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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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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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저가 치과 임상에 활용되었던 초기에는 연조직

을 자르거나 지혈을 시키는 등 주로 연조직 술식에 사용

되었으나 치주질환의 처치, 치수처치, 근첨부질환의 치
료와 치아우식증의 치료에 레이저의 사용은 불가능하

였다. 직경이 적은 광섬유의 개발로 레이저의 구강내 
전달이 가능하게 되어 현재는 pulsed Nd:YAG, Argon, 
Holmium, diode, Er:YAG, Er:YSGG 및 CO2 레이저가 
치과임상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각종  레이저의  임상응용을  살펴보면  E r :YAG, 
Er:YSGG 레이저는 치아우식증 등의 경조직 처치에 주
로 사용하며, 부가적으로 연조직 처치에 사용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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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혈효과가 떨어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연조직 
술식을 위해 확실한 조직의 제거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diode, CO2 레이저가 사용되나 광범위한 열손상이 일어

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여 사용해야 한다.
최근에는 임플란트 영역의 레이저 사용에 대한 연구

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임플란트 영역에서 사용 
가능한 이상적인 레이저는 주위조직에 열손상을 최소로 
하고 혈관을 응고시켜 정확한 시술을 가능케 하며 임플

란트주위염 치료 시 육아조직을 정확히 제거할 수 있어

야 한다. 비록 치과 임플란트가 치아를 상실한 경우 취
할 수 있는 성공적인 치료 옵션이지만 실패 또한 발생한

다.2 임플란트주위염은 임플란트의 후기 실패의 원인으

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3,4 임플란트주위염은 미
생물 감염에 의한 염증성 질환으로 임플란트를 지지하

는 골의 소실을 동반하며 임플란트 주위의 미생물의 침
착으로 인한 염증반응이 주요 병인으로 알려져 있다.5,6 
임플란트 표면에 형성된 세균막에 대한 숙주 반응은 초
기에 연조직에 대한 염증반응으로 나타나고 진행되며 
적절히 처치되지 않을 경우 임플란트 주위골의 진행적

인 파괴를 가져온다. 여러 연구들을 통해 미생물 침착이 
임플란트주위염에 미치는 영향이 보고된 바 있으며 세
균막의 제거는 임플란트주위염의 치료 시 필수조건이 
된다. 그에 반해 오염된 임플란트 표면을 정화하여 임플

란트 주위 조직의 건강을 회복하는 이상적인 방법에 대
해서는 아직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지 않았다.7

임플란트 주위의 미생물 침착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티타늄보다 단단하지 않은 플라스틱 큐렛 등을 사용하

는 물리적 제거(mechanical debridement)와 함께 보조적

인 화학적 방법으로 항생제의 국소 또는 전신투여가 시
행되고, chlorhexidine과 같은 국소 살균제에 의한 세정 
등이 사용되어 왔다.8,9 또한 오염된 임플란트 표면 정화

에 air-abrasive device가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 여러 연
구들을 통해 티타늄 임플란트에 레이저를 사용하여 표
면을 살균, 정화 시키는 방법에 대한 실험이 많이 보고

되고 있으며, 임플란트주위염 치료에 있어서 레이저 조
사의 잠재적인 효과가 주목을 받고 있다.10-12 

생체 외 연구에서 Er:YAG, CO2, diode 레이저 조사 
시 티타늄 표면의 세균이 높은 비율로 제거된 결과가 
보고 되었다.10 또한 CO2, diode 레이저는 조사 시 티타

늄 표면의 변화를 야기하지 않는다는 결과도 보고 되었

다.11,12 또한 적절한 조건으로 조사 시 Er:YAG 레이저 
또한 티타늄 표면의 변화를 야기하지 않으면서 표면 미

생물의 제거에 효과적이라는 연구도 발표되었다.11,12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상에서 임플란트주위염 치료에 
레이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아직 신중한 입장을 보이

고 있다. 레이저 장치에 대한 초기 비용 부담이 발생하

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임플란트주위염의 치료에 있어서 
레이저의 사용이 비교적 최근에야 도입된 방법이라 이
론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또한 다양한 레이저 중 어떤 레이저가 임플란트주위염 
치료에 효과적이며, 레이저 사용 시 조사 조건에 대한 
기준이 임상가들에게 낯설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임플란트주위염의 치료에 있어서 레이

저가 갖는 효과에 대한 최근 연구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
다.

