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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chemotherapy(UV A with 8-methoxypsoralen) was given to 30 patients with 

systemic psoriasis. The results of clearing and long-term(6-month) interval 

maintenance were reported. 

Clearing requirements were in general similar to these reported by Melski and 

Burger. The skin of the 14 patients (46.6%) recovered good skin condition by a 

once weekly maintenance dose. This result was better than that reported by other 

authors. 
1. During initial treatment period, average number of treatment was 27.3 and 

average duration treatment was 24.8 weeks. 
2. The factors to quit treatment were motion decrease, moving to the remote 

area, complications, etc. 

3. Number of patient who received maintenance treatment was 14. 

4. The complications reported from the patients were hyperpigmentation, nausea, 

headache, pruritìs, vomiting , gastritis. 

Key Words Photochemotherapy; Psoriasis; PUV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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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태양 광선이 건선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말 

은 오래 전부터 있었으나 전신성 건선 환자의 

치료에도 자외선과 Coal tar의 복합 요법이 

이용되기 시작하였다(Goeckerman， 1925). 그 

후로 새로 개발된 강한 UVA lamp를 이용하 

여 8-Methoxypsoralen (이 하 8-Mop로 약함)을 

경 구 투여 한 후 UVA를 조사하여 (Psoralen + 

UVA) 건선 환자를 치료하므로써 본격적으로 

광화학 치료가 시작되었다. 난치성 피부 질환 

인 건선의 치료에 있어서 광화학 요법은 

Goeckerman(1925)이， t따와 자외선을 사용하 

여 치료에 사용한 이후 그 우수한 성능이 입 

증되어 현재에도 널리 쓰이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보다 간편하고 유효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이 개선되어 사용되고 있다. 

Goeckerman(1925)은 치료의 주된 요소인 

tar와 자외선이 건선의 치료에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coal tar에 자외 선을 병 합하면 tar 

단독 사용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나 

tar 단독 치료보다 tar와 자외선의 병합 치료 

가 더 우수한 효과를 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많은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는 

표1. 연령과 성별분포 

tar를 사용하지 않는 치료법을 모색하게 되었 

으며 충분한 진전이 있었다고 보고되었다 

(Parrish, 1979) , 치 료 기 간은 평 균 6개 월 정 도 

경 과했고(SliddiQui 둥， 1979), 1차 치 료의 병 

변소실 기간별 범위는 주 1회나 주 4회에 1회 

정도의 간격으로 치료했다고 한다(Melski ， 

1977; Suurmond, 1987). 

본 연구에서는 Methoxalen 투여 후 UVA 

자외선 치료시의 결과와 유지치료법 실시 후 

성 적 을 보고하고자 한다. 

IL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연세대학교 신촌 세브란스 재활병원에서 

1994년 7월 1일부터 1995년 4월 30일 까지 9 

개월 동안 치료받은 전신성 건선 환자 중 병 

변이 체표 면적의 30% 이상인 건선 환자 30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은 내원이전에 다 

른 방법으로 국소 또는 전신 치료를 했으나 

반웅이 없거나 치료효과가 극히 적었던 환자 

들이었다. 이들의 연령 분포는 최고 64세， 최 

하 25세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30.3세 이었다. 

성별은 남자 21명， 여자 9명이었다(표 n 

(단위 : 명) 

연령(세) 남자 여자 

10 - 19 

20 - 29 

30 - 39 

40 - 49 

50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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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료 방법 

Wo]ff(l976)에 의 해 발표된 기 준표에 따라 

8-Methoxypsoralen (Meladinin@) lOmg을 치 료 
2시간 전에 경구 투여하였다 8-Mop을 먹고 

2시간 경과 후 전신 UVA 치료기인 Walclman 

UV 800lK 와 Photo therapy ultralite 

charnber를 사용하여 치 료하였다. 환자는 치 료 

개시 1개월 전부터 본 연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약제의 사용을 금하였고， 일반 혈 

액검사 및 요 검사는 2주 간격으로， 간 기능 

검사는 1개월 간격으로 피부과 외래 진찰시에 

시행 의뢰했다. 치료 효과의 판정은 1979년 

미 국 PUV A Cooperative Study Group에 서 

정한 효과 판정 기준으로 하였다. 매주 간격 

으로 구간과 사지로 나누어 병소의 홍반 및 

인설 침윤 정도를 포함하여 병변소설이 전혀 

없을 때 Go, 병변의 5-20% 호전을 Gl, 20-50% 

호전을 G2, 50-95% 호전을 G3, 색소 침착만 

남기고 95% 이상의 병 변 소실이 있올 경우 

를 G4로 하였다. 1994년 7월 l일부터 95년 4 

월 30일까지 30 명의 환자들이 주 4회씩 치료 

받았고， 초기 치료된 14명의 환자들이 그 후 

주 3회씩 추가로 유지 치료를 계속했다. 

