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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We compared the effects of newly developed diode laser (Bison 808 nm Diode laser) on the treatment of peri-implantitis 
with conventional products (Picasso 810 nm Diode laser) by comparing the surface temperature of titanium disc and bacterial 
sterilization according to laser power. Materials and Methods: The titanium disc was irradiated for 60 seconds and 1 - 2.5 W using 
diode laser 808 nm and 810 nm. The surface temperature of the titanium disc was measured using a temperature measurement 
module and a temperature measurement program. In addition, in order to investigate the sterilizing effect according to the laser 
power, 808 nm laser was irradiated after application of bacteria to sandblasted large-grit acid-etched (SLA) and resorbable blast 
media (RBM) coated titanium discs. The irradiated disks were examined with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Results: Both 808 
nm and 810 nm lasers increased disk surface temperature as the power increased. When the 810 nm was irradiated under all 
conditions, the initial temperature rise rate, the descending rate, and the temperature change before and after was higher than 
that of 808 nm. Disk surface changes were not observed on both lasers at all conditions. Bacteria were irradiated with 808 nm, 
and the bactericidal effect was increased as the power increased. Conclusion: When applying these diode lasers to the treatment 
of peri-implantitis, 808 nm which have a bactericidal effect with less temperature fluctuation in the same power conditions would 
be considered safer. However, in order to apply a laser treatment in the dental clinical field, various safety and reliability should be 
secured. (J Dent Rehabil Appl Sci 2017;33(3):17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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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지난 세기 동안 임플란트 주위염 치료를 위해 사용되

고 있던 기계식 절삭 장치의 경우, 점점 크기가 작아지고 
효율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계의 진동 및 소음으로 인
한 환자의 공포감 유발 등의 문제로 인해 20세기 후반에 
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 방안으로 레이저를 이
용한 치료들이 주목 받고 있다.1

레이저는 기계식 절삭장치와는 달리 조직에 마멸, 지혈 
및 정화 효과가 복합적, 동시적으로 작용 치주 치료에 적
용된다. 또한 소음과 진동이 미비하여 환자의 심리적 안
정감을 증가시키며, 정확한 절개 및 주변 조직에 대한 최
소한의 손상 발생으로 인해 처치 후 통증이 적으며 예후

가 좋다는 장점이 있다.1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최근 
임플란트 영역에서 레이저 사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임상적 적용이 가능한 이상적인 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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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주위조직에 열손상을 최소로 하고 혈관을 응고시켜 
정확한 시술을 가능하게 하며 임플란트 주위염 치료 시 
육아조직을 정확히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2,3

임플란트 주위염은 미생물 감염에 의한 염증성 질환으

로 임플란트를 지지하는 골의 소실을 동반하며 임플란트 
주위에 미생물의 침착으로 인해 발생하는 염증반응이 주
요 병인으로 알려져 있다.3-6 현재, 임플란트 주위의 미생

물 침착을 제거 하는 방법 등이 연구되고 있으나,7,8 오염

된 임플란트 표면을 정화하여 임플란트 주위 조직의 건
강을 회복하는 이상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지 않았다.9 최근에, 여러 연구들을 통해 티
타늄 임플란트에 레이저를 사용하여 표면을 살균, 정화 
시키는 방법에 대한 실험이 많이 보고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임플란트 주위염 치료에 있어서 레이저 조사의 잠재

적인 효과가 주목을 받고 있는 추세이다.10-12 하지만, 레
이저 조사 시 과도한 온도상승이 임플란트 주변 조직의 
괴사를 유발한다는 보고는 있으나,13 레이저 출력에 따른 
임플란트 주변 온도 변화에 따른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
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임플란트 주위염 치료에 사용하도

록 개발한 Bison 808 nm Diode laser (Bison Medical 
Co., Seoul, Korea)와 현재 치과 진료에 이용 되고 있는 
Picasso 810 nm Diode laser (Dentsply international, 
Sarasota, USA)를 in vitro 상에서 티타늄 디스크에 조사

