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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에 발생한 출혈성 궤양 병소의 증례보고 및 감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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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red zone 또는 vermilion zone)은 해부학적으로 입술의 피부부위에서 구강점막으로 이행되는 부위로 선 구순염, 접촉

구순염, 구각 구순염, 형질세포성 구순염, 박탈성 구순염, 광선 구순염, 육아종성 구순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으로 알려진 다

양한 구순염과 감염성 질환, 양성 및 악성 종양, 다른 전신질환의 피부증상과 관련된 병소들이 나타난다. 본 증례에서는 홍순

에 발생한 궤양성, 출혈성, 가피를 형성한 병소들에 대해 형질세포 구순염과 Stevens-Johnson syndrome(SJS)과 관련된 홍

순 병소를 경험한 바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주제어: 형질세포 구순염, 다형홍반, Stevens-Johnson syndrome, 출혈성 궤양병소, 홍순, 구순염

1)Ⅰ. 서 론

입술은 해부학적으로 구강(oral cavity)의 위와 아

래에 있는 잘 움직이는 주름으로 바깥쪽인 피부, 안쪽

인 구강점막, 그리고 피부에서 점막으로 이행되는 점

막피부경계부인 홍순(red zone 또는 vermilion zone)

으로 이루어져 있다.
1,2)

조직학적으로 살펴보면, 입술의 피부 부위는 얼굴

피부와 같이 모낭, 피지선 및 땀샘이 있는데 반해, 구

강점막 부위는 선조직 중에서 주로 소타액선을 가지

고 있으며, 홍순은 구각부위에 약간의 피지선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부속물도 있지 않다. 이 중

홍순의 상피는 진성각화 중층 편평상피로 이루어져

각화되어 있지만, 얇으며, 모세혈관고리가 있는 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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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조직유두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로 인해 홍순

은 혈액이 표면 가까이까지 근접하게 되어 진한 붉은

색으로 보인다.2)

입술은 피부부위, 점막부위, 홍순으로 이루어진 하

나의 독특한 해부학적 단위로 자유롭게 움직이는 연

한 조직만으로 음식물 저작기능, 발음, 얼굴 표정에

의한 표현 등 많은 중요한 기능을 하며, 미용면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위이다.
3)

따라서, 입술에 병소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러한 여

러 기능에 영향을 미치므로, 작은 크기의 병소라도 생

활에 불편함을 줄 뿐만 아니라 심미적인 이유로 환자

의 심리가 위축되기 쉬울 것이다. 또한 입술의 병소는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 발생할 수 있어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크론씨 병과 같은 전신질환

발생시 입술에 병소가 발현될 수 있으며, 바이러스 감

염 등에 의해 나타날 수도 있고, 국소적 피부질환이

나, 종양과 같은 국소적 단독 병소로 발생할 수 도 있

다.4,5)

이에 저자는 최근에 홍순에 출혈성 궤양 병소를 경

험한 바, 이를 증례보고하고, 이와 관련된 홍순의 병

소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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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례보고

1. 증례 1

1) 주소 및 병력

2011년 3월 21일 75세 여자가 입술이 헐고 피가 나

는 것을 주소로 구강내과에 내원하였다. 2009년부터

알레르기성 천식으로 호흡기내과 치료를 받았으며,

2011년 2월 증상이 다시 발생하여 관련 약물을 복용

하던 중 2월 말부터 입술이 헐고 출혈과 통증이 발생

하였다. 내과 의원에서 입술병소에 대해 세균성 감염

치료 연고(BactrobanⓇ)를 사용하였으나 증상의 개선

이 없어 내원하였다.

2) 임상검사 및 방사선 검사

임상검사 결과 아래 입술에 부종이 있었고, 통증을

동반한 궤양이 있었으며, 출혈이 존재하여 출혈성 가

피(crust)가 형성되어 있었다(Fig. 1). 하악 전치부 순

측 치은에 염증이 존재하여 중등도의 부종과 함께 촉

Fig. 1. 초진일 입술 소견

Fig. 2. 국소 스테로이드 요법 후

진 시 통증을 호소하였다. 통증으로 인해 잇솔질이 되

지 않고 있어 구강위생이 불량하였다.

