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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YAG YSGG laser를 이용한 치경부 마모증 증례 
보고

Composite resin filling with Er-YAG YSGG Laser on non-carious cervical 
le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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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aser was limited in use due to the side effects of heat generation during the 

irradiation process, resulting in endodontic stimulation. However, the use of Er-YAG, 

Er-YAG YSGG has been expanded for enamel due to reduced heat generation during 

laser irradiation. The use of laser in enamel reduces the stimulation caused by 

non-contact and enables equal deletion, thereby removing sclerotic dentin such as 

non-carious cervical lesion and infiltrating dentin adhesives deeper to increase dentin 

adhesion strength. I would like to introduce a case of composite resin filling by laser 

irradiation on non-carious cervical le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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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경조직에 레이저를 조사 할 때 높은 열이 직접적으로 전달되어 사용이 제한되었다. 그러나 

Er-YAG, Er-YAG YSGG는 열에 대한 부작용이 적어 치아 등 경조직에 적용이 가능하게 되

었다. 상아질면이 교합력, 마모, 화학, 기계적인 자극으로 노출되면 불편감을 줄 수 있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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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치료는 불소와 같은 화학적인 방법이나 레이저를 조사하여 상아세관을 변화시키는 방법과 

적극적으로 상아세관을 덮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인 non-carious cervical lesion의 경우는 에나멜로 들러싸인 일반적인 와동 형태와 

달리 치근쪽은 상아질이 경계가 되어 장기적인 성공이 떨어지게 된다.1) 아울러 이 부위의 상

아세관은 종종 관주상아질 또는 석회화된 침전물에 의해 폐쇄된다. 이와 같은 상아질은 상아

질로의 상아질 접착제의 침투가 어려워 접착 강도가 떨어지게 된다. 이런 이유로 상아질 접착

을 위해 경화부위를 제거할 것이 추천된다. 그러나 기존의 기계적 제거는 균일한 제거가 어렵

고 이로 인한 불편함의 증가와 근관 치료의 위험성이 증가되게 된다. 경화상아질 제거에 레이

저를 이용하여 상아질의 표면 상태를 바꾸어, 상아질 접착제가 더 깊은 침투가 가능하게 되고 

더 향상된 상아질접착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증례보고에서 레이저를 이용한 복합레진 

충전을 소개하고자 한다.

증 례

  환자는 상악 우측 제2소구치 부위에 치수에 근접할 정도의 에나멜 및 상아질의 마모가 보

이고, 온도와 기구의 접촉에 심한 과민증상을 보인다. (Fig. 1) 잔존 우식 여부와 결손부 주변

에 존재하는 bio-film을 제거하기 위해 우식검지액 (Sable™ Seek®, ULTRADENT)을 도포한

다. (Fig. 2) 치은 열구 내에서 올라오는 조직액을 막기 위해 치은 압배를 실시한다. (Fig. 3) 

경화된 상아질에 Er:YAG YSGG를 비접촉으로 삭제하였다. (Fig. 4) 와동의 치관부 에나멜에 

경사를 주어 결합력을 높인다. 이에 노출된 상아질과 에나멜에 본딩제를 도포한다. Flowable 

레진을 먼저 충전한 뒤, 복합레진으로 충전한다. 충전된 부위의 과잉된 레진을 정리하고 충전

을 마무리한다.

Fig. 1 치경부의 심한 마모

 

Fig. 2 우식과 잔존 biofilm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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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코드 삽입

 

Fig 4 경화상아질을 제거

Fig. 5 치관부 에나멜에 경사 형성

 

Fig. 6 복합레진 충전

Fig. 7 치료 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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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Non-carious cervical lesion을 포함한 치경부 마모의 원인은 여러 인자가 복합되어 있어 

강한 응력, 마모, 화학적 erosion의 조합에 의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 원인 여하를 

막론하고 치경부 결손의 존재가 치아의 내부 응력 분포가 바꾼다는 것을 알 수 있다.1-3) 이에 

대한 레진 수복에 의해 치아 내부 응력 분포가 개선되고, 하중에 의한 치질의 위해함도 줄어

들 수 있다. 이를 위해 안전된 레진 수복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치경부에 나타나는 경화상

아질을 레이저를 이용하여 비접촉 방법으로 균일한 삭제를 하고 상아질접착제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돕는 것은 중요한 과정으로 생각된다.

  정확한 파라미터의 사용은 특히 중요하다. 삭제 속도는 기존의 절삭기구보다 떨어지지만 비

접촉 모드로 진행하므로 진동으로 이한 유해 작용의 최소화, 살균 효과, 파라미터만 조절하면 

삭제 깊이의 조절이 용이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레이저가 레진 수복에 있어서 

접촉 강도를 높일 수 있는 파장과 방법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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