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구강내과학회지 Vol. 33, No. 1, 2008

  97

삼차신경통 환자에서 출력 이  조사에 따른 

류인지역치의 변화효과

부산 학교 치과 학 구강내과학 교실

허 ․태일호․고명연․안용우

  본 연구는 부산 학병원 구강내과로 내원하여 삼차신경통으로 진단되어 사 에 실험에 한 동의를 한 환자 20명(여자 

13명, 남자 7명, 42~77세, 평균58.20±16.99세)을 연구 상으로 출력 이  조사 ,후 류인지역치검사를 하여 다음과 같

은 결과를 얻었다.

1. 이  조사 ,후 이환측과 비이환측의 CPT값의 차이는 없었다.

2. 이  조사후  이환측과 비이환측의 CPT값 변화에 유의성은 없었다.

3. 하지만 이  조사후 이환측과 비이환측의 Aβ섬유의 경우 CPT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주제어: 류인지역치, 출력 이 , 삼차신경통

1)Ⅰ. 서    론

  삼차신경통(Trigeminal neuralgia)은 삼차신경의 

하나 이상 분지에서 나타나는 안면 편측의 통증 질환

이다. 이 통증의 특징은 얼굴을 만지거나,면도,흡연,

화,양치와 같은 비통증성 자극에 의해 유발되는 짧은 

쇼크와 같은 르는 듯한 통증이다. 하지만 통증은 명

백한 자극 없이도 일어날 수 있다.1) 삼차 신경의 제2 

 3분지가 자주 이환되며 1분지에서는 1~2%의 환

자에서 발생한다. 비록 3~5%의 환자에서는 안면의 

양측에서 통증이 나타나지만 개는 반 쪽으로 넘

어가지 않는다.
2)
 신경학 검사에서는 보통 정상으로 

나타나며 평균 발병연령은 50세이다. 발생 빈도는 연

간 10만명당 3명에서 5명이며 여성에서 3:2의 비율로 

우세한 발병율을 보인다.
3)
 이러한 삼차신경통은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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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발성(Idiopathic)과 증후성 삼차신경통으로 나뉜다.

후두개와(Posterior fossa)검사시 가장 자주 보고되는 

특발성 삼차신경통의 병리는 인  삼차신경이나 삼

차신경근 부 를 압박하는 동맥 는 정맥이다.4) 따

라서 가장 리 받아들여지는 가설은 압박에 의해서 

국소 으로 수 가 벗겨지는 부분이 생겨나고 미약

한 신경종이 생기기 때문에 이소막  에팝스 막

(ephaptic potential)가 발생되어 통증을 유발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발성 삼차신경통은 종양,동맥류,

기형등에 의해 삼차신경근이나 신경 을 압박하여 

생기는 증후성 삼차신경통과 감별하여야 한다.5)

  삼차신경통의 치료는 크게 약물치료와 외과  치

료,그리고 보조  치료로 나뉘어진다. 약물치료 요법

은 삼차신경통 환자의 30%에서 실패하며 이러한 경

우 외과 인 술식이 추천된다.
6)
 보조 인 치료로는 

기치료, 이  치료 등이 있을수 있으며 이  

이 를 이용한 치료는 주목받는 치료  하나이다. 이

러한 통증 조 을 해 사용되는 이 는 출력 

이 (Low Level Laser Therapy;LLLT)이며, 표

인 것에는 He-Ne 이 (632.3nm)와 Ga-As 외선

이 (904nm)를 들수 있다.이러한 통증조 을 한 

출력 이 에 한 범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7) 치의학에서 LLLT 사용은 측두하악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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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삼차신경통, 비정형안면통증증후군, 아 타성 궤

양, 편평태선 등의 치료에서 유용성이 입증되었다.8) 

이  무통의 기 은 확립되지는 않았지만 그것의 

항염증과 신경학  효과에 의한다.

  일반 으로 사용되어지는 통증의 측정은 Visual 

analogue scale(VAS)와 Pressure Pain Threshold 

(PPT)에 의해 이루어진다.
9)
 VAS는 LLLT의 평가에 

이용되어왔지만 개인 인 인지의 주 성에 의존하는

여 덜 객 이다. PPT는 주 으로 통증을 느끼는 

최소한의 압력값을 나타내며 VAS 보다는 좀더 개

이다.10) 이러한 VAS와 PPT보다 CPT(Current 

Perception Threshold;CPT)의 사용은 크고 작은 직

경의 감각신경섬유의 양 인 측정을 가능하게 한다. 

