 관련되어 발생할 수 도 있다.2,3)

이렇듯, 항생제나 NASIDS에 의해 다형홍반과 SJS/

TEN 모두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약물은 치과의사

가 발치나 근관치료, 치주치료와 같은 치과치료 후에

흔하게 처방하는 약물이다. 또한, herpes labialis는 치

과의사가 자주 접하는 바이러스성 병소인데, 이 질환

에서도 갑자기 다형홍반이 발현되는 경우가 보고되

었다.
5)

따라서, 치과의사는 다형홍반과 SJS/ TEN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전북대학교병원 치과진료처 구강내과에 내원

한 다형홍반 환자의 증례를 소개하여 구강점막에 발

생하는 궤양성, 수포성 질환을 감별진단 하는데 도움

을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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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증례보고

1. 증례 1

1) 주소 및 병력

2009년 12월 11일 25세의 여자환자가 입안이 부어

오르고 헐어서 아픈 것을 주소로 본원 피부과에서 의

뢰 되었다. 약 일주일 전 발생한 전신의 홍반성 반점

과 구진으로 Stevens-Johnson syndrome(SJS)으로

진단 받고 치료 중에 구강 내 통증이 심하여 의뢰되

었다. 의과적 및 치과적 병력은 특이사항 없었다.

구내 검사 시 구강내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개구

제한이 있어 자세한 검사는 어려웠다.

2) 임상검사

얼굴 및 전신에 걸쳐 홍반성 반점과 수포가 산재되

어 있었으며(Fig. 1), 입술은 전반적으로 붓고 발적되

Fig. 1. Erythematous macule on the palm at first visit

Fig. 2. Swelling and ulceration on the lip at first visit

어 있었고 일부 궤양소견이 관찰되었다(Fig. 2). 구강

내 검사 시 양측 협점막에 통증성의 적색륜을 갖는

미란이 존재하고 있었고 치은은 전반적으로 발적되

고 부종이 있었다.

3) 치료 및 경과

입술 및 구강 내 포타딘 dressing을 시행하였다. 초

진 후 지속적으로 포타딘 dressing을 시행하였고, 12

월 21일 내원 시 피부병소를 포함한 구강 병소가 전

반적으로 호전되었다.

구강 내는 더 이상 촉진에 민감하지 않았고 홍반성

병소도 관찰되지 않았다. 동일하게 구강 내 포타딘

dressing을 시행하였으며 이후 환자는 증세가 호전되

어 퇴원하였다.

2. 증례 2

1) 주소 및 병력

2011년 3월 11일 38세 여자환자가 구강 내 통증으

로 인해 입이 잘 안 벌어지고 음식 삼키기가 어려움

을 주소로 본원 피부과에서 의뢰되었다. 1주일 전 온

몸에 두드러기가 발생하여 본원 피부과에 내원하였

다가 Stevens-Johnson syndrome(SJS)이 의심되어

입원 치료 중이었다. 의과적 및 치과적 병력은 특이사

항 없었다.

2) 임상검사

전신에 홍반성 반점이 산재하였고 입술은 약간의

부종과 함께 전체적으로 진한 붉은 색이었다. 입술 전

체에 걸쳐 통증성의 궤양이 존재하였고, 출혈이 쉽게

발생하였으며 가피가 존재하였다(Fig. 3). 우측 협점

Fig. 3. Swelling and erythema on the lip at first vi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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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iffuse erosion on the hard palate at first visit

막 및 경구개 부위 전반에 걸쳐 촉진에 민감한 홍반

성의 미란이 존재하였다(Fig. 4).

3) 치료 및 경과

구강 내 포타딘 dressing 시행하였으며 코르티코스

테로이드(Dexamethasone
Ⓡ
) 양치 용액을 처방하였

다. 3월 14일 내원 시 입술의 부종은 감소되었으며 붉

은 색의 정도도 감소하였고, 궤양의 범위가 많이 감소

하였으나 통증은 여전히 호소하였다(Fig. 5). 구강 내

검사시 이전내원과 비슷하게 협점막과 경구개 부위

에 촉진에 민감한 홍반성의 미란이 산재되어 있었으

나 그 범위가 약간 감소하였다(Fig. 6). 구강 내 포타

딘 dressing을 시행하였고 이후 환자는 내원하지 않

았다.