파노라마 방사선 검사 결과 특이소견은 없었다.

3) 치료 및 경과

구강 내 소독 및 입술 병소의 소독을 시행하였고

불량한 구강위생의 개선을 위해 클로르헥시딘 양치

용액 (클로헥신
Ⓡ
)을 처방 하였으며 스테로이드

(DexamethasoneⓇ) 양치 용액을 입술 부위에 거즈를

이용해 적용하도록 하였다. 일주일 간격으로 내원하

여 소독을 받았으나 4월 8일 내원 시에도 여전히 입

술의 궤양성 병소와 출혈성 가피가 형성되어 있었고

이와 함께 통증을 호소하였다(Fig. 2). 증상의 호전이

없어 외과적 처치를 위해 본원 구강외과로 의뢰하였

고, 4월 8일 입술 병소 부위의 생검을 시행하였다. 생

검 시행 후 환자는 항생제(Cefaclor
Ⓡ
), 진통소염제

(Dibrufen
Ⓡ
)를 복용하였다. 4월 15일 내원 시 입술의

염증성 병소와 출혈성 가피 모두 사라졌고 통증도 사

라졌다(Fig. 3). 생검 결과, 상피층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의 궤양 소견을 보였으며, 상피하부 고유판

(lamina propria) 내에 형질세포의 조밀한 침윤이 관

찰되었고 전체 50%정도로 추정되었다. 이외 조직구

(histiocyte)의 침윤이 많이 관찰되었으며, 경미한 호

산구(eosinophil) 침윤도 관찰되었다(Fig. 4).

2. 증례 2

1) 주소 및 병력

2011년 3월 2일 33세 여자가 입안 전체가 헐은 것을

주소로 본원 피부과에서 의뢰되었다. 약 20일 전 고열

로 의료원에 내원하여 urinary tract infection이 의심

되어 항생제(ciprofloxacin), NSAID(Anyfen
Ⓡ
), 제산제

Fig. 3. 생검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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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조직학적 소견(x100)

(Ulcermin
Ⓡ
)를 복용한 후 전신에 홍반성 반점과 구진

이 발생하여 본원 피부과에 입원하여 Stevens

-Johnson syndrome(SJS)으로 진료받고 있지만, 구강

내 병소의 개선이 없어 의뢰되었다. 눈도 따끔거려 뜨

기가 어렵다고 하며, 소변 볼때도 따끔거리는 증상이

있다고 하였다. 과거력상 펜잘계통, 항생제(어떤 약인

지는 모름) 복용 후 두드러기가 발생한 적이 있었다.

구강내과 내원 당시 환자는 구강 전체의 통증과 입

술의 통증 및 가피로 개구를 하지 못하고, 음식섭취도

하지 못하였다.

2) 임상검사

얼굴 피부 및 전신에 걸쳐 가피가 형성되어 있었다.

입술에는 궤양이 형성되어 있었고 궤양 자극 시 출혈

이 쉽게 발생하였으며, 출혈성 가피가 존재하고 있었

다(Fig. 5). 통증으로 인한 개구제한을 호소하였으며

양측 협점막 및 경구개 부위에는 적색륜이 있는 미란

이 존재하였다(Fig. 6). 혀는 전반적인 유두소실이 관

찰되었고 촉진에 민감하였다. 구강 내 통증으로 인해

잇솔질이 어려워 구강위생 상태는 불량하였다.

3) 치료 및 경과

입술에 존재하는 출혈성 가피를 제거하였고, 구강

내 포타딘 dressing을 시행하였다. 스테로이드

(Dexamethasone
Ⓡ
) 양치 용액 처방하여 입술 및 구강

내에 적용하도록 했다. 초진 후 매일 포타딘 dressing

을 시행하였고, 3월 11일 내원 시 피부병소를 포함한

구강 병소의 통증이 거의 사라졌으며, 입술만 약간 통

증이 존재하였다. 피부의 가피는 거의 제거된 상태였

고, 입술의 궤양 및 출혈성 가피도 범위가 많이 축소

된 상태였다. 구강 내는 더 이상 촉진에 민감하지 않

Fig. 5. 초진일 입술 소견

Fig. 6. 초진일 구강내 소견

았고 홍반성 병소도 관찰되지 않았다. 동일하게 입술

의 출혈성 가피를 제거하고, 구강 내 포타딘 dressing

을 시행하였으며 이후 환자는 내원하지 않았다.

