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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designed to determine the effects of swimming and low power laser on rheumatoid ar-

thritis in Sprague-Dawley rats. Rheumatoid arthritis was induced in 36 rats among 48 Sprague-Dawley

rats by the subcutaneous injection of .05 ㎖ Freund's Complete Adjuvant into the right hind paw and .05

㎖ Freund's Complete Adjuvant into the right hind knee joint capsule. A second injection was performed

by the same method using .1 ㎖ Freund's Complete Adjuvant per a rat. Arthritic rats were divided into 8

groups: each 1 week and 2 weeks of arthritic swimming, arthritic laser, arthritic case control and normal

group. In this study, several experimental tests were performed to determine the concentration of

Interleukin-6, the space of the knee joint and the thickness of the hind paw. The concentration of

Interleukin-6 and hind paw thickness decreased in the swimming group and laser group as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The space of the knee joint increased significantly after the swimming exercise.

Swimming and low power laser therapy positively affect rheumatoid arthritis in rats affect by decreasing

the concentration of Interleukin-6 and hind paw thickness, and increasing the space of the knee joint.

Key Words: Hind paw thickness; Interleukin-6; Laser; Rheumatoid arthritis; Space of knee joint;

Swim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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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류마티스 관절염은 결체조직에 발생하는 퇴행성 염

증으로 가장 흔한 전신성 자가면역질환이다. 가장 심하

게 장애를 받는 부위는 관절이며, 피부, 눈 그리고 폐장

에도 혈관염이 생긴다(김세종, 1994). 어쥬반트 유발 관

절염(Adjuvant Induced Arthritis; AIA)은 결핵균의 유

성 현탄액을 접종하여 야기시킨 만성 다발성 관절염으

로, 급․만성 염증에 의하여 국소의 관절뿐 아니라 간

장 등 내장의 장기와 림프계 등에 장애를 미쳐 전신증

상을 유발시키는 류마티스 관절염과 매우 유사한 질환

이다(Schorlemmer 등, 1991).

최근의 연구에서는 관절염 동물모델이나 류마티스 관

절염 환자의 관절과 혈액에서 많은 종류의 사이토카인

이 발현하여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주

목을 받고 있다(Christodoulou와 Choy, 2006). 류마티스

관절염 조직 및 활액의 사이토카인 발현에 대한 연구에

서 종양괴사인자 알파(TNF α), 인터루킨 1 -6, 과립구

대식세포 집락 자극인자(GM-CSF), 인터루킨-8등과 같은

많은 종류의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발현이 밝혀졌고, 또

한 인터루킨-10, 종양증식인자 β(TGF β)와 같은 항염증

성 사이토카인과 인터루킨-1 수용기 길항제(IL-1Ra), 가

용성 종양괴사인자 수용기와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

억제성 물질의 발현 증가도 보고되었으나, 이들 염증 조

절 물질의 생성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작용을 중화시

키기에는 충분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염

증성 사이토카인을 포함한 염증물질과 항염증 물질 생

성의 불균형에 의해 류마티스 관절염이 지속되고 악화

될 것으로 추측된다(Andreakos 등, 2002; Choy, 2004).

인터루킨-6(Interleukin-6)는 B-세포가 형질세포로 분화

하는 것을 촉진하며, 이 형질 세포가 증식하고 면역글로블

린을 분비하는 것을 자극한다(Nishimoto와 Kishimoto,

2004). 또 파골세포 분화를 촉진하고 아그레카나아제를 활

성화 시켜 프로테오글리칸의 분해를 촉진한다. 따라서 인

터루킨-6는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관절 주위의 골감소증과

관절 손상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Choy, 2004).

송인광 등(2002)은 Sprague-Dawley계 흰쥐를 대상으

로 어쥬반트 관절염을 일으킨 다음, 전갈약침 원액을 투

여하여 뒷발 두께와 사이토카인을 측정하였다. 투여 11일

과 20일 사이에 뒷발 두께가 명확히 감소하였으며, 관절

활액막내 인터루킨-6의 농도는 대조군이 정상군에 비해

서 2.9배 증가하였고, 전갈약침 .5배 농축액을 제외한 3배

와 1배 농축액 투여군에서 유의성 있게 억제되었다.

