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 Copyright © 2015, SOCIETY FOR MERIDIAN AND ACUPOINT

Received March 6, 2015, Revised March 14, 2015, Accepted March 17, 2015

Corresponding author: Sungtae Koo
Division of Meridian and Structural Medicine, School of Korean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49 Busandaehak-ro, Mulgeum, Yangsan 626-870, Korea
Tel: +82-51-510-8474, Fax: +82-51-510-8439, E-mail: stkoo@pusan.ac.kr

This work was supported by a 2-Year Research Grant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CC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 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KOREAN JOURNAL OF

ACUPUNCTURE
ORIGINAL ARTICLE

Korean Journal of Acupuncture 
Vol.32, No.1, pp.30-38, 2015

pISSN 2287-3368 / eISSN 2287-3376 http://dx.doi.org/10.14406/acu.2015.004

흰쥐 관절염 모델에서 용천 저출력 레이저 자극이 
보행행동에 미치는 영향
지병욱ㆍ이성금ㆍ이지은ㆍ구성태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경락구조의학부

Effects of Low Level Laser Treatment Applied to KI 1 on 
the Gait Behavior in the Rat Model of CFA-Induced Arthritis 

Byeong Uk Ji, Chengjin Li, Ji Eun Lee, Sungtae Koo

Division of Meridian and Structural Medicine, School of Korean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Objectives : The aim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low level laser treatment (LLLT) on the gait behavior in the rat model 

of arthritis. Methods : Knee arthritis was induced by the injection of 125 μl of Complete Freund`s Adjuvant(CFA) into the right hind 

knee joint cavity. Arthritic rats were divided 3 groups; arthritis group was used for control(CON), 10 min of laser treated group 

(LSR10), and 30 min of laser treated group(LSR30). LLLT was applied to KI 1 for 11 times under gaseous anesthesia. We performed 

several analyses under catwalk test including stand and swing time, duty cycle of paw steps, intensity and print area of steps, and 

stride length. Results : Stand and duty cycle of paw steps were increased significantly at 12 days after arthritis induction in LSR30 

group. Swing time was decreased significantly at 12 days after arthritis induction in LSR10 group. In the analysis of intensity, print 

area and stride length, however, results did not show statistical significance during the time point of experiments. Conclusions : 

The data suggest that LLLT on the rat model of CFA induced arthritis showed beneficial effects by increase of stand time and duty 

cycle of paw steps and decrease of swing time. Therefore, LLLT could be useful option to improve gait discomfort in arthritis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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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관절염은 발생한 이후에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며, 증상이나 합

병증이 계속 진행하는 전신적인 질환1-3)으로, 하지에 침범하게 되

면 관절 파괴와 변형으로 보행이상 및 기능장애를 초래한다4). 발에 

통증이 있는 경우 보행에 많은 시간과 많은 걸음 수가 필요하게 

되며,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신체적 및 정신적 저하를 가져와 일

상생활의 기본적인 활동에 제한이 발생한다5). 이러한 관절염의 치

료를 위한 다양한 치료법이 시도되고 있으나 조절이 쉽지 않은 실

정이다. 임상에서의 치료법에는 통증을 감소시켜 주는 재활치료로 

물리치료, 운동치료, 작업치료, 보조기 치료 등이 있으며 물리치료

에서는 온열치료, 한랭치료, 전기치료, 레이저 치료 등이 있다6). 

레이저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빛과는 달리 매우 국한된 대역폭

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 광선과는 다르게 고도의 직진성, 높은 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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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매우 좁은 면적에 높은 에너지를 전달하는 능력 등을 가지고 

있다7). 일반적으로 고출력 레이저는 조사된 조직에 흡수된 에너지

를 열로 전환시켜 세포를 파괴하는데 주로 사용되어 왔고 저출력 

레이저는 주로 빛의 파장에 의존하는 생리학적 효과로 이용되어 

왔다8). 저출력 레이저는 콜라겐 생성, 섬유아세포 활성 증가, 단백

질 합성 속도 변화와 세포증식의 증가의 생리적 효과를 가지며9) 골

다공증, 근육손상, 관절염과 같은 근골격계의 통증조절을 위해 다양

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10-12). 임상의 경우 각종 피부질환13), 

관절염14), 암15), 심혈관계질환16), 우울증 및 정신신체 장애17) 등 다

양한 분야에서 보고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관절염 동물 모델에서 저출력 레이저 처치가 보

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보행분석을 위해 사용하는 

보행측정장치는 DigiGaitTM System18-20), TreadScanTM21-23), Cat-

walk system 등이 있으며 그 중 catwalk system은 자유롭게 움직이

는 설치류에 사용되는 비디오 기반 자동화 보행 분석 시스템이다24). 

