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C View 2020-T42

BRIC View 동향리포트

여러 임상과에서 사용하는 레이저 기법에 관한 최신 동향
한 형 진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피부과학교실

E-mail: clemens21@hanmail.net
요약문
LASER (Light Amplification by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는 고에너지 광자 빔(photon
beam)의 방출에 기초하는 광학 기술이다. 레이저는 접촉하는 조직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절단,
응고, 재생 등의 생물학적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레이저의 임상에서의 사용은 1960년대부터
이루어져 왔으며, 약 60년이 흐른 오늘날에는 물론 그 당시보다 레이저가 훨씬 더 넓은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레이저를 이용한 치료는 기존 치료나 수술법에 비해 통증과 회복
시간 등에서 분명한 장점을 제공하지만, 아직 레이저의 기능에 대한 많은 부분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그 잠재성에 비하여 완전히 대세로 자리 잡은 상태는 아니다. 본 동향
리포트에서는 현재 여러 임상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최신 레이저 기술을 소개하여
독자들에게 레이저에 대한 친숙감을 심어주고 레이저가 가지고 있는 치료적
잠재성(therapeutic potential)을 일깨우고자 한다.
Key Words: LASER; fractional; minimally-invasive; LLLT (low-level LASER therapy); PRP (pan-retinal photocoa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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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문
레이저 기술은 1960년대에 미국에서 군사용으로 처음 사용된 이래 민간 분야에 급속도로
상용화되었다. 레이저는 생리학(physiology), 광물리학(photophysics), 광생물학(photobiology),
의생명공학(biomedical engineering) 등, 현대 생의학의 여러 분야가 교차하는 지점에 치하는 매우 특수한
영역이다. 레이저란 “Light Amplification by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 (방사선 유도방출에 의한
광증폭)”을 뜻하는 두자어(acronym) 로써, 신체 내 특정 목표물, 즉 발색단(chromophore)을 겨냥하는
고강도의 빛을 지칭한다. 레이저 광선은 특수한 광원으로 보통 세 가지 주요한 특성, 즉.
단색성(monochromaticity), 평행성(collimation) 및 일관성(coherence)을 가지는 빛이라 설명할 수 있다
(그림 1). 레이저는 일반적으로 ‘에너지는 만들어지거나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전환된다’는 “에너지 보존 법칙(law of conservation of energy)”에 기초한다. 레이저 기기에서
생성된 전기 에너지는 빛 에너지로 전환된다. 여기에는 빛의 이론(theory of light)-즉, 입자 및 파동
이론(particle & wave theory)-이 모두 적용되는데, 이는 단일 파장의 광자 빔(photon beam)이 섬유를 통해
전달되어 대상 조직에 집중되는 것으로, 내시경에서 사용되는 광섬유 케이블(fiberoptic cables)과 유사하다.
이 광자 빔은 다양한 방식으로 접촉하는 조직과 상호작용하여(laser-tissue interaction) 다양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림 1. 레이저의 기본 원리와 3가지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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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는 그 종류마다 방출되는 빛의 파장, 조직을 응고/ 절단/ 증발시키는 능력이 다양한데,
이것들은 피부나 피하 지방 조직에서는 혈류가 왕성한 조직을 무혈성으로 절단하거나 피부 종양과
같은 병변을 절제할 수도 있고, 위장관에서는 대장 용종 같은 종양을 수축 또는 파괴하는 데 이용되
기도 한다 (표 1). 그뿐만 아니라, 레이저 요법을 전통적인 외과 수술이나 항암 화학요법(anti-cancer
chemotherapy), 방사선 요법(radiotherapy) 등과 조합하여 치료적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1].
다른 한편으로는 수술 후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신경 말단을 소작(cauterization)하고 림프혈관
(lymphatic vessels)을 봉합하여 부종(edema)과 종양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에도 레이저를 사용
할 수도 있다. 근래에 들어서는 피부 재생(skin rejuvenation) 등, 미용적인 목적의 치료와 함께 여러
가지 질환의 수술적 치료에도 레이저를 적극 활용(LASER surgery)하는 트렌드가 자리잡고 있다 [2].
본 동향 리포트에서는 여러 임상과의 치료 영역에서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대표적인 레
이저 기술들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표 1. 현대의학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레이저 기기들.
Laser

