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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건선(psoriasis)은 피부의 홍반 증상과 함께 피부 표면의 과다한 각질 생성으로 인해 피부가 

두꺼워지는 증상이다. 건선은 대표적인 만성 자가 면역질환 중의 하나로서 주로 면역 

시스템이 과다하게 반응하거나 오랫동안 지속함으로써 유발된다. 또한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약물, 피부 자극, 건조, 염증,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건선의 복합적인 요인들로 

작용하거나 병변 부위의 증상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들로 알려져 있다. 건선은 성별과 

관계없이 유발되는 것으로 보고 되나,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건선의 심각성은 전형적으로 

여자보다는 남자에게서 높게 나타난다. 발병 시기는 일반적으로 성인기인 20~30대 후반과 

50~60대에서 높게 나타난다. 또한, 건선은 관절염(arthritis), 심혈관 질환(cardiovascular dis-

eases), 대사 증후군(metabolic syndrome), 염증성 장 질환(inflammatory bowel disease), 

그리고 우울증(depression) 등과 같은 다양한 이차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러한 이차적인 여러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선을 방치하지 않고 꾸준하게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건선은 한번 발병하면 언제든 재발할 가능성이 있고, 

완치 가능한 치료법은 현재까지 보고되고 있지 않다. 이에 반해, 건피(xerosis cutis)는 피부의 

각질 생성, 균열, 심한 가려움증 등이 그 증상이다. 주된 원인은 피부 노화 또는 아토피 

피부염 등에 의한 피부의 피지 분비 감소로 인한 피부의 건조화이다. 따라서 건피는 

노인들에게서 높은 확률로 나타난다.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까지 학계에 알려져 있는 기초 

연구 및 임상학적 연구를 토대로, 건선과 건피의 분자 생물학적 특징 및 병리 기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그 치료 및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Key Words: 건선(psoriasis), TNF-α, IL-23/ Th17, IL-33, Skin flora dysbiosis, 건피(xerosis 

cu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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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건선(psoriasis)은 비전염성이지만 만성 자가 면역 피부 질환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건선은 

일시적으로 그 증상이 완화 될 수는 있더라도 같은 부위에 언제든지 재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발병한 후에는 평생을 관리해야만 한다. 아직까지 건선의 명확한 발병 원인이나 100% 완치 

가능한 치료법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건선의 병인으로는 면역 

시스템의 조절 장애,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및 피부 장벽 손상 등의 복합적인 요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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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2]. 예를 들면,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 한 명이 건선 질환을 가지게 

된 경우, 다른 한 명도 건선일 확률이 이란성 쌍둥이에 비해 세배나 높다 [3]. 또한 생활 환경의 

낮은 온도, 특정 약물, 미생물 감염,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건선의 대표적인 환경적 유발 요인들이다 [4]. 

 건선은 모든 연령대에서 성별과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으나, 평균적으로 20 대 후반에 

발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50~60 대의 연령에서도 그 발병률이 높게 나타난다. 인종이나 

지리적 위치 등에 따라 건선의 발병 빈도는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나라별로 적게는 0.09%에서 

많게는 11.43%의 다양한 확률로 진단을 보였다 [5]. 

 전반적인 임상학적 증상으로는 피부의 각질화, 상처, 가려움, 붉은 반점, 발진, 피부 통증, 

발적, 관절 통증, 피부 건조 및 균열, 화상, 출혈 등이 있다. 주로 압력이나 마찰이 심한 부위인 팔뚝, 

정강이 주변, 배꼽 주변, 항문 주변, 두피 등에서 나타나지만, 손톱과 관절 부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관절염(arthritis), 심혈관 질환(cardiovascular diseases), 

대사 증후군(metabolic syndrome), 염증성 장 질환(inflammatory bowel disease) 그리고 

우울증(depression)과 같은 다양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도 보여지고 있다 [6, 7].  

 현재까지 평균 약 2~3%의 전 세계 인구가 피부 건선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한 건선 환자가 점차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글로벌 수준에서의 심각한 

피부 질환 중의 하나로 생각되어진다 [8]. 