Catwalk system은 신경병증성 통증25), 관절염24,26), 척수손상27), 

척추손상28), Huntington’s Disease29), Parkinson’s Disease30), 말

초신경손상31) 등의 모델에서 손상된 보행 기능을 평가하는 도구로 

실험에 사용되었다. 관절염 모델에서 catwalk system을 사용한 선

행 연구를 살펴보면 분석 가능한 인자 중에서 stand32), swing32,33), 

duty cycle10,33), print area7,34), mean intensity3,7,10,34,35), stride 

length32) 같은 인자에서 유의한 변화가 보고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저출력 레이저의 자극이 관절염 모델의 보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용천(湧泉; KI 1)에 저출력 레이

저 자극 후 보행측정장치(Catwalk system)를 이용하여 관절염 실

험동물의 보행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실험동물

총 24마리 Spargue-Dawley(SD)계 6주령의 수컷 쥐(효창사이

언스, 대구)를 사용하였으며 실험 기간 동안 사육실(온도 22±2oC, 

습도 50±5% 유지)에서 물과 먹이를 자유롭게 섭취하도록 하였다. 

모든 실험과정은 2008년 제정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

준에 부합하게 수행되었으며, 실험은 부산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

원회의 승인(PNU-2014-0604)을 받은 후 수행되었다.

2. 관절염 유발

관절염은 Isoflurane(중외제약, 서울)을 사용하여 가스 마취(3%

농도에서 마취 유도, 1% 농도에서 마취 유지)를 한 상태에서 실험

동물의 오른쪽 무릎 주위의 털을 깎은 후 스크류니들 29G(WJN001, 

㈜필텍, 군산)와 1 mL/cc 실린지를 이용하여 오른쪽 무릎 관절강 

내에 CFA(Completed Freund`s Adjuvant; SIGMA F5881-10ML, 

St. Louis, Mo, U.S.A.) 125 μl를 주입하여 유발하였다.

3. 군 분류

실험동물은 군 당 8마리씩 임의로 나누어 관절염 유발한 대조군

(CON)과 가스 마취 상태에서 10분 동안 레이저 처치를 한 군

(LSR10), 30분 동안 레이저 처치를 한 군(LSR30)으로 분류하였다.

4. 레이저 자극

저출력 레이저 자극는 관절염 유발 확인된 후 1일째부터 11일까

지 11회 행동측정 후 매일 레이저 장치를 사용하여 자극하였다. 

Isoflurane(중외제약, 서울)을 사용하여 가스 마취(3% 농도에서 마

취 유도, 1% 농도에서 마취 유지)를 한 상태에서 LSR10군과 LSR30

군에 650 nm 파장의 저출력 레이저를 관절염을 유발한 동측(우측) 

용천에 각각 10분과 30분 동안 조사하였다. 용천은 해부학적으로 

발의 족심부에 위치하고 온바닥쪽발가락신경(common plantar 

digital n.)을 자극할 수 있는 경혈이기 때문에 반복적인 저출력 레

이저 자극을 위해 선택하였다. 실험동물에서 용천은 발꿈치와 둘째 

셋째 발가락 사이를 연결한 선에서 앞으로부터 1/3과 뒤로부터 2/3

가 되는 지점의 오목한 곳에서 취혈하였다.