Wavelength

Pulse duration

Tissue interaction

CO2

10 μm

CW

thermal

Er : YAG

2.94 μm

100 – 250 μs

thermal/mechanical

Ho : YAG

2.12 μm

100 – 250 μs

thermal/mechanical

Nd : YAG

1,064 μm

100 ps – CW

plasma/thermal/mechanical

Diode

635 – 1,550 nm

810 – 1,064 nm

thermal/photothermal

Alexandrite

720 – 800 nm

50 ns – CW

thermal

Ruby

694 nm

1 – 250 μs

thermal

Argon

488/514 nm

CW

thermal

*용어설명: CO2, 이산화탄소; Er, erbium; Ho, holmium; Nd, neodymium; YAG, yttrium aluminum garnet; CW, continuous wave; pulse duration, thermal, 열에너지; mechanical, 기계적 에니저; plasma, 플라즈마; photothermal, 광열에너지.

2. 본문
2.1. 소화기 질환
2.1.1. 내시경 위장관 수술
내시경 시술(endoscopic procedure)에 최초로 레이저가 사용된 것은 레이저 에너지 전달에
필수인 유연 섬유(flexible fibers)가 개발된 1970년대 초반이었다. 위장 출혈에 대한 응고 효과
(coagulative effect)와 양성 소점막병변 치료 효과 등으로 인해 Nd : YAG 레이저는 위장관 악성 질환
에 대한 진정 치료(palliative therapy), 위장 협착증(stricture), 장폐색(intestinal obstruction) 또는 점막
낭종 등의 다양한 병변의 치료에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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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레이저(thermal LASER)는 진행된 위암의 진단에서 내시경 검사에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개발되었으며 간질 레이저 광응고술(interstitial LASER photocoagulation)은 간(liver)으로 전이된
암의 치료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4]. 위장관 종양 치료에 최근 응용하기 시작한 레이저 기법
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광역학 치료(photodynamic therapy, PDT)’라 할 수 있는데, PDT는 위장관
및 췌장의 이형성증(gastrointestinal & pancreatic dysplasia) 및 종양 제거에 효과적인 치료법이다 [5].
2.1.2. 악성 및 양성 종양의 절제
근래의 레이저들은 여러 장기 계통의 다양한 악성종양을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다는 큰 장
점을 통해 식도 편평세포암(esophageal squamous cell carcinoma)과 조기위암(early gastric adenocarcinoma), 높은 악성도의 바렛 식도(Barrett esophagus)와 같은 상피 종양(carcinomas)을 절제하는 데
에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6].
2.1.3. 레이저 요로 결석/담석 분석술
레이저 분석술(Laser lithotripsy)은 이미 요로 결석과 담석을 분해하여 배출시키는 데 쓰이는
표준 치료법으로 자리 잡은 상태이다 [7, 8]. 요로결석(urolithiasis)은 주로 504 nm의 녹색 파장을 흡
수하므로, 이 파장의 레이저를 이용하여 주변 조직의 손상 없이 안전하게 분쇄시킬 수 있다 [9]. 요
로 결석이 레이저 파의 에너지를 흡수하면 돌 주변에 이온(ions)이 축적되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충
격파를 가하면 결석을 쉽게 작은 조각으로 분쇄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이용한 Q-switched Nd :
YAG 레이저가 이러한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매우 강력한 파장을 통해 결석을 분해한다 [10]. 롱펄스
홀뮴-야그(long-pulse holmium : YAG) 레이저는 2,100 nm 파장에서 빛을 흡수하여 광열 효과
(photothermal effect)를 이용하여 결석을 파괴한다 [11].

