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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릉천(GB34)ㆍ현종(GB39)에 대한 
파장대별 레이저침 시술이 동통에 미치는 영향

윤대환ㆍ유평식ㆍ김왕인ㆍ김미래ㆍ최동희ㆍ나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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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Laser Acupuncture Therapy According to the 
Wavelength at GB34 ㆍ GB39 on Neuropathic Pain Rat Induced 

by Tibial and Sural Nerve Transection 

Daehwan Youn, Pyungsik Yoo, Wangin Kim, Mirea Kim, Donghee Choi, Changsu Na

Department of Meridian and Acupoint,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shin University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laser acupuncture according to the wavelength(532 nm, 650 nm, 

830 nm, 904 nm, and 1064 nm) at the acupoint of GB34ㆍGB39 on neuropathic pain rat induced by tibial and sural nerve 

transection(TST). Methods : Neuropathic pain in rats was induced by tibial nerve and sural nerve transection. The rats were divided 

into the intact group, the TST control group, and the laser acupuncture therapy group. The laser acupuncture therapy groups were 

then divided into subgroups with 532 nm(L532), 650 nm(L650), 830 nm(L830), 904 nm(L904), and 1064 nm(L1064) laser 

acupuncture therapy. The acupoint of GB34ㆍGB39 was selected, and laser acupuncture therapy was provided on both sides 

alternatively twice a week in a total of 6 sessions. Results : All the laser acupuncture groups showed a significant decrease in 

reaction time and force intensity. L532, L904, and L1064 groups showed a significant decrease in Bax, the L532 group showed a 

significant increase in Bcl-2, L532 and L1064 groups showed a significant decrease in the Bax/Bcl-2 ratio, and L532 and L650 

groups showed a significant increase in mGluR5, as compared with the TST control group, among nerve tissue reaction. 

Conclusions : These results showed that laser acupuncture therapy at each of the wavelengths had some significance on 

neuropathic pain.

Key words : GB34ㆍGB39, laser acupuncture of wavelength band, pain, plantar test, nerve tissue reaction.

서    론

동통은 병적상태에서 가장 일찍 나타나는 징후이며, 많은 사람

들이 자신들에게 병이 있다고 판단하는 감각으로서 질병의 흔한 

증상이다1). 국제통증연구회(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pain: IASP)에서는 통증을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조직손상과 연관되거나 그런 손상 자체를 묘사하는 감각적 또는 

정서적으로 불편한 경험”으로 정의2)하고 있다.

신경병성 통증(Neuropathic pain)은 만성통증 중 하나로 말초

신경이나 조직이 손상을 받아 발생하는 침해수용 또는 염증이 계속

되어 발생하는 통증을 제외하고 말초신경이나 중추신경조직 자체

의 직접적인 자극에 의하여 발생하는 동통을 일컫는다1). 증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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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ations
Laser Acupuncture System

532 nm Laser 650 nm Laser 830 nm Laser 904 nm Laser 1064 nm Laser

Mechanical properties
   Operatingtemperature －20∼＋25ºC －20∼＋25ºC ＋10∼＋30ºC －20∼＋40ºC －20∼＋40ºC
   Storagetemperature －40∼＋85ºC －40∼＋85ºC －10∼＋70ºC －40∼＋70ºC －40∼＋70ºC
   Packaging type TO-CAN(9 mm) TO-CAN(9 mm) TO-CAN(9 mm) TO-CAN(9 mm) TO-CAN(9 mm)
Opticalproperties
   CW output power 30 mW 60 mW 80 mW 80 mW 60 mW
   Wavelength 532±0.5 nm 650±10 nm 830±10 nm 904±5 nm 1060±5 nm
Electricalproperties
   Operatingvoltage(Vo) ＜2.1 V ＜2.1 V ＜2.1 V ＜1.75 V ＜1.6 V
   Thresholdcurrent(Ith) 200 mA 645 mA 250 mA 100 mA 25 mA
   Operatingcurrent(Io) 300 mA 650 mA 250∼950mA 670 mA 380 mA
   Maximumcurrent(Imax) 600 mA 600 mA 950 mA 690 mA 390 mA
Accessoryproperties
   Optical fiber type Multimode Multimode Multimode Multimode Multimode
   Core/claddingdiameter 50/125 mm 50/125 mm 50/125 mm 50/125 mm 50/125 mm
   Connectortype FC/PC FC/PC FC/PC FC/PC FC/PC

Table 1. The Specifications of Laser Acupuncture System

는 특별한 자극없이 발생하는 자발통, 정상적으로 통증을 일으킬 

만한 자극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여 발생하는 과통증 등이 있다3).

한의학에서 신경병성 통증은 氣血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

하는 痺證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腰脚痛, 腰脚痙攣, 股幹痛, 腰筋

痛 등의 증상이 이에 해당한다4,5). 

최근 침구치료에 대한 임상치료분야에서의 활용에 대하여 세계

적으로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침구요법과 더불어 신침

요법이 응용되고 있는데, 그 중 레이저침요법이 매우 빠른 속도로 

대중화되고 있다6). 

레이저침은 일정한 파장대의 레이저를 경락상 경혈이나 경근상

에 적용하는 치료 기술로 생체자극 효과를 충분하게 발휘할 수 있

는 적절한 파장(Wavelength), 조사량(Dosage), 출력밀도(Power 

density) 등과 침구경혈학적 원리를 고려해서 시술해야 한다7). 

레이저침의 활용에 관한 최근 연구로는 Elseify 등8)은 소아 기관

지 천식에, Moustafa 등9)은 알러지성 비염에, Ferreira 등10)은 만성 

측두하악 장애에, Quah-Smith 등11)은 우울증에, Lin 등12)은 레이

저침과 부항요법을 배합한 시술이 요통환자에 대하여 유효한 효과

를 발휘함을 보고하였다.

