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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준위 레이저를 이용한 상아질 지각과민 처치에 
관한 임상적 연구

전익성, 신세영, 이주형, 박인숙, 손동석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치과 구강악안면외과학 교실

Purpose : The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efficacy of low level diode laser 

for the treatment of dentin hypersensitivity, to assess the reliability of pain 

measurement methods.

Materials and Methods : Twenty patients with a history of dentin hypersensitivity were 

selected and 70 exposed sensitive teeth were questioned about pain, and after 

evaporative stimuli (air jet), scores were attributed and recorded in an Numerical 

Rating Scales(NRS). The laser was applied on the surface that presented sensitivity 

for 3 minutes at 1000Hz. 

Results : After desensitizing procedures, most of the patients reported distinct reductions 

in dentin sensitivity at the baseline. The statistical analysis of patient’s data 

reveal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baseline measurement and 

examination periods. 

Conclusion :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demonstrated that the laser irradiation 

is efficient in the treatment of hypersensitivity.

Key words : Dentin hypersensitivity, Laser irradiation, Diode laser, Low-level laser

서  론

  상아질 지각과민증 (Dentin hypersensitivity)은 병변이 없이 노출된 상아질에 여러가지 자

극이 가해졌을 때 유발되는 치아의 짧고 예리한 통증반응이다.1 유발요인은 부적절한 잇솔질 

방법, 치은 퇴축으로 인한 치경부 마모증, 거식증과 위산의 역류에 의한 치경부 부식, 교합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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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법랑질의 탈락, 치석 제거술이나 치근 활택술 이후 등 여러 가지 원인이 단일 또는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다. 상아질을 덮고 있는 법랑질이 결손 되거나 백악질과 치주조직

이 손상되어 치근 표면이 노출되는 상태가 되면, 통증 및 감각이 상아세관을 통해 구강 내 

환경이 치수의 민감한 신경종말까지 전달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상아질 지각과민에 대한 가설은 크게 유체역학설(Hydrodynamic mechanism), 상아세관 내 

신경 분포설(dentinal receptor mechanism), 지각수용 복합체설(polypeptides에 의한 nerve 

impluse의 modulation) 등이 있는데, 현재는 유체역학설이 가장 널리 인정되고 있다. 유체역

학설은 상아세관에 가해진 자극이 상아세관액을 이동시킴으로 치수 근처의 깊은 상아질이나 

치수 내 감각신경의 기계적 수용기를 자극하여 통증을 야기한다는 것이다.3,6,7 유체 역학설에 

따라 과민증을 보이는 부위의 상아질은 상아세관이 열려 있어 높은 투과성을 보이고 있으며, 

상아세관의 투과도를 줄이거나 완전히 없앤다면 상아질 지각과민증은 증상이 줄어들거나 없어

지게 된다.4 임상적으로 상아질 지각과민증을 보이는 환자는 보철물의 변연 누출이나 치경부 

마모증, 백악질 소실 등으로 인해 상아질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지각과민증을 

보이는 부위일수록 직경이 넓고 투과도가 큰 상아세관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보고되

었다.5

  이런 증상의 치료를 위해 1941년 Lukomsky등이 불화물의 사용 가능성을 처음으로 제시한 

이래, sodium fluoride, calcium fluoride sodium monofluorophosphate, acidulated phosphate 

fluoride(APF), sodium chloride, potassium oxalate, strontium 등이 사용되어 왔다. 그리고 

1975년 Manning등에 의하여 시작된 불소 이온화법에 대한 탈감작 효과가 연구되어 왔으나 그 

임상적 치료 효과가 매우 다양하여 많은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또한 질산 칼륨(potassium 

nitrate)과 구연산 칼륨(potassium citrate)을 사용한 경우에도 지각과민증 감소에 효과적인 것

으로 보고되었다. 다른 재료로 상아세관의 폐쇄를 위해 레진과 접합체를 이용한 상아질 

dentine sealer 또한 효과적인 지각과민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다.8 

