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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r,Cr:YSGG lasers are used clinically in dentistry. The advantages of laser therapy 

include minimal thermal damage and the alleviation of pain.  Er,Cr:YSGG lasers use 

in delivering predictable painless (or with very limited discomfort) implant surgery is 

done without the aid of injected local anesthesia.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Er,Cr:YSGG laser has analgesic effects via TRPV1 inhibition. Such no shot implant 

surgery may help define the laser-sensitive pain modality and increase its beneficial 

uses. Using the Er,Cr:YSGG laser, it was possible to avoid local anesthesia during 

implant surgery. The treatment was effective in a high number of cases (93%), 

leading to reduction in the anxiety frequently associated with dental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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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무치악 부위를 수복하는 방법으로 임플란트 치료가 소개된 이후로 현재 전세계에서 많은 

치과의사들에 의하여 임플란트 치료가 행해지고 있다. 임플란트 치료는 기존의 치아 수복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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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비하여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수술을 두려워하는 환자들은 아직 남아있는 공포감으

로 인해 치료시기를 미루게 되어 병을 키우는 경향이 있다. 환자들은 구내 주사나 뼈를 절삭

하고 금속성 물질을 식립하는 과정에 대하여 불안과 공포를 느낀다. 이 때 느끼는 불안은 앞

으로 오게 될 위해나 통증에 대하여 막연한 근심이나 걱정 같은 사전감정이다. 때문에 대부분

의 사람들은 의약과 의술의 놀라운 발전에도 불구하고 치료에 대한 불안과 고통에 대한 두려

움으로 임플란트 치료를 받기를 두려워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러한 불안은 통증을 단

순한 감각의 반응이라기 보다 좀 더 복합적인 것으로 고려할 때 보다 쉽게 이해될 수 있다. 

긴장, 통증에 대한 두려움, 지각되는 조절 상실과 같은 감정이 임플란트 치료와 같은 침해적

인 과정 동안 수반되고, 그 결과로써 환자가 지각하는 불안과 통증을 한층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물방울 레이저를 이용하여 임플란트 시술에 사용하면 출혈이 적어지고 술 후 부종과 통증

이 감소되며 투약의 양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현재 전세계적으로 보급이 되어가고 

있다. 저자는 특히 물방울 레이저를 사용하여 마취 없이 임플란트를 식립함으로써 레이저의 

통증 억제 효과를 임상적으로 증명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2004년 3월부터 2006년 02월28까지 인천물방울치과의원을 내원하여 물방울레이저를 이용

하여 무마취로 임플란트 수술을 받은 59명 환자 100개의 임플란트를 대상으로 통계 분석을 

시행하였다.

레이저 마취하는 방법

  1. 레이저 마취를 하기 위하여 연조직 절개부위 5~8 미리 떨어진 거리에서 탈초점 기법으로 

(defocused) 천천히 움직이면서 60~90초 동안 레이저를 조사한다. (3~5 watts)

  2. 레이저 팁을 연조직에서 2~3 미리 떨어진 거리에서 정초점 기법으로 (focusing) 천천히 

움직이면서 조사한다.

  3. 레이저 핸드피스를 좀 더 천천히 움직이면서 연조직에 거의 접촉한다.

  4. 만일 환자분이 통증을 호소하시면 레이저 파워를 낮추어서 위 절차를 다시 반복한다.

  5. 레이저 마취가 된 후에는 레이저 파워를 1~1.5 watts로 감소시킨 다음 연조직 피판을 

거상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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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방법

  수술 방법은 무절개 (flapless technique)방법과 피판 형성 (flap reflection) 방법을 사용하

였다. 48명의 환자의 84개의 임플란트는 무절개 (flapless technique)방법을 이용하여 임플란

트를 식립하였고 11명 환자의 16개 임플란트는 피판 형성 (flap reflection)후 임플란트를 식

립하였다.

무 절개 (Flapless technique)수술법의 수술방법

Fig. 1 0.5 Watts, 15% Air, No water로 임플

란트 식립 부위를 표시한다.
    Fig. 2 2.0 Watts, 15% Air, 15% Water로 표

시된 임플란트 식립 부위 치은을 동그란 

모양으로 절개한다.

Fig. 3 절개 부 하방을 포를 뜨듯이 박리하여 제거

한다.

