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RAL MEDICINE 대한구강내과학회지 Vol. 38, No. 2, 2013

97

이산화탄소 레이저를 이용한 모설의 치료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구강내과학교실

정다운․조은애․안형준

모설(hairy tongue)은 혀의 사상유두(filiform papillae)가 과도하게 신장되어 발생하는 질환이다. 임상적으로 혀의 배면

후방 1/3 부위에 주로 발생하며, 혀의 측면과 첨부에 생기는 경우는 드물다. 섭취하는 음식물과 색소유발 박테리아 등에

따라 백색에서 갈색, 검은색까지 다양한 색의 착색을 보인다. 대부분 증상이 없지만, 환자들은 주로 심미적인 문제로 병원을

찾으며, 드물게 오심, 구취, 미각이상, 불쾌한 느낌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정확한 병인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구강위생 관리 소홀, 구강 내 세균총의 변화, 감염, 방사선치료, 항생제, 면역 억제제

등의 사용, 과도한 음주, 흡연, 타액분비 감소 등이 소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임상 소견이 매우 전형적이므로 육안으로도 진단이 충분히 가능하며, 생검은 필요하지 않다.

모설의 치료는 기본적인 유발요인들을 찾아서 제거해 주며, tongue cleaner 등을 이용해 혀를 부드럽게 닦아주도록 교육

하고, 일부 경우에 있어서는 keratolytic agent를 사용하기도 한다. 모설 치료에 외과적 술식을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유발 요인 제거 등의 다양한 치료법을 적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호전이 없는 모설 환자에서, 이산화탄소 레이저

(Carbondioxide laser, CO2 laser)를 적용하여 효과적으로 치료한 증례를 보고하고자 한다.

주제어: 이산화탄소 레이저, 모설

1)Ⅰ. 서 론

모설(hairy tongue)은 혀의 사상유두(filiform

papillae)가 과도하게 신장되어 발생하는 질환으로1)

임상적으로 혀의 배면 후방 1/3 부위에 주로 발생하

며, 혀의 측면과 첨부에 생기는 경우는 드물다. 섭취

하는 음식물과 색소유발 박테리아 등에 따라 백색에

서 갈색, 검은색까지 다양한 색의 착색을 보이고,2) 대

부분의 경우 증상이 없지만, 드물게 오심, 구취, 미각

이상, 불쾌한 느낌 등을 유발할 수 있다.2,3) 환자들은

주로 심미적인 문제로 병원을 찾게되며, 모설의 유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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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은 연구에 따라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으나, 대부분

1% 이하로 알려져 있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또 여

성보다 남성에서 호발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4-6)

모설의 정확한 병인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지만, 구

강위생 관리 소홀, 구강 내 세균총의 변화, 감염, 방사

선치료, 항생제, 면역 억제제 등의 사용, 과도한 음주,

흡연, 타액분비 감소 등이 소인으로 작용할 수 있

다.1,7-9)

임상 소견이 매우 전형적이므로 육안으로도 진단

이 충분히 가능하며, 생검은 필요하지 않다.

모설의 치료는 기본적인 유발요인들을 찾아서 제

거해 주며, 혀세정기(tongue cleaner) 등을 이용해 혀

를 부드럽게 닦아주도록 교육하고, 일부 경우에 있어

서는 salicylic acid, podophyllin, trichloroacetic acid,

topical retinoids 등의 keratolytic agent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모설의 치료에 외과적 술식을 이용하는

경우는 드물지만,1-3) 때로는 유발 요인 제거 등의 다

양한 치료법을 적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호

전이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1998년 최

등은 구취 환자에 있어서 이산화탄소 레이저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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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모설의 치료를 보고한 바 있다.10) 이산화탄소 레이

저(Carbondioxide laser, CO2 laser)는 이산화탄소, 질

소, 헬륨을 매질로 하는 원적외선 영역의 기체 레이저

로 물과 수산화인회석(hydroxyapatite)에 흡수도가

높으며, 구강 내 연조직 수술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레이저이다. 지금까지 몇몇 증례에서 보존적인 방법

으로 치료되지 않는 모설을 레이저로 기화

(vaporization)시켜 치료한 예가 보고된 바 있으나, 이

경우 vaporization을 균일하게 적용하지 못하거나, 깊

게 적용했을 경우 열손상의 가능성이 높아지며, 그로

인해 통증, 미각이상, 반흔 등의 예기치 않은 부작용

이 발생할 수 있음이 또한 보고되었다.11) 이에 본 증

례에서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vaporization 모드보다 더 낮은 출력의 지혈모드를 적

용하여 길어진 사상유두를 제거하였으며, 이처럼 장

기간의 보존적 치료에 호전이 없는 모설 환자를 이산

화탄소 레이저의 단백질 변성(protein denaturation)

기전을 이용하여 특별한 부작용 없이 효과적으로 치

료하였기에 보고하고자 한다.