  최근, 레이저가 상아질 지각과민증의 치료에 이용되기 시작하였는데 레이저는 출력에 따라 

고출력(High Level)과 저출력(Low Level) 레이저로 구분이 된다. 의학적인 분야에 있어서 고

출력 레이저는 3000~10000mW정도로 외과적인 수술과정에서 조직을 절개하는데 사용되고 

그 과정에서 열이 방출된다. 저출력 레이저는 1~500mW정도로 열이 발생되지 않는 상태에서 

광에너지(photon energy)를 이용하게 된다.9,10,11 저준위 레이저는 기존의 고준위 레이저와 달

리 광 에너지만을 신체 내부로 전달하여 노출된 상아세관의 신경전달경로의 변화를 통해서 

상아질 지각과민을 치료하는 기전이 제시되었지만, 현재 정확한 작용기전에 대한 추가적인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12 

  본 연구에서는 상아질 지각과민증을 가진 환자에게서 소위 LLLT(Low Level Laser 

Therapy)로 알려진, 낮은 에너지의 레이저(Gallium Arsenide diode Laser)을 조사하여 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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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환자의 동통수준을 측정하여, 상아질 지각과민의 감소 여부를 평가하여 그 임상효과를 

관찰하고자 시행하였다.

연구의 방법 및 대상

1) 연구의 대상

  대구가톨릭대학교부속 병원 치과에 내원한 환자 중 상아질 지각과민이 발생한 환자 20명

(남자 9, 여자 11)에서 70개의 치아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은 연구 시작 전 6개월 이내에 상아질 지각 과민 증상이 있었으나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은 사람으로, 특별한 전신질환이나 정신과적인 치료이력은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

다. 대상치아는 치아우식증이나 치아파절이 없는 경우를 선정하였다. 상아질 지각과민증의 정

량적인 측정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고 기록 가능한 사람 중에, 본 연구 참여에 있어 협조를 

구하여 동위를 얻은 지원자로 선정하였다.

2) 연구방법 

(1) 지각과민도의 검사

  압축공기 자극은 Unit chair(A Dec)의 air syringe로 피검치아에서 약 1cm정도 떨어져서 

30psi의 압축공기를 부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2) 지각과민도의 평가 

Figure 1. 통증의 측정 방법: 통증은 임상적으로 시각통증등급(visual analogue scale, 이후 
VAS), 숫자통증등급(Numerical Rating Scale, NRS) 그리고 언어통증등급(verbal 
rating scale, VRS) 등의 방법으로 측정된다(Assessment of pain. British Journal 
of Anaesthesia.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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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각과민도의 평가는 11개의 고정된 눈금이 있는 NRS(Numerical Rating Scales)를 이용하

였으며, 전혀 불편감이 없을 때는 0,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시린 경우를 10으로 양끝

을 정한 수평선을 10개의 눈금으로 나누어 숫자를 표시하였다(figure1). 모든 연구 대상자들

에게 측정 전에 NRS 검사용지를 나눠주고, NRS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레이저 조사 

전후의 자극에 대해 지각과민도에 해당하는 한 눈금을 표시하도록 하였다(table 1). 이 방법은 

시력이나 운동 기능이 굳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유용하며 이해와 사용이 쉬워 환자

가 답을 못할 가능성도 2%내외로 적은 측정 방법이다.13,14 

(3) 레이저조사 

  레이저는 DENS BIO LASER SD210B(이오니아, 한국)을 사용하였으며, 이 레이저는 파장 

904nm로써, 조직에 대하여 열과 손상을 주지 않는 반도체 Gallium Arsenide를 매체로 이용

한 저준위 레이저 장치이다.(Figure1) 사용된 레이저의 진동수는 제조자의 사용법에 따라 

1000Hz를 사용하였으며, 조사시간은 180초였고, 환부는 건조된 격리 상태에서 레이저 조사기

는 가능한 한 환부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조사하였다.(Figure2)

Figure 2. Dens Bio LASER SD210B(이오니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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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저준위 레이저 시술

