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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Dentin hypersensitivity is a usual trouble feeling short and sharp pains due 
to dentin exposure when the enamel layer is removed. The laser treatments have 
been studied for dentin hypersensitivity using CO2, Nd:YAG, and Er:YAG lasers 
commonly applied in dentistry, either a laser alone or a combination with some 
kinds of fluorides.

     A new diode-pumped solid-state (DPSS) visible laser with middle output power 
for dentin hypersensitivity is demonstrated in vitro. The DPSS green laser has a 
compactness and no warm-up time.

Materials and Methods: The DPSS green laser was applied to occlude dentinal tubules 
on exposed dentin at a middle power on continuous wave (CW) mode. And the 
extracted human molars and premolars were prepared. The laser was irradiated 
with designed laser outputs on teeth. The laser effects were observed through 
normal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images of the teeth before and after 
the laser irradiations.

Results and Conclusions: The developed DPSS green laser of 532nm on 1W output 
power with CW mode showed the treatment effects with obstruction and 
narrowing of the dentinal tubules by normal SEM images. The applied laser could 
give photo-thermal effects on the exposed dentin and it leaded to obstructions of 
the dentinal tub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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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상아질 지각과민증(dentin hypersensitivity)은 잘못된 잇솔질과 산성의 음식과 음료수, 치아미백 

등으로 인하여 법랑질이 벗겨지고 상아질이 노출됨으로써 짧고 강한 통증을 느끼는 질환이다.1~2)

   상아질은 표면으로부터 치수(dental pulp)까지 S 형태의 상아세관(dentinal tubules)으로 이

루어져 연결되어 있고 그 안에는 상아세관액(dentinal fluid)으로 채워져 있는데, 상아세관액이 

외부의 자극에 의하여 안쪽과 바깥쪽 방향으로 이동함으로써 치수의 신경에 압력을 전가시키게 

되어 통증을 느끼게 된다. 이때 상아질 표면의 tubules 에 차가운 음식이나 잇솔질이 가해졌을

때는 상아세관액이 안쪽(inward)방향으로 이동하고, 뜨거운 음식, 공기, 그리고 설탕 등에는 바

깥쪽(outward)으로 이동한다. 이를 위하여 노출된 상아질을 막거나 신경을 desensitizing 시키기 

위하여 많은 방법들이 시도되어 왔다.3~5) 대부분은 potassium nitrate, potassium salts, oxalates, 

calcium phosphate, calcium carbonate, fluorides, protein, adhesive material 등의 다양한 

물질의 화학적 agents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방법은 잇솔질, saliva, 그리고 산

(acids)에 의하여 쉽게 떨어질 수 있어 재치료가 이루어져야 하는 short-lived 효과를 가진다.

  한편, 레이저를 이용한 치료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 왔는데, 레이저만 단독으로 이용하는 방

법과 fluoride와 함께 이용하는 방법으로 테스트되어 왔다.6~8) 레이저는 상아질 표면에 조사되어 

상아세관을 막을 수 있으며 효과가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치과치료에서 주로 

이용되는 레이저인 CO2, Er:YAG, 그리고 Nd:YAG 레이저를 이용한 것이 대부분인데, 이들은 

고출력(high-power) 레이저로서 열이 많이 발생하여 상아질에 금이 가거나 패이는 등의 열적 

손상이 동반되기 쉽다. 그 외에도, He-Ne 레이저나 GaAlAs 다이오드 레이저의 저출력(low-power) 

레이저를 이용하기도 하였는데, 이의 정확한 상아질 지각과민증 치료 mechanism은 밝혀지지 않

았으며 일반적으로 레이저 치료에서 저출력 레이저는 주로 통증완화나 상처 치유를 위한 

analgesic effect가 주 반응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레이저 치료의 가장 큰 이슈인 열적손상을 야기하지 않으면서 상아질  

표면에 조사하여 용융과 응고를 통한 상아세관 폐쇄를 일으킬 수 있는 중출력(middle-output) 

레이저를 개발하여 발치된 치아에 적용하고 SEM을 이용하여 상아질 표면을 관측해 봄으로써 적

용된 레이저의 상아세관 폐쇄 효과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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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and Methods

Samples

  발거되어 생리식염수에 보관 중이던 미세균열이나 충치가 없는 어금니를 선택하였다. 남아있는 

연조직을 제거하기 위하여 초음파 스케일링을 하고 bur를 이용하여 법랑질을 벗겨내었다. 그리고 

세로길이 방향으로 잘라서 상아질 표면으로부터 반대편까지 약 3mm 두께의 치아 샘플을 마련

하였다.

