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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레이저의 자극 강도가 정상인의 혈장 내 

ß -endorphin 변화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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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effect of varying levels of 
photobiostimulation treatment dosage on plasma β -endorphin concentration in human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1 healthy men and women, who were students of the 
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College of Health Science, Seonam University. This 
study was performed from October 26, 1998 to November 5, 1998. All subjects were 
assigned to one of three groups: a 2.0 J/c따 laser group, a 4.0 J/ c따 laser group, an 6.0 J/ 
때 laser group. He-Ne laser (632.8 nm wave length) and infrared laser (820 nm wave 
length) of three different energy densities (2.0, 4.0, and 6.0 J/cm') were applied on the 
Su-Sam • Ri (L 1 10) and Hab-Gog (L 1 4) of acupuncture points. Blood samples were 
taken at pre • treatment, 30 min ’s post-treatment and 60 min ’s post-treatment. The level 
of β endorphin was measured by radio immuno assay. The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and repeated measure two-way ANOV A.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 human plasma β -endorphin concentrations were noted to 
significantly increase due to the energy densities of laser photobiostimulation (p<0.05). 
2) The human plasma β 一endorphin concentrations were noted to significantly in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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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ng the period after !aser photobiostimu!ation (p<0.05). 

Key Words: ß-endorphin: Laser photobiostimulation: Su-Sam-Ri and Hab-Gog 

(acupuncture pointsl. 

1. 서론 

ß -endorphin 세포체는 뇌하수체의 궁상핵 

에 위치해 있고， 그 신경은 뇌 전반에 퍼져 있지 

만 주 신경섬유 다발이 뇌실을 따라 뇌수도관주 

위 회 백 칠(periaqueductal gray matter) 안에 

종지 한다. 또한 β endorphin 세포체는 유해자 

극이 있을 때마다 β -endorphin을 분비하여 동 

통과는 멸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ach, 1997). 

동통이란 조직의 손상 혹은 조직의 파괴를 일 

으키는 자극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불유쾌한 감 

각적 경 험 이 다(Mountcastle， 1980). 또한 Michel 

(985)은 동통이 불쾌한 감각이며 설제로 혹은 

잠새적으로 조직손상과 관련이 있는 정서적 경 

험인 동시에 주관적인 경험이라 하였고， 동통을 

선처l 조직의 구조나 기능에 어떤 결함이 있을 

때 나타나는 경고 신호라고 하였다. 이러한 동통 

은 주관적이며 신경학적， 생리학적 현상 그리고 

감각 경험 등에 따라 복합적으로 일어나기도 하 

며， 개인에 따라 그 양상 및 정도가 각각 달리 

나타날 수 있다(권혁 철과 이충휘， 1993; Stem • 

bach, 1977). 또한 조직손상이나 상차 발생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며 (SherrÎngton ， 1906), 근 

육경축(muscle spasm) , 근육약화， 감소된 관절 

가동범위， 피로， 불안， 불면증， 우울증， 성적장애 

그리고 정서장애 등과 같은 증상의 결과로 발생 

될 수 있다(김종만과 안녁현， 1998; Bonica, 

1990). 동통 경 혐 의 감각요소는 말초 수용기 의 

흥분에 의존하는데， 조직손상이나 괴사에 의한 

반응은 구섬성 자극을 통해 척수로 전달되며 중 

추신경계에서 이러한 정보들을 처리한다(김종만 

과 안덕 현， 1998). 

지난 수 년 동안 동통의 관리에 대한 접근방 

법은 새롭게 발탈되어 왔으나 아직도 완벽한 치 

료방법은 개발되어 있지 않다(고현철 등， 1997). 

최근에 사용되는 동통 치료법으로는 약물치료， 

심리치료， 수술적 치료 및 물리치료 등의 다양한 

형태의 치료방법이 있으나 이들 중 몇몇 방법은 

건강한 조직을 손상시키거나 중독시키는 등 바 

람직하지 못하거나 유해한 경우도 었다(고현철 

등， 1997; 김 유진 등， 1995; Longgbardi 등， 

1989). 