Cutolo 등(2006)의 연구에서는 다발성근염의 류마티스 환

자와 조기 발생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게 당성피질성

스테로이드군(프리드니손을 매일 7.5～12.5 ㎎ 투여) 치료

를 1달 동안 시행 한 결과, 인터루킨-6의 혈청 농도가 모

든 환자군에서 유의한 감소가 일어났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Liu 등(2005)은 생체미세투석 기법을 이용하

여 어쥬반트 관절염 흰쥐의 무릎에서 사이토카인의 농

도를 측정한 결과, 정상쥐와 비교하여 관절염 유발 쥐

에서 단핵구 화학유인물질 인자-1 분비물은 유의한 증

가가 일어났지만 인터루킨-6의 농도는 비슷하다고 보

고하였다. 또 다른 연구자들은 인터루킨-6가 시험관에

서는 항염증 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염증을 억제한다

는 소견에 회의적이기도 하다(Choy, 2004). 이와 같이

인터루킨-6는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염증을 억제한다는

소견도 있지만 일부 학자들은 그러한 소견에 반론을 제

기하기도 하고 있다.

임상에서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게 온열치료, 한

랭치료, 전기치료, 도수교정과 운동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다(박시복, 1998). 특히 물속에서 하는 수중 운동은 온

열치료와 운동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관절염

이 있는 환자에게 관절의 스트레스를 줄여주며 통증과

근경축이 감소되며, 근력의 증가와 관절의 기형도 예방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법이다(Bartels 등, 2001).

레이저는 1960년에 처음으로 기술된 후 점차로 의료 부

문으로 도입되었으며, He-Ne 레이저는 교원질 생성의 증가,

섬유아세포 DNA와 RNA 합성, 반흔의 장력을 억제, 신생

혈관 형성의 자극, 상피화 자극 등으로 창상 치유 및 조직

재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Kana 등, 1981).

따라서 본 연구는 Sprague-Dawley계 흰쥐를 대상으

로 류마티스 관절염을 일으킨 다음 저출력 레이저와 수

영 운동을 시행하여, 관절염의 염증 매개체인 인터루킨

-6의 농도 및 무릎관절의 간격과 뒷발 두께를 측정하

여 어떠한 기전으로 치료가 이루어지는지를 알아보고,

증거에 기초한 치료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실험동물

실험동물 생후 6～7주령의 체중 약 200±10 g의

Sprague-Dawley계 흰쥐 48마리를 사용하였다. 실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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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은 온도 22±2℃, 습도 55±5％를 유지하고 자동타이

머를 부착하여 1일 12시간의 광주기와 12시간의 암주기

를 적용하였다. 물과 사료는 충분히 공급하여 자유롭게

섭취하도록 하였다.

실험동물은 각 군당 6마리씩 8군으로 배정하였으며,

류마티스 관절염 유발군 1주(대조군 1), 류마티스 관절

염 유발군 2주(대조군 2), 류마티스 관절염을 일으킨 다

음 레이저 치료를 1주 시행한 군(레이저 1군), 류마티스

관절염을 유발한 다음 레이저 치료를 2주 시행한 군(레

이저 2군), 류마티스 관절염을 일으킨 다음 수영운동을

1주 시행한 군(수영 1군), 류마티스 관절염을 일으킨 다

음 수영 운동을 2주 시행한 군(수영 2군) 그리고 관절

염을 일으키지 않은 군(정상군 1, 2)으로 분류하였다.

2. 실험방법

가. 류마티스 관절염의 유발2)

Freund's complete adjuvant(FCA, Mycobacterium tu-

berculosis 1 ㎎/1㎖, .85 ㎖ paraffin oil과 .15 ㎖ mannide

monooleate)1) 용액을 흰쥐의 우측 뒷다리 발바닥에 .05 ㎖

피하주입하고, 우측 무릎에 같은 양으로 관절낭 내에 1차

주입하며, 1차 유발 후 5일째에 FCA 용액을 같은 방법으

로 발바닥과 무릎에 2차 주입하여 관절염을 유발시켰다. 2

차 주입 후 4일째에 육안관찰을 통하여 발목과 발가락에

부종과 발적이 동반된 상태인 관절염 지수 4 이상인 흰쥐

만을 선정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Trentham 등, 1977).