하여, 조사 시간에 따른 온도 상승 및 공랭 조건에서 온
도 하강 정도를 비교하고 그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E.coli bacteria를 배양한 디스크에 Bison 808 nm Diode 
laser를 조사하여 살균효과를 확인하고, Bioson 808 nm 
Diode laser의 임상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연구 재료 및 방법

B808 (Bison 808 nm Diode laser)와 P810 (Picasso 810 
nm Diode laser)을 사용하여 티타늄 디스크(ϕ10 mm × 
5 mm)에 60초 동안 1 - 2.5 W의 출력조건으로 레이저를 
조사하였다. 디스크 표면온도 측정을 위해 E.bloxxA4-1 
(Gantner Inc., San Diego, USA), 8739140000 (weid-
muller, Detmold, Germany) 및 Ex9530 (Expert Daq, 
Düsseldorf, Germany)의 통합 모듈과 Signa soft (Index 
TM, Yongin, Korea) 온도 측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온
도 변화를 1초 간격으로 기록하였다.

Measurement of  temperature

디스크 표면에 60초 동안 다이오드 레이저를 조사하여 
온도변화를 측정하였다. 조사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처음 60초동안 레이저를 조사하며 온도

상승을 실시간으로 측정하였다. 그 후 60초간 서서히 공
랭시키며 디스크 표면의 온도 감소 정도를 측정하였다. 
레이저 조사 시간은 이전에 발표된 논문들의 시간 조건

인 10초 - 30초 조건보다 길게 설정하였다.10-12 레이저는 
연속 모드로 실행 하였으며, 출력은 1 W, 1.5 W, 2 W, 2.5 
W로 설정 하였다.13 실험은 각 조건 별 10회 실시하였으

며, 결과의 평균값을 분석 하였다.

Analysis of  disk surface morphology by laser 
irradiation

Diode laser의 출력 및 온도 변화에 따른 디스크의 표
면상태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주사전자현미경(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 
S-4700, HITACHI, Tokyo, Japan)을 이용하여 디스크의 
표면을 관찰하였다. 

Sterilizing effect of  Bison 808 nm Diode laser

B808의 살균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디스크를 sand-
blasted large-grit acid-etched (SLA)방식과 resorbable 
blast media (RBM)방식을 통해 표면처리를 실행한 후, 
임플란트 주위염 발생의 주요 원인중 하나인 치면 세균

막 형성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세균인 Porphyromonas 
gingivalis와 유사한 그람 음성균14-16 E.coli DH5α (invi-
trogen, Carlsbad, USA) 박테리아를 LB Broth (Sigma-
Aldrich, St. Louis, USA) 배지에서 37°C로 5일간 shak-
ing incubator에서 배양하여 표면에 코팅하였다.17-19 박테

리아를 코팅한 디스크를 30분간 클린벤치에서 건조시킨 
뒤, 레이저 출력을 0.5 W, 1 W, 2 W, 3 W로 설정하여 각
각 30초간 디스크 4군데에 조사하였다. 디스크표면의 상
태확인을 위해 FE-SEM 촬영을 실시하였고, FE-SEM 
장비의 부가적 장치인 Energy Dispersive Spectrometry 
(EDS)를 이용하여 디스크 표면의 탄소함유량 측정을 실
시하였다. 

Analysis of temperature changes and sterilization effect of diode laser for the treatment of peri-implantitis by wavelength and irradiatio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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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stical analysis

초기 온도 상승, 하강 속도 및, 측정 전후 상승, 하강 온
도를 출력에 따라 계산하였다. 그 후, Sigmaplot (Systat 
Soft Ware Inc., San Jose,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one way ANOVA 분석을 하였으며 다자간 분석은 Stu-
dent-Newman-Keuls Method로 비교하였다(P < 0.05). 