레이저침의 동통에 관한 연구로는 임 등13)은 808 nm(GaAlAs) 

laser를 위중(BL40)에 시술하여 nociceptin과 c-Fos 단백 발현을 

억제시킴을 보고하였고, 위 등14)은 632 nm(He-Ne) laser를 후계

(S13)ㆍ위중(BL40)에 시술하여 이질통을 감소시킴을 보고하였고, 

김 등15)은 830 nm(GaAlAs), 904 nm(GaAs) laser와 전침을 양릉

천(GB34)ㆍ현종(GB39)에 시술하여 신경병성 동통을 감소시킴을 

각각 보고 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실험적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

나 대부분의 연구가 1∼2가지 파장의 레이저침에 대해 이루어졌고, 

다양한 파장대별 레이저침의 치료효과에 대한 분석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레이저침 시술에 다용되고 있는 830 

nm와 함께 532 nm, 650 nm, 904 nm, 1064 nm의 동통에 대한 

유효성 실험을 통하여 레이저침의 파장대별 발현양상을 비교 분석

해보고자 하였다. 이에 Tibial & sural nerve transection(TST)으

로 유발된 동통유발 흰쥐에 대하여 양릉천(GB34)ㆍ현종(GB39)에 

파장대별로 레이저침을 시행한 후 plantar withdrawal response 

동통지수, 혈액학적 변화, 혈청학적 변화, 증체량 및 신경조직반응

을 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재료 및 방법

1. 재료

1) 동물: 체중이 약 230∼250 g의 7주령 Sprague Dawley계의 

雄性의 흰쥐를 항온항습 환경의 사육장(실내온도 24±1oC, 습도 

60±5%)내에서 고형사료(pellet, GMO, Korea)와 물을 충분히 공

급하면서 1주일 이상 실험실 환경에 적응시켰으며, 실험기간동안

에는 물과 고형사료를 자유롭게 섭취하도록 하였다.

2) 레이저침 시술 기기: 본 연구를 위하여 prototype으로 제작

된 Laser Acupuncture System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광주과학기

술원 레이저나노가공연구실에서 제작하였으며 주요한 제원과 시스

템 사양은 다음과 같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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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법

1) 신경병성 동통 유발: 흰쥐를 isoflurane 2.5%로 도입, 마취 

후 고관절 후측의 피부를 절개한 후 실체 줌 현미경을 사용하여 

biceps femoris muscle 사이의 sciatic nerve을 찾아 tibial nerve

와 common peroneal nerve 및 sural nerve를 확인한 후 micro-

forcep으로 주변조직 및 혈관으로부터 분리시겼다.

이후 common peroneal nerve는 남겨두고, tibial nerve와 

sural nerve는 현미경 하에서 6.0 silk thread로 결찰한 후 trans-

ection하였다. 절개된 부위는 kanamycin을 점적하고 피부를 봉합

하였다. 

2) 군 분리: 모두 35마리의 흰쥐는 정상군(Intact, n=5), tibial 

& sural nerve transection으로 동통을 유발시킨 후 레이저침 처치

를 하지 않은 대조군(TST control, n=5), tibial & sural nerve 

transection으로 동통을 유발시킨 후 양릉천(GB34) 현종(GB39)에 

530 nm 레이저침(10 mw, 20 Hz)을 시행한 군(L532, n=5), tibial 

& sural nerve transection으로 동통을 유발시킨 후 양릉천(GB34) 

현종(GB39)에 650 nm 레이저침(10 mw, 20 Hz)을 시행한 군

(L650, n=5), tibial & sural nerve transection으로 동통을 유발시

킨 후 양릉천(GB34) 현종(GB39)에 830 nm 레이저침(10 mw, 20 

Hz)을 시행한 군(L830, n=5), tibial & sural nerve transection으

로 동통을 유발시킨 후 양릉천(GB34) 현종(GB39)에 904 nm 레이

저침(10 mw, 20 Hz)을 시행한 군(L904, n=5), tibial & sural 

nerve transection으로 동통을 유발시킨 후 양릉천(GB34) 현종

(GB39)에 1064 nm 레이저침(10 mw, 20 Hz)을 시행한 군(L1064, 

n=5)으로 나누었다.

3) 취혈 및 시술: 양릉천(GB34)은 fibula head 전하방의 요함처

에, 현종(GB39)은 fibular면쪽으로 popliteal crease에서 lateral 

malleolus의 prominence까지의 연결선상에서 lateral malleolus 

상방에서 인체와 상응되는 부위에 취하였다. 레이저침 처치는 1주

에 2회씩 총 6회를 좌우 교차 시행하였다.

4) Dynamic Plantar Aesthesiometer 측정: 수술 후 3일째부터 

4일에 1회씩 Dynamic Plantar Aesthesiometer(UGO BASILE 

37450, Italy)를 이용하여, 각각 이에 대한 철회반응(withdrawal 

response)을 망으로 된 cage에 옮겨 5분간 안정시킨 후 총 6회 

관찰하였다. 

Stimulator 자극에 의한 이질통 측정 방법은 0 g에서부터 50 g 

강도까지 환측 발 바닥 부위에 자극하여 발의 철회반응의 reaction 

time(stimulator가 발바닥에 contact하여 다시 떨어질 때까지의 시

간: second)과, force intensity(실험체가 stimulator를 피한 순간

의 힘: gram)를 얻었다. 

5) 혈액 검사: 마지막 치료 시술후 다음날 호흡 마취하고 심장천

자하여 혈액을 얻었고, 채혈에 의하여 얻어진 혈액 중 약 100 μl를 

EDTA-bottle에 넣은 후 곧바로 Multispecies Hematology 

Analyser(950, Hemavet, USA)에 주입하여 leukocytes계인 

WBC(white blood cell), NE(neutrophils), LY(lymphocytes), 

MO(monocytes)을 측정하였다.