나. 레이저 치료3)

레이저 치료 장비는 시판되고 있는 저출력 레이저
2)
인

He-Ne Laser(파장 632.8 ㎚, 출력 20 ㎽(6 J/㎠))와 IR(파

장 830 ㎐, 출력 20 ㎽×4)이 동시에 장착되어 두 가지 효

과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 기기를 사용하였으며, 각 실험

군은 치료 적용 시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 틀에서 고정한

후 발목과 무릎 부위를 15 ㎝ 거리에서 각각 5분 동안 총

10분을 7일과 14일간 매일 점조하였다(김재영 등, 2000).

다. 수영 운동

수영은 자동수온 조절장치를 부착한 지름 약 50 ㎝,

높이 1 m 정도 되는 원통형의 풀을 제작하여 사용하였

으며, 물의 온도는 36±1℃를 유지하도록 하여 처음 2일

은 5분을, 그 다음 날부터는 10분씩 매일 운동시켰다

(김영경, 2000). 수영하는 동안 계속하여 뒷다리를 움직

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쉴 수 있는 어떠한 환경도

제공하지 않았으며, 수영 후에는 물기를 닦아주어 체온

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라. 인터루킨-6의 농도 검사

흰쥐의 혈청 속의 인터루킨-6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

여 효소면역측정법을 실시하였다. 시약은 R & D

System 제품의 Quantikine Murine 키트를 이용하였다.

우선 모든 시약을 실온과 같은 온도로 유지하였다. 항

인터루킨-6 항체가 고정된 플레이트의 각 Well에 50

㎕의 측정희석액을 첨가하고, 50 ㎕의 표준용액과 대조

용액 그리고 검체시료를 각각 첨가하였다. 그런 다음,

플레이트를 가볍게 1분 동안 혼합한 후 실온에서 2시간

동안 방치한 다음, 각 Well의 성분을 제거하고 세척액

으로 5번 세척하였다. 그 다음 각 Well에 100 ㎕의 인

터루킨-6 결합체를 가한 다음 2시간 동안 실온에서 다

시 방치하였다. 각 Well을 다시 씻어낸 다음, 100 ㎕의

기질용액을 첨가하고 실온에서 30분 동안 방치한 후에

100 ㎕의 정지용액을 첨가하였다. 마지막으로, Biotrack

Ⅱ(Amersham Biosciences) Plate Reader를 이용하여

450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마. 무릎관절의 간격 검사4)

관절염을 유발한 후 치료를 시작하기 전과 치료 7일

후 그리고 치료 14일 후에 방사선 촬영을 통하여 검사

하였다. 방사선 사진 촬영은 E7239X 모델
3)
(45 ㎸, 100

㎃, .075 sec)을 사용하였고, 실험동물의 무릎관절이 90°

굴곡된 자세에서 외․내측 방향으로 촬영한 후 의료영

상저장전송장치를 이용하여 필름을 현상하여 판독하였

다(Yu 등 2006). 판독 후 Adobe Photoshop 7.0을 사용

하여 대퇴와 경골의 중간부위 중 가장 가까운 곳을 기

준으로 거리를 측정하였다.

바. 뒷발 두께 검사5)

관절염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서 우측 족관절 부위의

경골의 내과와 비골의 외과에 마커를 표시한 다음, 그

1) Sigma, St. Louis, Mo, U.S.A.

2) LASOTRONIC MED-1000, Lasotronic AG, Switzerland.

3) TOSHIBA, Tokyo, Japan.

4) Standard Vernier Caliper, Shanghai,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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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pg/㎖) 14일(pg/㎖)
t p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정상군 .109±.002
a

.108±.017
a

.090 .932

대조군 .160±.007
b

.188±.040
b

-1.368 .229

수영 운동군 .136±.008
b

.149±.024
c

-.846 .436

레이저 치료군 .140±.009b .148±.022c -.927 .396

*a, b, c, d는 유의수준 .05로 유의하게 다른 군이다.

표 1. 류마티스 관절염 흰쥐에서 치료 7일과 14일 후의 혈청 인터루킨-6 농도의 비교 (N=48)

사이의 거리는 캘리퍼4)를 이용하여 .05 ㎜ 단위까지 측

정하였으며(이동진, 2003), 치료전, 치료 후 3일, 7일 7

일 후 그리고 14일 후 총 4회 측정하였다.

사.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실험 결과는 평균±표준편차로 표시하였고,

통계검정은 SPS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각 변

인의 변화를 비교하기 위하여 일방향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시행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e로 하였다.