결과

1. Analysis for increment of  surface temperature 

1)  The temperature increment trend of  B808 (Bison 
808 nm diode laser)

B808을 사용하여 디스크에 다양한 출력조건(1 W - 2.5 
W)으로 60초 동안 조사하면서 디스크 표면의 온도 변화

를 실시간으로 수집한 결과를 Fig. 1A에 나타내었다. 1 
W 출력의 경우 시간이 경과 함에 따라, T(°C) = 0.9308 
× ln{time (sec)} + 26.20(°C) (R2 = 0.8737, n = 10)
의 형태로 온도가 증가하였다. 1.5 W 출력의 경우 시간

이 경과 함에 따라, T(°C) = 1.8856 × ln{time (sec)} + 
23.93(°C) (R2 = 0.899, n = 10)의 형태로 온도가 증가하

였다. 2 W 출력의 경우 시간이 경과 함에 따라, T(°C) = 
2.3774 × ln{time(sec)} + 25.56(°C) (R2 = 0.9078, n = 
10)의 형태로 온도가 증가하였다. 2.5 W 출력의 경우 시
간이 경과 함에 따라, T(°C) = 3.1107 × ln{time(sec)} + 
23.35(°C) (R2 = 0.874, n = 10)의 형태로 온도가 증가하

였다. 조사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온도가 높아졌고, 출력

이 증가함에 따라 온도의 증가 폭이 커지는 것을 확인하

였다.
 
2)  The temperature increment trend of  P810 (Picasso 

810 nm diode laser)
Fig. 1B에 P810을 사용하여 디스크에 B808과 같은 출

력조건으로 60초 동안 조사하면서 디스크 표면의 온도 
변화를 실시간으로 측정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1 W 출
력의 경우, T(°C) = 2.3234 × ln{time(sec)} + 23.62(°C) 
(R2 = 0.8937, n = 10)의 형태로 온도가 증가하였으며, 1.5 
W의 경우, T(°C) = 3.6916 × ln{time(sec)} + 23.27(°C) (R2 
= 0.9437, n = 10)으로 증가하였고 2 W 출력에서는 T(°C) 
= 4.7676 × ln{time(sec)} + 21.29(°C) (R2 = 0.9008, n 
= 10)의 형태로 온도가 증가하였다. 2.5 W의 출력에서

는 T(°C) = 4.9832 × ln{time(sec)} + 22.00(°C) (R2 = 
0.9268, n = 10)의 형태로 온도가 증가하였다. B808의 결
과와 같이 조사 시간과 출력이 증가함에 따라 온도 변화

폭은 늘어났으며 P810이 B808보다 더 높은 온도 변화율

을 보였다.

3) The initial temperature change by laser power
Diode laser 조사 시작 후 처음 5초 동안의 온도 변화

량을 이용하여 초기 온도상승 속도를 계산하여 Fig. 1 
(C)에 나타내었다. 각 출력당 B808의 초기 온도 상승 속
도의 경우, 1 W = 0.06 ± 0.01°C/sec, 1.5 W = 0.24 ± 
0.03°C/sec, 2 W = 0.39 ± 0.07°C/sec 그리고 2.5 W의 
경우 0.27 ± 0.04°C/sec의 초당 온도 상승이 일어났다. 
P810의 각 출력당 초기 온도상승 속도 측정 결과, 1 W = 
0.29 ± 0.10°C/sec, 1.5 W = 0.57 ± 0.05°C/sec, 2 W = 
0.58 ± 0.03°C/sec 그리고 2.5 W = 0.99 ± 0.08°C/sec
의 초당 온도 상승을 관찰할 수 있었다. 두 가지 장치 모
두에서 출력이 높아짐에 따라 온도상승 속도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Temperature change range by laser power
Diode laser를 60초간 조사한 뒤 측정된 온도와 시작

온도의 차이를 구하여 얻은 온도 증가폭을 Fig. 1D에 나
타내었다. B808의 경우, 1 W출력에서 시작온도는 27.3 
± 0.32°C였으며, 60초 경과 후 30.4 ± 0.26°C로 온도 증
가 폭은 3.1 ± 0.07°C였다. 1.5 W의 시작온도는 26.0 ± 
1.09°C였으며, 60초 경과 후 32.4 ± 0.95°C로 6.3 ± 0.28°C 
상승하였다. 2 W에서는 시작온도가 27.4 ± 0.72°C였으며, 
60초 경과 후 36.3 ± 1.43°C로 온도가 8.3 ± 0.45°C 상승하

