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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YAG 레이저를 이용한 치주질환 치료 증례보고
Periodontal disease treatment using Er-YAG la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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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eriodontal disease is a common oral disease that frequently found in dental clinic. 

Periodontitis is caused by certain microorganisms or certain microbial populations. 

Periodontitis is an inflammatory lesion of the tooth surrounding tissue, which causes 

the formation of deep periodontal pockets, gingival recession, and destruction of the 

periodontal ligament and alveolar bone. Many clinical studies have confirmed the 

effectiveness of the Er-YAG laser in periodontal therapy. The Er-YAG laser has a high 

bactericidal potential at a low energy level. This article introduces a case of periodontal 

disease treatment using Er-YAG la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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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처음 레이저를 구입하고 이 장비를 어떻게 할지 몰라 난감했던 기억이 난다. 아직도 많은 

개원의들이 레이저가 좋다는데 언제,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고민만 많이 하시고 진료실 한구

석에 레이저가 방치 되어 있기 일수 일 것이다. 그래서 본원에서는 먼저 제일 간단한 소독에 

레이저를 사용하였다. 임플란트 수술 후 소독 시 레이저를 이용하였다. 그리도 발치 후 통증 

있는 환자 소독에 사용하고 치주 치료, 근관 소독, 임플란트 2차 수술, 구강 내 궤양, 치경부 

레진 치료 시 에칭 등 처음에 비하면 다양한 진료에 사용하게 되었다. 그중 가장 많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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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죄는 레이저 치주 치료에 대한 증례를 보고하고자 한다.

  치주염은 세균감염에 대한 우리 몸의 과도한 숙주 반응의 결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질병의 진행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다. 당뇨병과 같은 전신 질환은 치주염을 악화시키며, 

약물복용, 흡연, 임신, 비만 및 과도한 스트레스 등의 숙주 요인도 위험요소로 작용한다. 이 

외에도 급속히 진행되는 치주염인 경우는 유전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치주 치료의 gold standard는 기계적 괴사조직제거로 감염된 pockets의 병리학적 박테리아 

균주의 적절한 근절이다.1, 2) 치주염의 치료방법으로는 비외과적 (non-surgical) 치주 치료와 

외과적 (surgical) 치주 치료로 나눌 수 있다. 비외과적 치주 치료에는 우선 치은 연상 및 치은 

연하의 치아 표면에 있는 치태와 치석을 제거하는 치석제거술 (scaling)과 치근면 활택술 

(root planning)이 있고 교합 인자가 치주질환의 진행이나 치료의 결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한으로 감소시키고자 하는 교합 치료, 화학요법제에 의한 치태 조절 등이 있다. 외과적 

치주치료에는 치주낭 내의 치조골부위까지 기구를 도달시켜 치주낭 측벽의 염증성결합조직까지 

제거함으로써 건강한 치주결합조직에 의한 재부착을 도모하는 치은연하소파술 (subgingival 

curettage)과 질병에 이환된 치주낭 조직을 절제해내는 치은절제술 (gingivectomy), 치조골과 

치근면에 대한 시야와 기구 도달을 위한 접근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치은과 점막조직편을 분

리해내 치료하는 치주판막술 (flap surgery) 등이 있다. 그러나, 치근의 구조와 그 특정한 해

부학적 구조 변화는 curette 이나 ultrasonic 같은 전통적인 기구를 사용하는 비외과적 치주

치료에서 괴사조직제거의 효과적인 protocol 확립에 방해가 된다.3) 따라서 다른 장치(예: 레

이저)가 비외과적 치주치료에서 scaling and root planning (SRP) 의 부수적이거나 대안으로 

사용되어 왔다. 현재 많은 임상연구에서 치주치료에서 레이저와 SRP를 같이 하거나 레이저만 

단독으로 하거나 할 때 Erbium-doped yttrium aluminium garnet laser (Er-YAG laser, 

2940nm) 의 효과를 확인하였다.4-6)

  본 증례에서는 하악 좌측 제1소구치와 제 1대구치 사이에 발생한 치주 농양을 Er-YAG 

laser와 SRP를 이용하여 치료한 내용을 보고하고자 한다.

증 례

  54세 여성이 수주일 전부터 하악 좌측 구치부의 불편감이 있었고 내원하기 며칠 전부터는 

통증과 부종이 발생하여 이를 치료하기 위해 내원하였다.

  임상검사 결과 환자의 하악 좌측 제 2소구치와 제 1대구치 사이에 부종이 보였으며 만지면 

통증을 호소하였다. 치주탐침으로 검사 시 #35의 distolingual 부위에 치주낭 깊이가 7mm로 

측정되었고 동요도는 보이지 않았다. 환자는 특별한 전신 질환은 없었으며 구강 상태는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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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치태침착을 보이는 불량한 상태였으며 양치질 등의 약한 자극에도 출혈을 보여 불안해 

하고 있었다. (Fig. 1)

  치주 농양의 치료를 위해 SPR와 레이저를 이용한 큐렛을 시행하도록 계획하였다. Er-YAG 

laser (Anybeam™ TOP EN plus, B&B Systems, Korea)를 이용하여 저출력 (0.75W)으로 치

주낭 내에 레이저 팁을 넣었다 뺐다 하는 방식으로 LI (laser irradiation)를 시행하였고 다음 

출력을 조금 더 높여서 (1W) LI를 시행한 후 치주 큐렛을 이용하여 치석 제거를 위한 치근 

활택술을 시행하였다. 약 5일후 재 내원하였을 때 환자는 술 후 통증도 없었고 부종도 빨리 

가라앉았다고 하였다. 치료한 부위는 부종도 없고 통증도 없었으며 양호한 치유 양상을 보였

다. (Fig. 2) 환자에게 구강위생관리를 교육한 후 치료 후 재평가를 위해 6개월 후 재 내원하

도록 하였으나 더 이상 내원하지 않았다.

