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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미생물의 집적은 임플란트가 실패하는데 주요 병인으로

작용하며1-3) 이러한 미생물은 임플란트 주위 점막의 염증을

일으키고 이것이 치료되지 않으면 염증은 치근단으로 퍼지

고 골의 흡수를 일으키게 된다. Albrektsson와 Isidor

(1994)4)는 이것을 임플란트 주위염(peri-implantitis)이라

고 명명하 다. 그러므로 미생물의 제거는 임플란트 주위염

의 치료에 가장 중요하다5). 그러나, 임플란트의 거친 표면

에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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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there is considerable evidence to support a cause-effect relationship between microbial colonization

and the pathogenesis of implant failures. The presence of bacteria on implant surfaces may result in an

inflammation of the peri-implant mucosa, and, if left untreated, it may lead to a progressive destruction of

alveolar bone supporting the implant, which has been named as peri-impantitis. Several maintenance regi-

mens and treatment strategies for failing implants have been suggested. Recently, in addition to these con-

ventional tools, the use of different laser systems has also been proposed for treatment of peri-implant

infections. As lasers can perform excellent tissue ablation with high bactericidal and detoxification effects,

they are expected to be one of the most promising new technical modalities for treatment of failing

implants. It is introduced that Er,Cr:YSGG laser, operating at 2780nm, ablates tissue by a hydrokinetic

process that prevents temperature rise.

We studied the change of the titanium implant surface under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after using

Er,Cr:YSGG laser at various energies, irradiation time.

In this study, Er,Cr:YSGG laser irradiation of implant fixture showed different effects according to

implant surface. Er,Cr:YSGG laser in TPS surface with RBM not alter the implant surface under power

setting of 4 Watt(W) and irradiation time of 30sec. But in TPS surface with Ca3P coating alter above power

setting of 2W and irradiation time of 10sec. TPS surface with RBM showed microfracture in 4W, 30sec and

TPS surface with Ca3P coating showed destruction of fine crystalline structure, melting in excess of 2W,

10sec. We concluded that proper power setting, air, water of each implant surface must be investigated

and implant surface must be irradiated under the damaged extent.

Key words: Laser debridement, Hydrokinetic, Er,Cr:YSGG laser, TPS surface, Peri-implantitis

Abstract

※ 본 논문은 2004년도 원광 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짐.



물리적인 방법 혹은 화학적인 방법 등이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하여 추천되었다6-12). 최근의 실험결과에서 타이타

늄보다 단단하지 않은 재료(plastic curettes, polishing

with rubber cups)를 사용하여 임플란트 표면을 물리적으

로 세정하는 방법이 보고되었다7,12). 그러나, 물리적인 방법

만으로는 거친 임플란트 표면의 미생물 제거가 완벽하지 않

기 때문에 추가적인 화학적인 방법(국소적인 소독제를 사용

한 주수, 국소적 및 전신적인 항생제 처치) 등이 임상적으로

보고되고 치유에 효과가 있음이 증명되었다8,10,11). 또한, 공

기-분말 주수는 임플란트 표면의 오염제거에 성공적으로 사

용되었다6,12). 그러나 기종형성 등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용이 제한적이라고 보고되었다13). 이러한 전통적인 방

법 외에 여러 가지 레이저를 사용하여 임플란트 표면을 세

정하고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14-16). 

1960년에 Maiman17)에 의해 루비 레이저가 개발된 이후

로 CO2 레이져와 Nd:YAG 레이져 같은 여러 가지 레이저

가 치과 분야에서 우식이 있는 치아 경조직 제거와 와동형

성 등에 소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레이저의 조사는 고에

너지에서 경조직을 태우거나 용해, 탄화, 열구 및 틈의 형성

등과 같은 열 손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열 손상 없이 우식이 있는 경조직 제거 혹은 와동

형성을 위해 Er:YAG 레이저와 Er,Cr:YSGG 레이저가 소

개되기도 하 다.