그 중에서 레이저는 Maiman(978)이 루비 

레이저를 처음 소개한 이래 과학의 눈부선 발전 

과 더불어 1982년부터 저출력 레이저와 중출력 

레이저를 합한 소프트 레이저 등 치료용 레이저 

로 발전되어 임상 각 과별 영역을 초월하여 동 

통완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김영추 등， 1991; 

서 연순 등， 1997). 

레이저의 기본적인 물리적 특성은 단색성 

(monochromaticl , 응축성 (coherence) , 저 산탄 

력성 Oow divergence)이다. 레이저는 출력， 파 

장， 레이저 발생장치 (medium)에 변화를 주어 

많은 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다(문원배， 1990). 

의료용 레이저에서 CO2 를 발생장치로 한 레이 

저는 그 파장이 10,600 nm로 조직을 순식간에 

미세하게 절단할 수 있어 주로 수술용으로 사용 

되고 있다. 아르곤 레이저는 혈관 응축작용이 뛰 

어나 안과 영역의 수술이나 모세혈관 제거술에 

60 -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지 제6권 제3호 

KAUTPT Vo l. 6 No. 3 1999. 

이용되며， 루비와 네오다임(neodyme) 레이저는 

비교적 높은 출력을 발생시킬 수 있어 내시경을 

이용하여 심부의 동맥성 출혈을 막는데 사용한 

다. 또한 헬륨→네온과 반도체를 이용한 레이저 

는 비교적 낮은 출력을 방출하므로 피부 치료에 

사용된다(Coll ， 1986; Ohsiro와 Calderhead, 

1988). 

Mester0973 )가 헬륨-네온 레이저와 아르곤 

레이저를 사용하여 창상의 치료가 촉진되는 난 

치성 궤양 치료를 처음으로 보고했고， Basford 

(987)는 경부와 배부 동통을 호소하는 환자들 

에게 레이저를 사용하여 약 70-80%의 동통완 

화를 가져 왔다고 보고하였다. 이 태 현 등(1994) 

은 소프트 레이저를 급만성 피부창상에 조사한 

결과 동통완화 뿐만 아니라 창상 치유에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Coll(1986) , Gold

man과 Rockwell (1971)은 레이저빔 에너지를 

말초신경에 조사하면 과자극 효과(hypersti 

mulation effect) 즉， 신경세포막을 과분극(hy

perpolarization)시켜 그 활성 역치 (activation 

threshold)를 종가시키고 레이저의 광전하\photo 

nic charge)가 신경세포막의 전위차에 영향을 

주어 탈분극 현상을 억제하여， 신경 전도를 억제 

하고 이로 인해 Aò 섬유로부터 교양질로의 브 

래디키닌(bradykinin)을 감소시키고， 척수 후각 

으로부터 내인성 펠티드인 자극전도를 약 12-

24시간 정도 차단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또한 

조사된 부위에 엔돌핀의 분비를 촉진시킨다고 

보고하였다. 

β →endorphin은 신체 중 뇌하수체 전엽에 가 

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 뇌하수체는 기억， 

학습， 감정 등과 관련있는 대뇌 변연계 등 다른 

대뇌부위와 연결되어 있다. ß -endorphin의 생 

리학적 기능을 요약해 보면 몰핀 효과(morphin

like effect) , 행동 효과(behavioral effect) , 신 

경 전달재neurotransmitter )와 신경조절재neuro

modulator) 기능 등으로 앞서 언급한 기억력， 

학습，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통증전달 외에도 

체온， 식욕， 호흡조절에 있어 상당한 역할을 하 

고 있다. 과거 초기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혈중 

ß -endorphin은 통증역치와 직접 관련이 없으 
며 Nelson 증후군을 한 예로 들고 있다. 즉 이 

질환은 혈중 부선피절자극호르몬 뿐만 아니라 

혈중 ß -endorphin 치도 400 -700 pg/ mQ로 상 

당히 증가되어 있으나 통증역치는 정상에서와 

같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정진상， 1993). 

