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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주위염에서의 레이저의 최근 적용 경향

박현춘, 김수관, 문성용, 오지수, 선주림, 유재식
Department of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 Chosun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d the use of laser in the 

treatment of peri-implantitis.

Material and methods : The Pubmed and Science direct electronic database was used 

to search for articles relating to use of laser to treatment of peri-implantitis. 

Articles were limited to English articles.

Results : Most of article demonstrated positive outcomes after short-term treatment 

period with CO2 and Er:YAG laser. However, long-term observation period was 

not reported, then initial out comes were not maintained.

Conclusions : The laser treatment for peri-implantitis was valuable in short-term 

period. However, long-term follow-up study was needed to evaluate for laser 

treatment of peri-implantitis.

서  론 (Introduction)

  골유착 임플란트는 무치악환자의 보철수복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치료가 되어 왔으며 

최근 임플란트 재료 및 수술 방법의 발달로 인하여 높은 성공률이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한 

보고에 따르면 5년동안 12~43%의 임플란트가 임플란트 주위에 염증반응이 관찰되며 이에 따

른 골소실이 관찰된다고 하였다.1 이러한 임플란트 주위 염증을 ‘임플란트 주위염’ 이라고 하

였으며 Lindhe등은 임플란트 주위 골의 파괴를 일으키는 염증반응이라고 정의 하였다.2 이러

한 임플란트 주위염의 발생에는 임플란트 주위 세균막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으며 이

러한 세균막에는 주로 치주염을 일으키는 세균과 비슷한 Prophyromanas gingivalis, Prevotella 

intermedia 등 그람 음성 혐기성 균들이 중요 균종을 이룬다고 하였다.3,4

  임플란트 주위염의 증상으로는 Lang등에 따르면 탐침시 출혈이 있으며, Fransson 등에 의

하면 치주낭 깊이의 증가, 치은퇴축, 화농 등이 발생한다고 하였다.5 또한 임플란트 주위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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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면서 임플란트 주위 골소실이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그 후 다른 연구에서 임플란트 주

위염이 존재하는 곳에서 일년에 평균 0.15mm의 골흡수가 관찰된다고 보고하기도 하였고, 임

플란트 주위염이 더 진행된다면 결국 임플란트가 실패하게 된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었다.6,7,8 

  이러한 임플란트 주위염 치료를 위해서 많은 방법들이 보고되었다. 임플란트 주변 세균막과 

염증성 조직의 제거를 위해 기계적인 제거, 국소적 또는 전신적 항생제의 사용, 외과적 처치

를 동반한 골이식 등이 소개 되었다.9 그 중 전신적 또는 국소적 항생제의 사용은 유용한 효

과를 보인다고 하였으나 단독으로 사용 시 제한적인 효과만이 보고되었으며, 기계적인 제거를 

동반한 외과적인 치료를 시행한 경우 유용한 결과들이 보고되었다.10,11,12 특히 외과적 수술시 

세균에 의하여 오염된 임플란트 표면처치를 위하여 많은 방법들이 보고되었다. 그 방법들로는 

플라스틱 큐렛, 티타늄큐렛, air-abrasion, 레이저 처치 등이 알려져 있다.13~15 기계적 제거의 

경우 임플란트 표면의 손상을 야기 할 수 있으며, air-abrasion은 깊은 임플란트 주위염 처치

시 안면부 기종을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15,16 또한 기계적인 염증조직의 제거만을 시행한 

경우 제한적인 증상경감 만이 관찰되었다는 보고도 있었다.17 따라서 최근에는 임플란트 표면

의 손상을 줄이고 환자의 불편감을 줄이기 위하여 레이저의 사용이 소개 되었으며 그 유용성

이 보고되었다. 사용되는 레이저의 종류는 CO2, diode, Nd:YAG, Er:YAG 레이저 등이 있었

으며 그 중 Nd:YAG 레이저의 경우 표면손상이 다른 레이저와 비교하여 크기 다는 연구도 

존재하였기 때문에 최근 주로 사용되고 있는 레이저는 CO2 레이저와 Er:YAG 레이저 였다.18~22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임플란트 주위염의 처치에 레이저를 사용한 다양한 연구의 고찰을 

