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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치료와 레이저 치료가 아급성 요통에 미치는 영향

최진호
강릉영동대학 물리치료과

Abstract1)

Effects of Ultrasound and Laser Therapy in Patients With Sub-Acute Lower Back

Pain

Jin-ho Choi, Ph.D., P.T.
Dept. of Physical Therapy, Gangneung Yeongdong College

This study was designed to determine the efficacy of ultrasound and laser therapy for sub-acute lower

back pain. Twenty-seven patients with sub-acute low back pain were recruited, who were randomly as-

signed to three groups: Ultrasound group (actual ultrasound, 1.1 ㎒, 1.0 W/㎠, duty cycle 100%, 10

min/session, n=9), laser group (actual laser, 904 ㎚, 155 ㎱, 13.5 W, 12 ㎽, 90 sec/point, n=9), and control

group (placebo ultrasound or placebo laser, n=9). All of treatments including placebo procedures were ap-

plied to patients over a period of 2 weeks, five times a week. Visual Analogue Scale (VAS), Modified

Schober’s Test (MST), and Modified Oswestry Disability Questionnaire (MODQ) were used by the clinical

and functional evaluations before and after intervention. At post-hoc,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in all groups with respect to VAS, MST (p<.05), except MODQ. VAS and MST score were more sig-

nificantly improved in the ultrasound group than the laser and control group (p<.0167). However, no sig-

nificant difference was present between the laser group and the control group. Therefore, this study re-

vealed that ultrasound therapy was effective in pain relief and improvement of lumbar mobility in patients

with sub-acute lower back pain. However, laser therapy did not show the effects for sub-acute lower

back pain.

Key Words: Laser; Sub-acute low back pain; Ultrasound.

Ⅰ. 서론

요통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일반적인 질환으로 전체

성인 인구의 60～90%가 일생 중 요통이 발생할 위험성

을 가지고 있고, 그 중 약 30%는 만성요통으로 발전하

며 통증으로 인해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경제적 문제

에 직면하고 있다(Fast, 1988; Philadelphia Panel,

2001). 요통은 요추의 추간원판 탈출증(lumbar disc

herniation), 척추관 협착증(spinal stenosis), 척추전방전

위증(spondylolisthesis)과 같이 정상적인 해부학적 구조

의 변화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나 최근 자세불량, 요부

의 근긴장도 불균형, 과도한 운동으로 인한 연부조직의

손상으로 그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요통치료의 목표는 통증과 근경축(muscle spasm)을

감소시키고 관절가동범위를 증진시키며, 궁극적으로 기

능적 상태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요통환자의 물리치료

에는 근력강화운동(strengthening exercise), 신장운동

(stretching exercise), 척추의 도수조작(spinal manipu-

lation), 간섭전류치료(interferential current), 치료적 마

사지, 초음파 치료, 관절유동기법(joint mobilization), 견

인치료(traction), 생체되먹임치료(biofeedback), 전기적

근육자극치료(electrical muscle stimulation), 경피신경

전기자극치료, 표층 및 심부열치료, 냉치료, 인체역학

(body mechanics), 인간공학훈련(ergonomics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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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인식훈련(posture awareness training), 일상생활동

작 훈련, 체계적인 기능훈련 프로그램(organized func-

tional program) 등이 사용되고 있다(Ehrmann-Feldman

등, 1996; Philadelphia Panel, 2001; Poitras 등, 2005).

그 중 초음파 치료는 관절구축(joint contracture), 반

흔조직(scar tissue), 건염(tendinitis), 골격근의 경축과

같은 다양한 근골격계 장애에 적용되고 있고 특히, 콜

라겐 조직의 신장성(extensibility)을 증가시키고, 통증

역치(pain threshold)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Michlovitz, 1990). 그러나 최근 초음파 치료에 대한 메

타분석(meta analysis) 및 문헌고찰 결과는 통증완화

효과에 대한 명확한 근거제시가 부족하며(Gam과

Johannsen, 1995; Robertson과 Baker, 2001; van der

Windt 등, 1999), 특히 임상에서 초음파 치료가 요통환

자에게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실험적 결과는 부족하였

고, 심지어 그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Philadelphia Panel, 2001).