2.2. 골관절계 질환
2.2.1. 레이저 무릎 관절경 수술
홀뮴-야그 레이저는 적외선(infrared) 범위의 파장(λ=2,100nm)을 가지며 [12] 액상 매체(liquid
medium)에서 그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관절경 수술(arthroscopic surgery)에서 적용하기에 적합하
다 [13]. 홀뮴-야그 레이저를 이용한 관절경 수술에서는 먼저 직경이 약 1.8 mm인 니들 프로브
(needle probe)를 관절에 삽입한 후 레이저의 에너지를 직경 350 μm의 섬유관을 통해 목표 조직으
로 전달하여 치료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레이저 파장의 에너지가 관절 내 조직에 도달하게 되면 교
원질(collagen) 섬유를 가열해 변성(degeneration)을 일으키는데, 이러한 광열 효과(photothermal effect)는 무릎 관절낭(knee capsule)이 느슨해 졌거나, 인대(ligament)가 심하게 수축되어 있을 때 유용
하여 관절경을 이용한 연골 윤곽선 개선 또는 연골성형술 등에 많이 사용된다 [14]. 또한 조직과 접
촉하는 레이저 섬유가 탄소 유리기(carbon free radical)의 생성 없이 세포벽을 융해 시켜 조직을 파
괴할 수도 있는데, 이 때 섬유 팁(fiber tip)의 온도가 900°C에 이르므로 주변 조직을 지혈하는 데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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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기 때문에 외상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유착조직의 분해(adhesiolysis)에서 적용되고 있다 [15]. 이
러한 장점으로 인해 레이저 관절경 시술 후에는 윤활막염(synovitis)의 빈도가 매우 적고 환자가 빠
른 시일 이내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16].
2.2.2. 최소침습적 척추 수술
최소침습적 척추 수술(minimally-invasive spine surgery, MISS)는 고식적인 척추 수술보다 피
부 절개의 크키가 매우 작은 것이 특징이다. 관 모양의 리트랙터(tubular retractor)를 이용하여 작은
절개선을 만들고 이 구멍을 통하여 다양한 미세 수술기구를 통하여 치료를 시행하게 된다 [17]. 절
개선(incision line)의 크기가 아주 작기 때문에 MISS 시행 후에는 통증이 적고 회복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2.2.3. 경피적 레이저 디스크 감압술
흔히 ‘디스크’라 불리는 추간판탈출증은 추간판의 구성 성분인 수핵(nucleus pulposus, NP)이
섬유륜(annulus fibrosus, AF)을 뚫고 나와 신경 눌림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척추 수술의 가장 흔
한 적응증 중 하나이다 [18]. 디스크의 치료법 중 경피적 레이저 디스크 감압술(percutaneous laser
disc decompression, PLDD)은 요추 부위 레이저 수술 영역에서 매우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이다 [19]. PLDD에서는 레이저를 사용하여 신경 압박 및 통증을 유발하는 디스크 조직을 하는데,
먼저 영상 장비를 통해 레이저를 탑재한 작은 프로브를 문제가 되는 디스크 조직의 중심부에 위치
시킨 다음 레이저의 에너지를 이용하여 신경을 압박하는 부위를 선택적으로 파괴하게 된다 (그림 2).