이때 UVA dose는 주 1 - 2회마다 지난번 치 

료 량의 10 - 20% 씩 증가 시 켰 다. 초기 치 료 

로 95%의 반응을 보인 환자들을 색소 침착만 

남기고 전 병변의 95% 이상이 소설될 때의 

최종 조사량을 유지 조사량으로 하여 일주당 

2회로 감소시켜 치료하고 4주 동안 재발 증상 

이 없으면 일주일에 1회 조사， 그후에는 3주 

에 l회로 감소하였다. 

3. 분석방법 

치료전후 환자와의 면담을 통해 얻은 자료 

를 토대로 분석하였으며 분석 방법은 기술적 

통계를 사용하였다. 

ill. 연구결과 

초기 치료요법 기간 동안의 치료회수는 평균 

'2:7.3회 였고 기간은 평균 24.8주였다(표2). 

표2. Clearing phase 동안의 치료 결과 (4명) 

평균 표준펀차 

치료 횟수 27.3 12.1 

치료 기간(주) 24.8 7.7 

최고 강도(UVA， Jlcrn2) 12.9 26.1 

최강도 도달 시간 18.3 3.6 

총치 료 강도 (UV A, J/crn2) 262.8 161.3 

치료 비율 (%) 97.5 4.3 

환자둡이 치료를 중단하게된 원인별 분류를 

보면 원거리 이주로 인하여 2명， 섬질환이나 

부작용및 치료간격이 너무 짧고， 효과를 못 느 

껴 중단한 경우가 각각 1명씩이고 동기 저하 

로 인하여 3명 이 중단하였다(표3). 

r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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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치료 도중 중단하게 된 원인별 분류 

원 인 

사 망 

섬 질 환 (심계 항진) 

폐 렴 

이 주 

원거리거주 

공 포 감 

동기 저하 

치료간격짧음 

인 원 

1 

2 

3 

효과 없음 1 
부 작 용 1 

계 8 

(단위 : 명) 

지속적인 유지 치료를 받은 14명의 치료 강도가 13.6 mw 이며 총 lamp의 강도가 

기 간， 횟 수 lamp의 강도는 각각 치 료 기 간이 526.4 mw로 나타났다(표4). 

평균 24.3주， 치료 횟수가 평균 35.2회 lamp 

표4. 지속적인 치료를 받은 14명의 치료기간， 횟수 LAMP의 강도 

기간(주) 

치료 횟수 

LAMP 강도/치료 

총 LAMP 강도 

최 고 강도까지의 도달시 간은 18.3주로 나타 

났고 총 치료강도는 262.8 Jlcm2 였으며 치료 

비 율은 97.5%로 나타났다. 치 료 횟수 분포를 

평균 표준펀차 

24.3 11.1 

35.2 14.2 

13.6 5.1 

526.4 409.3 

보면 주 2회 치료가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주 

3회가 3명， 주 l회가 2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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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회) 
치료 횟수별 분류 표5. 

환자수 (%) 

3:7 

2:7 

1 : 7 

3 

6 

m 

잃
 6 

횟수 

3 

껑
 2 

치료 

낀 경우가 1명， 두통을 호소한 경우가 각각 1 
명씩이었다. 완치된 환자의 경우에도 과도한 

가려움증을 느낀 경우가 2명， 구토가 1명， 메 

스꺼움을 호소한 경우가 l명으로 나타났다. 

치료 중의 부작용으로 호소한 내용을 살펴 

보면， 완치된 환자나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 

환자 중 3명에게서 심한 홍반 반응이 발생됐 

고， 구순염 발생이 2명， 가려움증을 호소한 경 

우가 6명， 메스꺼움을 호소한 경우가 2명， 구 

토를 한 경우가 4명， 위염이 1명， 현기증을 느 

(단위:%) 
치료가 끝났거나 치료 중의 부작용에 대한 분류 표6. 

% 유지치료상태의 
환자수 (n=24) 

% 수
’
 

자
 

환
 띠
 

된
 n 

치
 ( 환
 

급성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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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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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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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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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통 

피부 표피 탈락 

G4의 성적은 서 14명 모두 병변이 소실되는 

46.6% 이었다. 