한편, 레이저 치료는 20세기 중반 이후 임상에 널

리 적용되고 있는데, 초기에는 주로 외과수술용의 고

강도 레이저(high level laser)를 이용하였지만

He-Ne 레이저 및 GaAs 레이저와 같은 저강도 레이

저(low level laser)가 물리치료에서 사용되고 있다.

저강도 레이저 치료는 비침습적이고(noninvasive),

치료시 통증이 없는 특징이 있으며, 신경재생, 류마

티스성 관절염, 골관절염, 섬유근육통(fibromyalgia),

수술 후 통증과 같은 급성 또는 만성 통증완화에 효

과가 있고, 레이저를 통한 이침요법(auriculotherapy)

이 통증역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eckerman 등, 1992; Gur 등, 2002; King 등, 1990;

Ozdemir 등, 2001).

그러나 레이저 치료에서 요통에 대한 연구는 부족

하며 그 효과에 대해 서로 상반된 주장이 있는데,

Gam 등(1993)은 저강도 레이저가 요통환자의 통증완

화에 효과가 없다고 주장한 반면, Basford 등(1999)

과 Gur 등(2003)은 통증완화 효과를 보고하였다. 이

에 본 연구는 아급성 요통환자를 대상으로 초음파

치료 또는 레이저 치료를 적용하여 통증완화 및 기

능적 변화를 대조군과 비교 관찰하고 요통에서 초음

파 치료 및 레이저 치료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연구대상자는 근육성 요통(myogenic low back

pain)으로 진단받고 골격계에 이상이 없으며, 신경학적

증상이 없고, 실험시작 전 적어도 1개월 전부터 요천

추 부위(lumbosacral region)에 통증을 호소하는 27명

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 중 통증발생이 1개월

이내인 급성 요통환자 및 3개월 이상인 만성 요통환자,

추간원판 탈출증, 하지에 방사통(radiating pain) 및 좌

골신경통(sciatica)이 있거나, 감각 또는 근력이상자, 약

물치료자는 제외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은 표 1과 같다. 연구대상자는 초음파 치료군 9명, 레

이저 치료군 9명 그리고 대조군 9명으로 무작위로 나

누었고, 실험은 단일맹검연구(single blind study)로 설

계하였으며, 실험참가에 앞서 연구대상자에게 연구목

적과 방법을 충분히 설명하고 자발적인 동의를 구한

후 실험을 시행하였다.

2. 실험방법2)

연구대상자는 편안히 엎드린 자세에서 실험장비로

Combi 500
1)
을 사용하여 초음파 또는 레이저를 적용하

였다. 초음파 치료군은 주파수(frequency) 1.1 ㎒, 순환

주기(duty cycle) 100%, 강도 1.0 W/㎠, 치료시간 10분

으로 설정하였고, 초음파겔(ultrasonic gel)을 전도매개

물질로 사용하여 L2에서 S3 사이 척추주위 통증부위에

수평이동 또는 원형이동방식으로 적용하였다. 레이저 치

료군은 GaAs 저강도 레이저를 사용하였는데, 파장

(wavelength) 904 ㎚, 맥동기간(pulse duration) 155 ㎱,

최대출력(peak power) 13.5 W, 평균 레이저강도

(average laser power) 12 ㎷로 설정하였다. 레이저 치료

의 적용부위는 요통과 관련된 경혈점인 신유(腎兪,

BL23), 지실(地室, BL52), 대장유(大腸兪, BL25), 차요

(次了, BL32) 경혈점에 적용하였는데, 건측과 환측 모두

적용하였고 명문(命門, GV4)과 아시혈(阿是穴) 각각 1

지점(point) 총 10지점에 각각 90초간 막대 프로브를 이

용하여 피부와 수직이 되도록 직접 피부에 접촉하여 조

사하였으며, 각 경혈점에 약 1J의 에너지가 전달되었다.