Laser system

  중출력의 연속발진(continuous wave) 모드동작의 diode-pumped solid-state (DPSS) 

green 레이저를 개발하였다. 다이오드 기반이므로 작동을 위한 heating시간이 필요없고 작은 

크기의 안정적인 레이저 시스템이다. 또한 레이저 빔은 초록색의 가시광선이어서 레이저 시스

템에 치료를 위한 추가적인 aiming 빔이 필요없다.  레이저 출력은 광섬유 core 직경이 400

㎛이고 2m 길이의 SMA 광섬유로 coupling시켜 치료를 위한 핸드피스(hand-piece)를 구성하

였다. 그림 1은 개발한 레이저의 출력파워를 측정한 것으로서, Gentec 사의 powermeter를 

이용하여 핸드피스 끝 부분의 출력파워를 측정하였다. 광섬유 핸드피스의 레이저 출력과 핸드

피스를 적용하기 전의 레이저 출력을 모두 측정하여 보았는데, 최대 출력값이 각각 2.07W, 

2.02W로 거의 차이가 없어 레이저 개발 시 광섬유 핸드피스의 레이저 손실(loss)은 거의 없다.

그림 1. DPSS green 레이저 출력파워 측정

  그림 2는 개발한 레이저의 출력을 빔 프로파일러를 이용하여 레이저 출력 빔의 프로파일을 

측정하여 보았다. 레이저 빔은 원형으로 가운데가 에너지가 가장 많고 바깥쪽으로 갈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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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가 떨어지는 일반적인 가우시안(Gaussian) 레이저 빔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림 2. DPSS green 레이저 빔 프로파일 측정

Experimental results

  준비된 치아샘플의 상아질 표면을 normal SEM을 이용하여 관측해보았다. 상아질에는 다수

의 상아세관이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DPSS green 레이저를 이용하여 레이저를 조

사하였는데, 1W의 연속발진 모드 출력으로 1초 동안 조사하였다. 이렇게 처치된 치아는 동일

한 normal SEM 장비를 이용하여 레이저를 조사하기 전과 동일하게 5천배율로 image를 관측

해 보았다. 측정된 SEM 이미지를 통하여 상아질 표면의 상아세관들이 잘 막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레이저 조사에 의하여 치아의 단백질 성분 등이 녹았다가 응고되면서 상아세

관을 폐쇄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3. 상아질 표면의 normal SEM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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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수가 위치한 곳이 반대편에 노출되도록 잘라서 준비된 치아샘플의 상아질 표면에 레이저

를 조사하면서 표면과 반대편의 온도를 측정해 보았다. 개발한 연속발진 DPSS green 레이저

를 이용하여서 1W와 2W일 때 15초까지 레이저를 상아질 표면에 조사하면서 5초, 10초, 15

초일 때 각각 표면과 반대편의 온도를 측정하였다. 레이저 출력이 1W와 2W일 때 15초동안 

레이저를 조사하였더니 상아질 표면의 측정온도가 각각 약 70℃와 95℃ 정도였다. 이때 약 

3mm 두께 치아의 반대편의 온도상승률은 1W, 2W일 때 각각 0.6℃와 0.9℃ 정도였다. 만약 

치수부분의 온도상승률이 5.5℃ 이상이면 열적 손상을 입는데9) 개발된 DPSS green 레이저를 

이용하여 상아세관 폐쇄를 위한 레이저출력의 처치에는 온도상승률이 크지 않아 치수의 열적 

손상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4. 레이저 조사에 따른 상아질 표면과 반대편 온도측정

Conclusions

  다이오드 레이저 기반의 DPSS green 가시광선 레이저를 개발하였다. 레이저 1W 중출력의 

CW 발진으로 약 1초동안 노출된 상아질의 상아세관을 폐쇄하기 위하여 적용하였다. 레이저를 

적용하기 전과 후의 상아질 표면을 normal SEM 5K 배율로 측정하여 보았으며, 상아세관은 레

이저의 photo-thermal 효과에 의하여 잘 폐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레이저 치료의 가장 큰 

이슈인 조직의 열손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온도를 측정하여 보았으며, 레이저가 조사되는 

상아질 표면에서 반대편의 온도증가율은 1℃ 이하로 크지 않았다. 새로 개발된 DPSS 가시광선 

레이저는 작고 레이저를 동작시키기 위한 부팅 시간이 필요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적합한 레

이저 파라미터를 적용하여 상아세관 폐쇄 뿐만 아니라 치과의 다른 병변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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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된다. 하지만 아직 연구는 미미하기 때문에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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