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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편평태선은 피부, 점막 또는 양측에 다발성의 병소가 
만성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인 흔한 질환이다. 이는 표
층부 상피와 결체조직 사이의 접촉면에서 면역매개변

성에 의해 야기되는 질환이다.1,2 구강 내 병소는 다양하

여 기본적으로 여섯 개의 부류로 나눌 수 있다. 망상형

(reticular), 구진형(popule)과 용균반형(plaque)은 표층부 
비후로 백색 병소로 나타나고 위축형(atrophic), 미란형

(erosive), 수포형(bullous)은 임상적으로 흔히 궤양으로 
나타난다.3 그 중에서 망상형의 형태가 상대적으로 자발

적인 치유를 보이면서 좋은 예후를 나타내는 반면, 미란

형이 심한 통증과 함께 빈번하게 악화되고 오랫동안 지
속된다.4 주로 30대 이상의 여성에서 호발하며 스트레스, 
전신질환, 구강 내 수복물 및 구강 위생 등의 여러 원인

에 의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에 대해서 많은 연
구와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1

편평태선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치과 영
역과 관련된 것으로는 첫 번째로 치과용 수복물을 들 수 
있다. 예전부터 치과 수복물과 알레르기 반응 사이의 연
관성에 대해 많은 연구가 있었으며 이런 연구들의 대부

분은 치과용 금속 재료와 구강 점막의 알레르기 반응에 
대한 것이었다.5,6 치과용 주조 합금이 구강 내 환경에 노
출되게 되면 분해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는 대부분 침이 
만들어내는 구강 환경에 의한 것이며 개개인 혹은 시간

에 걸쳐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7 이런 분해 반응을 통
해 유리된 요소는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켜 알레르기 반
응이나 편평태선 혹은 치은염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8 
주조 합금의 성분 중에서 가장 많이 보고된 것은 니켈이

다. 이는 고정성 수복물이나 교정용 장치에 흔히 사용되

는 금속에 포함된 성분이기 때문에 치과 영역에서 특별

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9

편평태선과 바이러스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논쟁

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Hepatitis C virus (HCV)의 감

Case Reporthttp://dx.doi.org/10.14368/jdras.2015.31.4.371

*Correspondence to: Cheong-Hee Lee
Professor, Department of Prosthodontics, Kyungpook University Dental Hospital
2175 Dalgubeol-daero, Jung-gu, Daegu, 41940, Republic of Korea
Tel: +82-53-600-7673, Fax: +82-53-427-0778, E-mail: chlee@knu.ac.kr
Received: August 3, 2015/Last Revision: October 16, 2015/Accepted: December 5, 
2015

the effect of improperly contoured and poor fitting restorations to 
patient with oral lichen planus: periodontal and prosthetic treatment

Jin-Beom Shin, Jin-Hyun Cho, Cheong-Hee Lee*
Department of Prosthodontics, School of Dentistr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Republic of Korea

Oral lichen planus (OLP) is a common mucocutaneous disease, which presents as bilateral or multiple lesions. The several factors 
are implicated in etiology of OLP such as dental restorations, systemic disease, drugs and stress. Especially the influence of dental 
restorations and plaque control for OLP has been the interest in dentistry. This case is about OLP patient having poor contoured and 
ill-fitting metal ceramic restorations. The patient in this study has suffered from OLP for a long time, particularly after restoration 
of metal ceramic restorations on both posterior teeth of maxilla and mandible. This study reported that OLP lesion recovered 
effectively by improving the contour and fitness of restorations with plaque control. (J Dent Rehabil Appl Sci 2015;31(4):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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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과 편평태선과의 연관 관계는 1991년 Mokni 등에 의
해 처음 보고되었고 그 이후로도 많은 연구가 발표되었

지만 병인론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명확하다.10 여러 가
설 중에 하나는 HCV가 구강 점막에 자신을 복제하여 
특별한 T세포를 끌어들임으로써 자가 면역 반응을 일으

킬 수 있다는 것이다.11 Pilli 등은12 편평태선 환자의 구
강 내 병소와 말초혈관을 조직 검사하여 구강 내 병소에 
HCV에 특화된 CD4+와 CD8+ T세포가 말초혈관보다 
더 쉽게 발견된다고 실험적으로 이를 증명하였다. 아직 
명확한 병인론을 밝히진 못했지만 편평태선과 HCV와