그림 2. 경피적 레이저 디스크 감압술(PL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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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미세 현미경 레이저 요추 디스크 절제술
현재 추간판 탈출증에서 가장 빈번하게 시행하고 있는 수술법은 최소한의 절개로 정상 조직
을 최대한 보존하는 수술법인, 미세 현미경 레이저 요추 디스크 절제술(Open Laser Lumbar Microdiscectomy, OLM)로 [20] 스페인과 미국 출신의 척추전문의들인 Magana 과 Maroon [21]이 그 시초
로 알려져 1990년대 초기부터 국내에 도입되어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본 시술에서
는 요추를 부분적으로 조금만 제거한 다음, 고도로 컴퓨터화된 레이저를 환부에 직접 조사하여 요추
와 신경을 압박하는 인대를 주변 조직의 손상 없이 제거한다.
2.2.5. 고강도 레이저 치료
고강도 레이저 치료(high-intensity laser therapy, HILT)는 Nd : YAG 레이저의 최신 세대로
[22], 120 μs 이하의 짧은 펄스 조사를 통해 조직의 온도가 45°C 이상 오르지 않도록 심부에 최대치
의 에너지를 전달하는 치료법이다. 기존에 많이 쓰이던 이전 세대 Nd : YAG 레이저는 고 에너지를
조직 깊숙히 침투시키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나, HILT의 경우 환자 피부의 외상을 전혀 주지 않고 1~2
회의 치료로도 급속한 통증의 완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이오드 방식의 레이저에 비해
약 1500배 더 강력한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으며 만성 통증이나 급∙만성의 근골격계 통증 질환, 관
절, 인대질환 외에도 디스크와 어깨통증, 발목, 근막염, 팔꿈치 치료 및 수술 후에 회복을 촉진시키는
데에도 사용된다. HILT는 조직 깊은 부위까지 치료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호전 상
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며, 결과가 오래 지속되는 것이 특징이다. 보통 10분 내외의
치료 시간이 소요되며 주기는 주당 2회씩 2~3주 정도이다.

2.3. 안질환
2.3.1. 당뇨 망막병증
당뇨 망막병증(diabetic retinopathy, DR)은 세계적으로 노동 가능한 성인 연령층(20 ~ 65세)
에서 실명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23]. 기존의 532 nm 파장을 이용하는 범망막 광응고술
(pan-retinal photocoagulation, PRP) 요법은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non-proliferative diabetic retinopathy, NPDR)과 [24] 증식성 당뇨 망막병증(proliferative diabetic retinopathy, PDR)에서 [25] 그 효
과가 입증된 바 있다. 하지만, 그 효과와는 무관하게 532 nm PRP 레이저 시술은 광수용체
(photoreceptor) 손상, 망막색소 상피(retinal pigment epithelium, RPE) 및 전체 망막층을 포함하는 열
손상(thermal injury)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26]. 그러나, 최근에는 레이저 기술의 발
전으로 577 nm의 임계하 마이크로 펄스 레이저(subthreshold micro-pulse LASER) 광촉매 시스템이
신경감각 망막(neurosensory retina)과 맥락막(choroid)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RPE에 대한 선
택적 광촉매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다 [27].
여러 임상과에서 사용하는 레이저 기법에 관한 최신 동향

한형진

Page 6 / 14

레이저에서 나오는 빛은 망막 색소 상피(retinal pigment epithelium, RPE)와 기저 맥락막
(basal choroid)에 의해 흡수된다. RPE의 망막 색소는 거의 모든 파장의 빛을 흡수하는데, PRP 치료의
경우에는 주로 황색, 녹색 또는 적색 레이저 광선이 사용된다. 레이저 에너지는 열 에너지로 전환되
어 조직 온도를 약 20 ~ 30°C 정도 상승시키고 열화상을 야기, 결과적으로 국소 망막세포괴사 및 응
고성 괴사(coagulative necrosis)를 일으킨다 [28].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열 손상을 받은 조직의 부위에
는 결국 섬유화가 진행되고 색소가 침착되어(post-inflammatory hyperpigmentation) 레이저 흉터로
인한 흉터가 남게 된다. PRP는 평소에 많이 사용되지 않는 허혈성 외망막을 파괴하여 허혈성 변화가
온 조직을 제거하고, 이는 다시 안구 내 총 VEGF 생성(total intraocular VEGF production)을 감소 시
켜 신생혈관증식(neovascularization)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게 된다.