Ⅱ. 증 례

본 80세 남환은 1개월 전부터 발생한 혀의 검은 착

색과 2개월 전부터 발생한 혀의 통증을 주소로 연세

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구강내과에 내원하였다. 병력상

3～4개월 전 가철성 부분의치를 제작하였으며, 약 2

개월 전부터 입안이 쓰고 혀가 아픈 증상이 발생했다

고 하였다. 이비인후과에서 조직검사 결과 진균 감염

이라고 설명을 듣고 mastic extract(Masti-QⓇ) 연고

를 사용한 이후 오히려 혀에 검은 착색이 발생하였고,

Fig. 1. Pre-operation.

이후 본과로 의뢰되었다. 의과 병력상 결핵의 병력이

있으며, 약 20년 전 고혈압 진단을 받은 후 현재까지

약물치료 중이며, 2007년 전립선암 진단 후 주사치료,

약물치료 시행 중이었다.

구강 검사상 혀 배면의 후방 2/3부위의 사상유두가

머리카락 모양으로 길어져 있었으며, 검은색 착색을

보였다. 촉진 시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으며, 쉽게 벗

겨지지 않는 양상이었다. 임상 소견상 모설로 진단내

렸으며, 환자의 통증 소견과 이비인후과의 조직검사

소견을 바탕으로 구강내 캔디다증(candidiasis) 감염

이 함께 존재하는 것으로 진단하였다.

항 진균제인 fluconazole(DiflucanⓇ) 시럽을 하루 5

ml씩 구강 내 가글로 처방하였으며, 부분의치 소독을

위해 chlorhexidine gluconate solution(Hexamedine
Ⓡ)을 처방하였다. 또한 혀세정기를 이용하여 혀를 부

드럽게 닦을 것을 교육하고 저자극성 치약(WiconiⓇ)

을 처방하였다.

1～2주 간격으로 내원하였으며, 1개월 후 통증은

사라졌으나, 모설의 육안적 소견은 변화가 관찰되지

않아 초음파 스케일러를 사용하여 기계적 제거를 시

도하였다. 2개월 후 검은색 착색은 갈색으로 변하였

으나, 4개월 후에도 길어진 사상유두는 잘 제거되지

않아 레티노이드 계열의 0.025% tretinoin 연고

(Stieva-A creamⓇ)를 도포하였다. 하지만 연고가 자

극적이어서 1주일 밖에 사용하지 못하였으며, 5개월

후에도 모설 소견에 변화가 없고, 목 안쪽의 이물감과

불편감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여 이산화탄소 레이저를

적용하여 길어진 사상유두의 제거를 시도하였다.

10% Lidocaine 스프레이(xylocaineⓇ)를 사용하여

혀 배면의 도포마취 후 이산화탄소 레이저(Panalas

Fig. 2. Iimmediately after-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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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OD 6-months.

CO5Σ, Panasonic)를 1.0W의 연속파 조사 방식으로

조사하여 길어진 사상유두를 제거하였다(Fig. 1,2).

레이저 적용 시에는 사상유두가 많이 제거되었지만

다음 내원 시에 다시 증가된 양상을 보여 1～2주 간

격으로 지속적으로 이산화탄소 레이저를 적용하였다.

6개월 후부터 환자의 이물감과 불편감이 현저히 개선

되었으며, 7개월 째 부터는 환자가 불편감을 전혀 호

소하지 않았으며 구강내 병소도 사라졌다(Fig. 3). 모

설 양상이 완치된 후 3개월간 경과관찰 하였으나 재

발하지 않고 호전된 상태가 잘 유지되었다.