레이저는 레이저 자체의 매질에 따라 파장이 다르고 파장

에 따라 다른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치과분야에서 쓰이기

에 적당한 파장을 찾기 위해 현재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까지 부분 구강내 연조직, 경조직에 적합한 레이저

의 파장을 찾기 위해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임플란트 표면에

한 레이저의 효과에 해서는 현재 시작단계에 불과한 실

정이다. 

최근에 실험실에서의 실험결과는 제한된 에너지에서

CO2(carbon dioxide) 레이저, Diode 레이저, Er:YAG

(erbium-doped: yttrium, aluminium and garnet)레이

저 등이 특별한 파장에 의해 타이타늄에 잘 흡수되지 않고

임플란트 표면의 온도를 높이지 않기 때문에 임플란트 표면

의 조사에 적합한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14-16). 반면에 Nd:

YAG (neodymium-doped: yttrium, aluminium and

garnet) 레이저는 임플란트 표면을 녹이거나 손상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5,16). 또한 지금까지 임플란트 표면에서

의 미생물 제거 효과는 CO2 레이저와 Er:YAG 레이저에서

만 보고 되었다19,20).

CO2 레이저와 Diode 레이저는 치근의 표면 혹은 타이타

늄 임플란트 표면의 치석을 제거하는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고 되었고 두 가지 레이저는 단지 물리적인 치료효과를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다고 하 다21-27). 반면에 Er:YAG 레

이저는 주변 조직의 열 손상 없이 치석을 제거하는데 효과

가 있다고 증명되었다24,25).

최근에는 2780nm에서 작동하고 물을 주수하여 조사하는

Er,Cr:YSGG(Erbium, Chromium: Yttrium, Scandium,

Gallium, Garnet) 레이저가 개발되었으며 오염물질의 제

거와 세정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Er,Cr:

YSGG 레이저는 펄스식으로 사용하며, 물과 공기의 분사와

함께 사용되고 연조직 수술 뿐 만 아니라 법랑질, 상아질,

골을 삭제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6,27). 또한

Er,Cr:YSGG 레이저는 물을 분사하면서 사용하 을 때 치

아의 경조직에 조사해도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절삭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보고 되었다26,27). Er,Cr:YSGG 레이저는 물

에 한 흡수계수가 높아 물과 함께 사용하며 Er,Cr:

YSGG 레이저에서 방출되는 레이저광이 물과 이차적으로

반응하여 물에 의한 물리적 힘에 의해 절삭하는 능력으로

인하여 흔히 물방울 레이저라 불리운다. 이러한 Er,Cr:

YSGG 레이저의 특성으로 인하여 다른 레이저에 의해 유발

되기 쉬운 임플란트 표면의 열손상이 적고 오염물질의 제거

에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플란트 주위염을 치료하기 위하

여 Er,Cr:YSGG 레이저를 타이타늄 임플란트에 조사하

을 때 임플란트의 표면변화에 하여 주사전사현미경을 통

하여 조사되지 않은 타이타늄 임플란트 표면과 비교하 으

며 또한 레이저의 에너지와 조사시간에 따른 임플란트 표면

변화를 관찰하여 임플란트 표면에 따른 Er,Cr:YSGG 레이

저가 미치는 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Ⅱ. 실험 재료 및 방법

1. 실험 재료

1) 치과용 레이저

Er,Cr:YSGG(WaterlaseTM: BIOLASE technology

Inc, Germany) 레이저는 300mJ의 펄스에너지, 20Hz의

펄스율, 150μs의 펄스 폭경, 2.78μm의 파장을 가지고 있으

며 최 에너지는 6W이다. Er,Cr:YSGG 레이저는

2780nm의 파장을 가지고 있어 적외선에 가까운 파장을 가

지고 있으며 물에 한 흡수도가 높다. 레이저의 팁은 순수

한 광섬유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Z6의 레이저

팁을 사용하 다.

