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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홍조는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붉어짐, 발한, 열감이 일시적으로 
발생하고 그것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또한 종종 
심계항진과 불안한 감정을 동반하며 때때로 오한이 동반되기도 한
다1). 홍조는 일반적으로 얼굴, 목, 가슴 상부, 상지에 가장 많이 발
생한다2). 홍조 중에서 특히 안면홍조는 대인관계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그로인한 사회생활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안면홍조의 치료 방법에는 주로 폐경기 이후 여성들을 대상으
로 한 치료법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에스트로겐/프로게
스테론, tibolone, bazedoxifene/에스트로겐 등의 호르몬 요법과 
SSRI/SNRI, gabapentin, clonidine, veralipride 등을 사용하고 
있다3).

    한의학적인 안면홍조의 접근 역시 폐경기 이후 여성  들에 있
는데, 주로 갱년기 안면홍조 장애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그 치료 및 임상시험을 통한 접근으로는 人蔘養寧湯, 血寧湯, 荊防
瀉白散, 逍遙散加味, 丹梔逍遙散, 大棗丸, 當歸芍藥散, 桂枝茯苓
丸, 二仙湯 등을 이용한 연구가 보고되어 있다4). 그리고 침치료의 
경우 내관, 소부, 신문, 합곡, 삼음교, 족삼리, 관원 등의 혈자리를 
이용한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5).
    하지만 폐경기 이전 연령의 여성들이나 남성들의 안면홍조를 
치료한 연구는 부족하여, 이에 저자는 40세 이하의 안면홍조 환자 
3인에게 동의보감 면문을 근거로 하여 승마황련탕 가감방을 사용하
였고, 침치료로 안면부 국소 침자극이 안면부의 국소 울혈을 감소 
시켰다는 연구에 근거6), 안면부의 열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
로 안면부 국소 침 자극을 통한 자락술을 이용하여 유의한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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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었기에 앞으로 안면홍조 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되고자 보고하는 
바이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치료대상
    2014년 10월 1일부터 2015년 6월까지 안면홍조를 주소로 한
의원에 내원한 환자 3인이다. 이 환자들은 40세 미만이며, 기타 별
도의 질환이 없으며, 홍조에 영향을 끼치는 약물(예-에스트로겐/프
로게스테론, SSRI 등)을 복용한 적이 없는 환자이다. 이 시기 중 
안면홍조 질환으로 내원한 환자 총 6인중, 여드름 등 외적 요인이 
겹치지 않으며, 문진을 통해 홍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당뇨병, 
비만세포증, 카르시노이드 증후군 등의 질환이 없고, 2달 이상의 
치료를 진행한 환자 3인을 치료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환자들에게 
치료 내용과 사진촬영이 실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
고 동의서를 받았다.

2. 치료방법 
 1) 처방
    본 보고에서 채택한 승마황련탕가미방은 탕제의 형태로 제조하
여 약간의 침전물이 있고, 특유의 향이 나는 황갈색 액체의 성상으
로, 1일 2회 1회 120cc 1팩씩 식후 30분에 복용함을 원칙으로 하
였다. 20첩 30팩 15일 복용을 기준으로 하였다(Table 1).
 2) 자락치료
    환자들은 4주 간격으로, 2회 이상 자락치료를 진행하였고, 치
료 전 치료 부위를 소독 후, 통증 감소를 위해 마취연고(리도카인, 
동성제약주식회사)를 20분간 도포하였다. 마취 연고를 닦아낸 뒤 
알코올 솜으로 안면부를 소독한 후 자침하였다. 침(0.40X30 mm, 
동방침)은 얼굴 양측 관료, 거료, 상관, 하관, 사백을 기본으로 환
자의 안면부의 홍조가 발생한 부위 주변의 경혈에 0.2 cm 자침한 
뒤 별도의 수기를 진행하지 않고 바로 발침한 후 약간의 출혈을 유
도하였다. 발침 후 지혈을 위해 식염수를 적신 거즈를 10분간 도포
한 뒤 치료를 종료하였다. 