본론

임플란트주위염을 치료하는 이상적인 프로토콜에 대
한 합의는 아직 없지만 플라스틱 큐렛 등을 이용해서 오
염된 조직을 제거하는 것이 추천되어 왔다.13 그러나 이
러한 기계적 제거 방법만으로는 임플란트 표면으로부터 
세균과 오염된 산물을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다.14 기계

적 제거 외에 화학적 제제나 항생제 투여 등을 병행하는 
보조적 치료 요법이 추천되기도 하지만 그 효과가 미비

하거나 항생제 내성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어 왔
다.15 따라서 레이저를 이용해 오염물을 제거하고 임플

란트 표면을 정화하는 요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 
임플란트주위염에 이환된 임플란트의 표면을 레이

저 조사를 통해 치료하기 위해서는 오염된 임플란트 표
면을 효과적으로 정화함과 동시에 임플란트 표면의 변
화를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Kreisler 등은 Nd:YAG, 
Ho:YAG, Er:YAG, CO2 레이저를 티타늄 임플란트 
표면에 조사하였을 때 표면 변화 양상 비교를 통해 
Nd:YAG와 Ho:YAG는 레이저 출력에 상관없이 표면 
변화를 유발하여 임플란트 주위염 치료에 적합하지 않
다고 하였다.16 Romanos 등 또한 Nd:YAG, diode 레이저 
조사 시 임플란트 표면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 Nd:YAG 
레이저는 출력에 상관없이 임플란트 표면 변화를 야기

하여 적합하지 않다고 하였다.17

따라서  치과  영역에  주로  사용되는  레이저  중 
Er:YAG, CO2, diode 레이저 사용 시 임플란트주위염 치
료 효과 및 임플란트 표면, 임플란트 주위 조직에 미치

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Laser therapy in peri-implantitis treatment: literatur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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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플란트주위염 치료에 Er:YAG 레이저 적용

치과 영역에서 주로 사용되는 Er:YAG 레이저의 파장

은 2.94 um로 수분에 대한 흡수도가 매우 높다. 일반적

으로 수분에 대한 흡수도가 높을수록 주변 조직의 불필

요한 손상이 적다.
임플란트주위염의 치료가 효과적으로 이뤄지기 위해

서는 오염된 임플란트 표면의 정화뿐만 아니라 임플란

트 주위에 형성되어 있는 육아조직의 제거가 동반되어

야 한다. 치과 영역에서 사용되는 레이저들 중 Er:YAG
는 임플란트 주위조직의 열손상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육아조직 제거와 임플란트 표면 정화를 함께 이룰 수 있
는 특징을 가진다.

일부 연구에서 적절한 에너지 세팅으로 Er:YAG 레이

저를 조사하였을 때 티타늄 표면에 변화가 없었다.18,19 
Matsuyama 등은 임플란트 표면에 조사조건을 달리하여 
Er:YAG 레이저를 조사한 후 표면 변화, 온도 상승 여부

에 대해 실험한 결과 50 mJ/pulse 이하에서 임플란트 표
면의 형태학적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고 온도 상승도 최
소로 관찰되었다.18 그러나 Er:YAG 레이저를 100 mJ/
pulse 이상의 높은 에너지로 조사하였을 때는 티타늄 표
면에 현저한 변화가 관찰되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18 
Schwarz 등은 100 mJ/pulse, 10 Hz로 Er:YAG 레이저

를 조사하였을 때 임플란트 표면의 조골세포의 부착율

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결과를 얻었다.19 또한 Er:YAG 
레이저는 임플란트 표면에 부착된 치태 및 치석의 제거

에 효과적이라는 연구도 있었으며,18,20 일반적인 물리

적 정화 방법에 비해 높은 살균력을 보였다는 연구결과

도 있었다.20 Friedmann 등에 의하면 P. gingivalis에 오염

된 임플란트 표면에서 물리적 제거법을 시도한 후 임플

란트 표면에 조골세포의 부착이 나타나지 않은 반면에 
Er:YAG 레이저를 처리한 경우 조골 세포의 부착이 증
가하였다고 하였다.21 Kreisler 등은 생체 내 실험에서 
Er:YAG 레이저를 사용하였을 때 임플란트-골 계면에 
온도 상승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하였다.22

최근에 이르러 생체 내에서 임플란트주위염의 비수술

적 접근에 Er:YAG 레이저를 이용한 연구가 있었다.23-25

Schwarz 등은 임플란트주위염의 비수술적 치료 시 실
험군으로 Er:YAG 레이저를 조사한 경우와 대조군으로 
플라스틱 큐렛을 사용하여 물리적 제거를 한 후 0.2% 
chlorhexidine을 적용한 방법을 비교하여 연구한 결과