였다. 2.5 W 출력의 경우 시작온도는 26.9 ± 0.16°C였으며, 
60초 경과 후 37.8 ± 0.27°C로 온도가 10.6 ± 0.11°C 상
승하였다. 출력량이 높아짐에 따라 온도의 증가폭도 커
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P810의 경우, 1 W의 시작온도는 26.0 ± 0.22°C였으며 
60초 조사 후 34.4 ± 1.52°C로 8.3 ± 0.78°C 온도가 상승

하였다. 1.5 W의 시작온도는 26.9 ± 0.37°C였고 60초 경
과 후 39.9 ± 1.72°C로 13.0 ± 1.19°C의 온도 상승이 발생

했다. 2.0 W 출력의 경우 시작온도는 26.9 ± 0.28°C였으

며, 60초 경과 후, 43.2 ± 0.48°C로 온도가 16.3 ± 0.40°C 상
승하였다. 2.5 W 출력의 경우 시작온도는 25.9 ± 0.32°C였으

며, 60초 경과 후, 44.6 ± 1.20°C로 온도가 18.3 ± 0.80°C 
상승하였다. B808과 비교하여 P810이 모든 출력 조건에

Seol JH, Lee JJ, Kum KY, Lee JH, Lim 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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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온도 증가 폭이 컸으며 레이저 조사 후 높은 표면 온
도를 나타내었다.

2. Analysis for decrement of  temperature 

1)  The temperature decrement trend of  Bison 808 
nm Diode laser

B808을 사용하여 디스크에 laser를 60초간 조사한 후, 
60초간 서서히 공랭시키면서 disc 표면의 온도변화를 1
초 간격으로 수집한 결과를 Fig. 2A에 나타내었다.

1 W 출력의 경우 시간이 경과 함에 따라, T(°C) = 
-0.444 × ln{Time(sec)} + 30.87(°C) (R2 = 0.8422, n = 3)
의 형태로 온도가 감소하였다. 1.5 W 출력에서는 T(°C) = 

-1.006 × ln{Time(sec)} + 35.56(°C) (R2 = 0.8905, n = 
3)로 온도가 감소하였으며, 2 W 출력은 T(°C) = -1.282 
× ln{Time(sec)} + 36.93(°C) (R2 = 0.9653, n = 3)로 온
도가 감소하였고, 2.5 W 출력에서는 T(°C) = -1.496 × 
ln{Time(sec)} + 39.26(°C) (R2 = 0.8794, n = 3)의 형태

로 온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출력이 높아짐에 
따라 온도 감소폭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2)  The temperature decrement trend of  Picasso 810 
nm Diode laser 

P810를 사용하여 디스크에 laser를 60초간 조사한 후, 
60초간 공랭시키며 얻은 온도 변화 그래프를 Fig. 2B에 
나타내었다.

Fig. 1. Analysis for increment of disc temperature by conditions of laser. (A) Temperature increment trend of B808. (B) 
Temperature increment trend P810. ●; 1 W, ●; 1.5 W, ▼; 2 W, ▲; 2.5 W (n = 5). (C) Initial temperature change by laser 
power. (D) Temperature change range by laser power. ○; B808. ● P810. *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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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 출력의 경우 시간이 경과 함에 따라, T(°C) = 
-1.168 × ln{Time(sec)} + 34.82(°C) (R2 = 0.9603, n = 
3)의 형태로 온도가 감소하였다. 1.5 W는 T(°C) = -1.419 
× ln{Time(sec)} + 40.46(°C) (R2 = 0.8962, n = 3)의 형
태로 온도가 감소하였으며 2 W 출력의 경우에는 T(°C) 
= -1.886 × ln{Time(sec)} + 44.27(°C) (R2 = 0.9148, n = 
3)의 형태로 온도가 감소하였고 2.5 W 출력에서는 T(°C) 
= -2.358 × ln{Time(sec)} + 45.42(°C) (R2 = 0.9465, n 
= 3)의 형태로 온도가 감소하였다. 레이저의 출력이 높고 
최종 온도가 높은 경우 온도 하강 속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3) The initial temperature change by laser power
Diode laser를 사용하여 디스크에 레이저를 60초간 조

사한 후, 공랭을 시작한 5초동안의 온도 변화량을 이용

하여 온도 하강 속도를 계산한 그래프를 Fig. 2C에 나타

내었다. 
B808의 초기 온도 하강 속도는 1 W = 0.05 ± 0.01°C/

sec, 1.5 W = 0.16 ± 0.04°C/sec, 2 W = 0.30 ± 0.12°C/
sec 그리고 2.5 W = 0.25 ± 0.03°C/sec의 초당 온도 하
강이 일어났다.