6) 혈청 검사: 분리된 혈청은 측정하기 전까지는 4oC에 보관하

였다. GOT는 GOT/AST-PIII Slide(Fujifilm Corporation, Japan)

로, GPT는 GPT/ALT-PIII Slide(Fujifilm Corporation, Japan)로, 

BUN은 BUN-PIII Slide(Fujifilm Corporation, Japan)로, Crea-

tine은 Creatine-PIII Slide(Fujifilm Corporation, Japan)로 Fuji 

Dri-Chem Clinical Chemistry Analyzer(DRI-Chem 4000ie, Fu-

jifilm Corporation,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7) Immunohistochemistry에 의한 c-fos 단백질 발현 측정: 모

든 실험이 끝난 직후 흰쥐를 urethane(Sigma, USA)으로 마취시킨 

후, 0.9% saline 200 ml에 이어 phosphate buffer로 준비한 4% 

formalin 용액(fixative) 800 ml로 심장을 통해 관류하였다. 고정이 

끝난 쥐는 뇌를 꺼내 같은 고정액으로 24시간 경과 후 고정시키고, 

30% sucrose가 함유된 phosphate buffered saline(PBS)에 넣어 

4oC에서 하루 동안 보관하였다. 다음날 뇌를 급속 냉동한 후 뇌 

조직을 30 μm의 두께로 잘랐다.

뇌 조직을 초기에 0.1M PBS에 3회 정도 세척하였고, 2% 토끼 

혈청으로 30분 blocking한 후, 각각 primary mouse monoclonal 

c-fos anti-body(1:40, Novocastra, United Kingdom)를 사용하

였다. 1차 항체는 0.1 M PBS에 과 0.1% sodium azide(Sigma, St. 

Louis, MO, USA) buffer로 100배 희석하여 준비하였다. 뇌 조직은 

1차 항혈청에 4oC에서 72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흔들어 주면서 배

양하였다. 그 후 3번 이상 조직을 0.1 M PBS로 세척한 다음 bioti-

nylated universal secondary antibody(Quick Kit : Vector Labo-

ratories, Burlingame, CA, USA)에 실온에서 1시간동안 반응시켰

다. 0.1 M PBS로 3번 세척한 다음, 뇌 조직은 실온에서 1시간 동안 

streptavidin peroxidase preformed complex(Quick Kit : Vec-

tor Laboratories, Burlingame, CA, USA)에 담구었다. 0.1 M PBS

로 3번 세척한 다음 조직을 착색제로서 diaminobenzidine(DAB)

을 사용하여 발현시키고, 0.1 M PBS로 발색을 정지시켰다.

모든 처리를 거친 뇌 조직을 gelatine-coated slide에 고정하고 

공기를 제거하면서 cover glass를 덮은 후 광학현미경(Nikon, 

Japan)을 200배 확대하여 central gray에서 c-fos에 대한 

immunoreactive 발현을 counting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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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Total RNA 분리 및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

(1) Total RNA 분리: Total RNA의 분리는 spinal cord 부위의 

조직(20 mg)을 500 μl TRIZOL reagent (Gibco-BRL, USA)로 

균질화하고 균질액에 대해 200 μl의 chloroform(Sigma, USA)을 

가하여 15초 동안 흔들어 잘 혼합한 후, 실온상태에서 5분 방치하

고 난 다음 세포 유잔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4oC, 14,000 rpm에서 

5분 동안 원심분리하였다. 원심분리로 얻어진 상층액에 500 μl 

의 isopropanol(sigma, USA)을 첨가하여 실온상태에서 5분 동안 

방치한 후 RNA pellet을 얻기 위하여 4oC, 14,000 rpm에서 8분간 

원심분리하고, 원심분리로 생긴 pellet에 냉장 보관된 70% ethanol

과 함께 DEPC를 넣고 4oC, 7,500 rpm에서 5분간 원심분리 후 

pellet만 남기고 모두 제거하고, 남은 ethanol은 실온에서 5분간 

방치시켜 건조시킨 다음 DEPC-treated water에 녹여 spectro-

photometer(Eppendorf, Germany)에서 OD260 값을 읽어 RNA

의 순도 및 농도를 정량화하였다. 이들 spinal cord 부위 조직의 

total RNA는 사용 시까지 －70oC에서 보관하였다.

(2) RT-PCR: 분리된 total RNA 3 μg과 2.5 μl Oligo(dT), 

DEPC-treated water를 RT premix(Bioneer, Korea)에 넣어 

Mastercycler gradient(Eppendorf, Germany)를 이용하여 20 μl 

cDNA를 합성하여 PCR 증폭을 위한 template로 사용하였다. 이때 

housekeeping 유전자인 glyceraldehyde-3-phosphate dehy-

drogenase(GAPDH)(sense primer: 5'-ACTCCATCACCATCTT-

CCAG-3', antisense primer: 5'-CCTGCTTTCACCACCTCCT-

TG-3')를 internal control로 사용하였다. Reverse transcription 

temperature cycle은 42oC에서 1시간 동안 cDNA synthesis, 

94oC에서 5분 동안 denature 그리고 4oC에서 5분 동안 cooling시

키는 단계를 거쳤다. Bax, Bcl-2, metabotropic glutamate re-

ceptor 5(mGluR5) 유전자에 대한 흰쥐의 특이 primer는 PCR- 

premix kit(Bioneer, Korea)를 사용하였다. Polymerase chain 

reaction은 cDNA 2 μl, sense primer 1 μl, antisense primer 

1 μl, DEPC-treated water를 PCR premix(Bioneer, Korea)에 

넣었다. PCR temperature cycle은 cDNA의 증폭을 위하여 95oC

에서 300초 동안 pre-denaturation, 94oC에서 40초 동안 mel-

ting, 55oC에서 40초 동안 annealing, 72oC에서 90초 동안 

extension 하는 과정을 30회 반복 수행하였다. 