 이와 달리, 건피(xerosis)는 나이가 듦에 따라 또는 다양한 피부염 등에 의한 피부의 장벽 

손상, 피부의 수분 부족 및 피부의 피지 분비 감소로 인한 피부 건조화가 주된 원인이다. 특히, 50% 

이상의 노인 피부에서 건피증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9, 10]. 현재까지 알려진 건피의 

병인으로는 다양한 환경적 요인이나 내적 요인 등이 있는데 이에 관하여 건선과 다른 점들을 

본론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2. 본론 

 

2.1. 건선의 병리적 증상 및 진단 

 

 정상 피부에 비하여 건선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흔하게 관찰되는 증상은 둥근 

색소반(macule) 위에 소수포(vesicle) 혹은 비늘(scale)이 덮여 있는 버짐(ringworm)이다. 정상 피부와 

비교했을 때, 건선 피부의 특징은 표피층(epidermis)을 구성하는 각질 세포(keratinocytes)가 현저하게 

빠르게 증식을 하여 표피층이 두꺼워지고, 또 이들의 비정상적인 세포 분화(differentiation)가 

발생하기 때문에 피부 위에 비듬과 같은 각질층(cornified layer)이 겹겹이 쌓여서 보이게 된다 (그림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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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정상 피부(normal skin)와 건선 피부(psoriatic skin)의 모식도 [4] 

 

 

 전문적인 용어들로는, 표피 가시세포증(epidermal acanthosis), 과다 각화증(hyperkeratosis), 

이상 각화증(parakeratosis) 등이 있다. 표피 가시세포증은 표피의 유극 세포층(epidermal layer)이 

과다하게 증식하고, 비정상적인 분화를 통하여 두꺼워지는 현상을 일컬으며, 과다 각화증은 피부의 

각질층이 비대해지는 특징이다. 또한 이상 각화증은 표피의 각질층에 각질 세포들(keratinocytes)의 

핵이 존속해 있는 상태를 말한다 [5, 11]. 

 현재까지 임상 형태별로 다섯 가지의 다른 타입의 건선이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면, 판상 

건선(plaque psoriasis 또는 psoriasis vulgaris), 농포성 건선(pustular psoriasis), 물방울 모양 

건선(guttate 또는 eruptive psoriasis), 간찰부위 건선(inverse psoriasis, intertriginous, 또는 flexural 

psoriasis), 홍피성 건선(erythrodermic psoriasis) 등으로 나눠지며, 그 유형에 따라 치료법이 또한 

달라질 수 있다 [4].  

 판상 건선(plaque psoriasis 또는 psoriasis vulgaris)은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으로써 

85~90%의 환자가 이 경우에 해당되어진다. 병변 부위의 전형적인 특징으로는 단일 형태의 

뾰족하고 은백색 비닐로 덮인 홍반성 플라크를 유발한다. 홍반성 플라크는 적은 수의 작은 

부위에서부터 시작해서 크기가 커지게 되면서 피부 전신으로 번질 수 있다. 전형적으로 팔꿈치, 

무릎 주변, 배꼽 주변, 등, 엉덩이 주변, 두피 등 마찰 자극을 많이 받는 부위에서 흔히 나타난다. 

또한, 손톱 및 관절 부위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데, 동반되는 증상으로는 건조, 가려움, 부음, 통증 

등이 있다 [4, 5, 12].  

 농포성 건선(pustular psoriasis)은 성인에게서 흔히 발병한다. 긴 고름집 농포가 손바닥과 

발바닥에서 나타나고, 급성 염증성 홍반이 전신으로 확산될 수 있다.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을 정도의 심각성을 가진다 [4, 5, 13].  

 물방울 모양 건선(guttate 또는 eruptive psoriasis)은 어린이와 청년기에서 흔히 발병하며, 

작은 눈물 방울 모양(teardrop-shaped spot)의 붉은 반점이 몸 전체에 나타난다 [4, 5]. 간찰부위 

건선(inverse psoriasis intertriginous, flexural psoriasis)은 주로 피부가 접히는 부위인 겨드랑이, 가슴 

밑 부분, 둔부 등에 발병하며, 피부의 홍반 현상으로 나타난다 [4, 5]. 홍피성 건선(erythrodermic 

psoriasis)은 아주 드물게 발병하는 편이지만, 매우 심각한 건선의 합병증을 동반한다. 그 증상으로는 

홍반성 피부, 피부 박리, 가려움, 통증 등이 있다 [4, 5]. 

