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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mlodipine is a calcium channel blocker that is used in the management of 

hypertension. A common side effect is gingival enlargement. 64-year-old women 

complained swelling on left upper gingiva. She did not notice the gum change at 

first and sensed something was growing about 3months ago, but had no pain. She 

had been taking antihypertensive drug about 10 years and amlodipine was added 6 

months ago. We found ball-shaped (2.5cm diameter), soft pink mass was localized 

from left maxillary canine to first molar. The enlargement did not subside for one 

month of discontinuation, so it was removed by surgical excision with diode laser. 

Dentists should be aware of amlodipine-induced gingival hyperplasia. The first 

treatment is drug substitution, then maintenance of good oral hygiene. Surgical 

excision is recommended when these treatments fail to reduce the enlar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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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임상에서 흔하게 만나게 되는 치주질환으로 인한 치은 비대가 아닌 약물에 의한 치은의 과

증식은 치과의사들은 간혹 당혹스럽게 한다. 특정 약물에 의한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치은 증

식은 심미적인 문제뿐 아니라 저작, 발음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치료되지 않은 채로 방치하게 

되면 영양 결핍, 구강 내 감염 및 다른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치은 증식은 여러 가지 약물 복용에 의한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현재까지 약 20개 

이상의 약물이 치은 증식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되었다.1) 이러한 약물은 크게 세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칼슘 채널 차단제 계열의 혈압 강하제 (nifedipine, verapamil, diltiazem, 

amlodipine), 항전간제 (phenytoin) 및 면역 억제제 (cyclosporine A)이다.2) 암로디핀은 제 3

세대 다이하이드로피린 (dihydropyridine) 칼슘 채널 차단제로 고혈압 및 협심증의 치료에 널

리 사용되고 있다. 항고혈압제제 중에서 치은 증식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약물은 니페디핀으

로 암로디핀에 의한 치은 증식은 니페디핀에 비해 유병률이 낮은 편이지만 나타나는 임상증

상은 유사하다.3~5)

  약물에 의한 치은 증식의 치료는 다음의 단계로 진행된다. (1) 구강 위생 관리 (2) 약물 복

용의 중단 (3) 남아있는 치은 증식의 외과적 절제 (4) 유지 및 관리 (5) 본 증례에서는 고혈

압 치료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암로디핀의 부작용에 따른 치은 증식을 diode laser를 활용

하여 치료한 내용을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보고

  64세의 여성 환자로 상악 좌측 잇몸의 부종을 주소로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치과에 내원하

였다. 환자는 잇몸의 변화를 처음부터 느낀 것이 아니라서 정확한 발생 시기를 기억하지 못하

였다. 약 3개월 전부터 잇몸이 조금씩 붓는 증상을 알게 되었지만 통증이나 별다른 불편함이 

없어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였다. 문진을 통해 환자분이 약 10년 동안 고혈압 치료

제 (hydrochlorothiazide 25mg/day, carvedilol 25mg/day) 를 복용해 왔으며 최근 6개월 전

에 암로디핀 (amlodipine tablet, 5mg/day)을 추가로 복용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구강 내 검사 결과, 상악 좌측 견치 후방부터 제1 대구치 전방까지 약 2.5cm 직경의 둥근 

형태의 분홍색 연조직 병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 2) 환자의 무치악 부위의 치은 조직

은 정상이었다. 고혈압 외에 다른 전신 병력 및 파노라마 방사선 검사 상에는 특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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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2 #23-26 협측 치은의 과증식된 양상

  환자분께 고혈압 치료제에 의한 부작용의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내과에 의뢰하여 

암로디핀 투약을 중지하였다. 약물 복용 중단 1달 후에도 증식된 치은의 회복 양상이 관찰되

지 않아 diode laser를 이용해 해당 병소를 절제하였다. (Fig. 3, 4, 5) 치은 절제 후에는 다시 

부종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해당 부위의 보철 치료를 진행하였다. (Fig. 6)

    

Fig. 3, 4 약물 중단 1개월 뒤에도 변하지 않는 증식 양상

Fig. 5 절제된 치은

    

Fig. 6 절제 후 치유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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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고혈압 치료제 중 하나인 칼슘 채널 차단제는 1980년대 이후부터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고혈압 치료제는 다른 약물 (면역 억제제, 항전간제)보다 치은 증식을 일으키는 빈도가 더 낮

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고혈압의 유병률이 다른 질환보다 월등히 높은 점으로 인해 

칼슘 채널 차단제를 복용하고 있는 인구의 수는 면역 억제제 및 항전간제를 복용하는 인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암로디핀 은 니페디핀과 비교하여 흡수율이 높고 혈장 내 농도

가 늦게까지 유지되어 긴 작용 시간을 나타내어 하루에 한번 복용으로 충분하다. 이러한 점으

로 인해 니페디핀과 비교하여 부작용의 정도가 적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

  약물에 의한 치은 증식의 병태생리학적인 기전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으며 유전

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2, 7) 복용하고 있는 약물의 용량이 높을수록, 복용 기간이 

길수록 그 위험성은 커지지만 최근에는 저용량의 암로디핀에 의해서도 치은 증식이 보고되었

다.8) 약물에 의한 치은 증식은 어느 부위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무치악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9)

  치료는 대개 해당 약물의 중단과 함께 치태 및 치석과 같은 국소적인 인자를 제거하는 것

으로 시작하며,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10) 이러한 치료가 효과적이지 

않을 때에는 외과적인 절제를 고려할 수 있다. 절제의 필요성, 시기 및 방법을 검토 후 진행

하게 된다. 대부분의 암로디핀에 의한 치은 증식의 경우에는 외과적인 절제가 필요하다.

  레이저는 지혈효과 및 이로 인한 우수한 시야 확보, 봉합의 불필요성, 우수한 절개 능력 및 

술 후 치유가 빠르다는 장점으로 치과영역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아프타성 구내

염, 편평태선, 백반증과 같은 병소의 표면제거 및 양성 종양의 절제와 같은 연조직에도 적용

이 가능하며 근관 치료, 치주질환의 치료, 임플란트 주위염의 치료에 이르기까지 여러 영역에

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적용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11)

  구강 내 양성 종양의 외과적 절제 시에는 기존의 외과적 술식 뿐 아니라 레이저가 많이 이

용되고 있는데, 이는 레이저 시술이 술자에게 편리할 뿐만 아니라 적은 출혈, 술후 부종, 동

통 및 반흔의 감소, 봉합의 불필요성 등 환자에게도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 종류의 

레이저 중 다이오드 레이저는 장치의 크기가 작고 조작이 용이하여 섬유종과 같은 병소의 제

거에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12, 13)

  현대 사회에서 고혈압의 유병률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고혈압 치료제

를 복용하고 있는 인구 역시 높아지고 있다. 치과의사는 고혈압 치료제의 복용에 따른 부작용

으로 나타나는 치은 증식 소견을 잘 이해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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