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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반흔성 유천포창으로도 불리는 점막 유천포창은 

구강내에 발현하는 질병중 비교적 드문 형태이다. 이

는 기저막에 대한 자가항체 반응으로 인해 하부 결합

조직으로부터 상피가 박리되는 자가면역질환으로서, 

50대 이상의 여성에서 잘 나타나고, 대부분 구강점막

을 침범하지만 눈, 코, 피부, 인두, 후두 및 식도를 침

범하기도 한다. 구강점막중 가장 많이 이환되는 부위

는 치은이고, 협점막, 구개, 구강저까지 확산되는 경

우도 있다. 흔히 나타나는 구강내 소견으로 니콜스키 

징후, 수포 형성, 불규칙한 동통성 발적 및 궤양 등을 

들수있으나 천포창과 같은 다른 질환들과의 감별 및 

정확한 진단을 위해 조직학적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

다. 광학 현미경검사를 통해 기저세포층하열구

(subbasilar cleft)를 확인할 수 있고, 직접면역형광검

사를 통해 기저막을 따라 선상으로 침윤된 IgG, C3를 

확인할 수 있다
1-6)

.
 
점막 유천포창은 대부분 악화와 

완화가 반복되는 만성적 과정을 거치므로 치료가 힘

든 질환이다. 대표적 치료법으로 국소적, 전신적 스테

로이드 요법이 있으나 오랜 치료 기간에 따른 부작용

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azathioprine, cyclosphamide, 

sulfones등과 병용해서 치료할 수도 있다4-20). 

  본 증례는 안면신경마비의 병력이 있는 점막 유천

포창 환자에 대해 임상 및 조직학적 소견으로 진단하

고, 국소적, 전신적 스테로이드와 azathioprine을 병용

하여 치료한 결과를 보고 하는 바이다.

Ⅱ. 증    례

1. 주소 및 병력

  본 증례의 환자는 53세 여성으로, 1개월전 심한 정

신적 스트레스 이후 전반적인 치은의 부종, 출혈, 발

적 및 동통을 주소로 하여 본원 치주과에서 본과로 

의뢰되었다. 의과병력으로 경미한 고혈압, 관절염, 3

년전 우측 안면신경마비의 병력이 있었다.

2. 임상 및 방사선 검사

  전반적인 유리치은, 부착치은의 부종, 발적, 치은점

몰(stippling)의 상실 및 출혈이 관찰되었으며 특히 

상악 우측 구치부 치은에는 혈액이 찬 직경 약 7mm 

정도의 소포가 형성되어 있었고, 상악 우측 구치부 치

은의 병소는 우측 협점막까지 확장되어 있는 상태

다. 거즈로 치은부위를 살짝만 문질러도 상피층이 쉽

게 박리되면서 하부조직이 노출되는 니콜스키 징후

가 전체 치은에 나타났고 이로 인해 심한 출혈이 야

기되었다. 그외 전반적인 만성 치주염과 불량한 구강

위생이 관찰되었다 (Fig. 1-4).

3. 조직학적 검사

  상악 우측 구치부, 하악 우측 전치부 치은부위의 상

피를 포함하여 생검을 실시하 고 조직검사를 의뢰

하 다. 조직 검사 소견으로서 상피조직이 하부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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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Blood filled blister at Maxillary right 

posterior gingiva area.

Fig. 2. The Lesion extends to right buccal mucosa.

Fig. 3. Irregular swelling, erythematous, erosive 

lesion at Mandibular right canine gingiva 

area. Nikolsky sign is showed.

조직으로부터 분리가 되어 기저세포층하열구를 형성

하고, 하부 결합조직의 혈관확장 및 림프구 등의 염증

세포 침윤이 관찰되었다(Fig. 5). 

Fig. 4. After epithelium is seperated, bleeding occurs 

at Mandibular left posterior gingiva area.

Fig. 5. Light microscopic photograph. Subbasilar 

cleft is presented between basal cell layer 

and connective tissue.

4. 진단

  임상적, 조직학적 소견을 토대로 점막 유천포창으

로 진단하 다.

