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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resulen 오용에 의한 구강 궤양의 발병 증례 및

화학화상에 대한 고찰

경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구강내과학교실

정정우․변진석․정재광․최재갑

구강점막의 화학화상은 다양한 화학제품과의 접촉에 의해 일어날 수 있으며 국소 점막염, 각화성 백색병소, 출혈, 통증성

조직 표면 등과 같은 임상적 특징을 나타낸다. Policresulen(알보칠®)은 산부인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영역에서 점막이나

피부의 소독 및 지혈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반의약품이다. pH 0.6의 강산성을 띠고 있어서 강력한 부식제로 작용할 수 있으

며 구강점막에 접촉될 경우 괴사나 화학화상과 같은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사용상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56세 여자 환자가 입술의 궤양과 부종 및 염증성 삼출물을 주소로 구강내과에 내원하였다. 이 환자는 약 10년 전부터 혓바

늘이 가끔 발생하였으며 그런 경우에 알보칠®을 종종 사용했었다고 하였다. 최근에는 혀와 입술의 통증 때문에 알보칠®을

혀와 입술에 광범위하게 여러 차례 도포한 적이 있다고 하였다. 임상검사상 혀의 전방 1/2 부위에서 홍반성 미란 및 염증성

삼출물이 관찰되었고 상, 하순에 출혈성 가피 및 궤양이 형성되어 있었다. 알보칠 사용을 중단하게 한 후 구순부에 스테로이

드 연고 도포 및 스테로이드 구강 가글액 사용 후 1주일 만에 병소는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2주 후 완치되었다.

본 증례를 통해서 일반의약품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Policresulen(알보칠®)의 오용으로 인한 구강점막의 출혈성 궤양의

발생 양상 및 치료과정을 소개하였으며, 구강점막에서 발생하는 화학화상에 대해 고찰하였다.

주제어: Policresulen, 구강점막, 스테로이드 도포, 화학화상

1)Ⅰ. 서 론

구강점막의 화학화상은 다양한 화학제품과의 접촉

에 의해 일어날 수 있다. 대표적인 화학제품으로 아스

피린(acetylsalicylic acid), phenol, trichloroacetic

acid, eugenol, iodine, alcohol, acrylic resin, sodium

perborate, hydrogen peroxide, silver nitrate, sodium

hypochlorite 등이 있다1,2). 화학화상의 정도는 화학성

분의 농도, 약제의 양, 접촉시간, 투과성, 작용기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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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결정된다1,3,4). 화학화상은 조직 단백질의 3차원

적 구조뿐만 아니라 아미노산 서열을 변화시켜서 조

직 단백질의 변성을 야기하며 국소적 점막염, 각화성

백색병소, 출혈, 조직의 응고에 기인한 통증성 조직

표면 등과 같은 임상적 특징을 나타낸다3,4).

Policresulen[알보칠®, Policresulen concentrated

liquid (50w/w%), Takeda Pharmaceuticals Inter-

national GmbH, Zurich, Switzerland]은 자궁경부의

염증 및 손상, 괴사조직의 박리 및 소독, 아구창 및 구

내염에서 소독과 지혈의 목적으로 쓰이는 일반의약

품이다. 알보칠®은 pH 0.6의 강산성을 띠는

policresulen의 농축액으로 강력한 부식제로 작용할

수 있어 정상 점막에 접촉될 경우 괴사나 화학화상과

같은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사용상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이에 저자들은 Policresulen 오용으로 인한 구강점막

의 화학화상 증례를 보고하고 구강점막에 발생하는

화학화상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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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증 례

1. 주소 및 병력

2013년 2월 18일 56세 여자 환자가 구내염 및 혀가

붓고 아프며 상순 및 하순이 붓고 당긴다는 것을 주

소로 경북대학교병원 구강내과에 내원하였다. 환자는

위장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나 현재 특별한 치료를 받

고 있지 않는 상태였으며, 구강내 점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별한 전신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10년

전부터 혓바늘이 자주 생기고 증상의 악화와 완화를

반복한 병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전부터 알보칠®을

자가 구입하여 환자 임의로 혀에 도포하였다. 일주일

전 딱딱한 음식을 먹고 난 후 혓바늘이 나고 혀가 붓

는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이비인후과에 내원하

여 연고제 및 약물 복용 후 혀의 증상은 어느 정도 완

화되었으나 완전히 호전되지는 않았다. 내원 며칠 전

부터는 입술의 부종이 심해져서 알보칠을 입술에 도

포하였다. 이후 입술의 부종이 악화되고 염증성 삼출

물이 나왔으며 가피가 생성되기 시작하여 구강내과

로 내원하였다.

