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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세 임산부 혀에 발생한 화농성 육아종을
Diode laser를 이용하여 치료한 증례보고

Pyogenic granuloma occurred on the tongue of 29-year pregnant woman 
and its treatment using the diode laser: Cas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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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yogenic granuloma is a benign soft tissue tumor of the skin and mucous 
membrane arising in response to various stimuli such as local irritation, traumatic 
injury or hormonal factors. It is manifested as a painless sessile or pedunculated, 
erythematous, exophytic and specific papular or nodular with a smooth or 
lobulated surface, which may have a fibrinous covering. Pyogenic granuloma 
usually affects the gingiva, but can be seen in areas of frequent trauma such as 
lower lip, tongue, oral mucosa, and palate. Pregnancy tumor, which is a kind of 
pyogenic granuloma, is a harmless growth in the mouth that develops in 1% to 
5% and appears most often during the second or third trimester of pregnant 
women. It occurs due to irritation or physical trauma from calculus or cervical 
restorations as also some contribution by hormonal factors. The growth is typically 
seen on or after the third month of pregnancy and may grow rapidly to acquire a 
large size, thus, requiring surgical removal. The diode laser has also been used as 
an alternative treatment modality. In this case, we report about a pyogenic 
granuloma occurred in the tongue of the 29-year-old woman and using a diode 
laser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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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화농성 육아종은 구강 내에 보이는 일반적인 염증성 증식의 한 형태이다.1) 지속적이며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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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소적 자극, 외상, 호르몬이나 약물에 의한 신체 내부의 변화 같은 다양한 자극에 의해 

발생한다.2,3,4) 화농성 육아종은 감염과 큰 연관성은 없으며 병소 내부에 고름이 없어 ‘화농성 

육아종’이랑 명칭은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2,3,4,5,6) 화농성 육아종의 형태는 국소적이며 유경 

또는 무경의 폴립모양 종괴 또는 괴양성의 피부나 점막의 성장 형태를 보인다. 구강 내에서 

가장 호발하는 부위는 치은 부위이며 입술과 점막 그리고 혀에도 드물게 발생한다.7) 

  임신한 여성의 치은부위나 구강 내에 발생하는 화농성 육아종은 임신성 육아종이라 불리기

도 한다.8) 임신성 육아종은 치간 사이 협측 치은에서 가장 빈번히 관찰되며 임산부의 약 5%

에서 관찰된다.9) 임신성 육아종은 임신 중기 및 말기에 호발하며 estrogen progestrones의 

증가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다 출산 후 대부분 부분적으로나 완전히 퇴행한다.

  임신한 여성의 치은부위나 구강 내에 발생하는 화농성 육아종은 임신성 육아종이라 불리기

도 한다.8) 임신성 육아종은 치간 사이 협측 치은에서 가장 빈번히 관찰되며 임산부의 약 5%

에서 관찰된다.9) 임신성 육아종은 임신 중기 및 말기에 호발하며 estrogen progestrones의 

증가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다 출산 후 대부분 부분적으로나 완전히 퇴행한다. 

  화농성 육아종에 대한 치료법은 여러 방법이 알려져 있으며 그 중 레이저 치료는 부작용 

없이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임신 말기 여성의 혀에 발생한 화농성 육아종을 diode 레이저로 치료한 증

례에 대하여 보고하고자 한다.

Case report 

Fig. 1. Photograph of pre-operation. It 
can be observed soft tissue legion on 
middle of dorsal tongue.

 Fig. 2. Legion was excised by diode 
laser, and a little bleeding was treated 
by same laser.

  29세 여성이 혀 중앙부위 과증식으로 인한 불편감으로 내원하였다. 환자는 임신 후기부터 

혀 부위 증식에 대하여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이 병소는 점점 커졌다가 출산 후 더 커지지는 

않고 좀 작아진 것 같다고 하였다. 내원 당시 병소는 8mm × 6mm의 원형의 형태였고 약한 

분홍색을 띄고 있었다. (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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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진술 상 출산 후 일부 퇴화가 된 것으로 보고 완전 퇴화가능성이 있어 1달 뒤 재진단 

하기로 하였다. 1달 후 내원 시 크기 변화가 없어 절제를 시행하였다. 병소는 diode 레이저 

(980 nm, continuous wave, 200 um optical fiber, 6W)를 이용 하여 절제하였고 생검을 

의뢰하였다. 조직 절제 후 약간의 출혈이 있었으나 역시 Diode laser를 이용하여 지혈처치 하

였으며 봉합은 시행하지 않았다. (Figure 2) 

  조직병리학적으로는 현미경 상에서 작은 혈관 구조물들이 소엽성 형태로 증식되어있는 것

이 관찰되었으며 병소 상부 덮여있는 두꺼운 중층편평상피세포층에서는 음식과 양치질에 의한 

외상성 궤양성 소견도 관찰되었다. 악성 병소의 소견은 보이지 않았으며 이 소견은 전반적인 

화농성 육아종의 조직학적 소견에서 관찰되는 것과 큰 차이는 없었다. (Figure 3, 4)

a

 

b

Fig. 3. a) (H&E staining, X40) It can be observed many small blood vessels pro- 
liferation appearing lobular pattern. b) (H&E staining, X40) It can be observed 
traumatic ulceration seemed like occur by food packing on surface of tongue and 
tooth brushing.

a

 

b

Fig. 4. a) (H&E staining, X100) It can be observed proliferation of many blood vessels 
by magnifying lobular pattern. b) (H&E staining, X200) It can be observed the 
proliferated blood vessels in lobular pattern are mostly small capillary vess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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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화농성 육아종은 피부나 구강 내부에 많이 발생한다. 화농성 육아종의 일반적인 발생 기전