P810의 초기 온도 하강 속도를 계산한 결과, 1 W = 
0.27 ± 0.08°C/sec, 1.5 W = 0.44 ± 0.08°C/sec, 2 W = 

Fig. 2. Analysis for decrement of disc temperature by conditions of laser. (A) Temperature decrement trend of B808. (B) 
Temperature decrement trend of P810. ●; 1 W, ●; 1.5 W, ▼; 2 W, ▲; 2.5 W (n = 5). (C) Initial temperature change by 
laser power. (D) Temperature change range by laser power. ○; B808. ●; P810. *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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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 ± 0.05°C/sec, 그리고 2.5 W = 0.59 ± 0.18°C/sec
의 초당 온도 하강이 일어났다. 하지만 B808과 P810 레
이저의 모든 조건을 분석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 0.05).

4) Temperature change range by laser power
Diode laser를 사용하여 디스크에 레이저를 60초간 조

사한 디스크 표면의 최고 온도와 60초간 공랭시킨 후 측
정한 온도를 비교하여 차이를 분석한 그래프를 Fig. 2D
에 나타내었다.

B808의 경우, 1 W에서는 시작온도가 30.4 ± 0.33°C, 
공랭 60초 경과 후 28.8 ± 0.24°C로 온도가 1.5 ± 0.05°C 하
강하였다. 1.5 W의 시작온도는 32.4 ± 0.98°C였으며, 60
초 경과 후 29.04 ± 0.88°C로 3.4 ± 0.09°C 하강하였으

며, 2 W의 시작온도는 36.4 ± 1.60°C였고, 60초 경과 후 
31.4 ± 0.26°C로 4.8 ± 0.91°C 하강하였다. 그리고 2.5 
W의 경우 시작온도는 37.8 ± 0.27°C였으며, 60초 경과 
후 32.4 ± 0.35°C로 5.2 ± 0.13°C 하강한 것을 확인하였

다. 시작온도가 높을수록 하강 온도폭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P810 레이저의 경우, 1 W의 시작온도는 34.4°C ± 
1.64, 공랭 60초 경과 후 온도는 29.8 ± 0.23°C로 4.4 ± 
0.79°C 하강하였다. 1.5 W의 시작온도는 39.9 ± 1.76°C
였으며, 60초 경과 후 33.9 ± 0.33°C로 5.7 ± 0.93°C 하
강하였다. 2 W의 시작온도는 43.2 ± 0.48°C였고, 60초 
경과 후 35.7 ± 0.11°C로 7.1 ± 0.23°C 하강하였다. 2.5 
W의 경우 시작온도는 44.5 ± 1.25°C였으며, 60초 경과 
후 35.1 ± 0.32°C로 8.7 ± 0.96°C 하강하였다. B808과 

마찬가지로 출력이 높아서 시작온도가 높을수록 하강 
온도폭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B808보다 더 높
은 온도 변화를 나타내었다.

B808의 경우, 1 W vs 1.5 W, 1 W vs 2 W, 1 W vs 2.5 
W를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P810 레이저의 경우에는 1 W vs 2.5 W를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5) Surface morphology change of  disc by laser irradiation
FE-SEM을 이용하여 diode laser 조사 전 후의 디스크 

표면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 가장 온도의 변화가 많
았던 2.5 W 조건의 P810를 조사한 디스크의 표면을 대
표로 관찰하였다. 디스크의 표면을 관찰한 결과, 디스크 
표면에서 눈에 띌만한 특이한 변화는 발견할 수 없었다

(Fig. 3).