를 보고하였다.23,24 결과를 보면 치료 후 6개월 시점까지

는 두 그룹에서 치주낭 깊이와 결합조직 부착 소실에 유
의미한 감소가 나타났으나 이러한 감소가 12개월까지

는 유지되지 못하였다고 하였고,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

에 차이는 관찰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탐침 시 출혈의 
감소는 두 그룹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두 그룹 중 
Er:YAG 레이저를 조사한 경우가 더 효과적이라고 하
였다. Schwarz 등은 또 다른 연구를 통해 임플란트주위

염을 비수술적 접근법으로 치료한 후 24개월에 조직병

리검사를 시행한 결과 여전히 결합조직 간질에 만성 염
증세포가 침윤되어 있다는 결과를 얻었고 따라서 비수

술적 접근으로 임플란트주위염을 완전히 치료할 수 없
다고 하였다.25 Renvert 등은 임플란트주위염의 비수술

적 치료 시 실험군으로 Er:YAG 레이저를 조사한 경우

와 대조군으로 air-abrasive device를 사용한 방법을 비교

하여 연구한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치료 6개월 시점에서 
두 그룹에서 탐침 시 출혈의 유의미한 감소는 관찰되었

으나 치주낭 깊이의 유의미한 감소는 관찰되지 않았다

고 하였다.26

임플란트주위염의 수술적 접근에 Er:YAG 레이저를 
이용한 연구도 있었다.27-29

Schwarz 등은 동물실험을 통해 판막 수술 중 임플란

트 표면에 Er:YAG 레이저를 적용하였을 때 대부분의 
임상지표에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기존의 물리

적 방법에 비해 재골유착(re-osseointegration)을 촉진

한다고 하였다.27 또한 오염된 임플란트에 실험군으로 
Er:YAG 레이저를 조사한 경우와 대조군으로 플라스

틱 큐렛을 사용하여 물리적 제거를 한 후 멸균 식염수를 
적용한 방법을 비교하여 연구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치
료 후 12개월까지는 두 방법 모두 치주낭 깊이의 유의

미한 감소가 관찰되었으나 24개월 후에는 대조군에서

만 치주낭 깊이의 유의미한 감소가 유지되었다. 결합조

직 부착 소실와 탐침 시 출혈은 두 그룹에서 치료 후 12
개월 시점까지 유의미한 감소가 관찰되었고 그 이후에

는 감소 정도가 유의미하지 않았다.28 Takasaki 등은 개
에서 임플란트주위염 치료에 Er:YAG 레이저를 조사

한 연구를 통해 육아조직 제거와 임플란트 표면 정화에 
Er:YAG 레이저가 물리적 정화법에 비해 좀더 효과적

이고 안전하다고 하였다.29 또한 치료 24주 후에 조직시

편 관찰 결과 Er:YAG 레이저를 적용한 경우 물리적 방
법에 비해 새로 형성된 골이 더 임플란트 표면 상방까지 
위치해있음을 통해 Er:YAG 레이저 조사시 새 골 형성

이 저해되지 않으며 레이저 조사된 임플란트 표면의 생

Lee KJ, Lee JH, Kum KY, Lim 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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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합성은 증가한다고 하였다.

2. 임플란트주위염 치료에 CO2 레이저 적용

치과 영역에서 주로 사용되는 CO2 레이저는 10.6 um
의 파장을 가지며, 진동파 혹은 연속파 모드로 사용 가
능하다.

CO2 레이저를 임플란트 표면에 조사하였을 때, 표
면의 형태학적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는 연구가 있었

다.11,12 또한 CO2 레이저 사용 시 티타늄 표면의 조골세

포의 부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서 임플

란트 표면의 정화에 사용되고 있다.30,31 CO2 레이저는 
안전하며 오염된 임플란트 표면에 조사 시 골 재생을 촉
진시킨다는 결과도 보고되었다.32 

CO2 레이저를 임플란트에 적용할 때, 임플란트-골 계
면의 온도상승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여러 연구가 있었

다. Ganz은 레이저 출력과 시간을 달리하여 임플란트에 
조사하였을 때 온도변화에 대해 조사한 결과 연속파 모
드로 2, 4 W의 레이저를 4초까지 조사하였을 때 온도상

승이 7 ℉를 넘지 않는 정도로 작다고 하였다.33 그러나 
높은 출력으로 CO2 레이저를 적용하였을 때 티타늄 임
플란트 표면의 온도가 유의미하게 상승할 위험성이 있
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34,35,36 Kreisler 등
은 임플란트 표면에 레이저 조사 조건을 달리 하여 임플