은 명확하지 않으나 외상, 호르몬 영향, 바이러스성 발암유전자, 혈관 형태이상, 혈관형성 성

장인자와 세포기질의 이형성 등에 의한 영향이라 추정하고 있다.4) 구강 내 발생한 화농성 육

아종의 75%는 치은에 발생하는 것이며 이는 치경부에 존재하는 치석이나 충전물질로 인한 

발생이라 여겨지고 있다. 치은 이외에서 화농성 육아종이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두 부위는 혀

(4%)와 아랫입술(3%) 순으로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다.3,4,6,9,10) 병소는 하악 보다는 상

악 치은에서 구치부 보다는 전치부에서 더 빈번히 발생한다. 또 구개나 설측 보다 협측에서 

더 많이 발생하며 어떤 경우 설측 협측 모두 관여하는 경우도 있다.3 

  임신한 여성에게 발생하는 화농성 육아종은 “임신성 종양” 또는 “임신성 육아종”이라고 불

리기도 한다. 화농성 육아종은 임신 첫 3개월에 발생하기 시작하며 임신 7개월까지 발병율이 

증가하며 출혈경향과 저작 시 불편감 등으로 환자들에게 인지된다. 임신 시 화농성 육아종의 

발생 원인은 progesterone과 estrogen의 혈중 농도 증가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 화농성 

육아종의 임신 시의 발생과 출산 후의 퇴화에 대한 분자적 기전은 광범위하게 연구되어 왔다. 

임신 중의 심한 호르몬적 변화는 피부와 점막의 림프 미세혈관계 및 혈액의 구조와 기능의 

변화에 큰 영향을 주며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성호르몬은 생물학적으로나 면역학적인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1 Estrogen은 대식세포에서 생성되는 신경성장인자와 각질형성세포

에서 생성되는 과립구-대식구 집락 자극인자 그리고 섬유모세포에서 생성되는 섬유모세포성장

인자 및 β-전환성장인자의 자극에 의해 상처 치유를 촉진하며 육아종 조직의 형성을 유도하

고 대식세포에서 생산되는 혈관내피성장인자(VEGF)의 생산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또 이 혈관내피성장인자는 안드로겐에 의해 상쇄되며 임신 기간 동안 화농성 육아종의 발

달에 영향을 준다고 추정되고 있다. 이에 대한 추가 연구로 Yuan은 연구에서 화농성 육아종

에서 혈관내피성장인자 및 염기성섬유모세포성장인자가 건강한 치은이나 치주에서보다 더 많

이 나타나며 혈관생성억제인자인 angiostatin은 화농성 육아종에서 덜 나타난다고 발표하였

다.12) 또 다른 성 호르몬인 progesterone에 대해 연구한 Ojanotko-Harrie는 연구를 통하여 

임신 여성에 있어서progesterone이 치은 조직의 면역억제제로 작용하여 급성 염증 반응은 방

지하나 만성 조직 반응을 증가하여 임상적으로 과대 염증성 반응을 발생시킨다고 주장하였

다.13)

  출산 후 임신기에 발생한 화농성 육아종의 퇴화에 대한 분자적 기전은 아직 명확하지 않으

나 혈관내피성장인자와 Angiopoietin-2의 결핍으로 인한 혈관 퇴화가 원인이라 추정되고 있

다. Yuan 과 Lin은 논문에서 Angiopoietin-2는 임신기간 중 육아종에서 가장 많이 검출되었

으며 출산 이후 정상 치은 수준이 되었다는 것과 혈관내피성장인자는 임신 중 육아종에서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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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검출되었으나 출산 후 거의 검출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출산 후 사멸세포가 임신 기간 

중 보다 더 관찰되고 Angiopoietin-2는 덜 관찰된다는 실험 결과로 혈관내피성장인자 홀로 

또는 angiopoietin과의 혼합은 사멸세포로 부터 혈관을 보호하나 Ang-2 단독으로는 혈관 보

호 효과가 없는 것으로 추정하였다.14)

  모든 임상적 상황에서 화농성 육아종으로 보이는 경우 혈관종, 전이성 종양, 주요 악성 종

양, kaposi 육종, 유두종, condyloma, 사마귀 같은 더 심각한 상태의 질환이 아님을 확인하

기 위해 조직검사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화농성 육아종의 조직학적 특징은 현미경으로 

보았을 때 많은 혈관 증식 소견과 적혈구로 충혈되 다양한 크기의 수많은 혈관들, 유사 분열 

중인 평평하거나 볼록한 내피세포들 등을 들 수 있으며 혈관은 종종 섬유화가 덜 된 격막에 

의해 분리된 다발기둥형태를 보이기도 한다.3,6,15)

  화농성 육아종의 치료 방법으로는 단순 적출로도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여겨지고 있다. 

비록 보존적 외과적 적출과 자극원의 제거가 전형적인 치료법이나 오늘날에는 다른 술식에 

비하여 출혈의 위험이 적은 LASER 술식이 더 선호되고 있다. 최근에 다양한 LASER가 사용되

고 있으며 재발이 잘 되는 부위에서는 병소 내부로 etanol이나 corticosteroid를 주입하는 술

식이 재발을 방지한다는 보고도 있다.

  LASER 술식 중 Diode LASER는 hemoglobin에 의해 흡수되며 지혈효과가 있는 혈관의 열

응고효과가 탁월하다.16) 이런 특징으로 화농성 육아종 절개 시 diode laser 이용하면 출혈의 

위험성은 적다. 또 Diode laser에는 살균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술 후 불편감이 

전형적인 외과적 절개술에 비하여 적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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