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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기계식 절삭 장치는 과거 100여 년간 치과 영역에서 
널리 이용되어 왔다. 점진적 연구 개발을 통해 장치는 더 
작아지고 절삭 효율은 증가해 왔다. 그러나 핸드피스 또
는 초음파 스케일러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 이로부

터 환자가 느끼게 되는 공포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과
제로 남아있다.1 레이저는 이러한 기계식 접촉 장치를 대
체하는 수단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1964년 Goldman 등2이 치아 우식 치료에 레이저를 최
초로 적용하여 보고하였다. 계속해서 Nd:YAG와 CO2 레
이저 등이 치의학 영역에서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종류의 레이저는 경조직 제거에 효과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열 발생으로 인한 경조직의 국소적 용융, 균
열 및 탄화(carbonization)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으

로 보고되었다.3 경조직 제거에서 가장 우수한 효과를 보
인 것은 2,940 nm 파장의 Er:YAG 및 2,790 nm 파장의 
Er,Cr:YSGG 레이저이다. Er:YAG 레이저는 Nd:YAG 

레이저에 비해 물에 15,000배 더 흡수된다. 따라서 Er 계
열의 레이저를 물과 함께 적용하면 경조직을 효과적으로 
마멸(ablating)시킬 수 있게 된다.4 물방울 레이저란 이름

으로 친숙하게 알려진 레이저가 바로 이러한 원리를 이
용한 것이다.

1997년 미국 FDA가 Er:YAG 레이저를 승인한 이래로, 
치아 와동 형성과 지각과민 처치, 치주 치료 및 임플란트 
수술 등에서 Er:YAG 레이저가 제한적으로 이용되고 있
다. 레이저는 기계식 절삭장치와는 달리 조직에 마멸, 지
혈 및 정화(detoxification)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또한 정확한 절개 및 주변 조직에 대한 최소한의 손상 발
생으로 인해 술 후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른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음과 진동이 미비하여 환자의 심리

적 편안함을 증진시키는 효과도 있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임상가들은 레이저 사용에 
대해 아직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레이저 장치에 대한 초기 비용 부담이 크고, 각 시술 별
로 서로 다른 종류의 레이저 장치가 필요한 것이 임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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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는 경제적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다. 물방울 
레이저 시술이 무통 치료나 기계적 시술을 완전히 대체 
가능한 것처럼 과장·과대 광고되면서 생긴 부정적 선입

견도 원인이 될 수 있다.5 그 무엇보다도 레이저 이용에 
회의적인 가장 큰 이유는 레이저의 효과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지각과민증과 치주 처치에 있어 레이저가 갖는 효과에 
대한 최근 연구 결과들을 되짚어보고자 한다.

본론 

1. 상아질 지각과민증 치료에서 레이저의 효과

상아질 지각과민(dentinal hypersensitivity: DH) 치료

에 레이저가 최초로 소개된 것은 1980년대 중반이다.6 
이후로 다양한 종류의 레이저가 DH 치료에 시험적으

로 이용되었다. 여기에는 Nd:YAG와 Er:YAG분만 아니

라, CO2, He-Ne, 그리고 Diode (GaAlAs) 레이저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레이저들은 다양한 범위의 파장과 에
너지를 나타내는데, 파장의 경우 632.8 nm (He-Ne)부
터 10,600 nm (Er:YAG, CO2)까지 분포한다. Diode나 
He-Ne처럼 낮은 출력 에너지의 레이저가 DH에 나타내

는 치료 효과는 레이저가 신경에 작용하는 것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Nd:YAG, CO2, Er:YAG 같이 높은 
출력 에너지를 갖는 레이저의 치료 효과는 상아세관의 
협착이나 폐색과 관련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7 1,064 nm 
파장의 Nd:YAG 레이저의 경우 이러한 폐색 효과와 더
불어 추가적으로 신경 말단에 작용하여 C와 Aβ 섬유를 
차단한다.8

상아질 지각과민증에 대한 레이저의 임상적 치료 효
과 연구들을 살펴보면, 그 결과가 서로 상이하며 다양한 
범위를 나타내고 있다. DH로 인한 불편감이 레이저 치
료로 인해 감소된 비율을 환자 또는 치아 별로 살펴보면, 
GaAlAs 레이저는 53.3% - 94.2% 범위를 나타내는 것으

