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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UPUNCTURE
CO2 레이저 침구 치료의 역사
장인수

1

ㆍ양창섭

2

ㆍ선승호

3

ㆍ정민정

4

ㆍ한창호

5

ㆍ황의형

6

ㆍ서형식

7

1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내과학교실, 2한국한의학연구원, 3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내과학교실, 4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소아과학교실,
5
6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내과학교실,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한방재활의학교실,
7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교실

The History of CO2 Laser Acupuncture and Moxibustion
1

2

3

4

Insoo Jang , Changsop Yang , Seungho Sun , Minjeong Jeong ,
5
6
7
Changho Han , Eui-Hyoung Hwang , Hyungsik Seo
1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College of Korean Medicine, Woosuk University, 2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3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College of Korean Medicine, Sangji University, 4Department of Pediatr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Woosuk University, 5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College of Korean Medicine,
6
Dong-guk University,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Medicine, School of Korean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7
Department of Ophthalmology, Otolaryngology and Dermatology, School of Korean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Objectives : Carbon dioxide (CO2) laser, a high power laser has been used for pain management, dermatology, and surgery and laser
acupuncture and moxibustion as well, since it had been oscillated in 1964 at Bell Telephone Laboratories in the 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history of CO2 laser acupuncture through reviewing studies published in early stage of laser
medicine. Methods : To investigate the early history of CO2 laser acupuncture, studies were searched in the electronic databases,
including PubMed, ScienceDirect, CNKI, Wanfang, J-STAGE, CiNii, KTNP, and OASIS, since 1964. Article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Korean were included, and there were no limitations in literature types such as reviews, essays, clinical trials, animal
experiments and veterinary research. Results : We found that the first CO2 laser application to acupoints was done by a research
team in Shanghai in 1976. They used CO2 laser for acupuncture treatment and it was also the first laser acupuncture treatment in
China. Since the first case report of CO2 laser for leukopenia, it has been applied to various diseases in China, Korea, Japan and other
western countries. It has been widely applied in the fields of dentistry and veterinary medicine, as well as clinical applications.
Conclusions : Not only CO2 laser can be used as laser acupuncture by stimulating the acupoints and meridians, but also can produce
moxibustion effect by using heat stimulus.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used in various clinical fields in the future.
Key words : laser acupuncture, carbon dioxide laser, CO2, Korean Medicine

서

론

루비레이저가 처음 개발되었으며, 1961년에 HeNe 레이저가,
1964년에 이산화탄소(carbon dioxide: CO2) 레이저가 만들어졌

레이저는 짧은 역사에 비해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널리 사용

1,2)
고, 이후 다양한 매질의 레이저가 등장하였다 . 레이저는 1962년

1,2)
되고 있다 . 1960년에 Maiman에 의해서 세계 최초의 레이저인

부터 의료의 영역에서 쓰이기 시작해서 지난 60년 동안 의학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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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 커다란 발전을 가져왔다1-3). 한의 임상에서는 1973년에 캐나

1. 레이저침의 기원과 CO2 레이저침

다의 Plog에 의해서 레이저를 귀의 경혈을 자극하기 위한 목적으로

1960년대에 레이저가 개발되고 외과 수술을 비롯한 의학적 용

사용하기 시작한 이래로 레이저침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고 많은

도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통의학의

1-5)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

영역에서도 활용 범위가 넓어지게 되었다. 레이저침을 최초로 사용

저자들은 이전의 연구를 통해서 레이저의 특성에 따른 레이저
6)

한 사례는 독일계 캐나다 의사인 Plog가 1973년경부터 사용한 것

침의 활용 장비들에 대해서 고찰하고 , 고출력 레이저(high power

5)
으로 알려져 있다 . Plog는 1980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1973년부

7)
laser)의 한의 임상 활용에 대한 연구를 살펴본 바 있다 . 현재 한의

터 레이저침 시술에 사용했던 정확한 레이저 기기 기종과 구체적인

임상에서는 저단계 레이저(low level laser)는 물론이고, CO2,

시술 방법을 자세하게 밝혀놓았고5), 시술 사진을 포함한 상세한 기

YAG 레이저 등 다양한 매질의 고출력 레이저가 레이저 침구 시술

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Plog를 최초로 보는데 이견이

에 활용되고 있다. 최근 저단계 레이저도 점차 높은 출력의 장비가

1)
없다 .