Table 1. Prescription of Seungmahwangryeontang-gami
구성 생약명 용량
升麻 Cimicifugae Rhizoma 8.0 g
葛根 Puerariae Radix 8.0 g
白芷 Angelicae Dahuricae Radix 5.6 g
芍藥 Paeoniae Radix 4.0 g
甘草 Glycyrrhizae Radix et Rhizoma 4.0 g
黃連(炒) Coptidis Rhizoma 3.2 g
水牛角 Bubali Cornu 2.4 g
川芎 Cnidii Rhizoma 2.4 g
荊芥穗 Schizonepetae Spica 2.4 g
薄荷(葉) Menthae Herba 2.4 g
竹茹 Bambusae Caulis In Taeniam 6.0 g

Total 48.4 g

3. 평가항목
 1) 환자의 주관적 평가 

    환자 본인이 느끼는 홍조의 정도를 100 mm 시각상사 척도(이
하 VAS)로 기록하였다. 그 기록시점은 2주에 1회씩 탕약 처방을 
위한 내원 시 기록하였다. 
 2) 환자의 객관적 평가 척도 
    상용화된 다중모드 안면색상 이미지 분석기기인 Derma 
Vision-Pro(Dermavision, Optiobiomed Korea)를 통해 환자의 
피부 상태를 기록하였다. 좌측면, 우측면에 걸쳐 나누어서 촬영을 
하였고, 이를 통해 Derma vision-pro의 erythema mode를 통해 
분석할 경우 RGB 값을 이용하여 사진의 색상을 짙은 푸른색, 푸른
색, 노란색, 붉은색, 짙은 붉은색으로 나누어 나타나는데, 이를 통
해 붉은색과 짙은 붉은색의 감소율과 푸른색 짙은 푸른색의 증가율
을 확인하였다. 
    사진 촬영의 경우 자락치료 전에 촬영을 기본으로 하였고, 
erythema mode의 특성상 연속비교가 되지 않아 최초 자락치료 
시점과 최종 자락치료 시점을 기준으로 비교하였다.

증    례

1. 증례 1
 1) 환자: 김OO 여 19세 학생
 2) 발병일: 본원 내원 수년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함
 3) 치료기간: 2014년 11월 하순 – 1월 하순
 4) 진단명: 안면홍조
 5) 주소증: 안면부의 홍조 및 상열감과 동반되는 한출.
 6) 과거력: 없음
 7) 가족력: 없음
 8) 현병력
    상기 환자는 19세의 학생으로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홍조가 
발생하였고, 심할 경우 더운 열기가 등을 타고 오르는 듯한 증상과 
동반하는 땀으로 인해 내원함. 하루 중 특별히 심한 시기가 있거
나, 외부 자극 시 홍조가 증가하는 경향은 없으나 긴장하거나 부끄
러울 경우 홍조가 올라와 지속됨.
 9) 문진
  (1) 체형: 마른체형
  (2) 식욕: 양호 
  (3) 소화: 신경성 소화불량 증상으로 스트레스 받을 경우 자주 체함
  (4) 구갈: 없음
  (5) 대변: 무른편
  (6) 소변: 정상 
  (7) 한출:　많이 흘리는 편. 땀을 흘리면 기운이 빠져서 사우나 등
은 하지 않음.
  (8) 수면: ７시간. 수능 시험 이후는 많이 자는 편.
  (9) 맥진: 현이완 
 10) 치료내용
    문진결과 기질적으로 홍조를 발생시킬 질환이 없고, 오전이나 
오후 특정시간에 발생하는 상열감도 존재하지 않아 한의학적으로 
혈허나 기허 등의 허열성 홍조가 아니라고 판단, 승마황련탕 가미
방을 하루 2회씩 45일 복용하였고, 안면 자락술을 월 1회씩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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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였다. 
 11) 치료경과
  (1) 치료시작시점
    홍조에 대한 VAS 73. 등 뒤로 타고 올라오는 상열감이 하루
에 1-2회 발현됨.
  (2) 치료 후 15일
    홍조에 대한 VAS 64. 등 뒤로 올라오는 상열감은 아직 변화 
없다고 함. 첫 자락술 실시 후 이상반응 없었음.
  (3) 치료 후 30일
    홍조에 대한 VAS 47. 등 뒤로 타고 올라오는 상열감도 많이 
감소했다고 함. 
  (4) 치료 후 60일 
    최종상담. 홍조에 대한 VAS 41. 부끄러울 때 발생하던 홍조 빈
도수 수일에 한번으로 감소. 두 번째 자락술에서도 이상반응 없었음.
 12) 사진(Fig. 1, 2) & 표 (Table 2)

2014.11 After 60 days

Fig. 1. comparative picture of the flushing lesion on Left Side, case 1 
scanned by Derma vision-Pro. 