로 보고되었다.9,10 CO2 레이저의 3개월 추적 조사 결과

는 50% - 94.5% 범위를 보이며,11,12 Nd:YAG 레이저의 
경우 51.5% - 100%의 범위를 나타내었다.6,13 Er:YAG 
레이저의 6개월 추적 조사에서는 DH 감소율이 38.2% - 
47% 범위로 보고되었다.14,15 Er:YAG 레이저의 경우 도
입 시기가 최근이라 임상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레이저를 DH 치료에 적용한 임상 연구는 다수 있지

만, 무작위 비교 연구(RCT)는 2011년 기준으로 8개뿐이

다. 이들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systematic review) 결
과, 중등도 이상의 편향(bias)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불소 바니쉬와 같은 도포 처치제와 비교 시, 레
이저가 도포 처치제보다 DH에 다소 우수한 효과를 갖
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타 분석 결과, Er:YAG 레이저(n 
= 2 trials)와 CO2 레이저(n = 1 trial)는 도포 처치제보

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우수한 치료 효과를 나타낸 반
면, Diode 레이저(n = 4 trials)와 Nd:YAG 레이저(n = 2 
trials)는 도포 처치제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Fig. 1).16 무작위 비교 연구의 수가 적고, 연구 결과간에 
통계적 이질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체계적 문헌 고찰 
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
인다.

지각 과민증 치료에는 심리적 요인도 작용하는 것으

로 보인다. 따라서 지각 과민증 치료제의 효과를 판별하

기 위해서는 위약 효과(placebo effect)도 고려되어야 한
다. 2011년 발표된 Sgolastra 등7의 체계적 문헌 고찰에 
의하면, 레이저를 이용한 DH 치료에서 위약 효과를 포
함한 연구는 단지 3개뿐이며, 결과간 이질성이 커서 메
타 분석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Birang 등15이 Nd:YAG, Er:YAG와 placebo 레이저

를 DH 치료에 이용한 결과, 6개월 추적 조사에서 통증 
감소가 각각 91%, 62%, 그리고 20%로 나타났다. 그러

나 세 그룹간 통계적 비교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정 
레이저가 더 효과적이라는 증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Vieria 등17은 diode와 placebo 레이저를 oxalate 및 
placebo oxalate와 비교한 RCT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네 그룹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Lier 등18이 Nd:YAG 레이저와 placebo 레이저의 DH 치
료 효과를 비교한 연구에서도, 두 그룹간에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상아질 지각 과민증 치료에

서 레이저는 기존의 도포성 지각 과민 처치제보다 다소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실
험에 사용된 레이저의 종류와 파장 및 에너지 수준이 다
양하고 데이터간 이질성이 크며 위약 효과가 충분히 고
려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레이저가 상아질 지각 과민 치
료에 효과가 있다고 보기에는 그 증거 수준이 낮다고 하
겠다. 따라서, 장기간의 추가적인 RCT 연구가 수행되어

야 하며 여기에는 표본 편향과 위약 효과까지 고려되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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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수술적 치주염 치료에서 레이저의 효과

치주염의 비수술적 치료는 병변에 이환된 치근 표
면의 조직을 기계적으로 제거하는 것으로, 손이나 초
음파를 이용해 스케일링과 치근 활택(scaling and root 
planing: SRP)을 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그러나 치주낭

과 하부 치근 표면에서 세균 군락과 그 오염물을 완전

히 제거하는 것은 전통적인 기계적 방법으로는 거의 불
가능하다.19 특히 치근 분지부(furcation)처럼 해부적

으로 복잡한 부위에서의 SRP는 더욱 어려우며, 초음

파 스케일러를 이용할 경우 소음과 진동 및 치근 접촉 

시 과민증을 일으켜 환자의 불편감을 증대시키기도 한
다.1 SRP에서 레이저를 적용할 경우 마멸, 살균 및 해독

(detoxification)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뿐만 아
니라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환자 불편감 유발 문제도 해
결할 수 있기에 기계적 치주 치료의 대안 또는 보조적 
수단으로 주목 받아오고 있다.20