6)
활용되는 추세이며 , 슈퍼펄싱(super pulsing)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러나 러시아에서 약간 앞선 시기인 1970년대 초에 경혈에 레

10 W 이상의 대단히 높은 출력을 가지면서도 밀리초(millisecond)

이저침을 조사하는 반사요법(reflexology)에 사용되었다는 문헌들

이하의 조사 시간을 가지는 High intensity laser therapy (HILT)

8,9)
이 있다 . Utemuratova와 Sokolova (1970)는 HeNe 레이저를

도 보편화되고 있다. 따라서 고출력 레이저를 이용한 침구 치료는

이용하여 경혈 조사를 통해 고혈압 치료를 시도하였으며,

앞으로도 더 넓은 범위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rmukhambetov는 1971년에 12 mW의 HeNe 레이저를 이용하

그러나 다양한 활용에도 불구하고, CO2 레이저가 언제부터 침구

여 경혈 조사를 통해 고혈압을 치료하였고, Shchur (1972)는 20

치료에 사용되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연구보고는 없었다. 이에 고출

mW의 HeNe 레이저침을 이용해서 고혈압 환자를 치료하였다.

력 레이저 중에서 활용 범위가 넓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CO2

Voronina (1972)와 Voronina and Inyushin (1972)은 HeNe 레이

레이저의 한의 임상 활용에 대한 역사 및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

저를 경혈에 조사하여 bronchial asthma를 치료하였다고 보고하

고찰해보고자 한다.

기도 하였다. 이들 문헌은 대부분 학술대회 보고(proceeding) 형태
이긴 하지만, 적응증이나 치료방법에 대한 기술이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레이저침의 기원에 대

본

해서는 추가적인 학회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8,9).

론

앞서 언급한 대로 CO2 레이저는 1964년에 처음 개발되었으며,
CO2 레이저의 침구학 임상 활용에 대한 역사를 고찰하기 위하여

초기에는 주로 외과적인 수술 목적으로 많이 시술되었다. 그러던

CO2 레이저가 처음으로 개발된 1964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나온

중 고출력 에너지로 인한 열자극 효과를 응용하여 1970년대 중반

문헌을 조사하였다. 문헌 조사를 위하여 PubMed, Science Direct,

부터 continuous mode 또는 defocusing mode에서 경혈에 직접

CNKI, Wanfang database, J-STAGE, CiNii, 전통지식포털(KTNP,

적인 자극을 가하는 용도로 널리 활용되었다. CO2 레이저의 특성

www.koreantk.com), OASIS (oasis.kiom.re.kr) 등의 검색 엔진

상 물리적인 자극은 물론 강한 온열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을 이용하여 검색하였다. 검색어로는 ‘laser acupuncture’, ‘Carbon

구(直接灸)와 동일한 원리를 사용하므로 여러 문헌들에서 ‘레이저

dioxide laser’, ‘CO2 laser’, ‘二氧化碳 激光’, ‘CO2 激光’, ‘レー

침(laser acupuncture)’과 ‘레이저뜸(laser moxibustion)’이라는

ザー鍼’ ‘炭酸ガス レーザー鍼’, ‘이산화탄소 레이저’, ‘CO2 레이

용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다10,11).

저’ 등을 선택하여 조사하였으며, 문헌의 형식은 특별한 제한을 두
지 않았다. 임상 연구는 물론, 동물실험도 포괄하여 CO2 레이저를

2. 중국에서의 CO2 레이저침뜸

경혈에 조사하여 침 뜸에 활용한 문헌을 모두 조사하였으며, 기본

중국 문헌에서는 CO2 레이저를 ‘二氧化碳激光’이라고 표현하

적인 검색어를 토대로 검색한 후에 관련된 문헌을 확인하고 연구에

며, 1976년에 상하이의 상해해원의원(上海海员医院)에서 처음 사

포함시켰다. 이를 토대로 임상에서의 CO2 레이저침뜸의 활용을 살

12)
용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이 연구는 CO2 레이저 침구치료 분

펴보았다.

