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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과민치아에 한 Nd:YAG 이  조사의 효과

부산 학교 치과 학 구강내과학교실

정성용․김경희․고명연․안용우․박 상

  냉온자극 는 잇솔질에 불편감을 호소하는 치과 외래 환자를 72명을 상으로 이  조사를 시행한 실험군(45명)과 모

의 이  조사를 시행한 조군(27명)으로 나 어 지각 과민 치아의 치경부에 냉자극  기계  자극을 가하여 상자가 

느끼는 불편감을 NPS로 평가하 다. 치아의 통증역치 평가를 하여 기치수검사기(EPT)를 사용하 다. 각 치아에 한 

이  조사에는 pulsed Nd:YAG 이 를 사용하 고 조사조건은 1.5W, 20Hz, 75mJ/pulse으로 4분간 비 식으로 시행하

다. 상자의 반응을 이  조사 과 직후, 1주 이내, 2주 이내 각각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지각 과민 치아에 한 Nd:YAG 이  조사는 지각 과민을 완화시켜 주었으며 조군에 비해 그 효과가 하 다.

2. 심한 지각 과민을 호소하는 치아에 한 약 효과는 존재하 으나 등도의 지각 과민을 호소하는 치아에 한 약효과

는 배제할 수 있었다.

3. 지각 과민 치아에 한 Nd:YAG 이  조사는 기치수검사에 의한 통증역치에 향을 주지 않았다.

4. 지각 과민 치아에 한 Nd:YAG 이  조사의 효과는 최소 2주는  지속되었다.

  따라서 지각 과민 치아에 한 치료법의 하나로 Nd:YAG 이  조사가 임상 으로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상아질 지각과민, Nd:YAG, 약효과 

1)Ⅰ. 서    론

  상아질 지각과민증이란 노출된 상아질에 다른 치

아의 손상이나 병  원인이 아닌 열, 기화, 기계, 삼투

압 는 화학 자극이 가해져서 발생하는 짧고 날카로

운 통증이다1). 성인에서의 발생빈도는 4%~74%로 연

구 보고에 따라 다양하지만, 치주 문 진료실에서 수

행된 연구에서는 60.3%～98%로 높은 편이다
2)
. 지각

과민증은 치아 표면으로 개방된 상아세 과 련이 

있으며 자극의 달은 “유체역학이론(hydrodynamic 

theory)"으로 설명되고 있다
3,4)
. 상아질 노출의 흔한 

원인은 부 한 잇솔질, 치은 퇴축, 부 합한 식이, 

기타의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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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출된 상아세 을 폐색하면 상아질의 투과도를 

감소시켜 지각과민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strontium chloride 는 fluoride 용액 등과 같은 약

제를 사용하거나8,9), 기 동법을 이용하거나10,11), 다

양한 장의 이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12,13)

. 

Grossman14)은 지각과민증의 치료에 한 요구 조건

으로 치수에 자극 이지 않을 것, 시술 에 통증이 

없을 것, 쉽게 용할 수 있을 것, 작용이 빠를 것, 장

기간 효과 일 것, 착색이 남지 않을 것, 지속 인 효

과가 있을 것 등을 제시하 는데 이런 요구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치료가 추천된다고 

볼 수 있다15~17).

  지각과민증 치료를 한 이  치료는 Mastumoto 

등
15)

에 의해 Nd:YAG 이 를 이용한 치료가 시작되

어진 후 다양한 장의 이 에서 연구가 이루어 졌

다12,13). 출력 이 인 He-Ne 이 와 GaAlAs 

이 는 C형 신경섬유의 탈분극 차단에 의해서
18,19)

, 

CO2와 Er:YAG 이 는 상아세 의 폐색 는 착

을 유도하여 진통효과를 발휘하며13,20), Nd:YAG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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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아세  폐색 는 착 뿐 아니라 직 인 신

경 마취효과도 있다21~24). Nd:YAG 이  에 지는 

상아질을 통해 달되어 치수의 미세 순환에 열  효

과와 신경계를 통한 치수진통효과를 발휘하며 C 형과 

Aβ 신경섬유를 모두 차단한다25).