    
Fig. 4 통상적인 방법보다 조금 더 천천히 임플

란트를 식립한다.



대한악안면레이저치의학회  Korean Association of Maxillofacial Laser Dentistry

http://www.kamld.org26

Fig. 5 시술 도중 동통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5.0 

Watts, 30% Air, 50% Water로 레이져

를 좀 더 조사하여 압박으로 인하여 통증

이 있는 치은을 절제한다.

    
Fig. 6 국소 마취 없이 임플란트 식립을 완성하였다.

Fig. 7 술 전 파노라마 사진

Fig. 8 술 후 파노라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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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판을 박리 (Flap reflection) 한 경우의 수술방법

  1. 0.5 Watts, 15% Air, No water 로 임플란트 식립부위를 표시한다.

  2. 2.0 Watts, 15% Air, 15% Water로 표시된 임플란트 식립부위 치은을 절개한다.

  3. 포를 뜨는 듯한 방법으로 치은을 박리시켜 나간다.

  4. Periosteal elevator로 flap reflection 한 것처럼 깨끗하게 박리가 되지는 않으므로 잔존

된 연조직을 박리하여 제거한 후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임플란트 식립와를 형성한다.

  5. 식립이 끝난 후에 봉합을 시행한다. 이때까지 치은에는 통증이 없다.

결  과

  무마취 임플란트 시술의 무마취 성공률은 총100개의 임플란트 중 7개를 제외한 93개의 임

플란트를 마취 없이 식립하여 93%의 성공률을 보였다. 무 마취 임플란트 실패증례 7개는 식

립을 시도하였다가 통증으로 인하여 국소 마취를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하였다.

  총59명의 환자에게 국소 마취 없이 물방울 레이저를 이용하여 임플란트 식립을 시도하여 

무절개 수술(Flapless technique)을 이용한 총48명 84개 임플란트의 경우 7개의 임플란트가 

실패하여 93%의 성공률을 보였다. 피판을 박리(Flap reflection) 하고 식립한 총11명의16개의 

임플란트의 경우100%의 성공률을 보였다. 

고  찰

1. 레이저 마취의 원리

  연구결과 저출력 레이저 조사치료법 (LLLT) 은 신경세포막을 안정화시킴으로써 신경조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빛에너지는 세포 내에 변화를 일으켜서 신경이 초당 자극을 적

게 전달하도록 하여 활동전위를 발생하기 위해서는 큰 자극을 필요로 하게 한다. 신경이 덜 

민감하고 적은 자극만을 전달하면 환자는 아픔을 덜 인지한다. (신경의 국소마취 영향과 유

사) Er,Cr:YSGG 레이저를 조사하면, 거의 즉시 편안하게 느끼게 된다. 레이저 마취가 되었는

지는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어렵지만 조사된 레이저의 파워에 따라 연조직이 절제된 것으로 

유추할 수가 있다.1)

  20~60초의 휴식기 후에 신경은 정상 혹은 약간 감소된 감수성을 나타낸다. 레이저 에너지



대한악안면레이저치의학회  Korean Association of Maxillofacial Laser Dentistry

http://www.kamld.org28

를 장시간 조사하고 에너지의 전달이 많이 되어 레이저 마취가 된 경우는 잔여 마취 지속시

간이 길어져서 환자에게 시술을 하는데 불편감을 주지 않고 진료할 수 있게 된다. 광음향효과

와 레이저 에너지 효과가 조직 속 신경을 투과하여 영향을 주어서 연조직 절개전에 마취효과

를 나타낸다. 만일 3 watts defocused mode로 90초간 연조직에 주행하는 주신경에 천천히 

움직이면서 Er,Cr:YSGG 레이져를 조사하면 우수한 마취효과를 거둘 수 있다.1)

  또 다른 가설은 레이저의 광음향 효과로 (20Hz or 초당 파동수가 20) A-delta and C 

nerve fibers 통증감지에 영향을 준다. 통증 지각을 생산하는 통각 수용기가 있고 레이저 에

너지의 적용에 의하여 활동 전위를 생산한다. 이것은 신경 세포의 축색 돌기의 sodium and 

potassium pumps에 영향을 미치고 신경의 재분극을 방해하여 발생된다. 이런 통증으로부터 

적은 통증신호가 A-delta and C 유수 신경으로부터 뇌로 전달된다.1) 

