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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 비 증은 여러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이 중 약물에 의한 치은 비 증으로는 Phenytoin,

Cyclosporine, Calcium channel blocker 제재에 의해 나타날 수 있다. 이 세 가지 약물에 의한 조직학적,

임상적 양상은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치은 비 증에 한 기전은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

이나, risk factor로 age, genetic factor, pharmacokinetic variables, plaque induced inflammation, 결합조

직의 항상성 등을 들 수 있다.

약물에 의한 치은 비 증은 일반적으로 섬유성 비 와 세균성 치태에 의한 염증성 비 가 거의 혼합

하여 나타나며, 현재 이러한 부작용을 많이 개선한 약물로 약물성 치은 비 가 과거보다 완화 되었으나,

다른 염증성 인자에 의해 복잡한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이에 따른 치료에 있어서도 증상완화를 위한 여러 접근들이 시도되었다. 그 중 가장 기본적으로 약물

의 교환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그것으로 환자의 general condition에 위해 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

야 하며, 그에 따른 약제 교환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한편, 치은 비 증에 한 치태의 역할이 명확하게 규명되진 않았으나, 몇몇 연구들은 치태가 치은 비

의 전제 조건이라고 지적하기도 하며, 또 다른 연구들은 치태의 존재는 치은 비 로 인한 적절한 구강

위생 관리를 수행할 수 없어서 생긴 결과라고 제안한다. 그러나, 치은염으로 야기된 치은 부종이 추가적

인 치은비 양상을 초래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집중적인 구강위생 관리가 이루어 져야 한다. 또한 치료

에 따른 치은의 형태가 심미적으로 양호해야 하며, 환자 스스로 구강 위생 관리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외

형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혼합형 치은 비 증에 있어 비외과적 처치의 결과는 매우 다양하며, 여러 요인들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교실에서 염증성 및 비염증성 치은비 가 혼합된 치은 비 증의 증례에서 비외과적 처

치의 효과 및 한계, 그리고 여러 요인들 중 치은 비 증의 양상과 비외과적 처치 사이의 관련성에 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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