최근 몇몇의 임상 인 연구는 CPT검사를 이용한 성

상신경 의 차단,경피성 기신경자극과 기침자극

요법의 효과를 기록했다.
11,12)
 

  이번 실험의 목 은 삼차신경통환자에서 780nm, 

10mW의 GaAlAs diode(Serin Laser SKL-101) 이

를 이용하여 이  조사 ,후의 류인지역치의 

변화를 Neurometer®CPT/C(Neutron,Inc., Baltimore, 

Maryland,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여 삼차신경통

환자에서 출력 이 의 효과를 객 화,정량화해보

기 한 것이다.

Ⅱ. 연구 상  방법

1. 연구 상

  부산 학병원 구강내과로 2005년 3월부터 2006년 

10월사이 내원하여 삼차신경통으로 진단되어 사 에 

실험에 한 동의를 한 환자 20명(여자 13명, 남자 7

Fig. 1. CPT측정부   이 조사부

명, 42～77세, 평균58.20±16.99세)을 연구 상으로 하

다. 이  상악 분지에 이환된 환자는 8명, 하악분지

에 이환된 환자는 12명이었으며 모두 편측 이환자

다. 실험군은 환자의 이환된 부 로 하고 이환되지 않

은 반 편을 조군으로 하 다. 

2. 연구방법

1) 측정 부 의 설정13)

  출력 이  조사와 CPT test의 측정은 같은 부

를 상으로 하 다. 상악 분지에 이환된 환자의 경

우 골궁과 평행하게 측정하 고 하악 분지에 이환

된 환자의 경우 하악 하연의 간의 횡단선을 기 으

로 측정하 다. 조군은 반 측의 같은 부 로 측정

하 다.(Fig. 1)

2) 류인지역치의 측정

  측정은 한 명의 검사자에 의해 시행되었다.

  피험자에게 두 역치에 해 설명을 한 후 

Neurometer® CPT/C(Fig. 2)를 사용하여 각각의 이

환측과 비이환측의 측정 부 에서 류인지역치를 

다음의 사항을 지켜 측정하 다.

1. 기계 본체는 상자의 시야 밖에 둔다.

2. 피검자에게 표 화된 문장으로 검사과정을 설명해

다.

3. 측정 부 에 개방병소,반흔조직 는 성 손상이 

없는지 살핀다.

4. 생리 식염수 거즈로 검사부 를 깨끗이 닦는다.

5. 각각 1cm의 지름을 가지는 극단자 한 은 

7±1mm의 거리를 두며, 단자에 기 도 겔을 바르

고 검사부 에 강한 장력을 일으키지 않게 붙인다.

Fig. 2. Neurometer® CPT/C



삼차신경통 환자에서 출력 이  조사에 따른 류인지역치의 변화효과

  99

  CPT 측정은 동통없이 감각을 일으킬 수 있는 경피

성 기 자극의 최소량이며 ±20μAmperes 범 에서 

값이 결정된다. 이 측정값으로 감각장애(CPT값이 비

정상 으로 낮으면 지각과민, 비정상 으로 높으면 

지각감퇴)를 검사할 수 있다. 측정은 강도조 모드

(Intensity Alignment Mode)부터 시작한다. 이 단계에

서는 략 인 시작강도를 결정한다. 지속 인 류

자극의 강도가 0 mA에서 9.99 mA까지 증가되며 피검

자가 극단자 부착부 에 감각을 감지할 때까지 올

린다. 상자가 일 된 반응을 보일 때까지 3회 이상 

반복된다. 다음은 자동조 모드(Automated Forced 

Choice CPT Determination Mode)로서 실제 인 

CPT값을 결정한다. 임의 으로 기계에서 발생되는 

진성 자극과 가성 자극이 “Test A”, “Test B” 그리고 

이둘을 구분하는 “Rest period”로 주어진다. 원격조정

기에 “Test cycle”, “Test A”, “Rest/None” 그리고 

“Test B”의 버튼이 있고 각각의 검사단 에 사용된다. 

여기에 각각 다른 음과 함께 불이 들어온다. 피검자는 

“Test A”와 “Test B”  자극이 왔던 시기를 고르고 

느끼지 못했거나 구분이 어려우면 Rest/None을 고른

다. 이러한 피검자의 답변을 토 로 기계는 출력을 조

해서 다음 검사를 시행한다. 이러한 randomly 

placed double-false test는 피검자의 일 된 답변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게 해 다. CPT 측정

값은 감지할 수 있는 자극의 최소강도의 평균값이며 

40μmA이하의 자극은 찾지 못한다. double-blinded 

forced-choice 방법에서 피검자가 우연으로 측정값을 

맞출 확률을 1000분의 6이하로 여 다(P<0.006). 이

러한 검사는 다른 부 에 시행하기 에 3가지 주 수

(2 kHz, 250 Hz, 5 Hz)를 순차 으로 측정한다. 각각의 

자극 주 수에 따른 자극시간은 2 kHz - 1.65 , 250 

Hz - 1.65 , 5 Hz - 2.68 이다.

