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턱관절 질환의 레이저 물리 치료

http://www.kamld.org  3

턱관절 질환의 레이저 물리 치료
Laser Physical Therapy of Temporomandibular Disorders

송 윤 헌*1)

아림치과병원 악안면악관절통증센터

Yun heon Song*

TMJ and Orofacial Pain Center, Ahrim Dental Hospital, Seoul, Korea

Abstract

  The temporomandibular disorders (TMDs) have been identified as the most important 

cause of pain in the facial region. The low level laser therapy (LLLT) has demonstrated 

to have an analgesic, anti-inflammatory and bio-stimulating effects. Low level laser therapy 

(LLLT) is utilized for the relief of pain caused by temporomandibular joint disorders 

(TMD). LLLT is a physical therapy often used in the treatment of musculoskeletal 

disorders, but has been shown effective for treatment of TMD as well.

  This form of treatment is a non-invasive, quick and safe, 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 that may be beneficial for patients suffering from TMJ pain disorders. As 

with any therapy, patient response will depend not only on the type of laser, but 

also the target tissue. LLLT is a useful method for the treatment of TMD-related pain, 

especially long lasting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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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턱관절 질환 (Temporomandibualr disordrs, TMD)이란 측두하악관절, 저작근 및 관련 

구조물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임상적 문제들을 포괄하는 집합적 용어로 구강안면영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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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비치성 (non-odontogenic) 통증의 주된 원인으로 밝혀졌으며 근골격성 장애의 하위 

분류로 간주되고 있다. 턱관절 질환은 전체인구의 5% 정도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으며 관절 

잡음, 통증, 개구 장애 등의 증상을 가지는 턱관절의 근골격성 질환이다. 턱관절 질환의 치료 

목표는 통증을 경감시키고 턱관절의 하중을 감소시켜 기능 회복 및 일상 생활이 가능하도록 

질환을 치유시켜주는 것이다. 질환을 일으키는 기여 요인들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고 신체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체계적으로 구성된 치료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턱관절 질환의 치료법은 크게 나누어서 자가 관리, 행동 수정, 

물리치료, 약물요법, 장치 치료 등의 가역적 방법들과 관절강세정술, 관절경 수술, 과두절제술, 

악관절성형술, 악관절치환술 등의 비가역적 방법들이 있다.1)

  물리치료는 여러가지 물리적 요소, 열, 광선, 전기, 초음파, 운동 등을 이용하는 재활 의학 

치료의 한 분야이다. 물리치료는 재활 의학 및 물리 의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적절한 처방을 할 수 있으며, 다른 의료와 마찬가지로 정확한 진단 후에 정확한 방법 (부위, 

빈도, 강도 등)으로 처방하여야 한다. 턱관절질환에 사용하는 물리치료는 턱관절의 통증을 

경감시키고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치료 수단 중 하나이다. 따라서 성공 

적인 치료를 위해 교합장치요법과 더불어 가장 많이 쓰이는 필수적인 요법이다. 턱관절질환의 

경우 다른 관절질환과는 다른 해부학적, 임상적 특성도 가지고 있으며 교합 (occlusion)과의 

연관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치과에서 치료중인 질환으로 물리치료 역시 이러한 특성을 고려 

하여 접근해야 한다.2)

1. 저출력 레이저요법의 개요 (Overview of Low-Level Laser Therapy)

  레이저의 구분은 출력에 따라서 고출력레이저과 저출력 레이저로 구분이 되는데 의학분야에 

있어서 고출력레이저는 3,000~10,000mW 정도로 외과적 수술 과정에서 조직을 절개하는데 

사용되고, 그 과정에서 열이 방출되게 된다. 저출력 레이저는 1~500mW 정도로 열은 발생 

하지 않는 상태에서 광에너지를 이용하여 치료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고출력 레이저의 

에너지는 대부분 세포에 있는 물에 흡수되고 열이 발생하여 결국 수분을 증발시킴으로써 

세포나 조직을 태워버리는 효과를 이용하게 되는데, 저출력 레이저는 열을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다른 손상 없이 피부의 표면을 투과하여 광에너지를 신체 내부로 전달할 수 있게 

된다. 레이저 광선을 흡수한 신체 세포들은 광에너지를 세포의 손상을 치유할 수 있는 화학적 

에너지로 전환시켜, 이를 손상된 부위의 치유 및 통증 완화에 이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생체 촉진 효과라고 한다.

