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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YAG 레이저를 이용한 구강 수술과 임플란트 
수술 : 문헌 고찰

이성석*, 김수관, 문성용, 오지수
조선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구강악안면교실

Purpose : To review the protocol of Nd:YAG laser treatment by analyzing the recent 

article of Nd:YAG laser application in oral surgery and implant surgery 

Material and methods : ‘‘Medline’’ and ‘‘Pubmed” databases article from 1990 to 

2009 were searched electronically. Key words are Nd:YAG laser, dental surgery, 

and implant.

Results : The use of Nd:YAG laser is varied with oral benign lesion, bleeding from 

operation, treatment of hyperpigmentation, oral stomatits and herpes, frenectomy 

and peri-implantitis treatment.

Conclusions : Over the past years, many research of the Nd:YAG laser in oral surgery 

and implant surgery have been reported. Nd:YAG laser is more effective than 

conventional methods by eliminating the need for anesthesia, less bleeding. 

Nevertheless, In oral surgery and implant surgery with Nd:YAG laser requires 

further study, dentists and oral and maxillofacial surgeons should use laser caution 

and effectively.

Acknowledgment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Regional Innovation Center for 

Dental Science & Engineering, Chosun University, Gwangju, Korea (B0008940)”

I. 서  론

  치과영역에서 Nd:YAG 레이저는 다양한 영역에 적용이 가능한 유용한 레이저 중 하나이다. 

이 레이저의 독특한 특징들은 여러 가지 임상적 적용의 가능성을 제공해 준다. 이들 가능성 

중에 일부는 현재 유용한 상태이며, 그 밖에 다른 가능성 들은 좋은 결과를 나타내면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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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1961년 Snitzer 등은 적외선 스펙트럼에서 1.06 마이크론의 전자파

를 방출하는 neodymium 성분이 도포된 yttrium-aluminum-garnet(Nd:YAG) 레이저의 원형

을 발표하였다. Nd:YAG 레이저는 1964년에 Geusic el al. 등에 의해 더 개발이 되었는데 이

것은 색소조직에 0.5-4mm 에 이르는 다양한 깊이로 투과되어 기능을 한다고 보고하였다.1

  Nd:YAG 레이저의 주요 특징은 파장이 짧아 일정한 색소(황색)에 흡수되기 쉬워 멜라닌과 

같은 색소가 존재하는 부위에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특히 Nd:YAG 파장은 물, 헤모글로

빈을 통해 잘 전달되는데 이 점에 의해 지혈이 잘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Nd:YAG 레이저는 광섬유나 사파이어 코팅의 말단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물 분사

를 사용하거나 하지 않으며, 접촉형이나 비접촉형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 몇몇 Nd:YAG 레

이저는 공기-물 냉각을 조합하는 형태를 이용하기도 한다.2

  Nd:YAG 레이저는 지혈처치, 소대절제술, 양성 병소 제거, 그리고 임플란트 주위염 치료 등

에 이용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의 구강 수술과 임플란트 수술에 레이저 적용에 대한 문

헌 고찰을 통해 치과의사와 구강악안면외과의사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II. Nd:YAG 레이저의 지혈처치

  최근에는 고령환자, 특히 심혈관 문제로 인해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환자들이 늘어나는 추세

이다. 그래서 지난 수년간, 전통적인 방법보다 레이저를 이용한 지혈 처치가 각광을 받아왔다. 

  Nd:YAG 레이저는 술 중, 술 후 지혈처치에 적용이 가능한데, 20-40W의 낮은 파워로 비 

접촉한채 지속적으로 가하면 1cm 가까이 조직이나 혈관을 지혈시킬 수 있다. 광섬유 끝의 온

도는 약 600-2000℃에 도달하여 조직의 지혈을 야기한다. 이를 통해 안면과 경부, 악성종양 

등의 수술에 있어 미세 혈관을 지혈시켜 수술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3

III. Nd:YAG 레이저의 소대 절제술

  두번째로, Nd:YAG 레이저는 소대 절제술에도 이용가능 한데, 전통적인 소대 절제술은 절

개와 봉합을 통해서 수술을 해온 반면, Nd:YAG 레이저를 이용하면, 봉합의 필요성이 없다. 

3.2W의 파워, 80mJ의 에너지, 그리고 40Hz로 국소마취 하에 적용이 가능하다. 

  Cankat 등에 의하면, Nd:YAG 레이저를 이용한 소대절제술 시 절개를 더 정확하게, 불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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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조직의 제거가 적고, 절개하면서 살균이 되어 감염을 줄일 수 있고, 술 후 상처의 수축

이 적어 점막의 흉터가 적게 된다는 장점, 그리고 술 후 통증과 발사가 필요 없는 장점이 있

다고 보고하였다.4 (Fig. 1)

IV. Nd:YAG 레이저의 양성 종양 제거

  Nd:YAG 레이저를 통해 치아에 인접한 연조직에 접촉한 채,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고, 술 

후 통증을 최소화하며, 성공적인 치유를 가져올 수 있다.(Fig. 2)