2.4. 호흡기 질환
2.4.1. 특발성 폐 섬유증
특발성 폐 섬유증(IPF)은 예후가 나쁘고 확실한 치료법이 없는 만성 진행성 폐 염증질환이다.
최근 저준위 레이저 치료(low-level LASER therapy, LLLT)가 여러 가지 골관절 질환에서 각광받고 있
는데 [29], 이것은 저전력 레이저나 발광다이오드(light-emitting diode, LED)를 신체 표면에 적용하여
통증을 완화되거나, 자극을 통해 세포 기능을 증강시키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 (그림 3). 특히 LLLT의
항염증 및 면역 조절 효과가 있다는 것이 많이 알려지면서 폐 염증과 기도 리모델링 등 IPF에서 보
이는 ‘병리현상 또한 LLLT로 치료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이 세워지게 되었고 마우스 모델을 중심
으로 진행한 한 연구에서 LLLT를 했을 때 염증 세포의 이동과 폐에 있는 교원질(collagen) 섬유의 증
식이 모두 감소한 것을 관찰하였다. 또한, LLLT는 염증성 세포자멸사(apoptosis)를 조절하고 섬유아세
포(fibroblast)와 폐포(alveoli)로부터 염증 조절성 사이토카인인 IL-10 분비를 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폐 간질 내 총 TGF-β 분비량을 크게 감소시켰다.

그림 3. 저준위 레이저 치료(LLLT)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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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만성 폐쇄성 폐질환
만성 폐쇄성 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s, COPD)은 비가역적인 기류
(airflow) 제한, 기도 염증(airway inflammation) 및 폐포 공간(alveolar spaces)의 확대 및 리모델링
(remodeling) 등의 병리학적 특징을 보이는 진행성 폐 질환이다. COPD는 전 세계적으로 사망 원인
상위 5위 안에 항상 포함되는 위중한 질환이며 의료비의 상승으로 국가 차원에서도 큰 경제적 부담
을 가중시킨다. LLLT의 COPD에 대한 예방적 치료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한 연구에서는 실험 마우스
를 2개월 간 담배 연기에 노출시킨 후, 15일 동안 LLLT 다이오드 레이저를 폐 조직에 조사하였다. 그
결과 LLLT가 폐포 내에서 IL-1β, IL-6 및 TNF-α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현저하게 감소시켰
고 P2X7 수용체의 발현뿐만 아니라 교원질 증식 또한 강력하게 억제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LLLT가
COPD에 대한 유망한 치료법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30].