야의 최초 연구인 것으로 생각되며, 28세의 백혈구감소증(leukopenia) 환자를 대상으로 CO2 레이저를 50 W, continuous mode
에서 SP10 (血海), SP6 (三陰交)에 조사하여 호전시킨 증례를 보고

www.kjacupunctur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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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12). 같은 병원에서 1976년에 보도된 또 다른 연구에서는

任华轶(1980)는 CO2, NeCd, N2, Argon, Krypton, HeNe 레이

CO2 레이저를 이용하여 경혈에 조사하는 치료법에 대한 소개와

저를 비롯한 다양한 매질이 레이저침으로 활용된다고 하였다22).

자체 제작한 CO2 레이저 조사기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자세히 소

陈昌钧(1980)은 수의학 영역에서의 침 마취를 연구하였으며,

13)

23)
CO2 레이저침을 이용하여 수술전 유도마취를 실시하였다 . 그는

개하였다 .
激光医用研究协作组에서 1977년에 보도한 한 논문에서 레이저
14)

치료와 변증(辨證)을 언급하고 있다 . 이 보고에서 CO2 레이저를

백회혈(百會穴), 협척혈(夾脊穴)에 대하여 레이저 자극을 가하여 레

defocusing 할 경우 구법(灸法)과 동일하며, 온보작용(溫補作用)이

이저침 마취에 성공하였다. 또다른 연구에서 그는(1980) 레이저침

있다고 설명하였다. 저자들은 만성위염에는 상복부에 조사하며, 한

의 마취 및 진통효과를 관찰하기 위하여, 황소, 물소, 염소를 대상으

증(寒症)의 견관절주위염에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으며, 구(灸) 치

로 협척혈(夾脊穴)에 대한 레이저침 마취와 창풍(搶風), 삼양락혈

료(治療)를 시행할 병증에는 CO2 레이저를 defocusing 해서 사용

(三陽絡穴)에 대한 전침 마취 그리고 morphine 마취 등의 효과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백혈구감소증은 혈허증(血虛證)의 관점에서

비교한 동물실험을 진행하여 우수한 효과를 보고하였다24).

혈해(SP10), 삼음교(SP6)에 CO2 레이저를 사용한다고 하였으며,

张伟(1982) 등은 한 동물실험 연구에서 건강한 돼지의 백회혈

풍한증(風寒證)의 급성 비염은 코 주위에 레이저를 조사하면, 신온

(百會穴)과 토끼의 이곽(耳殼)에 CO2 레이저침을 조사하고 혈액 검

14)

사를 실시하여 면역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25).

해표(辛溫解表)의 치료 원칙에 부합된다고 언급하였다 .
王传文(1978)은 西安醫學院에서 盆腔炎(Pelvic inflammatory

蒋次柏(1982) 등은 한 연구에서 10마리의 건강한 말을 대상으

disease)에 환부 및 주위 경혈에 CO2 레이저를 조사해서 치료한

로 30 W 의 출력에서 관원수(關元兪) 양혈(兩穴)에 CO2 레이저

15)

증례를 소개하였다 .

뜸을 시술하였다. 그는 레이저 시술후 혈액검사를 실시하여 면역기

朱健 등(1979)은 CO2 레이저를 이용한 정형외과 적응증을 대상

능을 측정한 결과를 보고하였다26).

으로 하는 치료 증례에서 견관절주위염, 연골염, 염좌, 인대손상,

周岳城(1980, 1984)은 레이저침 시술로 유럽에 널리 알려져 있

족근통, 건초염을 비롯한 다양한 질환에 대해서 통처(痛處) 및 아시

는 연구자로, 치의학 분야에서 1979∼1980년 동안 HeNe 레이저

16)

27,28)

혈(阿是穴)에 조사하여 치료하였다 .