2. 임상검사 및 방사선 검사

임상검사상 혀의 전방 1/2 부위에 홍반성 변화 및

염증성 삼출물이 관찰되었고 상, 하순에 출혈성 가피

및 궤양이 형성되어 있었다(Fig 1a, 1b). 혈액검사상

적혈구침강속도(ESR) - 25 mm/h(정상범위 : 0～20),

C-reactive protein(CRP) - 0.5 mg/dl(정상범위 :

<0.5) 및 C4. quan - 40.9 mg/dl(정상범위 : 10～40)

으로 이들 수치가 상승되어 있어서 신체에 염증의 존

재를 암시하였다. 다른 수치는 정상범위를 나타내었

다. 파노라마 방사선 검사 결과에서 특이소견은 없었

다.

3. 치료 및 경과

더 이상의 구강점막의 손상을 피하기 위해 추가적

인 알보칠® 사용을 중단시켰다. 스테로이드(Dexa-

methasone®) 가글용액을 하루에 3회 식후로 사용하

도록 하였으며 입술의 궤양 병소를 치료하기 위해 연

고[XL-1(fluocinonide 0.05%, Hyundaipharm Co.

LTD., Korea), Ad-MUC(chamomille and myrrh

extract, Merz Pharmaceuticals GmbH, Frankfurt,

Fig. 1a. Initial clinical view of upper and lower lips with

ulcerative lesion covered by the yellowish

pseudomembrane

Fig. 1b. Initial clinical view of tongue with erythro-

matous and erosive lesion

Germany)]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일주일 후 재내원하였을 때 혀의 발적 및 염증성 삼

출물이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입술의 병소도 줄어들

었다. 혀와 입술에 물리적인 자극을 줄이기 위해 하악

전치부 치아의 날카로운 부분을 조정한 후 자극성이

약한 치약의 사용과 함께 부드러운 음식을 섭취하도

록 교육하였다. 2주 후 혀와 구순점막은 정상상태로

회복되었다.(Fig 2a, 2b)

Ⅲ. 고찰 및 결론

알보칠®은 일반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

에서 쉽게 구매가 가능하며 많은 환자들이 사용법의

정확한 숙지 없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Policresulen 오용에 의한 구강 궤양의 발병 증례 및 화학화상에 대한 고찰

111

Fig. 2a. 2 weeks follow up clinical view of upper

and lower lips with normal appearance

Fig. 2b. 2 weeks follow up clinical view of tongue

with normal appearance

알보칠®은 1993년 독일 알타나사에서 개발한 pH 0.6

의 강산성 물질인 policresulen이 주성분으로 병소 부

위에 적용한 경우 정상 피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변성되거나 괴사된 조직에만 반응하여 살균작용과

함께 모세혈관을 지혈하고 조직을 재생시킨다고 알

려져 있다. 또한 부분적으로 혈액을 굳게 해주는 소독

제로써 치질과 같은 흔한 항문 질환의 염증에 이용된

다. 알보칠®(Albothyl) 또는 대만의 경우 폴리렌
®(Polilen)이라는 상품명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성상은

적갈색의 맑은 외용액체로서 거의 냄새가 없다.

policresulen은 그람양성균, 그람음성균, 진균을 포함

하는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항균력을 가진 물질로 다

음과 같은 작용기전을 가진다.

(1) 세균, 진균, 원충류 감염에 대해 항균작용을 한다.

(2) 괴사된 조직 및 원주상피에 선택적으로 작용하며

정상 편평상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혈장 단백질 응고 및 혈관수축을 통한 지혈효과를

나타낸다.

외상성 화상은 열성화상, 전기화상, 화학화상이 있

다4,5). 열성화상은 주로 경구개 부위나 혀의 끝 부위에

뜨거운 음료나 음식물의 섭취로 인해 발생한다6,7). 열

성화상의 경우 깊이에 따라 superficial, partial

thickness, full thickness로 나뉜다. superficial burn

은 수포의 형성 없이 홍반성, 동통성의 건전한 진피를

가진다. superficial partial thickness는 수포를 가진

붉은 양상을 나타내고 부분적인 진피의 파괴를 포함

하며 deep partial thickness는 진피의 50% 이상을 침

범한 것을 말한다. full thickness burn은 출혈이 없는

밀랍이나 가죽과 같은 양상의 백색병소를 나타낸다5).

전기화상은 주로 전기선이나 플러그와의 접촉에 의

해 발생하며 저전압(1000V 이하)과 고전압(1000V 이

상)에 대한 접촉으로 양분할 수 있다. 전기화상이 구

강부위에 발생한 경우 구강교련의 경축을 야기하여

결과적으로 심각한 개구제한을 발생시킨다5,8).