그리고 대조군은 위약(placebo) 초음파 또는 위약 레

이저 치료를 시행하였는데, 실제 출력 없이 초음파 치

료군 또는 레이저 치료군과 동일한 부위에 적용하였고,

1) Gymna, Belg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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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치료군

레이저

치료군
대조군 p

성(남/여) 5/4 3/6 4/5 .638

연령(세) 23.44±1.33
a
23.55±1.66 24.11±1.83 .614

발병기간(주) 7.88±2.02 7.66±1.41 8.55±1.33 .476
a
평균±표준편차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7)실제 레이저 및 위약 레이저 치료를 시행하는 동안 연구

대상자 및 물리치료사는 보호안경을 착용하였다. 모든

연구대상자에게 1주일에 5회, 2주간 실험을 시행하였고.

실험실 내부온도는 24±1℃로 유지하였다. 실험전과 후에

통증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0～100 ㎜ 범위의 Visual

Analogue Scale(이하 VAS)를 이용하여 기록하였고

(Basford 등, 1999), 요부의 운동성을 평가하기 위해

Modified Schober's Test(이하 MST)를 시행하였으며

(Magee, 1992), 요통으로 인한 기능적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Modified Oswestry Disability Questionnaire(이하

MODQ)를 이용하였다(Davidson과 Keating, 2002).

3. 분석방법

연구결과는 SPSS version 14.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는데, 연구대상자의 연령, 발병기간에 대한 집단 간 차

이를 관찰하기 위해 크루스칼-월리스 검정

(Kruskall-Wallis test)을 실시하였고, 집단 간 연구대상

자의 성별 차이를 관찰하기 위해 χ2-검정을 실시하였

다. 그리고 실험에 앞서 치료전 VAS 점수, MODQ 점

수, MST 점수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관찰하기 위해

크루스칼-월리스 검정을 실시하였고, 실험 후 각 집단

에서 실험전후의 VAS 점수, MODQ 점수, MST 점수

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

(Wilcoxon sign ranks test)을 실시하였다. 각 집단에서

실험전후의 VAS 점수, MODQ 점수, MST 점수의 변

화량을 산출하여 각 집단 간 차이를 관찰하기 위해 크

루스칼-월리스 검정을 실시하였고, 통계학적 유의성이

확인된 경우 사후 검정으로 맨-휘트니 검정

(Mann-Whitney test)을 시행한 다음 Bonferroni 수정

을 실시하였으며(이은현 등, 2004), 통계학적 유의수준

은 α=.05로 설정하였다.

Ⅲ. 결과

초음파 치료군, 레이저 치료군, 대조군 사이에 연구

대상자의 성(p=.638), 연령(p=.614) 및 발병기간(p=.476)

에 대한 군 간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고(표 1),

실험 전 VAS 점수(p=.815), MODQ 점수(p=.930),

MST 점수(p=.666)에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2).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을 통해 각 집단에서 실험

전후 변화를 관찰한 결과, 초음파 치료군, 레이저 치료

군, 대조군 모두에서 VAS 점수(각각 p=.007, p=.008,

p=.007)와 MST 점수(각각 p=.007, p=.008, p=.007)에 유

의한 차이가 관찰되었으나, MODQ 점수(각각 p=.058,

p=.250, p=.319)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표 2).

실험전후 초음파 치료군, 레이저 치료군, 대조군에서

VAS 변화점수, MODQ 변화점수. MST 변화점수를 산

출한 후 군 간 차이를 관찰하기 위해 크루스칼-월리스

검정을 실시한 결과, 각각 p=.001, p=.552, p=.001으로 나

타나, MODQ 항목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지만, VAS 항목, MST 항목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표 2). 사후 검정으로 각 군 간에 맨

-휘트니 검정을 시행한 후 Bonferroni 수정을 실시하였

는데, VAS 항목 및 MST 항목은 초음파 치료군과 대조

군(각각 p=.001, p=.001), 그리고 초음파 치료군과 레이저

치료군(각각 p=.006, p=.009)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가 관

찰되었으나, 레이저 치료군과 대조군(각각 p=.060,

p=.087)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표 3).

