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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 YAG laser의 임상적 적용에 대한 고찰 

이선태*, 김수관, 오지수, 유재식
조선대학교치과대학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

Purpose : 치과 영역에서 Eebium: YAG laser의 임상적 적용범위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소개

하고자함.

Material and methods : data base(pubmed, sciencedirect)를 기반으로 발표한 여러 논문들 

조사함.

Results : Er: YAG laser는 구강내경조직 및 연조직 처치에 있어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

되었으며 충치제거, 와동 삭제, 신경치료, 통증 조절, 소대 절제, 임플란트 수술 등 여러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Conclusions : Er: YAG laser는 치과영역에 있어 효과적인 치료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인다. 

Indroduction

  1960년 Maiman에 의해 레이저 장치가 처음 발명되었으며 그 후 1964년 Stern등에 의해 

치과분야에 소개된 이래로 오늘날 의료 분야에서 레이저 치료는 보편화 되어있다. 현재 구강 내 

사용 가능한 수많은 레이저 시스템이 있으며 대표적으로 Neodymium: Yttrium-Aluminum: 

Garnet(Nd:YAG), Carbon dioxide(CO2) laser, Erbium:YAG(Er:YAG)레이저가 있으며 이중 

Er:YAG 레이저는 1975년 Zharikov에 의해 처음 선보였으며  고체 매질(Yttrium-Aluminum)

을 이용하는 레이저로 Er 이온을 포함하고 있으며 Nd:YAG 레이저와 다른 특성을 보인다

(Table 1).1 

  1997년 구강 내 경조직에 사용이 허가된 이후 많은 연구들에서 좋은 효과가 있음이 보고

되고 있다. Er:YAG 레이저를 경조직에 사용 시 핸드피스 대체 가능하고 미세 누출을 최소화 

시킬 수 있으며 상아세관을 노출시켜 smear layer 형성을 방지하는 등의 장점이 보고되고 있

으며 연조직에 사용 시 CO2 레이저 보다 치유속도가 빠르며 통증이 더 적음이 장점으로 보

고되고 있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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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Er:YAG laser의 구내 임상적 적용 범위와 효과에 대해 고찰하고 기술하고자 한다.

Table 1.different characteristics of Er:YAGvsNd:YAG laser

구 분 Erbium:YAG laser Neodymium:YAG laser

파장 2940nm 적외선 1060nm 적외선

특징

얇은 표면에서 작용
물을 분사함으로써 발열이 낮음
조직의 변성이 덜일어남
경조직에사용가능함

침투력이 있음
Cooking effect 유발할수있음
조직을 태워서 제거함

장점 경조직, 연조직에 사용가능
Carbonizatoin이 없음

초기 지혈시 사용가능
선택적이고 깨끗하게 삭제

단점 지혈이 잘 안됨 경조직 삭제 불가
깊이 조정이 어려움

Material and methods

  Pubmed와 sciencedirect를 기반으로 하여 Er:YAG laser에 대해 발표한 논문을 조사하여 

정리함.

Result

1. 경조직

① Decay remove and cavity preperation

  Hibst et al. 이 1988년 처음 치아 경조직에 Er:YAG 레이저 사용을 보고 하였으며 그 후 

1989년 Paghdiwala et al.이 Er:YAG 레이저로 법랑질과 상아질 와동형성이 가능함을 보여줬

다.5 그 후 레이저 드릴 직경과 깊이를 변화시킴으로써 더 효율적으로 치아 경조직 삭제가 가

능함을 여러 논문들에서 연구되었다. 몇몇 연구들에서 Er-YAG레이저로 충치제거가 가능함을 

보여주었는데 1995년 Kumazaki et al.는Er-YAG 레이저로 효과적인 충치제거가 가능함을 보

고하였으며 1997년 keller et al.은 33명의 환자에서 67개의 치아에 Er-YAG 레이저로 충치

제거 및 와동형성 결과 와동 형성시간은 줄어들었고 치수 손상 및 통증호소도 없었다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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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laser가 충치 치료에 효과적인 치료 방안이 될 수 있음을 보고 하였다.2,6 비슷한 기

간에 James Pelagalli et al이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60명의 환자에서 106개의 치아에 

Er:YAG laser로 충치 제거 및 와동 형성한 결과 기존의 방법으로 치료를 시행하는 것 보다 

laser로 치료하는게 합병증이 더 적으며 효과적임을 보고하였다.7

② Endodontic treatment

  Er:YAG 레이저 방사선은 높은 살균능력을 나타내는 걸로 보고되었으며 이러한 살균 효과

는 치근면 뿐 아니라 상아질 깊은 층까지 효과가 나타나는 걸로 알려져 있다. 신경치료에서 

사용하는 레이저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건 Nd:YAG 레이저로 약 1060nm의 적외선 파장을 