레이저를 치주염의 비수술적 치료에 이용한 임상 결
과는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Neil ME 등의 double 
blinded RCT 연구에서, Nd:YAG 레이저를 전통적 SRP
에 보조적 수단으로 적용할 경우 gingival index와 탐침 
시 출혈에 있어 유의하게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

Fig. 1. Forest plot for the effect of laser therapy on dentine hypersensitivity: standardized mean differences (95% 
confidence intervals) between laser therapy and active control from random effects meta-analyses.16

CI, confidence interval.

1.1.1 GaALAS
Vieira 2009 -0.15 [-0.56,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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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치은 부착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Nd:YAG 레
이저만 단독으로 적용할 경우 SRP보다 interleukin-1β 감
소에 있어 덜 효과적이라고 보고되었다.21 또 다른 연구

에서는 초음파 스케일러와 비교 시, Nd:YAG 레이저 단
독으로 치주 치료를 한 경우 치은 연하에서 P. gingivalis 
감소와 치은열구액에서 interleukin-1 감소에서 유의하

게 우수한 결과를 보이기도 하였다.22 따라서 Nd:YAG 
레이저만 단독으로 이용하기 보다는 기계적 SRP의 보
조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권장하기도 한다.1

CO2 레이저는 치석을 녹이거나 탄화시키기 쉽기 때
문에 치석 제거에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21 또
한 SRP에서 CO2 레이저와 초음파 스케일러의 효과

를 비교한 실험에서는, 레이저 치료 시 P. gingivalis와 
interleukin-1의 유의미한 감소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

다.22

비수술적 치주 치료에서 diode 레이저의 활용은 비교

적 최근에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Diode 레이저를 보조적

으로 이용할 경우 치주낭에서 A. actinomycetemcomitans 
등의 세균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23 또 다른 연구에서는, 
SRP의 보조적 요법으로 diode 레이저를 펄스 형태로 적
용 시 유의한 개선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24 2013년에 
수행된 메타 분석 연구에서는, diode 레이저가 SRP에 
추가적인 이득 효과를 주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그
러나 메타 분석의 포함 기준- 만성 치주염으로 진단된 
환자를 대상으로 RCT로 6개월 이상 추적 조사한 연구-
을 만족하는 연구는 오직 5개였다. 이 가운데 3개의 연
구는 높은 수준의 편향을 내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25 
따라서 diode 레이저의 보조적 치료 효과를 확인하기 위
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러 종류의 레이저 가운데 기존의 기계적 SRP를 대
체할 것으로 가장 기대되는 것은 Er:YAG 레이저이다. 
Er:YAG 레이저가 전통적 SRP 치료보다 탐침 시 출
혈, 치주낭 깊이 그리고 부착 수준의 향상을 보였다.26 6
개월 추적 조사에서 레이저 치료가 초음파 스케일러와 
유사한 효과를 보여주었다.27 시술 후 2년 간 비교 시, 
Er:YAG 레이저 치료가 초음파 스케일러보다 치주낭 깊
이가 감소와 부착 수준 향상에서 유의한 효과를 나타낸 
연구 결과도 있다.28 또한 레이저 치료가 새로운 백악질 
형성을 촉진한다는 주장도 있다.29 그러나 SRP 장치 별
로 환자 불편감을 평가한 연구에서는 초음파 스케일링

이 Er:YAG 레이저보다 더 환자 만족도가 큰 것으로 보
고되기도 하였다.30 따라서 Er:YAG 레이저를 치주 치료

가 전통적 SRP와 유사한 효과를 나타내는지 혹은 더 우
수한 임상 결과를 보이는지 명확한 결론을 내려줄 추가

적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치은 연하에 효과적으로 전달

되고 환자의 불편감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레이저 장치

의 tip 개선 등이 필요하다.