다음 cycle에서 72oC에서 600 초 동안 extension 단계를 거쳐 

Bax 유전자증폭을 primer(senseprimer: 5'-CATCTTCTTCCAG-

ATGGTGA-3', antisense primer: 5'-GTTTCATCCAGGATCGA-

GCAG-3'), Bcl-2 유전자증폭을 primer(senseprimer: 5'-CGG-

TTCAGGTACTCAGTCAT-3', antisense primer: 5'-ACTTTG-

CACAGATGTCCAGT-3'), metabotropic glutamate receptor 

(mGluR)5 유전자증폭을 primer(senseprimer: 5'-TCCAATCT-

GCTCCTCC TACC-3', antisense primer: 5'-CAACGATGAA-

GAACTCT GCG-3')를 이용하여 Mastercycler gradient(Eppen-

dorf, Germany)에서 시행하였다.

이렇게 증폭된 Bax, Bcl-2, mGluR5의 DNA를 ethidium 

bromide(EtBr, 10 mg/ml)를 포함한 1.5% agarose gel상에서 

0.5x TBE buffer(80 mM Tris-HCL, 80 mM boric acid, 2 mM 

EDTA, pH 8.3)로 70 V에서 전기 영동시켜 관찰한 후 Image 

Station(Kodak, USA)을 이용하여 촬영하였으며, Kodak MI 

Software(Kodak,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3. 통계처리

실험 성적은 평균값과 표준오차(mean±S.E.)로 표시하였으며, 

Window용 SPSS(version 21, SPSS)를 이용하여, 비모수적 방법 중 

Mann-Whitney U test를 시행하여 실험군 간의 통계적 유의성을 

관찰하였다. 전체 실험의 통계적인 유의성은 신뢰구간 p＜0.05에

서 의미를 부여하였다.

결    과

1. Plantar withdrawal response로 측정한 analgesia 

효과

양릉천ㆍ현종에 시술한 파장대별 레이저침이 TST(Tibial and 

Sural nerve Transection)로 유발된 neuropathic pain 백서에 미

치는 영향을 plantar withdrawal response법으로 측정한 reac-

tion time, force intensity에 대하여 관찰하였다.

1) Reaction Time에 대한 시술횟수 및 혈위 군간 비교: Reac-

tion time 변화에 대한 파장대별 레이저침의 시술횟수에 따른 군간 

비교한 결과, intact군에 비하여 TST control군은 1회∼6회째까지 

모두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었고, TST control군에 비하여 L532군

은 3회째, 4회째, 6회째에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고, L650군은 

2회째, 6회째에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고, L830군은 6회째에 유

의한 감소를 나타내었고, L904군은 3회째에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

었고, L1064군은 2회째, 6회째에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다(Fig. 1).

2) Force Intensity에 대한 시술횟수 및 혈위 군간 비교: Force 

intensity 변화에 대한 파장대별 레이저침의 시술횟수에 따른 군간 

비교한 결과, intact군에 비하여 TST control군은 1회∼6회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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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bp

Fig. 4. Effect of laser acupuncture treatment according to wave-
length on the Bcl-2 level in pain model rat induced tibial and 
sural nerve transection(TST).
The groups refer to Fig. 1. #p＜0.05 compared with intact group.
**p＜0.01 compared with TST control group.

Fig. 1. Effect of laser acupuncture treatment according to wave-
length on the reaction time of plantar withdrawal response at all
groups in pain model rat induced tibial and sural nerve transec-
tion(TST).
Intact, no treatment without TST; TST control; tibial and sural 
nerve transection, no treatment with TST; L532, TST and 532 nm
laser acupuncture at GB34 & GB39; L650, TST and 650 nm laser
acupuncture at GB34 & GB39; L830, TST and 830 nm laser 
acupuncture at GB34 & GB39; L904, TST and 904 nm laser 
acupuncture at GB34 & GB39; L1064, TST and 1064 nm laser 
acupuncture at GB34 & GB39. ##p＜0.01, #p＜0.05 compared with
intact group. **p＜0.01, *p＜0.05 compared with TST control group.

Fig. 2. Effect of laser acupuncture treatment according to wave-
length on the force intensity of plantar withdrawal response at 
all groups in pain model rat induced tibial and sural nerve trans-
ection(TST).
The groups refer to Fig. 1. ##p＜0.01, #p＜0.05 compared with intact 
group. **p＜0.01, *p＜0.05 compared with TST control group.

498bp

Fig. 3. Effect of laser acupuncture treatment according to wave-
length on the Bax level in pain model rat induced tibial and sural
nerve transection(TST).
The groups refer to Fig. 1. #p＜0.05 compared with intact group.
*p＜0.05 compared with TST control group.

모두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었고, TST control군에 비하여 L532군

은 3회째, 4회째, 6회째에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고, L650군은 

6회째에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고, L830군은 6회째에 유의한 감

소를 나타내었고, L904군은 3회째에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고, 

L1064군은 6회째에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다(Fig. 2).

2. PCR로 측정한 Bax, Bcl-2, mGlu5에 미치는 효과

1) Bax 변화: Bax 변화를 관찰한 결과, intact군은 112.8±4.1 

(*1000 OD), TST control군은 139.2±4.1(*1000 OD), L532군은 

123.0±3.0(*1000 OD), L650군은 129.0±3.4(*1000 OD), L830

군은 124.9±3.5(*1000 OD), L904군은 120.6±3.3(*1000 OD), 

L1064군은 116.3±3.6(*1000 OD)를 나타내었다. Intact군에 비

하여 TST control군은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었고, TST control군

에 비하여 L532, L904, L1064군은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다(Fig. 3). 

2) Bcl-2 변화: Bcl-2 변화를 관찰한 결과, intact군은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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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 of laser acupuncture treatment according to wave-
length on the Bax/Bcl-2 ratio in pain model rat induced tibial 
and sural nerve transection(TST).
The groups refer to Fig. 1. #p＜0.05 compared with intact group.
**p＜0.01, *p＜0.05 compared with TST control group.