치료 전과 후를 비교하기 위해서 대응표본 t-검정을 시

행하였으며, 유의수준 α=.05로 설정하였다.

Ⅲ. 결과

1. 인터루킨-6의 농도 변화

인터루킨-6는 치료 7일째에 대조군이 .160±.007 pg/㎖

로 가장 높은 농도로 나타났다. 수영 운동군 .136±.008

pg/㎖과 레이저 치료군 .140±.009 pg/㎖은 대조군보다

낮은 농도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수영 운동군의 농도

는 레이저 치료군보다 낮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치료 14일째에는, 수영 운동군과 레이저 치료군은 각각

.149±.024 pg/㎖와 .148±.022 pg/㎖로 대조군 188±.040 pg/

㎖보다는 유의하게 낮은 농도로 나타났다(p<.05). 치료 7

일째에는 레이저 치료군보다 수영 운동군이 낮았지만, 치

료 14일째에는 오히려 레이저 치료군이 수영 운동군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의성이 없었다(표 1).

수영 운동군과 레이저 치료군에서, 치료 14일째의 인

터루킨-6 농도가 치료 7일째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유

의성은 없었다(표 1).

2. 무릎관절의 간격 변화

치료를 하기 전의 무릎 관절의 간격은 관절염 유발

군들 모두 .16±.01 ㎝로 정상군 .22±.01 ㎝와 비교하여

유의하게 좁게 나타났다(p<.05).

치료 7일째에, 대조군은 .18±.01 ㎝이며, 수영 운동군

은 .20±.01 ㎝로 대조군보다는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p<.05), 레이저 치료군은 .16±.01 ㎝로 대조군에 비해

서 좁은 간격으로 나타났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수영

운동군의 관절 간격은 레이저 치료군에 비해서 유의하

게 증가하였다(p<.05).

치료 14일째에, 수영 운동군과 레이저 치료군은 각각

.21±.01 ㎝와 .20±.01 ㎝로 대조군에 비해서 간격이 증

가하였다. 수영 운동군은 대조군과 레이저 치료군에 비

해서 무릎 관절의 간격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5).

모든 치료군에서 치료 하기전보다 치료 14일째의 무릎

관절 간격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5)(그림 1).

3. 뒷발 두께 변화

치료 전 뒷발 두께 측정에서, 대조군은 9.78±.58 ㎜,

수영 운동군은 9.71±.73 ㎜ 그리고 레이저 치료군은

9.93±.83 ㎜로 나타났다. 정상군보다 관절염 유발군들은

유의하게 두께가 증가하였으며(p<.05), 세 군 모두 비슷

한 두께인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 7일째에, 수영 운동군 8.12±.50 ㎜와 레이저 치

료군 8.02±.44 ㎜는 대조군 9.11±.28 ㎜에 비해서 유의

하게 감소하였다(p<.05). 수영 운동군보다 레이저 치료

군의 두께가 좁게 나타났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치료 14일째에, 수영 운동군과 레이저 치료군은 각각

7.55±.38 ㎜와 7.42±.37 ㎜로 대조군 8.83± .49 ㎜보다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5). 수영 운동군보다 레이저

치료군의 두께가 감소하였지만 유의성은 없었다. 치료

를 하기 전에 비해서 치료 14일째의 뒷발 두께는 모든

치료군들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5)(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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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류마티스 관절염 흰쥐에서 14일간의 수영

과 레이저 치료 후의 무릎관절의 간격 변화.

그림 2. 류마티스 관절염 흰쥐에서 14일간의 수영

과 레이저 치료 후의 뒷발 두께 변화.

Ⅳ. 고찰

흰쥐를 이용한 어쥬반트 관절염은 염증성 관절의 병변

에 대한 연구모델로 널리 사용되었으며, 이것은 류마티스

관절염과도 매우 비슷한 양상을 보여준다(Klareskog,

1989). Chang(1977)은 어쥬반트 관절염이 비정상적인 면

역현상의 결과임을 지적하였다. 어쥬반트 유발 관절염은

관절의 부종과 관절 안으로 백혈구의 이동 및 연골의 다

양한 퇴화현상을 유발하며(Yu 등, 2002), 유발 12일에 관

절에서 뼈의 침식과 골다공증 및 연부조직의 부종이 발

생하고, 유발 18일에는 골막에서 신생골 형성이 뚜렷하고

뼈의 파괴와 관절주위의 골밀도는 증가한다고 보고하였

다(Yu 등, 2006). 어쥬반트 유발 관절염은 전신의 관절뿐

만 아니라 간, 비장과 골수 등에도 광범위하게 침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Whitehouse 등, 1974).