2014.11 After 60 days

Fig. 2. comparative picture of the flushing lesion on Right Side, case 
1 scanned by Derma vision-Pro. 

Table 2. Change in Proportion of Flushing Lesion, Measured by 
Dermavison Pro, Case 1

2014.11 After 60 days Change in Value

% of Dark Blue on Left 0.2 2.5 +2.3

% of Dark Blue on Right 0.0 0.1 +0.1

% of Blue on Left 5.6 25.3 +19.7

% of Blue on Right 0.7 15.7 +15.0

% of Yellow on Left 52 61.3 +9.3

% of Yellow on Right 16.8 57.5 +50.7

% of Red on Left 40.3 10.8 -29.5

% of Red on Right 60.1 12.3 -43.9

% of Dark Red on Left 2 0.3 -1.7

% of Dark Red on Right 22.5 0.5 -22

2. 증례 2
 1) 환자: 이OO 여 32세  간호사
 2) 발병일: 본원 내원 3-4년전
 3) 치료기간: 2015년 4월 초 - 2015년 6월 초
 4) 진단명: 안면홍조
 5) 주소증: 안면부의 홍조 및 상열감
 6) 과거력: 없음
 7) 가족력: 없음
 8) 현병력
    상기 환자는 32세 간호사로 감정변화나 긴장으로 인한 홍조는 
없으나 몸의 움직임이 있은 후 상열감과 홍조가 발생하여 오랫동안 
지속되는 증상을 호소함. 
 9) 문진
  (1) 체형: 마른체형
  (2) 식욕: 양호 
  (3) 소화: 평소에는 소화가 잘되나 밤에 음식을 먹고나면 다음날 
더부룩함
  (4) 구갈: 없음
  (5) 대변: 보통 굳기. 정상배변
  (6) 소변: 정상 
  (7) 한출:　보통수준. 적은 편은 아님. 손발에 약간 땀이 남.
  (8) 수면: 5-8시간. 일주일에 2회 야간 근무로 낮밤 교대
  (9) 맥진: 현긴이장
 10) 치료내용
    문진결과 기질적으로 홍조를 발생시킬 질환이 없고, 오전이나 오
후 특정시간에 발생하는 상열감도 존재하지 않고, 움직임으로 인한 
열감 발생을 주로 호소하여, 한의학적으로 혈허나 기허 등의 허열성
으로 발생하는 홍조가 아니라고 판단, 승마황련탕 가미방을 하루 2회
씩 45일 복용하였고, 안면 자락술을 월 1회씩 3회 진행하였다.
 11) 치료경과
  (1) 치료시작 시점
    홍조에 대한 VAS 67.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지속시간
이 긴편이다.
  (2) 치료 후 15일
    홍조에 대한 VAS 62. 상열감은 비슷한 편이나 홍조가 감소함
을 느낀다. 첫 자락술 이후 이상반응 없었다고 함.
  (3) 치료 후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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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조에 대한 VAS 54. 평상시에는 덜하나 움직임 시 올라오는 
홍조가 아직까지는 비슷한 편.
  (4) 치료 후 45일
    홍조에 대한 VAS 48. 전보다 움직여서 발생하는 홍조와 상열
감이 빠르게 가라앉음. 두 번째 자락술 이후 이상반응 없었다고 함.
  (5) 치료 후 60일
    홍조에 대한 VAS 44. 홍조와 상열감이 감소된 것을 느낌. 세 
번째 자락술 이후 이상반응 없었음.
 12) 사진(Fig. 3, 4) & 표 (Table 3)

2015.04 After 60 days

Fig. 3. comparative picture of the flushing lesion on Left Side, case 2 
scanned by Derma vision-Pro. 

2015.04 After 60 days

Fig. 4. comparative picture of the flushing lesion on Right Side, case 
2 scanned by Derma vision-Pro. 

