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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recent years, the use of laser in dentistry has become commonplace.  Laser has 

advantages such as hemostatic effect, short treatment, easy handling and sterilization 

effect. It also reduces adjacent tissue damage, swelling, pain, postoperative infection 

and scar formation after surgery. Due to its high absorption by water, less tissue 

degeneration occur after Erbium doped Yttrium Aluminum Garnet (Er:YAG) laser 

irradiation. The Er:YAG laser irradiation has been reported to exhibit high bactericidal 

properties. This article introduces two cases using Er:YAG lasers for dressing after 

implan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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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치과에서 레이저는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비로 많이 보편화 되어 있다. 치과에서 사용

되는 레이저 종류로는 Argon, Carbon dioxide (CO2), Diode, Erbium doped Yttr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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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이 있다. 레이저는 치과 임상에서 치주 치료, 근관 치료, 경조직 삭제, 지각과민처치, 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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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제, 에칭, 잇몸 미백, 임플란트 시술 및 임플란트 주위염 치료까지 다양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레이저를 처음 사용하는 보통의 일반적인 개원의로서 레이저를 어떻게 임상에 적용해야 하는지 

연조직이나 경조직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환자가 느끼는 통증은 없는지 우선 고민을 하게 된다.

  환자들은 임플란트 수술 직후부터 치유 기간 동안 출혈, 부종, 통증, 멍 등의 불편함을 겪

게 되기도 한다. 통상적으로 치과에서는 치유기간동안 환자에게 진통소염제, 항생제 등의 약

물을 처방하고 가글액을 사용하게 하지만 진료실내에서 과산화수소 (Hydrogen peroxide, 

H2O2), 포비돈 (Povidone Iodine)을 이용한 소독을 하는 것 외에는 환자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본 증례에서는 개원의로서 임플란트 수술 후, 어떤 술식 보다도 쉽게 접

근할 수 있는 레이저를 활용하여 소독을 시행한 환자의 치료 결과를 소개 하고자 한다

증례보고 

Case 1

  환자는 68세 여성으로 하악 좌측 제1소구치와 제2소구치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였다. 식

립 다음날 구강내의 사진이다.(Fig. 1) 수술부위에 부종이 관찰된다. Er:YAG 레이저 (Any 

beamTMTOP EN PLUS, B&B systems, Seoul, Korea)를 사용하여 4~5mm 정도 거리에서 비

접촉방식 (25Hz ,30mJ, S mode, Water 20, Air 50)으로 수술부위의 협측, 치조정, 설측 부위 

각각을 1분간 조사하였다. 레이저 조사 다음날의 사진을 보면 부종이 눈에 띄게 줄어 든 것을 

볼 수 있었다.(Fig. 2) 레이저 조사는 2~3일 간격으로 4회 시행하였다. 환자분도 레이저 조사 

후 부은 것도 덜하고 레이저 조사 시 시원한 느낌으로 통증도 많이 줄은 것 같다고 하였다. 

수술 후 7일째의 사진으로 수술부위에 양호한 치유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다.(Fig. 3)

Fig. 1 수술 다음날 부종이 관찰됨.
   

Fig. 2 레이저 1회 치료 후, 부종의 감소 효과가 

시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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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레이저 1주 치료 후, 주변 조직의 부종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Case2

  56세 남자 환자로 상악 좌측 제1대구치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였다.(Fig. 4) 임플란트 

식립시 sinus lift를 치조정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수술 다음날 환자분은 별다른 부종이나 

멍도 관찰되지 않았고 환자분이 느끼는 통증이나 불편감도 없다고 하였다. Er:YAG 레이저 조

사 (25Hz ,30mJ, S mode, Water 20, Air 50)는 2~3일 간격으로 수술부위의 협측, 치조정, 

구개측에 1분간 비접촉방식으로 3회 시행하였다. 수술 다음날부터 별다른 불편함이 없는 환자 

여서 눈에 보이는 개선점은 관찰되니 않았지만 이 환자 역시 주관적인 만족도는 높았다. 2번

째 레이저 치료 후의 사진(Fig. 5)과 술 후 2주의 사진(Fig. 6)이다.

  두 환자 모두 술 후 항생제, 소염진통제를 복용하게 하였으며 가정에서는 가글액을 사용하

도록 지도 하였다. 환자분들은 “시원하다, 레이저 치료 후 덜 아픈 것 같다, 붓기도 가라앉았

다” 라고 표현하며 주관적으로는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Fig. 4 수술 다음날 부종이 관찰됨.

   

Fig. 5 2번의 레이저 치료 후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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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술 후 2주, 양호하게 회복된 모습.

고  찰

  치아 대체 재료로 임플란트는 임상가들에 의해 치과에서 일상적으로 시술되고 있다. 수술 

후 임플란트 치유과정에서 골내 임플란트 주위의 치유는 단단하고 부드러운 조직을 필요로 

한다.1) 임플란트 주변 뼈의 치유는 골 전도, 신생골 형성 및 뼈의 재 형성 등의 별개의 단계

로 정의 할 수 있다.2) 연조직 치유는 (ⅰ) 염증(inflammatory)단계 (1~3일), (ⅱ) 육아조직

(granulation tissue) 형성을 통한 증식(proliferative)단계 (4~21일), (ⅲ) remodeling을 구성

하는 개조(remodeling) 또는 성숙(maturation) 단계 (3주~2년)로 나눌 수 있다.3, 4) 그러나 이 

단계들 사이에는 명확한 구분이 없다. 염증 단계는 손상 직후에 시작되며 지혈, 응고, 

specialized cell에 대한 혈관 투과성의 증가 및 화학 주성 등을 통해 창상 치유를 개시한다.5) 

  Paassch와 Karmisholt는 가능한 한 빨리 레이저 치료를 하는 것이 상처 치유와 scar 형성

이 덜하다고 강조 하였다.6, 7) 따라서 염증 단계에서 레이저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유익

하다.8) 레이저 요법은 구강내 수술 후 통증 및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염증을 줄이고 연조직, 

경조직의 복구 및 재생을 향상시키는 능력이 있다.9)

  Er:YAG 레이저는 1975년 Zharikov 에 의해 소개 되었고 이 레이저의 활성매체는 erbium

으로 도핑된 yttrium-aluminum-garnet의 고체 결정이다. Er:YAG 레이저의 파장은 spectrum 

의 보이지 않는 부분인 근적외선 및 중적외선의 경계 근처에 있다. 2,940nm 파장인 Er:YAG 

레이저의 시준된 빛은 물에 잘 흡수되어 주변 조직의 변성이 적게 일어난다.10) Ando 등의 연

구에서 Er:YAG레이저의 살균효과를 처음으로 보고된 이후부터 여러 논문에서 Er:YAG 레이저

는 높은 살균 특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1~13) Er:YAG 레이저는 살균 효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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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감염의 억제 ,기술적인 단순성, 수술 후 통증 및 부종을 감소시켜 준다.14, 15)

  레이저 치료는 쉬운 취급방법, 짧은 치료 시간, 지혈 및 오염제거 살균 효과 와 같은 다양

한 이점으로 임플란트 수술 후 환자 management에 보조적인 요법으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

된다. 이외에도 Er:YAG 레이저는 임플란트 유지 보수에도 적용될 수 있다. 

  치과개원의는 레이저 치료에 관련된 위험을 인식하고 레이저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

하도록 하여야 하며 레이저 사용이 좀더 보편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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