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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구강 연조직 처치에 대한 CO2 레이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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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nical application of CO2 laser for various oral soft tissue trea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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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aser has been used in oral and maxillofacial region because it has advantages 

such as excellent hemostatic effect, blood coagulation. It also reduce adjacent tissue 

damage, swelling and pain after surgery, postoperative infection, scar formation and 

wound contraction. The CO2 laser is inexpensive to purchase and is widely used 

because it acts only on the surface layer of the soft tissues in the oral cavity and 

thus can be safely used for oral soft tissue treatment. This article introduces four 

cases using CO2 lasers for oral soft tissue treatment and discusses the advantages and 

limitations of CO2 la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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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레이저는 1964년 치과 영역에서 처음 사용이 보고되었으며, 이후 구강악안면영역에서 다방

면으로 사용되어 왔다.1 치과에서 사용되는 레이저의 파장은 가시광선과 적외선 영역에 주로 

속하며, 주로 사용되는 레이저의 종류로는 Argon, Carbon dioxide(CO2), diode, Erbium 

doped Yttrium Aluminum Garnet (Er:YAG), Neodymium:YAG(Nd:YAG)가 있다. 

  구강 내 환경은 다양한 세균들이 상주하고 있으며, 구강 내 연조직은 혈관 및 림프관이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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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되어 구강 내 수술 시 출혈로 인한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존재하며, 술 후 감염 및 부종 

등의 술 후 합병증에 이환될 가능성이 높다. 레이저는 지혈 효과 및 혈액 응고 작용이 우수

하여 시술 시 시야 확보에 용이하며, 인접 조직 손상의 감소, 술 후 종창 및 동통의 감소, 술 

후 감염 가능성 감소, 반흔의 형성 및 창상 수축 감소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장점

으로 인해 레이저는 다양한 구강 연조직 처치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특히 지혈, 연

조직에 국한된 양성 종양의 완전 절제, 백반증 및 편평태선 등의 병소의 제거, 생검, 치은 착

색 제거, 치은절제술, 임플란트주위염 처치 등 여러 술식에 적용할 수 있다.2 

  본 연구에서는 CO2레이저를 이용하여 구강 내 연조직에 발생한 양성 종양의 절제, 치은 착

색의 제거를 시행한 증례를 보고함으로써, 다양한 구강 연조직 처치에서 CO2레이저가 갖는 

장점 및 한계점에 관하여 토의해보고자 한다.

Case Reports

  본 연구에서는 우췌상황색종(verrucous xanthoma), 유두종(papilloma), 섬유종(fibroma)의 

제거 및 치은 착색의 제거에 CO2 레이저(Spectra DENTATM, Lutronic)를 사용하였으며, 우

상황색종, 유두종, 섬유종 제거 시에는 2.0 Power Watt, 치은 착색의 제거 시에는 0.5 

Power Watt 로 조사하였다. 약 10mm 정도 조직에서 떨어져 비접촉식으로 조사하였으며, 

술 후 임상적으로 경과 관찰하였다.

Case 1 (Verrucous Xanthoma)

  69세 여환으로 상악 우측 견치 치은의 우췌상의 치은 증식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병소는 

약 3년 전에 발생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병소의 크기가 커지는 것 같다고 호소하였다. 병소는 

치은연을 포함하여 약 4×4mm 크기로 부착치은에 발생하였다(Fig. 1a). 상악 우견치는 도재-

금속 전장관으로 수복이 되어있었으며, 치은 주위로의 금속의 노출은 없었다. 환자는 통증이

나 다른 불편감은 호소하지 않았으나 심미적인 이유로 이를 제거하기를 원했다. 병소의 위치

로 인해 병소 절제 후 치은의 퇴축은 필연적이었고 도재-금속 전장관 하방의 금속이 술 후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치은 퇴축 및 금속의 노출에 대해 환자가 동의하여 병소의 절

제를 계획하였다. CO2 레이저를 이용하여 병소를 절제하였으며, 조직 검사 결과 우췌상황색

종으로 진단되었다(Fig. 1b). 절제 1주, 3주 후 내원 시, 절제 부위의 양호한 회복을 보였으나 

도재-금속 전장관의 금속 및 치근의 일부가 노출되었다(Fig. 1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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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상악 우견치 순측 치은에 우췌상의 치은 증식이 관찰됨. b) CO2 레이저를 사용하여 

병소를 절제. c) 술 후 1주일에 회복중인 치은의 모습. d) 술 후 3주일에 회복된 치은의 

모습. 보철물 변연에 금속의 노출이 관찰된다.