Ⅳ. 고찰

초음파 치료는 1950년대 이후 통증완화를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다. 통증완화에 대한 기전은 명확하지 않지

만 일반적으로 초음파 치료가 통증역치를 상승시키고,

초음파의 열이 굵은 직경의 신경섬유를 자극하거나 감

각수용기의 자극 반응이 변화하여 통증이 완화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Michlovitz, 1990). Middlemast와

Chatterjee(1978)은 급성 연부조직 손상환자를 대상으로

초음파 치료를 적용한 결과, 통증, 압통(tenderness), 부

종 및 운동제한이 감소하였음을 보고하였고,

Munting(1978)은 견관절 통증환자를 대상으로 운동치

료와 더불어 초음파 치료를 적용한 집단 그리고 운동치

료만 실시한 집단으로 구분하여 비교 연구한 결과, 운

동치료와 초음파 치료를 병행한 집단에서 통증완화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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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치료군 레이저 치료군 대조군 p

실험전 VAS
†

61.88±8.72a 62.88±9.08 60.44±8.84 .815

실험후 VAS 44.66±8.95* 50.22±8.27* 50.33±9.36*

실험전후 VAS 변화 17.22±2.90 12.66±2.78 10.11±2.08 .001***

실험전 MODQ
‡

32.66±3.74 33.55±2.60 32.22±4.73 .930

실험후 MODQ 30.22±4.84** 32.22±3.07** 31.11±4.59**

실험전후 MODQ 변화 2.44±3.28 1.33±3.31 1.11±3.33 .552

실험전 MST
§

15.17±.54 14.76±.98 14.93±.94 .666

실험후 MST 15.94±.53* 15.23±.95* 15.27±.92*

실험전후 MST 변화 .76±.21 .46±.15 .34±.11 .001***
a평균±표준편차

*실험전과의 유의성(p<.05)

**실험전과의 유의성(p>.05)

***실험전후 변화에 대한 집단 간 유의성(p<.05)
†VAS: Visual Analogue Scale(㎜)
‡MODQ: Modified Oswestry Disability Questionnaire(%)
§MST: Modified Schober's Test(㎝)

표 2. 초음파 치료군, 레이저 치료군, 대조군에서 실험전후 측정 결과

초음파 치료군

/대조군

레이저 치료군

/대조군

초음파 치료군

/레이저 치료군

VAS
†

.001* .060 .006*

MST
‡

.001* .087 .009*

*Bonferroni 수정 후 유의성(p<.0167)
†
VAS: Visual Analogue Scale (㎜)
‡
MST: Modified Schober's Test(㎝)

표 3. 실험전후 변화량에 대한 각 군 간맨-휘트니분석결과

과가 증가하였고, 관절가동범위가 증가하여 초음파가

다른 치료와 복합적으로 적용될 때 통증완화 및 운동성

향상에 부가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Nwuga(1983)는 L4～S2 사이에 추간원판 탈출

증 환자를 대상으로 침상안정(bed rest)을 취하면서 진

통제 복용군, 실제 초음파 치료군, 위약 초음파 치료군

으로 구분하여 1회 10분간 1주일에 3회, 총 4주간 시행

하여 통증완화 및 요부의 운동성을 평가하였다. 그 결

과 실제 초음파 치료군에서 요부의 운동성이 가장 증가

하였고 통증감소가 큰 것으로 보고하여, 요통에서 초음

파 치료의 효과를 보고하였다. 그러나 임상에서 초음파

치료가 요통에 널리 적용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요통을

대상으로 순수한 초음파 치료효과에 대한 연구는 부족

하였고, 초음파 치료에 대한 근골격계 질환의 메타분석

및 체계적 고찰(systemic review)을 통한 연구(Gam과

Johannsen, 1995; Maher, 2004; van der Windt 등,

1999)에서 그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Philadelphia Panel(2001)은 아급성 요통에 대한