선천성 통각 감퇴증(congenital hypoalgesia) 

의 경우는 혈중 ß -endorphin 치가 정상이며 

(Willer, 1984), 이것은 ß -endorphin을 정맥주 
사 혹은 뇌하수체액에 주사하여도 진통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Farrell 등， 1983). 이것은 ß
endorphin이 말초가 아닌 중추성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ß -endorphin은 거 대분자 
로 뇌 혈관 장벽 (blood• brain barrier)을 통과하 

지 못하여 뇌하수체에서의 β -endorphin 분비 

와 중추신경 내 β endorphin 농도는 상관관계 

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Buono 등， 1987). 

Kert와 Rose(1993)에 의하면 레이저를 조사 

할 경우 세포성장을 자극하는데 그 중에서도 결 

합조직， 건조직， 골조직은 성장을 자극하지만 암 

성조직과 세균의 성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고 하였다. 그리고 신경세포의 재생에도 향상 

을 보이며 조직 내에서는 프로스타글란딘 함량 

의 변화와 특정 효소의 함량증가 등의 조직 활 

성도 증가 소견을 나타낸다고 한다. 또한 항염증 

작용， 부종감소， 혈관재생， 섬유조직의 형성감소 

와 신경기능 자극에도 관여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임상경험과 연구에도 불구하고 레이저 

의 진통효과에 대한 작용기전은 여러 학설이 있 

으나 확실하게 규명된 것은 아직 없다. 많은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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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용 레이저 기구들이 동통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되어지고 였으나 아직 저강도 레이저 치료 

의 진통효파에 대하여 확실하게 밝혀진 것이 없 

고， 임상에서는 레이 저의 사용에 대한 회의마저 

나타내고 있다(곽현호 등， 1998; Basford, 1987; 

Baxter, 1994; Seibert와 Gould, 1984). 그 효 

과의 유 · 무나 작용기전에 관해 논란이 많고 전 

반적으로 볼 때 레이저의 임상적용은 아직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어서 레이저가 엄상적으로 동 

통에 효과가 있다는 경험적인 결과에 기초하여 

사용되고 있으나 그에 따른 동통진단 방법은 등 

급을 정해 놓은 문진， 또는 주관적 평가 방법인 

시각척도(visual analogue scale) t-f- 언어비율척 

도(verbal rating scale) 등을 이용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김영추 등， 1991; 문원배 등， 

1990; 서연순 등， 1997; 정진우 등， 1992; 채기 

영， 1991 l. 

레이저의 생리적 효과는 파장과 에너지 밀도 

(energy density)에 영향을 받고， 에너지 밀도 

는 출력， 시간， 면적에 의해 결정되며(함용운， 

1991: Beckennan 등， 1992), 맥동빈도에 따라 

진통 효과 및 기전이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Ponnudurai 등， 1987). 상완골 상과염의 통통 

감소에 904 nm , 0.36 J/cm'의 강도가 효과가 있 

었다는 Haker와 Lundeberg( 1990)의 연구와 

같은 파장에서 7.0 J/떼가 동통의 감소에 가장 

효과작이라는 McKibben(1990)의 보고가 있었 

다. 현 재 치 료사들은 임상에 서 2.35 J/cm2에서 

4.7 J/cm' 범위의 에너지 빌도를 사용하고 있다 

(곽현호 등， 1998; Baxter, 1994). 

그러므로 레이저 자극의 동통역치 감소 기전 

이 내인성 아편제의 분비 촉진에 있다면 레이저 

자극 시 β-endorphin이 분비될 것이다. 따라 

서 본 연구는 정상인의 혈장 내에서 레이저를 

세 종류의 에너지 밀도(2.0 J/cm2, 4.0 J/crn2, 6.0 

J/cm')로 자극함에 따라 β -endorphin의 변화를 

측정， 관찰하여 그에 따른 레이저의 엄상적 효용 

성을 예측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설정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레 이 저 의 자극 강도에 따른 a • endorphin 

은 유의한 변화가 없을 것이다. 