Nerve fiber N Site Threshold(× 0.01mA) P

Aβ 20
Affected 129.30±45.07

0.723
Non-affected 124.45±58.85

Aγ 20
Affected 51.85±39.27

0.14
Non-affected 34.35±27.56

C 20
Affected 32.30±39.44

0.127
Non-affected 18.40±16.04

Table 1. Comparison of CPT between affected site and non-affected site before LLLT irradiation

3) 이  조사

  LLLT조사는 780nm,10mW, GaAlAs diode Laser

인 Serin Laser SKL-101에 의해 5분간 이환측과 비

이환측에 각각 시행되었다.

4) 이  조사 후 류인지역치 측정

  이  조사 직후 과 같은 방법으로 동일한 치

에서 역치측정을 시행하 다.측정은 이  조사후 

10분내에 시행하 다.

5) 통계처리 

  한  SPSS 로그램(SPSS for Windows Ver.12.0, 

SPSS Inc.)으로 응표본 T-검정을 사용하여 이  

조사 ,후의 이환측과 비이환측의 비교, 이환측끼리

의 이  조사 ,후의 비교, 비이환측끼리의 이  

조사 ,후의 비교를 실시하 다.

Ⅲ. 연구 성

1. 이  조사  이환측과 비이환측의 신경섬유별 

CPT의 비교

  이  조사  이환측과 비이환측의 CPT값의 유

의성은 없었다(Table 1).

2. 이  조사 후 이환측과 비이환측의 신경섬유별 

CPT의 비교

  이  조사후 이환측과 비이환측의 CPT값에 차

이가 없었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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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조사 ,후 이환측의 신경섬유별 CPT의 

비교

  이  조사후 이환측의 CPT값 변화에 유의성은 

없었다.하지만 Aβ섬유의 경우 CPT값이 증가하는 경

향을 보 다.(Table 3).

Nerve fiber N Site Threshold(× 0.01mA) P

Aβ 20
Affected 146.50±46.10

0.495
Non-affected 139.50±56.79

Aγ 20
Affected 36.85±19.54

0.171
Non-affected 28.70±20.20

C 20
Affected 20.25±13.76

0.077
Non-affected 14.50±11.46

Table 2. Comparison of CPT between affected site and non-affected site after LLLT irradiation

Nerve fiber N 　 Threshold(× 0.01mA) P

Aβ 20
Before 129.30±45.07

0.099
After 146.50±46.10

Aγ 20
Before 51.85±39.27

0.16
After 36.85±19.54

C 20
Before 32.30±39.44

0.228
After 20.25±13.77

Table 3. Comparison of CPT before and after LLLT irradiation on affected site

Nerve fiber N 　 Threshold(× 0.01mA) P

Aβ 20
Before 124.45±58.85

0.121
After 139.50±56.79

Aγ 20
Before 34.35±27.56

0.259
After 28.70±20.20

C 20
Before 18.40±16.04

0.195
After 14.50±11.46

Table 4. Comparison of CPT before and after LLLT irradiation on non-affected site

4. 이  조사 ,후 비이환측의 신경섬유별 CPT

의 비교

  이  조사후 비이환측의 CPT값 변화에 유의성

은 없었지만 Aβ섬유의 경우 CPT 값이 증가하는 경

향을 보 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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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총   고안

  통증이란 “실제 조직 손상이나 잠재 인 조직 손상

과 련된 불쾌한 감각  심리  경험”으로 정의되

는데 통증의 달은 변환, 달,조 ,지각등으로 명확

하게 구분되는 일련의 복잡한 기 ,화학  반응을 

거치게 된다.
14,15)
 이러한 통증은 치과 역에서 흔하게 

경험하는 증상으로 통증의 조 은 치과의사에게 

요한 심사이며 이를 해 약물요법, 기치료를 포

함한 물리요법등이 다양하게 계발되어왔다.
16)
 이  

이 를 이용한 치료,즉 이 의 생체자극효과를 

이용한 치료는 주목 받는 치료법  하나이다.17) 

  생체 자극의 기본기 은 분자수 에서 일어나며 

이 은 조직을 침투해 크로모포어나 미토콘드리

아내에 포함된 시토크롬 같은 감작성 분자에 작용

한다. 시토크롬은 ADP를 ATP로 환하는데 여하

며 세포내 에 지를 공 하고 세포 사를 가능하게 

한다. 출력 이 조사는 ATP생성을 증가시킴으

로써 세포 사를 증가시켜 신경막의 음성 휴지 

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나트륨 펌 의 회복을 보여주

었다. 휴지 를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통증 

달을 감소시킬수 있다는 에서 매우 요하다.
18)