 

표피층
Epidermis

진피층
Dermis

Fat

A. 정상 피부(normal skin)

표피층
Epidermis

B. 건선 피부(psoriatic skin)

각질층 cornified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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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건선의 병리적 요인 

 

 현재까지 많은 연구들은 건선이 면역체계 이상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14, 

15]. 외부에서 피부 속으로 침투한 미생물이나 자극 물질 등을 공격해야 할 면역체계가 자신의 피부 

자체를 공격하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만성 자가 면역 질환이다. 따라서 면역 세포인 T 세포(T cell)가 

건선의 주된 매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T 세포 활성화가 과도하게 증가하여 

사이토카인(cytokine)과 같은 면역 매개 물질들을 다량 분비하고, 이는 피부의 각질 

세포(keratinocytes) 등을 자극하여 피부 표피의 과다 증식을 유도한다. 또한, 염증 반응을 심화 

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혈액 속에 존재하는 면역 세포들인 백혈구(leukocytes)와 

호중구(neutrophils) 등이 피부의 표피층(epidermis layer) 및 진피층(dermis layer)에서 과도하게 

증가하고 축적됨이 관찰된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렇게 과다한 면역 반응을 유발하는 

분자 생물학적 매개 물질로는 사이토카인 tumor necrosis factor-alpha (TNF-α), interleukin-23 (IL-23), 

interleukin-17 (IL-17) 등이 알려져 있다 [16-18]. 

 

2.2.1. TNF-α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TNF- α는 대식세포(macrophages), 림프구(lymphocytes), 피부 각질 

세포(keratinocytes), 내피 세포(endothelial cells)들로부터 주로 생성되어지며, 케모카인(chemokine) 

등의 이차 매개 물질(secondary mediators)과 부착 단백질(adhesion molecules)들의 발현을 

유도한다. 이는 혈액 속에 존재하는 면역 세포인 백혈구(leukocytes) 등의 유입을 유도하고, 따라서 

면역 세포들이 피부 병변 부위에 축적되게 된다 [19-21].  

 분자 생물학적 연구들은 건선 환자의 병변 부위에서 TNF-α의 polymorphisms (TNF-α-238 

G/ A, -308 G/ A and -857 C/ T)이 존재하고, 이는 TNF-α 억제제의 건선 치료 효과를 감소시킨다고 

보고하였다 [22].  

 

2.2.2. IL-23/ T helper cell 17 (Th17) 

 

 2000년대 다양한 생물학적 연구는 IL-17A와 IL-17F의 발현이 여러 염증 질환에서뿐만 

아니라 건선 환자의 샘플에서도 그 발현이 높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23, 24]. 현재 IL-17의 

활성을 억제할 수 있는 단일성 클론 항체(monoclonal antibody)가 건선 피부의 심화된 플라크를 

완화하거나 건선 관절염(psoriasis arthritis)에 대한 1차 치료 목적으로 이미 승인되어져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IL-17 사이토카인이 건선을 심화시키는 주된 요인 중의 하나임이 분명하다 [25]. 

IL-17은 피부 각질 세포(keratonoytes)의 과다 증식을 유도하고, 혈관으로부터 호중구(neutrophils)의 

유입을 유도하여, 건선의 염증 반응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분자 생물학적 메커니즘(mechanism)에 의하면, 항미생물 

펩타이드(Antimicrobial Peptide, AMP)인 LL37이 self-RNA와 복합체를 만들거나 self-DNA와의 

복합체를 만들게 되고, 이를 수지상 세포(dendritic cells)와 같은 마이엘로이드(myeloid) 계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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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가 Toll-like receptor 8 (TLR 8) 또는 TLR 9를 통해서 인지하고, 세포 활성화가 유도 된다 [26]. 

이렇게 활성화된 TLR 8 또는TLR 9은 마이엘로이드(myeloid) 계통의 세포로부터 사이토카인 IL-23의 

분비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IL-23 수용체(receptor)를 주로 발현하는 CD4+ T 세포, epidermal CD8+ T 

세포, 호중구(neutrophils), 비만 세포(mast cells), 대식세포(macrophages)의 활성화가 유도 되어진다. 

이렇게 활성화 되어진 세포들로부터 IL-17A, IL-17F 그리고 IL-22의 발현이 증가되어지고, IL-17은 IL-

17 수용체를 주로 발현하는 비 면역 세포(non-immune cell)들인 표피 세포(epithelial cell), 내피 

세포(endothelial cell), 섬유화 세포(fibroblasts)들의 증식을 과다하게 증가시킨다. 그뿐 만 아니라 

이들 비 면역 세포들로부터 항미생물 펩타이드(Antimicrobial Peptide, AMP)와 케모카인(chemokine) 

들의 분비를 유도하여, 혈관으로부터 호중구(neutrophils)의 유입을 유도한다 (그림 2)[26, 27].  