2.5. 신경계 질환
2.5.1. 악성 뇌종양
악성 뇌종양의 치료에서는 보통 수술적 절제가 가장 우선시 되며, 그 다음으로는 항암화학요
법(anti-cancer chemotherapy, CTx)과 방사선치료(radiotherapy, RT)를 고려하게 된다. 그러나 교모세포
종(glioblastoma multiforme, GBM) 같은 악성도가 높은 종양의 수술에서는 비가역적인 신경학적 손
상이 유발될 위험성이 있어 CTx와 RT만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심한 간경변 환자들은 복수
및 간성 혼수 때문에 수술 대상 차체가 되지 않는다. 또, 병변이 깊거나 다른 내과적 동반 질환, 낮
은 MELD 간 기능 점수(Model for End-stage Liver Disease)가 낮은 경우, 전신마취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서도 수술적 치료가 적용될 수 없다 [31]. 한편, 1983년 Bown [32] 등이 처음 기술한 레이저 유
도 열치료(LASER-induced thermotherapy, LITT)가 최근 크게 발전하면서 그 효율성과 안전성이 대폭
향상되었는데, LITT는 최소 침습적 경피적 시술(minimally invasive percutaneous procedure)로, 섬유
재질의 카테터(catheter)를 통해 목표 조직으로 레이저 에너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병변의 선택적인
열 절제가 가능하다 [33].
LITT를 처음 뇌 종양 치료에 적용한 것은 1990년대로, 그 당시 레이저원(LASER source)으로
는 Nd : YAG를 사용하였다 [34]. LITT는 현재 종양 절제 및 만성 통증 조절에 사용되며, 고도의 악성
신경교종(high-grade malignant glioma) 및 재발성 전이성 병변의 고식적(palliative) 치료 이외에도
간질(epilepsy), 방사선 괴사(radiation necrosis), 치료 불응성 뇌부종(refractory brain edema), 뇌수막
종(meningioma), 뇌실막세포종(ependymoma), 일차 신경막종(primary nerve sheath tumors), 원시 신
경외배엽 종양(primitive neuroectodermal tumors), 척색종(chordoma), 혈관모세포종
(hemangioblastoma) 등 다양한 종류의 종양을 포함한 많은 뇌 병변의 치료에도 사용된다. LITT는 무
선주파 열응고(radiofrequency thermocoagulation), 감마 나이프(γ-knife) 및 포커스 초음파(focused
ultrasound)와 같은 다른 뇌정위시술(stereotactic procedures)에 비해 위험도가 낮고 덜 침습적인 병
변 절제가 가능한 것이 주요 장점이다. 또한 심부에 위치한 병변 치료 시 대뇌피질(cerebral cortex)
부위의 손상을 예방 또는 최소화 할 수 있으며, 미만성(diffuse) 병변 또는 간질 촛점(epileptic focus)
의 치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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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피부 재생
피부 노화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사람이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생리적인 현상이 유전적 소인, 환경 노출(자외선, 물리적/기계적 스트레스), 호르몬 변화, 대사 산물
(반응성 산소종, 당분, 알데하이드 등 반응성 화학물질의 생산)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에 의해 크게
가속화되는 경우가 많다 [35]. 피부 활력을 되찾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레이저와 다른 특수 광선
을 이용하는 것이다. 레이저는 1980년부터 피부 재생용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그 종류에 따라 매우
다양한 범위의 파장(wavelength)가 사용되어 왔다. 고출력(high-powered) 레이저에서 발생하는 열을
통해 피부 박피를 일으켜 재생 효과를 얻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모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과
정에서 인접한 조직이 손상되는 부작용이 따르기에, 최근에는 저전력 레이저가 점차 떠오르는 추세
이다. 피부 재생에 주로 이용되는 레이저의 유형에는 크게 박피성(ablative), 비박피성(non-ablative)
및 프락셔널(fractional) 타입이 있다.
박피성 유형의 레이저는 표피에 열에너지를 전달해 손상을 일으키는 작동 메커니즘을 가지
며 이전부터 흉터, 색소, 잔주름 등을 치료하는 데 이용되어 왔다. 박피성 레이저들은 교원질
(collagen)과 같은 진피의 섬유 단백질(dermal fibrous proteins)을 변성시키고, 새로운 탄력섬유
(elastic fibers)의 합성을 자극하여 최종적으로 피부를 탱탱하게 조여주게 된다. 피부 재생에 사용되
는 가장 일반적인 박피성 레이저로는 대표적으로 이산화탄소(CO2)와 Er : YAG (erbium-doped yttrium
aluminum garnet) 등을 들 수 있다 [36].
비박피성 레이저는 지난 10년 동안 미용 피부과학에서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어 현재는 여
러 가지 미용 목적 레이저 시술에서 주류로 자리 잡은 상태이다. 이 유형의 레이저들은 일반적으로
박피성 레이저들보다 파괴력이 덜하고 주로 진피에서 교원질 생성을 자극하여 피부의 탄력을 증가
시키게 된다. 레이저의 에너지 파장이 표피층(epidermal layer)을 관통하고 진피층(dermal layer)에 전
달되어 열에너지로 변환, 진피 교원질 섬유를 응고시키며, 결과적으로 진피 기질(dermal matrix)과 세
포외 기질(extracellular matrix)에서 새로운 교원질과 탄력 섬유의 합성이 이루어진다. 피박피성 레이
저는 박피성 레이저와 비교하여 흉터나 감염 등의 부작용은 적은 반면 치료 효율성은 약간 낮은 것
으로 알려져 있다. 1,319-nm pulsed energy, 1,320-nm Nd : YAG, 1,450-nm diode 레이저 등이 이 카
테고리에 속하는 레이저들이다 [37] (표 2).