(4) 통계분석 

  통계분석을 위해 사용된 프로그램은 windows용으로 제작된 SPSS 18.0 KO(SPSS Inc., 

Chicago, IL, USA) 을 이용하였고, 시술 전과 후의 결과의 유의성 여부 판단을 위해 Paired 

T-test 를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의 성별, 나이, 빈도

  이 연구에서 남자는 9명 여자는 11명으로 남녀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연령분포

는 32세에서 66세로 평균 연령은 47.8세였다. 대상치아는 총 70개로 전치는 20개, 견치는 8

개, 소구치는 40개, 대구치는 2개였으며(Figure4), 상아질 지각과민의 원인은 치은 퇴축 26개, 

치경부마모증 36개, 보철 및 수복 치료로 인한 지각과민 부위 8개로로 조사되었다.(Figure5)



대한레이저치의학회  KOREAN ACADEMY OF LASER DENTISTRY

46

Figure 4. 부위별 빈도

Figure 5. 원인별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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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준위 레이저 치료의 원인별 지각과민 개선효과

  압축공기 자극에 대해 실험군은 초진시 평균 5.643±0.879의 수치를 보이며 레이저 처치 

후 2.829±0.910 의 수치를 보이는 지각과민 개선효과를 보인다. (table1) P-value = 

0.000<0.05이므로 지각과민에 대한 레이저 치료 전후의 통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되

었음을 알 수 있다.(table2)

Table 1. 원인별 지각과민 개선 효과

구   분 술   전 술   후 감 소 량

기각과민 전체 5.643±0.879 2.829±0.910 2.814±1.243

치은퇴축 6.038±1.018 3.192±0.785 2.846±1.405

치경부마모 5.389±0.636 2.528±0.928 2.861±1.246

보철 및 수복 치료후 지각과민 5.500±0.866 3.000±0.707 2.500±0.535

Table 2. 저준위 레이저 치료 효과 유의성 검증 SPSS 18.0 KO(SPSS Inc., Chicago, IL, USA)

구  분

대응차

t 자유도 유의확률 
(양쪽)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대응 1 pre - post 2.81429 1.24287 .14855 2.51793 3.11064 18.945 69 .000

  지각과민 원인별 개선효과를 보면 치은 퇴축 부위는 술전 평균 6.038±1.018, 술후 

3.192±0.785 수치를 보여 2.846±1.405의 통증감소를, 치경부마모 부위는 술전 평균 

5.389±0.636, 술후 2.528±0.928로 2.861±1.246 감소효과를 보였으며, 보철 및 수복 치료

로 인한 지각과민 부위는 술전 평균 5.500±0.866, 술후 3.000±0.707로 2.500±0.535의 지

각과민 개선효과를 보였다.(table 1)

  각 원인별 치료 전후 치료효과에 대한 유의성 검증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Table 3. 치경부 마모 치료전후 유의성 검정 SPSS 18.0 KO(SPSS Inc., Chicago, IL, USA)

구  분
대응차

t 자유도 유의확률 
(양쪽)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대응 1 2.86111 1.24563 .20760 2.43965 3.28257 13.782 35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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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치은퇴축 치료전후 유의성 검정 SPSS 18.0 KO(SPSS Inc., Chicago, IL, USA)

구 분
대응차

t 자유도 유의확률 
(양쪽)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대응 1 2.84615 1.40548 .27564 2.27847 3.41384 10.326 25 .000

Table 5. 보철 및 수복 치료전후 유의성 검정 SPSS 18.0 KO(SPSS Inc., Chicago, IL, USA)

구 분
대응차

t 자유도 유의확률 
(양쪽)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대응 1 2.50000 .53452 .18898 2.05313 2.94687 13.229 7 .000

  치은 퇴축, 치경부 마모, 보철 및 수복치료로 인한 지각과민 부위 유의성 검증에서 P-value 

= 0.000<0.05이므로 지각과민에 대한 레이저 치료 전후의 통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

되었음을 알 수 있다.(table 3, 4, 5)