 또한 피부 표피층에 존재하는 색소 세포(melanocyte)가 HLA-C*06:02을 통해서 오토 

안티젠(autoantigen)을 인지하여, epidermal CD8+ T 세포에 이를 항원으로 제시하면, 활성화된 CD8+ 

T 세포가 IL-17 발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그림 2)[27].   

 

 

 
그림 2. IL-17 immunity in human psoriasis [27] 

 

 

2.2.3. IL-33 

  

 건강한 대조군 샘플에 비해, 건선 환자의 병변 조직(tissue) 및 혈청(serum)에서 IL-33의 

발현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28, 29]. IL-33은 피부 각질 세포를 활성화 시키고, 이들 

세포로부터 IL-6와 IL-8과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유도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된다 

[29]. 또한 IL-33은 호중구, 비만 세포, Th2 타입의 T 세포들의 활성화에 관여하고, 자연사 면역 

세포(NK cell)에서 사이토카인 IFN-γ의 생성을 유도한다. 이러한 과다한 면역 반응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때문에 IL-33은 건선의 유발 요인 중의 하나로 생각된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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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Skin flora dysbiosis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건선 피부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미생물(skin flora 또는 

microbiota)들은 건강한 피부에 존재하는 미생물과 비교했을 때 그 집단 면에서 좀 더 다양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예를 들면 Corynebacterium, Propionibacterium, Staphylococcus, 

Streptococcus 등의 미생물 집단이 건선의 발병에 주로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 된다 [30, 31].  

 특히, Firmicutes는 건선 환자의 병변 부위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미생물 집단 중의 

하나이며, Actinobacteria는 오히려 건선 환자의 병변 부위에서 현저하게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특정 미생물 집단 유래의 단백질과 지질 등의 항원이 건선 환자의 병변 부위에서 T 세포의 

증식을 유도하고 과다한 활성화에 관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예를 들면, 그룹 A, C, G beta-

haemolytic, Streptococci 유래의 M 단백질, streptococcal pyogenic toxin, peptidoglycan 등이 있다 

[32-34]. 하지만, 이러한 미생물 집단 분포의 변화가 건선의 발병 원인인지 또는 건선의 결과로 인한 

것인지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최근에 많은 연구들은 미생물과 숙주 면역 체계 사이의 상호 작용은 숙주의 항상성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 때문에 숙주 세포 내의 미생물 집단 구성의 변화는 면역 

체계의 활성화를 비정상적으로 유도 할 수 있고, 결국 건선과 같은 피부 염증성 질환의 유발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최근 연구들은 숙주의 소장 및 대장(gut)에 존재하는 미생물 집단의 이상 

변화가 피부의 면역 체계에도 나쁘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35]. 예를 들면, 건강한 

대조군 샘플과 비교 했을 때, 건선 환자의 장내 미생물 집단에서 Firmicutes/ Bacteroides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36, 37]. 이는 향후, 피부 및 장내 미생물의 선택적 조절이 피부 

염증성 질환을 치료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쓰여 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는 것이 중요하고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2.3. 건선의 치료 요법 및 예방 

   

 건선은 한번 발병 하면 언제든지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만성적인 질환이지만, 현재까지 

보고된 바에 의하면 건선의 완벽한 치료법은 알려져 있지 않지 않다. 따라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건선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환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 건선의 발병 원인인 바이오 

마커(biomarkers)를 개별적으로 규명하고, 그에 따른 환자 개별화된 맞춤 치료법을 개발하는 것이 

건선의 완벽한 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염증 반응이나 

심각한 각질화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관리할 수 있는 테라피(therapy) 요법들은 현재까지 널리 

효과적으로 쓰여 지고 있다. 예를 들면, 스테로이드(steroid) 크림, 비타민 D 유도체(vitamin D) 연고, 

자외선(ultraviolet), 면역 억제제(immune suppressor) 등이 병변 부위에 단계별로 쓰여지고 있다 

[4](그림 3).  



  

건선(psoriasis)과 건피(xerosis cutis) 이영애 Page 8 / 16 

 

  

그림 3. 단계별 건선 치료 요법. 