  Nd:YAG 이 에 한 이 의 연구를 살펴보면 

출력은 0.3에서 10 W까지 다양하지만 보통 1W 는 

2 W를 용하 고 치료 효과는 52%～100% 다12). 

Mastumoto 등15)은 10W의 고출력을 0.1 간 5회 

용하는 방법으로 100%의 효과를 보고하 고, 

Yonaga, Gelskey, Kobayashi 등의 연구23,26,27)는 이

의 흡수를 증진시키기 해 검은 잉크를 치면에 

용하 을 때 더욱 효과 이라고 보고하 지만 

Nd:YAG 에 지는 상아질을 통해 깊이 투과하므로 

치수에 한 열  손상을 항상 고려하여야 한다. 

White 등
28,29)

은 잔존 상아질 두께가 1 mm 이상인 치

아에 2 W, 20 Hz로 2분간 조사한 경우에는 치수의 손

상이 없었으나, 흡수 진제로 검은 잉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잔존 상아질 두께가 2 mm인 치아에 2 W, 

20 Hz, 10 간 이  조사하여도 치수강내에 13.4℃

의 온도 상승을 보 다고 보고하 다.

  이에 본 연구는 지각과민치아에 흡수 진제인 검

은 잉크를 사용하지 않고 낮은 출력의 Nd:YAG 이

를 치경부에 조사하여 환자가 느끼는 불편감의 변

화를 모의 이  조사를 실시한 조군과 비교하여 

이 치료의 효용성을 살펴보고 치료 후에 기

치수검사기를 사용하여 이  치료에 의한 치수 손

상에 해 평가하고자 하 다.

Ⅱ. 연구 상  방법

1. 연구 상

  냉온자극 는 잇솔질에 불편감을 호소하는 치과 

외래 환자  임상 으로 부여된 냉자극 는 기계  

자극에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치아를 상으로 하

다. 임상  방사선 검사에 의해 치주질환, 치수염, 치

아  등으로 진단된 치아는 제외하 다. 

  상 치아를 이  조사를 시행한 실험군과 모의 

이  조사를 시행한 조군으로 나 었다. 실험군

은 45명 (남 17명, 여 28명)으로 연령분포는 35세부터 

71세까지(평균연령 49.0±9.4세) 고, 조군은 27명 

(남 9 명, 여 18명)으로 연령분포는 35세부터 68세까

지(평균연령 51.0±8.3세) 다(Table 1).

Group Gender N Age(years)

Subject
Male 17 48.9 ± 10.9

49.0 ± 9.4
Female 28 49.0 ±  8.5

Control
Male  9 54.7 ±  6.3

51.0 ± 8.3
Female 18 49.2 ±  8.7

Table 1. Demographic data of the subject and 

control groups

2. 연구 방법

1) 상 치아의 선택

  환자가 불편감을 호소하는 치아에 치과용 에어 시

린지를 이용한 냉자극과 치과용 탐침자를 이용한 기

계  자극을 가한 후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치아를 

선택하 다. 에어 시린지를 이용할 때는 인  치아에 

냉자극이 달되지 않도록 솜으로 격리하 다.

2) 냉자극  기계  자극

  상 치아의 치경부 표면으로부터 약 3 mm 떨어져 

치과용 에어 시린지의 말단부를 직각으로 치시키

고 순간 인 찬바람을 2회 가하여 냉자극에 한 환

자의 불편감을 평가하 다. 치과용 탐침자를 치축에 

직각으로 치시키고 치경부를 따라 근원심으로 치

면를 가볍게 어서 기계  자극에 한 환자의 불편

감을 평가하 다.

  불편감에 한 평가는 불편감이  없는 “0” 에

서 생각하기에 최악의 통증 “10”까지의 숫자로 나타

내는 NPS(numerical pain scale)로 정량화하 다30). 

3) 기치수검사

  냉자극  기계  자극에 한 반응을 확인한 후, 

기치수검사기(Digitest PULPTESTER, PARKELL 

Inc., NY, USA)를 이용하여 기 자극에 한 치아의 

통증 역치를 조사하 다. 기치수검사기의 압 값

은 0에서 64까지 고, 통증 역치는 치아에 가해지는 

기 자극이 차 강해지는 동안 최 로 통증 감각이 

나타나는 순간의 압 값으로 하 다. 

