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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rritation fibroma is very common hyperplastic lesions in the oral cavity causing by 
traumatic irritants. Irritation fibroma is usually nodular and asymptomatic, with a 
similar color to the mucosa, smooth face, located in the lip, buccal mucosa and 
tongue. Surgical excision is the best choice for treatment of irritant fibroma. The 
diode laser can be more effective method of surgical excision than conventional 
surgery, electrosurgery and cryosurgery.
  We report the two cases of irritation fibroma excision using diode laser. During 
excisional biopsy, coagulation effect of diode laser made procedure easier and posto- 
perative advantages such as lack of swelling, bleeding, pain or scar tissue formation 
were observed. And the wound was healed without com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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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국소화된 섬유성 과증식은 구강내 점막 등에서 흔히 발생하며, 대부분은 반응성 과증식이고 

진성 신생물은 드물다. 구강내 국소적으로 발생하는 비신생물적인 병소를 일컫는 용어는 자극

성 섬유종, 외상성 섬유종, 섬유성 과증식, 섬유성 폴립 등, 다양하며 이중 주로 자극성 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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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라고 불린다.1), 2) 자극성 섬유종은 외상성 자극에 의하여 흔히 나타나게 되는데, 주된 자

극 원인은 과연장된 의치, 돌출된 수복물의 마진, 치석, 만성적 씹기, 이물질, 치석 등이다.3) 

호발부위는 치은, 입술, 협점막, 혀의 가장자리이며 성인에서 잘 발생한다. 임상적 소견은 정

상 색깔의 매끈한 점막 표면과 함께 돔 모양의 성장을 보인다. 궤양은 드물지만 계속된 자극

에 의하여 나타나기도 한다. 자극이 제거되면 병소의 염증성분이 감소되면서 크기가 약간 작

아지지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국소적 절제가 제일 좋은 치료법이다.4)

  이러한 구강내 섬유종의 외과적 절제 시에는 레이저가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이는 레이저 

시술이 지혈효과 및 이로 인한 우수한 시야 확보, 봉합의 불필요성 등으로 술자에게 편리할 

뿐만 아니라 술 후 종창, 동통, 감염 감소 등 환자에게도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 

종류의 레이저 중 다이오드 레이저는 경우에 따라 연속파 또는 충격파, 접촉식 및 비접촉식으

로 사용되며, 구강내 연조직 수술 시에는 810에서 980nm의 파장을 이용한다.5) 여타 다른 레

이저 장치와 비교 시 다이오드 레이저는 장치의 크기가 작고 조작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갖는

다. CO2 레이저에 비해 열적 손상을 받는 부위가 좀 더 넓어, 종물이 작을 경우 조직검사 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보고가 있으나 구강내 섬유종 등을 제거하는 경우 이러한 점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6)

  우리는 다이오드 레이저를 이용하여 구강 내 구개측 및 협측 점막에 발생한 섬유종을 효과

적으로 제거하였고, 치유결과 또한 양호하였기에 이러한 증례들을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보고

증례 1

Fig. 1 좌측 구개측에 발생한 병소 Fig 2 Diode 레이저를 이용하여 절제한 후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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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는 39세의 여자 환자로 좌측 구개부위에 연조직 병소를 주소로 내원하였다. 병소 발생 

시기는 수 년 전이며 크기가 점차 커지는 양상을 보인다고 했으나, 특별한 증상은 호소하지 

않았으며, 전신병력 및 파노라마 방사선 검사상 특이소견은 없었다. 임상 검사 상 병소는 직

경 1cm 정도의 유경형 분홍색 병소로 확인되었으며, 병소를 유발한 명확한 자극원은 알 수 

없었으나 섬유종으로 잠정 진단하였다.(Fig 1)

  4% 염산 아티카인(1:100,000 에피네프린 포함)을 이용하여 병소 주위에 침윤 마취를 시행 

후 다이오드 레이저(Lambda D10, LAMBDA Scientifica SpA, Italy)를 3W 연속파 조사 방식

으로 사용하여 병소를 제거하였다. 출혈은 거의 없어 별도의 지혈처치나 봉합은 필요치 않았

다.(Fig.2) 

Fig. 3 채취된 병소
Fig. 4 조직학적 소견, 과각화된 상피 표면이 관찰된

(H&E, x40)

  술 후 통상적인 항생제, 소염제가 3일간 처방되었으며, 수술 14일 후 내원하여 시술부위가 

잘 회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의뢰한 조직검사 결과는 자극성 

섬유종으로 나왔고, 조직학적 관찰에서 치밀한 교원질 다발을 관찰할 수 있었다.(Fig.3,4)

증례 2

  좌측 협부에 연조직 종괴를 주소로 46세 남자 환자가 내원하였다. 문진 상 5년전 임플란트 

보철을 시행한 뒤부터 병소가 생겼으며, 병소가 자꾸 씹히면서 크기가 점점 커졌다고 하였다. 