3. 임플란트 주위염 치료에서 레이저의 효과

임플란트 주위염을 치료하는 이상적인 프로토콜에 대
한 합의는 아직 없지만, 플라스틱 큐렛 등을 이용해 오
염된 조직을 제거하는 것이 추천되어 왔다.31 그러나 이
러한 기계적 제거 방식만으로는 임플란트 표면으로부터 
세균과 오염된 산물을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다.32 기계

적 제거 외에 화학 약품이나 항생제 투여 등을 병행하는 
보조적 치료 요법이 추천되기도 하지만, 그 효과가 미비

하거나33 항생제 내성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어 
왔다.

따라서 레이저를 이용해 오염물을 제거하고 임플란

트 표면을 정화하는 요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일부 연
구에서, Nd:YAG 레이저는 임플란트 표면을 비가역적

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34,35 CO2 레이저는 임
플란트 표면을 손상시키지 않고 정화 작용을 하는 것으

로 보고되었다.36 임플란트 주위염에서 연조직 절개와 
CO2 레이저 치료를 병행할 경우 부착 수준의 유의한 향
상이 있었지만, 4개월 후의 비교 평가에서는 레이저 치
료에 이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37 Diode 레이저 역
시 임플란트의 표면의 정화 효과가 있지만,34 부적절하

게 적용한 경우 임플란트-골 계면에서 열을 발생시키고, 
chlorhexidine을 이용한 전통적 치료법보다 덜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38

Er:YAG 레이저는 오염된 임플란트 표면의 정화 뿐만 
아니라, 연조직과 경조직을 마멸시켜 염증 조직을 제거

하는 효과까지 있기에 임플란트 주위염 치료에서 가장 
효과적인 레이저로 기대된다. Er:YAG 레이저는 임플란

트 표면을 손상시키지 않으며, 조사된 표면에서 조골 세
포의 부착 속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39 또한 Er:YAG 
레이저 조사 시 오염된 지대주와 매식제 표면에서 치석

과 치태 제거가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40 체외 연구

에서는 플라스틱 큐렛에 chlorohexidine이나 초음파를 
적용한 치료보다 Er:YAG 레이저가 더 효과적이라는 주
장도 있다.32 임상 연구에서는, Er:YAG 레이저 치료가 
플라스틱 큐렛을 통한 기계적 정화와 유사한 정도의 치



311J Dent Rehabil Appl Sci 2014;30(4):307-14

Laser therapy in dentinal hypersensitivity and periodontal treatment

료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41

최근에 Mailoa 등이 임플란트 주위염에서 레이저의 
치료 효과에 대해 체계적 문헌 고찰 결과, 비수술적 레
이저 치료의 RCT 임상 연구는 단지 3개 뿐이었고 모두 
CO2 또는 Er:YAG 레이저를 이용하였다. 메타 분석을 
시행한 결과, 치주낭 감소에 있어서 레이저는 기존의 통
상적 정화 방식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2).42 
그러나 여기에 포함된 임상 연구는, 표본 수가 작고 추
적 조사 기간이 짧기에 그 결과를 단언하기에는 아직 시
기상조로 보인다.

결론

레이저를 통한 비접촉 에너지 전달 방식은 핸드피스

나 큐렛, 초음파 스케일러와 같은 기계적 접촉 방식을 
대체할 유력한 후보임이 분명하다. 약제의 도움 없이 상
아 세관을 폐색하고 신경말단에 진정 효과를 주는 기기

는 레이저가 유일하다. 상용화된 레이저 장치가 상아질 
지각과민증과 치주 치료를 위해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아직 그 임상적 효능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

하다. 최근에 발표된 체계적 문헌 고찰 연구를 중심으

로 레이저의 치료 효과에 대해 살펴본 결과, 신뢰할만한 
무작위 비교 연구의 수가 극히 미비함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레이저 종류에 따라서도 임상 효능에 분명한 차
이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레이저의 효능에 대한 판단은 
잘 설계된 임상 연구가 상당수 이루어진 다음으로 미루

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병변까지 효과적으로 에너

지를 송달할 수 있고 파장과 출력을 다양한 범위로 조절 
가능한 치과용 레이저 개발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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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가 치과 분야에 도입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그 효능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본 논문에서는 
지각과민증과 치주 처치에 있어 레이저가 갖는 효능에 대한 최근 연구 결과들을 되짚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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