25000개 이상의 화학물질이 구강내 화학화상을 야

기할 수 있다. 대표적인 물질들은 아스피린을 포함하

여 phenol, trichloroacetic acid, eugenol, iodine,

alcohol, acrylic resin, sodium perborate, hydrogen

peroxide, silver nitrate, sodium hypochlorite 등이 있

다1,2). 화학화상은 크게 산에 의한 화상과 알칼리에 의

한 화상으로 분류된다. 산 화상은 화상의 깊이와 화학

물질의 침투를 효과적으로 제한하는 응고성 괴사를

만들어낸다5,9). 흔한 물질로 배수관 청소에 사용되는

sulphuric acid, hydrochloric acid가 있다. 반면에 알

칼리 화상은 더 깊은 조직으로 침투할 수 있으며 더

심각한 화상을 야기하는 융해괴사를 만들어낸다10).

다른 화상과 비교시 화학화상은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열성화상이 발열반응의 결과 화상을 나타낸다

면 화학화상은 직접적인 화학 반응에 의해 발생한다.

열성화상은 순간적으로 열에 접촉한 이후에 즉각적

인 회피반응이 나타나 원인에 대한 노출시간이 적은

반면에 화학화상은 장시간 원인 약물에 접촉함으로

써 화상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다3,6). Yilmaz 등에 의

하면 삼차신경통이 있는 환자가 통증 감소를 위해 1

시간 가량 마늘을 안면부에 접촉한 사례를 보고한 바

가 있으며 아스피린을 구강내에 물고 있는 경우도 장

시간 점막에 접촉된다. 생화학적 측면에서 열성화상

의 경우 비가역적 교차연결 반응으로 인한 급격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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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질의 응고가 일어나지만 화학화상의 경우 주로 가

수분해에 의한 단백질 파괴가 지속된다3). 또한 열성

화상은 화학화상에 비해 괴사가 상대적으로 적게 발

생함으로 흰색 병소보다는 흔히 홍반성 양상을 보인

다11).

화상으로 인한 통증의 기전은 아직 정확히 밝혀진

바가 없지만 Summer와 Ueda 등에 의하면 동물모델

에서 protein kinase C-epsilon(PKCE)와 nerve

growth factor(NGF)와 같은 neurotrophin이 second

messenger protein으로 작용한다12,13). 이것은 급성 화

상 이후의 통각과민증뿐만 아니라 만성 화상 통증에

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14).

화학 화상의 작용기전에는 다음의 6가지가 있다3).

(1) 산화(oxidation) : 산소, 황, 할로겐 원자의 침투로

인해 단백질 변성이 일어난다.

(2) 환원(reduction) : 조직 단백질의 자유전자와 결합

함으로써 작용한다.

(3) 부식(corrosion) : 접촉에 의해 단백질 변성을 야

기한다. 대표적인 예로 phenol , sodium

hypochlorite, white phosphorous가 있다.

(4) 원형질 독(protoplasmic poisons) : 세포의 생존과

기능에 필요한 칼슘이나 다른 유기이온을 억제하

거나 단백질과 에스테르 결합을 형성함으로써 기

능한다. 예로 에스테르 형성은 formic and acetic

acid인 반면 억제제는 oxalic and hydrofluoric

acid이다.

(5) 발포제(vesicants) : 접촉된 부위에서 무산소성 궤

사를 동반한 국소 허혈을 야기한다. 이러한 약제

는 피부 수포를 형성하는 특징이 있다. mustard

gas, dimethyl sulfoxide, lewisite 등이 해당된다.

(6) 건조제(desiccants) : 조직의 탈수를 야기하여 손

상을 일으킨다. sulphuric and muriatic acid 등이

해당된다.

약물의 오용으로 인한 구강내 화학화상의 가장 흔

한 사례는 진통작용을 높이기 위해 아스피린을 구강

내에 물고 있는 것이다7,15). 아스피린은 흔히 사용되는

진통제로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NSAIDs)에 속한다. 아스피린은 산성의 특성을 가지

기 때문에 구강점막에 화상을 야기할 수 있으며 주로

순측 또는 협측 점막이나 전정부에 영향을 미친다2).

또 다른 화상의 형태로 마늘에 의한 화상을 들 수 있

다. 마늘은 가장 인기 있는 한방치료 중 하나이며 전

세계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식재료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련군은 마늘을 ‘Russian Penicillin’이라 부

르며 항생제 소진 후 감염을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

곤 했다16). Yilmaz 등에 의하면 삼차신경통 환자가 통

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마늘로 얼굴을 감싸서 화상

을 입은 증례를 보고한 바가 있다16). 또 다른 약물오

용의 사례는 의치청결제의 잘못된 사용이다.

Murdoch-Kinch 등은 의치청결제 정제를 물에 녹여

서 사용하지 않고 직접 구강내에서 씹은 후 입안에서

헹궈낸 환자의 증례를 보고하였다. 이 환자는 구강저

와 연구개에 궤양성 병소가 생겼으며 2주 후 특별한

처치 없이 자발적인 회복을 보였다10).