3. 증례 3

1) 주소 및 병력

2011년 7월 20일 1세 남아가 입술의 부종과 출혈을

주소로 본원 피부과에서 의뢰되었다. 약 10일 전부터

피부에 붉은 반점과 함께 입술이 붓기 시작하여 본원

피부과에서 다형홍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 중이

었으며 입술부위의 증상이 심하여 의뢰되었다. 의과

적 병력은 특이사항 없었다.

2) 임상검사 및 방사선 검사

팔과 다리에 타겟 모양의 붉은 병소가 존재하였고

붉은 원형의 병소 내부에는 가피가 존재하였으며 촉

진 시 동통을 호소하였다(Fig. 7). 입술은 출혈성 가피

로 뒤덮여 있었고, 가피 주변으로 동통성의 궤양성 및

미란성의 병소가 관찰되었다(Fig. 8).

Fig. 5. Decreased lip swelling and erythema at second visit

Fig. 6. Erosive lesion on the hard palate at second visit

Fig. 7. Erythematous target lesions at first visit

환아의 협조도 부족으로 구강 내 검사는 원활하지

못하였고 혀와 치은부위의 미란성의 병소만 부분적

으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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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Hemorrhagic crusts and ulcerations on the

lip at first visit

3) 치료 및 경과

구강 내 포타딘 dressing 시행하였고 코르티코스테

로이드(DexamethasoneⓇ) 양치를 통한 구강 내 국소

적인 스테로이드 용액의 적용을 시행하려 하였으나 피

부과에서 환아가 어리고 상태가 점차 호전되고 있으므

로 국소적인 스테로이드 용액의 사용은 보류 하였다.

7월 22일 내원 시 피부의 병소는 통증이 사라졌으

며 가피도 제거 되어 눈에 띄게 호전을 나타냈다(Fig.

9). 그러나 구강 및 입술의 병소는 큰 호전을 보이지

않았다(Fig. 10). 환아 퇴원 예정이여서 피부과와 다

시 협진 후 구강 내 국소적 스테로이드의 적용을 시

행하도록 하였다.

Ⅲ. 고찰 및 결론

본 증례들은 모두 피부과에서 진단받고 구강증상의

개선을 위해 구강내과로 의뢰된 환자들 이었기에 진

Fig. 9. Skin lesions at second visit

단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 그러나 구강에 먼저 증상이

발생하여 내원하는 환자들의 경우 적절한 진단을 통

해 추가적인 피부과적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구강에만 증상이 나타난 초기 다형홍반 병소의 경

우 다른 궤양성, 수포성 질환과 유사하다. 특히 구강

점막의 미란을 특징으로 하는 천포창과 점막 유천포

창, 구강 편평태선이 흔히 감별이 필요한 질환
8-10)

으

로 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천포창은 상피의 접착반을 자가면역 항체가 공격

하여 상피내 손상이 발생해서 수포가 발생하는 자가

면역 질환이다. 대부분 느리게 진행되며 어떤 점막이

나 피부에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60%정도는 구강 내

병소가 먼저 나타나게 된다.
11-13)

병소는 얇은 벽으로

둘러싸인 수포로 나타나게 되는데 수포는 빠르게 파

괴되면서 점차 주변으로 퍼지게 되며 넓은 면적의 피

부가 벗겨진 양상이 된다. 또한 특징적인 소견으로 니

콜스키 사인을 보인다.
12,13)

진단은 생검을 통해 확진

을 내리게 되는데, 이환된 점막을 채취하여 직접 면역

형광법을 시행하면 상피세포사이에 부착된 IgG를 확

인할 수 있다.
11-13)

점막유천포창은 반접착반에 존재하는 표적항원을

자가항체가 공격하여 발생하는 만성 자가면역의 상

피하 질환으로 구강점막의 기저막 부위가 영향을 받

게 된다.14) 어떠한 점막부위에서도 발생 가능하나 사

례의 85-90%가량에서 구강점막병소가 나타나고 치

은병소는 동통성의 미란형 병소로 나타나게 된다. 수

포는 천포창과 비교했을 경우 경계가 좀 더 명확하며

오랫동안 지속된다. 박리성 치은염도 흔하게 나타난

다.
11,12,14)