Fig. 1 #35, 36 설측에 발생한 치주 농양
 

Fig. 2 레이저 치료 5일 후 양호한 치유 양상

고 찰

  구강병의 대표적인 질환인 치주질환은 중년기 이후의 치아 상실이 되는 주요한 원인으로 

치은 출혈과 같은 치은염, 치조골의 흡수가 보이는 초기치주염의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우

리나라 성인의 37%가 치주질환에 이환 되어 유병률이 높은 만성질환 중 하나이며 성인기에 

대표적인 치아 상실의 원인이라고 보고가 있으며, 미국 그리고 유럽에서도 성인 대다수가 치

주염에 이환 되었다고 보고되었다.7-10)

  치주염은 특정 미생물 또는 특정 미생물 집단에 의해 발생되는 치아주의조직의 염증성 병

변으로 치주낭 형성, 치은 퇴축과 함께 치주 인대와 치조골의 파괴가 일어난다. 치은염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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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소견의 차이는 부착 상실을 보이는 것으로 구별된다. 부착 상실의 결과로 치주낭이 형성

되고 인접 치조골의 밀도와 높이의 변화가 일어난다.

  치주 농양은 치주조직 내에 국한된 화농성 염증으로 lateral, parietal abscess 라고도 불리며 

주로 그람 음성 혐기성세균에 의해 야기된다. 이 치주 농양은 배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동통이 

심하며, 치아는 타진 반응에 민감하다. 치주 농양 치료 중 치주낭을 통한 배농이 가장 자주 사용

되는데 curette을 치주낭 내로 집어넣어 배농을 시키고 내부조직 덩어리를 부드럽게 소파한다.

  Laser irradiation (LI) 를 사용하는 레이저 응용은 치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11-16) 최근 

erbium yttrium scandium gallium garnet (Er,Cr:YSGG), erbium‐doped yttrium aluminium 

garnet (Er-YAG) 와 neodymium‐doped yttrium aluminium garnet (Nd‐YAG) 레이저는 치주 

치료에서 깊은 치주낭의 mucosa 와 gingival crest의 변화없이 치주병원균과 병든 조직을 제거

하는데 효과적이다.16, 17) 또한 만성치주염 연구에서 레이저치료는 환자의 만족과 수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7, 18) Er-YAG 레이저의 치주 치료에 대한 여러 임상 논문들이 보고되고 있다. 

Er-YAG 레이저는 높은 살균 특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19-21) Ando 외등은 Er-YAG 

레이저의 살균효과를 처음으로 보고하였다.19)

  이번 증례에서는 6개월 후 환자가 재 내원하지 않아 치주낭 깊이의 변화를 확인할 수 없었

지만 2003년 Eberhard 등의 연구에서 Er-YAG 레이저로 치은 연하 치석 제거 시 손기구로 

제거하는 것만큼은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효용이 있다고 보고 하였으며 2001년 Schwarz 등은 

레이저로 periodontal pocket치료 후 6개월 뒤 평가한 결과 손기구로 치료한 것 보다 치주낭 

점수나 임상 부착치은 수준이 레이저로 치료할 때가 더 높았음을 보고하였다.22, 23) 더구나, 

치주치료에서 레이저는 치근에 손상을 최소화 하거나 거의 없을 수 있지만 mechanical 

instruments 는 치근에 과도한 손상을 줄 수도 있어 치주치료에서 레이저를 이용한 치료가 

다른 평가를 받고 있다.24)

  그러나 Zach와 Cohen의 연구에 따르면 치수 내 온도가 5.5°C 증가로 pulpitis 또는 pulp 

necrosis 가 조사 된 치아의 15 %에서 유발 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고출력 레이저를 치

주 치료에 적용 할 때는 치주 조직의 열 손상 예방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25)

  치주 치료에 레이저를 사용하는 경우 술 후 환자 출혈도 적고, 시린 증상도 적으며 레이저의 

살균 효과로 2차 감염 위험성도 적어 치유에도 효과적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레이저를 사용함

으로써 환자의 기대심리가 높아지고 다른 치과와 차별점을 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 치주염에 

레이저 치료를 적용하고자 한다면 술자는 자신만의 프로토콜을 세워 레이저를 안전하게 사용

하여야 한다.

  근래에 연조직 치료에 레이저 치료가 충분히 효과적임을 보여주는 많은 연구 들이 있다. 

치료에 레이저를 이용하는 분야가 앞으로도 더 많이 연구되고 보편화되기 위해서 다양한 관

심과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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