침을 이용한 레이저침 마취를 시술하였다

. 그는 1982년부터는

柳文治 등(1979)은 탈모증에 CO2 레이저를 조사하여 치료한 증

CO2 레이저침 마취를 활용하여 발치 및 구강안면부의 수술을 시행

례를 소개하였으며, 경혈 자극으로 인한 전신적인 개선 효과에 대

하였으며(1983), 합곡(LI4), 사백(ST2), 관료(SI18), 협거(ST6) 혈을

17)

사용하여 마취 수술을 수행한 333례의 증례를 보고하였다29). 周岳

해서 부가적으로 설명하였다 .
叶廷珖(1979)은 氦氖激光(HeNe), 氬激光(Argon), 氪離子激光

城(1987)은 이후 또다른 연구에서 CO2 레이저침 마취와 HeNe 레

(Krypton) 레이저 및 二氧化碳激光(CO2), 鐿鋁石榴石激光(YAG)

이저침 마취를 활용하여 치의학 영역에서 침 마취를 시술하고 각각

18)

레이저의 각각의 특성과 침구치료에서의 활용을 정리하였다 . 그

의 출력 변화에 따른 마취 효과를 비교한 연구를 보고하였다30).

는 CO2 레이저의 경우 광구(光灸)로서 활용되며, 온열 효과는 물론

周自动(1984) 등은 수의학 영역에서 다양한 질환에 활용되고 있는

환부를 소작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뜸치료에서도 소작구(燒灼

HeNe 레이저와 CO2 레이저침구 치료를 정리하여 보고하였다31).

灸), 화농구(化膿灸)와 같이 직접 피부의 조직에 강한 열자극을 가

李树滋(1984)는 CO2 레이저침을 이용한 치료를 적응증 별로 정

하는 구법(灸法)에 CO2 레이저를 적용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본 연

리하였으며, 수의외과 분야에서의 CO2 마취를 비롯하여 四川農學

구에서는 외과, 내과, 피부과, 안과, 이비인후과 등을 망라하는 다양

院 家畜鍼刺痲醉小組의 1980년 연구성과 등을 소개하였고, 수의내

한 질환에 레이저 침구치료를 소개하였다.

과, 전염병과 등에 대한 CO2 레이저의 경혈조사 치료 적응증도 정

金锡蓁 등(1979)은 수의학 분야에서 최초로 CO2 레이저를 활용

32)
리하였다 .

한 레이저침을 소개하였는데, 돼지의 교소혈(交巢穴)에 CO2 레이

王绍维(1985)는 말科(Equidae) 동물의 소화기 급증 질환인 결

저를 사용하여 자극을 가해서 새끼돼지의 이질을 치료하는 연구를

증(結症) (gastrointestinal obstruction)에 대해서 CO2 레이저침을

보고하였다. 그는 종전에는 화침(火鍼)을 사용했으나, 1978년부터

이용하여 경혈을 소작(燒灼)하는 치료를 보고하였다. 결증(結症)은

화침(火鍼)을 대신하여 CO2 레이저를 활용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음식물이 장관내에서 막혀서 소화불량, 변비 등을 일으키는 증상을

19)

효과가 우수하였다고 하였다 . 그는 또 다른 2 편의 연구(1980)에
20,21)

서 각각 다른 증례들을 소개하였다

38

실험동물로 사용된 황소, 물소, 염소를 대상으로 각각 인중(人中),

.

말하며, 주로 분변이 장관 내에서 폐색되어 이동이 불가능한 증상
으로서 출구폐쇄형 변비(outlet obstruction)를 지칭한다. 그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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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노새에서 발생한 장결증(腸結症)에 대해서 비수(脾俞), 관원수

다41).

