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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아질 지각과민 억제제와 다이오드(GaAlAs) 
레이저의 상아세관 폐쇄효과에 대한 
주사전자 현미경적 연구: 예비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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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Dentin hypersensitivity is defined as a short strong pain caused by 
external stimuli such as vaporizing, heat in normal tooth. As a treatment for 
dentin hypersensitivity, there is a method of reducing dentin permeability or 
closing dentinal tubule. Recently, dental laser is increasingly irradiated as a method 
of treating dentinal hypersensitiv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evaluating the 
therapeutic effect of dentin hypersensitivity by dentinal hypersensitivity treatment 
agent and GaAlAs laser.

Materials and methods: Buccal, lingual surfaces of the six third molars are divided 
into three groups and applied dentinal hypersensitivity treatment agent (MS coat 
one® and Gluma Desensitizer®) and Picasso Lite® (GaAlAs Laser). For each group, 
it was observed the degree of closed dentinal tubule using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Result: It can be observed the complete and incomplete closure of dentinal tubules 
in both cases.

     There was a little difference between the results of GsAlAs laser and conventional 
method, using of MS coat one® and Gluma Desensitizer®, when first and second 
application but no difference in more than 2 times.

Conclusion: It was effective for closure of dentinal tubules both GsAlAs laser and 
conventional method, using of MS coat one® and Gluma Desensitizer®. But it was 
hard to show the result objectively, it seemed to need more accurate and 
objective experiment by correcting the problems exposed in this experiment plan

Key word: Dentin hypersensitivity, GsAlAs laser, MS coat one®, Gluma Desensitizer®, 
Picasso Lite®, 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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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상아질 지각과민증 (dentin hypersensitivity)은 pulpal sensitivity, tooth sensitivity, cervical 

sensitivity, dentin sensitivity, tooth hypersensitivity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상아질 

지각과민증은 치아의 손상이나 질병이 없는 정상적인 치아에서 열(thermal), 기화(evaporative), 

접촉(tactile), 삼투압(osmotic), 화학적(chemical) 자극 등 외부 자극으로 발생하는 짧고 강한 

통증(short, sharp pain)으로 정의된다.1-2) 지각과민증의 원인은 주로 노출된 상아질이며 상아

질 노출의 흔한 원인은 부적절한 잇솔질, 치은 퇴축, 해부학적 요인, 수복시의 치아삭제, 부적

절한 식이 등이다.3) 상아질 지각과민증은 성인에게 14-30%로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으며, 주

로 청소년 및 성인층에서, 그리고 남성보다 여성에게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치아별로는 견치

와 소구치가 호발부위로 알려져 있고 협측부 보다는 설측부에서 더 많이 관찰된다고 보고되

고 있다.4) 상아질 지각과민증은 다수의 환자에게서 빈발하는 질환이지만, 현재까지의 치료법

으로는 완전한 증상개선이 어렵기 때문에 보존적이면서도 영구적인 효과의 치료법 개발이 임

상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최근,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치과 치료법이 발달하면서 노년층의 

자연치 개수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증령에 따른 치은 퇴축으로 상아질 노출 기회가 증가되면

서 상아질 지각과민증은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5)

  상아질 지각과민증의 발생기전으로는 direct nerve stimuls theory, modulation theory, 

tranducer theory, hydrodynamic theory가 있으며, 이중 가장 유력한 이론은 현재 ‘유체역

학설(hydrodynamic theory)’로 알려져 있다. 유체역학설은 외부로 노출된 상아질이 자극을 

받으면 상아질 치수 복합체(dentin-pulp complex)의 유체이동에 의해 치수 내 감각신경이 

자극되어 통증이 발생된다는 이론이다. 즉, 상아세관에 가해진 자극이 상아세관액을 이동시켜 

치수 근처의 깊은 상아질이나 치수 내 감각신경의 기계적 수용기를 자극하여 통증을 야기한

다는 것이다.6) 유체역학설에 따르면 지각과민증을 보이는 부위의 상아질은 상아세관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높은 투과성을 보인다. 이론적으로 상아세관의 투과도를 감소시키거나 