2. 레이 저 자극 후 시간에 따른 ß -endorphin 

변화는 유의한 차이가 없을 것이다. 

11 •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서남대학교 물리치료학과 재학생 중에서 본 

연구에 자원한 19세 이상 건강한 학생들 중 다 

음의 연구 조건에 적합한 21명을 대상으로 하였 

으며， 본 연구대상의 조건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였다. 

가. 감각이상이나 운동장애 등 신경근육계에 

이상이 없는 자 

나. 실험전 48시간 이전부터 실험이 끝날 때 

까지 실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을 복용하 

지 않은 자 

다. 심한 운동으로 인하여 근육이 피로하지 

않은 자 

라 심리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각종 통증을 

호소하지 않는 자 

마. 검사부위에 개방성 상처가 없는 자 

본 연구는 1998년 10월 25일 위의 조건을 만 

족하는 5명을 대상으로 예비 실험을 실시한 후 

그 문제점을 수정 보완한 다음 1998년 10월 26 

일부터 동년 11월 5일까지 연구 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본 실험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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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섣험기구 

본 연구에서는 레이저 치료기로 파장 632.8 

nm , 출력 10 mW의 헬륨 네온 레이저와 파장 820 

nm , 출력 50 mW의 적외선 레이저를 병용한 소프 

트 레이저])를 사용하였고， 채혈을 위한 주사기 

와 EDT A (ethylenediaminetera acetic acid) 

시험관， 그리고 혈장 분리를 위한 원심분리기， 

동결을 위한 냉동고를 사용하였다. 

3. 질험방법 

실험은 전라북도 소재 연세병원에서 실시하였 

으며， 채혈과 혈장분리는 동 병원 검사실의 도움 

을 받았다. 실내 온도는 25"C를 유지하도록 했 

다. 실험 대상자는 21명을 대상자로 7명씩 무작 

위로 선출하여 실험군 l(nj= 7) , 실험군 2(n2= 

7) , 실험군 3(n3二 7)의 세 집단으로 나누고， 세 

집단 모두 실험 대상자들은 침대에 바로 누운 

편안한 자세로 자극부위를 노출시키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상태에서 좌측 팔의 수삼리(子녁 

W: L 1 10)와 좌측 손의 합곡(合삼: L 1 4)을 

찾아 알콜솜으로 깨끗이 닦고， 수성펜으로 표시 

를 한 뒤 안정을 취하도록 하였다(그림 1). 안정 

을 취한 후 레이저 자극 적용 전에 각 대상자의 

우측 주관절 부위의 척측피정맥에서 3 cc씩 채 

혈하였다. 

1) Model Travelscan, biophoton사， France 

실험군 1, 실험군 2, 설험군 3은 각각 2.0 J/ 
C따， 4.0 J/cm', 6.0 J/c마의 에너지 밀도로 파장 

632.8 nm , 출력 10 mW의 헬륨-네온 레이저와 파 

장 820 nm , 출력 50 mW의 적외선 레이 저를 병용 

한 소프트 레이저 자극을 탐침을 이용하여 적용 

하였다. 세 집단 모두 레이저 자극 적용 후 각각 

30분과 60분 후에 동일 부위에서 각각 3 cc씩 

채혈하였다. 

각각 채혈한 혈액은 EDTA 시험관에 넣고 

완전히 용해될 때까지 잘 흔들어 섞은 후 3000 

3돼Orpm으로 10분간 원섬 분리하여 혈장을 분 

리해 동결 보관하였다가 Allegro ß -endorphin 

RIA (Raido Immuno Assay, 방사면역측정) 