5. 보행측정검사: Catwalk test

실험동물의 보행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관절염 유발 전후로 13일

동안 Catwalk test를 측정하였다. 암실에서 좁고 긴 통로를 자유롭

게 보행하는 동안 다양한 보행패턴을 측정해 주는 장비인 Catwalk 

XT 9.1 System(Noldus Information Technology; Wageningen, 

Netherlands)을 사용하여 3회 측정 후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각 

매개변수 값 중에서 stand는 시간(second, s)로 표시하였으며, 

swing은 관절염 유발로 인해 최대로 증가한 시간이 변화하는 양상

을 보여주기 위해 최대변화값(Maximum possible change)으로 표

시하였으며, 최대변화값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하였다. 

Maximum possible change(%)=((측정값－관절염 유발 전 

정상값)/(CFA 관절염 유발 후 1일째 값－관절염 유발 전 

정상값))*100

Duty cycle은 stand 값에 대한 stand 값과 swing 값 합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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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 of Low Level Laser applied to KI 1 on the stand time of the arthritic rat.
Measurements were taken preoperatively and at 1-12 Days post-injection. In the CFA-induced arthritis rat, stand time was decreased
significantly at 1 day after arthritis induction(*p＜0.05, Paired t-test, Naive vs. CFA)(A). Baseline measurements were performed at 1
day after CFA injection, and then low level laser treatment was given once a day for 11 days. On the 12th day post CFA injection,
stand time was increased statistically in LSR 30 group(B). Mean values and S.E.M. were calculated and the results obtained were subjected 
to repeated measures analysis of variance(One Way ANOVA) with subsequent Bonferroni t-test post hoc comparison of effects by the
treatments(*p＜0.05, one way ANOVA, CON vs. LSR30 Group)(B).

(%)로 표시되는 매개변수로서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하였다.

Duty cycle(%)=((Stand+Swing)/Stand)*100

Print area, Mean intensity, Stride length는 관절염을 유발하

지 않은 쪽 측정값(왼쪽 뒷발; LH)에 대한 관절염을 유발한 쪽 측정

값(오른쪽 뒷발; RH)의 비율로 표시하였다.

Relative ratio(%)=RH/LH*100

6. 통계

Catwalk test 측정 결과는 평균±표준오차(S.E.M.)로 표시하였

고 통계분석은 Sigma Plot 12를 사용하였다. 관절염 유발로 인한 

각 매개변수의 변화는 paired t-test로 전후 비교하였고, 레이저 처

치 후 각 군간의 비교는 one way ANOVA를 시행하고 사후검정은 

Bonferroni t-test를 시행하였다. 통계적 유의 수준은 p＜0.05로 

하였다.

결    과

1. 저출력 레이저 자극이 stand 변화에 미치는 영향

Stand 시간은 관절염 유발 전 naïve 상태일 때 0.2461± 

0.0117(s)에서 관절염 유발 후 0.0617±0.0134(s)로 감소하였다

(n=24, Fig. 1A). 레이저 처치 전인 관절염 유발 후 1일째에 CON군 

0.0468±0.0209(s), LSR10군 0.0680±0.0206(s), LSR30군 

0.0727±0.0307(s) 이었으며, 레이저 11회 처치 후인 관절염 유발 

후 12일에 CON군 0.2142±0.0142(s), LSR10군 0.2292±0.0385(s), 

LSR30군 0.3056±0.0185(s)로 나타났다. 관절염 유발 12일째 

LSR10군은 CON군과 LSR30군간의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

았으나 LSR30군은 CON군과 비교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

하였다(Fig. 1B).

2. 저출력 레이저 자극이 swing 변화에 미치는 영향

Swing 시간은 관절염 유발 전 naïve 상태일 때와 비교하여 관절

염 유발 후 약 2.5배(252.7±31.1) 증가하였다(n=24, Fig. 2A). 

Swing 값이 최대로 증가하는 관절염 유발 1일째 값을 기준으로 

레이저 처치 후 나타나는 변화를 최대변화값으로 측정하였다. 관절

염 유발 후 12일째 CON군은 29.4±1.8(%), LSR10군은 16.9± 

2.5(%), LSR30군은 17.3±4.7(%)로 나타났다. 관절염 유발 12일째 

LSR10군은 CON군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

나, LSR30군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Fig. 2B). 