완전히 소멸시킬 경우 상아질 지각과민증 증상이 줄어들거나 없어져야 한다.7) 따라서 노출된 

상아세관을 폐쇄하거나 상아세관 투과성을 감소시킨다면 상아질 지각과민증의 치료가 가능할 

것이다. 상아질 투과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상아세관의 수, 직경, 길이, 유체의 점조

도 등이 있으나 그 중에서도 개방된 상아세관의 수와 직경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알려져있

다.8-9) 발거된 치아표면을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지각과민증이 나타나는 치아는 지

각과민증상이 없는 치아에 비해 상아세관의 수가 면적당 8배 정도 많고, 직경은 2배 정도 넓

다는 보고가 있다.10) 또한 상아세관의 직경이 2배 증가할 경우 투과도가 16배 증가하여 실제 

직경의 작은 변화가 투과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11)

  상아질 지각과민증의 치료는 유체역학 기전을 억제하기 위해 주로 노출된 상아세관(dent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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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bule)을 폐쇄하거나 상아질투과도(permeability)를 감소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레

이저 조사에 의한 상아세관의 용융에 의한 상아세관의 폐쇄, 레진이나 글라스 아이오노머 등의 

수복재료를 이용한 상아질 노출부위 피개 등의 물리적 폐쇄가 시도되었으며, 또한 corticosteroids, 

silver nitrate, zinc and strontium chloride, formaldehyde, glutaraldehyde, sodium citrate, 

potassium oxalate, resin adhesives, fluorides 등 다양한 약제들이 상아질 지각과민을 치료

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12-13)

  최근 치과용 레이저가 상용화되면서 상아질 지각과민증의 치료방법의 하나로 레이저를 조사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지각 과민 치료를 목적으로 이용되는 레이저는 출력수준에 따라 

저수준 레이저인 He-Ne, 다이오드 레이저(GaAs, GaAlAs)와 고수준 레이저인 Nd:YAG, CO2, 

Er:Cr:YSGG 계통으로 나눌 수 있다. 각각의 레이저에 따른 상아질 지각과민증의 효과는 

He-Ne의 경우 71-100%, GaAlAs는 60-92%. Nd:YAG는 52-100%, CO2는 94.5%의 동통감

소 효과를 보였으며 이 중 GaAlAs 레이저는 상아질 지각과민증 완화에 있어 여러 연구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14-17)

  이에 본 연구에서는 2종의 상아질지각과민 처치제와 GaAlAs 레이저의 상아세관 폐쇄 효과

를 통해 상아질지각과민증 치료효과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1. 실험재료

  3일 이내에 발거되어 생리식염수에 보관 중이던 6개의 대구치를 선택하였다. 충전물이나 

미세균열, 우식이 없는 건전한 치아를 선택하여 surface debridement를 위해 초음파 스케일

러와 큐렛, pumice와 dental prophylactic cup을 이용해 표면에 부착된 연조직과 치석을 제

거하였다. 2종의 상아질 지각과민 처치제는 MS coat one® (sun medical, Japan), Gluma® 

Desensitizer (Heraeus, Germany)를 사용하였다. GaAlAs laser는 Picasso Lite® (AMD lasers, 

USA)를 사용하였다.

2. 실험방법

1) 시편제작

  주수 하에 고속 엔진용 diamond bur를 사용하여 yellowish dentin이 드러날 때까지 협면

과 설면의 enamel을 제거하고 노출된 dentin 실험 면에 실험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 fissure 

bur를 이용하여 5mm X 5mm 크기의 영역을 설정한 후 1분간 증류수로 수세하였다. 6개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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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의 협, 설면 총 12개의 시편을 3개의 군으로 분류하였다.

  A. 제1군: MS coat one® (sun medical, Japan) 적용

  B. 제2군: Gluma Desensitizer® (Heraeus, Germany) 적용

  C. 제3군: Picasso Lite® (AMD lasers, USA) GaAlAs 레이저 조사

제1군: MS coat one®

  ① 실험면을 수세 후 cotton roll을 이용하여 표면의 수분을 제거하였다.