Kit 시약을 사용하여 시험관 standard (reagents 

C-H)와 control(reagents J, K)에 혈장 sample 

200 μ씩 첨 가한 후 125 1 -antibody solution 

100 μ9씩 첨가하여 혼합하였다. 그리고 나서 rab

bit anti beta-endorphin이 입혀진 구슬을 첨가 

하여 20 ::t 4시간 동안 실온에 두었다. 그후 wash 

solution을 각각 2.5 mQ씩 첨가하여 2번 씻어낸 

후 상등액(jsotonic solution)을 버리고 gamma

counter (Model Cobra ill: A50 lO, Packard 

사， 미국)로 1분간 측정하여 표준 곡선에서 β -

endorphin의 변화를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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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 극(iI-~) 

그렴 1. 수삼리와 합곡의 위치(兵뻐止議와 ~W\ .f IJ勝， 1991) 

4. 분석방볍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 하여 SAS로 통계 처 

리하였으며，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기 

술 통계 (deSClψtive statistics)로 알아보았으 

며， 레이저의 자극 강도와 시간에 따른 세 집 

단의 차이는 반복 측정된 2요인 분산분석 (re

peated measures two-way ANOV A)을 이 용 

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시 유의수준 α 는 0.05로 

하였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m.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엘반적인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연령과 체 

중， 신장을 조사하였으며 결과는 표 1과 같다. 

연구 대상자의 연령 분포는 최저 19세， 최고 28 

세이며 대부분의 대상자가 19-20세 (76.2%) 범 

위였고， 평균 연령은 20.5세였다. 

(N=21) 

강도 대상자 수(명) 나이(년) 몸무게 (kg) 신장(cm) 

2.0 J/m' 7 

4.0 J/cm 7 

6.0 Jlcm ‘ 7 

*평균土표준편차 

20.1 :t 2.61 . 

20.1 :t 2.02 

21.3:t 2.48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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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례이저의 자극강도와 자극 후 시간에 

따른 β -endorphin 변화 

레이저의 자극강도와 자극 후 시간에 따른 a 
-endorphin은 2.0 J/cm'에 서 는 치 료 전 13.09 

pg/me , 치료 후 30분 15.04 pg/me , 치료 후 60 

분 17.88 pg/me이였고， 4.0 J/cm'은 치료 전 

11.89 pg/me , 치료 후 30분 10.78 pg/me , 치료 

후 60분 12.25 pg/me 이 고， 6.0 J/crn'은 치 료 전 

11.07 pg/me , 치료 후 30분 12.30 pg/me , 치료 

후 60분 13.50 pg/me이였다(표 2, 그림 2). 

표 2. 레 이 저의 자극 강도와 시 간에 따른 ß -endorphin 변화 

강도 치료 전 치료 후 30분 

2.0 J/cm‘ 13.09 :t 3.29 15.04 :t4.12 

4.0 J/c미 11.89 :t 2.77 1O.78 :t 3.48 

6.0 J/cm! 11.07 :t 2.47 12.30 :t 2.26 

평균±표준편차 

(N=21) 

치료 후 60분 

17.88 :t 5.49 

12.83 :t 4.12 

13.50 :t 2.62 

(단위: pg/me) 

19 

18 

17 

16 2 주옳 
........ 

4 주훌 --6 주울 --
15 

14 

”ι
 ”” 

m 
치료 전 치료 후 30 치료 후 60 

그립 2. 레이저 강도 및 시간에 따른 β-endorphin 변화에 관한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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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 집단별 자극 강도 및 시간에 따른 

β endorphin 변화에 관한 차이 검 정 

레이저의 자극강도와 자극 후 시간에 따른 β 

• endorphin 변화를 알아보기 위 하여 반복 측정 

된 2요인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그 결과 

레이저의 자극 강도에 따라서 β endorphin이 

유의하게 변화하였으며(p<0.05) ， 레이저 자극 

후 시 간에 따라서도 ß -endorphin은 유의 하게 
변화하였다(p<0.05). 레이저의 자극강도와 자 

극 후 시 간에 따른 3 →endorphin의 변화 사이 
에 상호작용은 없었다(p>0.05). 