  1971년 Mester가 저출력 레이저에 이용한 성공적인 창상 치료를 보고한 이후 저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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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의 광생물학적, 광화학적 작용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저출력 레이저는 

대부분이 조사받는 조직의 온도를 1℃이상 올리지 못하므로 조직에 대한 광열적 효과가 거의 

없어 “cool” 또는 “soft” 레이저라고도 불린다. 인체는 레이저 광선을 매우 잘 흡수하여 

조사한 레이저의 99%가 피부에 흡수되며, 대부분의 흡수가 피부 표면으로부터 3.6mm내에서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다. 초기에 사용된 저출력 레이저는 Argon, Krypton, Ruby레이저 

등이었고, 최근 흔히 사용되는 것은 633nm He-Ne 기체 레이저, 830nm GaAlAs 반도체 

레이저 및 904nm GaAs 반도체 레이저 등이다.

  저출력 레이저에 의한 대표적인 생체 촉진 효과들은 항염증 효과, 면역억제 효과, 혈관 

확장, 혈행 촉진, 진통 효과, 항부종 효과, 상처치유 효과 등이며, 측두하악장애를 포함하는 

근골격계 손상, 동통, 염증 등의 치료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저출력 레이저는 다양한 

임상분야에서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류마티스 관절염, 창상 치유, 포진 후 

신경통, 손상된 신경 회복, 재발성 단순포진 감염, 백반증 등에 대한 효과가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저출력 레이저에 의한 항염증 효과, 면역 촉진, 신경 발달, 진통, 민감성 완화, 살균, 

항부종, 혈액순환 등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의 임상적인 효능이 확인됨에 따라 저출력 

레이저의 임상적인 적용 분야는 매우 광범위하다.3)

2. 저출력 레이저요법의 작용기전 (Mechanisms of Low-Level Laser Therapy)

  저출력 레이저의 작용기전은 빛이 표피를 통과하여 피부 내의 발색단 (chromophore)이나 

특정 광수용체 (photoreceptor)에 흡수되어 세포의 대사활동을 조절하는 광생체 조절 (photo- 

biomodulation)효과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광생체조절효과는 빛을 흡수하여 전기적으로 

흥분된 전자가 기준 상태로 돌아올 때 생성된 에너지를 통해 세포의 대사 활동을 촉진하는 

과정을 일컫는다. 주로 적색광 영역의 가시광선과 근적외선 파장을 이용한 저출력 광치료에 

대해 많이 연구가 되어 있는데, 파장에 따라 일부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이들 파장을 

흡수하는 광수용체로 가장 많이 연구된 것은 세포내의 미토콘드리아에 존재하는 cytochrome 

C oxidase (CCO)이다. 특정 파장의 빛이 피부에 흡수되면 CCO에서부터 일산화질소를 

해리시켜 효소 반응을 촉진시키고, 전자 전달계에 영향을 미쳐 mitochondrial respiratory 

chain activity를 증가시키고, 세포 내 에너지원으로 작용하는 adenosine triphosphate 

(ATP)를 생성하게 되는 일련의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저출력 레이저는 

세포의 산화환원반응에 영향을 미쳐 세포 증식을 일으키는 여러 사이토카인 생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실험적으로도 국소 부위에 가시광선과 근적외선 파장의 저출력 

광치료를 적용하였을 때, 혈청 내에서 tumor necrosis factor (TNF)-α, interferon-γ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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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leukin (IL)-2 등의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어, 염증을 동반하는 

다양한 질환에도 저출력 레이저를 이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외에도 저출력 레이저의 

통증 완화 효과도 알려져 있는데, 이는 피부 저항을 증가시켜 통증의 역치를 상승시키거나, 

척수후근절에서 신경전달물질인 substance P를 감소시켜 비수초성 C 섬유가 억제하고, 

prostacyclin이 증가되어 혈관 확장과 항염증 효과를 유발하여 진통효과가 나타나게 된다고 

알려져 있다. 이처럼 저출력 레이저는 세포재생, 성장 촉진 효과, 항염증 효과, 진통 효과 등 

다양한 효과를 일으킬 수 있어 여러 임상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3. 저출력레이저요법의 종류 (Type of Low-Level Laser Therapy)

  임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저출력 레이저로는 632.8 nm 파장의 적색광을 가지는 He-Ne 