3. 저출력 레이저 자극이 duty cycle 변화에 미치는 영향

Duty cycle은 관절염 유발 전 naïve 상태일 때 64.3±1.1(%)에

서 관절염 유발 후 20.7±4.7(%)로 감소하였다(n=24, Fig. 3A). 레

이저 처치 전인 관절염 유발 후 1일째 CON군은 17.3±8.0(%), 

LSR10군은 19.4±8.6(%), LSR30군은 25.5±8.6(%) 이었으며,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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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 of Low Level Laser applied to KI 1 on the swing time of the arthritic rat. 
Measurements were taken preoperatively and at 1-12 Days post-injection. In the CFA-induced arthritis rat, swing time was increased
significantly at 1 day after arthritis induction(*p＜0.05, Paired t-test, Naive vs. CFA)(A). Baseline measurements were performed at 1
day after CFA injection, and then low level laser treatment was given once a day for 11 days. On the 12th day post CFA injection,
swing time was decreased statistically in LSR 10 group(B). Mean values and S.E.M. were calculated and the results obtained were
subjected to repeated measures analysis of variance(One Way ANOVA) with subsequent Bonferroni t-test post hoc comparison of effects
by the treatments(*p＜0.05, one way ANOVA, CON vs. LSR10 Group)(B).

Fig. 3. Effect of Low Level Laser applied to KI 1 on the duty cycle of the arthritic rat.
Measurements were taken preoperatively and at 1-12 Days post-injection. In the CFA-induced arthritis rat, duty cycle was decreased
significantly at 1 day after arthritis induction(*p＜0.05, Paired t-test, Naive vs. CFA)(A). Baseline measurements were performed at 1
day after CFA injection, and then low level laser treatment was given once a day for 11 days. On the 12th day post CFA injection,
duty cycle was increased statistically in LSR 30 group(B). Mean values and S.E.M. were calculated and the results obtained were subjected
to repeated measures analysis of variance(One Way ANOVA) with subsequent Bonferroni t-test post hoc comparison of effects by the
treatments(*p＜0.05, one way ANOVA, CON vs. LSR30 Group)(B).

회 레이저 처치를 받은 후인 관절염 유발 후 12일째 CON군은 

52.3±1.7(%), LSR10군은 56.5±2.1(%), LSR30군은 57.3±0.9(%)

로 나타났다. 관절염 유발 12일째 LSR10군은 다른 두 군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LSR30군은 CON군과 비교하

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Fig. 3B).

4. 저출력 레이저 자극이 print area 변화에 미치는 영향

Print area는 관절염 유발 전 naïve 상태일 때에는 좌우 뒷발 

간에 차이가 없었지만(100.4±3.4) 관절염 유발 후 관절염으로 인

한 통증 때문에 좌측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17.9±4.1)하였다

(n=24, Fig. 4A). 레이저 처치 전인 관절염 유발 후 1일째 CON군은 

13.1±7.3(%), LSR10군은 17.0±7.8(%), LSR30군은 18.4± 

6.0(%) 이었으며, 11회 레이저 처치 후인 관절염 유발 후 12일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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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 of Low Level Laser applied to KI 1 on the print area of the arthritic rat.
Measurements were taken preoperatively and at 1-12 Days post-injection. In the CFA-induced arthritis rat, the print area was decreased
significantly at 1 day after arthritis induction(*p＜0.05, Paired t-test, Naive vs. CFA)(A). Baseline measurements were performed at 1
day after CFA injection, and then low level laser treatment was given once a day for 11 days. Mean values and S.E.M. were calculated.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s during all time period of experiments(B). 

Fig. 5. Effect of Low Level Laser applied to KI 1 on the mean intensity of the arthritic rat.
Measurements were taken preoperatively and at 1-12 Days post-injection. In the CFA-induced arthritis rat, the mean intensity was
decreased significantly at 1 day after arthritis induction(*p＜0.05, Paired t-test, Naive vs. CFA)(A). Baseline measurements were performed
at 1 day after CFA injection, and then low level laser treatment was given once a day for 11 days. Mean values and S.E.M. were
calculated.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s during all time period of experiments(B). 

