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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ode 레이저를 이용한 외과적 적출술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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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nical investigation of diode laser on mass ex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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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Diode lasers are used in a variety of dental applications. Diode lasers are 
used extensively to treat aphthous ulcer, dental caries, dentin hypersensitivity, peri- 
coronitis, gingivitis, root canal therapy, healing promotion after implant treatment, 
extraction and fracture, orthodontic treatment, periodontal treatment, temporomandibular 
joint disea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port about clinical case for 
treatment of mass excision on diode laser with reviewing literature.

Material and methods: Patients was visited in Kangdong Sacred Heart Hospital Oral 
Maxillofacial surgery Dept. and treatment with diode laser and performed assessment 
of clinical follow up and check the whether being complication.

Result: When using a diode laser, comparing with general treatment, it was more 
effective in pain control and recovery of symptom.

Conclusion: The laser treatment for mass excision was valuable.

Key word: Diode laser, mass excision

Introduction

  10여년 전만 하더라도 레이저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도구였으나 이제 레이저는 레이저 

포인터, 레이저 프린트와 같이 우리 일상용품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LASER는 “Light Amplification 

by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의 약자로 우리말로 옮기면 “유도방출에 의한 빛의 증

폭”이라는 다소 어려운 개념의 집합체로서, 아인슈타인의 양자론에 근거하고 있다. 최초의 레이

저는 1960년 휴우즈 (Hughes)항공사의 마이먼(T. H. Mainman)에 의해 개발된 루비레이저이다. 

그 이후 60-70년대를 거치면서 급속한 발전을 보여 다양한 기체, 고체, 다이오드 레이저의 개발

이 이루어졌다. 다이오드 레이저의 역사를 보면, 1960년대에 GaAs 레이저가 가장 먼저 개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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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1970년대 초에 GaAlAs 레이저가 개발되었고 70년대 말에 InGaAlP 레이저가 개발되었

다.1) 80년대 이후에는 자유전자레이저(FEL; Free Electron Laser), X-선 레이저, 펌토초 레이저 

등과 같은 신개념의 레이저가 등장하였다.2)

  레이저는 매질에 따라 기체, 고체, 액체, 반도체(다이오드), 기타 레이저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다이오드 레이저는 그 재료에 따라 GaAs 레이저, GaAlAs 레이저, InGaAlP 레이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다이오드 레이저의 특징은 전류를 흘리는 것만으로도 레이저 발진을 얻을 수 있

고 직접 트랜지스터 회로와 결합시켜 발진이나 변조를 시킬 수 있다. 또한 소형으로 신뢰성이 

높으며 양산성이 우수하다. 결점으로는 지향성에 결함이 있으면 출력이 작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여기 방법에는 전류 여기 외에 광 여기, 전자 빔 여기 등이 있다. 시판되고 있는 다이오드

레이저의 파장은 가시광선, 근적외선, 적외선 영역등 다양하다.3)

  다이오드 레이저는 치과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의료용 레이저의 

적용분야가 지속적으로 확대 되고 있으며 활용 분야 확대로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치과 영역에서 사용되는 레이저의 파장은 대부분 가시광선과 적외선 영역에 속하며, 

여기에는 아르곤(Ar), 헬륨네온(He-Ne), 다이오드(GaAs, AlGaAs), 엔디야그(Nd:YAG), 홀뮴야그

(Ho:YAG), 어븀크롬YSGG(Er,Cr:YSGG), 어븀야그(Er:YAG), 이산화탄소(CO2) 레이저 등이 있다. 

치과 영역에서는 주로 섬유종(fibroma), 유두종(papilloma)과 같은 양성 종양의 완전절제(excision), 

백반증(leukoplakia), 편평태선(lichen planus) 등과 같은 병소의 표면제거(vaporization), 구강 

병소의 생검(biopsy), 치은 절제술(gingivectomy), 치은 성형술(gingivoplasty), 치관 연장술

(crown lengthening), 소대 절제술(frenectomy), 전정 확대술(vestibuloplasty), 피개 치은 절제

술(operculectomy), 임플란트 2차 수술(second surgery of implant), 치은 열구 소파술(sulcular 

debridement), 육아조직(granulation tissue)의 제거를 위한 치은 압배(troughing prior to taking 

impression), 지혈 (hemostasis) 및 응고(coagulation), 농양의 절개 및 배농(incision & drainage), 