구강점막의 경우 화학성분이 단순 박리에서부터

점막하 조직까지 확장된 구강점막의 완전한 소실까

지 다양한 미만성의 침식성 병소를 야기할 수 있다1,9).

특히 박리 현상은 알러지 반응, 호르몬성 장애 및 점

막피부 장애와 같은 병리학적 상태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징후이기 때문에 임상적 상태만으로 감별진단

하는 것은 쉽지 않다9). 그러나 약물의 오용에 의해 야

기된 구강 화상은 정확한 병력청취가 이루어진다면

원인이 분명하기 때문에 다른 질환과 감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정교하고 정확한 병력청취는 외상성 손상의 진단

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1,2). 간혹 환자는 잠

재적인 외상성 습관이나 약제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

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환자로부터 적절한 정보를 알

아내는 것이 중요하다4). 따라서 약물의 오용으로 인

한 구강점막의 화학화상의 관리는 원인 약제를 차단

하고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를 하는 것이다. 또한 화

학화상의 치료는 표면을 보호할 수 있는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고 자극적이지 않은 식사를 하는 것이다.

만약 통증이 문제가 된다면 전신적인 진통제 사용이

고려될 수 있다2,15,17).

본 증례의 경우 환자가 약제의 정확한 사용법의 숙

지없이 알보칠®을 구강점막에 적용함으로써 화학화

상이 발생하였다. 이는 과거 혀의 병소에 알보칠®을

사용한 후 증상이 호전된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가 임

의로 알보칠®을 입술전체에 원액 그대로 사용하여 생

긴 결과이다. 알보칠®의 올바른 사용법으로는 구강내

에 사용할 경우 약과 물을 1:5로 희석하여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강산성을 띠기 때문에 치아 법랑질

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가 요구된다. 산

에 의한 화상은 알칼리에 의한 화상에 비해 응고괴사

의 기전으로 인해 침투가 적게 일어나게 되고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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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의 정도도 상대적으로 적다. 본 증례에서는 원인

약물의 사용을 중단하고 스테로이드 가글용액과 연

고의 사용만으로 1주일 만에 환자의 불편감 및 병소

가 줄어들었으며 2주 후 정상상태로 회복되었다. 알

칼리에 의한 화상이나 고전압에 의한 화상의 경우라

면 더 긴 치료기간과 약물의 사용 및 전신적 진통제

의 사용을 고려할 수 있겠다.

결론적으로 구강점막에 발생하는 출혈성, 궤양성

병소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약

제의 부적절한 사용은 구강점막의 화학화상을 야기

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질환과 임상적 특징이 유사

하기 때문에 세심한 병력청취가 동반되지 않는 경우

에는 진단을 어렵게 하고 잘못된 치료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약제의 올바른 사

용법을 교육시켜서 약제의 오남용을 방지하여야 한

다. 뿐만 아니라, 약제에 의한 화학화상에 대한 충분

한 이해와 함께 세심한 병력청취를 통해 환자에게 정

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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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emical burns of the oral mucosa caused by Policresulen: report of a case

Jung-Woo Jung, D.D.S., Jin-Seok Byun, D.D.S.,M.S.D.,Ph.D., Jae-Kwang Jung, D.D.S.,M.S.D.,

Jae-Kap Choi, D.D.S.,M.S.D.,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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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mical burn on the oral mucosa is caused by contact with various chemical products and manifests with localized

mucositis, keratotic white lesions, bleeding, and painful tissue surface due to the coagulation of the tissue. Policresulen

(Albothyl®) is a topical antiseptic, commonly used over-the-counter drug for vaginitis, thrush and stomatitis. This drug

is highly acidic with pH 0.6, and can act as a strong corrosive agent to oral mucosa. When inadvertently used in oral

cavity, it may cause chemical burns of oral mucosa, resulting necrosis and bleeding surface resembling to erythema

multifome.

A 56 years old female patient presented with the chief complaints of painful ulcerations on the tongue, the upper and

lower lips. On intraoral examination, an erythromatous, erosive or ulcerative surface covered with inflammatory exudates

or bleeding crust is observed on the anterior half of the tongue and the upper and lower lips. She has occasionally applied

the policresulen solution topically on the tongue to relieve pain from recurrent focal glossitis for about 10 years. In this

time she applied it broadly and repeatedly to the tongue, the upper and lower lips for the purpose of pain relief by herself

without instruction by physician or dentist.

After cessation of policresulen application, the oral mucosa was rapidly recovered with use of topical steroids. In 2

weeks the lesions subsided completely.

In summary, inadvertent use of Albothyl® on oral mucosa may result in chemical burn, causing mucosal erosion,

ulceration and inflammation. It can be recovered by topical use of corticosteroid for 2 weeks after cessation of using

Albothyl®.

Key words: Policresulen, oral mucosa, chemical burns, topical steroid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