  이러한 출력 이 조사의 진통효과와 기 에 

한 많은 연구가 있어왔다. Plog19)는 이  조사로 구

심성 통증경로를 억제하는 향이 있다고 제안했으

며 Rex 등20)은 동물실험에서 이 의 진통효과를 

보여주었다. 한 Baxter 등21)은 출력 외선 이

 조사를 통한 Human median nerve의 도감소 효

과에 한 연구를 보여주었다. Walker22)는 만성통증

환자에서의 이 의 효과를 보고하 으며 

Mezawa
23)

는 출력 이 의 통증에 한 진통효

과를 동물 실험에서 한 보고하 다. 김24)등의 연구

에서는 정상인에서 출력 이  조사후 삼차신경의 

세 가지 분지의 섬유군에서 류인지역치의 증가를 

보고하 다. 따라서 부분의 자들은 구강안면 부

의 LLLT 조사는 동통 수용기와 비동통성 신경섬

유 역치를 증가시킬수 있다고 제안하 다.

  진료실에서 만나게 되는 삼차신경통 환자의 경우 

약물치료를 주로 하여 보조 인 치료법으로 출

력 이  조사를 포함한 물리치료를 통해 통증을 조

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통증 조 시 정량화,객

화된 방법으로 치료의 결과를 단하기가 어렵다. 따

라서 연구는 삼차신경통 환자에서 출력 이  조

사를 한후 류인지역치검사를 통해 치료결과를 비

교하고자하 다. 본 연구에 사용된 Neurometer
®
 

CPT/C는 기  자극을 이용하여 감각신경의 도 

역치를 측정하는 장치로서 류인지역치를 자동화하

여 이 맹검법으로 측정하는 장비이다.
25)

  본 연구는 편측에 이환된 삼차신경통 환자를 상

으로 실험하 으며 이에따라 두 가지 가설을 설정하

다. 첫째, 이환부 에서의 류인지역치가 비이환

부 보다 더 증가되었을 것이다. 둘째, 출력 이  

조사후 이환부와 비이환부 에서 모두 류인지역치

의 증가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이번 연구의 결과에서

는 이환부와 비이환부의 Aβ의 경우 류인지역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 으나 다른 섬유군의 경우 유의

성 있는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일 것

으로 생각된다. 첫째 삼차신경통 환자들이 먼  약물 

투여를 받고 있다는 과 그 약물 투여기간과 용량 

한 결과에 향을 미치며, 둘째 이  조사후 류

인지역치검사를 10분 내에 실시하려고 하 으나 

이 조사에 의한 신경 도가 가역 이어서 검사시간

내에 향이 반  안될수있다는 , 셋째는 익숙하지 

않은 기  검사에 피실험자가 큰 오차범 의 반응

을 보일수 있다는 것과 마지막으로 삼차신경통으로 

진단되고 실험에 동의한 환자가 20명으로 표본 자체

가 충분치 않아 통계  유의성이 떨어진다는 도 고

려해야할 사항인 듯하다.

  따라서 유의한 결과를 얻기 해 이러한 변수를 고

려하여 삼차신경의 한 분지에 이환된 약물 투여를 배

제한 환자군에서 실험을 여러번 실시하면 그에 따른 

결과가 도출되리라 생각된다.

Ⅴ. 결    론

  2005년 3월부터 2006년 10월사이 부산 학병원 구

강내과로 내원하여 삼차신경통으로 진단되어 사 에 

실험에 한 동의를 한 환자 20명(여자 13명, 남자 7

명, 42～77세, 평균58.20±16.99세)을 연구 상으로 

출력 이  조사 ,후 류인지역치검사를 하여 다음

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이  조사 ,후 이환측과 비이환측의 CPT값의 

차이는 없었다.

2. 이  조사후 이환측과 비이환측의 CPT값 변화

에 유의성은 없었다

3. 이  조사후 이환측과 비이환측의 Aβ섬유의 경

우 CPT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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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e Effects of Low Level Laser Therapy 

on Current Perception in Trigeminal Neuralgia Patients 

Jun-Young Heo, D.D.S., Il-Ho Tae, D.D.S.,M.S.D

Myung-Yun Ko, D.D.S.,M.S.D.,Ph.D. Yong-Woo Ahn, D.D.S.,M.S.D.,Ph.D.

Department of Oral Medicine, College of Dentistry,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LLLT on current perception threshold in trigeminal neuralgia 

patients. Affected site and non-affected site was irradiated by GaAlAs diode laser. Current perception threshold was 

evaluated with Neurometer® CPT/C before and after LLLT. As an outcomes,CPT were obtained. We made a comparision 

of these values an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CPT between affected site and non-affected site before and after LLLT 

irradiation.

2.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CPT between affected site and non-affected site after LLLT irradiation.

3. But, CPT values of Aβ fiber incresed slightly on both site after LLLT irradiation

Key words: Current perception threshold, LLLT, Trigeminal neuralg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