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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roduction: Today, various methods are used to treat oral soft tissue diseases, and 

among them, laser is widely used for its high therapeutic effect and various 

advantag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diode lasers 

in treating soft tissue lesions in the oral cavity by comparing them with conventional 

scalpels and other types of lasers based on the literature published so far.

  Materials and Methods: A review of literature published in English between 2005 

and 2020 in the PubMed database was conducted using the keywords “diode laser” 

and “oral surgery”.

  Results: Diode laser is a safe and effective treatment tool that has the advantage of 

reducing bleeding and causing less inflammation and scarring than conventional 

scalpels in removing exophytic soft tissue from the oral cavity. Its effect is not only 

similar to other types of lasers, but is lower cost, smaller in size, and easier to use 

than other lasers.

  Conclusion: Diode laser is an effective tool for the treatment of small exophytic 

soft tissue lesions in the oral cavity because it is easy to use and has an appropriate 

coagulation effect, less inflammation, pain, and no suture required during surgical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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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구강 내 점막 및 혀 등에 발생하는 점막 바깥쪽으로 많이 돌출된 병변은 정상 조직과는 다르

게 연조직의 크기가 매우 증가하여있는 특징을 가지며 구강 상피 및 구강결합조직이 입술 깨물

기 습관이나 치아 및 점액의 감염 또는 보철물의 자극에 의한 외상 같은 강한 자극에 지속해서 

노출되었을 때 형성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임상적으로 쉽게 확인이 되는 병변이다. 이런 병변이 

구강 내 관찰되고 있으며 환자의 과거력과 생활습관의 문진 및 검진 상 지속적인 강한 자극이

나 외상 또는 감염의 경험이 있으며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임상적 증상이 구강 내에서 관

찰된다면 이로 인한 양성의 과증식성 병변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나 과

증식된 연조직 병변이 구강 내 관찰된다면 종양의 가능성도 있어 이에 대한 감별진단 및 주의

가 필요한 병변이다.1, 2)

  이런 구강 내 과증식성 또는 종양성 연조직 병변을 절제 또는 생검하기 위해서 임상에서는 

통상적인 메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오고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전기 메스 및 여러 종류

의 laser를 이용하는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1, 2) 이 중 laser는 여러 종류가 개발되었고 

발전되어 구강 내 다른 치아 및 치조골 치료 뿐만 아니라 구강 연조직의 외과적 절제 및 생검 

치료에도 이용되고 있다.3)

  많은 종류의 laser 중 CO2 laser, Erbium laser, Nd:YAG laser 및 diode laser 같은 고출력 

계열이 구강 내 과증식성 또는 종양성 연조직 병변의 절제 및 생검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 

중 치과 치료에 있어 처음 사용된 CO2 laser는 정확한 조직 절개 및 지혈 치료에 효과적이어서 

현재 외과적 치료 시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4, 5) 일반 구강 내 연조직 제거에는 diode laser가 

임상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크기가 CO2 laser에 비하여 작고 사용법이 더 쉬우며 광열 효과

(photothermal effect) 및 기화 작용을 통하여 구강 내 작은 병변들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이다.6, 7)

  이번 연구의 목적은 지금까지 발행된 문헌을 바탕으로 구강 내 연조직 병변의 치료에 있어서 

diode laser의 효율성을 통상적인 메스 및 다른 종류의 laser와 비교하여 평가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및 대상

  Pubmed 통하여 2005년 1월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diode laser와 soft tissue 및 oral 

surgery가 포함된 문헌을 검색하고 초록을 통하여 diode laser 및 다른 laser를 사용한 임상 증

례 및 조직학적 평가에 관한 문헌을 선택하였다. 이 중 전체 문헌을 확인할 수 없는 것과 영어 

이외의 문헌은 제외하였고 다른 종류의 laser와의 비교 연구가 없는 문헌 및 2005년 이전 문헌

도 제외하였다. 전통적인 메스와 diode laser의 치료 효율성을 비교한 연구, 8-11, 17) CO2 



대한악안면레이저치의학회  Korean Association of Maxillofacial Laser Dentistry

http://www.kamld.org10

laser와 diode laser를 비교한 연구, 12-15 Nd:YAG laser와 다른 laser의 치료 효용성을 비교

한 연구와15) Erbium laser를 이용하여 과증식 연조직을 외과적으로 절제하는 치료에 대한 연구

가 포함되었다.11, 13, 14, 16) 최종적으로 10개의 문헌이 선택되었고 Diode laser가 구강 내 연조직 

병변의 제거에 효과적이라는 것은 모든 문헌에서 볼 수 있었다.