임상 검사 상 병소는 주변 정상 조직과 같은 색을 띄고 있고 직경 15mm 정도의 돔형으로 

확인되었으며, 별다른 전신병력은 없었다.(Fig.5) 

  4% 염산 아티카인(1:100,00 에피네프린 포함)을 이용하여 침윤 마취 후 병소 절제에는 다

이오드 레이저 3W 연속파 방식을 사용하였다. 본 환자의 경우 병소 주변에 침샘의 부속관이 

있었으므로 관이 손상되지 않게끔 격리하여 절제를 시행하였다.(Fig.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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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좌측 협부에 발생한 직경 15mm의 병소 Fig. 6 침샘의 도관을 격리하여 제거 시행함.

Fig. 7 시술 후 봉합 상태 Fig. 8 절제된 종물

  출혈은 거의 없었으나 부속관의 구멍을 제 자리에 위치시키기 위하여 봉합을 시행하였다

(Fig. 7,8). 

  잠정 진단은 자극성 섬유종이었으나 이하선의 부속관에서 비롯된 다형성 선종과의 감별진

단을 위해 조직검사를 시행하였고 검사결과는 자극성 섬유종으로 나왔다.(Fig. 9)

Fig. 9 조직하적 소견, 과각화된 상피 표면이 관찰됨 (H&E, x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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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치과 영역에서 레이저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양성종양의 완전 절제를 비롯하여 

백반증, 편평태선과 같은 병소의 표면제거, 소대 절제술, 임플란트 주위염의 치료, 신경치료, 

지혈처치, 착색 제거, 전정성형술, 혈관종 제거 그리고 치주치료에 이르기까지 여러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적용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특히 섬유종과 같은 병소의 외과적 절제

에 적용되는 경우는 적은 출혈, 술후 부종, 동통 및 반흔의 감소, 봉합의 불필요성 등으로 인

하여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7) 여러 종류의 레이저 중 다이오드 레이저 역시 위와 같은 장점

을 갖고 있어 구강내 병소의 절제에 폭 넓게 이용되고 있다. 또한 다이오드 레이저는 상대적

으로 장비의 크기가 작고 비용이 저렴하며, 조작법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어 진료실에서 간

단한 외과적 적출술에 이용하기에 적합하다. 다이오드 레이저는 60년대에 처음 개발되어 90

년대 중반 치과 영역에 소개된 장비로 전류에 의해 광자가 생성되며 레이저 활성 매질은 

GaAs, GaAlAs, InGaAlP와 같은 반도체이다. 다이오드 레이저는 810, 940, 980nm 3개의 파

장에서 이용되며 경우에 따라 연속파 또는 충격파, 접촉식 또는 비접촉식으로 이용될 수 있

다. 비접촉식을 사용할 경우 방출된 광자가 조직에 좀 더 큰 직경에 적은 에너지로 조사되고 

표면 응고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혈관성 조직을 제거하기에 좋다.5), 8), 9)

  자극성 섬유종은 구강내 가장 흔히 발견되는 결절성 종창으로 주로 만성자극에 의하여 발

생하며, 치은, 입술, 협점막 등에 호발한다. 일반적으로 무증상이고 돔 형의 형태를 갖으며 주

변 점막과 유사한 분홍빛의 색을 띄는 특징을 갖는다.1), 4) 병소의 위치가 자극이나 외상에 의

해 발생한 곳인지 파악하는 것이 다른 병소와의 감별진단 시에 중요하다. 화농성 육아종은 혈

관성이므로 촉진이나 탐침 시의 출혈여부로 감별할 수 있고, 기질내 석회화 물질이 있어 단단

한 말초성 골화성 섬유종의 경우 촉진을 통해 일차적인 감별이 가능하며, 정확한 진단을 위해

서는 조직검사가 필요하다.10) 자극성 섬유종의 병리조직학적 소견은 상피가 과각화되어 있으

며, 성숙 교원질로 구성되어 있는 성유성 결합 조직 위에 나타난다. 그리고 방추형의 섬유모

세포가 나타나는데, 핵은 단형이고 전반적으로 저세포성이다.4)

  가장 좋은 치료법은 완전 절제이며, 병소는 거의 재발하지 않는다. 단, 자극원이 그대로 존

재할 경우 병소가 다시 생겨날 수 있으므로, 절제와 더불어 자극원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  론

  위 증례들을 통해서 다이오드 레이저를 이용하여 구강 내 발생한 자극성 섬유종의 치료를 

살펴보았다. 시술 시 출혈이 거의 없어 시야확보가 수월하였고, 조작이 간단하여 빠른 시간에 

완전한 절제를 할 수 있었다. 술 후 경과관찰에서도 치유 상태 양호하였으며, 환자의 불편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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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섬유종 등의 병소 치료 시 다이오드 레이저는 좋은 

선택사항이 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 더 많은 치과의사들에게 소개 및 사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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