초음파 치료의 연구결과를 찾지 못하였다. Robertson과

Baker(2001)의 연구결과, 무작위추출 통제실험

(randomized controlled trials)에 충족되는 10개 연구들

중 8개 연구는 통증 또는 연부조직 손상을 치료하는데

실제 초음파 치료가 위약 초음파 치료보다 더 효과적이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2개 연구만 실제 초음파 치료가

위약 초음파 치료보다 효과가 우월한 것으로 나타나 통증

완화, 근골격계 손상 및 연부조직 치유를 촉진하는데 초음

파의 효과를 입증하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아급성 요통환자를 대상으로 초음파

치료군, 레이저 치료군, 대조군으로 무작위 구분하여 실

험전후 통증변화. 요부의 운동성 및 기능적 변화를 관

찰하기 위해 VAS, MODQ, MST를 이용하여 측정하였

다. VAS는 통증평가도구로 타당성이 입증되었고, 통증

정도를 정량화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며(Koumantakis 등,

2005), MST는 요통환자의 요부 운동성을 평가하는 도

구로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으며 요통의 치료효과를

평가하는데 사용되고 있다(Basford 등, 1999; Gur 등,

2003). 그리고 MODQ는 요통으로 인한 기능적 상태를

평가하는 도구로 Fairbank 등(1980)에 의해 개발된

Oswestry Disability Questionnaire(이하 ODQ)를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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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ODQ와 같이 검사-재검사 신뢰도(test-retest

reliability)와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임상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Davidson

과 Keating, 2002; Fritz와 Irrgang, 2001; Gur 등, 2003).

본 연구결과, 실험 후 초음파 치료군, 레이저 치료군,

대조군 모두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통증이 감소하

였고 요부의 운동성이 증가하였으며, 세 집단 간에도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어 사후 검정으로 각 집단 간에

맨-휘트니 검정을 시행하였는데, 제1종 오류가 너무 커

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Bonferroni 수정을 시행하여

유의수준을 p<.0167로 수정하였다(이은현 등, 2004). 그

결과 대조군과 비교하여 초음파 치료군에서, 그리고 레

이저 치료군과 비교하여 초음파 치료군에서 통계학적으

로 유의하게 통증이 감소하였고, 요부의 운동성이 증가

하였다. 그러나 비록 대조군과 비교하여 레이저 치료군

에서 통증완화 및 요부 운동성이 약간 증가하였지만 통

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그리고 대

조군에서도 실험 후 통증완화 및 요부 운동성 증가가

유의하게 관찰되었는데, 이런 결과는 본 실험에 참여한

연구대상자의 평균연령 또는 대조군의 위약효과 및 자

연치유과정의 영향을 전혀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

된다. MODQ 평가결과, 실험 후 모든 집단에서 요부의

기능적 향상이 조금 나타났지만,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비록 모든 집단에서

특히, 대조군 및 레이저 치료군보다 초음파 치료군에서

통증완화 및 요부 운동성이 향상되었지만, 이것이 요부

의 기능적 향상으로 이어질 만큼 충분하지 못하였던 것

으로 판단된다. 결국 본 연구에서 아급성 요통의 통증

완화 및 요부 운동성 향상에 대한 초음파 치료의 효과

는 입증되었지만, 레이저 치료의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

다. 이상의 결과는 요통에서 초음파 치료의 통증완화

효과를 보고한 Nwuga(1983)의 연구와 유사하였고,

Munting(1978)과 Middlemast와 Chatterjee(1978)의 연

구와 유사하였는데, 이 두 연구는 실험설계상 순수 대

조군 또는 위약 대조군을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조

군과 직접 비교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 그리고 요통환자를 대상으로 초음파 치료군과 위약

초음파 치료군으로 구분하여 연구한 Ansari 등(2006)은

실험 후 위약 초음파 치료군보다 실제 초음파 치료군에

서 체간의 신전 및 외측굴곡이 증가하였음을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급성과 만성 요통환