란트-골 계면의 온도 상승을 관찰한 결과 연속파 모드로 
1.0 W로 56초, 1.5 W로 35초, 2.5 W로 15초 조사 시 임
계온도인 47°C를 넘어섰다고 하였고,34 Mouhyi 등은 진
동파 모드로 output power, pulse width, pulse repetition 
rate, irradiation period를 달리하여 임플란트 표면에 조
사한 후 온도변화를 관찰하였는데 8 W/10 ms/20 hz
로 5초동안 조사하였을 때 온도상승이 3°C 미만으로 나
타나 온도상승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였다.35 
Oyster 등은 임플란트 표면에 출력과 조사시간을 달리

하여 임플란트-골 계면의 상부와 하부에서 온도 변화

를 살펴보는 실험을 하였는데 조사 조건에 따라 임플란

트-골 계면의 상부에서는 1.2 - 11.7°C, 하부에서는 0.0 - 
5.0°C의 온도 상승이 관찰됨을 통해 레이저의 조사 조건

에 따라 온도 상승 정도가 달라지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하였다.37

사람을 대상으로 레이저를 이용한 표면 정화와 골이

식을 통해 임플란트주위염을 치료한 연구들이 있다. 
Deppe 등은 오염된 임플란트 표면에 CO2 레이저를 조

사한 그룹과 일반적인 방법으로 치료한 그룹으로 나누

어 표면 정화 및 골이식 후 결과를 비교하였다.38 치료 4
개월 후에 레이저 치료 후 골이식한 그룹에서 임플란트-
골 결합 및 임상 지표들의 향상이 관찰되었으나 결과가 
장기간 유지되진 않았다. 따라서 저자는 임플란트주위

염 치료에 있어서 단기간 동안에는 레이저를 사용한 그
룹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이나 시간이 지난 후 두 그룹

간에 차이는 관찰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치료 후 4
개의 임플란트에서 만성염증으로 인해 임플란트의 실패

로 이어졌다고 보고하였다. Romanos와 Nentwig는 임
플란트주위염 치료에 있어서 레이저 조사와 골이식을 
동반한 치료 시 치주낭 깊이, 탐침 시 출혈, 결합조직 부
착 소실이 감소된 것을 통해 임플란트주위염 치료 시 레
이저 치료와 골이식을 동반한 치료는 효과적이라고 하
였다.39

3. 임플란트주위염 치료에 diode 레이저 적용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diode 레이저는 gallium-
aluminum-arsenide (GaAlAs) 레이저(810 nm)와 indium-
gallium-arsenide-phosphide (InGaAsP) 레이저(980 nm)
이며 diode 레이저는 연속파 혹은 진동파 모드로 사용가

능하다.40

Diode 레이저는 물에 흡수가 적게 되므로 조직으로의 
침투율이 높아 조사되는 부분과 그 주변에 온도 상승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 Kreisler 등에 의하면 GaAlAs 레이

저를 조건을 달리하여 임플란트 표면에 조사한 결과 1.0 
W로 30.5초, 1.5 W로 18.0초, 2.0 W로 12.5초, 2.5 W로 
9초, 조사 시 임계온도인 47°C를 넘어섰다고 하였고, 이 
결과를 통해 임플란트주위염 치료 시 GaAlAs 레이저의 
조사 시간과 출력을 제한하여야 임플란트 주위 골의 온
도 상승에 따른 손상을 막을 수 있다고 하였다.41

Diode 레이저 조사 시 임플란트 표면 손상 가능성에 
대해서 Kreisler 등은 GaAIAs 레이저를 사용하여 7 W 
(50 Hz; 26.6 J⁄cm2)의 출력으로까지 조사하였을 때 임플

란트 표면 손상이 관찰되지 않았으며,16 Castro 등의 연
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42 

일부  연구에서는  diode 레이저를  이용한  치료가 
chlorhexidine을 동반한 물리적 정화법에 비해 임플란

트주위염에 덜 효과적이라고 나타났다.43 또한 Schar 등
은 660 nm, 100 mW의 diode 레이저와 phenothiazine 
chloride dye를 조합하여 임플란트주위염을 비수술적 방

Laser therapy in peri-implantitis treatment: literatur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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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치료하였다.44 Minocycline을 임플란트 주위 열구

에 적용한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임상지표에서 두 그
룹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며, 두 방법 모두 임플란

트주위염의 완전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였다.