진단은 조직학적 검사를 통해 확진할 수 있

는데, 면역형광검사에서 기저막부위에 IgG가 매끄러

Fig. 10. Hemorrhagic crusts and ulcerations on the lip at second

vi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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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선상으로 침착되어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12,14)

구강편평태선은 T세포 매개 만성염증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기전이 명확하진 않다. 각질세포에

의한 항원제시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표층

부 상피와 하방 결체조직 사이의 접촉면에서 반응이

발생한다.10,15) 주로 중년층에서 호발하며, 증상의 악

화와 완화가 번갈아가며 나타나는 만성질환으로 정

신적 스트레스, 자극, 약물 등 다양한 요소가 증상의

악화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5) 편평태선이

편평상피세포암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0-10%로 보고

되고 있으나 확실히 밝혀진 것은 아니다.
15,16)

구강내

병소는 망상형, 구진형, 위축형, 미란형등 6가지 유형

이 존재한다.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망상형으로 특징

적인 레이스 모양의 백색선조가 존재하며 병소는 무

증상에 벗겨지지 않고 주로 대칭으로 발생한다. 통증

을 유발하는 유형은 미란형으로 홍반성 부위와 백색

의 위막부위가 혼재되어 존재하며 특히 뜨거운 음식,

매운 음식 등에 민감한 통증을 호소하며, 접촉 시에

통증이나 출혈발생 할 수 있다.
15,16)

진단은 역시 생검

을 통해 내릴 수 있는데 면역형광요법으로 검사 시에

섬유소원이 기저막을 따라서 침착해 있는 양상을 관

찰 할 수 있다.
15,16)

다형홍반은 빠른 발생, 자발적인 회복 가능성, 구순

의 침범, 전형적인 피부병소를 갖는 다는 특징으로 앞

서 나열한 질환들과 감별할 수 있다.
17)

다형홍반은 점막이나 피부의 혈관을 중심으로 나타

나는 확산된 과민반응으로, 재발성의 발진을 보이는

자기제한성의 점막 피부 질환이다.
1-3)

과거에는 점막

침범 정도에 따라 점막에 거의 이환되지 않고 피부에

만 국소적으로 발병하는 다형홍반 minor와 다수의 점

막과 피부에 이환되는 좀 더 심각한 다형홍반 major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다형홍반 major에서 보다

심각한 형태는 Stevens-Johnson syndrome(SJS),

Toxic epidermal necrolysis(TEN)라고 명명하였다.
1-4)

그러나 최근의 분류는 다형홍반과 SJS/TEN를 임

상적, 유전적 병인이 다른 질환으로 보고 있다.2-4)

다형홍반은 주로 감염, 특히 Herpes Simplex

Virus(HSV)와 연관되어 발생하는 질환으로 보고 있

다.2,4,5) 그러나 비록 다형홍반의 병변에서 HSV항원이

발견되더라도 직접적으로 HSV가 배양이 되지는 않

아 정확한 원인균의 검출은 임상적으로 어렵다.
1-3,18)

병소는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전형적인 타겟 병소를

보이며 국소화 되어 나타나고, 비전형적인 타겟 병소

가 발생할 경우에는 raised type이 발생한다. 보통 병

소는 사지 말단에서부터 시작하여 대칭적으로 나타

나며 몸통과 안면에는 훨씬 덜 발생한다.
2-4)

전형적인

타겟 병소는 동심원상의 반점으로 중심부, 부종성의

원, 홍반성 반점의 경계가 뚜렷한 3층을 반드시 포함

해야 한다.
3,4)

점막의 이환은 약 25%정도로 나타나며,

초반에는 작열감을 나타내다 점차 홍반과 부종이 발

생하고, 수포가 터지면서 괴사한 상피나 fibrin으로

덮인 궤양 형태를 띠게 된다. 입술에는 특징적인 출혈

성 가피가 형성된다.1,3)