표 2. 박피성과 비박피성 레이저의 비교.
박피성 레이저

비 박피성 레이저

작용 부위

표피 전층 및 진피 일부 제거

표피는 온전히 보전

적응증

거친 피부, 잔주름, 색소이상증

고르지 못한 피부, 주름, 색소이상증, 혈관확장, 홍반 등

부작용

소양증, 홍반, 부종, 감염, 흉터 등

경한 홍반, 부종 등

치료 빈도

2 - 4주

수 분 – 수 시간

치료 횟수

수 개월 마다 1회

3- 4주 간격으로 5 -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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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락셔널 레이저는 1,410 nm, 1,440 nm, 1,540 nm, 1,550 nm 등의 비박피성과 CO2-fractional,
Er : YAG-fractional 등의 박피성 프락셔널 레이저로 세분할 수 있다 [38]. 프락셔널 레이저는 일반적
으로 피부에 깊이 1 ~ 2.5 mm 정도의 미세 열기둥(thermal microchannels)을 만들고 [39], 이를 통해
진피 혈관으로부터 여러 가지 성장 인자(growth factors)의 분비를 유도하여 [40] 흉터 같은 결손 부
위나 주름을 개선시키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그림 4).

그림 4. 프락셔널 레이저 치료.

2.7. 비만
현재 지방흡입술은 몸의 윤곽을 잡아주는 가장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시술이다. 레이저 지방
분해술(LASER-assisted lipolysis)은 사용되는 캐뉼라(cannula)의 직경이 작아 출혈과 흉터 형성이 적
기 때문에 비만치료 영역에서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다 [41]. 특히 1,320 ~ 1,444 nm의 파장을 가지
는 레이저 빔의 경우 지방조직에서 흡수계수(absorption coefficient)가 매우 높아 깊숙한 침투가 가
능하다. 또한 조직 손상이 적고 소혈관의 응고 또한 전통적인 방법에 비해 현저한 출혈 감소가 보고
되었다 [42].
2006년에는 냉동 지방분해술(cryolipolysis)의 도입으로 비침습적 바디 컨투어링(body contouring)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43]. 지방 세포마다 극저온에 대한 감수성이 다른 성질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피하지방층(subcutaneous fat layer)은 보존하면서 비후된(hypertrophied) 지방
조직만 선택적으로 파괴할 수 있다는 점이 냉동 지방분해술의 최대 장점이다. 어플리케이터의
양쪽에 위치한 냉각 플레이트 내에 내장된 센서를 사용하여 접촉하는 피부와 피하지방조직의
온도를 0°C 이하로 유지하게 된다. 온도가 -1℃ 아래로 내려가면서 부터 지방세포의 염증 반응 및
세포자멸사(apoptosis)를 유도하여 지방층을 점차 감소시킨다 [44]. 냉동 지방분해술의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는 치료 후 약 2개월 정도부터 나타나게
된다. 아직 그 기전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아 좀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면서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는 비만치료의 유망한 신기술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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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맺는 말
본 동향 리포트에서 살펴본 것처럼, 레이저 수술은 특정 소수의 임상 분야에서 제한된 상황
에서만 사용되었던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 거의 모든 의학 영역에서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 레이저
수술법은 적은 부작용과 빠른 회복 등의 분명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은) 높
은 치료 비용과 시술자에 대한 의존성(operator dependency), 최적의 파라메터 설정(optimal configuration) 등의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점을 또한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향후 더 많은 연
구를 통해 현재 통용되고 있는 레이저들의 광학적인 성질과 작용 메커니즘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증가할수록, 그 적용 범위는 훨씬 더 넓어질 것이다. 더불어 빅 데이터(big data)/ 머신 러닝(machine
learning) 같은, 제4차 산업혁명(4th industrial revolution)의 핵심 요소들과의 접목이 이루어지면 완전
자동화된 로봇 레이저 수술(completely-automated robotic LASER surgery) 같은 꿈의 기술이 상용화
되는 날도 멀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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