치은 미백(gingival bleaching) 등등에 적용되고 있다. 레이저를 이용한 치과 치료는 광열적 상

호작용에 의해 특히 우수한 지혈효과와 개선된 응고 작용, 이로 인한 시술 시 양호한 시야 확

보, 인접 조직에 대한 손상의 최소화, 술 후 종창 및 동통 감소, 술 후 감염 예방, 반흔 형성과 

창상 수축의 감소, 봉합의 불필요 등과 같은 뛰어난 장점을 지닌다. 가장 빈도가 높은 질환인 

치주염 치료를 위해서도 레이저가 적용될 수 있는데, 레이저를 이용하면, 육아 조직을 주변 정상 

조식, 치수의 손상 없이 빠르고 안전하게 evaporation 시키고, toxic, necrotic 백악질을 제거하

고 신부착을 유도하며 소염과 세척 효과 향상을 보일 수 있다. 현재 여러 종류의 치과용 레이저

는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팁이 미세영역이나 치아 사이에 적용, 조작하기에 어려우며 염증 

조직, 타액, 그리고 혈액에 닿아 팁이 막히기 쉽고 열 발생으로 인한 정상 조직 손상과 적용 시

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어 보편화되지 못하고 있다.

  저자 등은 다이오드 레이저 중 사용이 간편하고, 멸균된 일회성 fiber-tip이 적용된 GaA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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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를 이용해 mass excision을 시행하였고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Case report

Case 1

  환자는 81세 여성으로 좌측 구치부 협점막의 백색병소를 주소로 내원하였다. 발병시기는 기억

하지 못하였고, innotec사의 Bluez7 GaAlAs 레이저를 사용하여 병소를 제거하였다. Mass excision 

mode (20k Hz, 3.6W, contact)를 사용하였다. Mass excision 후 hemostasis mode(20k Hz, 

1.4W, non contact)로 적출부위 주변을 조사하였다. 조직검사결과 chronic inflammation 

tissue로 판명 되었다. (figs.1) 2주 후 상처부위의 빠른 회복을 관찰할 수 있었다.

(a) (b)

(c) (d)

 

Fig. 1. a) Left buccal mucosa demonstrated a 0.5cm x 0.5cm ulceration. b) laser 
application - Mass excision mode c) After mass excision. d) laser application – 
bio stimulation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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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2

  환자는 43세 남성으로 좌측 구치부 협점막의 백색병소를 주소로 내원하였다. 발생시기는 기억

하지 못하였고, innotec사의 Bluez7 GaAlAs 레이저를 사용하여 병소를 제거하였다. Mass excision 

mode (20k Hz, 3.6W, contact)를 사용하였다. Mass excision 후 bio stimulation (continuous 

wave, 0.6W, non contact)로 적출부위 주변을 조사하였다. 조직검사결과 irritation fibroma로 

판명 되었다. (figs.2) 2주 후 상처부위의 깨끗한 치유를 관찰할 수 있었다.

(a)

  

(b)

Fig. 2. a) 0.5cm x 0.5cm white dome-shaped mass on left buccal mucosa. b) After 
2 weeks, lesion decreased.

증례3

  환자는 69세 여성으로 좌측 전치부 치은의 부종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2~3개월 전부터 부종

이 존재했다고 한다. 임상검사에서 하악 좌측 측절치, 견치 협측 치은의 증식이 관찰되었다. 

innotec사의 Bluez7 GaAlAs 레이저를 사용하여 병소를 제거하였다. Mass excision (20k Hz, 3.6W, 

contact)를 사용하였다. Mass excision 후 hemostasis mode(20k Hz, 1.4W, non contact)로 

적출부위 주변을 조사하였다. 조직검사결과 pyogenic granuloma 로 판명 되었다. (figs. 3) 2주 

후 상처부위의 회복을 관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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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 1cm x 1cm gingival swelling on buccal gingival of #32,33. b) laser 
application - gingivectomy mode. c) laser application – hemostasis mode. d) After 
mass excision.

Discussion

  mass excision에 대한 레이저의 치료는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과 비교할 때 시술 시 출혈이 

적고 통증이 경감되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Pandey등4)은 입술과 협점막에 발생한 mucocele의 

외과적 절제에 GaAlAs 레이저를 사용하였다. Romanos등5)은 GaAlAs 레이저를 사용하여 

hemangioma, condyloma acuminata, periimplant hyperplasia, adenoma 등 다양한 증례에서 

성공적으로 mass excision을 시행했음을 보고하고 있다.

  그 외에도 GaAlAs 레이저는 다양한 치료에 적용 될 수 있다. Manne6)는 GaAs 레이저로 12

례의 아프타를 치료하였다. 11례에서 아프타는 한 번의 치료 후 3일 만에 사라졌고, 나머지 1례는 

두 번의 치료 후 5일 만에 사라졌다.