 

 

2.3.1. 국소 치료법(도포제 치료) 

 

 대부분의 가벼운 증상의 건선인 경우에는 연고나 젤(gel) 형태의 약물을 피부에 국소적으로 

도포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치료법의 장점은 전신 치료법(경구약 

복용)에 비해 부작용(side effect)이 낮아 안전하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스테로이드(steroid) 연고, 

비타민D 유도체인 칼시포트리올(calcipotriol), 면역 조절제인 타크로리무스(tacrolimus), 

피메크로리무스(pimecrolimus) 연고 등이 있다. 이들은 주로 세포 분화 촉진, 세포 증식 억제, 항염증 

작용, 항 소염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8-41]. 

 

2.3.2. 광선 치료법 

 

 건조하고 일조량이 줄어드는 겨울에 건선이 악화되는 현상만 보더라도 자외선이 건선의 

치료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건선이 생긴 병변 부위에 광선을 쪼여 치료하는 광선 요법은 주로 

중등증이나 중증 이상의 건선인 경우에 매우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다. 단점으로는 치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일반적으로 질병의 단기간 치료에만 사용해야 한다. 장기간 사용 시 유전자 

변형(mutation)으로 인한 발암 가능성을 유발 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목욕 광화학(bath-PUVA) 

요법, 단파장 자외선 B (narrow-band UVB) 치료법 등이 있다 [42, 43]. 

 

2.3.3. 전신 치료법(경구약 복용) 

 

 전문 의약품을 경구 복용하는 방법으로 국소 치료법 또는 광선 치료법에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이 생긴 건선 환자에게 사용 된다. 단기간 사용 시에도 치료 효과가 우수하여 중등증 이상의 

건선에서 매우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다. 단점으로는 장기간 사용했을 경우 신장 손상이나 

간 독성을 유발 할 수 있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 대표적으로, 비타민 A 제제인 

레티노이드(retinoid), 사이클로스포린(cyclosporin), 메토트렉세이트(methotrexate) 등이 있다. 이들은 

주로 면역 염증 반응 억제 및 T 세포의 활성화를 억제하거나, 피부 각질 세포의 과다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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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생물학적 제제 치료법(피하 및 근육 주사 용법) 

 

 건선과 건선 관절염 둘 다에 효과적이다. 피부 또는 근육에 약물을 주사하는 방식으로, 중증 

이상의 건선 환자에게 효과적이다. 주로 T 세포의 활성을 낮추거나, T 세포의 면역 매개 물질들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2.3.4.1. T 세포 억제제 

   

 중증 판상 건선의 치료에 사용되어진다. T 세포 억제제는 대표적으로 알레파셉트(alefacept) 

등이 있다. 단점으로는 장기간 사용했을 경우 림프구 감소, 악성 종양 등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7]. 

 

2.3.4.2. TNF-α 억제제 

   

 TNF-α 억제제인 에타네르셉트(etanercept), 아달리무맙(adalimumab), 인플릭시맙(infliximab) 

등은 플라크 건선의 치료 뿐만 아니라 관절염 치료에도 효과적이다 (도표 1). 건선 병변 부위의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표피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광선 요법 후에 

사용되지만, 이들을 장기간 치료 목적으로 사용했을 시에 심각한 감염의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어지고 있다 [20, 48-50]. 

 

 

도표 1. 건선 치료를 위한 생물학적 제제(TNF-α 억제제) 

Name Target Construct Labeled indication 

Adalimumab Soluble and membrane-

bound TNF-α 

Fully human mAb Pso, PsA 

Infliximab Soluble and membrane-

bound TNF-α 

Humanized mAb Pso, PsA 

Etanercept TNF-α and TNF-β Human dimeric fusion 

protein, soluble receptor 

Pso, PsA, AS 

Pso, psoriasis; PsA, psoriasis arthritis; AS, ankylosing spondylitis 

 

 

2.3.4.3. IL-23/ IL-17 억제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이토카인 IL-23/ IL-17의 조절 장애는 피부 건선을 유발하는 주된 

요인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들 사이토카인을 표적으로 하는 치료법이 개발되어 임상적으로 이미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IL-17A 억제제인, 세큐키누맙(secukinumab/ AIN457), 

익세키주맙(ixekizumab) 등이 있다. 그리고 IL-23 억제제인 우스테키누맙(ustekinum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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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셀쿠맙(guselkumab), 리사키즈만(risankizumab), 틸드라키즈맙(tildrakizumab) 등이 있다 (도표 2) 

[27]. 이들은 플라크 건선의 치료에 임상적으로 우수한 효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들을 

장기간 치료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임상 안전성에 대한 연구는 계속 진행 중에 있다 [51-54]. 