CON군은 65.8±9.5(%), LSR10군은 64.6±4.8(%), LSR 30군은 

62.9±8.3(%)으로 나타났다. Print area는 모든 측정기간 동안 세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Fig. 4B).

5. 저출력 레이저 자극이 mean intensity 변화에 미치

는 영향

Mean intensity는 관절염 유발 전 naïve 상태일 때에는 좌우 

뒷발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94.3±4.1) 관절염 

유발 후 딛을 때 발생하는 통증을 줄이려는 경향이 있어 왼발에 

비해서 통증이 있는 오른발 딛는 강도는 절반 이하로 현저하게 감

소(42.9±6.9)하였다(n=24, Fig. 5A). 레이저 처치 전인 관절염 유

발 후 1일째 mean intensity는 CON군은 44.2±8.7(%), LSR10군

은 41.1±11.2(%), LSR30군은 43.3±14.3(%) 이었으며, 관절염 유

발 후 4일째 CON군 95.1±3.6(%)로 거의 정상값으로 회복하였다. 

Mean intensity에서는 모든 측정기간 동안 세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Fig. 5B).

6. 저출력 레이저 자극이 stride length 변화에 미치는 

영향

Stride length은 관절염 유발 전 naïve 상태일 때에는 좌우 뒷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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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ffect of Low Level Laser applied to KI 1 on the stride length of the arthritic rat.
Measurements were taken preoperatively and at 1-12 Days post-injection. In the CFA-induced arthritis rat, the stride length was 
decreased significantly at 1 day after arthritis induction(*p＜0.05, Paired t-test, Naive vs. CFA)(A). Baseline measurements were performed
at 1 day after CFA injection, and then low level laser treatment was given once a day for 11 days. Mean values and S.E.M. were
calculated.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s during all time period of experiments(B).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111.6±3.7) 관절염 유발 

후 관절염이 있는 우측 뒷발 보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

(36.7±8.0)하였다(n=24, Fig. 6A). 레이저 처지 전인 관절염 유발 

후 1일째 stride length는 CON군은 33.0±12.7(%), LSR10군은 

34.3±16.4(%), LSR30군은 42.6±14.2(%)이었으며, 관절염 유발 

후 4일째 CON군의 경우 95.3±3.4(%)로 거의 좌우 차이가 없는 

정상값으로 회복하였다. Stride length 항목에서는 모든 측정기간 

동안 세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관찰할 수 없었다(Fig. 

6B).

고    찰

이 연구에서는 관절염 동물의 보행행동을 관찰하기 위하여 관절

염 실험동물 모델로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CFA를 관절강에 

주입하여 유도한 관절염 모델을 사용하였다. 관절염 유발로 인해 

보행에 장애가 있는 실험동물의 용천에 저출력 레이저를 반복적으

로 조사한 후 catwalk system을 사용하여 보행행동 변화를 알아보

았다. Catwalk system 보행 측정 매개변수 중 선행연구에서 유의

한 변화가 보고된 바 있는 인자인 stand, swing, duty cycle, print 

area, mean intensity, stride length를 분석하였다. CFA로 관절염

을 유발 한 1일째에는 6개 변수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났으며, 반복적인 레이저 처치 후에는 관절염 유발 후 12일째

에 stand와 duty cycle은 증가하고 swing은 감소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세 매개변수인 print area, mean intensity, stride length

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측정되지 않았다. 또한 LSR10군

과 LSR30군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관절염이 유발된 직후에는 염증으로 인한 통

증이 가장 심하기 때문에 통증이 있는 쪽 발을 딛고 있는 시간

(stand)이 감소하고, 내 딛는데 걸리는 시간(swing)은 증가하며, 바

닥에 닫는 면적(print area)과 강도(mena intensity), 보폭(stride 

length)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절염 동물의 용천에 매일 

1회씩 11일 동안 저출력 레이저를 처치한 결과 통증이 있는 발을 

딛고 있는 시간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내 딛는 시간은 유의하

게 빨라졌는데 이는 관절염으로 인한 보행행동이 개선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Catwalk system을 활용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carrageenan

으로 유발된 관절염 모델에서 급성 염증성 통증성에 대한 행동변화

를 분석한 연구36)에서는 intensity, duty cycle, base of support 

of the hind limbs, print area, maximum area, stride length, 

step cycle, swing speed 등의 매개변수 중 intensity, duty cycle, 

print area에서 유의한 행동변화를 보였다. 