(Helium-Neon) 레이저, 904 nm 파장의 GaAs (Galium Arsenide) 다이오드 레이저, 820 

nm 파장의 GaAlAs (Galium Aluminum Arsenide) 다이오드 레이저 등이 있다.

a. 헬륨네온 (Helium-Neon, HeNe) 레이저

  HeNe 레이저는 가장 오래되고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생체 자극 레이저이다. 적색 가시 

광선의 연속파를 방출하지만 스위치를 작동시켜 펄스로 방출할 수도 있다. 상당히 긴 간섭성을 

가지므로 튜브 길이를 증가 시켜 출력을 100mW까지 높일 수 있으나 장비가 거대해지고 

사용하기 불편해 질 수 있다. HeNe 레이저의 단점은 부피가 크다는 점과 유리가 만든 

튜브가 매우 민감하여 깨지기 쉽다는 점이다. 작동하는데 1만볼트 이상 높은 전압이 소용 

되므로 의료용 기기는 가격이 고가인 점도 단점에 속한다.

b. 갈륨비소 (Galium-Arsenide, GaAs) 레이저

  GaAs 레이저는 904nm의 근적외선 영역의 빛을 방출하여 100-200 nanoseconds의 폭을 

가지는 펄스파이며 최고 피크 펄스 전력은 100W까지 올릴 수 있다. 적정 출력은 휠씬 

낮으며, 펄스변수와 펄스 반복률 등에 달려있다. GaAs 레이저의 최대장점은 기기의 크기가 

작다는 것이다. 이 레이저의 단점은 다이오드의 제조와 관련된 것이다. 레이저 다이오드의 

활동 부위는 매우 작을 뿐 아니라 매우 비대칭적이다. GaAs 레이저 다이오드의 접합부에서 

가장 효과적인 두께는 0.1μm이며 활동 영역은 폭이 5μm이다. 이로 인해 매우 작고 비대칭 

적인 광속 단면을 야기하며, 결과적으로 광속 발산이 전형적으로 15-30°에 이를 뿐 아니라 

90°에 이르는 것도 드물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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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갈륨알루미늄비소 (Galium-Aluminum-Arsenide, GaAlAs) 레이저

  GaAlAs 레이저는 가장 최근에 나온 생체 자극 효과용 레이저이다. 이는 단단하며, 크기가 

작다. 광선을 방출하는 수정의 구성 성분은 상당히 다양하다. 각각 사용된 구성성분의 비율에 

따라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660-680nm에 이르기까지 달라지게 된다. 상업적으로 가장 

유용한 GaAlAs 레이저는 820nm, 830nm (근적외선 영역)와 670nm (적색 가시광선 영역)의 

순이다. 이러한 레이저는 연속파 또는 펄스파를 방출할 수 있다. 생체자극 효과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평균 출력은 약 10-30mW이다.

4. 턱관절질환에 대한 저출력레이저요법의 효과
(Effect of Low-Level Laser Therapy on TMD)

  잘 설계된 수준 높은 연구들에서 저출력 레이저의 턱관절 질환과 근육 질환에 대한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4,-7) Marini는 비정복성 관절원판 전위와 골관절염환자를 대상으로 NSAIDs 

약물요법과 super pulsed LLLT (SLLLT)의 효능을 평가하는 무작위 이중 맹검 연구를 

실시하였다.8) SLLLT는 GaAlAs 레이저(910nm, 400mW, 2주, 총 10세션)를 시행하였고 약물 

요법군은 이부프로펜 800mg을 하루 2회 10일간 투여하였다. 통증은 VAS(Visual Analogue 

Scale)로 평가하였고 하악 기능은 최대 개구량으로 측정하였으며, MRI평가를 시행하였다. 

레이저치료군이 실험 5일째부터 통증 점수가 약물요법군에 비해서 낮게 나타났으며, 최대 

개구량의 개선도 더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관절성 턱관절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De Santillana의 무작위 위약 대조 연구 결과 GaAlAs 

레이저(905nm, 125mw) 치료군이 대조군에 비해서 통증 조절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9) 

Salmos-Brito는 급성 및 만성 턱관절질환자에게 GaAlAs 레이저(830nm, 40mw)치료를 12회 

실시한 결과 통증 감소와 개구량 개선이 있었다고 보고했으며, 만성 보다는 급성의 경우 더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10) Ahrari는 근육성기원의 턱관절질환자의 무작위 이중 

