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구강내과학회지 Vol. 26, No. 2, 2001

  115

목    차 

Ⅰ. 서    론

Ⅱ. 증    례

Ⅲ. 총괄 및 고찰

   참고문헌

   문초록  

Ⅰ. 서    론

  구강내 연조직에 병소를 발병시키는 요인은 여러

가지이나 이중 가장 흔한 원인이 기계적 자극이다. 구

강내 기계적 자극으로는 날카로운 이물, 점막의 교상, 

거친 충전물 및 치아, 잘 맞지 않는 의치, 악습관과 치

료중의 손상 등1)이 있다. 이로 인한 연조직병소로는 

크게 외상성 병변과 만성 반응성 증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외상성 병변은 자극에 의해 급성으로 궤양, 수포 및 

염증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대부분 자극원인을 제

거하면 자연치유될 수 있으나 자극이 지속될 경우 반

응성 증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만성화됨에 따라 암

종과 유사한 양상을 띨수 있기 때문에 감별진단을 요

한다.

  만성 반응성 증식은 과도한 조직치유반응을 자극하

는 만성적 반복성 조직 손상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

는 염증성 비대이다. 이는 조직학적으로 육아조직단

계, 혼합단계, 섬유조직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치료법

은 일단 자극요인을 제거한 후 절제를 고려하여야 하

는데, 육아조직이 많을수록 자극원인을 제거하면 수축

이 많이 일어나며, 수축 후 절제하면 실혈도 적고 시술

도 용이하다. 섬유조직이 많으면 수축이 많지 않으므

로 바로 절제생검을 요한다. 만성 반응성 증식의 발생

빈도는 섬유종(fibroma), 화농성 육아종(pyogenic 

granuloma), 의치성 섬유성 증식(epulis fissuratum), 

구개유두종증(palatal papillomatosis), 육아종증 치육

종(epulis granulomatosum) 순이며2) 증상에 따라 다

른 양성 및 악성종양과 감별진단이 필요하다.

  필자는 다양한 기계적 자극에 의한 구강내 연조직 

병소를 접하여 각 병소의 임상적 증상에 따른 적절한 

진단과 처치에 관해 보고하는 바이다.

Ⅱ. 증    례

1.섬유종(Fibroma)

임상증례

▶이름: 곽OO(F/68)

▶주소: 혀끝의 외향성 병소

▶경과: 3개월전 혀끝에 상처가 난 후 점차 자라남

▶임상증상

  -lesion: 혀끝의 5mm 직경의 외향성 병소(Fig. 1)

  -pain(-)

  -color: pink 

▶치료

  본 증례는 혀끝의 외상후 전치부로 깨무는 만성 자

극으로 인해 발생한 전형적인 반응성 증식으로, 혀끝

의 병소는 CO2 laser가 접근하기도 용이하고 제거속

도가 빨라서, 침윤마취하에 2W, continuous wave로 

생검하 다(Fig. 2).

▶조직병리학적 진단

  조직병리학적 검사 결과 전형적인 섬유종으로 최

종진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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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lesion of the tongue tip is raised and 

firm.

Fig. 2. The CO2 laser biopsy was done.

2. 화농성 육아종(Pyogenic granuloma)

임상증례

▶이름: 박OO(F/48)

▶주소: 좌측 협측구에 외향성 병소

▶경과: 한달 전 좌측 협구에 상처가 난 후 계속 자라

오름

▶임상증상

  -lesion: 하악 좌측 후방부 협구의 10mm직경의 괴

사성 외향성 병소(Fig. 3)

  -color: red pink

  -pain(+)

  -하악 구치부의 과다 치석과 만성 치주염(Fig. 4)

  -전반적인 구강점막의 구내염

▶임시진단

  1. 화농성 육아종

  2. R/O) 편평상피세포암

Fig. 3. The nectrotic exophytic lesion is located in 

lower buccal vestibule.

Fig. 4. The panorama shows chronic periodontitis 

and heavy plaque on lower molar area.

Fig. 5. The exisional biopsy was done. 