통하여 CO2 레이저 와 Er:YAG 레이저의 적용 및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Materials and methods)

  Pubmed 와 Science direct 전자저널 검색을 통하여 “임플란트 주위염”과 “레이저”, “임플

란트 주위염” 또는 “CO2 레이저”, “임플란트 주위염” 또는 “Er:YAG레이저”를 포함하는 연구

를 검색하였다. 그 중 최근 10년 이내에 발표되었으며 In vitro및 In vivo연구 중 CO2 레이

저와 Er;YAG 레이저를 사용한 처치에 관한 연구를 선별하였다.

결  과 (Result)

CO2 레이저를 이용한 임플란트 주위염의 처치

 CO2 레이저를 이용한 임플란트 주위염의 처치를 간단히 표로 요약하였다(Table 1). CO2 레

이저를 이용한 임플란트 주위염의 처치는 대부분 외과적 치료와 골이식을 동반한 치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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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주위 세균제거를 위하여 사용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임플란트 주위염 처치를 위한 

레이저의 강도 설정은 2.5~8W까지의 강도가 사용되었다.23~25 동물 및 임상 시험에 사용된 

레이저의 모드는 대부분 continuous mode 설정의 레이저가 사용되었으며 적용시 좋은 결과

들을 보고 하고 있다.24,25 Persson 등의 연구에 따르면 성견에서 임플란트 주위염을 발생시킨 

후 외과적인 치료를 동반하여 처치를 시행한 경우 임플란트 주위의 세균제거를 위하여 CO2 

레이저를 적용하였으며 골이식을 하지 않았으나 6개월 뒤 신생골 혈성과 임플란트 주위 골유

착이 관찰되었다고 하였다.23 그러나 임플란트 표면과 레이저 조사거리 등에 대한 보고는 없

었으며 6개월 이후의 결과는 보고되지 않았다. Stubinger 등의 연구에 따르면 6 마리의 성견

에서 임플란트 주위염을 발생시킨 후 외과적 수술과 동반하여 각각 CO2 laser, air-powder 

abrasive 를 사용하여 임플란트 주위 육아조직 제거를 시행하였으며 그 뒤 약 8주 후 조직학

적 관찰결과 CO2 레이저를 사용한 군에서 더 많은 신생골 형성이 관찰되었다.24 그러나 8주 

후 성견을 희생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의 예후는 평가되지 못하였다. Romanos 등은 티타늄 

디스크에 4~6w의 레이저를 조사하였고 표면의 손상 정도를 비교한 결과 적용한 강도의 레이

저에서는 유의할 만한 표면 손상은 관찰되지 않았음을 보고 하였다.26 Deppe 등은 임플란트 

주위염이 발생한 환자를 대상으로 외과적인 치료와 동반하여 염증조직 제거 후 CO2 레이저를 

조사하였으며 B-tricalcium phosphate를 이식하였다. 이식한 후 약 4개월 뒤  탐침과 방사선 

검사를 이용하여 검사한 결과 레이저를 이용하여 염증조직을 제거한 집단이 일반적인 기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제거한 경우보다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고 하였으나 약 5년 후 장기간의 재 

내원 기간 동안 검사한 결과 두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고 하였다.25 Tosun 

등의 보고에 따르면 세균으로 오염된 티타늄 디스크에 2~6W의 레이저를 조사하여 세균의 감

소를 본 연구에서 6w의 CO2 레지저를 조사했을 때가 100%에 가까운 세균제거 효과를 보였

다고 하였다.27 

Er:YAG 레이저를 이용한 임플란트 주위염의 처치

  Er:YAG 레이저를 이용한 임플란트 주위염 처치에 관한 6개의 연구를 분석하였다(Table 2). 