3. 증례 3
 1) 환자: 이OO 남 29세 회사원
 2) 발병일: 본원 내원 8년전. 군복무시절 발생.
 3) 치료기간: 2015년 3월 중순 - 2015년 7월 초순

Table 3. Change in Proportion of Flushing Lesion, Measured by 
Dermavison Pro, Case 2

2015.04 After 60 days Change in Value
% of Dark Blue on Left 1.1 2.4 +1.3

% of Dark Blue on Right 0.1 1.4 +1.3
% of Blue on Left 27 36.4 +9.4

% of Blue on Right 19.4 40.7 +21.3
% of Yellow on Left 65.3 56.5 -8.8

% of Yellow on Right 69.6 52.1 -17.5
% of Red on Left 6.4 4.4 -2.0

% of Red on Right 10.8 5.5 -5.3
% of Dark Red on Left 0.1 0.3 +0.2

% of Dark Red on Right 0.2 0.5 +0.3

 4) 진단명: 안면홍조
 5) 주소증: 안면홍조와 상열감.
 6) 과거력: 없음
 7) 가족력: 없음
 8) 현병력
    상기 환자는 29세 직장인으로 군복무 시절 생긴 안면홍조로 
인해 4년전 2개월간 한의원서 탕약 치료를 진행하였고, 6개월 전 
피부과서 레이저 시술을 받았으나 큰 차도는 없었음. 스트레스나 
음주 후 홍조와 상열감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남.
 9)문진
  (1) 체형: 보통체형
  (2) 식욕: 양호 
  (3) 소화: 양호
  (4) 구갈: 없음
  (5) 대변: 보통 굳기. 정상배변 
  (6) 소변: 정상 
  (7) 한출:　보통수준.
  (8) 수면: 6-7시간. 
  (9) 맥진: 현이활
 10) 치료내용
    문진결과 기질적으로 홍조를 발생시킬 질환이 없고, 오전이나 
오후 특정시간에 발생하는 상열감도 존재하지 않고, 음주와 스트레
스 등으로 홍조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한의학적으로 허열성으로 
발생하는 홍조가 아닌 실제 면열로 판단, 승마황련탕 가미방을 하루 
2회씩 60일 복용하였고, 안면 자락술을 월 1회씩 3회 진행하였다.
 11) 치료경과
  (1) 치료시작시점
    홍조에 대한 VAS 71. 열감이 심하게 느껴진다.
  (2) 치료 후 15일
    홍조에 대한 VAS 65. 자락술 이후 레이저 시술에 비해 홍조
가 줄어듬. 오후 올라오는 열감 약간 감소. 첫 자락술 이후 이상반
응 없었다고 함.
  (3) 치료 후 35일
    홍조에 대한 VAS 64. 레이저 시술에 비해 좋긴 하지만 이전
과 차이를 모르겠다. 두 번째 자락술 이후 이상반응 없었음.
  (4) 치료 후 55일 
    홍조에 대한 VAS 57 열감 감소함
  (5) 치료 후 70일



J. W. Min et al 527

    VAS 51 양볼 내측부에 열감이 남아있긴 하다. 심리적 동요 
시 올라오는 홍조는 사라짐. 마지막 자락술 이후 이상반응 없었음.
 12) 사진(Fig. 5, 6) & 표 (Table 4)

2015.03 After 70 days

Fig. 5. comparative picture of the flushing lesion on Left Side, case 3 
scanned by Derma vision-Pro. 

2015.03 After 70 days

Fig. 6. comparative picture of the flushing lesion on Right Side, case 
3 scanned by Derma vision-Pro. 

Table 4. Change in Proportion of Flushing Lesion, Measured by 
Dermavison Pro, Case 3

2015.03 After 70 days Change in Value
% of Dark Blue on Left 0.3 8.0 +7.7
% of Dark Blue on Right 0.7 1.5 +0.8

% of Blue on Left 32.2 64.4 +32.2
% of Blue on Right 55.0 40.2 -14.8
% of Yellow on Left 62.8 25.2 -37.6

% of Yellow on Right 41.9 52.6 +10.7
% of Red on Left 4.3 2.2 -2.1

% of Red on Right 2.3 5.3 +3.0
% of Dark Red on Left 0.3 0.2 -0.1
% of Dark Red on Right 0.1 0.4 +0.3

Fig. 7. Change in Visual analog scale(VAS), Case 1,2,3.