따뜻한 물속에서의 운동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

게 시행하는 일반적인 치료이다. 물속에서의 부력과 따

뜻한 온도는 경직된 관절을 완화시키며 관절에 가해지

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어서 관절염에 좋은 운동

이다(Bilberg 등, 2005). Hall 등(1996)은 139명의 류마

티스 관절염 환자에게 수치료, 좌욕, 지면에서의 운동

그리고 이완운동을 3달 동안 시행 한 결과, 무릎의 압

통과 관절가동범위의 증진에 수중운동이 가장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Cochrane 등(2005)은 고관절

과 무릎에 관절염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153명의 수

영 운동군과 159명의 일반적인 치료를 받는 대조군으로

분류한 다음, 통증 점수, 삶의 질, 일반적인 건강상태,

근력과 관련된 일상생활 활동 등을 조사하였다. 1년이

넘는 수영운동을 시행한 결과 통증이 유의하게 감소하

였으며 신체적인 기능도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무릎관절의 간격의 증가와 뒷발 두께 검사

에서 수영 운동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 해 동안 저출력 레이저 치료는 다양한 관절

염의 치료에 통증, 부종 그리고 염증을 감소시키는데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왔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저출력 레이저 치료의 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었다(Castano 등, 2007). Campana 등

(2004)은 요산결정으로 관절염을 유발시킨 흰쥐에게 저

출력 레이저 치료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흰쥐의 혈

청에 있는 피브리노겐을 측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레이

저 치료를 시행한 군에 비해 요산을 주입한 대조군에서

혈청 피브리노겐의 농도는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6

㎽의 저출력 He-Ne 레이저 치료는 항염증 작용에 유

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치유 효과

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130명의 레이

저 치료군과 222명의 플라시보 대조군을 대상으로 저출

력 레이저의 효과를 측정한 결과, 기능적 측정, 관절가

동범위 및 아침의 강직에서 서로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Brosseau 등, 2005). 또 다른 연구에서도 주관절

외측상과염, 만성근막통, 엄지손가락의 골관절염, 무릎

의 통증성 관절증 등에도 효과가 없다고 보고하여

(Hansen과 Thoroe, 1990) 아직 논란의 여지가 되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결과에서 대조군에 비해서 레

이저 치료군이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Campana 등(2004)의 연구를 지지하였다.

본 연구에서 인터루킨-6는 정상군에 비하여 모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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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염 유발군에서 증가하였다. 그러나 치료 14일째에, 수

영 운동군과 레이저 치료군에 비해서 대조군은 유의하

게 높은 농도로 나타났다. 이것은 치료를 하지 않은 대

조군에서 염증성의 사이토카인인 인터루킨-6가 계속하

여 증가하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면역의 반응으

로 염증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수영 운동군과 레이저 치료군은 정상군 보다는

높지만 대조군보다는 낮은 농도로 나타났다. 즉, 류마티

스 관절염 흰쥐에게 시행한 수영과 레이저 치료는 염증

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기존

의 Christodoulou와 Choy(2006) 그리고 Cutolo 등

(2006)의 연구를 뒷받침하고 있다. 조성도 등(1999)의

연구에서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서 치료하지 않은

군의 인터루킨-6의 농도가 평균 696 pg/㎖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송인광 등(2002)의 연구에서도 전갈약

침을 적용한 군이 치료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1배의 감

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대조군의 인터루킨-6 농도가 높게 나타난 것

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 치료 7일째와 치료 14일

째 모두 수영 운동군과 레이저 치료군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두 치료 간에 특별한 차

이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Vermeirsch 등(2007)은 어쥬반트 관절염을 일으킨

흰쥐에서 골 형태를 관찰하였다. 관절염 유발 12일 후

에 뚜렷한 골소실과 해면골의 연결성은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통증 행동과 밀접한 관계를 보인다고 지

적하였다. Luo 등(2006)은 어쥬반트 관절염 유발 후 염

화나트륨 처방과 봉독요법을 시행하여 치료 전과 후의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14일 동안의 치료 후 봉