  또한 다이오드 레이저는 근관치료에도 적용 될 수 있다. Kurumada7)은 생활치수 절제술에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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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As 레이저를 수산화칼슘 도포 없이 사용하였다. 그 결과 레이저는 상처표면에 석회화를 증가

시키고 석회화 조직의 형성을 자극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Ohbayashi등8)은 인간 치수세포를 

채취하여 세포에 GaAlAs 레이저를 2회 조사하였다. 그 결과 레이저를 조사한 군에서 콜라겐 생

성이 증가하였고, 석회화 결절이 증가하였으며 osteocalcin과 alkaline phosphate 활성이 향상

된다고 보고하였다.

  GaAlAs 레이저가 세포 활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도 발표되었다. Loevschall등9)은 GaAlAs 

레이저가 사람의 구강 섬유모세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 섬유모세포의 

thymidine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레이저치료가 DNA 합성을 촉진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Kim

등10)은 한 생체 외(in vitro) 실험에서 사람의 치은 섬유모세포에 GaAlAs 레이저의 자극효과를 

연구하였다. 4일간 매일 세포를 채취하였으며 3개의 군으로 나누어 30, 60, 90초씩 치료한 결과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대조군에 비해서 실험군의 세포수가 레이저 조사시간에 비

례하여 증가하였다. 단백질 함유량 비교에서도 같은 결과가 관찰되었다. 특히 90초간 GaAlAs 레

이저를 조사한 군에서 매우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DNA 함량에서는 60초 동안 GaAlAs 레이저

를 조사한 군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GaAlAs 레이저는 상아질 지각과민증 치료에서도 적용 될 수 있다. Wakabayashi등11)은 민감한 

치근 표면을 치료하기 위해 GaAlAs 레이저를 사용하였다. 레이저치료는 66례 중 61례에서 효과

적이었다. Placebo 레이저를 사용한 대조군에서는 64례 중 17례에서 효과적이었다. Yamaguchi

등12)은 30mW, 790nm의 GaAlAs 반도체 레이저를 이용하여 상아질지각과민 치아에 대한 치료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이중맹검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67개 치아를 선별하여, 30개는 레

이저치료를 시행하고(active group) 다른 36개는 가짜 치료를 시행하였다(dummy group). 그 

결과, 레이저 조사 후 2시간째 active group의 40%와 dummy group의 13.9%에서 효과가 나

타났다. 하루 뒤 36.9%, 13.9% 그리고 5일 후 43.3%,19.4%에서 각각의 효과가 나타났다. 최종

적인 분석 결과 60.0%와 22.2%에서 각각 효과가 나타났다. 이 외에도 Gerschman등13), Groth14), 

Brugnera등15) 등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뿐만 아니라 레이저의 통증 조절 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Mezawa등16)은 고양이 

혀의 통각수용기에 대한 GsAlAs 레이저의 효과를 연구하였다. 레이저를 1분간 조사한 뒤에 통

각수용기 활성의 감소가 나타났다. 이후 5~10분 동안에는 변화가 없었으며, 저자는 5분 후에 안

정기에 도달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Hubacek등17)의 연구에서도 GaAlAs 레이저를 조사하여 혀의 

통증을 성공적으로 치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레이저를 교정치료에 이용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Sudoh등18)은 15마리의 고양이 상악 

견치에 100g의 응력을 가하고, 그 부위에 2주 동안 GaAlAs 레이저를 조사한 다음, 7일째와 14

일째에 조직검사를 위해 고양이를 희생시킨 후 이동거리를 측정하였다. 14일째에 레이저를 조사한 

군에서 대조군보다 치아의 이동거리가 더 크게 나타났다. 레이저 조사군에서는 신장 부위의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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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골에서 뚜렷한 골모세포 활성(osteoblastic activity)과 함께 현저한 신생골 형성이 관찰되었다. 