레이저의 특성은 어떠한 매질을 그 에너지원으로 사용하

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또 매질도 서로 섞여서 여러 가지 다

른 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사용한 물방울 레이저는

Er,Cr:YSGG(Erbium, Chromium: Yttrium, Scandium,

Gallium, Garnet)라는 여러 가지 매질이 섞인 에너지원을

이용하므로써 다른 레이저와 다른 파장을 가지며 다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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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타내도록 한다.

Er,Cr:YSGG 레이저는 2780nm의 가장 높은 수분흡수

도를 갖는 파장을 바탕으로 하여 물분자를 팽창 폭발시켜

물방울 자체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힘과 레이저를 결합하여

조직의 절개 및 절삭을 한다(Fig. 1). 이 현상을‘Hydroki-

netic’이라 부르며 이러한 에너지는 열의 발산이 없으며 물

리적 힘을 이용하여 치아, 연조직, 골조직 등에 사용할 수

있다(Fig. 2).

2) 임플란트

본 연구에서는 총 10개의 임플란트(5개의 Pitt-Easy

Bio-oss FBR(Oraltronics, Germany) 임플란트 : Ca3P

로 코팅된 TPS표면, 5개의 GS II(Osstem, Korea) 임플

란트 : RBM처리된 TPS표면)를 사용하 으며 각각 4개는

실험군, 1개는 조군으로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는 4.0mm의 직경과 10mm 길이의 Pitt-

Easy 임플란트를 사용하 으며 4.0mm의 직경과

11.5mm 길이의 GS II 임플란트를 사용하 다.

3) 주사전자현미경

주사전자현미경(JSM-6360; JEOL, Tokyo, Japan)은

최고 해상도가 3nm로 표본을 백금으로 코팅한후 1:25,

1:50, 1:100, 1:250, 1:500, 1:1000, 1:2500의 확 율

로 표본을 관찰하 다(Fig.  3).                     

Fig. 4. Laser irradiation site on implant fixture.

Fig. 1. Absorption spectrum for water.         

Fig. 2. Er,Cr:YSGG laser(WaterlaseTM : BIOLASE technol-
ogy Inc, Germany). 

Fig. 3. Scanning electron microscopy(JSM-6360; JEOL,
Tokyo,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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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방법

실험군은 4개의 Pitt-Easy 임플란트와 4개의 GS II 임플

란트를 사용하 으며 임플란트 종류별로 각각 1W, 2W,

3W, 4W로 Er,Cr:YSGG 레이저를 조사하고 각각의 임플

란트는 표면의 첫 번째 나사선, 네 번째 나사선, 8번째 나사

선으로 나누어 각각 10초, 20초, 30초로 조사하 다

(Fig. 4).

Er,Cr:YSGG 레이저의 팁과 모든 임플란트 매식체와의

거리는 2mm로 비접촉식으로 조사하 다. Er,Cr:YSGG

레이저를 조사하고 조사한 부위를 인식하기 위하여 임플란

트 매식체의 mount에 조사에너지를 6W로 육안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탄화시켰다. 모든 조사부위는 물과 공기를

20%, 20%로 동일하게 조사하 다. Er,Cr:YSGG 레이저

를 조사한 후 임플란트 부위의 수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충

분히 외부에서 건조시킨 후 주사전자 현미경은 하루 후에

관찰하 다. 

모든 조사부위는 주사전자현미경으로 1:25, 1:50,

1:100, 1:250, 1:500, 1:1000, 1:2500의 확 율로 관찰

하 으며 조군은 첫 번째 thread부위를 관찰하 다.

3. 주사전자현미경학적 검사

모든 조사부위는 1:25, 1:50, 1:100, 1:250, 1:500,

1:1000, 1:2500의 확 율로 관찰하 으며 조군은 첫 번

째 thread부위만을 위의 배율로 관찰하 다.

모든 실험군은 조군과 비교하여 평가하 으며 TPS

surface with RBM은 조군의 RBM 표면과 비교하여 결

정 말단부의 smoothness가 있는지를 평가하 으며 VTPS

surface with Ca3P coating은 Ca3P cystalline 구조의 파

괴가 있는지로 변화가 있는지를 평가하 다.