 

 

도표 2. 건선 치료를 위한 생물학적 제제(IL-17 또는 IL-23억제제) [27] 

Name Target Construct Labeled indication 

Brodalumab IL-17RA Fully human mAb Pso, PsA 

Ixekizumab IL-17A Humanized mAb Pso, PsA, AS 

Secukinumab IL-17A Fully human mAb Pso, PsA, AS 

Guselkumab IL-23p19 Fully human mAb Pso 

Risankizumab IL-23p19 Humanized mAb Pso 

Tildrakizumab IL-23p19 Humanized mAb Pso 

Ustekinumab IL-12/ 23p40 Fully human mAb Pso, PsA 

Pso, psoriasis; PsA, psoriasis arthritis; AS, ankylosing spondylitis 

 

 

2.4. 건피의 병리적 증상 및 진단 

 

 건피는 가장 일반적으로 피부에 나타나는 증상 중의 하나로써,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세포간 지질 이중층(intracellular lipid bilayer)과 함께 pyrrolidine carboxylic acid, urocanic 

acid, free amino acids 등을 생성하는 피부의 가장 바깥층 세포(corneocytes)는 피부 표면의 수분을 

유지하는 역할에 중요하다. 따라서 이들은 피부의 천연 보습 인자(Natural Moisturizing Factor, 

NMF)로 생각되어진다. 따라서, 피부 장벽 손상으로 인한 피부 지질(hydrolipids)과 수분 보습 

인자(hydrophilic substances)들의 수치가 결핍 된 상태를 건피라 정의되어 진다 [55]. 

 피부 수분 손실량(TransEpidermal Water Loss,  TEWL)과 피부 표면 수분 함유율(skin 

hydration)은 경피 수분량 측정기(Tewameter)와 피부 수분량 측정기(Corneometer) 등을 이용하여 

측정 가능하며, 이를 통해 건피의 중증도를 객관적으로 평가 할 수 있게 되었다. 건강한 대조군의 

피부 샘플은 10~20%의 수분 함유율을 보이지만, 건피의 경우에는 이보다 낮거나 또는 더 높은 

수분 함유율을 보이기 때문에 이는 피부 장벽의 손상 원인으로 생각된다 [55, 56]. 

 임상적 특징으로는 피부 표면의 건조함, 거침, 주름, 미세한 비늘, 피부 홍반, 균열 등이 

있다. 또한 피부가 칙칙해지고, 탄력 감소, 가려움증이 함께 나타난다. 발병 부위는 신체 전반에서 

나타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피지선이 적은 부위인 다리, 팔, 손, 발 등에 자주 나타나게 된다. 

성별과 관계없이 나타나며, 노화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70대 이상 노인의 피부에서 

50% 이상의 발병률을 보인다. 좀 더 객관적으로 건피를 진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건피 환자의 질병 

중증도 및 임상 경과 평가를 위한 지침서인 Xerosimeter가 피부 전문의들에 의해 공동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10, 55, 57,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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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건피의 병리적 요인 

 

 건피는 외부로부터의 환경적 요인(external factor)들과 내인성 요인(endogenous factor)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피부 장벽을 손상 시키거나, 수분 감소를 유도, 피부 지질층의 파괴, 피부 각질 

세포의 비정상적인 분화 등을 유도함으로써 유발되어 진다 [59].  

 최근 연구들은 또한 피부에 존재하는 미생물 집단(skin microbiome)의 이상 변화가 피부 

장벽 손상을 유도하여 건피를 유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명확한 기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져 있지 않다 [60, 61].   

 

2.5.1. 환경적인 요인 

 

 환경적 요인들에는 추위, 낮은 습도, 실내의 건조함과 열, 강한 자외선에 의한 노출, 잦은 

목욕, 알칼리성 비누 사용, 약품 등이 있다. 따라서, 헤어 디자이너, 금속 등을 주로 접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서도 건피가 높은 확률로 유발되어 지는 것으로 보고되어 진다 [55].  