고찰 및 결론

홍순에는 화학적 구순염, 선 구순염, 접촉 구순염,

구각 구순염, 형질세포 구순염, 박탈성 구순염, 육아

종성 구순염 등 원인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구순염과

단순포진, 칸디다 등의 감염성 질환, 멜라닌 반과 같

은 색소성 질환, 점액낭종, 카포시 육종, 편평세포암

등의 양성 및 악성 종양, 다른 전신질환의 피부증상으

로 인한 병소들이 나타날 수 있다.
5,6)

본 연구에서 제시한 증례들은 홍순(vermilion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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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궤양성, 출혈성 병소가 존재하고 가피가 형성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동일 원인으로 발생한 병소

로 착각할 수 도 있다.

그러나, 첫 번째 증례의 경우 하악 전치부 순측 치

은에 염증이 존재하고 촉진 시 통증을 호소하나, 이는

구강위생 불량으로 인한 치주염으로 생각되며 홍순

병소와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여겨지므로 홍순에

만 발생한 단독 병소로 생각된다. 그리고, 두 번째 증

례는 전신에 홍반성 반점 및 구진과 함께 입술 및 구

강내 병소가 존재하고, 피부 병소 발생과 입술 및 구

강내 병소가 같은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입술의

병소는 피부 병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

라서, 상기 증례들이 홍순(vermilion zone)에 궤양성,

출혈성 병소가 존재하고 가피가 형성되어 있다는 공

통점은 있으나, 첫 번째 증례는 홍순만 발생한 단독병

소로 여겨지며, 두 번째 증례는 SJS의 구강 내 발현

이라고 생각되며 이에 대한 감별진단 및 고찰이 필요

하리라 생각된다.

첫 번째 증례처럼 홍순에만 병소가 존재할 경우 임

상적으로 홍순에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구순염과

감별진단 해야한다. 이러한 질환에는 화학적 구순염

(actinic cheilitis), 접촉성 구순염(contact cheilitis), 박

리성 구순염(exfoliative cheilitis), 선 구순염(cheilitis

glandularis), 육아종성 구순염(cheilitis granulomatosa),

형질세포 구순염(plasama cell cheilitis) 등이 있다.
4,6)

화학적 구순염은 입술에 발생하는 만성 전암병소로

과각화, 홍반, 미란이 나타나고 햇빛에 과다 노출시 발

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주로 노년에서 발생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Makopoulous 등의 화학적

구순염 환자에 대한 보고를 살펴보면, 남자가 92.3%,

여자가 7.4% 였으며, 평균나이 53±11세이었고, 27명이

농부, 12명이 옥외 노동자, 4명이 어부였다. 29.2%는

궤양이 없는 백색병소 양상이었고, 47.7%는 미란성,

궤양성 양상, 23.1%는 백색병소 또는 위축성 병소가

있는 미란성, 궤양성 병소 양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두 하순에서 발생하였다. 이중 11명에서 편평세포

암종이 관찰되었고 9명은 초기검사 때 발견되었으나,

2명은 2년 정도 경과관찰 후에 악성 변화가 나타났

다.7) 박 등의 국내조사에서는 여성환자가 남자에 비해

4배 많았으며 모든 연령이 50세 이상이었으며, 평균연

령이 65.3세였다. 모두 하순에서만 발생하였다
8).

