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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협측 치은에 발생한 화농성 육아종을
Diode laser로 절제하여 치료한 증례보고

Pyogenic granuloma occurred on the buccal gingiva of pregnant woman 
and its treatment through excision using the diode laser: Cas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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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yogenic granuloma appears as an overgrowth of tissue due to irritation, trauma or 

hormonal factors. It may be seen at any site of human body but it is mainly found 

on gingiva. Clinically oral pyogenic granuloma is a smooth or lobulated lesion and its 

shape is small, red erythematous papule. Pyogenic granuloma grows rapidly and it is 

easy to bleed because of high number of blood vessel. There is a definite sex 

difference with more females affected than males. And it tends to occur during the 

second and third trimester of pregnant woman. For that reason pyogenic granuloma 

is also known as “Pregnancy tumor”.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proper diagnosis, 

management and treatment of pyogenic granuloma because of its high incidence in 

pregnant women. Excisional surgery is the treatment of choice for pyogenic granuloma 

and excision by laser and sclerotherapy have been proposed. And histological study is 

recommended for proper diagnosis. We report about a pyogenic granuloma occurred 

in the gingiva of a pregnant woman and its treatment using a diode la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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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화농성 육아종은 광범위한 내피세포 증식과 육아조직의 국소적인 성장을 보이는 염증성 과

증식의 한가지 형태로, 주로 젊은 여성에서 호발한다1), 2). 화농성 육아종의 발생은 감염과는 

관련이 없으며 낮은 강도의 만성적 자극, 외상 그리고 호르몬 요인과 관련이 있으며, 구강 내

에서는 치석, 파절치아, 음식물 등이 과증식 반응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3), 4), 5). 일반

적으로 화농성 육아종은 신체 모든 부위에서 발생 가능하며 구강 내에서는 혀, 입술, 협점막 

등에 발생할 수 있으나 치은의 치간유두에서 가장 호발한다6).

  임상적으로 화농성 육아종은 매끈하거나 엽상의 표면을 가진 유경이나 무경의 폴립모양 종

괴 또는 괴양성으로 피부나 점막이 성장 형태를 보인다. 색상은 분홍색, 붉은색, 보라색까지 

발병 후 경과시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혈관 증식으로 인하여 쉽게 출혈되는 경향을 보

이며 상피의 궤양으로 이차적으로 표면에는 위막(pseudo membrane)이 관찰되기도 한다7).

  병리조직학적으로 화농성 육아종의 특징은 혈관성 육아조직으로 내부는 내피세포로 이장된 

모세혈관이 현저하게 증식된 양상을 보이면서 섬유성 결합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외

부 자극으로 인하여 표면에 궤양이 발생한 경우 다형핵 백혈구와 형질세포, 임파구의 침윤이 

관찰되기도 한다8).

  임신한 여성의 치은부위나 구강 내에 발생하는 화농성 육아종은 임신성 종양이라 불리기도 

한다9). 임신성 종양은 치간 사이 협측 치은에서 호발하며, 임신부의 약 5%에서 관찰된다10),

11). 임신성 종양은 임신 2기, 3기의 여성에서 호발하며 에스트레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증가

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며 대부분의 병소는 출산 후 부분적으로 혹은 완전히 퇴행한다.

  감별진단을 위하여 병리조직학적 검사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며, 치료는 외과적 절제 시행 

후 하방조직의 소파술 및 치근활택술이 적절히 시행되어야 한다.

  본 증례에서는 임신 23주차인 34세 여성의 상악 좌측 제1대구치와 제2대구치 사이의 치간

유두에 발생한 화농성 육아종을 Diode 레이저를 이용하여 치료한 내용을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 보고

  34세 여성이 좌측 상악 구치부의 과증식된 연조직의 불편감으로 1차 의료기관 진료 후 감

별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본원으로 의뢰되었다. 환자는 수주일 전부터 주소부위에 불편감이 

있었으며, 내원하기 1주일전부터 과증식된 연조직을 인지하였으며 양치질 등의 약한 자극에도 

쉽게 출혈되는 경향을 보여 치료를 위하여 내원하였다.