맹검 연구에서 다이오드 레이저(50mW, 810nm, 1500Hz)를 4주간 총12회의 치료를 시행하여, 

통증 감소와 개구량 개선을 보고하였다.11) Shinozaki는 GaAlAs 레이저(790nm, 40mw)를 

적용한 후 교근과 측두근의 근전도를 평가한 결과 근이완에 효과가 있음을 보고 하여 저출력 

레이저치료가 턱과 근육의 활성도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12)

  Da Silva는 무작위 이중 맹검 연구를 설계하여 GaAlAs 레이저(780nm, 70mw)을 52.5J/cm2과 

105.0J/cm2의 에너지량을 다르게 적용한 결과 두 치료군에서 통증 감소와 개구량 개선이 

있었고 105.0J/cm2 치료군이 치료에 더 잘 반응했다고 보고하였다.13) Venezian는 근막통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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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턱관절질환자의 무작위 이중 맹검 연구에서 GaAlAs 레이저(780nm, 50-60mw)를 

25J/cm2과 60J/cm2로 다르게 적용하고 임상 증상과 근전도를 평가한 결과 통증 개선이 

나타났으나, 근전도 평가에서는 유의할 만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고하였다.14)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저출력 레이저요법이 턱관절 및 저작근 통증 질환에 대해서도 다른 보존적인 

치료법들과 유용한 치료법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5. 구강안면통증에 대한 저출력 레이저요법의 효과
(Effect of Low-Level Laser Therapy on Orofacial Pain)

  구강안면통증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구강, 턱, 얼굴에 생기는 통증을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구강안면통증의 범주는 치성 원인의 치통과 턱관절의 통증을 포함하는 구강내의 

통증만이 아니라 귀앞과 안와외이도선 (orbitomeatal line) 하방을 포함하는 경부통증까지도 

포함한다. 미국의 인구의 22%와 영국의 7%가 다양한 형태의 안면 통증을 호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구강안면통증의 기본적인 병인 분류는 다음과 같다:

a. 근골격계나 내장기관의 체성 통증

b. 통증 경로의 비정상적이거나 손상에 의한 신경병성통증

c. 드물지만 심인성 통증

  그러므로 치성 통증, 점막 질환, 골질환, 부비동염, 타액선 질환, 혈관성 통증, 눈, 귀, 

두개내, 심장 등에서의 연관통과 만성비정형안면통증, 비정형 치통, 중추성 뇌졸중 후 통증 

(CPSP; central post-stroke pain), 암성 통증과 같은 광범위한 통증도 포함되는 것이 구강 

안면통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원인과 병인을 고려해 볼 때 구강안면통증의 

치료방법은 다양할 수밖에 없고 그 중에 저출력 레이저요법도 새로운 치료방법으로 포함될 

수 있다. 

  구강안면통증 치료에 저출력 레이저를 이용한 보고에서 2개의 연구에서는 780nm와 905 

nm의 GaAlAs 레이저의 체성 통증의 치료에 적용한 결과 효과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보고 

하였다9,15). 다른 2개의 연구에서는 905nm의 GaAlAs 레이저를 이용하여 각각 체성 통증과 

830nm의 GaAlAs 레이저를 이용하여 지속적인 비정형안면통과 신경병성통증에 치료를 한 

보고에서 유의한 치료결과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였다.16,17) 대상 질환에 대한 정교한 분류와 

체계적인 연구는 아직 미흡하지만 난치성 통증 치료에 있어서도 저출력 레이저요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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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좋은 치료방법으로 제안되고 있는 상태이다.

6. 턱관절 질환의 레이저 물리치료 
(Laser Physical Therapy of Temporomandibular Disorders)

  저출력 레이저 물리 치료는 측두하악장애의 매우 유용한 치료법으로 적절한 적응증에 

정확한 방법으로 적용하는 경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치과의사는 이에 대한 

학문적 지식을 이해하고 술기를 익혀서 임상에서 적용해야 한다. 저출력 레이저요법은 통증 

감소, 치주 염증 조절, 창상 치유, 골 치유 과정의 촉진, 치아 지각 과민 치료, 항암요법 관련 

구강점막염의 치료, 구강작열감증후군 통증 감소, 턱관절 질환 증상 개선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저출력 레이저요법의 효과에 대한 논란과 기전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으나, 기존의 치료 방법들을 보완하고 대체하는 목적으로 충분한 

효용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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