자에 대한 초음파 치료의 효과를 발견하지 못하였던

Philadelphia Panel(2001)의 연구, 근골격계 질환에서 초음

파 치료의 효과를 발견하지 못하였던 van der Windt 등

(1999)의 연구와 상반되었으며, 저강도 레이저가 만성 요

통 환자의 통증을 단기간 완화시키지만 그 임상적 가치는

없다고 주장한 Maher(2004)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한편, 요통에서 경혈침(acupuncture) 효과에 대한 메

타분석 결과, 급성 요통에 대한 자료를 부족하여 그 효

과를 언급할 수 없었지만, 만성 요통환자에게 통증완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Manheimer 등, 2005),

Hsieh 등(2006)은 지압술(acupressure)이 요통환자의

통증을 완화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보고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레이저 치료는 경혈점에 적용하

였는데, 저강도, 비열(nonthermal) 레이저를 이용하여

전통적인 경혈점을 자극하는 것이 레이저 경혈치료

(laser acupuncture)인데, 최근 연구(Siedentopf 등,

2002)에서 지음(至陰, BL-67)에 레이저 경혈치료를 시

행하여 기능적 자기공명영상촬영(fMRI)을 통해 대뇌피

질의 활성화를 관찰한 결과, 위약 레이저 경혈치료를

시행한 경우 대뇌의 시각피질(visual cortex)에서 반응

이 관찰되지 않았지만, 실제 레이저 경혈치료를 적용한

경우 시각피질이 활성화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는 레

이저 경혈치료의 치료적 효과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Kerr 등(2003)은 만성 요통

환자를 대상으로 경혈침 치료군과 위약 경피신경전기자

극 치료군으로 구분하여 6주간 실험을 시행한 결과, 실

험종료 후 두 집단 모두 통증이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경혈침 치료군에서 통증완화가 증가하였지만 위약 경피

신경전기자극 치료군에 비해 통증감소정도는 통계학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결과에 대

해 Kerr 등(2003)은 위약 경피신경전기자극 치료군의

맹검과정(blinding process)에서 위약효과(placebo ef-

fect)가 나타난 결과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Enwemeka 등(2004)은 메타분석을 통해 저강도 레이저

치료가 통증완화 및 조직치유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

다. 저강도 레이저 치료로 인한 통증완화의 정확한 기

전은 알려져 있지 않은데, 저강도 레이저 치료가 세로

토닌(serotonin)과 내인성 아편유사물질(endogenous

opioid)을 증가시켜 통증을 완화시키거나, 말초 감각신

경의 잠복기(distal sensory latency)가 증가하여 통증이

완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nyder-Mackler와 Bork,

1988; Walker, 1983). 그리고 세포질 효소(endoplasmic

enzymes)의 활성화, 산소소모(oxygen 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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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P 생산, 핵산(nucleic acid)과 단백질(protein) 합성

을 증가시키고(Vacca 등, 1993; Yu 등, 1997), 항염증작

용(anti-inflammatory action)과 항부종작용(anti-edem-

atous action)이 있어 프로스타글란딘 합성

(prostaglandin synthesis)을 감소시켜 염증의 진행과

통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말초신경자극

(peripheral nerve stimulation), 미세순환조절

(microcirculation regulation), 통증기전에 영향을 미치

고, 근육에서 연축억제 효과(spasmolytic effect)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ur 등, 2003; Konstantinovic 등,

1989). Basford 등(1999)은 요통환자를 대상으로 실제

레이저 치료군과 위약 레이저 치료군으로 나누어 연구

한 결과, 레이저 치료군에서 비교적 통증완화 효과가

큰 것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상반되는데, 본 연

구는 경혈점 하나씩 순차적으로 레이저 치료를 적용한

반면, Basford 등(1999)은 L2～S3 척추주위 조직 8지점

에 Nd:YAG 레이저를 이용하여 좌우 대칭으로 동시에

2 지점씩 적용하였고, 실험기간이 4주로 본 연구기간보

다 길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Klein과

Eek(1990)은 만성 요통환자를 대상으로 운동치료와 병

행하여 실제 레이저 치료를 적용한 집단 그리고 위약

레이저 치료를 적용한 집단으로 구분하여 통증의 변화

를 관찰한 결과, 모든 집단에서 치료 후 통증이 감소하

였으나 두 집단 간에 우월성을 발견하지 못하여 레이저

치료의 부가적인 통증완화 효과는 관찰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Klein과 Eek(1990)의 연구는 실험설계상 운동치