Ⅲ. 실험성적

1. 주사전자현미경학적 소견

1) 조군

Pitt-Easy 임플란트는 Vaccum titanium plasma spray

표면에 15~20μm의 두께로 주로 brushit (Ca/P=1.1)으

로 구성된 calcium-phosphate로 코팅되었다. OsstemTM

임플란트는 HA(Hydroxyapatite: Ca10(PO4)6(OH2))

Powder를 사용하여 Blasting한 RBM (Resorbable

Blasting Media) 표면을 가지고 있다(Fig. 5). 

Fig. 5. A. GS II implant surface(TPS surface with RBM). B. Pitt-Easy implant surface(VTPS surface with Ca3P coating).

Table 1. Implant Surface Change According To Irrdiation Energy and Time

GS II implant Pitt-Easy implant

(TPS surface with RBM) (VTPS surface with Ca3P coating)

10sec 20sec 30sec 10sec 20sec 30sec

1W no change no change no change no change no change no change 

2W no change no change no change melting melting melting

3W no change no change no change melting melting melting

4W no change no change microfracture melting melting melting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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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GS II implant surface after water laser irradiation.
A. 3W, 30sec irradiation time(×25) : no change
B. 3W, 30sec irradiation time(×250) : no change
C. 3W, 30sec irradiation time(×2500) : no change
D. 4W, 30sec irradiation time(×25) : black spot formation
E. 4W, 30sec irradiation time(×250) : black spot formation
F. 4W, 30sec irradiation time(×2500) : melting and microfrature appearance

Fig. 7. Pitt-Easy implant surface after water laser irradiation.
A. 1W, 30sec irradiation time(×25) : no change
B. 1W, 30sec irradiation time(×250) : no change
C. 1W, 30sec irradiation time(×2500) : no change
D. 2W, 10sec irradiation time(×25) : local change to white
E. 2W, 10sec irradiation time(×250) : local change to white
F. 2W, 10sec irradiation time(×2500) : destruction of fine crystalline structure

A B C

D E F

A B C

D E F



2) 실험군

GS II 임플란트는 1W, 2W, 3W에서 조사시간에 관계없

이 1:2500의 배율에서도 조군과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

나 4W의 에너지와 30초의 조사시간부터 1:25의 배율에서

검게 변하는 양상을 보 다. 1:500의 배율에서는 RBM 표

면의 용해가 일어나 RBM 표면의 거칠기가 상실되어 있었

으며 1:2500의 배율에서는 용해가 일어난 부분 주위로 용

해에 의한 수축으로 주변의 RBM 표면이 미세 파절되어 있

는 양상을 보 다(Fig. 6).

Pitt-Easy 임플란트는 1W에서는 조사시간에 관계없이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2W의 에너지와 10초의

조사시간부터 1:25의 배율에서는 백화되는 양상을 보 고

1:250의 배율에서는 Ca3P 결정이 용해되어 있었고

1:2500의 배율에서는 Ca3P의 크리스탈 구조가 없어지고

용해되어 미세결정구조를 관찰할 수 없었다(Fig. 7).

Ⅳ. 총괄 및 고찰

치과용레이저는 침하된 임플란트를 노출시키는데 사용되

고 임플란트주위염을 치료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레이저의

역할은 멸균 및 오염제거이다. 그러므로 임플란트 식립 후

에 발생하는 합병증 등을 해결하기 위하에 레이저가 임플란

트 표면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는 것은 중요하다.

Block28)등은 plasma-sprayed titanium 및 plasma-

sprayed hydroxyapatite-coated titanium 임플란트 표면

에 NdYAG 레이저를 조사하고 그 변화를 연구했다. bacil-

lus subtilis포자에 오염된 임플란트 표면을 멸균하는 효과

를 조사하 다. 표면의 효과는 0.3, 2.0, 3.0W의 출력수준

에서 주사전자현미경, spectroscopy와 X-ray회절을 사용

하여 조사하 다. 레이저 조사는 어떠한 임플란트도 멸균시

키지 못했다. 오히려 ethylene oxide에 의해 성공적으로 멸

균되었다.