SJS/TEN는 약물에 의해서 발생되는 질환으로 보

고 있다.
2,3,6,7)

주목해야 할 점은 SJS을 유발하는 약이

흔하게 사용하는 항생제나 NSAIDS라는 점이다. 다

른 질환의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내원하여

NSAIDS나 항생제를 처방받은 후 SJS이 발생한 증

례들이 보고 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3,6,7) 유발 약제

에 대한 확인은 오로지 과거력을 통해서만 알 수 있

어 이 역시 정확한 원인 약물의 파악이 어렵다. 원인

약물에 대한 경험적 판단과 병력이 중요하고 주로 최

근 4주 이내 새로 투입된 약제가 원인이 될 확률이 높

다.
3)

병소는 자반성의 반점이나 경계가 불명확한 비

전형적인 타겟 병소가 몸의 중심부에서 발생하여 점

차 사지로 퍼져나가며 각 병변의 크기가 커지면서 병

변간의 융합이 발생하기도 한다. SJS/TEN 차이는 이

환된 체표면적 기준으로 피부 박탈정도에 따라 10%

미만일 경우 SJS, 30%이상일 경우 TEN으로 분류하

고 있다. 인위적인 분류이지만 침범된 체표면적 비율

이 환자의 예후에 중요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2,3,6)

최소한 두 군데의 점막을 포함하게 되는데, 가장 흔한

이환 부위가 구강점막과 눈이다. 특히 100%에서 구

강점막의 침범이 발생하며, 점막 병소는 적색의 미란

이 나타나고 회색의 위막성 삼출물로 덮이게 된다.

SJS/TEN는 종종 치명적인 질환으로 분류되는데 피

부의 많은 부분이 괴사되면서 결합조직이 노출되어

전해질 상실과 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다.
3,6)

치료는 초기 질환의 진행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

다. 그러기 위해선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 우선인데,

약물에 의해 유발된 경우는 원인약제의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HSV와 관련이 있을 거라 의심되는

경우에는 항바이러스성 약제의 사용이 다형홍반의

진행을 막는데 효과적이다.
1,3)

또한 국소적인 스테로

이드의 적용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경미한 경

우 항히스타민제와 진통제를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

다.
1,3,6)

보다 광범위하게 질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

신적인 코르티코스테로이드의 투여와 입원치료가 필



정원․이경은․변진석․서봉직

212

요할 수 있다. 증상의 정도에 따라 화상센터에서의 집

중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고, 이차감염을 예방하며 괴사조직의 조심스러

운 제거가 필요하다.
1,3,6,19)

구강에 통증성의 광범위한 궤양을 호소하는 환자

는 진단에 있어 치과의사를 당혹스럽게 만든다. 특히

구강에 병소가 발생하여 피부병소가 뒤따라 나타나

는 경우 구강만 살펴보는 직업적 특성으로 인해 진단

에 실패하거나 당황할 가능성이 있다. 다양한 질환들

이 피부와 점막 동시에 발생하고 있으므로 치과의사

는 항상 피부병소와 동반되는 구강 점막질환을 염두

에 두고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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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rythema Multiforme and Stevens-Johnson Syndrome : Case Reports

Won Jung
1
, D.D.S., Kyung-Eun Lee

1,2
, D.D.S.,M.S.D.,Ph.D.,

Jin-Seok Byun3, D.D.S.,M.S.D., Bong-Jik Suh1,2, D.D.S.,M.S.D.,Ph.D.

Department of Oral medicine1, School of Dentistr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Institute of Oral Biosciences2, Chonbuk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Medical Science and Enginerring3, KAIST

Painful, ulcerative lesions of various systemic disease can affect the oral mucosa membrane at first. If you don’t

consider the skin lesion, followed or accompanied by oral mucosa, you are likely to fail in differential diagnosis. In this

cases, we introduced erythema multiforme and Stevens-Johnson syndrome(SJS) patients with painful, ulcerative lesions

on oral mucosa and skin. Also we review oral mucosal diseases come with the skin lesions.

Key words: Erythema multifome, Stevens-Johnson syndrome, Toxic epidermal necrolys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