Ⅲ. 고 찰

치과용 레이저는 1960년대 중반 Goldman L.에 의

하여 처음 도입된 이후, 우수한 지혈 작용, 부종 감소,

세균 집락 감소, 봉합의 불필요성, 적은 반흔 조직 형

성, 통증 감소 등 기존의 술식들과 차별되는 다양한

장점들로 인하여 현재에 이르기 까지 지속적인 개선

을 거치며 사용되어오고 있다.12)

아르곤 레이저(Argon laser), 다이오드 레이저

(Diode laser), 어븀야그(Er:YAG), 엔디야그

(Nd:YAG), 이산화탄소 레이저(Carbondioxide laser)

등이 현재 치과 임상에서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이 중 이산화탄소 레이저는 연조직이나 경조직 내에

존재하는 수분에 높은 친화력를 보이는 10,600nm의

파장을 방출하는 기체 레이저로, 우수한 지혈 및 응고

효과, 술후 통증 및 종창 감소, 항세균 효과로 술후 감

염의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현재 연조직 제거, 백반증, 편평태선, 소대절제술, 임

상 치관 연장술, 치은 착색 제거술 등의 다양한 분야

에 적용되고 있다.13-18)

모설의 치료는 우선적으로 유발요인들을 찾아서

제거해 주며, 혀세정기 등을 이용해 혀를 부드럽게 닦

아주도록 교육하는 등의 보존적 방법을 통해 대부분

치료가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경우에 있어서는

salicylic acid, podophyllin, trichloroacetic acid,

topical retinoids 등의 keratolytic agent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외과적 술식을 사용해서 제거해야 하

는 경우도 드물지만 보고되고 있다.1-3) 본 증례의 경

우 여러 보존적인 치료에 대해 장기간 개선을 보이지

않는 모설 환자를 대상으로 이산화탄소 레이저를 이

용하여 효과적으로 치료하였다.

이산화탄소 레이저는 적용하는 온도에 따라 조직

과 다양한 상호작용을 보인다.19) 지금까지 모설을 치

료한 몇몇 증례에서는 대부분 vaporization을 이용한

치료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Vaporization 모드는 조

직의 온도를 약 100℃ 이상으로 상승시켜 조직내의

수분을 증발시킴으로써 조직을 기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vaporization을 균일하게 적용하지 못

하거나, 깊게 적용했을 경우 열손상의 가능성이 높아

지며, 이로 인해 통증, 미각이상, 반흔 등이 발생할 가

능성이 높다.11) 이에 본 증례에서는 vaporization 모드

보다 더 낮은 출력의 지혈모드를 적용하여, protein

denaturation 기전을 이용하여 길어진 사상유두를 효

과적으로 제거하여 모설을 치료할 수 있었다. 이러한

모드에서는 조직 내의 온도를 단백질 변성을 일으킬

수 있는 60～65℃ 정도로만 상승시켜, 조직에 반흔형

성이나 미각이상 등의 문제점을 일으키지 않고, 길어

진 사상유두를 제거할 수 있었다.

이처럼 다양한 출력을 적용하는 술식에 대해 적절

한 이해와 경험을 가지고 레이저를 사용한다면, 이산

화탄소 레이저는 모설 치료에 있어서 하나의 효과적

인 치료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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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2 Laser Application for Treatment of the Hairy Tongue

Da-Woon Jung, D.D.S., Eunae Cho, D.D.S., Hyung-Joon Ahn, D.D.S.,Ph.D.

Department of Orofacial Pain and Oral Medicine, College of Dentistry, Yonsei University

Hairy tongue is a disease caused by hypertrophy of filiform papillae on the tongue dorsum. Clinically, it occurs on the

posterior 1/3 of the tongue dorsum and is rarely observed on the lateral and tip of the tongue. Several types of colored

pigmentation from white to brown and black appear depending on the ingested food and the existing pigmentation

inducing bacteria. Although clinically asymptomatic, patients will visit the clinic for esthetic problems and at rare intervals

experience nausea, halitosis, dysgeusia and unpleasant sensation.

The exact etiology is yet not known but causes such as inappropriate oral hygiene control, a shift in oral bacterium,

infection, radiotherapy, use of antibacterial drugs or immunosuppressants, excessive smoking or alcohol drinking and

decrease of salivary flow rate may be a factor of the disease.

Clinical symptoms are quite typical and diagnosis may be made simply by observation, not necessarily biopsy.

Treatment of hairy tongue is done by eliminating the etiology factors, brushing the tongue gently with a tongue cleaner

and in some cases using keratolytic agent. Although it is rare to treat hairy tongue surgically, we will introduce a case

successfully treated using carbondioxide laser(CO2 laser), after no sufficient improvement had been made by conservative

treatment.

Key words : Carbondioxide laser, CO2 laser, Hairy tong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