료를 병행하였기 때문에 순수한 레이저 치료의 효과는

관찰할 수 없었다. Gur 등(2003)은 만성 요통환자를 대

상으로 운동치료와 레이저 치료를 병행한 집단, 운동치

료만 적용한 집단, 레이저 치료만 적용한 집단으로 구

분하여 연구한 결과, 모든 집단에서 실험 후 통계학적

으로 유의하게 통증이 완화되고 요부 운동성이 증가하

였으나 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아 레

이저 치료의 부가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만성

요통에 대한 레이저 치료의 효과는 관찰된 것으로 본

연구결과와 상반되는데, 본 연구는 레이저를 경혈점에

적용하였지만, Gur 등(2003)은 레이저의 종류와 에너지

전달량은 본 연구와 동일하였으나 레이저 적용부위가

L4～5와 L5～S1 골단낭(apophyseal capsule), 배요근막

(dorsolumbar fascia), 극간인대(interspinous ligament),

그리고 통증을 호소하는 둔근막(gluteal fascia), 후천장

인대(posterior sacroiliac ligament), 슬괵근(hamstring

muscle), 비복근(gastrocnemius muscle) 지점에 광범위

하게 적용하여 본 연구와 상이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

다. 그러나 실험설계상 순수 대조군 또는 위약 대조군

에 대한 자료가 없고, 이와 같은 대조군과 직접 비교연

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레이저 치료의 효과를 객관적

으로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다양한 근골격계 장애를 대상으로 저강도 레이

저 치료의 진통효과(analgesic effect)에 관한 연구들은

서로 다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일부 연구자들(Gur

등, 2002; Gur 등, 2004)은 근막동통증후군(myofascial

pain syndrome), 섬유근육통 등에 위약 레이저 치료보

다 실제 레이저 치료가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Haker와 Lundeberg(1991) 그리고 Vasseljen 등(1992)

은 테니스주(tennis elbow)에서 위약 레이저 치료보다

실제 레이저 치료가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 반면,

Vecchio 등(1993)은 회선건개 건염(rotator cuff tendi-

nitis)에서 실제 레이저 치료가 위약 레이저 치료보다

통증완화 효과가 높은 것으로 관찰하였지만 통계학적으

로 유의한 차이는 발견하지 못하였고, Krasheninnikoff

등(1994)은 외측상과염에서 실제 레이저 치료가 위약

레이저 치료보다 우수한 결과를 관찰하지 못하여 모든

연구들이 저강도 레이저 치료의 통증완화 효과를 관찰

한 것은 아니었다. Naeser 등(2002)은 수근관증후군

(carpal tunnel syndrome) 환자를 대상으로 경피신경전

기자극치료와 병행하여 실제 레이저 또는 위약 레이저

치료를 적용한 결과, 실제 레이저 치료를 적용한 집단

에서 통증점수 및 정중신경의 감각신경 잠복기가 유의

하게 감소되었음을 보고하여 레이저 치료의 부가적인

효과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Bakhtiary와

Rashidy-Pour(2004)는 수근관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초음파 치료 또는 레이저 치료를 적용한 결과, 레이저

치료군보다 초음파 치료군에서 더욱 통증이 감소하고

파악력(handgrip strength)이 증가하여 더 효과적이라

고 주장하였는데, 이 또한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은 대

조군 또는 위약 대조군을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레이

저 치료 및 초음파 치료의 효과를 대조군과 직접 비교

할 수 없는 제한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Johansson 등(2005)은 충돌증후군(impingement syn-

drome) 환자를 대상으로 운동치료와 병행하여 경혈침

적용군 그리고 초음파 치료군으로 나누어 연구한 결과,

두 집단 모두 증상이 완화되었고 초음파 적용군보다 경

혈침 적용군에서 더욱 증상이 완화되었음을 보고하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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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는 초음파 치료만 적용한 집단과 운동치료와 초음