  병소는 상악 좌측 제1대구치와 제2대구치 부위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15mm x 10mm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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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mm의 타원 형태였고 색상은 분홍빛에서 붉은색을 띄고 있으면서 표면에는 위막과 함께 말

단부위의 일부 조직의 괴사가 관찰되었다.(Fig. 1) 환자의 구강위생은 전반적인 치태침착을 보

이는 불량한 상태였으며, #27 치아는 1도 이상의 동요도를 보였으며, 치주탐침기를 이용한 

검사에서 치은열구내 다수의 치석이 확인되었다. 환자는 동통은 크게 느끼지 못하는 상태였으

며, 병소가 더 이상 커지지는 않으나 약한 자극에도 출혈되는 불편감과 함께 불안감을 호소하

고 있었다.

  구강 검사상 치석 자극으로 치은에 발생한 임신성 종양으로 진단하고 외과적으로 절제와 

함께 치석제거를 시행하도록 계획하였다. 좌측 후상치조신경에 대하여 리도카인(1:10만 에피

네프린)으로 국소마취 시행 후 Diode 레이저(980 nm, continuous wave, 200 um optical 

fiber, 6W)를 이용하여 병소를 절제하였고(Fig. 2), 치주 큐렛을 이용하여 치석제거를 위한 치

근활택술을 시행하였다. 레이저를 이용한 조직 절제 후 출혈이 크지 않아 추가적인 지혈처치

는 시행치 않았으며, 감염예방과 통증 조절을 위하여 산부인과 협진하에 항생제와 소염진통제 

처방을 시행하였다.

Fig. 1 #26,27 치간부 협측에서 관찰된 
과증식된 연조직 병소

Fig. 2 Diode 레이저를 이용한 연조직 병소의 
외과적 절제

  절제된 병소(Fig. 3)는 본원의 임상병리과에서 조직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조직검사 결과 화

농성 육아종(Pyogenic granuloma)으로 진단되었다. 약 1주일 후 재내원 하였을 때 환자는 술 

후 동통은 크게 없었다고 하였으며, 개선된 구강위생과 함께 병소가 절제된 치은부위의 양호

한 치유 양상이 확인되었다.(Fig. 4) 환자에게 임신성 종양의 재발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구강위생 관리를 지시한 후, 병소 재발시 내원하도록 하였으나 더 이상 내원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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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절제된 연조직 병소
Fig. 4 외과적 절제 시행 1주일 후 확인된 

양호한 치유양상

  화농성 육아종은 미세혈관이 풍부한 육아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증례의 병리조직학적 

분석 결과병소는 비각화성 중층상피로 피개되어 있고, 내부는 내피세포로 이장된 모세혈관이 

현저하게 증식된 양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병소 내부는 섬유성 결합조직이 전체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모습으로 전형적인 화농성 육아종의 조직 소견을 보여주었다.(Fig. 5,6)

Fig. 5 비각화성 중층상피로 피개된 
폴립형태의 병소 (H&E, x20)

Fig. 6 내피세포로 이장된 모세혈관 현저한 
증식 (H&E, x100)

고  찰

  화농성 육아종은 임신한 여성에서 호발하는 까닭에 정확하게 감별진단하고 치료시기 및 치

료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강내에서 종물 형태의 병소로 나타나는 화농성 육아종은 

자극성 섬유종(irritation fibroma), 주변성 거대세포 육아종(peripheral giant cell granuloma), 

주변성 골화 섬유종(peripheral ossifying fibroma), 혈관종(hemangioma), 카포시 육종(Kaposi’s 

sarcoma)등과 감별진단 하는 것이 중요하다2).

  자극성 섬유종은 만성자극에 대한 과도한 반응으로 나타나며, 조직학적으로 섬유모세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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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질성 산물의 과증식을 나타낸다. 자극성 섬유종은 치은, 입술, 협점막, 혀 등의 저작과 관

련된 부위에 위치하며, 임상적으로 정상 색깔의 매끈한 점막 표면과 함께 돔 형태의 성장을 

보인다. 병리조직학적으로 치밀한 교원질 다발이 관찰되고 병소가 보통 만성적인 자극을 받으

므로 과각화된 표면을 관찰할 수 있다12). 국소적 절제가 가장 좋은 치료법이며, 병소는 거의 

재발하지 않는다.