최근의 연구에서 titanium표면에 한 NdYAG 레이저

치료는 광범위한 용해, micromachined surface의 손상을

일으켰다. 최근의 연구는 NdYAG 레이저는 금속성 임플란

트에 흡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임플란트 주위 연

조직을 치료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이 있음이 입증되었다.

NdYAG 레이저를 사용하면 임플란트 주위 조직 및 하부 골

의 열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므로 임플란트 주위염의

치료, 과증식된 연조직의 제거, 침하된 임플란트를 노출시

키는 이차수술 등에 NdYAG 레이저를 사용하는 것은 금기

증이다.

CO2 레이저 치료는 임플란트 표면의 박테리아를 제거하

는데 효과적이다. CO2 레이저가 진동모드로 수분이 있는

임플란트 표면에 사용될 때 온도상승이 극히 적어서 임플란

트주위염을 치료하는데 적합하다. 임플란트에 한 이러한

CO2 레이저의 연구는 금속성 임플란트가 레이저를 흡수하

지 못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온도상승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다.

Mouhyi 등30)은 임플란트 표면의 오염을 제거하기 위하

여 CO2 레이저를 사용할 때 온도변화에 하여 연구하

다. 6개의 임플란트가 돼지의 하악에 식립되었고 임플란트

의 나사선을 노출하기 위하여 4×4mm정도의 결손부를 협

측골에 만들어 5개의 나사선을 노출시켰다. 온도변화는 2

개의 thermocouple에 의해 측정되었다. CO2 레이저의 다

양한 출력, 주파수, 진동수, 조사시간의 조합 속에서 건조한

임플란트 표면과 젖은 임플란트 표면에 조사하여 연구하

다. 젖은 임플란트 표면에서는 단지 약간의 온도변화가 관

찰되었으나 건조한 임플란트 표면에서는 골 손상을 일으키

는 역치를 초과하 다. 따라서 이 연구는 CO2 레이저는 수

분이 있는 상태에서 사용되고 진동모드, 8W/10ms/20Hz

로 5초간 조사 했을 때 3℃보다 적은 온도변화를 보인다고

결론지었다. 이것은 온도변화로 인한 조직손상을 최소화 시

킬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 CO2 레이저는 임플란트 표면에 최소한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출력은 중요한 향을 미

치는 인자가 아니었고 조사시간을 짧게 하는 한 온도상승은

거의 없었다. NdYAG 레이저는 표면에 중요한 변화를 일으

켰고 그 손상 양상은 출력에 비례하여 증가하 다. 조사된

표면이 용해되어 임플란트의 기계적 강도, 인장강도 및 굽

힘피로강도 등에 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NdYAG 레

이저의 임상적인 사용은 어렵다. 게다가 레이저는 임플란트

주위의 골을 용해시키는 효과를 보일 수 있다.

NdYAG 레이저는 세포내 단백질로 흡수되기 때문에 멜

라닌 색소가 있는 부위에서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 특징

적으로 CO2 레이저는 100% 물로 흡수된다. 그러므로 전반

적이고 더욱더 광범위한 연구가 두 가지 레이저에서 시행되

어야 할 것이다.

Er.YAG 레이저는 효과적으로 치석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으며 주변 조직의 열적 손상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24,25). 또한 Er.YAG 레이저를 사용한 비외과적인

치주치료는 치주탐침깊이의 감소 및 임상적인 부착치은의

획득과 같은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31-33). 이와 함께 Er.

YAG 레이저를 사용하여 타이타늄 임플란트 주변의 비외과

적 치료는 치은연하 치석의 제거가 효과적이고 열 손상이

없음을 보고하 다34).

Er,Cr:YSGG 레이저는 물 주수 하에서 조사하 을 경우

치수의 염증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고되었다35,36).