의 연관관계가 있는 것은 확실하다.
다음은 구강 위생과 관련된 것이다. 구강 위생이 불량

하다고 해서 편평태선을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것은 아
니지만 철저한 위생 관리와 치주 치료를 받은 환자에게

서 편평태선이 호전되었다고 보고된 바 있다.13,14 구강 
내 기계적 자극이나 내독소와 같은 외부적 요인과 유사

하게 치태의 침착은 상피 조직에 인터루킨 I의 분비를 
가져온다.15 인터루킨 I은 림프구와 대식세포의 활성과 
관련 있는데 이를 통해 이미 존재하고 있는 편평태선과 
같은 치주 병소의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13

본 증례에서는 수년 전 편평태선이 발생하여 약물 치
료를 받아왔으나 호전 없이 증상의 악화와 약화를 반복

해 온 환자에 대한 것으로, 하악 좌우측 구치부가 불량

한 변연 적합도와 부적절하게 형성된 외형을 가진 금속 
보철물로 수복되어 있었다. 이 환자의 병소의 경우 금속 
알레르기에 의한 반응 혹은 보철물에 의한 협점막 자극 
및 구강 위생 불량에 의한 반응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환자의 금속 보철물을 제거하여 임시수복물

로 대체한 뒤 병소가 치유되는 양상을 관찰하고 보철물 
경계부의 부적합과 과풍융이 편평태선의 한 기여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증례이기에 보고하고자 한
다.

증례 보고

본 환자는 58세 남자로 구치 교합이 잘 맞지 않고 저
작 시 통증을 호소하며 의치 제작을 주소로 본원에 내원

하였다. 좌우 협측 점막에 구강 내과에서 편평태선으로 
진단 받은 병소가 존재하였고, 상악 좌우에 금속도재관

으로 수복된 제1, 2대구치가 모두 심한 우식과 치주질환

에 이환되어 있었다(Fig. 1).
환자는 약 10년 전에 C형 간염으로 진단 받고 현재까

지 증상 관찰 중에 있으며 그 비슷한 시기에 편평태선

이 나타났다고 했다. 그리고 좌우측의 구치부에 금속도

Fig. 1. Large and bulky appearance on right posterior prosthodontic restoration of mandible. (A) Panoramic 
radiographic image, (B, C) intraoral photo images.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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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관으로 수복한 이후에 편평태선의 증상이 더 심해졌

다고 초진 시 언급했다. 수복된 금속도재관의 형태는 정
상적인 형태보다 크게 제작되어 있었고 외형도 자연스

럽지 못하게 형성되어 있었다. 양측 하악 구치부쪽 협측 
전정은 매우 얕고 좁아서 정상적인 형태보다 크게 제작

된 금속도재관에 의해 협측 점막에 기계적인 자극이 가
해지고 구강 위생 관리도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태였

다(Fig. 2).
초진 당시 기존에 수복되어 있던 금속도재관을 제거

하고 지대치 재평가 및 임시치아 제작을 계획했다. 우
측 보철물부터 제거 시행하였다. 보철물이 제거된 치아

는 치석과 치태로 심하게 오염되어 있는 상태였고 협측 
점막은 망상형과 미란형의 편평태선이 관찰되었다(Fig. 
3). 예후가 불량할 것으로 판단되는 #46, 47 치아를 발
거하고 남은 지대치에 임시치아를 제작했다. 다음 일주

일 후 좌측 구치부의 #44-47 고정성 금속도재관 보철물

을 제거했다. 우측에 비해 지대치와 점막의 상태가 양호

한 편이었다. 보철물 제거 및 발치를 시행한 하악 우측

의 협측 점막은 미란형의 편평태선이 용균반을 형성하

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Fig. 4). 좌측 지대치도 
우측과 동일하게 임시치아를 제작하고 증상 관찰하기로 
했다. 

Fig. 2. Reticular type of OLP on both buccal mucosa. (A) Right side, (B) Left side.

A B

Fig. 3. Note erosive type of OLP (A) and severe deposition of calculi on right molar teeth of mandible (B).