결론

레이저를 이용한 임플란트 표면 오염 정화 방식은 큐
렛, 초음파 스케일러와 같은 기계적 정화 방식을 대체할 
유력한 후보임이 분명하다. 상용화된 레이저 장치가 임
플란트주위염 치료를 위해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아직 그 임상적 효능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최근에 발표된 문헌 고찰 연구를 통해 레이저의 치료 효
과에 대해 살펴본 결과, 신뢰할만한 무작위 비교 연구의 
수가 극히 미비함을 알 수 있었다.

이전의 여러 연구에 의해서 밝혀졌듯이 임플란트주위

염의 치료에 있어서는 비수술적 방법은 제한된 효과를 
보이며 임상적으로 적절한 치료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수술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수술적 접근을 통
한 레이저의 사용은 비수술적 접근 시와 비교해봤을 때 
치주낭 깊이, 결합조직 부착 소실 등의 임상지표의 감소

가 적어도 2배 정도 차이가 났다 그러나 몇몇 연구에서 

레이저 치료 후 치료 효과가 장기간 유지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28,38 Er:YAG 레이저의 효과에 대한 메타 분석 
결과  Er:YAG 레이저 적용 후 치주낭 깊이와 결합조직 
부착 소실 감소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ig. 1, 2).45 또한 임플란트주위염 치료에 물리

적 정화 방법에 비해 레이저 적용법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레이저를 이용한 임
플란트주위염의 치료 시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
해서는 향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임플란트주위염 치료에 레이저를 적용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레이저 적용 모드, 레이저 출력, 임플

란트 표면에 대한 레이저 적용시간, 광섬유의 직경, 진
동의 주기 등에 대해 확실하게 명시하지 않고 있다. 같
은 파장의 레이저라도 적용하는 조건에 따라 임플란트 
표면의 손상이나 온도 상승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

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들이 중요하다. 따라서 임
플란트주위염의 치료에 있어서 일반적인 방법과 대비하

여 레이저 치료의 효과를 알아보는 연구도 중요하지만 
레이저 적용 시 부작용을 줄이면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적절한 조건을 제시하는 연구 또한 앞으로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Fig. 1. Forest plot for selected studies reporting CAL changes after 6 months of treatment. Weighted mean differences 
were estimated by a fixed-effects model. Mean difference > 0 indicates better treatment effect in the laser group than 
the control group.
CAL, clinical attachment level; SD, standard deviation; CI, confidence Interval; df, degrees of freedom.

Test Control Mean Difference Mean Difference
Study or Subgroup Mean SD Total Mean SD Total Weight IV, Fixed, 95% CI IV, Fixed, 95% CI

1.1.1 Non-surgical CAL
Schwarz 2005 0.7 0.9 16 0.6 1.45 14 24.45% 0.10 (-0.78 to 0.98)
Schwarz 2006 0.445 0.819 20 0.28 0.962 16 53.75% 0.16 (-0.43 to 0.76)
Subtotal (95% CI) 36 30 78.2% 0.14 (-0.35 to 0.64)
Heterogeneity: χ2 = 0.01, df = 1 (P = 0.90): I 2 = 0%
Test for overall effect: Z = 0.58 (P = 0.56)

1.1.2 Surgical CAL
Schwarz 2012 1.5 1.4 19 2.2 1.4 16 21.8% -0.70 (-1.63 to 0.23)
Subtotal (95% CI) 19 16 21.8% -0.70 (-1.63 to 0.23)
Heterogeneity: Not applicable
Test for overall effect: Z = 1.47 (P = 0.14)

Total (95% CI) 55 46 100.0% -0.04 (-0.47 to 0.40)
Heterogeneity: χ2 = 2.49, df = 2 (P = 0.29): I 2 = 20%
Test for overall effect: Z = 0.18 (P = 0.86)
Test for subgroup difference: χ2 = 2.47, df = 1 (P = 0.12): I 2 = 59.6%

-2           -1           0            1            2
   Favors (control)         Favors (t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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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주위염 처치에서 레이저의 이용: 문헌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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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주위염(peri-implantitis)은 기능중인 골유착 임플란트 주위의 조직에서 생기는 사이트 별 감염성 질환이며 임
플란트 후기 실패(late failure)의 원인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여러 연구들을 통해 미생물 침착이 임플란트주

위염에 미치는 영향이 보고된 바 있으며 세균막의 제거는 임플란트주위염의 치료 시 필수조건이 된다. 최근에 여러 연
구들을 통해 티타늄 임플란트에 레이저를 사용하여 표면을 살균, 정화 시키는 방법에 대한 실험이 많이 보고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임플란트주위염 처치에 있어 레이저가 갖는 효능에 대한 최근 연구 결과들을 문헌고찰을 통해 되짚어보

고자 한다.
(구강회복응용과학지 2015;31(4):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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