Case 2 (Papilloma)

  52세 여환으로 좌측 연구개의 구진성 병소를 주소로 내원하였다. 병소는 7×5mm 크기로 

경결감 있는 무통성 병소였다(Fig. 2a). CO2 레이저를 이용한 절제를 시행하였으며, 흡수성 

봉합사로 일차봉합하였다. 조직 검사 결과 유두종으로 진단되었다. 약 1개월 후 약간의 반흔

이 형성되었지만 양호한 치유를 보였다(Fig. 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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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 좌측 연구개의 구진성의 무통성 병소가 관찰된다. b) CO2 레이저를 사용하여 병소 

절제 후 1개월 뒤의 모습.

Case 3 (Irritation Fibroma)

  65세 남환으로 우측 연구개의 결절성 병소를 주소로 내원하였다. 병소는 3×3mm 크기로 

경결감 있는 무통성 병소였다(Fig. 3a). 내원 당시 상악에 적합도가 불량한 가철성 의치를 장

착중이었으며, 병소는 의치의 후방 주연결부가 지나는 부위의 하방에 존재하였다(Fig. 3b). 

CO2 레이저를 이용한 절제를 시행하였고 술부는 이차치유를 유도하였다(Fig. 3c). 조직 검사 

결과 병소는 자극성 섬유종으로 진단되었고 약 2주 후 술부의 양호한 치유가 관찰되었다(Fig.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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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 우측 연구개의 무통성의 결절이 관찰된다. b) 상악에 적합도가 불량한 가철성 의치가 

장착된 모습. 병소는 후방 주연결장치의 하방에 존재한다. c) CO2 레이저를 사용하여 

병소 절제한 모습. d) 술 후 2주에 수술 부위가 양호하게 회복된 모습.

Case 4 (Gingival Pigmentation)`

  22세 남환으로 상하악 전치부의 순측 치은의 색소침착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환자는 상하

악 전치 및 소부치부의 순,협측 부착 치은에 착색이 관찰되었으며, 미소를 지을 때 착색이 노

출되어 심미성이 저하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Fig. 4a, b). 도포 마취 후 CO2 레이저를 조사

하였으며, 치은연에서 1mm 까지만 레이저를 조사하여 술 후 치은 퇴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도하였다. 술 후 1개월 양호한 치은의 회복이 관찰되었으며, 환자는 개선된 심미성에 만족

하였다(Fig. 4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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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 b) 상하악 전치부의 순측 치은에 멜라닌 침착이 관찰된다. c, d) CO2 레이저 조사 

후 1개월 후의 모습. 멜라닌 침착이 개선된 것이 관찰된다.

Discussion

  현재 치과 영역에서 레이저의 사용 범위는 매우 넓다. 치아우식, 근관치료, 상아질 지각과

민증의 완화 등의 치아에 국한적인 부분에서부터 구강 내 연조직의 종양의 절제, 생검, 백반

증, 치은 절제술, 치은 성형술, 소대 절제술, 전정 성형술, 임플란트 2차 수술 등의 구강 연조

직 처치 및 근육통, 측두하악장애 등의 구강 외적인 부분까지 적응증이 다양하다.2 치과 영역

에서 이러한 레이저의 광범위한 사용은 레이저가 갖는 장점에서 기인한다. 레이저는 미세혈관 

및 림프관을 봉쇄하여 출혈 없는 절개를 가하여 양호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게 해주며, 술 