6) Sterilizing effect of  Bison 808 nm Diode laser.
RBM, SLA 처리를 한 디스크에 B808 조사 후, FE-

SEM영상과 EDS측정을 통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Fig. 
4A와 Fig. 5A와 같이 표면처리만 한 경우, SLA의 표면이 
조금 더 거칠어 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4B와 Fig. 
5B는 디스크에 표면처리를 한 뒤 박테리아를 도포한 결
과를 보여주고 있다. RBM 코팅 시 박테리아가 디스크

의 52.36%를 차지했고, SLA 코팅은 40.28%를 차지하여 
RBM 코팅이 박테리아 도포에 더 효과적인 것을 확인하

였다. Fig. 4C, 4D와 Fig. 5C, 5D에서 레이저 출력량이 증
가함에 따라 박테리아 면적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으

며, EDS 측정 결과에서도 레이저 출력량이 높아짐에 따

Fig. 3. Surface morphology change of disc. (A) Disc surface before laser irradiation, (B) Disc surface after P810 at 2.5 W 
power condition.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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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terilizing effect of B808 at RBM surface treatment titanium disc. The arrows indicate the locations of 
individually attached bacteria. (A) RBM treated titanium disc without bacteria. (B) RBM treated titanium disc with 
bacteria. (C) RBM treated titanium disc with bacteria after 0.5 W laser power for 30 s condition. (D) RBM treated 
titanium disc with bacteria after 3 W laser power for 30 s condition. ×500.

A B

C D

Fig. 5. Sterilizing effect of B808 at SLA surface treatment titanium disc. The arrows indicate the locations of individually 
attached bacteria. (A) SLA treated titanium disc without bacteria. (B) SLA treated titanium disc with bacteria. (C) 
SLA treated titanium disc with bacteria after 0.5 W laser power for 30 s condition. (D) SLA treated titanium disc with 
bacteria after 3 W laser power for 30 s condition.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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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디스크 표면의 탄소함유량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6).20 또한, RBM과 SLA 코팅을 한 디스크 
표면은 레이저 조사 후에도 표면 상태의 변화가 없음을 
FE-SEM 촬영을 통해 확인하였다.21,22

고찰

세균의 감염으로 인한 임플란트 주위염 및 임플란트 
주위 점막염은 임플란트 식립 후, 실패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23,24 따라서 임플란트 주위의 살균을 통한 임플

란트 주위염의 개선 및 치료는 중요한 치과 치료과정이

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레이저 장치를 통한 임플

란트 주위염 치료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B808을 디스

크에 60초간 조사한 결과, 출력이 증가함에 따라 disc의 
표면 온도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디스크 표면의 
초기 온도상승속도를 측정한 결과, 대체적으로 출력이 
증가함에 따라 온도 상승 속도가 커지는 것을 확인하였

다. 초기 5초간 온도 상승률은 1 W조건과, 1.5, 2, 2.5 W
조건을 비교하였을 때, 95% 신뢰 범위에서 유의한 차이

를 보였으나, 다른 조건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또한 2.5 W조건에서의 초기 온도 상승률은 2 W 보
다 감소하였다. 레이저 조사 전 후, 온도차이는 1.5 W와 
2 W조건에서 비교 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
한 60초간 레이저 조사한 뒤 60초간 공랭 후 측정한 디스

크 표면 온도변화 분석결과, 출력이 높아짐에 따라 온도

의 변화폭도 증가하였으며, 초기 5초간의 온도하강속도 
역시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대
부분의 조건에서 95% 신뢰 범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

Fig. 6. Carbon contents of titanium disk surface according to power of B808. SLA coating, ■; RBM coat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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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으며, 1 W조건에서 다른 조건들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P810을 디스크에 60초간 조사한 결과 역시 마찬가지

로 출력이 증가함에 따라 온도가 상승 하였다. 모든 조
건에서 B808보다 높은 온도 값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

다. 2.5 W조건에서 60초간 레이저를 조사한 후 측정한 
disc 표면의 최고 온도는 B808이 37.8°C, P810이 44.6°C
로 높은 차이를 보였다. 또한, 초기 5초간 온도 상승률에 
있어서도 두 장치의 최고 속도를 비교하였을 때, B808은 
0.42°C/sec, P810 1.32°C/sec로 P810가 약 3배 빠른 속
도로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초기 5초간 온
도 상승률은 1 W조건과 2.5 W조건을 제외하고, 모든 조
건에서 각각 비교하였을 때, 95% 신뢰 범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2 W조건에서 초기 방출속도가 잠
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레이저 조사 전 후, 온도