A B

Fig. 4. Transition to plaque type of right OLP lesion after removal of prosthetic rest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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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치아를 제작하고 전반적인 치주치료를 병행하고 
한 달 후에 재 내원하였다. 우측의 용균반은 지난 내원 
시 보다 절반 이상 많이 줄어든 상태였으나 좌우측의 편
평태선 증상의 큰 호전은 없었다.

3개월 후에 내원했을 때는 좌우측의 협측 점막의 병소

가 거의 사라지고 환자의 주관적인 통증도 많이 줄어들

었다(Fig. 5). 증세가 호전됨에 따라 임시 수복물을 최종 
수복물로 교체하는 것을 계획했다. 최종 수복물은 기존

에 수복되어 있던 금속도재관과 동일한 재질로 제작하기

로 하였다. 금속도재관으로 교체한 후 증상의 변화가 나
타나면 최종 수복물의 재질의 변경을 고려하기로 했다.

통상적인 방법에 의해 인상채득 후 금속도재관 제작

하였다. 기존의 보철물 제거 후 약 6개월에 최종 보철물 
완성 후 임시 접착 시행한 후 좌우측 협측 점막의 변화

를 관찰했다. 한 달 가량 증상 관찰한 결과 증상의 악화 
보이지 않아 최종 접착을 시행했다(Fig. 6).

최종 접착을 시행한 5개월 후 내원에서도 증상의 변화

는 없었으며 환자의 주관적인 통증이나 불편감도 많이 
감소한 상태였지만 신체 상태에 따라 통증이나 불편감

이 나타났다고 호소했다.

고찰

편평태선은 원인불명의 중층편평상피의 염증성 병변

으로 0.2%에서 2.3% 정도의 유병율을 보이고 있으며 
치과의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모든 질병 중에 약 0.6%
에 이른다.16 편평태선에 대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지

만 아직 병인론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최근 연구

에서는 면역학적 반응이 편평태선 발생에 중요한 역할

을 한다고 제시했다.17 이와 같은 주장은 편평태선이 자
가세포독성을 가진 CD8+ T세포가 구강 내 상피세로의 
세포사멸을 일으키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T세포의 활
성화와 관련된 항원들은 내인적 항원과 외인적 항원으

로 나뉘며 약, 구강 내 수복물, 만성간질환, 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처럼 여러 가지 항원에 의한 병인

론이 제기되고 있고, 각 병인론에 대한 논쟁이 계속 이
어지고 있는 중이다. 

편평태선을 가지고 있는 본 증례의 환자는 C형 간염

이라는 전신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부적절하게 형성된 
금속도재관이 좌우측 구치부에 수복되어 있었다. 이 환
자의 병변은 현재까지 제시되고 있는 여러 가지 편평태

Fig. 5. After 3 month, improvement of lesions on both side. (A) Right side, (B) Left side.

A B

Fig. 6. After 6 month, maintenance of both buccal mucosa. (A) Right side, (B) left side.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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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원인들 중에 세 가지 요인들에 의해 복합적으로 나
타났다고 볼 수 있다. 그 첫 번째가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다. 많은 연구들이 편평태선과 바이러스와의 
연관성에 대해 보고한 바 있으며 특히 가장 폭넓게 연구

된 것은 인유두종 바이러스(human papilloma virus)와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관한 것이다. C형 간염 바이러스

에 의한 편평태선 발생의 기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

진 것은 없고 C형 바이러스가 자가면역에 관련되어 편
평태선을 일으키거나 직접적으로 세포 복제에 관여하

여 면역학적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라고 추측하고 있
다.18,19 하지만 편평태선을 가진 환자에서 다른 일반 사
람들에게서 보다 높은 비율로 만성 간염이 발견되고 B
형 간염 예방 접종 후에 편평태선과 같은 질환이 나타났

다는 보고들은 간염 바이러스가 편평태선에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19,20 

다음은 부적절하게 형성된 금속도재관의 수복에 의해 
받은 영향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환자의 좁고 얕은 
전정과 함께 외형이 크게 제작된 금속도재관에 의해 협
측 점막은 쉽게 자극을 받았고 구강 위생 관리도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수복된 치아 주위로 치태와 치석의 침
착이 많았다. 치태와 치석과 같은 구강 위생에 관한 문
제와 점막에 대한 자극은 편평태선을 직접적으로 일으