  ② MS coat one®을 cotton pellet을 사용하여 30초간 문지르듯이 도포하였다.

  ③ gentle air로 10초간 건조시키고 수세하였다.

  ④ 4개의 시편에서 각각 1회, 2회, 3회, 4회 시행하였다.

제2군: Gluma Desensitizer®

  ① 실험면을 수세 후 표면에 물이 보이지 않도록 gentle air로 2~3초간 건조시켰다.

  ② 1회용 붓으로 Gluma Desensitizer®를 30~60초간 도포하였다.

  ③ 실험면 표면이 반짝이는 것이 없어질 때까지 air로 건조시키고 수세하였다.

  ④ 4개의 시편에서 각각 1회, 2회, 3회, 4회 시행하였다.

제3군: Picasso Lite®

  ① 실험면을 수세 후 표면에 물이 보이지 않도록 gentle air로 2~3초간 건조시켰다.

  ② 지각과민처치 모드(0.7W, continuous mode)로 약 8초에 걸쳐서 한번 조사된 부위가 

중복되지 않게 유의하여 실험면에 조사하였다.

  ③ 4개의 시편에서 각각 1회, 2회, 3회, 4회 시행하였다.

2) 상아세관의 폐쇄 정도 관찰 (주사 전자 현미경 촬영)

  모든 시편을 ion coater (Eiko, IB-5)에서 백금으로 코팅하였다.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Hitachi, S-4700, Japan)를 사용하여 3가지 배율(X2000, X5000, X10000)에서 현미경사진을 

찍었다(15.0kV, 12.0~12.9㎜). 이 현미경 사진에서 상아세관의 폐쇄정도를 관찰하였다.

Result

  GaAlAs laser를 조사한 시편에서 상아세관 입구가 완전히 폐쇄된 곳도 있었고 부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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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된 곳도 관찰되었다. MS coat one®과 Gluma Desensitizer®을 적용한 상아질 표면은 레

진성 재료의 무정형 층으로 피개되었으며, 대부분의 상아세관은 부분 또는 완전히 폐쇄되었

다. 모든 군에서 시편을 건조 및 진공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틈이 보

였으며 그 하방으로 상아세관의 입구가 관찰되었다.

  1-4회 적용 시 횟수에 따른 차이점은 SEM관찰 결과 거의 발견되지 못하였다. 1회와 2회 

시행군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2회 이상의 시행에서는 유의할 만할 차이가 발견되

지 않았다.

(a)

 

(b)

 

Fig. 1. a) SEM micrography of the dentin surface after GaAlAs laser irradiation 
once.(x2000) b) SEM micrography of the dentin surface after GaAlAs laser 
irradiation twice.(x2000)

(a)

 

(b)

Fig. 2. a) SEM micrography of the dentin surface after MS coat one® application 
once.(x2000) b) SEM micrography of the dentin surface after MS coat one® 
application twice.(x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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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2. a) SEM micrography of the dentin surface after Gluma Desensitizer® 
application once.(x2000) b) SEM micrography of the dentin surface after Gluma 
Desensitizer® application of the twice.(x2000)

Discussion

  상아질 지각과민 처치제로 많은 종류의 제품들이 사용되고 있지만 그 중 가장 많이 쓰이는 

제재는 MS coat one®과 Gluma Desensitizer®이다. MS coat one®은 Poly-styrene sulfonic 

acid, PMMA, oxalic acid및 monomer emulsifiers등을 포함하는 아크릴릭 폴리머와 물의 콜

로이드 혼합체로써 노출된 치면과 개방된 상아세관내의 칼슘이온과 반응하여 칼슘화합물 결정

을 형성하여 침전되고 침전물 사이에 가교를 만들어 고형화하여 지속적으로 상아세관 개방부

위를 견고하게 봉쇄한다. Gluma Desensitizer®는 HEMA, glutaraldehyde(GA)로 구성된다. 