표 3. 레 이 저의 자극강도와 자극 후 시 간에 따른 β-endorphin 변화에 대 한 반복 측정된 2요 
인 분산분석표 

변인 평방합 자유도 

강도 219.1732 2 

시간 40.5126 2 

상호작용 16.7690 4 

p<0.05 

N. 고찰 

본 연구에서 β endorphin을 레이저 자극 후 

측정 시 간에 따라 비 교한 결과， 파장 632.8 nm, 

출력 10 mW의 헬륨←네온 레이저와 파장 820 nm, 

출력 50 mW의 적외선 레이저를 병용한 소프트 

레이 저로 자극강도 2.0 J/c미의 치료변수를 적용 

하였음 때 자극 후 60분에서 다른 자극강도에 

비해 β endorphin 변화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치료용 레이저의 진통작용의 기전은 그 동 

안 관문조절이론과 super oxide dismutase 

(SODl가 증가하여 프로스타글란딘 E가 유해수 

용체 막전위를 변화시 킨다는 SOD이론， Na • 

K ATPase의 증가로 유해수용체의 충격전달이 
감소됨에 따라 통증이 감소된다는 이론， 선경세 

포막의 탈분극을 방해하여 통증 운동이 자극되 

어 조직의 대사가 증진되고 이에 따라 염증 및 염 

66 

평방평균 F-값 p 

109.5866 50.38 0.0001 

20.2563 9.31 0.0006 

4.1922 1.93 0.1270 

증산물의 흡수가 촉진되어 통증이 완화된다는 

혈관운동자극설 등으로 설명되어 왔다. Dupont 

와 Earle(l965)는 동물을 실험대상으로 하여 5 

0-200 J/C따사이의 비교적 높은 에너지 밀도 

범위에서 레이저 자극이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이래 세로토년， 아세틸콜린과 같 

은 신경전달물질의 분벼와 대사율의 증가도 진 

통작용의 한 기전으로 이해되고 있다(Baxter， 

1994; Synder-Mackler 등， 1989; Walker, 

1983). 

문원배 등(1990)의 연구에서는 파장 600 nm 

- 1,000 nm사이의 레이저빔을 인체조직에 조사 

하면 빛 에너지가 세포내 미토콘드리아와 세포 

막 내에서 시토크롬과 포르피련에 흡수되어 산 

화적 인산화 반응에 관여하고 단백질과 콜라겐 

합성증가， 세포증식 및 성장의 증가를 통하여 생 

전기적， 생화학적 에너지로 변화하며 또한 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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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서 빔이 반사， 반향하여 주위 조직에까지 

생자극 효과를 발휘하게 되고 이로 인해 기능이 

저하된 세포의 활동성을 높이게 된다고 한다. 

본 연구에 사용되어진 레이저 치료기는 파장 

632.8 nm, 출력 10 mW의 헬륨 네온 레이저와 파 

장 820 nm, 출력 50 mW의 적외선 레이저를 병용 

한 소프트 레이저 자극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으 

로 에너지 밀도(J/cm2 )는 레이저의 평균 출력 

(W)에 조사한 시간(초)을 곱하여 얻어진 값을 

조사 면적 (cm')으로 나누어서 구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지름이 0.8 mm~ 탐침 (probe)을 사용하 

였으며， 에너지 말도는 제품회사에서 권고하는 

시 간을 참고하여 탐침을 피부에 접촉했을 때 2.0 

J/cm'은 20초， 4.0 J/cnf은 40초， 6.0 J/cm'은 60초 

를 각각 자극하였다. 

혈장 내 β endorphin의 농도는 채혈과정 및 

원심분리 과정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으며， 측정 

기기의 다른 단백물질과의 교차반웅 정도와도 

상관관계가 였다(정진상 등， 199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일 부위에서 동일한 검사자에 의 

해 채혈을 했고 채혈 후 즉시， 또는 적어도 10분 

이내에 원심분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이로 인 

한 오차를 줄이고자 했으며， 측정기기 또한 다른 

단백질과의 교차반응이 적은 방사면역검사 기기 

를 사용하였다. 