압축 부위에서는 TRAcP-positive osteoclast (tartrate resistance acid phosphotase-positive 

osteoclast) 수의 현저한 증가와 함께 유리층(hyalinized zone)과 인접한 치조골 내면에서 골흡

수가 일어났다. 형태계측(Morphometric) 분석에서 신생골과 골 내강 형성, TRAcP-positive 

osteoclast의 수가 대조군에 비하여 레이저 조사군에서 현저히 더 크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Shimizu등19-20)은 GsAlAs 레이저가 신장(stretched)된 사람의 치주인대세포에서 prostaglandin 

Es(PGE2)와 Interleukin-1(IL-1) 생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확인하고자 다양한 조사량과 

조사 간격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in vitro). 치주인대 세포는 기계적 신장에 반응하여 prosta- 

glandin과 Interleukin의 뚜렷한 증가를 보인다. PGE2의 생산은 레이저 치료에 의해서 조사량에 

비례하여 현저하게 감소한다. IL-1 생산 역시 레이저 치료에 의해서 감소하나, 상태에 따라서 부

분적인 감소를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통증과 골 재흡수 활동을 레이저치료로 조절할 수 있다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Harazaki등21)은 교정 장치를 장착하여 치료중인 8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환자 중 37명은 GsAlAs 레이저를 조사했고, 41명은 placebo 레이저를 조사하였다. 

통증은 대조군에서는 평균 3.5시간 후에 나타났고, 레이저를 조사한 군에서는 8시간 후에 나타

났다. 통증의 강도는 레이저 조사군에서 현저하게 낮았다. Lim등22)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레이저의 치유촉진 효과에 관한 연구도 다수 보고되었다. Kami등23)은 GaAlAs 레이저를 조사한 

군이 피판의 성공횟수와 피판의 면적에 있어서 더 우수한 것을 관찰하였다. 미세혈관 혈류량도 

레이저 치료군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Kubota는 Yasuda24)와 Ohshiro와 함께 순환계 질환과 관

련된 수술 후 근육피판을 이식한 환자를 대상으로 GsAlAs 레이저를 이용한 치료 후 혈류와 혈

액량이 상당한 증가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Kawamura등25)은 GaAlAs 레이저군에서 한차례의 

레이저 조사 후 5주 후에 골 재생이 증가하고 상피의 하방 증식이 감소하며 섬유모세포에 대한 

자극이 나타나는 것을 관찰하였다. Kim26)은 실험용 개에서 치주염을 유도하여 GaAlAs 레이저의 

치료 효과에 대해 연구하였다. 실험결과 거짓상피종성 증식(pseudoepitheliomatous proli- 

feration)이 감소하고 염증이 감소된 것이 관찰되었고, 또한 치주 인대의 형성이 증가하고, 새로

이 형성된 콜라겐의 침윤이 관찰되었다. 판막수술과 동반하여 레이저를 조사한 군에서는 염증과 

파골 활동이 감소하고, 모세 혈관 증식이 증가했고, 거짓상피종성 증식이 감소하였다. MT 

coloration 결과 이 군에서 치주 인대와 치조골 내에 신생 콜라겐이 관찰되었다.

  TMD환자에서 레이저 치료의 효과에 관한 연구들도 보고되었다. 관절 윤활액내의 Interleukin-1b

는 측두하악장애의 통증과 관련이 있다27). Shimizu등19)의 연구에서 GaAlAs 레이저는 이 물질의 

생성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Kim등28)은 하악관절 문제를 지닌 36명의 환자를 3가지 치료군으

로 구분하고 환자들은 각각 교합안정장치, GaAlAs 레이저, 레이저침 치료를 받았다. 그 결과, 환

자의 주관적인 불편감은 교합안정장치와 레이저치료군에서 감소되었다. 임상적인 주요증상은 모



대한레이저치의학회  

http://www.kald.or.kr16

든 군에서 감소되었지만, 레이저치료군이 다른 치료군보다 더 빠른 반응을 나타냈다. Sattayut등
29)은 30명의 환자에 대해 이중맹검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대상은 6개월이상 측두하악장애가 

있는 환자들이었다. 한 군은 placebo 레이저치료를 받았으며, 다른 군은 60mW의 GaAlAs 레이

저(point 마다 4J), 세 번째 군은 300mW의 GaAlAs 레이저(point 마다 20J)로 치료하였다. 그 

결과, 고에너지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었으나, 저에너지군에서는 호전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임상적으로 근막통증과 악관절통에서 회복된 환자

의 수는 placebo군에 비해서 고에너지군에서 현저하게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Conclusion

  본 증례들을 통해서 볼 때 GaAlAs 레이저를 이용한 mass excision의 치료는 매우 긍정적이

었다. 다이오드 레이저는 보통 저준위 레이저로 분류되어 있지만 여러 개의 다이오드 칩을 장착

한 GaAlAs 레이저의 경우 200W 이상의 출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외과적 술식에도 사용할 수

가 있다. 고출력의 경우에도 다이오드 레이저의 생체 자극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상처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외과적 술식에서의 다이오드 레이저에 대한 연구는 미미하기 

때문에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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