  이  시술 후에 다시 기치수검사를 시행하여 

시술에 의한 통증 역치의 변화를 조사하 다.

4) 실험군에 한 이  조사

  이  조사는 장 1064 nm, 직경 320 µm의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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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달방식의 pulsed Nd:YAG 이 기기

(SUNLASE, SUNRISE Technologies, Inc., USA)를 

사용하 고 조사조건은 1.5 W, 20 Hz, 75 mJ/pulse으

로 4분간 비 식으로 시행하 다. 섬유 말단과 

치면과의 거리는 환자가 불편감을 느끼지 않는 가장 

가까운 거리로 환자의 반응에 따라 2 mm～10 mm 조

사거리를 유지하 고 마모된 치경부를 따라 근원심 

방향으로 1 에 1회 왕복하는 정도의 속도로 섬유 

말단을 움직이며 마모된 부  체를 골고루 조사하

다. 이  조사시 공기나 물을 이용한 냉각은 시행

하지 않았다. 

5) 조군에 한 모의 이  조사

  조군에 한 모의 이  조사는 실험군과 동일

한 방법으로 진행하 으나 실제의 이  조사는 시

행하지 않았다. 

6) 실험 순서

  내원 첫날에 냉자극  기계  자극에 한 불편감

을 NPS로 평가하고 기치수검사기로 치아의 통증

역치를 측정한 후, 이  조사 는 모의 이  조

사를 시행하 다. 이어서 냉자극  기계  자극에 

한 반응 평가와 치아의 통증역치 측정을 다시 한 번 

시행하 다.

  이  조사 는 모의 이  조사에 한 효과를 

평가하기 하여 첫 내원 후 3일～6일 사이에 내원시

켜 냉자극  기계  자극에 한 반응을 평가하 고

(첫 번째 추  검사), 첫 내원 후 7일 이후에 다시 내

원하도록 하여 반응을 재평가하 다(두 번째 추  검

사).

7) 통계처리

  측정된 data는 StatviewⓇ (version 4.57, Abacus 

concepts Inc., Berkeley CA., USA )을 사용하여 

t-test 와 ANOVA Test를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

다. 95% 유의 수 으로 검증하 다.

Ⅲ. 연구결과

  진시 이  조사  냉자극  기계  자극에 

한 과민도는 실험군에서는 4.62 ± 1.63이고 조군

에서는 4.82 ± 1.88로 군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  조사 후 실험군에서는 1.69 ± 1.80로, 조군

에서는 3.96 ± 2.24로 군간에 상당히 유의한 차이가 

Group N before after

Subject 45 4.62 ± 1.63 1.69 ± 1.80 p<0.001

Control 27 4.82 ± 1.88 3.96 ± 2.24 p=0.006

p=0.648 p < 0.001

NPS
# (numerical pain scale) is an ordinal method of 

assessing pain using an 11-point scale in which 0= "no 

pain" and 10 = "most excruciating pain imaginable."

Table 2. Degree of hypersensitivity before and after 

laser irradiation or mock irradiation to the 

sensitive teeth at first visit (NPS
#)

있었다(p<0.01). 실험군과 조군에서 이  조사 

는 모의 이  조사에 따라 과민도가 유의하게 감

소하 다(p<0.01, Table 2).

  진시 지각과민도가 NPS 6 이상을 심한 과민 반

응군으로, NPS 6 미만을 등도의 과민 반응 군으로 

나 어 이  조사  모의 이  조사 후를 비

교 분석 하 다. 

  심한 과민 반응군에서 이  조사  실험군에서

는 6.05 ± 1.16이고, 조군에서는 6.13 ± 1.26로 군간

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이  조사 후 실험군에

서는 2.67 ± 2.03, 조군에서는 4.94 ± 2.38으로 군간

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실험군에서 이

 조사시는 과민도가 상당히 유의한 수 으로 감소

하 고(p<0.01) 조군에서는 모의 이  조사에 따

라 과민도가 유의하게 감소하 다(p<0.05, Table 3).