자극부위로 수삼리(子까면: L 1 10)와 합곡 

(감까: L 1 4)을 선택한 것은 두 부위가 진통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가존의 많은 연구 

들에서도 사용되었다(김형남 등. 1997; 이재형 

등， 1991; 이재형 등， 1993; 0 ’Brien 등， 1984). 

이재형 등(993)은 수삼리(子극멍: L 1 10)와 

합곡(상갑: L 1 4)에 고빈도 저강도의 경피신 

경 전기 자극을 30분간 자극하였을 때 진통작용 

에 β -endorphin이 관여 하지 않음을 보고하였 

고， 이재형 등(991)은 수삼리(子극띤: L 1 10) 

와 합곡(合싼: L 1 4)에 저빈도-고강도 경피신 

경 전기자극을 30분간 자극하였을 때 진통작용 

에 ß -endorphin이 부분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 보고하였다. 김형남 등(997)은 수삼리(子극 

면: L 1 10)와 합곡(合갑: L 1 4)에 경피신경 

자극과 미세전류신경근 자극을 적용한 다음 적 

용 직후와 적용 25분 후에 혈장 내 더 -endorphin 

변화를 검사하였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신경은 말초에서 자극을 받은지 15-20분 후 

에 β-endorphin을 만들기 시작하여 15-20분 

후에 신경， 혈액， 림프액 분비와 연관된 뇌척수 

액을 통하여 표적기관에 도달하게 된다. 활동을 

시 작한 β -endorphin의 반감기 는 6-8시 간이 

다(서 연순 등. 1997; 유경 자. 1988; Grimsby. 

1995).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도 레이저 자극 후 

30분과 60분에 채혈하였다. 반감기 때의 β 

endorphin의 변화를 보고자 했으나， 실험 대상 

자들을 일정하게 통제하기가 어려워 반감기까지 

는 확인하지 못했다. 

서연순 등(997)은 파장 632.8 nm, 출력 30 

mW의 헬륨-네온 레이저와 파장 904 nm, 출력 14 

mW의 적외선 레이저를 병용하여 정상인의 발통 

접 세 곳에 8분씩 24분을 치료하여 치료 후 15 

분 경과시 a • endorphin 변화가 유의 하게 증가 

하여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으며， 곽현호 등 

(998)은 흰쥐에 파장이 904 nm인 레이저를 다 

양한 강도로 조사한 결과 2.0 J/cm2과 6.0 J/cm'의 

자극강도에서 통증역치가 증가하였으며， 2.0 J/cm' 

의 레이저 자극군에서 처치 후 60분 후에 통증 

역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β endorphin 

의 분비와도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본 연 

구에서도 2.0 J/c따의 레이저 자극강도로 자극 

후 60분 후에 β -endorphin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혈중 β -endorphin은 정상의 경우 12.0-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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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pg/m~ 이 하로 나타나며， 본 실험 대상자들 

은 자극 전 평균 β endorphin이 12.02 pg/m~ 

로 정상 소견을 보였다. 정진상 등(1993) 이 보고 

한 정상인 남 · 녀의 혈장 내 β -endorphin은 

14.67 pg/me로 이에 근사한 값을 보여 주었으 

나， 서연순 등(1997) 이 보고한 정상인의 혈장 내 

a ←endorphin은 16.96 pg/mC로 약간의 차이 가 

있었다. 

England( 1988)는 0.9 J/cm'에서 7.2 J/cm' 사 

이의 자극강도에서 끈육건과 관련된 통증 감소 

를 보고하였고， 곽현호 등(1998)은 2.0 J/cm'과 

6.0 J/c따을 쥐의 장강혈에 자극하여 통증역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문원배 등(1990)은 2.0 J/ 
cm’에서 4.0 J/cm' 사이의 자극강도로 대상포진성 

신경통에 자극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김해규 등(991)은 효과적인 총 용량으로 보 

통 한 자극점에 0.5 J/cm'에서 10.0 J/c따사이의 

강도플 권장하고， 10.0 J/cm' 이하에서는 생자극 

(biostimulation)효파가 있으나 10.0 J/c마 이상 

을 자극하면 생 억 제 (bioinhibition) 작용이 나타 

닌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 J/c마， 

4.0 J/cm', 6.0 J/cm'의 세 자극강도에 대해서 실 

힘을 실시한 결과， 2.0 J/cm'의 자극강도에서 진 

통작용을 하는 β endorphin이 가장 많이 증가 

하였다. 