이 실험에서는 catwalk test 매개변수 중 print area, mean 

intensity, stride length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실험에 사용한 CFA 유발 

관절염모델의 경우 아픈 쪽 발의 딛는 면적, 강도, 보폭 등이 정상

값으로 회복이 빨라 반복적인 처치에 따른 효과를 관찰하기에 적당

하지 않은 문제가 있으며 실험 디자인 상의 제한된 레이저 자극 

혈위 및 혈위 수, 레이저 자극시간, catwalk 측정 시간 및 기간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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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력 레이저 자극 혈위는 관절염에 흔히 사용하는 족삼리37)에 

자극했다면 다른 효과가 없었던 매개변수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

을 수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만성퇴행성 관절염 환자에 수시로 경

혈에 레이저 자극을 하여 보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신발과 

같은 장치에 응용이 가능 하도록 발바닥에 있는 경혈인 용천을 선

택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용천 한 곳만 선택하여 자극을 했지

만 양구(ST34), 족삼리(ST36), 슬안(EX-LE5), 양릉천(GB34), 음릉

천(SP9) 등 혈위에 동시에 레이저 자극을 했다면 다른 분석 인자에

서도 유의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

한 부분이다.

기존 연구결과에 의하면 저출력 레이저 자극시간은 화농성 슬관

절염을 일으킨 흰쥐에 He-Ne 레이저를 4분과 10분 시행한 결과 

레이저 치료는 관절염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38), 이 연

구에서는 저출력 레이저의 자극시간에 따른 보행 변화의 반응을 

보기 위해 레이저 10분 군과 레이저 30분 군으로 나눠 각각 시행하

였다. 그러나 레이저 10분 군과 레이저30분 군간의 차이는 확인 

되지 않았다. 레이저 자극 시간에 따른 용량 반응(dose-response) 

관계 연구 또한 향후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에서는 catwalk 측정시간은 반복적인 처치에 따른 누적 

효과를 보기 위하여 관절염 유발 후 12일 동안 레이저 자극 후 다음

날 자극 전(24시간째)에 행동 측정을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실험설

계상 레이저 자극 후 단시간에 나타나는 효과는 측정하지 않았지

만, 단시간에 나타나는 효과도 의미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30분에

서 수시간 이내에 나타나는 단기적 효과에 대한 확인이 필요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실험에서는 CFA로 유발한 관절염 모델을 사

용하여 몇 가지 인자에서 관절염 유발 후 12일째에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조금 더 장기간 관찰이 가능한 iodoace-

tate로 유발하는 퇴행성 관절염 모델 같은 실험모델을 사용하여 12

일보다 장기적인 누적 효과를 확인하면 장기간 사용했을 때 효과가 

더 증가되는지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결    론

용천에 조사한 저출력 레이저 자극이 보행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기 위하여 CFA 유발 관절염 흰쥐모델에서 catwalk을 이용하

여 stand, swing, duty cycle, print area, mean intensity, stride 

length의 매개변수를 측정 분석했다.

분석 결과 관절염 유발 후 모든 매개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변화하였으며, 저출력 레이저를 11회 조사한 후인 관절염 유발 

후 12일째 LSR30 군과 CON군에서 stand와 duty cycle이 유의하

게 증가하였으며, LSR10 군과 CON군에서 swing이 유의하게 감소

하였다. 반면에 저출력 레이저 자극이 print area, mean intensity, 

stride length의 변화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stand 및 swing, duty cycle의 

변화에 저출력 레이저 조사가 유의한 변화를 미치는 반면, print 

area, mean intensity, stride length에서는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관절염으로 인해 감소한 딛는 시간(stand)을 유의하게 증가시켜 주

고, 늘어난 내 딛는데 걸리는 시간(swing)은 유의하게 줄여주는 효

과가 있기 때문에 관절염으로 인한 보행장애에 용천에 조사한 저출

력 레이저 자극은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보행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효과는 추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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