  등도의 과민 반응군에서 이  조사  실험군

에서는 3.38 ± 0.65이고, 조군에서는 2.91 ± 0.30로 

Group N before after

Subject 21 6.05 ± 1.16 2.67 ± 2.03 p<0.001

Control 16 6.13 ± 1.26 4.94 ± 2.38 p=0.015

p=0.848 p=0.004

NPS
# (numerical pain scale) is an ordinal method of 

assessing pain using an 11-point scale in which 0= "no 

pain" and 10 = "most excruciating pain imaginable."

Table 3. Degree of hypersensitivity before and after 

laser irradiation or mock irradiation to the 

severe sensitive teeth (NPS ≧ 6) at first 

visit (N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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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N before after

Subject 24 3.38 ± 0.65 0.83 ± 1.00 p<0.001

Control 11 2.91 ± 0.30 2.55 ± 0.93 p=0.221

p=0.030 p<0.001

NPS
# (numerical pain scale) is an ordinal method of 

assessing pain using an 11-point scale in which 0= "no 

pain" and 10 = "most excruciating pain imaginable."

Table 4. Degree of hypersensitivity before and after 

laser irradiation or mock irradiation to the 

moderate sensitive teeth (NPS < 6) at first 

visit (NPS
#)

실험군의 과민도가 높았으나, 이  조사 후 실험군

에서는 0.83 ± 1.00, 조군에서는 2.55 ± 0.93로 실험

군의 과민도가 유의하게 낮았다(p<0.01). 실험군에서

는 이  조사에 따라 과민도가 유의하게 감소하

Group N before after

Subject 44 5.41 ± 3.00 6.11 ± 4.97 p=0.187

Control 24 6.54 ± 4.40 6.58 ± 4.36 p=0.870

p=0.213 p=0.699

Table 5. Pain thresholds before and after laser 

irradiation or mock irradiation to the 

sensitive teeth at first visit (unit) by the 

electric pulp tester

Group before first recall# second recall$ Significance of F

Subject 4.62 ± 1.63 2.28 ± 1.93 1.93 ± 1.65 p<0.001*

Control 4.82 ± 1.88 4.44 ± 2.04 4.20 ± 1.92 p=0.706

p=0.648 p=0.001 p=0.021

first recall# : the evaluation was made 3 to 6 days after laser irradiation or mock irradiation.

second recall$ : the evaluation was made 7 to 14 days after laser irradiation or mock 

irradiation.

* : before vs first recall    p<0.001

before vs second recall       p<0.001

first recall vs second recall   p=0.543

Table 6. Degree of hypersensitivity before laser irradiation or mock irradiation and at the recall check visits 

(NPS
#)

으나(p<0.01) 조군에서는 유의한 감소가 찰되지 

않았다(Table 4).

  진시 기치수검사에 의한 동통 역치는 이  

조사  실험군에서 5.41 ± 3.00이고 조군에서 6.54 

± 4.40 으로 군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이  

조사 후 실험군에서는 6.11 ± 4.97이고 조군에서는 

6.58 ±4.36으로 실험군과 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실험군과 조군에서 이  조사 는 모의 

이  조사에 따른 치아의 동통 역치는 유의한 변화

가 찰되지 않았다 (Table 5).

  진시 시행한 이  조사 는 모의 이  조사

에 한 반응의 지속성을 평가하기 하여 진시, 첫 

내원 후 3-6일 사이의 첫 번째 추  검사시,  7-14

일 사이의 두 번째 추  검사시의 치아의 과민도를 

비교하 다. 

  진시 치아의 과민도는 실험군 4.62 ± 1.63, 조군 

4.82 ± 1.88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첫 번째 추  

검사시 실험군 2.28 ± 1.93, 조군 4.44 ± 2.04로 유의

한 차이가 있었고(p<0.01), 두 번째 추  검사시에도 

실험군 1.93 ± 1.65, 조군 4.20 ± 1.92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p<0.05).

  추  검사의 결과 실험군에서는 이  조사에 따

라 과민도가 유의하게 감소하 으나(p<0.01) 모의 

이  조사를 한 조군에서는 유의한 감소가 찰되

지 않았다(Table 6).