335bp

Fig. 6. Effect of laser acupuncture treatment according to wave-
length on the mGluR5 level in pain model rat induced tibial and
sural nerve transection(8TST).
The groups refer to Fig. 1. ##p＜0.01 compared with intact group.
**p＜0.01, *p＜0.05 compared with TST control group.

Fig. 7. Effect of laser acupuncture treatment according to wave-
length on the c-fos expression at all groups in pain model rat
induced tibial and sural nerve transection(TST).
The groups refer to Fig. 1. ##p＜0.01  compared with intact group.
**p＜0.01, * P＜0.05 compared with TST control group.

3.6(*1000 OD), TST control군은 99.5±3.1(*1000 OD), L532군

은 134.8±3.4(*1000 OD), L650군은 106.7±3.3(*1000 OD), 

L830군은 111.9±4.4(*1000 OD), L904군은 104.6±3.7 (*1000 

OD), L1064군은 110.1±4.3(*1000 OD)를 나타내었다. Intact군

에 비하여 TST control군은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고, TST 

control군에 비하여 L532은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었다(Fig. 4). 

3) Bax/Bcl-2 ratio 변화: Bax/Bcl-2 변화를 관찰한 결과, 

intact군은 0.99±0.06(Index), TST control군은 1.40±0.08 

(Index), L532군은 0.91±0.04(Index), L650군은 1.21±0.06 

(Index), L830군은 1.12±0.07(Index), L904군은 1.16±0.06 

(Index), L1064군은 1.06±0.07(Index)를 나타내었다. Intact군에 

비하여 TST control군은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었고, TST control군

에 비하여 L532군, L1064군은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다(Fig. 5). 

4) mGluR5 변화: mGluR5 변화를 관찰한 결과, intact군은 

119.7±2.7(*1000 OD), TST control군은 104.8±2.7(*1000 

OD), L532군은 115.8±2.4(*1000 OD), L650군은 114.0±2.2 

(*1000 OD), L830군은 107.8±2.3(*1000 OD), L904군은 110.3± 

2.7(*1000 OD), L1064군은 107.3±2.2(*1000 OD)를 나타내었

다. Intact군에 비하여 TST control군은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

고, TST control군에 비하여 L532군, L650군은 유의한 증가를 나

타내었다(Fig. 6). 

3. c-fos 단백 발현에 미치는 효과

양릉천ㆍ현종에 시술한 파장대별 레이저침이 TST로 유발된 

neuropathic pain 흰쥐의 c-fos 단백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

한 결과, TST control군에 비하여 intact군은 10.5±1.7(expre-

ssion index), TST control군은 46.8±4.8(expression index), 

L532군은 15.0±1.5(expression index), L650군은 24.6±6.6 

(expression index), L830군은 17.5±2.6(expression index), 

L904군은 17.3±0.4(expression index), L1064군은 18.3±2.3 

(expression index)를 나타내었다. Intact군에 비하여 TST control

군은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었고, TST control군에 비하여 L532군, 

L650군, L830군, L904군, L1064군 모두는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

었다(Fig. 7, 8). 

4. 혈액 Leukocytes에 미치는 효과

1) White blood cell(WBC) 변화: WBC 변화를 관찰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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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Effect of laser acupuncture treatment according to 
wavelength on the c-fos expression at all groups in pain model 
rat induced tibial and sural nerve transection(TST).
The groups refer to Fig. 1. 

Fig. 9. Effect of laser acupuncture treatment according to wave-
length on the WBC in pain model rat induced tibial and sural nerve
transection(TST).
The groups refer to Fig. 1. #p＜0.05 compared with intact group.
*p＜0.05 compared with TST control group.

Fig. 10. Effect of laser acupuncture treatment according to 
wavelength on the NE in pain model rat induced tibial and sural
nerve transection(TST).
The groups refer to Fig. 1. ##p＜0.01 compared with intact group.
*p＜0.05 compared with TST control group.

intact군은 3.51±0.21 K/μl, TST control군은 5.46±0.59 K/μl, 

L532군은 6.30±0.85 K/μl, L650군은 4.18±0.49 K/μl, L830

군은 4.58±0.83 K/μl, L904군은 3.24±0.48 K/μl, L1064군은 

4.36±0.59 K/μl를 나타내었다. Intact군에 비하여 TST control

군은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었고, TST control군에 비하여 L904군

은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다(Fig. 9). 

2) Neutrophils(NE) 변화: NE 변화를 관찰한 결과, intact군은 

0.66±0.06 K/μl, TST control군은 1.32±0.15 K/μl, L532군은 

1.25±0.17 K/μl, L650군은 0.88±0.08 K/μl, L830군은 

1.06±0.19 K/μl, L904군은 0.90±0.26 K/μl, L1064군은 

1.21±0.18 K/ μl를 나타내었다. Intact군에 비하여 TST control

군은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었고, TST control군에 비하여 L650군

은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다(Fig. 10). 

3) Lymphocytes(LY) 변화: LY 변화를 관찰한 결과, intact군은 

2.71±0.16 K/μl, TST control군은 3.93±0.42 K/μl, L532군은 

4.79±0.68 K/μl, L650군은 3.09±0.44 K/μl, L830군은 

3.30±0.59 K/μl, L904군은 2.21±0.23 K/μl, L1064군은 

2.94±0.49 K/μl를 나타내었다. Intact군에 비하여 TST control군

은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었고, TST control군에 비하여 L904군은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다(Fig. 11).

4) Monocytes(MO) 변화: MO 변화를 관찰한 결과, intact군은 

0.12±0.01 K/μl, TST control군은 0.20±0.03 K/μl, L532군은 

0.25±0.02 K/μl, L650군은 0.19±0.03 K/μl, L830군은 

0.19±0.05 K/μl, L904군은 0.10±0.02 K/μl, L1064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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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Effect of laser acupuncture treatment according to wave-
length on the LY in pain model rat induced tibial and sural nerve
transection(TST).
The groups refer to Fig. 1. #p＜0.05 compared with intact group.
*p＜0.05 compared with TST control group.