사용하며 이 같은 파장 특성으로 인해 좁고 굴곡된 치근관에 사용할 수 있다. 1997년 Hibst 

et al.은 Er:YAG 레이저가 신경치료 분야에 사용될 수 있음을 보고 하였으며 2002년  

schoop et al.등은 in vitro상에서  Er: YAG  레이저로 220개의 치아에 신경치료 한 치근단 

부분에서 효과적으로 세균제거가 되었음을 보고하였다.8,9 또한2004년 Fernanda et al.이 발표

한 논문에 의하면 48개의 상악견치를 대상으로 NaOCL과 Er:YAG laser의 치근단 미생물대한 

살균능력을 비교를 한 결과 두개 모두다 살균능력에 효과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한 결과를 보

면 Er:YAG laser가 근관 치료에 효과적인 도구가 될수있음을 보인다 할 수 있다.10 

③ Laser etching

  Er-YAG 레이저의 효율적인 치아 경조직 삭제가 보고되면서 기존의 치과용 bur로 지질 삭

제와 비교하는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1989년 Hibst와 Keller는 레이저로 치질을 삭제 하는 

게 전통적인 치과용 bur로 삭제 하는 것과 비슷한 효능을 나타낸다고 보고 하였으며 오히려 

발열이 적어 인접구조물에 충격이 적다고 하였다.11,12 1996년 visuri와 1999년 Hossain은 

Er-YAG 레이저로 치아 경조직절삭시 물을 분사하기 때문에 절삭 능력도 증가하며 불규칙한 

치아 표면을 수복물 접착에 좀 더 적합하게 만든다고 보고하였고13,14 2003년 Hossain은 

Er-YAG레이저가 복합레진 수복에 있어 미세 누출을 막아주며 etched bur로 와동 형성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고했다.15

2. 연조직

① 착색 병소 제거

  레이저로 melanin hyperpigmentation 제거 효능에 대해 많은 연구가 있었다. 2003년 ishikawa 

et al.는Er-YAG laser가 착색 제거에 적절한 효능을 보인다고 보고하였으며2006년 satoshiet 

al.은 Er:YAG와 Nd:YAG 레이저 간의 사람 치은 색소제거에 사용한 후 결과를 비교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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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레이저 모두 재발은 보이지 않았으며 Er:YAG 레이저가 착색병소 제거에 사용 시 Nd:YAG 

레이저에 뒤지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4,16

② Periodontal Therapy

  Er-YAG 레이저의 치주치료에 대한 여러 임상 논문들이 보고되고 있다. 2003년 Eberhard 

et al.는 Er-YAG 레이저로 치은 연하 치석제거 시 손기구로 제거하는 것만큼은 못하지만 어

느 정도는 효용이 있다고 보고 하였으며 2001년 Schwarz et al.는 레이저로 periodontal 

pocket치료 후 6개월 뒤 평가한 결과 손기구로 치료한 것 보다 치주낭 점수나 임상 부착치

은 수준이 레이저로 치료할 때가 더 높았음을 보고하였다.17,18

③ Implant 유지

  Er-YAG laser는 절삭 및 살균 능력으로 인해 임플란트 식립, 유지에 사용될 수 있으며 

2003년 Matsutama et al.는 Er-YAG laser를 사용하여 임플란트 주위 치면세균막과 치석을 

제거함으로써 효과적인 임플란트 관리가 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같은 시기에 Schwarz et 

al.는 임플란트 매식체 주위에 열 손상 없이 효과적으로 치은연하 치석을 제거함으로써 임플

란트 유지에 도움이 된다 보고하였다.19,20 근래에는 임플란트 전 과정을 Er:YAGlaser를 사용

하여 시행한 연구들도 보고되고 있다. 

  이외에도 Er:YAG laser는 통증 조절에 이용되며 궤양, Crown lengthening, laser curettage, 

Frenectomy 등 여러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Discussion

  레이저 치료는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과 비교 시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치주 분야에 있어 쉬운 조작, 짧은 치료 시간, 지혈, 감염 방지 같은 효과를 보임으로서 

기존의 방법과 비교 시 이점을 보인다. 이 같은 레이저중 Er- YAG 레이저는 구강 치료에 있

어 유용한 성질을 보이고 있으며 Nd:YAG 레이저와 비교 시 열손상이 적고 연조직뿐 아니라 

경조직까지 사용할 수 있음이 이점으로 보인다.  또한 살균 능력을 보여 단순 치질 삭제나 

절개가 아닌 신경치료, 치주 치료, 임플란트 유지 등 여러 목적에 맞게 사용이 가능하다. 그

러나 이러한 치료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주변 구조물에 손상이 없어야 하며 power나 energy 

density, 조사 시간 과 같은 적절한 프로토콜에 맞게 시행해야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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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록 본 논문에서는 Er-YAG레이저의 장점 및 적용 분야에 조사하고 기술하였지만 무분

별한 사용은 지양해야 하며 또한 아직까진 구강 영역에 있어 장기간의 연구가 부족한 만큼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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