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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ode 레이저를 이용한 자극성 섬유종의 치료 
: 증례보고

Treatment of irritation fibroma using the diode laser : Cas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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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arious types of lasers are widely used in the oral soft tissue surgery because of 

the advantages such as high coagulation properties, cutting ability and postoperative 

healing. Diode laser surgery equipment for small and portable, it is cost-effective 

compared to other laser equipment.

  A 43-year-old male patient was presented with painless mass on the left buccal 

mucosa. Clinical examination revealed a well defined pedunculated fibrotic mass. The 

excisional biopsy using a laser was planned. Excisional biopsy was performed by 

diode laser using a continuous wave laser irradiation method. Histological diagnosis 

was "irritation fibroma".

  Application of the laser in dental procedures has many advantages. Dentists under- 

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laser and receives appropriate training, it may be a 

good method for the treatment of oral cavity soft tissue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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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치의학계에 레이저의 응용은 1963년 stern과 sognnaes가 법랑질과 상아질에 루비레이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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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것을 보고한 것을 시작으로1), 1970년대 까지 많은 실험적인 연구가 시행되었으나2), 

구강이라는 협소한 공간에 연조직과 경조직이 혼재 되어있어 레이저 적용상의 어려움으로 임

상적으로 적용되지는 못하였다. 이후 광섬유의 레이저 광 전달 방식이 개발되면서 직경 200 

μm 에서 600 μm의 광섬유를 통해 협소한 구강 환경에서도 원하는 조직에 정확히 적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임상치의학에서 레이저의 응용이 보다 활발해졌다.

  여러 종류의 레이저들이 높은 응고 특성, 절개 능력, 술후 치유능력 등의 장점으로 구강악

안면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산화탄소 레이저는 생검을 위한 절개와 절제에 우수한 레이저

로 전통적인 방법에서 수술도를 대체해서 사용가능하고, 병변에서 기화나 탄화에 의한 광파열

로 인해 봉합이 거의 불필요하다3). Nd:YAG 레이저나 argon 레이저는 특히 혈관성 병소의 

제거에 적용 할 수 있다4). Ho:YAG 레이저는 악 관절 수술에서 주요 도구로 이용될 수 있고5), 

Er:YAG 레이저는 경조직의 제거에 이용될 수 있다6).

  그 중에서 diode 레이저는 휴대가 쉽고, 소형의 수술용 장비로, 다른 레이저 장비들에 비해서 

비용적으로 효율적이다. Diode 레이저는 805 nm 에서 980nm의 파장을 가진다. 임상적인 

적응증에 따라 접촉형 혹은 비접촉형으로 사용가능하며, 연속파와 충격파로 사용 될 수 있다. 

비접촉형은 중간정도의 에너지로 표면 병소의 응고에 적용 될 수 있고, 접촉형은 높은 에너지

로 조직 절개에 적용 될 수 있다. 또한 diode 레이저는 전통적인 치주처치 후 추가적으로 사

용시 치주낭에서 염증 감소와 살균 효과를 보여준다7).

  국소성 섬유 과증식, 외상성 섬유종으로도 알려진 자극성 섬유종은 조직 외상에 의해 발생

되는 흔한 결절성 양성 병소다. 자극성 섬유종은 양성 반응성 병소중에 가장 흔하다8), 9). 섬유

종은 만성적인 자극에 의한 육아조직과 흉터 형성을 포함하는 과도한 반응이다. 드물게 재발

하기도 하는데, 같은 장소에 반복되는 외상에 의해 재발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병소는 악

성 전이의 위험은 없다10). 자극성 섬유종은 성인에서 가장 흔하고, 혀, 협 점막, 하순 점막에 

주로 위치한다. 자극성 섬유종의 임상적 소견은 기저부가 넓고, 주변 정상 조직에 비해 밝은 

색깔을 보인다. 매끈한 표면에 각화과다로 흰색을 보이기도 한다. 환자가, 병소에 이차적인 자

극을 계속 주면 궤양이 발생할 수 도 있다. 직경이 10에서 20 mm 이상으로 성장하지는 않

는다. 외과적 절제가 가장 좋은 치료법이지만, 자극과 외상의 원인 또한 제거되어야 한다. 신경

섬유종(neurofibroma), 신경초종(neurilemoma), 과립세포종(granular cell tumor), 지방종(lipoma) 

등의 양성종양이나, 점액종(mucocele)과 감별진단 되어야 한다10).

  일반적으로 구강 내에서 발생한 양성 연조직 병소를 제거하는 경우, 협소한 구강 환경과 

지속적인 출혈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한다. 본 증례에서는 자극성 섬유종을 

Diode 레이저를 이용하여 효율적인 시술이 시행되었고, 양호한 치유 결과를 보였기에 보고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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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례보고

  43세의 남자 환자가 좌측 협점막에 발생한 무통성의 종괴를 주소로 내원하였다. 임상 검사 

상 좌측 협점막에 경계가 뚜렷한 유경형 섬유성 종괴를 관찰할 수 있었다(Fig 1). 절제 생검

을 계획하였으며, 수술도를 이용할 시 출혈 조절 등에 의한 어려움이 예상되어 diode 레이저

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Fig. 1 좌측 협점막에 발생한 경계가 뚜렷한 
유경형 섬유성 종괴

  통상적인 방법과 동일하게 항생제 및 비스테로이드계 소염제를 1일전부터 복용하였으며 

4% 염산 아티카인(1:100,000 에피네프린 포함)을 이용하여 병소 주위에 침윤마취를 시행하였

다. 좌측 협점막의 섬유종을 Diode 레이저(Lambda D10, LAMBDA Scientifica SpA, Italy)를 

1.5W 연속파 조사 방식으로 사용하여 지혈 상태를 유지하며 제거하였다(Fig 2, 3). 