▶치료

  -외과적 절제생검(Fig. 5)

  -CO2 laser 지혈요법

  -Dexan 0.05% G/S

  -생검후 치석제거 및 치주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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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증례는 임상소견상 출혈이 심하고 위치상 접근

하기 힘든 부위 다. 따라서 침윤마취하에 외과적 절

제를 시행하고 지혈효과가 뛰어난 CO2 laser를 2.0W, 

continuous wave로  defocus시켜서 지혈효과를 보았

고, 구내염과 수술부위의 치유를 돕기위해 dexan 

gargling를 시행하 다.

▶조직병리학적 진단

  조직병리학적 검사 결과, 상피의 괴사성 탈락이 관

찰되었으며 결합조직부위의 다수의 만성염증세포와 

작은 혈관이 생성되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임상검사, 방사선적 소견, 그리고 조직학적 소견상 

pyogenic granuloma로 최종진단되었다(Fig. 6).

▶예후

  초진시 환자의 구강상태는 전반적으로 심한 만성 

치주염, 구내염과 특히 병소부위의 치석이 과다하

다. 생검 전에 만성 자극요인으로 여겨지는 치주염과 

치석제거가 이뤄지지 못하여 생검 후 치주과로 의뢰

하여 자극요인을 제거하여 재발을 방지하 다. 

3. 의치성 섬유증식(epulis fissuratum)

임상증례

▶이름: 김OO(F/59)

▶주소: 하악 좌측 협측구의 외향성 병소

▶경과: 3년전 처음 발생하여 점차 커졌으며 최근 그 

주위에 궤양이 자주 생겨 내원

▶임상증상

  -lesion: 좌측 하악 의치 협측연의 직경 15mm의 외

향성 병소(Fig. 7)

  -color: normal pink

Fig. 6. The microscopic figure shows the pyogenic 

granuloma.

  -pain(-)

  -잘 맞지 않는 의치

▶임시진단

  의치성 섬유증식

Fig. 7. The exophtic lesion of the lower buccal 

denture margin(on denture).

Fig. 8. The CO2 laser biopsy was done.

Fig. 9. Denture was relie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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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The microscopic figure shows fibrotic 

hyperplasia.

Fig. 11. After 1 week, another new hyperplastic 

tissue on operation site, so denture was 

relieved again.

Fig. 12. After 3 weeks, good healing feature.

▶치료

  본 증례의 경우 임상 소견상 만성적 의치자극에 의

한 섬유성 증식으로 임시진단 내린 바, 우수한 절제력

과 지혈성으로 절제가 가능한 2.5W, continuous 

wave의 CO2 laser를 이용하여 침윤마취하에 완전절

제를 시행하 다(Fig. 8). 그리고 날카로운 의치변연

을 조정시켜 자극원인을 제거하 다(Fig. 9).

▶조직병리학적 진단

  조직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한 결과, 약간의 염증세

포 침윤과 많은 섬유아세포로 구성된 결합조직을 관

찰할 수 있었고 섬유종으로 진단되었다(Fig. 10).

▶예후

  생검 후 의치를 빼놓을 것을 권하 으나 치유과정

중 장착하여 일주후 수술부위근처에 또 다른 반응성 

증식성 병소가 발생하여 다시 의치변연을 재조정시

키고 환자분께 주의를 시켰고, 3주후 내원시 그 병소

는 자연적으로 사라졌고 재발되지 않은 채 내원하

으며 보철과로 새로운 의치장착을 위해 의뢰하 다

(Fig. 11, 12).

Ⅲ. 총괄 및 고찰

 

  과증식성 병소는 여러 기계적인 외상에 의해서 섬

유성과 혈관성 조직의 혼성 또는 섬유조직의 제한성 

성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반응성 증식이라고도 한

다. 기계적 자극은 구강내에서 점막하 결합조직, 치주

인대, 또는 치주막을 자극한다. 구강내에서 나타나는 

양성 국소성 연조직성장은 반응성 과증식의 결과이

며 하나 이상의 결합조직성분을 포함한다(예, 성숙된 

콜라겐, 국소적 골형성, 내피세포, 그리고 다핵 거대

세포).
9)
 