5. 치료

  초진시 질환의 상태가 심각했고 이를 조절하기 위

해서는 국소적 스테로이드 요법뿐만 아니라 전신적 

단기간의 집중적 스테로이드 요법이 필요하다고 판

단되었기에 두가지 요법을 함께 시행하 다. 경구투

여로서 prednisolone 30mg/day를, 국소요법으로서 

0.05% Dexan gargle solution 3,4 times/day를 14일간 

시행하 으나 증상의 변화가 거의 없고 니콜스키 징

후 및 출혈이 계속 되었다. 우측 안면신경마비 병력의 

합병증으로 인해 우측의 구륜근, 협근의 기능이 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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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Despite of topical and systemic steroid Ⅱ 

therapy for 3 weeks, lesions at Maxillary 

right posterior gingiva area had been 

persisted. Also, Nikolsky sign had been 

persisted.

하지 못하여 현탁액의 우측 병소로의 접근이 용이하

지 못함을 발견하고, 이후 7일간 상기와 동일한 치료 

및 오라메디 연고의 도포와 현탁액을 솜에 적셔서 병

소 부위에 적용하도록 지시하 다. 그 이후 내원시 증

상 및 징후의 전반적인 향상이 관찰되었으나, 치유가 

완전하지 못하고 특히 상악 우측 구치부 치은의 니콜

스키 징후 및 출혈은 여전히 계속되었다(Fig. 6). 그리

하여, azathioprine을 병용투여하면서 스테로이드를 

감량해 나가기로 결정하 다. Azathioprine의 부작용

을 점검하기 위해 매주 혈액검사를 시행하면서 

azathioprine 100mg/day를 스테로이드 감량과 함께 

14일 시행한 결과 이전의 치료에 거의 반응이 없었던 

상악 우측 구치부 치은의 병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치은의 상태가 거의 정상적으로 돌아왔다(Fig. 7). 환

자에게 일단 치료는 종결되었으나 이 질환의 성질과 

치료목표를 설명하여 주기적인 점검의 필요성을 인

식시키고 0.05% Dexan gargle solution 400ml을 예방

적으로 더 사용할 것을 권하고 귀가시켰다.

Ⅲ. 총괄 및 고찰  

  구강에 나타나는 소포-수포성의 대표적 5대 질환

으로 점막 유천포창, 수포성 유천포창, 천포창, 수포

성 편평태선 및 다형홍반을 들수 있다. 그중 점막 유

천포창은 구강을 주로 침범하는 비교적 드문 소포-수

포성의 만성 질환이다. 이 질환의 원인은 자가면역반

응으로 알려져 있고 항원은 기저막에 인접한 기저세

포층의 반교소체(hemidesmosome)에 위치한 230kD 

Fig. 7. After azathioprine combination therapy, refra-

ctory lesions on Maxillary right posterior 

gingiva area were nearly completely healed.

단백질인 BP-1이고 이를 목표항원(target antigen)으

로 인식하여 자가항체 IgG와 C3가 결합하는 자가면

역반응에 의해 기저막 및 결합조직에 상피층을 연결

시키는 부착요소가 파괴되어 상피가 하방의 결합조

직으로부터 분리되는 박리성 질환이다1-6,9,12,16). 

  점막 유천포창은 50대 이상의 여성에서 잘 나타나

고 천포창이나 수포성 유천포창과는 달리 구강(90- 

100%), 눈(48%), 생식기(25%)등의 점막뿐만 아니라 

피부(8%)까지 나타나기도 한다. 구강내에서는 치은

에서 가장 호발하여 박리성 치은염(desquamative 

gingivitis)으로도 불리며 치은의 병소가 치료되지 않

고 지속될때, 협점막, 구개 및 구강저뿐만 아니라 식

도, 인두, 후두까지 확장되기도 한다. 잇솔질, 틀니 장

착 등과 같은 작은 자극에도 쉽게 상피가 하부 결합

조직으로부터 박리되고 혈액이 찬 수포가 형성되거

나 결합조직이 노출되어 다발성의 불규칙한 발적, 미

란 및 궤양 등이 생긴다. 이처럼 무딘 기구나 꺼즈로 

조직을 약간만 거나 문질러도 1, 2분내로 수포가 형

성되거나 조직이 하부조직으로부터 박리되는 임상적 

징후를 니콜스키 징후라 하고 이는 소포-수포성 질환

의 중요한 특징이지만 점막 유천포창외에도 수포성 

유천포창, 심상성 천포창 등의 질환에서도 니콜스키 

징후가 나타나므로 이 징후가 점막 유천포창만의 특

이 소견은 아니다
1-6,9-12)

.