 

Ⅳ. 총   고찰

  지각과민치아를 호소하는 환자는 치과임상에서 자

주 발견되며 주로 치은 퇴축에 의한 치경부의 마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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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면의 노출과 련이 있다. 지각과민치아는 정상

치아보다 상아세 의 지름이 2배 이상 증가해 있으며 

치료는 증가된 지름을 감소시키는 것과 연 이 된다. 

지각과민을 발생시키는 이론에는 상아세 내 액체의 

빠른 이동과 련된 유체역학이론(hydrodynamic 

theory)과 치수와 상아질 경계에 존재하는 동통 수용

기와 련된 기계  수용체 반응(mechano-receptor 

response) 이론이 있다. 이런 이론에 따른 지각과민치

아의 치료는 개방된 상아세 의 폐쇄와 상아질 표면

에 가해지는 자극을 여주는 것이 되므로 도포용 탈

감작제, 잇솔질 방법의 개선, 식이요법, 수복치료, 

이  치료 등이 개발되어 있다31). 

  Nd:YAG 이  치료는 지각과민 치아의 상아세

의 폐쇄나 착을 야기하여 상아세 을 통한 자극 물

질의 달을 억제하거나, 상아질 세  matrix 부 의 

폐쇄에 의해서도 자극 달을 차단하며, 치수와 상아

질 경계부의 신경 말단부에 직 인 신경 진통효과

를 나타낸다32). 본 연구에서 pulsed Nd:YAG 이

를 1.5 W, 20 Hz, 75 mJ/pulse으로 4분간 비 식으

로 용하 는데 다른 연구에서 주로 1～2 W의 출력

을 사용한 것과 비교할 수 있다. 하지만 흡수 강화제

인 검은 잉크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는 치수 손상의 

험을 이고 검은 잉크가 잔류하여 착색되는 것을 

피하기 해서 다. White 등28,29)은 흡수 진제로 검

은 잉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잔존 상아질 두께가 2 

mm인 치아에 2 W, 20 Hz, 10 간 이  조사하여

도 치수강내에 13.4℃의 온도 상승을 보 다고 보고

하 고, 치수강내의 온도가 5℃이상 상승하면 치수의 

15%가 괴사된다고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조사에 따르는 효과 에서 열  효과를 주로 이용하

게 되는데 특히 치수강내의 온도상승에는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지각과민증의 연구나 치료에 한 평가를 해서

는 환자가 호소하는 불편감에 한 정확하고 재 가

능한 평가가 필요하다. 주 인 통증을 객 으로 

평가하는 도구로는 VAS(visual analogue scale)나 

NPS(numerical pain scale)과 같은 방법이 일반 으

로 사용되고 있지만 지각과민증을 유발하는 자극원

에 해서도 표 화 할 필요가 있다. 지각과민증은 열

자극과 기계  자극에 민감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에

어시린지를 이용하여 순간 인 냉자극과 치과용 탐

침자로 가볍게 어주는 기계 인 자극을 이용하

고 반응의 평가는 NPS를 이용하 다. 

  Nd:YAG 이 는 상아질 지각과민에 효과가 있다

는 보고
33)

가 있는데 본 연구는 개인 치과의원에 내원

하는 지각과민증을 호소하는 환자들 에서 상 치

아를 선택하여 이  조사  추  검사를 하 고, 추

 검사는 정확한 간격으로 하지 못하는 애로 사항이 

있었으나 1주일이나 2주일의 간격으로 추  검사를 

할 수 있었다. 실험군과 조군의 나이와 성별은 차이

가 없었다. 한 표2에서 보면 이  조사  실험군

과 조군의 과민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므로 두 

군은 서로 다르지 않은 동질의 집단으로 간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조사 후에는 실험군에서 상당

히 유의한 효과를 볼 수 있었다. 비록 모의 이  조

사에 의한 약효과도 인정할 수 있었지만 치료 후에 

조군에 비해 실험군의 과민도가 하게 낮았으

므로 이  조사가 모의 조사에 의한 약효과보다

는 더욱 뚜렷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조

군에서 실제로는 치료를 하지 않았지만 약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과민치아가 4분간의 모의 이  치료

를 하는 동안 치아가 생리   정신  상호 복합작

용에 의해 주로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에 의해 치료가 

효과가 있을 것이란 믿음과 증상이 개선되었을 것이

라고 희망하는 믿음에 의해 약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아무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통계상 

20-60%의 효과가 지각과민증에서는 보인다는 보고

도 있다34). 지각과민증은 아무치료를 하지 않아도 개

선이 되기도 하지만, 박테리아나 그 산물이 상아세  

내로 침투하여 투과도를 감소시키거나 타액내 미네

랄이 축 되어서 과민도를 감소시킬 수도 있다.

