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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Laser를 이용한 치근단 농양의 처치

민홍기, 김수관, 오지수, 유재식
조선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

Purpose : As laser has outstanding biostimulative effect, it could be an effective 

treatment for abscess. Especially, it can be useful for hemostasis and pain control.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port about clinical case for treatment on CO2 

laser with reviewing literature.

Material and method : For those who visited Chosun University Dental Hospital Oral 

Maxillofacial surgery Dept., we have compared general incision and drainage 

treatment with CO2 laser treatment.

Results : When using soft laser, comparing with general incision and drainge, it was 

more effective in pain control and recovery of symptom.

Conclusions : Soft laser should be effectrive treatment method for abs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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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2 laser는 생체자극적이며 치유를 촉진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 치의학의 

여러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1,2 치근단 농양은 치수나 치주기원의 국소적 감염으로, 치

근단 부위에 고름이 차있는 상태를 말하며, 일반적인 처치법은 세균의 수를 줄이기 위해 절개 

후 삽관을 통한 배농을 시행한 뒤 적당한 양의 적절한 항생제를 투여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치근단 농양의 치료 방법으로서 CO2 laser를 이용하였을 때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알

아보기 위한 것이며, 치근단 농양이 발생한 20명의 환자들 중 10명에게 통상의 절개와 배농

을 시행하고 다른 10명에게는 CO2 laser를 이용한 절개와 배농을 시행한 결과 후자에서 더 

나은 결과를 보였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최근 들어 레이저가 치의학계의 새로운 분야를 열고 있다. 레이저가 가진 생체자극효과 때

문인데, 통증이나 질병이 존재하는 거의 모든 상황에서 사용되고 있다. 살균 효과는 물론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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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와 특히, CO2레이저를 이용하여 치석 제거를 하거나 치주낭 접근을 통한 치주염 치료를 하

는 것은 이제 치과 임상에서 익숙한 모습이다.3 또한, 연조직증식이나혈관종 같은 외과적 접

근이 필요한 연조직 질환에서도 뛰어난 지혈 효과, 연조직에 대한 뛰어난 흡수율, 비접촉식으

로 인한 낮은 감염율 덕에 쉽게 병소를 절제하고 그 치유를 도울 수 있다.4 그리하여 그 조사

량에 따라 저수준에서는 통증 완화, 혈류 개선, 항염증 작용, 창상치유 촉진 등의 효과가 있

으며 고수준에서는 절개, 지혈, 응고 등의 다양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4,9

  치근단 농양은 치수의 감염에 따른 치수괴사의 결과물로 나타나거나 치주조직에서 치근단

으로 파급되어 발생하기도 하는 국소적 화농성의 감염이다.5,6 급성 치근단 농양의 형성과 관

련된 원인들은 치아 우식으로 인한 치수 괴사, 외상으로 인한 치수 괴사, 치아 파절로 인한 

치수 감염 등이 있고 치주질환이 치근단까지 파급되어 발생하기도 한다. 치근단 농양은 국소

적으로 치근단 부위에 고름이 축적되며 이는 곧 주변 치조골의 흡수를 야기한다. 병소가 진행

된 경우 높아진 병소 내 압력으로 인해 누공이 생겨 구내로 개통되기도 한다. 거의 모든 경

우에서 병소를 약하게 눌러도 누공이나 치은 경계부로 고름이 흘러나온다. 급성 치근단 농양

의 증상은 악취 정도의 약간 불편한 정도에서 치은 부종을 동반한 극심한 고통까지 다양하다. 

치근단 농양을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골파괴를 비롯하여 인접치 이환, 근막간극으로의 

이환 등의 결과를 초래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 치근단 농양은 일반적으

로 절개 후 삽관, 배농, 항생제 적용의 단계로 치료한다.

  연구는 20명의 치근단 농양 환자들에게 행해졌다. 치근단 농양의 진단은 병력청취와 PMH 

/PDH확인, 구내 검사와 방사선 검사 후 이뤄졌다. 10명의 환자에서 일반적인 치료법(절개, 

배농, 항생제 복용 - 오그멘틴 625mg 2회/일로 7일간, 오그멘틴 1.2g/V로 주사투여 1회)이 

행해졌고 다른 10명의 환자에서는 CO2 레이저 (Specta - DENTA, Lutronic)를 2.0-4.0W의 

HLLT (High reactive level laser treatment)방법으로 절개 후 배농이 행해졌다. 

  20명의 환자가 본원(조선대학교 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에서 치료받았으며, 그 중 12명이 

남자였고 8명이 여자였다(Fig. 1). 첫 번째 그룹(일반적인 방법으로 치료 받은 그룹)에서 6명

의 환자가 수 초 안에 통증이 감소하였으며 4명의 환자가 치료 3일째에 통증이 감소했다. 두 

번째 그룹(CO2레이저 치료를 추가로 받은 그룹)에선 첫 치료만에 통증이 감소된 환자가 무려 

9명이었으며 나머지 1명도 두 번째 레이저 치료에서 통증이 감소했다(Fig. 2). 또한, 부종과 

고름 또한 두 번째 레이저 치료 후 감소했다. 결국, 두 번째 그룹의 환자들은 5번의 치료만에 

모든 치근단 농양의 증상과 징후가 사라졌다. 이와 같은 결과와 더불어 CO2 레이저 치료를 

받은 모든 환자가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편해지고 통증에서 자유로워졌다고 하였는데, 이

는 레이저 치료가 치근단 농양치료에서 통증경감과 증상 완화에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일반적으로 CO2 레이저는 생체자극효과를 이용해 진통효과와 소염효과와 같은 정확한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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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효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널리 사용된다. 치근단 농양과 같은 통증이 심한 질환에서 진통효

과는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에 CO2 레이저가 치근단 농양에서 사용되는 것이다. Deppe등은 

치은조직에 저에너지 레이저 조사를 했을 때의 효과를 연구했고, 그 결과 효소작용이 강력하

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레이저 조사가 연조직 염증의 치유를 촉진한다는 것을 시사

한다.7,8 비록, 빛의 직진성으로 인해 도달 부위가 한정되거나 열발생 등의 단점들도 존재 하

지만, 레이저치료는 레이저 에너지로 인해 잠재적인 진통효과와 지혈효과, 그리고 항생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본 논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임상 실험 결과, CO2 레이저는 치근단 농양의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이며 좋은 효

과를 보여준다. CO2 레이저는 생체자극 효과로 인해 지혈, 치유촉진, 특히 진통에 효과가 있

기 때문에, 우리는 치근단 농양의 치료 시에 레이저 치료를 적극 추천하는 바이다. 요즘, 연

조직 치료에서의 레이저 치료가 충분히 효과적임을 많은 연구들이 보여주고 있다. 치료에 레

이저를 이용하는 레이저 치료분야는 앞으로 연구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흥미로운 분야이므로 

다양한 분야에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Figure. 1 . 성별 분포

 

Fig. 2 . 그룹간 치료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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