  치유과정에서 반흔을 남기기도 하므로 반흔성 유

천포창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러한 반흔 형성은 점막 

유천포창의 가장 심각한 합병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눈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고 검구간 유

착증(symblepharon)이라 불리는 눈꺼풀에서 공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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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어지는 유착띠를 형성하며, 치료가 잘 되지 않을

때 실명까지 초래할수 있는 심각한 합병증을 야기한

다. 이처럼 부위별로 반흔 형성정도가 다른 이유는 반

흔 형성에서 중요한 cytokine을 생성하는 섬유아세포

의 감수성이 부위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1,10,12).

  점막 유천포창 진단의 주된 목표는 천포창과의 감

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천포창은 치명적인 질

환인데 반하여 점막 유천포창은 그에 비해 훨씬 양성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조직검사 및 면역형광검사

를 통해 양성 니콜스키 징후를 나타내는 다른 질환들

과 감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조직이 분리되는 

조직학적 위치 및 항원-항체반응이 일어나는 부위의 

특징적인 항체의 규명이 진단의 핵심이 된다
1-3,5,14,15)

. 

광학 현미경 소견으로 분리된 상피와 하부 결합조직 

사이의 공간인 기저세포층하열구(subbasilar cleft)가 

특징적인 소견이며, 하부 결합조직에는 확산된 림프

구, 일부의 형질세포 및 호산구의 침윤과 혈관확장이 

관찰된다1-3,6,11). 직접 면역형광검사 소견으로 기저막

을 따라 선상으로 침착되어 있는 IgG 및 C3를 관찰할

수 있으나1-3,6,9,11,12,16), 구강내에 국소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간접 면역형광검사를 통해서는 순

환 항기저막항체(anti-basememt membrane zone 

antibody)를 감지하기가 용이하지 않고 약 10%이하

에서만 양성으로 나타난다2,12). 감별진단으로 고려해

야할 질환으로 수포성 유천포창, 천포창, 수포성 편평

태선 및 다형홍반 등이 있는데 임상적으로 구분하기 

힘든 경우가 많으므로 조직검사 및 면역형광법을 통

해 감별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수포성 유천포창

은 조직검사법, 직접 면역형광법으로는 점막 유천포

창과 구분하기 힘들고, 임상적으로 큰 수포성 병소를 

가진 광범위한 피부 병소를 나타내고 질환의 초기 조

절이 점막 유천포창보다 용이하며, 간접 면역형광법

에서 순환 항기저막항체가 훨씬 높게 나타난다는 차

이점이 있다. 천포창은 점막 유천포창보다 훨씬 광범

위하게 나타나고 조직검사상 기저세포층상열구

(suprabasilar cleft), 상피세포의 극세포분리증

(acantholysis)이 특징적이고 직접 면역형광검사상 

IgG가 상피층에서 그물형태(fishnet pattern)로 나타

난다. 수포성 편평태선은 조직검사상 띠 모양의 림프

구의 침윤 등이 나타나고 직접 면역형광법상 피브리

노겐이 기저막을 따라 수염형태(shaggy pattern)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다형홍반은 피부의 과녁형의 

병소가 특징적이고 직접면역형광법상 IgM, C3가 결

합조직에서 혈관주위형태(perivascular pattern)로 나

타난다 
1-6,9,11-15)

.

  점막 유천포창의 대표적 치료법으로 국소적, 전신

적 스테로이드 요법 및 경우에 따른 면역억제제 병용 

투여법이 있다. 질환이 경미하고 구강 점막에만 국한

되어 있을 경우 국소적 스테로이드(연고, 현탄액)법

을 우선 사용할 수 있으나 치료의 한계가 있을때 전

신적 스테로이드 요법이 불가피하다. 특히 상태가 심

각할 때 질환의 조기 조절을 위하여 단기간의 전신적 

집중적 스테로이드 요법이 효과적이다.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고용량으로 사용할 때 이에 따른 부신 기능저