치료

는 햇볕 노출을 차단하고, 5-fluorouracil을 국소도포

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외과적 절제와 생검을 시행한

다.
9)

접촉성 구순염은 접촉물질에 의한 알러지 반응으

로 나타나는 입술의 염증성 질환으로 관련인자는 치

약, 립스틱, 선크림, 조미료 등이다. 임상증상은 자극

후에 부종 및 홍반이 나타나며, 가피도 관찰된다. 세

심한 병력청취가 원인을 밝히는데 기본이 되며,

patch test로 원인물질을 밝힐 수 있다. 치료는 의심

되는 물질을 모두 중단하고 국소적으로 스테로이드

를 사용한다.
4,9)

박리성 구순염은 홍순에 지속적으로 박리와 가피

가 형성되는 특이한 만성염증성 질환이다. 원인은 밝

혀지지 않았으나, 가끔 입술 깨물기, 입술 빨기와 같

은 습관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며, 추운날씨나 매우 더

운 날씨에 악화되기도 한다. 임상적으로 심한 박리가

발생하면서 표면이 민감해지고 발적되며 이러한 과

정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점차 두꺼워지고, 가피

가 형성되면서 심리적 문제가 되기도 한다.
4,9)

치료는

보습제나 국소적 스테로이드 도포가 권유되나,
9)

스테

로이드 도포 및 전신복용, 항생제 복용, 항진균제 복

용 등에도 반응이 없는 증례도 보고되기도 한다.
10)

선 구순염은 순측 소타액선에서 발생하는 드문, 만

성 염증성 질환으로 과다분비와 도관 확장이 나타나

며 주로 성인 남성에서 발생하고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다. 임상적으로 입술이 붓고 커지고 융기되고 구순

변연을 따라 소타액선의 구멍(puncta)이 노출되어 구

멍이 반점이나 구진처럼 보이기도 하고 소타액선에

서 끈적한 물질이 배출되어 입술표면에서 마르게 되

며 가피를 형성하기도 한다.4) 치료는 스테로이드 국

소요법이며, 진행된 경우는 외과적 절제 및 성형술이

필요하다.
9)

육아종성 구순염은 갑작스런 구순의 증대가 호전

과 악화를 반복하여 만성적인 구순증대의 형태를 보

이는 질환으로 1945년 Miescher가 처음으로 기술하

여 Miescher's cheilitis라고도 한다.3) 임상적으로 통

증이 없는 미만성 구순 부종이 나타나고, 치료는 스테

로이드 국소도포, 병소내 주입, 전신요법 등이 권유되

나,9)스테로이드 요법에 반응하지 않은 육아종성 구순

염을 metronidazole로 치료한 경우도 보고되었다.
11)

형질세포 구순염은 진피 위쪽에 형질세포가 띠 형

태로 침윤되어 있는 것이 특징인 드문 염증성 질환으

로 임상 양상은 일반적으로 경계가 비교적 명확하고,

편평하거나 약간 융기된, 미란성 플라그나 패취 양상

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궤양

과 함께 입술이 두꺼워지거나 갈라지며, 가피가 형성

되고 촉진에 민감해져 음식섭취 시 민감해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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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4),12)

조직학적으로 표피 과각화증이나 세포간 부종

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일반적인 피부 염증성 질환에서

보기 힘든 소견인 상부 진피의 조밀한 형질세포 침윤

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형질세포외에 림프 조직구,

호산구들의 침윤이 관찰될 수 있다.
13)

그리고 진피에

침윤되는 형질세포는 lambda 사슬보다는 kappa 사슬

을 주로 분비하는 세포로 구성되어 대부분 IgG와

IgA를 생산하는 것이 보고되었다. 이러한 형질세포의

침윤은 보통 천포창, 골수외 형질세포종, 광선 각화

증, 편평세포암 등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14)

형질세포 구순염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

으며, 특발성으로 발생하며4) 저절로 소실되지 않고

치료에 저항적인 경우도 있어 치료는 다양한 방법으

로 시행된다. 스테로이드 국소도포나 tacrolimus 국소

도포에 효과가 없어 스테로이드 병소내 주입으로 효

과가 있었다는 보고
15)

가 있는 반면, clobetasol

propionate와 같은 높은 역가의 스테로이드 국소도포

가 효과가 좋았다는 보고도 있다.16) 반면 스테로이드

국소 도포가 효과가 없어 전신투여 치료에 좋은 반응

을 보였다는 보고도 있다.
12)