고    찰

    안면홍조는 급격한 감정변화, 온도변화, 음주, 매운 음식, 주사
(rosacea) 등의 피부질환, 약물 등으로 인한 열성홍조(Hot 
Flushing)와, 갑작스러운 강한 심리적 자극-당황, 긴장, 스트레스-
으로 인한 감정홍조(Hot Blushing)으로 나눌 수 있다7). 그리고 후
자의 경우 긴장이 가장 일반적인 원인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기
질적 원인으로도 안면홍조를 유발할 수 있는데, 그 기질적 질환으
로는 당뇨병, 카르시노이드 증후군, 비만세포증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안면홍조에 대한 연구들은 폐경기 여성 위주로 진
행이 되었다. 이는 실제 국내 폐경기 여성의 60퍼센트 정도가 홍조
증상을 경험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8).
    실제 다른 나이대와 남성들에게서 발생하는 홍조에 대한 연구
는 극히 미비한 수준이다. 
    안면홍조에 대한 한의학적 정의는 동의보감 外形篇 面文에 나
타나는데, 面熱者, 足陽明病. 面赤如醉者, 胃熱上熏也 飮食不節 則
胃病, 胃病 則氣短, 精神少 而生大熱, 有時顯火上行 毒燎其面. 이
라 하였고, 面熱을 치료하는 처방으로 승마황련탕을 제시하였다. 
이에 승마황련탕을 기본으로 하여 淸熱除煩하는 작용을 통해 煩悶
不寧에 이용하는 죽여를 가하여 심리적인 불안증상이나 심계항진이 
동반되는 것을 조절하고자 하였다9).
    안면홍조에 관한 침구치료의 경우 전문가 추천 및 문헌을 통해 
혈자리를 선정하였으나, 변증시치를 구분하거나 정확한 기준으로 
선정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았다10).
    그리하여 안면부 혈자리를 취혈하여 안면부의 국소 울혈을 감
소시킬 목적으로 자락술을 시행하였다. 자락술은 三稜鍼이나 皮膚
鍼을 사용해서 毛細血管이나 皮下靜脈을 刺破하여 少量의 血液을 
放出함으로써 疾病을 治療하는 鍼療法의 一種으로, 혈액순환기능 
개선, 자율신경의 조정, 출혈인자의 개선을 목적으로, 급만성편도
염, 신경성피부염, 과민성피부염, 단독, 습진등의 질환에 사용하고 
있다11). 
    치료에 있어서 승마황련탕의 경우 환자가 호소하는 상열감과 
안면홍조와 함께 수반되는 심계항진과 불안감을 조절하려는 목적으
로 사용하였고, 안면자락술의 경우 국소부에 집중된 열감을 완화시
키려는 목적으로 사용하였는데, 두 요법의 배합을 통해 치료효과를 
증대시킬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안면홍조를 평가하는 측면에서, 기존 연구들에서 안면홍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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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평가는 주관적 지표의 경우 폐경기 전후의 안면홍조와 관련된 
평가자료인 Kupperman’s index, MENQOL, MRS 등을 사용하거
는 경우가 많았다12). 이는 폐경기 전후의 여성이 아닌 계층에 적용
하는데 문제점이 있었다. 
    그리고 객관적 지표의 경우도 폐경기 전후의 조사와 관련된 내
용들이 많았는데, 피부색조 측정, 피부표면온도 측정, 피부수분측
정, 피부혈류량 측정 등을 항온항습 조건의 실험실에 측정하거나, 
흉골 피부 전도기 등을 이용하여 측정하는 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주관적 안면홍조에 대한 평가 측정치와 위의 객관적인 측정
값들 간의 상관성이 드러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13). 그리하여 
주관적 평가 기준으로 사용되는 시각상사척도와 안면색상 이미지 
분석기기인 Derma Vision을 이용하여 안면홍조의 변화를 측정하
고자 하였다.
    증례 1의 환자의 경우 수년전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홍조가 
발생하였고, 심할 경우 더운 열기가 등을 타고 오르고 홍조와 한출
이 같이 발생하며, 심인성으로 그 증상이 심해지는 상태를 호소하
여 치료를 시작하였다. 승마황련탕 45일 복용과 안면자락술 2회를 
통해 등 뒤로 오르는 열감의 감소와 심인성 요인으로 악화되는 빈
도수의 감소를 환자 스스로 느낄 수 있었다.
    또한 erythema mode를 통한 홍조 부위의 색변화가 좌측면의 