하, 의원성 쿠싱 증후군 등의 심각한 부작용은 잘 알

려져있다1-6,16-18).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억제

(hypothalamic-pituitary-adrenalsuppression)는 

7-10일 동안 20-30mg만큼 작은 양을 복용하여도 

9-12개월간 그 기능이 완전히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못한다고 한다
4)
. 따라서 전신적 스테로이드 투여시 

현재 환자의 의학적 상태와 병력을 철저히 검토한 후

에 시작하고 부작용을 유발하지 않도록 신중히 투여

해야 한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루

중 투여 시기는 아침 기상후 1-1.5시간째 복용하고, 

매일 투여보다는 격일로 투여하며, 전 용량을 한꺼번

에 복용하고, 덱사메타손과 같은 장시간 활성의 약제

보다는 프레드니솔론과 같은 단시간 활성의 약제를 

투여하며, 집중 투여 용량에서 유지 용량으로 서서히 

경감시켜야 한다
4,6)
.스테로이드만으로 효과가 부족하

거나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이 예상될 때, 면역억제제

를 병용투여함으로써 항면역작용의 효과를 유지하면

서 스테로이드를 감량해 나갈수 있다
1-6)

. Azathi-

oprine은 대표적 면역억제제로서 T 세포 및 T 세포 

의존성 반응(T cell - dependent response)에 대해 선

택적으로 작용함으로써 면역조절제로 작용한다. 신장

이식후, 만성 활동성 관절염, 자가면역질환등에 사용

되고 자가 면역질환에 사용할 경우 50-100mg/day로 

투여한다. 대표적 부작용으로 용량과 상관없이 나타

날 수 있는 알러지 반응으로서 열, 발진, 설사, 췌장염, 

권태감, 관절통, 오심등을 들수 있고 용량 의존성으로 

나타나는 비알러지 반응으로서 백혈구감소증, 혈소판

감소증, 간염, 감염을 들수 있으므로 투여시 독작용에 

대한 면 한 점검이 요구되며 투여시기부터 8주간은 

매주마다 총혈구수(CBC), 간효소(liver enzyme)검사

를 해야한다8).

  점막 유천포창은 완화와 악화가 반복되는 만성질

환이므로 환자나 임상가 모두에게 힘든 질환이다. 치

료는 질환의 완치라기 보다는 현재 발생한 병소의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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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를 촉진하여 치료기간을 단축시키고 앞으로 발생

할 병소의 형성을 최소화하며, 심각한 합병증의 예방

을 도모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이러한 질환의 성질 

및 치료의 한계점을 환자에게 교육하여 장기간의 주

기적 점검의 필요성을 인식시켜야 한다2-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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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e Diagnosis and Treatment of Mucous Membrane Pemphigoid

 Suk-Jin Min, D.D.S., June-Sang Park, D.D.S., M.S.D., Ph.D., 

 Myung-Yun Ko, D.D.S., M.S.D., Ph.D

 Department of Oral Medicine, College of Dentistry, Pusan National University 

  Mucous membrane pemphigoid is uncommom disease in oral cavity and synonymous with cicatricial pemphigoid. This 

disease is caused by autoimmune reaction that autoantibody reacts antigen located in basement membrane and epithelium 

is separated from underlying connective tissue. It affects female over sixth decade, commonly. Oral mucosa, especially 

gingiva is common site but conjunctival, nasal, pharyngeal, laryngeal, esophageal, varginal mucosa and skin are involved. 

Intraoral findings show Nikolsky sign, irregular erythema, erosion, vesicle, and ulceration at mucous membrane. To 

differentiate from diseases of positive Nikolsky sign, should perform histologic, immunologic test. Histologic features show 

subbasilar cleft and direct immunologic features show IgG, C3 deposits at basement membrane in linear pattern. Mucous 

membrane pemphigoid is incurable disease because symptoms are repetitively improved or worsed for several years. 

Patiens are commonly managed with topical and systemic steroid. To avoid side effects of prolonged steroid therapy and 

to maintain immunosupressive effects, combination therapy of azathioprine with steroid is effective. This case reports that 

mucous membrane pemphigoid is diagnosed based on clinical and histologic features, is treated with topical, systemic 

steroid and azathioprine therap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