첫 번째 증례의 임상양상을 살펴보면, 궤양이 존재

하였고 치유과정에서 약간의 융기 양상으로 나타났고,

출혈성 가피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에 이상의 임상소

견을 바탕으로 감별진단해보면, 특정 물질과 접촉한

병력이 없고 만성적인 병소이므로 접촉성 구순염이

배제되며, 가피가 형성된 것으로 선 구순염과 혼돈될

수 있으나, 선 구순염은 눌렀을 때 끈적끈적한 액체가

나오는 특징이 있어 이번 증례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

로 생각할 수 있다. 화학적 구순염은 위축성, 미란성,

백색병소가 특징적이며, 박리성 구순염은 상피가 벗

겨지는 양상이 특징적이므로 배제할 수 있으며, 육아

종성 구순염은 입술의 전반적인 부종이 특징이므로

이번 증례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형질세

포 구순염의 경우 만성화가 되면 궤양과 함께 가피가

형성되는데 이번 증례와 유사한 양상이며, 무엇보다

도 이번 증례의 조직학적 소견을 살펴보면, 상피하부

고유판(lamina propria) 내에 형질세포의 조밀한 침윤

과, 이외 많은 조직구 침윤과 경미한 호산구 침윤이

관찰되어 형질세포 구순염으로 진단내릴 수 있다. 이

번 증례에서도 유사한 조직학적 소견이 관찰되었으나,

면역조직학적 염색을 통해, 형질세포가 kappa 사슬을

주로 분비하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지, 항체 종류가

무엇인지 평가하기 위한 면역염색이 행해지지 않아

아쉬운 점이 있다. 이번 증례의 경우 치료에서는 스테

로이드 사용은 적절하였으나, 국소 도포에 효과가 없

는 형질세포 구순염의 경우 스테로이드 국소주입, 전

신요법 등으로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어 이를 시행

해보지 못한 점이 미흡했으나, 생검 및 외과적 처치로

호전을 보였으므로 약물에 반응이 없는 경우 외과적

처치가 추가적 치료법으로 제안된다.

두 번째 증례의 경우 고열이 발생하여 항생제와

NASID를 복용한 후 피부에 홍반성 반점과 구진이

발생하고 가피가 형성되었으며, 눈, 입술과 구강 같은

점막부위에서도 병소가 발생하였다. 입술 병소와 피

부병소가 같은 시기에 발생하였고, 입술과 구강은 궤

양성 병소와 가피가 형성되어 있으며, 피부과에서

SJS로 진단받은 것으로 보아, 홍순의 병소는 다형홍

반과 관련된 질환을 의심할 수 있다.

다형 홍반(erythema multiforme, EM)과 관련 질환

은 피부 발적과 점막의 홍반 및 궤양성 병소가 특징

인 면역기원성 염증성 질환이다. 피부 병소는 특징적

과녁(classic target) 병소 혹은 홍채(iris) 병소와 전

형적 과녁(typical target) 병소, 비전형적 과녁병소가

나타난다. 특징적 과녁 병소는 홍반성 반점 또는 구진

의 양상이며, 전형적 과녁(typical target)은 직경이

3cm 이하의 규칙적이고 둥근 모양의 경계가 뚜렷하

고 중심보다 약간 약한 두 개의 홍반성 링이 있는 것

을 가리키고, 비전형적 과녁은 전형적 과녁과 유사하

나, 경계가 불분명한 병소를 가리킨다.
17,18)

입술 병소

는 붓고 갈라지고, 출혈되고, 가피가 형성되는 것이

특징적이며, 구강내 병소는 비각화점막 특히 전방부

에서 두드러지며, 미만성의 넓은 수포가 발생하고 궤

양을 형성한다.
17)

다형홍반과 관련 질환은 EM minor(EMm), EM

major(EMM), Stevens-Johnson syndrome(SJS),

toxic epidermal necrolysis(TEN)으로 분류하고 단일

질환으로 여기고, 임상증상의 정도에 따라 분류해 왔

다.
19)