Er:YAG 레이저를 이용한 처치는 외과적 치료와 비외과치료 모두가 행해지고 있었다. 대부분

의 연구에서 레이저 강도의 설정은 90~500mJ/pulse까지 다양하였지만 주로 100mJ/pulse의 

강도로 사용되었다.27~29 Schwarz 등의 연구에 따르면 임플란트 주위염이 발생한 20명의 환자

를 대상으로 10명은 플라스틱 큐렛을 이용하여 기계적 제거를 시행하고 10명은 100mJ/pulse

를 비외과적인 방법으로 조사 결과 레이저를 조사한 집단에서 탑침시 출혈 및 치주낭 깊이의 

유의적인 감소가 관찰되었다고 하였으나 6개월 까지만 재 내원 검사를 시행하여 그 이상 장

기간의 연구결과는 보고 되지 않았다.30 또한 임플란트와 레이저와의 조사거리도 보고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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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Takasaki 등의 연구에 따르면 임플란트 주위염을 발생시킨 4마리의 성견에서 외과적 

치료를 동반한 플라스틱 큐렛과 Er:YAG 레이저를 이용한 처치를 하였고 약 24주 후 희생하

여 조직학적 분석을 시행한 결과 레이저를 조사한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할만한 신생골 

형성이 관찰되었다.31 그러나 개체수가 너무 작았으며 레이저 조사강도의 차이도 기술되어 있

지는 않았다. Persson 등의 연구에 따르면 비외과적인 방법으로 100mJ/pulse의 강도로 

Er:YAG 레이저를 조사한 집단에서 6개월 간의 재내원 기간동안 관찰을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할만한 탐침시 출혈 및 치주낭 깊이의 감소등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하였다.32 Schwarz 

등이 2011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임플란트 주위염이 발생한 환자를 대상으로 Er:YAG 레

이저를 조사한 집단과 플라스틱 큐렛을 이용한 집단에서 6개월 간의 재 내원 기간 동안 탐침

시 출혈 및 치주낭 깊이 감소가 관찰되었다고 하였으나 그 이후 장기적인 평가는 보고 되지 

않았다.29 Tosun 등의 연구에 따르면 새균으로 오염된 티타늄 디스크에 각각 80-90mJ/pulse

와 5-10Hz의 설정을 달리하여 레이저를 조사한 결과 90mJ/pulse에서 100%에 가까운 세균의 

감소가 관찰되었다고 하였다.27 Hauser-Gerspach 등의 연구에 따르면 세균으로 오염된 티타

늄 디스크를 500mJ/pulse의 강도로 Er:YAG 레이저를 조사한 결과 매우 강한 살균작용을 보

인다고 하였으나 디스크 표면의 손상에 대해서는 보고 하지 않았다.28 

고  찰 (Disscussion)

  앞선 여러 연구를 종합하여 볼 때 주로 임플란트 주위염에서 레이저의 사용은 세균으로 오

염된 임플란트 표면의 세균제거를 목적으로 하였으며 임플란트 주위염의 치료에 분명 이러한 

세균제거를 필요 하다는 것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임플란트 주위염 처치에 CO2 레

이저와 Er:YAG 레이저의 사용은 과거부터 사용된 기계적 제거와 비교했을 때 분명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고 볼 수 있다.

  CO2 레이저를 사용한 연구들은 대부분 외과적인 치료와 동반하여 임플란트 표면의 남은 

세균을 제거하는데 사용되었으며 세균의 감소 및 신생골 형성의 긍정적인 결과를 보고 하였

으며 표면 2~4w 강도의 조사는 티타늄 표면에 큰 손상을 가하지 않음을 보고 하였다.26,27 

Park 등의 연구에서도 2~4w의 레이저를 임플란트 표면에 조사한 후 SEM을 이용하여 관찰한 

경우 표면의 큰 손상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33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의 임상적 적용기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연구에 사용된 임플란트 표면 또한 다양한 경

우가 대부분이어서 객관적인 비교가 힘들며, 임플란트와 레이저간의 거리 또한 보고된 경우가 

없어 정확한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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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YAG 레이적의 경우도 비외과적 또는 외과적 방법과 동반하여 사용한 경우 분명 긍정적