독요법을 시행한 군에서 골침식이 유의하게 감소한 것

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방사선 사진 측정의 결과, 치료 전의 관

절의 침식과 좁은 관절간격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

치료 후에는 대조군과 비교하여 수영 운동군과 레이저

치료군에서 무릎관절 간격이 증가한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특히 레이저 치료는 치료 7일째에 아무런 변화

가 없다가 치료 14일째에 무릎간격이 크게 증가하였고,

수영 운동은 치료 7일째부터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치료 7일째와 14일째에 수영 운동군은 레이저

치료군에 비해서 무릎 관절의 간격이 현저히 증가하였

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무릎관절의 치유는 수영 운

동이 레이저 치료보다 더 효과적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료된다.

흰쥐의 뒷발 두께 측정은 부종의 정도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측정 방법이다(이동진, 2003). 뒷발 두께는 수영

과 레이저 치료군이 대조군보다 더 많이 감소하였으며,

치료 14일째에는 정상군과 거의 가까운 두께로 감소하

였다. 이러한 부종의 감소는 치료 3일째까지는 대조군

과 비슷하였으나, 치료 7일째에 조금씩 차이가 나기 시

작하면서 치료 14일째에 현저하게 대조군과 차이가 나

타났다. 송인광 등(2002)도 본 연구와 같은 실험동물에

전갈약침을 적용한 결과, 치료 11일에서 21일 사이에

뒷발 두께가 가장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치료 1주째에 대조군과 비교하여

유의한 부종의 감소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치료를 통

한 부종은 적어도 1주 정도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

료된다. 또한 치료 2주째에는 수영 운동군과 레이저 치

료군 모두 정상군과 가까운 두께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들과 비슷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류마티스 관절염 흰쥐에

게 적용된 수영 운동과 레이저 치료는 관절염과 관련된

염증유발 매개체인 인터루킨-6의 생성을 억제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뒷발 부종의 감소

와 무릎 관절간격의 증가와 같은 구조적인 변화를 초래

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 수영 운동과 레이저 치료 간에

는 무릎관절의 간격에서 수영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

타났지만, 인터루킨-6와 뒷발 두께 측정에서는 현저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Ⅴ. 결론

본 연구는 Sprague-Dawley계 흰쥐를 대상으로 FCA

용액을 주입하여 류마티스 관절염을 일으킨 다음, 2주

동안 He-Ne-IR이 동시에 장착된 저출력 레이저와 수

영 운동을 시행하여 인터루킨-6의 농도와 무릎관절의

간격 그리고 뒷발 두께의 측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인터루킨-6의 농도는 대조군과 비교하여 수영 운

동군과 레이저 치료군에서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이러

한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수영 운동과 레이저 치료는 염

증매개체인 인터루킨-6를 감소시키며, 류마티스 관절염

에서 볼 수 있는 염증반응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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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수영 운동군과 레이저 치료군

간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아 두 치료는 모두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었다.

2. 무릎관절의 간격은 치료 14일째에 대조군에 비해

서 모든 치료군이 증가하였으며, 레이저 치료군에 비해

서 수영 운동군이 현저히 증가하여 수영 운동과 레이저

치료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에 효과적이며, 이 중

수영 운동은 레이저 치료보다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

타났다. 치료 전과 비교하여 치료 14일째에 모든 관절

염 치료군들이 현저히 증가를 보였으며, 이것은 두 치

료가 각각 류마티스 관절염 흰쥐의 관절치유에 유의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뒷발 두께는 대조군에 비해서 수영 운동군과 레이

저 치료군이 모든 치료기간에서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수

영 운동군과 레이저 치료군 간에는 현저한 차이가 없었

다. 따라서 수영 운동과 레이저 치료는 모두 비슷하게 류

마티스 관절염의 부종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수영 운동과

레이저 치료는 염증 매개체인 인터루킨-6의 감소, 무릎

관절 간격의 증가와 뒷발두께의 감소가 일어나는 점을

미루어 볼 때, 각각의 치료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유

에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수영 운

동과 레이저 치료는 인터루킨-6와 뒷발 두께에서 비슷

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무릎관절의 간격에

서 수영 운동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볼 때,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에 수영 운동은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치료시간과 중재방법을 달리하여 다양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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