고  찰

  상아질 지각과민에 의한 통증은 구강위생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 통증으

로 인해서 잇솔질을 제대로 할 수 없으며, 치석 제거 후 상아세관의 노출로 인한 통증으로 

치과에서 치석 제거 및 치주관련 시술을 받기를 꺼리는 환자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치과에 내원하는 노령의 환자들은 치조골 흡수로 상아질이 노출되어서 발생한 통증을 호소하

는 경우가 많이 있다.15 

  상아질 지각과민의 일반적인 치료 방법은 신경을 탈감각 방법, 그리고 상아세관을 피개하여 

감각을 둔화시키는 방법, 그리고 근관치료를 통해 감각신경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기존의 상아질 지각과민 치료재로 쓰이는 것들 중 질산은(Silver Nitrate)은 치은에 작열감, 치

아변색 및 부식작용, 치수에 유해하다는 단점이 있고,16 고농도의 불소 화합물은 조상아세포에 

위해하다는 단점이 있으며,17 상아질 접착제는 일시적인 지각과민 감소효과를 보이지만 지속

적이지 못하여 재 치료가 필요한 것이 보고되었다.18. 

  이에 반해 저준위 레이저 치료는 치수에 무해하고, 시술과정에서 동통이 유발하지 않으며, 

사용이 간편하고, 효과가 빠르며, 지속적이고 장기간 유효하다. 또한, 치아나 구강조직에 착색

이 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19 1960년대 말까지 헝가리의 Endre Mester가 저준위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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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처치료 효과에 대하여 보고한 이후20 다른 의사나 학자들에 의해 저출력 레이저에 의한 

생체대사촉진 효과 및 적용부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1989년 Karu 등은 환부의 염증 

발생 억제에 적용하였으며,20 2000년 Kimura 등은 지각과민 치료에 저준위  GaAlAs 레이저

를 사용하였으며, 통증저감효과는 레이저가 C-fiber의 구심성 신경이 탈분극을 차단하는 이론

을 제시하였다. 22 하지만, 레이저가 상아 세관을 폐쇄하는 기전, 통증 신경을 차단하는 기전 

등 여러 가지 작용기전에 대한 이론이 제시되고 있지만, 저준위 레이저의 치료기전에 대해서

는 아직 확실하게 밝혀진 바는 없는 상태이다. 20,21,22

  이번 연구에서 지각과민이 발생한 원인인 치경부 마모, 치은퇴축, 보철치료로 나누어 통증 

감소에 분석을 진행하였다. 치은 퇴축 부위는 술전에 가장 높은 통증 지수를 나타내었으며, 

술후에도 가장 높은 NRS 값을 나타내었다. 저준위 레이저 치료를 통한 통증의 감소치는 원인

별로 감소값의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 이는 치은 퇴축에 의한 지각과민 부위에는 추가적인 저

준위 레이저 치료 혹은 다른 지각과민제 처치와의 병행 사용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최현복 등이 연구한 Ms-coat와 다이오드 레이저와의 비교 사용 연구23 및 이번 연구인 저

준위 레이저 단일 적용 연구를 통해서 상아질 지각과민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

만, 레이저의 위약효과에 대한 검증을 실행하지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폭넓은 임상적 활용을 

위해서 장기간의 경과 관찰 및 치료 효과의 지속성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결  론

  상아질 지각과민증을 저준위 레이저(Gallium Arsenide diode Laser)을 조사하여 처치한 

후, 환자의 압축 공기로 자극을 가하여 동통수준을 측정하여, 상아질 지각과민의 감소 여부를 

NRS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압축공기 자극에 대해 실험군은 술전 평균 5.643±0.879의 수

치를 보였으며, 레이저 처치 직후 2.829±0.910 의 수치를 보이는 지각과민 개선효과를 보였

다. 지각과민 레이저 치료는 무통성이며, 공포감을 유발하는 소리가 발생되지 않고 간단한 처

치로 지각과민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임상 영역에서 다양한 원인으로 지

각과민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 비교적 간편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합병증 없이 레이저를 사

용하는 것은 유용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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