경우 Red의 경우 40.3%에서 10.8%로, Dark Red의 경우 2.0%에
서 0.3%로 감소되었으며, 홍조가 감소된 색상인 Blue와 Dark 
Blue의 경우 각각 0.2%서 2.5%로, 5.6%에서 25.3%로 증가한 것
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우측면의 경우 Red의 경우 60.1%에서 12.2%로, Dark 
Red의 경우 22.5%에서 0.5%로 감소되었으며, 홍조가 감소된 색상
인 Dark Blue와 Blue의 경우 각각 0.0%와 0.7%에서 0.2%와 
15.7%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증례 2의 환자의 경우 신체활동 시 홍조가 발생하고 그 지속
시간이 긴 것을 호소하여 치료를 시작하였다. 승마황련탕 45일 복
용과 안면자락술 3회 치료를 통해 신체활동으로 발생하는 홍조 지
속시간의 감소를 환자 스스로 인지하였다.
    또한 erythema mode를 통한 홍조 부위의 색변화가 좌측면의 
경우 Red의 경우 6.4%에서 4.4%로 감소하였고, Dark Red의 경우 
0.1%에서 0.3%로 증가하였다. 홍조가 감소된 색상인 Dark Blue와 
Blue의 경우 각각 1.1%서 2.4%로, 27.0%에서 36.4%로 증가한 것
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우측면의 경우  Red의 경우 10.8%에서 5.5%로 감소하였고, 
Dark Red의 경우 0.2%에서 0.5%로 증가되었다. 홍조가 감소된 
색상인 Blue와 Dark Blue의 경우 각각 0.1%와 19.4%에서 1.4%
와 41.2%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증례 3의 환자의 경우 군 시절 생긴 안면홍조로 인해 4년전 2
개월간 한의원서 탕약 치료를 진행하였고, 6개월전 피부과서 레이
저 시술을 받았으나 큰 차도는 없는 상태로 내원하였다. 직장에서
의 스트레스나 음주 후 홍조와 상열감이 더 심하게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승마황련탕 60일과 안면자락술 3회 치료 후 본인이 느끼는 증
상은 볼 내측부로 줄어들었고, 심인성으로 동반되는 홍조의 감소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erythema mode를 통한 홍조 부위의 색변화가 좌측면의 
경우 Red의 경우 4.3%에서 2.2%로, Dark Red의 경우 0.3%에서 
0.2%로 감소되었으며, 홍조가 감소된 색상인 Blue와 Dark Blue의 
경우 각각 0.3%서 8.0%로, 32.2%에서 64.4%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우측면의 경우 Red의 경우 2.3%에서 5.3%로, Dark 
Red의 경우 0.1%에서 0.4%로 약간 증가되었으며, 홍조가 감소된 
색상인 Dark Blue와 Blue의 경우, Dark Blue는 0.7%에서 1.5%
로 증가를 하였고, Blue는 55.0%에서 40.2%로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본 증례들은 승마황련탕과 안면자락술을 이용하여 안면홍조를 
치료하여 환자의 주관적 호소함과 객관적 수치에서 나아진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증례수가 부족하여 일반화를 할 수 없다는 
점과, 증례보고를 통해 안면홍조의 유효함을 증명할 확정적인 근거
를 제시할 수 없는 점이 이 보고의 한계점이라 볼 수 있다. 앞으로 
임상례가 더욱 축적되어 안면홍조 치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결    론

    안면홍조에 대한 승마황련탕 가미방과 안면자락술의 증상 개선 
효과를 3인의 증례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환자의 주관적 평가 척
도인 VAS의 감소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객관적 평가 척도인 Dermavision Pro의 erythema 모
드를 통한 Red와 Dark Red의비율의 감소를 볼 수 있었고, 홍조의 
감소를 의미하는 Dark Blue와 Blue의 증가를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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