인 결과를 보고 하고 있다.30,31 또한 실험적 연구에서도 현재 사용되고 있는 100mJ/pulse의 

경우 임플란트 표면 손상이 적음을 보고 하였으나 그 이상의 강도에서는 CO2 레이저와 비교

시 표면손상가능성이 높을 수 있음을 보고 하였다.33 

  Er:YAG 레이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비외과적인 처치나 외과적 처치를 동반했을 때 또한 

임플란트 표면과 레이저와의 거리는 역시 보고되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

었다.20,29,31 그리고 재 내원 기간 역시 대부분 6개월 이내였으며 한 연구에서는 플라스틱 큐

렛을 사용한 염증처치와 비교했을 때 유의적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는 보고도 있어 더 장기

간의 임상적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32

  이처럼 CO2 레이저나 Er:YAG 레이저를 사용하여 임상적 혹은 실험적으로 임플라트 주위

염 처치에 적용하였을 경우 분명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 것은 사실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앞에

서도 언급하였듯이 결정적으로 장기간의 재 내원을 통한 관찰이 부족하다는 것을 간과할 수

는 없으며, 각각의 적용방법 또한 외과적 치료를 동반하기도 하고 비외과적 치료만을 하기도 

하였으며, 골이식을 동반하기도 하고 아닌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각각의 적용방법에는 객관

적인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술자는 이를 적절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장

기간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Conclsusion)

  최근 임플란트 주위염 처치에 레이저의 사용은 분명 긍정적인 효과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

으나 장기간의 연구와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

라서 술자는 이를 적절히 판단하여 레이저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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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tudies of CO2 laser on dental implants 

Author Study type Year Procedures of 
irradiation

Power 
setting(w) Result Study period

Persson et al.
In vivo
(Beagle 
dogs)

2004

Surgical 
exposure, 
granulation 
tissue 
curetted, 
Irradiation, 
H202 and 
systemic 
antibiotics 
apply

8w, 20Hz
5s

New bone 
formation 6 months

Stubinger et 
al.

In vivo
(Beagle 
dogs)

2005

Surgical 
exposure, 
granulation 
tissue 
curetted,
Irradiation

cw 2.5w
10sx6times

New bone 
formation 12 weeks

Romanos et 
al.

In vitro
(Titanium 
disc)

2006 Irrdiation to 
titanium disck

4-6w, 
20Hz No damage Not 

reported

Deppe et al. In vivo
(Clinical) 2007

Surgical 
exposure, 
granulation 
tissue 
curetted,
Irradiation

cw 2.5W
12sx5times

New bone 
formation 5 years

Tosun et al.
In vitro
(Titanium 
disc)

2012

Irradiation to 
bacterial 
contaminated 
titanium disc

6W, 20Hz
10s

No damage 
and 
eliminated 
100% 
bacteria

Not 
repo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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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tudies of Er:YAG laser on dental implants

Author Study type Year Procedures of 
irradiation

Power 
setting(w) Result Study 

period

Schwarz et al. In vivo
(Clinical) 2005 Non surgical 100mJ,

10Hz
Reduced 
BOP and PD 6 months

Takasaki et al.
In vivo
(Beagle 
dogs)

2007

Surgical 
exposure, 
granulation 
tissue 
curetted,
Irradiation

100mJ,
20Hz

New bone 
formation 24 week

Persson et al. In vivo
(Clinical) 2011 Non surgical 100mJ,

10Hz

No 
significant 
change

6 months

Schwarz et al. In vivo
(Clinical) 2011

Surgical 
exposure, 
granulation 
tissue 
curetted,
Irradiation

100mJ,
10Hz

Reduced 
BOP and PD 6 months

Tosun et al.
In vitro
(Titianium 
disc)

2012

Irradiation to 
bacterial 
contaminated 
titanium disc

90mJ, 
10Hz,
10s(300ms 
exposure 
time/pulse)

No damage 
and 
eliminated 
100% 
bacteria

Not 
reported

Hauser-Gerspach 
et al.

In vitro
(Titanium 
disc)

2013

Irradiation to 
bacterial 
contaminated 
titanium disc

500mJ, 
10Hz, 10s

Strong 
bacteriocidal 
effect

Not 
repo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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