고 찰

  오늘날 많은 치과에서 laser를 이용하여 여러 치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연조직 병변의 제거에

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 Diode laser는 통상적인 메스에 비해 절개나 지혈에 있어 효율적이며 

다른 종류의 laser에 비해 휴대가 쉽고 기기의 크기가 작은 이점이 있어 가장 많이 이용되는 

laser 중 하나이다.

  Diode laser와 메스를 이용한 절제 방식의 비교에 있어서 diode laser가 더 우수하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명확히 보이고 있다. Arcangelo8) 및 Amara9)의 연구를 살펴보면 diode laser가 

기존 메스 치료법에 비해 수술 중 출혈 및 수술 부위의 부종이 감소하고 응고 및 흉터의 개선

에도 용이하며 봉합이 필요 없고 수술 시간의 단축 및 수술 후 통증도 많이 덜하다는 점에서 

더 유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Jin11) 의 연구에서는 diode laser가 기존의 메스에 비

해 더 큰 조직 손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되어 있다.

  CO2 laser는 치과 분야에 처음으로 도입된 레이저로 절단 정밀도가 뛰어나고 덜 침습적 인 

수술을 수행할 수 있으며,6) 기존 메스 수술 방식과 비교하였을 때 diode laser와 동일한 장점

을 제공한다. Suter12), CercadilloIbarguren13) 및 Azevedo14)의 연구 결과를 보면 이 CO2 laser

를 사용하여 치료하였을 경우 병변 조직의 가장자리에서 더 적은 열 손상을 보인다고 보고하였

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CO2 laser는 diode laser에 비하여 가격이 비싸고 부피가 커서 임

상에서 취급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Erbium laser(Er:YAG 및 Er,Cr:YSGG)는 최근 치과에서 충치 발생 및 뼈 조직 제거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5) CO2 laser와 비슷한 파장 길이를 가지고 있어 조직에 덜 침투하여 치료 부위 

주변의 손상 정도가 diode laser에 비해 적어 회복 속도가 더 빠르다.11, 13, 14, 16) 하지만 

Fekrazad16) 연구 결과에 따르면 Erbium laser는 diode laser와 비교하여 수술 중 응고 및 지혈 

효과가 적다. 박동성 파동을 가지고 있어 연속성 파동 기전을 가지는 laser에 비해 절단면이 고

르지 못하여 심미적인 부위 치료에 적합하지 않음을 언급하고 있다. Erbium laser는 diode 레

이저에 비해 가격이 높다.16, 18)

  Nd:YAG laser는 연골, 뼈, 문신 또는 모발 제거 시에 많이 사용되나 파장으로 인한 조직 침



Diode laser를 이용한 구강 연조직 병변의 치료에 관한 문헌 고찰

http://www.kamld.org  11

투깊이가 깊어 다른 레이저보다 주변 조직에 더 큰 손상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으며,5, 14) 돌출

된 연조직 병변의 제거에는 적합하지 않다.14, 19)

  Laser는 치은에 발생한 흑색증이나 색소침착의 치료에도 이용된다. 전기 메스를 이용한 색소

침착의 치료와 diode laser를 이용한 치료 비교 연구에서 diode laser가 더 우수한 결과를 보

여주었다.17) Diode laser로 치료한 그룹의 환자들은 전기 메스 그룹의 환자들에 비해 통증이 

덜 하였는데 이는 신경말단의 절제 및 세포막의 나트륨 및 칼륨 펌프 작동을 방해하여 신경전

달을 억제하는 효과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Laser로 색소 제거는 다른 치료법에 비해 많은 장

점이 있으나 일부 증례에서 백반증이 발생한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Diode laser는 구강 수술에서, 특히 작은 돌출형 병변 제거를 위한 구강 수술에 사용 시 매우 

유용하다. 쉬운 사용법과 저렴한 비용, 적절한 응고 작용과 치료 시 봉합이 필요 없는 점, 염증

과 통증을 감소시키며 치료 시간을 단축시키고 더 나은 치유 효과 및 적은 합병증을 보이는 구

강 수술을 수행 할 때 효율적인 도구이며 구강 연조직의 외과적 치료에 있어 기존 메스보다는 

더 탁월한 치료 수단이며 다른 종류의 laser와 비교해도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을 이번 연구

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현재 많은 일반적인 임상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인 

효율성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하며 추가적인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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