키는 것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이미 발생되어 있는 
편평태선의 증상을 악화시킨다는 연구는 많이 발표되

었다. Heinz는14 1985년 치주치료를 통한 치태의 제거

와 감소는 점막과 치은 병소에서의 호전을 관찰하고 보
고하였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11명의 환자를 철저한 구
강 위생 관리를 통해 편평태선과 관련된 병소와 증상의 
호전을 나타낸 것을 보고한 바 있다.13 본 증례의 환자에

게서도 불량한 보철물 대신 변연 적합도를 높이고 치아 
외형과 거의 유사하게 제작한 보철물과 전반적인 치근

활택술을 통한 구강 위생 관리 후의 변화는 앞서 발표된 
연구들의 결과를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협측 점막으로의 자극과 구강 위생 문제 말고도 금속

도재관 자체의 성분에 의한 원인도 의심할 수 있다. 구
강 내 수복물에 의한 편평태선의 발생은 여러 저자들에 
의해 주장되어 왔는데 특히 아말감 수복물이나 니켈을 
포함하고 있는 금속수복물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많이 
발표되었다. 치과용 수복물에 의한 부작용은 만성적인 
자극에 의한 구강 내 징후로 나타나거나 림프구와 연관

된 지연성 과민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다. 지연성 과민반

응의 경우 구강 내 수복물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성분이 수복물로부터 유리되게 되는데 이 유리된 성분

이 점막의 기저층에 있는 각질세포의 항원성을 변화시

킬 수 있다. 이러한 각질세포의 변화는 대식세포와 T세

포와 연관된 면역반응을 일으켜 자가면역성 질환을 나
타낼 수 있다. 알레르기성 반응도 지연성 과민반응의 하
나로 니켈과 코발트가 대표적인 항원으로 보고된 바 있
다. 반면 만성적인 자극은 림프구에 의해 유도된 반응이 
아니라 화학물질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 유도되는 국
소적 염증 반응의 형태이다. 따라서 구강 점막에 독성 
물질의 반복적인 혹은 지속적인 접촉 부위에 국한되어 
나타나고, 아말감에 의한 점막의 독성 반응이 대표적이

라고 할 수 있다.8,17

본 증례에서는 보철물 제거와 구강 위생 관리 후에도 
편평태선의 완치는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C형 간염 바
이러스에 대한 환자의 전신질환 관리가 더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또한 환자에게 다시 금속도재관을 제작하여 
수복한 뒤의 추적관찰에서는 증상의 변화가 악화 없이 
비슷한 증상을 지속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볼 때 환자의 
편평태선이 금속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구강 내 분해 반응으로 인한 증상이 다
시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 및 추적

관찰이 필요할 것이다.

결론

구강 내 불량한 적합이나 외형의 과풍융과 같은 부적

절한 형태의 보철물이 편평태선의 증상 악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보철물의 개선과 철저한 치태관리

를 통한 구강위생의 향상이 편평태선의 증상을 완화시

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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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 내 불량한 보철물 수복이 편평태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치주, 보철적 접근

신진범, 조진현, 이청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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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평태선은 피부, 점막에 양측성 또는 다발성의 병소가 만성으로 나타나는 흔한 질환이다. 편평태선을 발생시키는 원
인으로는 구강 내 수복물, 전신질환, 약물, 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 중 편평태선에 대
한 구강 내 수복물과 위생관리의 영향은 치과 영역에서 큰 관심이 되어왔다. 본 증례는 형태가 불량하고 경계가 잘 맞
지 않는 보철물이 수복되어 있는 편평태선 환자에 관한 것이다. 환자는 오랜 시간 동안 편평태선으로 치료받고 있었고 
양측 구치부에 금속도재관을 수복한 이후 증상이 더욱 악화되어 있었다. 불량한 적합도와 외형을 보이는 금속도재관을 
제거하고 치주치료를 동반하여 보철물의 형태와 변연 적합도를 개선시킴으로써 편평태선이 효과적으로 줄어들었기에 
다음을 보고자 한다. 

(구강회복응용과학지 2015;31(4):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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