Fig. 12. Effect of laser acupuncture treatment according to 
wavelength on the MO in pain model rat induced tibial and sural
nerve transection(TST).
The groups refer to Fig. 1. #p＜0.05 compared with intact group.
*p＜0.05 compared with TST control group.

Fig. 13. Effect of laser acupuncture treatment according to wave-
length on the AST in pain model rat induced tibial and sural nerve
transection(TST).
The groups refer to Fig. 1. #p＜0.05 compared with intact group.
*p＜0.05 compared with TST control group.

Fig. 14. Effect of laser acupuncture treatment according to wave-
length on the ALT in pain model rat induced tibial and sural nerve
transection(TST).
The groups refer to Fig. 1.

0.18±0.02 K/μl를 나타내었다. Intact군에 비하여 TST control

군은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었고, TST control군에 비하여 L904군

은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다(Fig. 12). 

5. 혈청 aminotransaminase, BUN, creatinine에 미치

는 효과

1) AST 변화: AST 변화를 관찰한 결과, intact군은 82.4±3.06 

U/l, TST control군은 103.0±6.57 U/l, L532군은 74.5±4.88 

U/l, L650군은 63.3±12.07 U/l, L830군은 83.3±2.20 U/l, L904

군은 69.3±4.06 U/l, L1064군은 86.3±3.80 U/l를 각각 나타내었

다. Intact군에 비하여 TST control군은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었

고, TST control군에 비하여 L532군, L650군, L830군은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다(Fig. 13). 

2) ALT 변화: ALT 변화를 관찰한 결과, intact군은 28.2±5.72 

U/l, TST control군은 29.2±1.64 U/l, L532군은 30.3±3.58 U/l, 

L650군은 26.2±4.73 U/l, L830군은 28.4±1.60 U/l, L904군은 

30.8±3.38 U/l, L1064군은 27.5±5.01 U/l를 각각 나타내었다. 

TST control군에 비하여 각 파장대별 레이저침군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Fig. 14).

6. 증체량 변화에 미치는 효과

양릉천ㆍ현종에 시술한 파장대별 레이저침이 TST로 유발된 

neuropathic pain 흰쥐의 증체량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한 결과, 

TST control control군에 비하여 L532군의 경우 1회째∼6회째 모

두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었고, L830군의 경우 2회째, 4회째, 5회째

에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었고, L1064군의 경우 1회째, 4회째에 유

의한 증가를 나타내었으며, L650군의 경우 4회째에 유의한 감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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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Effect of laser acupuncture treatment according to wave-
length on the change of body weight at all groups in pain model
rat induced tibial and sural nerve transection(TST).
The groups refer to Fig. 1. ##p＜0.01 compared with intact group.
**p＜0.01, *p＜0.05 compared with TST control group.

나타내었고, L904군의 경우 3회째∼6회째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

었다. 즉 TST control군에 비하여 L532군, L830군, L1064군은 증

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L650군, L904군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

타내었다(Fig. 15).

고    찰

레이저침은 레이저광선을 경혈에 조사해서 그 에너지 자극으로 

체내 경락계통에 영향을 주어 자침과 유사한 치료효과를 내는 일종

의 경락자극요법이다16).

레이저침과 레이저치료의 차이점은 일반적인 레이저치료는 피

부나 심부의 병변조직에 직접 레이저광선를 조사하여 병변조직에

서 직접효과를 유발하는데 반해 레이저침은 인체의 경혈, 경외기혈 

및 아시혈 등 수혈을 레이저광선으로 자극하여 경락의 기능을 통해 

치료효과를 나타낸다는 점이다. 레이저광선이 피부에 조사되면 흡

수, 산란, 투과 및 반사의 네가지 광학적인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

정은 인체조직의 유형과 빛의 파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레이

저침은 레이저광선이 경혈의 일정한 깊이까지 침투하여 에너지전

달을 통해서 자극효과를 얻어야 하는데 레이저광선은 파장에 따라

서 각종 조직에서 흡수되는 정도가 다르다6,16). 

레이저침에는 주로 600∼1,300 nm 파장대의 레이저광선을 이

용하고 있는데 이 파장대에서는 레이저광선이 물이나 혈액, 멜라닌

색소 등에서 흡수 손실되는 정도가 적어 상당한 깊이까지 빛이 투

과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630∼740 nm의 파장대의 레이저광선은 

깊게 투과되지 않기 때문에 체표의 경혈을 자극하는데 적절할 것으

로 판단되며, 750∼1,500 nm의 레이저광선은 깊이 투과되기 때문

에 인대, 조직, 관절 등과 같이 깊은 조직의 아시혈을 자극할 때 

적절하다6,16,17).

레이저침의 효과는 우선 전통적인 침의 효과와 유사한 생리적 

효과를 발생시키면서 거기에 더해 레이저광선이 발휘하는 광생물

화학적 자극에 따른 효과가 더해짐으로써 생체의 생리작용을 활성

화시키고 세포재생을 촉진시키며 염증에 대한 치료와 통증완화에 

우수한 효과를 발휘한다17).

레이저침은 첨단과학의 산물인 LASER(light amplification by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를 이용하지만 실제 연구와 임

상에서 활용할 때는 철저하게 전통 한의학의 침구경혈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 레이저치료의 치료효과는 생체자극 효과로 보고 있

으며 즉, 병적인 상태에 놓인 인체의 생명활동을 자극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정기(正氣)를 중시하고, 외부자극에 대한 반응을 

통한 자율조절을 강조하는 한의학적 치료 원리와 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17).