 

2.5.2. 내인성 요인 

 

 피부 건조화를 유발하는 내인성 요인들에는 미생물 감염, 아토피 피부염, 건선, 습진 등의 

다양한 피부염 등이 알려져 있다. 또한 노화, 내분비 대사 관련 질환(신장 관련 질환, 당뇨,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 갑상선 기능 항진증, 소화 흡수 장애 등), 호르몬의 변화(임신, 갱년기, 폐경기 등), 

불충분한 수분 섭취, 과다한 땀 분비, 알코올 섭취, 비타민 결핍, 철분 부족 등도 피부 건조화를 유발 

시키는 원인일 수 있다 [9, 62].  

 

2.6. 건피의 치료 요법 및 예방 

 

2.6.1. 수분 공급 

   

 건피의 치료는 기본적인 스킨 케어 제품을 이용하여 각질층의 수분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각질층에 수분을 공급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간단한 샤워나 목욕을 통해 수분을 직접 피부에 공급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비 알칼리성의 순한 비누 사용, 향료 및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샴푸와 비누 등을 사용 것도 도움이 된다. 

 적절한 보습제와 함께, 오일(oil), 글리세롤(glycerol), 우레아(urea), 세라마이드(ceramide) 등의 

지질 보충제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건피의 치료 및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63-67].  

 

2.6.2. 섬유 

   

 울 소재의 옷은 되도록이면 피하고, 면 소재의 옷을 착용하고, 몸에 너무 쪼이는 옷은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면 소재의 장갑을 착용하고 약품을 다루거나 가사 일 등을 하는 것이 좋다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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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식이 습관 

   

 감귤류의 제품은 피하고, 지나치게 뜨겁거나 매운 음식, 커피 및 알코올 섭취를 피하는 것이 

건피의 관리에 좋은 것으로 보고되어 진다 [55]. 

 

2.6.4. 생활 환경 

   

 추위로부터 피부 보호, 실내 온도가 건조하거나 너무 덥지 않게 적절한 수분 공급, 적절한 

기온을 유지하는 것이 건피의 관리에 도움이 된다. 되도록이면 강한 자외선에 의한 피부 노출을 

피하고, 스트레스, 긴장 상태 등에서 벗어나는 것이 좋다 [55]. 

 

 

3. 결론 

   

 건피는 유발 가능한 요인들을 되도록 피해야 하며, 발병했을 경우 적절한 치료를 해야 한다. 

피부 보습을 개선하고 장벽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적절한 스킨 케어 제품을 선택해서 꾸준히 

도포해야 건피를 예방하고 관리 할 수 있다. 스킨 케어 제품은 세라마이드와 같은 수분 유지 성분 

및 우레아와 같은 지질 보충 성분을 모두 함유한 것이 좋다. 따라서 건피는 적절한 관리만으로도 

충분한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다. 

 현재 고도로 발달한 분자 생물학적 기술들과 그에 대한 분석 방법들 덕분에 건선과 같은 

유전적 질환들에 대한 이해가 쉬워지고 있다. 다양한 유전학적 접근법(genome-wide association 

study, exome-wide, immunochip genotyping platforms)등을 이용한 연구들은 건선과 관련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60가지 이상의 유전자들을 확인했다 [68-75]. 하지만 건선과 관련하여 이들 모든 

유전자들의 정확한 역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기능적 

연구가 앞으로 수행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중 현재까지 대표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유전자들은 Th17 세포의 활성화에 관련되어 진다 

[69-71, 76]. 이미 IL-17 억제제 등은 미국과 유럽 여러 나라 들에서 건선의 치료제로 승인돼 

효과적으로 사용 되고 있다 [77-79]. 하지만 이들 치료제만으로는 건선의 100% 완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건선 환자의 개인별 특이적 요소, 건선 발병의 조직 특이적 조절 요소(tissue-specific 

regulatory elements), 또는 건선 발병의 세포 특이적 조절 요소(cell type-specific regulatory 

elements) 등이 위의 다양한 유전학적 접근법을 통해 좀 더 자세하게 규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과학 기술은 유전자의 비암호화 영역(non-coding regions)에 대한 기능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따라서, 건선 유발 유전자들의 발현을 조절하는 데 관여할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비암호화 영역에 대한 연구가 건선 환자의 병변 조직 샘플들을 이용해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추가적인 연구들은 향후 건선의 발생 원인에 따른 환자 개인별 맞춤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여, 건선의 100% 완치 가능성을 높여 줄 것으로 기대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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