파 치료를 병행한 집단 간을 비교관찰 할 수 없는 실험

설계이기 때문에 순수한 초음파 치료의 효과를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경혈침 적용군

역시 운동치료와 병행하였고 대조군과 치료효과를 비교

할 수 없는 제한적 효과를 보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Chow 등(2006)은 만성 경부통증(chronic neck pain) 환

자를 대상으로 실제 레이저 치료 또는 위약 레이저 치

료를 적용한 결과, 실제 레이저 치료군에서 더욱 통증이

감소되었음을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상반되었는데,

Chow 등(2006)이 실험에 사용한 레이저의 파장은 830

㎚, 300 ㎷의 저강도 레이저를 사용하였으며, 레이저 적

용 부위는 경부에서 어깨에 이르는 압통점(tender

point)에 막대 프로브를 이용하여 30초간 최대 50곳에

30분 동안 치료하여 조직에 전달된 에너지양이 본 실험

보다 높았고 레이저 적용점 및 치료 변수에 차이가 있

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레이저 경혈치료에 있어 침을

이용한 전통적인 경혈치료만큼 에너지를 조직에 전달할

수 있는지가 요점이고, 경혈점이 아닌 부위에 적용하는

레이저 치료 역시 전달된 에너지양이 중요하다. 그리고

피부를 통해 전달되는 레이저 에너지의 침투깊이는 레

이저 경혈치료 및 레이저 치료의 효과를 결정하는 중요

한 요인이 되는데, 레이저의 치료변수 및 환자의 연령,

피부두께, 피부의 색소침착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

고, 레이저의 파장이 길수록 침투깊이는 깊으며 특히 동

일한 레이저 파장에서 환자의 피부두께가 두꺼울수록

침투깊이가 얕기 때문에 레이저 치료에 있어 환자 피부

상태 그리고 조직에 전달된 레이저 에너지양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Whittaker, 2004).

Ⅴ. 결론

본 연구는 아급성 요통 환자를 대상으로 초음파 치

료군 9명, 레이저 치료군 9명, 대조군 9명으로 무작위

구분하여 통증완화, 요부의 운동성 변화 및 기능적 변

화를 관찰하였다. 초음파 치료군은 실제 초음파를 L2에

서 S3 사이의 척추주위 통증부위에, 레이저 치료군은

실제 레이저를 요통과 관련된 경혈점에 적용하였고, 대

조군은 위약 초음파 또는 위약 레이저를 초음파 및 레

이저 치료군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1주일에 5회, 2

주 간 연구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초음파 치료군, 레이

저 치료군, 대조군에서 통증완화 및 요부의 운동성 증

가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고, 세 군 간에도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레이저 치료군은 대조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아급성 요통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관찰되었지만, 대조군과 비교하여 초음파 치료

군에서 통증완화 및 요부 운동성 증가가 확인되어 초음

파의 치료효과가 입증되었고, 레이저 치료보다 초음파

치료가 아급성 요통환자에게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초음파 치료군에서 통증완화 및 요부 운

동성 증가가 관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요부의

기능적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향후 다양한 연령대의 연구대상자를 참여시키고 표

본 크기를 증가시켜 연구할 필요성이 있고, 요통의 발

병기간에 따라 저강도 레이저 치료의 치료용량, 치료방

법, 적용부위, 치료기간에 대한 논의 및 추적연구를 포

함한 더욱 체계적인 연구와 실험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된다. 또한 연구자마다 사용한 저강도 레이저

의 종류, 치료설정변수 및 치료방법이 매우 다양하여 서

로 다른 결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일관

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특히 요통에서 초음

파 치료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는 부정적으로 보고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른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초음파 치료 및

레이저 치료에 대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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