본 연구를 위해 선택한 양릉천(GB34) 혈위는 족소양담경의 合

穴이며 八會穴 중 筋會에 해당하는 경혈이다. 현종, 환도, 풍시 등과 

배합하여 半身不遂, 下肢痲痺를 치료하는 주치효능이 있다. 현종

(GB39) 혈위는 족소양담경의 경혈이며 八會穴 중 髓會에 해당한다. 

주치효능에는 半身不遂, 高血壓, 落枕, 脇痛, 膝脚痛, 頸項强痛, 喉

痺 등이 있다16,18-20). 

의료용 레이저치료와 레치저침의 치료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주

는 변수는 레이저의 파장(wavelength), 조사량(dosage), 출력밀도

(power density) 레이저기기의 작동방법, 펄스주파수(pulse fre-

quency), 침투깊이, 치료의 방법론과 치료 빈도 및 총치료 횟수 

등이다16,17). 

본 연구에서는 레이저침 시술이 신경병성 동통에 미치는 영향을 

파장대별 발현양상에 따라 관찰하기 위해서, 기타의 조건은 동일하

게 하면서 각각 파장대를 달리하는 5개의 레이저침군을 구성하였

다. 관찰의 방법은 tibial & sural nerve transection(TST)로 유발

된 동통유발 흰쥐에 대하여 파장대별로 레이저침을 시행한 후 

plantar withdrawal response 동통지수, 혈액학적 변화, 혈청학적 

변화, 증체량 및 신경조직반응 등을 각각의 파장대별 레이저침군과 

정상군, TST control군을 비교하면서 관찰하였다.

Von Frey 방식은 이질통에 대한 withdrawal response를 정량

화하여 측정할 수 있어서 신경병성 동통 모델에서 다용되는 방법이

다. 본 연구에서 동통치료효과 관찰을 위해 시행한 행동학적 검사 

중 물리적 자극에 대한 회피반응의 측정에 기존의 von Frey 방식을 

발전시킨 방법인 Dynamic Plantar Aesthesiometer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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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진적으로 힘을 증가시키면서 물리적 이질통을 유발하여 with-

drawal response의 reaction time과 force intensity를 관찰하였다. 

Dynamic Plantar Aesthesiometer를 이용하여 TST로 유발된 

동통에 대한 plantar withdrawal response의 reaction time 변화

에 대한 파장대별 레이저침의 시술에 따른 군간 비교 결과, TST 

control군(이하 대조군)에 비하여 L532군은 3회째, 4회째, 6회째에 

유의한 감소를, L650군은 2회째, 6회째에 유의한 감소를, L830군

은 6회째에 유의한 감소를, L904군은 3회째에 유의한 감소를, 

L1064군은 2회째, 6회째에 유의한 감소를 각각 나타내었으며, 또

한 force intensity 변화에서도 대조군에 비하여 L532군은 3회째, 

4회째, 6회째에 유의한 감소를, L650군은 6회째에 유의한 감소를, 

L830군은 6회째에 유의한 감소를, L904군은 3회째에 유의한 감소

를, L1064군은 6회째에 유의한 감소를 각각 나타내었다. 즉 

plantar withdrawal response의 reaction time 변화와 force in-

tensity 변화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레이저침군 모두는 6회 관찰 중 

1차례 이상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으며, L532군이 6회 관찰 중 

3차례의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어 유효성이 좀더 높은 것으로 사료

된다.

Bax는 pro-apoptotic protein이며, Bcl-2는 anti-apoptotic 

protein으로서 이들의 상호작용은 apoptosis 과정에 있어서 필수

적이다21). Bax와 Bcl-2는 서로 상호 연관성을 이루며, Bax가 주종

단백질로 heterodimer를 만들면 apoptosis를 촉진시켜 촉진인자가 

되며, Bcl-2가 주종이면 apoptosis가 억제되어 억제인자가 된다. 

척수 신경 손상에 의한 척수신경 세포에서의 변화가 apoptosis

와 상관성이 있다고 하는 보고가 있으며22), 본 연구에서는 세포사

멸과 관련된 주요한 지표로서 알려진 Bax, Bcl-2 및 Bax/Bcl-2 

ratio를 관찰하였다23).

본 연구의 Bax 변화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L532, L904, L1064

군은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는데, L532군은 약 11.6%, L904군은 

약 13.4%, L1064군은 약 16.5%의 감소율을 나타내어 본 연구의 

TST control에 의해 유발된 척수신경세포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되며, 즉 세포사멸의 촉진인자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L1064군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는 L904군, L532군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Bcl-2 변화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L532군은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었는데, 약 35.5%의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즉 세포사

멸의 억제인자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L532군에서 유의하게 발현된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Bax의 결과와 상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

다. 단, Bax에서 유의한 감소를 보인 L1064군, L904군은 Bcl-2에

서 약간 증가하는 수준을 보였으나 유의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Bax/Bcl-2 ratio 변화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L532군, 

L1064군은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는데, L532군은 약 35.0%, 

L1064군은 약 24.3%의 감소율을 나타내어 L532군이 가장 크게 

효과를 발현시키고, 그 다음으로는 L1064군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

타났다. 즉 Bax/Bcl-2 ratio가 감소되면 최종적으로 세포사멸도 억

제되어 손상 부위의 신경세포 보호작용을 효과적으로 발현하는 것

으로 사료된다. 

Glutamate는 중추신경계에서 가장 많이 분포하는 주요한 흥분

성 신경전달 물질로서 비가역적인 세포손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

려져 있으며, mGluR5는 산소결핍이나 NO 독성에 대한 신경보호 

및 신경조직형성에 유효한 작용을 발휘하는 glutamate receptor의 

하나이다24).

본 연구의 mGluR5 변화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L532군, L650군

은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었는데, L532군은 9.5%의 증가율을, L650

군은 8.8%의 증가율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신경손상에 대하여 신

경보호 및 신경조직 형성에 일정한 작용을 발휘한 것으로 사료된다.