Glutaraldehyde가 상아세액의 단백질성분과 침전반응을 유도하여 상아세관의 내경을 좁히고 

이 침전물은 다시 HEMA의 중합을 촉진시켜 상아세관을 봉쇄한다. MS coat one®과 Gluma 

Desensitizer®의 지각과민 완화효과는 이미 많은 연구에서 증명 되었다. 18)

  최근에 GaAlAs 레이저의 상아세관 폐쇄 효과를 통해 상아질지각과민증을 치료한 증례도 

여러 차례 보고 되고 있다. Nada등19)은 지각과민성이 있는 14개의 치아를 두 그룹으로 나누

어 810nm diode laser를 각각 30초, 1분 조사하였고, VAS(visual analogus scale)을 이용하

여 지각과민성의 정도를 조사 후 15분 뒤, 7일 뒤에 각각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두 그룹 모

두에서 지각과민성은 매우 효과적이라고 보고했다. Femiano등20)은 지각과민성이 있는 262개

의 치아를 대상으로 NaF, diode laser, NaF+Diode, HEMA-G 를 이용하여 치료한 결과, 

NaF+diode나 Diode를 적용한 경우에서 다른 두 경우에 비해 지각과민성 진정 효과가 우수

하다고 보고했다. Yilmaz등21)은 지각과민성이 있는 244개의 치아를 4그룹(GaAlAs la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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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cebo laser, NaF, placebo NaF)로 나누어 각각 치료를 하였고 술 후, 1주 후, 1개월 후, 

3개월 후, 6개월 후 평가를 하였는데 GaAlAs laser group에서 효과가 다른 그룹에 비해서 

우수하다고 보고했다. 또 다른 연구에서 Yilmaz등22)은 174개의 치아에 대해 3그룹(GaAlAs 

laser, Er.Cr:YSGG laser, control)으로 나누어 각각의 레이저를 조사한 결과, GaAlAs laser, 

Er.Cr:YSGG laser 그룹에서 매우 우수한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Dilsiz등23)

은 96개의 지각과민증 치아를 세 그룹으로 나누어 Er.YAG, Nd:YAG, GaAlAs laser를 적용하

여 조사한 결과, 세 그룹 모두에서 효과적으로 지각과민증이 개선되었음을 보고했다.

  본 연구에서 저자 등도 레이저의 상아질 폐쇄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예비 실험을 진행하였

으나, 몇 가지 문제점들을 발견하였다. 시편제작 단계에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실험면을 

형성할 때 치아마다 형태가 조금씩 다르고 치아면이 곡면이기 때문에 완전히 같은 조건의 실

험 면을 형성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fissure bur를 이용하여 영역을 표시했기 때문에 치아 크

기에 비해 fissure bur 자체의 두께와 술기의 어려움으로 인해 정확한 크기의 영역설정에 어

려움이 있었다.

  실험 방법 설계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있었다. 동일한 면적으로 SEM 을 촬영하려고 하였으

나, 상아세관이 폐쇄되는 정도를 조사 전과 비교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할 방법이 없었다. 다음 

실험에서는 객관적인 평가방법과 함께 통계상으로 효과를 증명하기 위한 충분한 실험군도 확

보되어야 한다.

  SEM 사진 관찰 시 상아세관 주변에 지저분하게 보인 부분이 많았는데 이는 처음 적용 전

에 상아세관에 전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전자현미경으로 시편을 관찰 할 때 

진공상태를 유지하게 되는데 상아세관 내부의 기체가 바깥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폐쇄되었던 

상아세관에 틈이 생기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또한 MS coat one®는 cotton pellet으로 도포를 하였고, Gluma Desensitizer® 은 brush

로 도포 하였기 때문에 적용기구에 따른 차이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앞으로 진행될 실

험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Conclusion

  GaAlAs laser와 MS coat one®, Gluma Desensitizer® 모두 상아세관 폐쇄에 효과적인 것

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치료 전후의 상아 세관의 폐쇄면을 정확히 평가하기에는, 이번 연구만

으로는 그 효과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기에, 실험 계획 상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수정하여 보다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실험이 요구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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