Er,Cr:YSGG 레이저의 조사는 상아질 우식의 제거 혹은

와동형성에 효과적이며 치수 혹은 주위 조직에 손상을 주지

않는다고 하 다27).

Robert J. Miller37)는 Er,Cr:YSGG 레이저를 TPS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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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임플란트와 HA로 코팅된 임플란트에 가장 높은 에너지

수준인 6W로 조사하 을 때도 변화가 없음을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는 20%의 물과 20%의 공기 압력과 함께 레

이저를 조사하 으며 이는 임상적으로 유용한 수치이며 일

반적으로 물과 공기압력 보다 조사에너지와 조사시간이 조

사된 물체의 변화에 민감한 것으로 보 다.

또한 Pitt-Easy 임플란트가 낮은 에너지와 짧은 조사시

간에서도 쉽게 변화하는 것은 Pitt-Easy 임플란트 자체의

미세결정구조 때문인 것으로 골형성에는 유리하나 물리적

및 화학적 손상에는 구조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임플란트 주위염을 치료하기 위해 여러 가지 레

이저들이 사용되고 있으나 레이저의 종류, 레이저의 에너

지, 조사시간 등에 하여 저자마다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

으며 아직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부분의

저자들은 Nd:YAG 레이저는 열 손상이 커 임플란트 표면

에 사용하기에는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CO2 레이저는 에너지 제한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Er,Cr:YSGG 레이저 역시 치아, 경조직 등에서 열 손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임플란트 표면에서는 과도한 에

너지와 장시간의 조사시간으로 조사할 경우 임플란트 표면

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따라서

Er,Cr:YSGG 레이저의 사용은 임플란트 종류에 따른 에너

지, 조사시간 등이 결정되어야 하며 이번 연구에서 보고한

TPS surface with RBM, TPS surface with Ca3P coat-

ing의 임플란트 표면 외에도 다른 임플란트 표면에 적합한

에너지 조사시간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Er,Cr:YSGG 레이저의 임플란트 표면에서의 미생물 제거

및 오염물질 제거효과에 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레이저가 조사된 임플란트의 재골유합이 가능한지에 해

서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최근의 연구에서 레이저는 임플란트 주위염의 치료에 효

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레이저에 따라 또한 에

너지 수준에 따라 임플란트 표면에 열 손상을 주는 등의 변

화를 일으킬 수 있어 레이저의 종류와 적당한 에너지 수준

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Er,Cr:YSGG

레이저가 각종 임플란트 표면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고자

하 다. 

1. GS II 임플란트는 Er,Cr:YSGG 레이저로 조사시 4W

의 조사 에너지와 30초의 조사시간 보다 낮은 수준에서

사용했을 경우 임플란트 표면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관

찰되었다. 그 이상의 수준에서 레이저를 조사할 경우 임

플란트 표면이 용해되어 RBM결정이 파괴되고 주변에서

미세파절이 나타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2. Pitt-Easy 임플란트는 Er,Cr:YSGG 레이저로 조사시

2W의 조사에너지와 10초의 조사시간 이상에서는 Ca3P

결정이 파괴되고 용해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에 향후 임플란트 표면에 Er,Cr:YSGG 레이저를 조사

할 경우 에너지 수준과 조사시간에 따라 임플란트 표면이

변화될 수 있으므로 각종 임플란트 표면에 알맞은 레이저

조사기준이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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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전자현미경 사진 ①

A. Control group(×25)    B. Control group(×250)    C. Control group(×2500) 

D. 1W, 10sec(×25)      E. 1W, 10sec(×250)      F. 1W, 10sec(×2500) 

G. 1W, 20sec(×25)      H. 1W, 20sec(×250)      I. 1W, 20sec(×2500) 

J. 1W, 30sec(×25)      K. 1W, 30sec(×250)      L. 1W, 30sec(×2500) 

Fig. 8. Control group and GS II implant surface irradiated by Er,Cr:YSGG laser (1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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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Cr:YSGG 레이져를 조사한 임플란트 표면의 주사전자현미경적 연구