차이는 모든 조건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또한, 
P810을 디스크에 60초간 레이저 조사 후, 60초간 공랭 
후 측정한 디스크 표면 온도변화의 분석결과, B808과 마
찬가지로 출력이 증가함에 따라 60초후 온도 변화폭이 
증가 하였으며 P810이 B808보다 더 많은 온도 변화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초기 5초간 온도 하강 변화율

은 95% 신뢰 범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온
도차이는 1 W조건과 2.5 W조건을 제외하고,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조건에서 B808 레이저 
보다는 높은 온도변화를 보였다.

두 가지 장비의 레이저 조사 전 후 디스크의 표면 상태

를 확인한 결과, FE-SEM 촬영 이미지상에서는 두드러진 
변화를 관찰할 수 없었으며 이는 참고 문헌과 동일한 결

Analysis of temperature changes and sterilization effect of diode laser for the treatment of peri-implantitis by wavelength and irradiation time



186 J Dent Rehabil Appl Sci 2017;33(3):178-88

과를 나타내었다.14

B808의 살균 효과를 확인한 결과, 모든 실험 조건에서 
출력이 증가할수록 박테리아 생존률은 감소하였다. 

결론적으로 각 출력 조건에서 초기 온도 상승률, 하강

률 및 온도 변화량은 B808이 P810 보다 동일 출력에서 
온도의 변화가 적었으며 살균 효과를 나타내므로 임상적

으로 유효한 온도 범위 내에서 주변 조직에 대한 영향을 
적게 미치면서 임플란트 주위염 치료에 적용이 가능하리

라 판단된다.

결론

P810과 B808의 온도 상승 정도를 비교한 결과를 통하

여, 동일 조건에서 P810보다 B808의 온도상승률 및 하강

률이 낮았고 최대 상승 온도 역시 낮은 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B808의 살균효과를 확인하였다. 따라

서, 실제로 임상에 적용하는 경우 동일한 출력 조건에서 
P810보다 더욱 안전하게 임상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B808가 실제 임플란트 주위염 치료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안전성 평가와 임상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장비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

여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추후 다양한 구내 박테리

아에 대한 레이저 장치의 살균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
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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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주위염 치료용 diode laser의 파장 및 조사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와 

살균효과 분석

설정환1, 이준재1, 금기연2, 이종호3, 임영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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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본 연구에서는 새로 개발된 다이오드 레이저 제품을 이용하여 레이저 파워에 따른 온도변화와 박테리아 멸균 비교 
실험을 통하여 기존 제품과의 임플란트 주위염치료에 대한 효과를 비교 실험하였다.
연구 재료 및 방법: 808 nm Diode laser와 810 nm Diode laser를 사용하여 디스크에 레이저를 60초간 조사하였으며, 출
력은 1 - 2.5 W로 설정하였다. 온도측정 모듈과 온도측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disc 표면온도변화를 측정하였다. 또한, 
SLA, RBM이 코팅된 disc에 bacteria 도포 후, 808 nm Diode laser를 30초간 조사하였으며, 출력은 0.5 - 3 W로 설정하였다.
결과: 808 nm, 810 nm 두 장치 모두 출력이 증가함에 따라 온도 상승폭은 증가하였다. 모든 조건에서 810 nm laser를 
조사하였을 때 초기온도상승속도, 하강속도 및 전후의 온도변화량은 808 nm laser 보다 높았다. 레이저 조사 후 티타늄 
디스크 표면의 변화는 두 레이저 모두에서 관찰되지 않았다. Bacteria가 도포된 디스크에 808 nm laser를 조사한 결과, 출
력이 증가 함에 따라 살균효과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론: Diode laser를 임상에 적용하는 경우, 동일한 출력에서 온도의 변동폭이 적고 최대 상승온도가 낮은 808 nm laser
가 환자에 안전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실제로 임상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 장비

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구강회복응용과학지 2017;33(3):178-88)

주요어: 임플란트 주위염; 다이오드 레이저; 박테리아; 티타늄; 온도변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