  White at el. 은 백반증, 편평태선, 유두종, 화농성 육아종, 소타액선의 비대, 다른 양성 병

소 등에 Nd:YAG 레이저를 이용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환자들을 대

상으로 한 임상적 연구에서 백반증과 다른 양성 종양 병소에 있어 CO2 레이저만큼 Nd:YAG 

레이저가 효과적이다고 보고하였다.5

  Vivek at el. 은 백반증의 치료에 있어 Nd:YAG 레이저가 광섬유의 전달 방식에 의해 더 

정확한 장점이 있고 조직의 흉 없이 치유가 좋고, 술 후 통증도 적은 장점이 있다고 보고하

였다. 또한 3년 후 치유율이 89.28%(25/28명)로 다른 수술 방법 보다 더 나은 결과를 보였다

고 하였다.6

V. Nd:YAG 레이저의 과색소침착의 치료

  치은 조직에 갈색이나 어두운 색의 침착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치은의 과

색소침착은 기저층과 기저층 위 세포 사이에 과잉의 멜라닌의 침착에 의해 발생한다. 이러한 

멜라닌의 과침착은 많은 환자들에 있어 심미적인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7

  Nd:YAG 레이저는 치은의 과색소침착 치료에 특히 유용한데 이는, 파장이 짧아서 멜라닌이

나 다른 어두운 색(황색)에 Nd:YAG 레이저가 흡수되기 쉽기 때문이다. 레이저 출력은 6W, 

60mJ, 100hz로 적용이 가능하다. 

  Atsawasuwan at el. 등은 4명의 환자에서 Nd:YAG 레이저를 이용한 치은의 과색소침착을 

치료하였다. 그리고 11-13개월간의 경과 관찰 동안 재발 없이 좋은 결과를 보였다고 보고하

였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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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Nd:YAG 레이저의 임플란트 주위염 치료

  Nd:YAG 레이저는 임플란트 주위의 증식된 연조직에 있어 플라그 조절에 유용하다. 국소마

취 없이 Nd:YAG 레이저를 적용하면 출혈 없이 치은 조직을 제거할 수 있다. 약 파워는 

2.0W로 적용 가능하다.9 (Fig. 3)

  그러나 Park el al. 등에 의하면 Nd:YAG 레이저는 플라즈마 코팅된 티타늄 임플란트의 표

면을 녹일 수 있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보호하지 못하는 시술이나 치주 수

술에 Nd:YAG 레이저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하였다.10

VII. 고  찰

  Nd:YAG 레이져 치료의 장점은 편리한 시술과 최소의 통증 및 조직 손상, 다양한 적응증 

및 저렴한 유지비 등이 있다. Nd:YAG 레이저의 적용으로는 발치 후 의 지혈, 술 후 동통과 

개구장애의 예방, 구강내 종양 절제, 치은부 멜라닌 색소의 제거, 구내염의 진통 및 소염효과, 

헤르페스의 진통 소염, 소대 절제, 3차 신경통의 동통 및 마비의 완화 그리고 임플란트에도 

적용 가능하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예리하게 잘라내는 CO2 레이저에 비해서, 깊은 조직으로의 침투 가능

성이 있는가 하면, 주변 조직으로의 복사에너지가 있어서 주위에 손상을 가할 수 있다. 이것

은 CO2 레이저에 비해 술 후 통증과 부종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CO2 

레이저에 비해서 타액선 도관의 협착의 위험이 있다. 또한, CO2 레이저는 각막의 화상을 야

기할 수 있으나, Nd:YAG 레이저는 수정체를 통과하여 망막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수

술 중에 술자와 환자의 눈을 보호해야 한다.3

  Nd:YAG 레이저 사용시 주의사항으로는, 처음에는 낮은 파워로 시작해서 광섬유나 핸드피

스의 움직임을 잘 유지해야 한다. 둘째로, 높은 파워를 적용해서 조직이 천공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셋째로, 신경 인접 주위에서의 레이저의 사용은 영구적으로 손상을 가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고, 넷째로, 타액선 도관의 협착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3

VIII. 결  론

  Nd:YAG 레이저 치료는 전통적인 기계적 치료에 비해 구강 수술과 임플란트 치료에 있어 

간편한 조작, 짧은 치료 시간, 지혈 그리고 살균작용 등의 장점이 있다. 지난 수년 동안, 

Nd:YAG 레이저를 이용한 많은 연구들이 구강 수술과 임플란트 치료에 있어 새로운 지침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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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소개해왔지만, 생물학적 조직의 안정성과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 더 나은 연구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레이저 치료를 위해서는 적절한 파워, 밀도, 조사시간을 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치과의사는 레이저 조사의 위험성과 안전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효과적으로 레

이저를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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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 상순 중간의 소대가 치간유두까지 연장되어 있는 환자.
  B : Nd:YAG 레이저를 이용하여 절제.
  C : 수술 후 1주일 뒤의 사진. 소대는 잘 제거되었으며 특별한 합병증이나 재발은 관찰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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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 : 좌측 상순에 관찰된 유두종.
  B : Nd:YAG 레이저를 이용하여 제거.
  C : 수술 후의 사진. 제거된 부위의 재발은 관찰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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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 : #22, 23의 임플란트 2차 수술 사진.
  B : 2차 수술 후 1주일 뒤에 관찰된 순측의 임플란트 주위염. Nd:YAG 레이저를 이용하여 

치료.
  C : 2차 수술 후 11일 뒤의 사진. 
  D : 2차 수술 후 3개월 뒤의 사진. 임플란트 주위염이 완전히 소실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