원종양유전자(proto-oncogene)의 일종인 c-fos gene은 동통에 

대한 조기 발현 유전자(immediate early gene)의 하나이다. 최근 

c-fos gene의 생산물질인 c-fos 단백질을 면역조직화학염색법으

로 관찰하여 통증정도와 진통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이 널리 사용되

고 있으며25), 통증 정도와 c-fos 단백질의 발현량은 비례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26,27). 민 등28)에 의하면 통증유발 흰쥐의 시상하부에

서 c-fos 단백질의 발현이 유의성 있게 증가함을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의 c-fos 단백질 변화에서 파장대별 레이저침 시술군 모

두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어 레이저침이 동통 

억제 작용을 발휘된 것으로 사료된다. 

혈중의 백혈구는 세균 등 이물질을 탐식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

당하고 있고, 면역 정보전달과 면역능력을 발휘하여 생체를 방어하

는 작용을 하는데 염증성 질환이나 감염성 질환시 증가하고, 백혈

구(WBC)는 호중구(NE), 림프구(LY), 단핵구(MO) 등을 포함하는데 

백혈구수와 유형 변화는 질환 과정과 연관된다. 호중구의 증가는 

보통 급성염증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지만 만성염증과 연관되기도 

한다. 단핵구는 만성염증에서 증가하며, 조직에 도달한 후 대식세

포로 분화되어 특수한 기능을 수행한다. 림프구는 항체생산, 지연

형과민반응, 동종이식편거절반응 등의 면역반응을 담당하여 면역

기능을 평가하는 지표 중 하나이다. 호산구는 알러지성 질환, 기생

충증, 피부질환 등의 경우에 증가하여 진단하는데 중요한 소견이 

된다29). 

Leukocytes 변화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WBC의 경우 L904군이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고, NE의 경우 L650군이 유의한 감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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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었고, LY 의 경우 L904군이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고, MO

의 경우 L904군이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다. 즉 L904군은 WBC, 

LY, MO에서 각각 유의한 감소를 보여 동일한 변화를 나타내었으

며, 또한 L650군은 NE에서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염

증 관련 지표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간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혈청 

내 Transaminase 중 AST(aspartate transaminase), ALT(alanine 

transaminase)를 측정하였는데 AST, ALT는 간장의 손상을 측정하

는 민감한 지표이다. AST는 간, 심장, 근골격계, 신장, 뇌에 존재하

는 효소로써 이들 조직이 손상되면 혈중으로 유리되어 수치가 증가

하고, ALT는 간에 대부분 존재하는 효소로 간 손상 시 수치가 증가

한다30).

AST 변화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L532군, L650군, L830군은 유

의한 감소를 나타내었으며, AST가 근골격계에 존재하는 효소이기

도 하고 근골격 조직의 손상시에 혈중으로 유리된다고 하는 것에 

비추어볼 때, L532군, L650군, L830군은 조직손상의 회복을 촉진

하는 작용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ALT는 대부분 간에 존재하는 효소로서 본 연구에서 TST 

control군과 각 실험군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

데, 이는 각 레이저침 시술이 통증 및 근신경조직 손상을 회복하는 

작용을 발휘하면서도 간 기능에는 위해한 손상을 주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증체량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L532군, L830군, 

L1064군은 증가를 나타내었고, L650군, L904군은 감소를 나타내

었으며, 3회째 이후 이의 경향성은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이의 

결과에 대해서는 추후 검증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레이저침은 전통침과 달리 파장대

에 따라 다른 효과를 나타내며 유효성 정도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Plantar withdrawal response의 reaction 

time 변화와 force intensity변화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레이저침군 

모두에서 6회 관찰 중 1차례 이상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고, L532군

이 6회 관찰 중 3차례의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어 좀더 유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L532군은 임상 활용에서도 leg vein 

treatment에 활용되고 있는 바7), 본 연구에서도 여러 지표에서 하

지의 신경병성 동통에 우수한 치료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

며, 향후 임상에 활용이 기대된다. 즉 신경병성 동통에 대하여 각 

파장대별 레이저침 시술은 모두 일정한 의의를 갖는 것으로 사료되

며, 본 연구에서 채택한 방법으로 볼 때, 동통억제에 대한 레이저침 

시술에 있어서 650, 830, 904 파장대 시술은 중등도의 동통 억제 

효과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는 1064 파장대의 시술이 좀더 효과적

으로 나타났으며, 532 파장대의 시술이 가장 효과적으로 동통을 

억제시킬 수 있음을 관찰하였다.

결    론

동통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기 위해서 tibial & sural nerve 

transection(TST)로 유발된 동통유발 흰쥐에 대하여 양릉천ㆍ현종

에 파장대별로 레이저침을 시행한 후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Plantar withdrawal response의 reaction time 및 force in-

tensity 변화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L532군은 3회째, 4회째, 6회째

에 L650군에서 reaction time은 2회째, 6회째에, force intensity

은 6회째, L830군은 6회째에, L904군은 3회째에, L1064군에서 

reaction time은 2회째, 6회째에 force intensity은 6회째에 각각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다.

Bax 변화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L532군, L904군, L1064군이 유

의한 감소를 보이고 Bax/Bcl-2 ratio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L532

군, L1064군이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다. 반면에 Bcl-2 변화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L532군이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었다.

mGluR5 변화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L532군, L650군이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었으며, c-fos 발현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L532군, 

L650군, L830군, L904군, L1064군 모두는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

었다.

Leukocytes 변화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WBC의 경우 L904군이, 

NE의 경우 L650군이, LY의 경우 L904군이, MO의 경우 L904군이 

유의한 감소를 각각 나타내었고, Aminotransaminase 변화에서 대

조군에 비하여 AST의 경우 L532군, L650군, L830군은 유의한 감

소를 나타내었다.

증체량에 있어서는 대조군에 비하여 L532군, L830군, L1064군

은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었고, L650군, L904군은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다.

결론적으로 파장대별 레이저침 시술은 지표별로 일정한 동통억

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레이저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파장대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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