까
 

Methoxalen을 투여 한지 2시 간 경 과후 전선 

PUVA 치료기로 치료한 총 30예의 환자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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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Levine둥(1980) ， Adrian둥(1981)은 광선 조사 

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연화제인 petrolatum을 

건선병변에 도포한 후 자외션을 조사하는 방법 

이 자외선 단독보다 효과적이라고 하며 외래 

통원으로 간펀히 이를 사용하면서 tar의 부작 

용도 막고 좋은 효과를 봄으로써 tar를 대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Melski 

(19'η)동과 Roe띠gk(1979)동은 8-Methoxypsoralen 

투여후 UVA를 조사한 치료 결과는 서로 유사 

하였다고 보고했으나 본 연구에서의 치료 횟수 

는 Burger 둥(1981)의 24.6회 보다 많은 27.25 

회이고 치료 기간은 6.2주 보다 많은 24.8회， 

최 고 강도는 10.8 Jlcm2 보다 많은 12.9 J/cm
2 

로 나타났다. 최고 강도까지의 도달 시간은 

Bruger 둥(1981)의 연구가 4.4 주인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18.3주로 나타났고 총 치료 강도 

는 전자의 연구가 185.4 J/cm2 이 고 본 연구는 
262.8 J/cm2 이었으며 치료 비율은 전자가 
92%인 데 비 해 본 연구는 97.5%로 나타났다. 

주 4회 치료가 주 2회 치료나 주 3회 치료보다 

치료 계획상 압박을 주게 되는 이유는 축적된 

치료량의 부작용으로 인한 원치 않던 결과가 

초래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경험에서 

는 20명의 환자가 주 3회 치료로 발적 및 수포 

형성 그리고 가려움증을 덜 동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Burger， 1979). 

본 연구에서 초기 치료 환자 중의 4명은 반 

웅이 없었고 3명은 치료기내의 밀실 공포증으 

로 인해 중도 탈락됐으며 1명은 치료에 의욕이 

없어서 누락되었다. 마지막으로 2명은 중지 할 

때까지 거의 완치되었다. 이것은 Melski (1977) 

둥의 치료 일수에 따라 치료 결과가 다르게 나 

오지는 않는다는 보고와는 불일치 되는 것이 

다. 완치 기간을 평균 6개월 이후로 보고한 내 

용과 본 연구 내용은 일치하고 있다(Slidcliqui 

둥， 1979). 

이상의 본 연구 결과로 보아 건선 환자의 치 

료법중 최근 시도 방법인 광화학 요법 (PUVA) 

의 면역체계에 미치는 영향이나 피부의 색소 

침착， 피부암 유발 및 피부의 조기 노화 둥에 

대한 연구가 더 병 행된다면 그 부작용을 최소 

화하면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치료 방 

법을 시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광 

화학요법 (PUVA)시 의 8-Methoxypsoralen 복 

용으로 생기는 오심， 구토， 소화기 장애와 현기 

증， 두통， 간독성 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높 

은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병합요법 

또는 UVB 단독치료의 이용과 보급을 위해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V. 결론 

건선 병소가 체부 및 사지를 포함한 전신에 

산재해 있고 전 체표 면적의 30% 이상을 침범 

한 환자로서 전신성 광화학(systemic PUV A) 

치료를 받고 있는 건선 환자 30명을 대상으로 

치료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초기 치료 요법 기간 동안의 치료 횟수는 

평균 27.3회 이었고 치료받은 기간은 평균 24.8 
주 이었다. 

2. 환자들의 치료 중단 요인으로는 동기 저 
하가 3명으로 가장 많았고 원거리 이주로 인해 

2명， 섬질환이나 효과에 대한 불만족， 치료시의 

부작용 둥으로 인한 경우가 각각 1명씩이었다. 

3. 지속적인 유지 치료를 받은 14명의 치료 

기간은 평균 24.3주， 평균 치료 횟수가 35.2회， 

lamp 강도가 13.6 mw이며 총 lamp 강도 누적 

량은 526.4 mw로 나타났다. 

4. 치료빈도는 주 2회가 25명으로 가장 많 

았고， 주 3회가 3명， 주 1회가 2명의 순으로 나 

타났다. 

5. 치 료중의 부작용으로는 심한 홍반반웅이 

3명， 구순염 발생이 2명， 가려움증을 호소한 경 

우가 6명， 메스꺼움을 호소한 경우가 2명， 구토 

를 한 경우가 4명， 위염이 1명， 어지러움증을 

느낀 경우가 1명， 두통을 호소한 경우가 l명， 

피부표피 탈락이 1명씩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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