  이  조사 는 모의 이  조사에 의해 과민도

는 감소하기는 하지만 처음 내원 당시의 과민정도에 

따라 반응 양태는 다르게 나타났다. NPS 6이상은 심

한 과민 반응군으로 6미만은 등도의 과민 반응군으

로 분류하 다. 개의 환자들이 과민도를 NPS 단계 

3에서 8까지 표시 하 고 그 이상과 이하는 거의 표

시하지 않았다. 간 지 인 단계 6을 기 으로 심한 

과민 반응군과 등도의 과민 반응군으로 분류하

다. 단계 1과 2는 임상 으로 별 문제를 표시하지 않

았고 치료를 종결해도 과민반응을 호소하지는 않았

다, 따라서 미약한 과민 반응군은 설정할 이유가 없었

다. 표3과 표4에서 보면 실험군에서의 이  조사는 

심한 과민 반응군이나 등도의 과민 반응군이나 모

두다 상당히 유의한 효과를 보이는 반면에, 모의 이

 조사를 한 조군에서는 심한 과민 반응군에서는 

환자의 NPS의 수치가 치료  NPS 6.13 ± 1.26에서 

치료 후 NPS 4.94 ± 2.38로 감소하여 통계상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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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정도의 약 효과가 보이나 등도의 과민 반응군

에서는 거의 효과가 찰되지 않았다. 한 조군에

서 심한 과민 반응군의 경우 약효과가 있다고 하더

라도 NPS가 5 정도가 되어 실제 환자가 느끼는 불편

감에 한 임상  평가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4에서 보면 NPS가 3.38 ± 0.65에서 0.83 

± 1.00로 개선된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이  조사

에 의해 치아 표면에 미치는 향이 동일하다고 하면 

6미만의 NPS를 보이는 등도의 환자에게는 임상

으로 느끼게 되는 과민정도는 상당히 개선 된 것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Nd:YAG 이  치료는 

지각 과민 치아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등도 이하

의 과민반응을 보이는 치아에서는 임상 으로 더욱 

효과 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모의 이  치료 에

도 어느 정도 치아 자체의 반응으로 진정효과가 있었

을 것이고 정서  원인인 약 효과도 있었을 것이다. 

약 효과는 심한 과민 반응군에서는 그 차이가 크게 

나는 것 같이 느끼는 반면에, 등도의 과민 반응군에

서는 별 효과를 못 느끼는 것 같다.

  본 실험에서는 이  조사에 의해 치수의 생활력

이나 동통 역치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

다. 최
35)

는 이  조사에 의해 동통 역치가 상승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기는 하나 표5에서 보면 기 치

수 검사기에 의한 압값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그 실험은 정상 치아를 상하 나, 본 실험

은 정상 치아가 아닌 과민상태의 치아를 상으로 하

으므로 그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최고 

압값이 64인데 평균 6정도로 나왔다. 이처럼 압값

이 변화가 없다는 것은 이  조사에 의한 치수강내

의 온도 상승이 미미하거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조사시에 환자가 약간 따뜻한 정도의 온도 상승

은 호소했으나 불편해하지는 않았다.

  이  조사 당일의 과민도의 변화는 통계상으로

는 실험군과 조군 모두에서 유의한 수 으로 개선

되는 것을 보았다. 모의 이  조사시는 등도의 과

민 반응군에서는 효과가 보이지 않았다. 추  검사시

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살펴보면(Table 6), 

실험군에서 첫 내원 당일에 이  조사 후 과민 정

도는 상당히 유의한 수 으로 감소했으며, 7일 이내

의 첫 번째 방문 시까지 NPS 값이 이  조사 후 

1.69 ± 1.80에서 첫 번째 추 검사시 2.28 ± 1.93으로 

조  상향 된 값을 보이긴 하지만(Table 2와 6), 이

 조사의 효과는 상당히 유의한 수 을 유지하는 것

을 볼 수 있다.  실험군에서 첫 추  조사시와 두 

번째 추  조사시에 과민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은 

처음 이  조사 후 감소한 과민도가 여 히 잘 유

지 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반면 조군에서는 

추  조사에서 아무런 차이를 발견하기가 힘든다. 표

2에서는 모의 이  조사 후에 약 효과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 이것은 그 당시의 순간 인 호 일 