  주변성 거대세포 육아종은 치은 결합 조직의 과증식 반응으로 치은 병소의 임상 경과는 화

농성 육아종과 유사하다. 병소는 치간유두와 치조제 부위에 적색에서 보라색의 종창으로 시작

되며 병리조직학적으로 거대세포 조직의 결절성 배열을 확인할 수 있다13). 치료는 모든 거대

세포 조직을 포함하여 외과적 절제를 시행해야 한다.

  주변성 골화 섬유종은 골막 또는 치주인대 기원의 섬유성 증식이다. 병소는 촉진시 단단하고 

하방조직에 고정되어 있으며, 치주인대 세포의 골형성 및 백악질 형성 능력으로 종종 병소내에 

방사선 불투과상이 관찰되기도 한다14). 치료는 치주인대를 포함한 외과적 절제술이며 치주소

파술도 필요하다.

  혈관종은 출생시에 존재하거나 아동기에 발생하는 양성의 혈관 증식으로 입술이나 구강점

막의 혈관 병소는 성인기에 발생하며 국소적인 정맥 확장으로 나타난다. 혈관종은 어느 점막 

부위에서나 발생할 수 있으며 혀에서 가장 호발한다2), 7). 점막 병소의 대부분은 환자가 성인

이 되면 사라진다. 병리조직학적으로 모세혈관이나 적혈구로 치밀하게 뭉쳐진 혈관 공간이 관

찰된다. 치료는 우선적으로 자연치유를 기대하고 기능적 또는 심미적인 이유로 절제하거나 경

화제를 주입하여 치료한다15).

  카포시 육종은 HIV 감염과 연관되어 피부나 구강내에 관찰되며 구강내에서는 구개와 치은

부위에서 호발한다16). 잘 경계된 혈관이 없기 때문에 압력을 가할 때 창백해지지 않는다. 병

리조직학적으로 찢어진 혈과조직과 다형핵의 방추세포와 혈관주위에 배열된 내피세포가 관찰

된다. 치료는 경화제 주사요법 및 화학요법이 시행된다7).

  임신 시 화농성 육아종의 발생 원인은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혈중 농도 증가로 인

한 것으로 출산 후 호르몬이 정상화되면 병소는 퇴행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임신한 여성

에서 화농성 육아종이 관찰된 경우 외과적으로 절제하여 적극적으로 치료할 것인지, 보존적인 

치료를 시행하면서 출산 이후 변화를 관찰하여 치료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

분의 환자는 화농성 육아종이 발생할 수 있는 국소적 요인을 가지고 있으며, 불편감으로 내원

한 경우 이미 발달된 병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화농성 육아종을 가진 

임신한 여성 환자에서는 국소마취를 동반한 외과적 절제 및 약물 복용이 가능한 경우라면 적

극적인 외과적 절제 및 치근활택술을 시행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만약 출산

이 임박한 임신부의 경우라면 우선적으로 출산 이후 호르몬의 정상화로 인한 병소의 자연적

인 퇴행을 기대해볼 수 있으며, 더 이상 퇴행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시기에는 외과적인 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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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화농성 육아종의 치료 방법은 외과적 적출과 자극원의 제거가 전형적인 치료법이나 최근에

는 절제에 레이저를 이용하는 술식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재발이 잘 되는 부위에서는 

병소 내부로 etanol이나 corticosteroid를 주입하는 술식이 재발을 방지한다는 보고도 있다.

  레이저 술식 중에서도 Diode 레이저는 상대적으로 연조직의 절제가 용이하며 레이저에 의

한 주변부 손상이 크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17). CO2 레이저의 경우 구강내 연조직 절제시 치

조골 손상 가능성에 대하여 보고된바 있다18). 또한 Diode레이저의 경우 헤모글로빈에 잘 흡

수되는 파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Nd:YAG 레이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수한 절제능와 혈액 

응고 결과를 보여준다고 한다17), 19). 앞선 연구에서 Diode 레이저를 치주판막술에 적용하여 

통증 조절 및 살균효과가 있음이 보고된바 있다20).

  따라서 구강내 연조직, 특히 치은부위에 호발하는 화농성 육아종의 제거에는 레이저를 이용

한 절제술이 우선적으로 선택될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Diode 레이저를 이용한 절제술이 적

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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