  흥미롭게도 레이저를 이용한 무통효과는 연조직 적용 시에도 얻을 수 있다. 만일 Er,Cr:YSGG

를 연조직에 공급되는 주 신경에서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90초 동안 천천히 움직이면서 3 

watts로 조사하면 훌륭한 무통효과를 얻을 수 있다. 레이저 조사로 신경을 마취한 다음 8미

리 두께에 달하는 부분 구개부 연조직을 1.25 watts 파워로 절개하여 이식술을 시행한다. 표

면마취제는 8미리 두께의 구개부 공여조직을 편안하게 절개할 정도로 깊이 침투하여 마취효

과를 주지는 못한다.1) 치과 치료 시 유해 자극은 말초감각 신경에 있는 통증 수용기 분자에 

의해서 감지된다.

  Transient Receptor Potential Vanilloid subtype 1 ion channel (TRPV1)은 가장 잘 알려

진 통증 감지기 이다. TRPV1는 유해한 열 (> 42°C), 캡싸이신 같은 톡 쏘는 듯한 자극적인 

천연 화합물에 의하여 활성화 된다.2) 레이저 조사는 TRPV1 유도 캡사이신 & 열 유도 유해 

자극을 적절히 감소시킨다.3) Er,Cr:YSGG 레이저 조사는 TRPV1 기능을 무력화 하여 급격한 

통각억제 활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치과치료를 통증없이 할 수 있게 하였다.3-5) 어

떤 조건하에서는 레이저의 통각 억제 효과를 지속시키는 것도 가능하다고 상상이 된다. 이러

한 자료를 근거로 임플란트 수술시 국소마취 없이 물방울 레이저를 이용하여 임플란트 시술

을 하였다.

2. 레이저 마취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

1) 환자의 선택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떤 환자가 마취 없이 레이저로 치료하기에 좋은지를 아는 것이다. 노

인환자가 어린 환자보다 신경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유리하다. 치은이 퇴축된 부위에 시린지

로 바람을 불 때 시린 경우, 특히 상아질이 노출된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 시 통증이 있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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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이 높다.6) 신경질적인 환자의 경우 불편감을 호소하는 경향이 높고 나이가 많은 환자일수

록 통증을 적게 호소하셨다. 불편감이 큰 경우는 구치부 치아의 경우, 충치의 깊이가 깊은 경

우, 레이저 파워가 크거나 삭제시간이 긴 경우였다.7)

2) 시야 확대

  레이저를 성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잘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레이저 팁이 접촉이 되

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물분사가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시술부위를 보기가 어렵다. 따

라서 확대경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보통 3.2배 이상의 확대경이 권유되고 있으며 치아삭

제를 할 경우에는 최소 4배 이상의 확대경이 유리하다. 확대경을 사용해야 치아삭제를 효율적

으로 할 수가 있고 레이저 팁에 손상을 적게 주며 레이저 파워 세팅값을 낮추고 결국에는 환

자의 불편감을 감소시킬 수 가 있다.6)

3) 물

  물은 레이저 조사부위를 차갑게 하여 통증에 대한 민감도를 줄여준다. 따라서 물의 양을 

증가시키면 특히 동통민감도가 높은 환자의 경우 통증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된다.6)

4) Hertz 의 감소

  Hertz는 초당 파동의 빈도 측정이다. 보다 빠른 Hertz 속도는 빠른 절제가 되도록 한다. 

그러나 통증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며 특히 신경이 큰 젊은 환자에게서 증가한다. 

레이저 파동의 빈도를 낮추면 파동 사이에 조직이 열을 식힐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 

임상의로서 마취 없이 레이저로 치료를 하기 위한 시간과 인내력을 가지고 있는지 마취하고 

레이저를 사용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Hertz 비율을 낮추어도 환자분이 

통증을 느낀다고 완전한 실패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6)

3. 소아환자의 레이저 마취 치료

  레이저를 사용하는 치과의사는 어린이를 위하여 마취 없이 치료하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

다. 이것은 환자와 그들의 부모에게 큰 호응을 얻는다. 왜냐하면 치과에서 마취의 공포와 통

증은 환자가 치과를 찾지 않게 하고 치료를 마치지 않게 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레이저를 

사용하는 치과는 국소마취를 적게 하고 환자를 불편하게 하는 드릴로부터 오는 마찰이나 진

동 혹은 열 발생이 없다.