뿐 이  조사와 같이 그 효과가 장기 이지 못하다

는 것을 의미한다. 본 실험에서는 이  조사는 최소

한 2주간은 의미있는 효과를 보이지만 모의 이  

조사는 추  조사시에 그 효과를 발견 할 수 없다.

치료후 재발율도 보고되고 있는데 조사 방법이나 시

간에 따라 다양한데 He-Ne 이 는 7.4～66%, 

GaAlAs 이 는 6.0～75.0%, CO2 이 는 50.0%, 

Nd:YAG는 34.0%로 보고되고 있다. 재발되는 이유는 

잘 모르지만 이 조사에 따른 상아세  폐색효과

는 장기간 유효하지만 신경진통효과나 약효과는 

장기 이지 못하기 때문에 Nd:YAG 이 가 가장 

재발율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12).

  지각과민증의 치료에 한 요구 조건으로 치수에 

자극 이지 않을 것, 시술 에 통증이 없을 것, 쉽게 

용할 수 있을 것, 작용이 빠를 것, 장기간 효과 일 

것, 착색이 남지 않을 것, 지속 인 효과가 있을 것 등

을 제시하 는데 이런 요구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치료가 추천된다고 볼 수 있다15～17). 

지각과민치아에 한 치료법의 하나로 이  조사

가 유용할 것이며 보다 다양한 조사조건과 조사방법

에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Ⅴ. 결    론

  냉온자극 는 잇솔질에 불편감을 호소하는 치과 

외래 환자의 지각과민치아를 상으로 이  조사

를 시행한 실험군과 모의 이  조사를 시행한 조

군으로 나 어 지각과민치아의 치경부에 냉자극  

기계  자극을 가하여 상자가 느끼는 불편감을 

NPS (numerical pain scale)로 평가하 고 치아의 통

증역치와 치수생활력 평가를 하여 기치수검사기

를 사용하 다. 각 치아에 한 이  조사에는 

pulsed Nd:YAG 이 를 사용하 고 조사조건은 

1.5 W, 20 Hz, 75 mJ/pulse으로 4분간 비 식으로 

시행하 다. 상자의 반응을 이  조사 과 직후, 

1주 이내, 2주 이내 각각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

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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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각 과민 치아에 한 Nd:YAG 이  조사는 지

각 과민을 완화시켜 주었으며 조군에 비해 그 효

과가 하 다.

2. 심한 지각 과민을 호소하는 치아에 한 약 효과

는 존재하 으나 등도의 지각 과민을 호소하는 

치아에 한 약효과는 배제할 수 있었다.

3. 지각 과민 치아에 한 Nd:YAG 이  조사는 

기치수검사에 의한 통증역치에 향을 주지 않았

다.

4. 지각 과민 치아에 한 Nd:YAG 이  조사의 효

과는 최소 2주는 지속되었다.

  따라서 지각 과민 치아에 한 치료법의 하나로 

Nd:YAG 이  조사가 임상 으로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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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esensitizing of hypersensitive dentine with Nd:YAG laser irradiation was more effective than that with mock 

irradiation.  

2. The placebo effect of mock irradiation was recognized for severe sensitive teeth (NPS ≧ 6), but not for moderate 

sensitive teeth (NPS < 6).  

3. Laser irradiation did not affect the pain tolerance threshold and pulp vitality of the hypersensitive teeth. 

4. Desensitizing effect of laser irradiation for the hypersensitive teeth had been continuing at least 2 weeks. 

  It was concluded that desensitizing of hypersensitive dentine with a Nd:YAG laser is effective and the maintenance 

of the positive result was more prolonged than the placebo effect.

Key words : Hypersensitive dentine, Pulsed Nd:YAG, Placebo effe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