  만성 자극에 의한 섬유종은 가장 흔한 병소이며 조

직학적으로 표층 상피는 과각화증으로 견고하며, 또

는 궤양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 상피 하방으로 많은 

성숙된 콜라겐으로 구성된 섬유성 결합조직층이 있

다. 섬유성 증식은 외상에 의한 반응뿐만 아니라 자발

적인 양성 종양성 변환, 그리고 섬유아세포의 악성 변

형시에도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절제생검하여 감별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다.10)

  화농성 육아종은 손가락과 손톱밑 등 신체 어느부

위나 나타날 수 있다. 구강내에서 나타날 때 치은부위

가 가장 흔하며 구순, 혀, 협점막, 구개 및 무치악의 

치조점막에도 나타날 수 있다. 치석, 불량 보철물, 이

물질, 연조직을 자주 씹는것과 같은 자극에 의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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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임산부와 사춘기에 나타나는 호르몬성 종양은 

조직학적으로 화농성 육아종과 동일하여 이를 같은 

부류로 보기도한다. 용어상 화농성 미생물과의 감염

과 연관된 것 같지만 실제로 세균과 반응성 증식의 

발현과는 관계가 없다. 조직학적으로 작은 혈관들과 

느슨한 섬유결합조직으로 혼합된 내피세포들이 분포

되어있는 다혈성의 육아조직으로 구성되어있다. 상피 

표층은 궤양화되거나 괴사된 양태를 보인다. 임신시 

발생한 화농성 육아종은 대개 치은에 발생하며 임신 

제 1기(1st trimester) 후에 나타나며 출산후에 퇴화

되거나 때때로 사라지기도 한다. 발치후 부골등에 의

해 나타나는 육아종도 조직학적으로 동일하므로 감

별진단하여 처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7-9)

 

  의치성 섬유증식은 잘 맞지 않게 지나치게 긴 의치

변연에 의해 열구형태로 연장되어 'epulis 

fissuratum'라고 불리기도 하나 정확한 조직학적 명

칭은 염증성 섬유성 과증식(Inflammatory fibrous 

hyperplsia)이다.3-6) 과증식되어 있고 연장된 망상 융

기를 가진 표피비후를 보인다. 간혹 궤양을 동반하기

도 하는데 이 궤양부위는 백혈구를 포함한 섬유소로 

구성되어있다. 전체적인 조직은 저세포성의 성숙된 

섬유성 결합조직으로 구성되어있다.
9)

  입술과 협점막으로 섬유성 과증식이 연장되었을 

때, 소타액선이 포함되어 타액선 퇴축과 염증세포침

윤과 도관 확장을 보이는 만성 경화성 타액선염이 발

생하기도 하므로 타액선과 관련된 타병변과 감별진

단하여야한다. 염증반응이 활성적일 경우 의치 조정 

및 제거시 수일내에 염증성 증식은 수축되고 섬유성 

조직만 남게되는데 더 이상 수축되지 않으면 제거가 

요구된다.2,10)

  병소의 위치와 외상요인으로 보아 외상성 병변과 

염증성 증식은 다른 병소와 쉽게 구별할 수 있으나 

몇가지 양성 및 악성 종양과 비슷하므로 감별진단 하

여야 하며, 염증성 증식 병소의 처치는 병소의 임상적

인 양상에 따라 행해지며 기계적인 원인만 제거해도 

병소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으며 양상에 따라 원인 제

거 뿐만 아니라 절제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감별

진단 하여 처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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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Reactive Hyperplasia of Intraoral Soft Tissue by Mechanical Irritation

Ji-Hyu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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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raoral soft tissue can easily be injured by weak mechanical irritation. Each symptom by irritation is various, but most 

of patients show chronic inflammatory lesion. The fibroma is the most frequent disease found in intraoral area followed 

by pyogenic granuloma, epulis fissuratum, palatal papillomatosis, and epulis granulomatosum.

  The inflammatory hyperplasia by mechnical irritation is easily different from other disease, but this shows similar to 

several benign and malignant tumors required differential diagnosis.

  By microscopic feature, the lesions is divided by granulatory stage, mixed stage, and fibrotic tissue stage. The 

inflammatory hyperplasia is differently treated by each clinical features.: only removal of cause or , and excisional biopsy 

is/are required. 

  This is the cases report of reactive hyperplasia of intraoral soft tissue by mechanical irritation that suggests various 

treatments of each cas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