후 종창의 발생을 최소화한다.3 이러한 주위 혈관 및 림프관의 봉쇄는 기계적인 외상이 없어 

반흔을 최소화하며, 술부의 재상피화를 촉진하며, 봉합이 필요하지 않다. 또한 레이저는 술부 

주위의 세균을 감소시켜 술 후 감염의 가능성을 낮춘다. CO2 레이저는 적외선 스펙트럼인 

10,600nm의 파장을 가진다. 이는 수분에 흡수성이 좋아 타액이 항상 존재하는 구강 내 환경

에 적용하기에 매우 효과적이다.4 또한 레이저의 침투 깊이는 0.1~0.2mm로서 혈관, 신경, 타

액선 도관 등 구강 내 연조직 심부에 존재하는 해부학적 구조물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낮아 

구강 내 상피층에 국한된 연조직 병소에 적용하기 적합하다.1,5 또한 조사 방식이 병소에 직접 

접촉하지 않는 비접촉식이므로 감염의 가능성도 낮다. CO2 레이저는 치아나 골조직 등 경조

직에 조사될 경우에 열손상의 가능성이 존재하나 다른 레이저 장비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여 

개원가에서 선택이 용이하다.6

  임상적으로 구강점막에 발생하는 병소는 상피에 국한되며, 이는 마모된 치아나 적합도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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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한 의치 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외상이 주원인이다.7 그 외에도 임신 중 호르몬의 변화, 흡

연, 음주, 약물의 복용, 유전적 요인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다. 임상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연조직 병소에는 섬유종, 유두종, 화농성 육아종, 점액종 등이 있다. 이는 모두 외과적인 절제

술이 기본적인 치료법이며, 병소의 발생 원인이 외상, 감염 등 명확한 경우 원인을 제거하면 

재발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 메스를 이용한 전통적인 구강 내 연조직 병소의 제거는 혈관이 

많은 구강 연조직의 특수성 때문에 많은 출혈을 동반한다. 특히 환자가 뇌심혈관계 질환의 병

력으로 인해 항혈소판제제를 복용중인 경우에는 술 중, 후 지혈이 곤란한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경우에 CO2 레이저는 탁월한 지혈 및 응고작용이 있어 구강 연조직 병소의 제거에 

적합하며, 술 부 주위로의 세균의 수를 감소시켜 조절되지 않는 당뇨 환자 및 면역력이 저하

된 고령의 환자 등 감염 가능성이 높은 환자에게 감염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치은 착색은 질병은 아니나 미소를 지을 때 심미성이 저하되어 치은 착색이 있는 사람들은 

이를 제거하길 원한다. 치은의 색소 침착은 혈액 내 헤모글로빈과 멜라닌의 침착에 의한 것으

로 알려져 있으나, 흡연, 약물의 복용, 염증,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8 멜

라닌을 분비하는 멜라닌 세포는 상피의 기저층에 존재한다.9 치은 착색 제거술은 냉동 요법, 

치은절제술, 회전 기구를 이용한 상피의 마모, 레이저 처치 등의 방법이 있다.10 냉동 요법이

나 회전 기구를 이용한 상피 마모술은 불필요한 인접 조직의 파괴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CO2 레이저를 이용하면 착색 제거가 필요한 부위에 정확한 레이저 조사가 가능하며 불필요한 

조직의 파괴가 적으며, 창상의 치유가 빠르고 술 후 동통을 감소시키는 장점이 있다. 

Conclusion

  본 연구에서는 CO2 레이저를 임상에서 적용한 치험례와 문헌의 고찰을 통하여 구강안안면 

영역에서 CO2 레이저가 갖는 장점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구강 내 연조직의 처치에 CO2 레이

저를 사용할 경우 감염, 통증 등의 합병증 발생은 감소하였으며, 양호한 회복 양상을 보였다. 

CO2 레이저는 경조직에 조사될 시 열손상을 야기할 수 있고 침투 깊이가 얕아서 연조직 심

부의 병소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으나 지혈 효과, 감염 가능성 저하, 술 부 치유의 촉진 등 

구강 내 연조직 병소의 처치 시 갖는 장점이 월등하므로 임상에서 다양한 적용이 가능할 것

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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