  레이저의 연조직에 대한 적용은 소대절제술, 아프타 궤양의 치료, 점액종이나 섬유종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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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병소의 제거 등이 있다. 교정 치료 시 치은의 절제술이나 치은 성형술들은 아주 쉽게 시

행된다. 또한 미맹출 치아의 맹출을 돕는 치은 절제술이나 교정 장치의 설치도 시행한다.8) 게

다가 발치술을 준비할 때 꽤 유용하게 도움이 되고 지혈효과를 거둘 수 있다. 레이저로 치주

치료시 감염된 열구상피와 육아조직을 치은 열구의 벽으로부터 제거할 수 있고 치석제거도 

할 수 있다. 레이저의 일부 효과는 낮은 단계의 생체조절 효과를 제공하여 상처가 빨리 아물

게 하고 술 후 불편감도 감소시킨다.

4. 무마취 임플란트의 실패원인 분석

  무 마취 임플란트 식립 중 통증으로 인하여 주사기 마취를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한 경우는 

총 6명 7개의 임플란트였다. 연조직을 절개하는 중 통증을 느껴서 중단한 증례는 없었고, 골

내에 드릴링을 하다가 통증을 호소하여 중단한 증례였다. 통증을 호소한 경우를 분석해 보면 

총 100개 임플란트중 7개의 임플란트에서 발생한 것으로 2개의 경우는 통증을 호소하시어 

국소마취 후에 드릴링 하여보니 발치창의 치유가 덜되어서 연조직으로 가득 차있는 경우였다. 

2개의 경우는 상악 제2대구치 부위와 하악 제2대구치 부위로 대부분 피질골을 드릴링 할 경

우에는 대부분 통증이 없었으나 수질골을 드릴링 할 경우에 통증을 호소하였다. 피질골에는 

혈관의 분포도 적고 신경의 주행도 없기 때문에 물방울 레이저를 이용하여 연조직과 피질골

을 제거할 때 까지는 통증이 없고 수질골을 뚫을 경우 수질골 내를 주행하는 신경분지에 의

하여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질골 내를 주행하는 신경분지의 마취를 물

방울 레이저를 이용하여 시도하기도 하였다. 골내 신경의 물방울 레이저 마취를 위해서는 연

조직 마취 시 보다 골의 밀도가 높으므로 레이저 빛이 도달하기 위해서는 강한 출력이 필요

하므로 강한 출력을 사용하였다.  물방울 레이저를 이용한 마취의 기법은 연조직용 (1-2 

Watts, 10-15% waters, 10-20% air)과 경조직용 (5-6 watts, 30-40 waters, 40-50 air)으

로 나누어서 사용하고 있다. 연조직 마취는 거의 모든 경우에서 성공을 하고 있으나 경조직 

마취의 경우에는 성공률이 높지 못한 실정이다. 그 이유로는 연조직과 달리 골조직은 밀도가 

높아서 골내를 주행하는 신경분지까지 레이저빛이 도달하지 않을 수가 있고 현재 임플란트에 

사용하는 레이저 팁이 짧아서 접근이 어렵다는 것도 이유로 사료된다.

  무마취 임플란트 식립 시술을 받은 환자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임플란트 시술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편안하다.

  2. 충치 치료하는 정도의 수준이고 참을 만하다.

  3. 주사를 맞지 않아서 좋고 남의 살처럼 멍멍하지 않고 내 살이 살아있는 느낌이라 좋다.

  4. 마취를 하여 남의 살처럼 감각을 없애고 치료 할 때는 혹시 신경을 건드리거나 잘못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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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해도 감각이 사라져도 알 수가 없어서 불안했는데 감각이 그대로 살아 있는 상태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치료를 신뢰할 수 있어서 좋다.

결  론

  2004년 7월 7일부터 2006년 2월 7일까지 물방울 레이저를 이용한 국소 마취 없는 임플란

트 시술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국소마취 없는 임플란트 

시술의 성공률은 총 100개를 식립하여 7개에서 통증을 호소하여 국소마취를 시도하고 식립하

여 93%의 성공률을 보였다. 시술의 문제점은 일반적인 수술 방법에 비하여 시술시간이 많이 

걸리고 연조직의 거상과 제거가 깨끗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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