본 연구에 서 자극 전 보다 자극 후에 β 

-endorphin이 낮아진 경우가 있었는데， 이에 대 

한 정 확한 원인을 알 수가 없었으나， 만성 통증 

을 가진 환자뜰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연구에 

서 뇌척수액 내의 ß -endorphin에 차이가 없었 
다. 그러나 β endorphin이 오히려 낮아진 경 

액에서 β-endorphin을 측정하는 것 자체가 뚜 

렷한 증거가 될 수 없다. 그러나 뇌척수액 내의 

딩 endorphin의 수치가 낮으면 체성 질환의 한 

징후로 볼 수도 있다CBach， 1997).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자극강도를 사용하여 

진통효과를 살펴본 다른 연구들(서 연순 등， 

1997; England, 1988; Haker와 Lundebrg , 

1990)과는 달리 세 가지 에너지 밀도를 사용하 

여 서로 다른 자극강도가 진통효과에 영향을 주 

는 ß -endorphin의 분비 에 미 치 는 영 향을 알아 
보았다. 그러므로 아직까지도 논란의 대상이 되 

고 있는 레 이 저 의 진통효과를 β -endorphin 변 

화를 통하여 확인하고 적절한 치료 강도에 대한 

레이저 치료의 기반을 제공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나 환자가 아닌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실 

험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환자에게 적용 

하는데는 제한점이 있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 

실험한 표본의 수가 작기 때문에 모집단 전체에 

일반화하여 해석하는데도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는 레 이 저 자극이 β -endorphin에 미 

치는 효과를 찾으려는 의의에서 시행되었는데， 

파장 632.8 nm , 출력 10 mW의 헬륨-네온 레이저 

와 파장 820 nm , 출력 50 mW의 적외선 레이저를 

병용한 소프트 레이저만을 실험했기 때문에 다 

른 다양한 파장의 레 이 저 자극이 β endorphin 

에 미치는 영향과는 비교할 수 없었다. 따라서 

서로 다른 파장을 이용하여 비교할 수 있는 연 

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v. 결론 

우가 있었다는 보고도 있어 (Young 등， 1993), 본 연구는 레 이 저 의 자극 강도가 β 

본 연구에서도 이와 관련된 것으로 사료된다. 일 -endorphin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 

반적으로 만성 통증을 가진 사람의 경우 β 한 것으로 1998년 10월 25일부터 동년 11월 5 

-endorphin 신경의 활동성이 변화되어 뇌척수 일까지 서남대학교 물리치료학과에 재학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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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21명을 대상으로 파장 632.8 nm , 출력 10 

mW의 헬륜 네온 레이저와 파장 820 nm , 출력 50 

mW의 적외선 레이저를 병용한 소프트 레이저의 

자극 강도 2.0 J/c따， 4.0 J/cm', 6.0 J/c마의 레 이 

저 자극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레 이 저 의 자극 강도에 따라 β -endorphin 

이 유의 하게 변화하였다(p < 0.05). 

2. 레이저의 자극 후 시간에 따라 β →endorphin 

이 유의하게 변화하였다(p<O.OS) 

본 연구에서 볼 때 레이저 자극 강도 2.0 J/cm' 

에 서 자극 후 60분에 써 endorphin 이 가장 크 

게 증가하였으며， 자극 강도와 자극 후 시간에 

따라서 도 ß -endorphin 변화가 다르게 나타났 

다. 이상의 실험 결과로 레이저 치료법은 내인성 

아편계통에 의한 진통작용기전에 의해서 통증치 

료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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