주사전자현미경 사진 ②

A. 2W, 10sec (×25)     B. 2W, 10sec (×250)     C. 2W, 10sec (×2500) 

D. 2W, 20sec(×25)      E. 2W, 20sec (×250)     F. 2W, 20sec (×2500) 

G. 2W, 30sec (×25)     H. 2W, 30sec (×250)    I. 2W, 30sec (×2500) 

Fig. 9. GS II implant surface irradiated by Er,Cr:YSGG laser (2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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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전자현미경 사진 ③

A. 3W, 10sec (×25)     B. 3W, 10sec (×250)     C. 3W, 10sec (×2500) 

D. 3W, 20sec (×25)     E. 3W, 20sec (×250)     F. 3W, 20sec (×2500) 

G. 3W, 30sec (×25)     H. 3W, 30sec (×250)     I. 3W, 30sec (×2500)

Fig. 10. OsstemTM implant surface irradiated by Er,Cr:YSGG laser (3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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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Cr:YSGG 레이져를 조사한 임플란트 표면의 주사전자현미경적 연구

주사전자현미경 사진 ④

A. 4W, 10sec (×25)      B. 4W, 10sec (×250)     C. 4W, 10sec (×2500) 

D. 4W, 20sec (×25)      E. 4W, 20sec (×250)     F. 4W, 20sec (×2500) 

G. 4W, 30sec (×25)     H. 4W, 30sec (×250)     I. 4W, 30sec (×2500)

Fig. 11. OsstemTM implant surface irradiated by Er,Cr:YSGG laser (4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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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전자현미경 사진 ⑤

A. Control group(×25)     B. Control group(×250)     C. Control group(×2500)

D. 1W, 10sec(×25)      E. 1W, 10sec(×250)     F. 1W, 10sec(×2500)

G. 1W, 20sec(×25)      H. 1W, 20sec(×250)      I. 1W, 20sec(×2500)

J. 1W, 30sec(×25)      K. 1W, 30sec(×250)      L. 1W, 30sec(×2500)

Fig. 12. Control group and Pitt-easyOraltronics implant surface irradiated by Er,Cr:YSGG laser (1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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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Cr:YSGG 레이져를 조사한 임플란트 표면의 주사전자현미경적 연구

주사전자현미경 사진 ⑥

A. 2W, 10sec(×25)      B. 2W, 10sec(×250)     C. 2W, 10sec(×2500)

D. 2W, 20sec(×25)      E. 2W, 20sec(×250)     F. 2W, 20sec(×2500)

G. 2W, 30sec(×25)      H. 2W, 30sec(×250)     I. 2W, 30sec(×2500)

Fig. 13. Pitt-easyOraltronics implant surface irradiated by Er,Cr:YSGG laser (2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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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전자현미경 사진 ⑦

A. 3W, 10sec(×25)     B. 3W, 10sec(×250)     C. 3W, 10sec(×2500)

D. 3W, 20sec(×25)      E. 3W, 20sec(×250)     F. 3W, 20sec(×2500)

G. 3W, 30sec(×25)      H. 3W, 30sec(×250)      I. 3W, 30sec(×2500)

Fig. 14. Pitt-easyOraltronics implant surface irradiated by Er,Cr:YSGG laser (3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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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Cr:YSGG 레이져를 조사한 임플란트 표면의 주사전자현미경적 연구

주사전자현미경 사진 ⑧

A. 4W, 10sec(×25)      B. 4W, 10sec(×250)     C. 4W, 10sec(×2500)

D. 4W, 20sec(×25)      E. 4W, 20sec(×250)     F. 4W, 20sec(×2500)

G. 4W, 30sec(×25)      H. 4W, 30sec(×250)     I. 4W, 30sec(×2500)

Fig. 15. Pitt-easyOraltronics implant surface irradiated by Er,Cr:YSGG laser (4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