Fig. 2 병소의 경계를 먼저 표시
Fig. 3 지혈 상태를 유지하며 병소 하방을 

절제

  추가적인 지혈처치와 치유 촉진, 재발 방지를 위하여 병소 기저부위의 잔여 조직에 추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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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레이저 조사를 시행하였다(Fig 4). 제거된 병소는 10% 포르말린 용액으로 고정하여 조직검

사를 의뢰하였다(Fig 5).

Fig. 4 병소의 제거후 병소 기저부위의 잔여 
조직 정리 및 지혈

Fig. 5 절제된 병소

조직학적 관찰에서 치밀한 교원질 다발과, 상피표면의 과각화증을 관찰할 수 있

었다.(Fig 6).

Fig. 6 조직학적 소견, 치밀한 교원진 다발과, 
과각화된 상피 표면이 관찰됨(H-E, x40)

  수술 후 경과관찰을 위한 재내원시 수술 부위는 양호한 회복상태를 보이고 있었고, 환자는 

불편감을 호소하지 않았다. 술후 1달후에는 수술 부위를 인식하기 힘들 정도로 우수한 치유양

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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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자극성 섬유종의 의치자극이나 볼과 입술을 깨무는 것과 같은 만성자극에 대한 과도한 반

응이다. 조직학적으로 섬유모세포와 교원질성 산물의 과증식을 나타내며, 구강 내에서 발견되

는 가장 흔한 결절성 종창이다. 자극성 섬유종은 섬유모세포의 진성 신생물이 아니기 때문에 

국소성 섬유성 증식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성인에서 가장 흔하고 치은, 입술, 협점막, 혀 등

의 저작과 관련된 부위에 위치한다. 임상적으로 정상 색깔의 매끈한 점막 표면과 함께 돔 형

태의 성장을 보이며, 성장이 느리게 진행된 후 수년간 같은 크기로 남아 있을 수 있다. 국소

적 절제가 가장 좋은 치료법이며, 병소는 거의 재발하지 않는다11).

  자극성 섬유종과 같은 구강 내 연조직 병소의 외과적 절제에는 전통적인 수술도를 이용한 

방법과, 액상질소 등을 이용한 냉동수술법, 전기소작기를 이용하는 방법, 레이저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레이저를 이용하는 경우 많은 장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지혈 효과가 탁월

하여 출혈이 감소함으로써 시술 부위의 시야가 개선된다. 결과적으로 좀 더 세밀하고 정확한 

기구의 조작과 치료가 가능해 진다. 둘째, 우수한 조직 치유 능력과, 조직 탄성의 유지, 반흔 

형성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레이저에 의한 창상에서 전통적인 수술도에 의한 경우보다, 

조직의 치유 과정에서 긴장과 반흔 형성을 유발하는 근섬유아세포들이 더 적게 나타난다. 셋

째, 적은 조직 외상으로 절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술 후 불편감의 감소 또한 기대할 수 있다
12~14).

  레이저 치료의 원리는 절개, 증산/증착, 지혈의 3가지로 대표된다. 레이저를 조직에 조사 

하였을 때 조직에서의 반응은 흡수, 투과, 반사, 산란 양상으로 이중에서 흡수되는 것만 시술

에 필요한 에너지로 사용된다. 이러한 조직 상호작용은 임상적으로 병소의 제거 및 조직 절

개, 지혈, 멸균효과 및 조직접합 효과 등을 나타낸다15).

  그 중에서도 Diode 레이저는 구강내 병소의 처치에 우수하며, 간단하고, 안전한 도구이다. 

출혈이 적으며, 술 후 부종과 불편감이 최소화 된다. Diode 레이저는 연조직의 처치에 대해

서 미국 식약청에 승인을 받았으며, 그 처치는 연조직 소파, 절개, 치주낭 괴사조직제거, 절제

를 포함한다. Diode 레이저를 이용한 섬유종의 제거에는 광화학적, 열성 혹은 혈장매개에 의

해 생물학적 조직의 증착 혹은 분해기법이 주로 이용된다16). 병소의 크기와 깊이에 따라 레이

저의 출력과 초점의 크기를 결정한다. 그 후 tip을 가볍게 접촉시키고 좌우로 이동하면서 층

별로 절제를 시행한다17). 우수한 지혈 효과 및 조직의 치유능력 향상으로 대개 봉합이 필요하

지 않으며, 술 후 통증과 부종 등의 부작용이 거의 없이 창상은 7일 이내에 거의 치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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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이상 보고한 바와 같이 치과 시술에서 diode 레이저는 높은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간단

하고 안전한 치료방법이다. 쉬운 조작법으로 인해 빠르고 얇고 깨끗하게 조직을 절제 할 수 

있었고, 출혈이나 반흔 조직의 형성이 감소되었다. Diode 레이저의 멸균 효과와 조직 성장 

자극 효과로 빠른 시간 내에 훌륭한 치유를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치과 시술에 레이저의 

적용은 많은 장점이 있으므로, 좀 더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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