그러나, 최근에는 임상증상, 환자 통계, 잠재적

원인에 따라 EM과 SJS, TEN을 구별해야 한다는 논

란이 있다. 일반적으로 다형홍반 분류는 피부병소가

없는 구강 EM만의 증례들이 발표되기도 하나,
20)

피

부에서의 특징정인 모습과 분포가 EM의 필수 조건

이라고 생각하여 피부병소의 양상에 따라 다음과 같

은 분류를 제안하고 있다.
19)

1) EM minor(EMm) : 피부에 전형적 또는 융기된 과

녁병소가 존재하고 피부병소가 피부표면에 10%로

이하로 존재한다. 점막관련병소는 드물며 만약 존

재한다면 구강점막에 심한 홍반, 미란, 궤양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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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가끔 구강점막에만 발생하는 경우도 이에 해

당된다.

2) EMM: 피부병소가 존재하고 적어도 2군데의 점막

부위에서 병소가 발생하고, 피부병소가 전체 피부

표면에 10%이하로 존재하나 EMm보다 좀 더 심각

한 형태이다.

3) SJS : 전형적인 과녁병소보다 비전형적인 편평한

(flat) 과녁병소와 반점이 존재하고 피부 표면에

10%이하로 존재하나, EMM보다 증상이 심하고

EM과 달리 감기증상과 비슷한 전신증상이 전구증

상으로 존재한다. 점막의 여러 부위에 병소가 발생

하고 반흔이 생길수 있다. 피부병소가 10∼30%이

며 SJS/TEN이라고 진단된다.

4) TEN : 경계가 불분명한 홍반성 반점과 편평한 병

소가 특징적이고, 표피분리가 특징이다. 광범위한

자반성 반점이나 편평한 비전형적 과녁병소가 피

부표면에 30%이상 발생하거나, 넓은 표피 sheet가

10%이상 발생 시 진단된다.

유발인자는 EM은 주로 감염과, SJS와 TEN은 약물

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련 감염인자는 바이

러스(herpes virus, adenovirus, enterovirus, hepatitis

virus), 세균(mycoplasma pneumoniae, streptococcus,

mycobacterium tuberculosis), 진균(coccidiodomycosis,

histoplsmosis)등이며, 약물은 항생제(cefuroxin,

amoxicillin-clauvulanate, ciprofloxacin), sulfonamaid,

anticonvulsant, phenobarbital, oxicam, NASIDs등이

다.
18,19,21)

치료는 관련 약물을 중단하고 관련된 감염을 치료

한다.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할 수 있으며, mycoplasma

pneumoniae가 관련된 경우는 항생제를 투여한다.

EM 자체를 위한 특별한 처치는 없으며, 진통제와 수

액요법이 필요할 수 있다. corticosteroid는 증거가 부

족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EMm에는

국소요법에도 반응할 수 있다. EMM, SJS, TEN에는

스테로이드 전신요법이나, azathioprine 같은 면역억

제제로 치료 한다.
17)

두 번째 증례의 경우 의뢰된 당시 피부에 가피만

형성되어 있었으나, 피부과 진료기록부를 참고하면,

약물을 복용한 후 몸 전체의 피부에 홍반선 구진성

병소가 발생하였고, 눈, 입술, 생식기 부위의 세 군데

의 점막부위에 병소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SJS로 진

단할 수 있고 입술 및 구강병소는 이와 관련된 병소

로 여겨진다. 전신 피부질환과 관련된 구강병소라 할

지라도, 전신요법으로 치료를 시행하여 호전이 없는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국소요법 및 병소부위 소독 등

으로 증상 호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으로 홍순에 발생한 출혈성 궤양성 병소를 통

해 감별해야할 사항에 대해 고찰해보았으며, 형질세

포 구순염의 경우 외과적 처치를 통해 증상이 호전될

수 있음을, 전신 피부질환과 관련된 병소는 전신요법

을 하더라도 국소요법을 통해 증상의 호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에 홍순에 관련된 병소

에서 치과의사의 역할은 중요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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