(關元俞), 대장수(大腸俞), 기해수(氣海俞), 통장(通腸) 등의 경혈에

何扬子(1994)는 허한증(虛寒證)으로 변증(辨證)된 96례의 기관

CO2 레이저를 이용하여 경혈을 소작(燒灼)하여 치료한 결과 실험

지천식 환자를 대상으로 CO2 레이저침 치료군과 뜸치료군으로 나

33)

조에서 87.32%가 효과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

누어 경혈에 시술 후 증상의 변화와 최대호기량(PEF)을 평가하여

于船(1985)은 CO2 레이저와 HeNe 레이저를 실험동물(토끼, 양)

비교하였다42). 사용한 경혈은 천돌(CV22), 폐수(BL13), 전중(CV17),

의 백회혈(百會穴)에 조사한 다음 혈중 5-HT를 조사하여 레이저침

정천(定喘, EX-B1) 혈이었으며, 치료 결과 CO2 레이저치료군에서

34)

의 진통작용 기전에 대하여 실험적으로 확인하였다 .

치료 효과가 더 우수하였다. 그는 또다른 연구(1995, 1996)에서

孙长美(1985)는 염소를 대상으로 CO2 레이저를 비수(脾兪), 관
원혈(關元穴)에 조사한 다음 혈액검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분석하고
혈액 조성 성분에 미치는 영향과 소염 작용, 면역 기능에 미치는
35)

역시 기관지천식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기전
43,44)

규명을 위한 RCT 연구 결과도 발표하였다

.

孟晨星(1992)는 대상포진 환자를 대상으로 43례는 CO2 레이저
뜸 치료를 시행하였고, 39례른 애조구(艾條灸)를 사용한 뜸치료를

영향 등을 조사하여 보고하였다 .
蔡少阁(1986)은 40마리의 토끼를 대상으로 실험군과 대조군으

시행하여 비교한 결과, 진통작용과 대상포진후 상처에 딱지(crust)

로 무작위배정하여 CO2 레이저를 교소혈(交巢穴)에 조사하였다.

가 생성되는 시간을 측정한 결과 CO2 레이저뜸 치료군에서 더 좋

실험 결과 레이저 조사군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면역혈청의 뚜렷한

은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45).

변화가 관찰되었다36).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때, 중국에서는 오랫동안 CO2 레

陶冶(1987)는 말, 노새의 소화기 급증 질환인 결증(結症)에 대해

이저를 활용한 레이저침, 레이저뜸을 임상에서 활용해 왔으며, 다

서 CO2 레이저침을 활용한 경혈 소작(燒灼) 치료 결과를 보고하였

양한 임상 적용증에 활용함은 물론 치의학 영역과 수의학 영역에서

다. 그는 직장경을 통해서 결증으로 확진된 말 28마리와 노새 2마

도 CO2 레이저를 활용한 레이저침뜸을 널리 활용해 왔음을 확인할

리를 대상으로 30 W의 CO2 레이저침을 활용하여 좌우의 비수(脾

수 있다.

兪), 관원혈(關元穴)과 대장수(大腸兪), 통장(通腸), 기해혈(氣海穴)
에 대해서 각 경혈마다 6초씩 경혈 소작술을 시행하였다. 그는 치료
결과 레이저침을 이용한 경혈 소작술이 높은 치료 효과를 보였다고
37)

3. 일본에서의 CO2 레이저침뜸
일본의 전통의학 임상에서도 레이저침(レーザー鍼)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HeNe 레이저, YAG 레이저, GaAlAs 레이저 등을

보고하였다 .
张克家(1988)는 수의학 영역에서의 레이저치료의 고찰을 통해

비롯한 다양한 레이징 매질이 침치료 목적으로 활용되어 왔다46,47).

서 CO2 레이저침을 활용한 다양한 임상 수의학 증례 및 치료 원리

石川昌広(Masahiro Ishikawa) (1988)는 경혈자극 목적으로 시

38)

를 소개하였다 . 특히 수의학 분야에서는 다른 레이저침과 함께

술되는 레이저침을 사용할 때 피하조직 내에서 어떤 형태로 열자극

CO2 레이저침을 활용하는 사례가 높으며, 열 자극 및 전신적인 치

이 전파되는가를 관찰하기 위하여, CO2 레이저침과 YAG 레이저침

38)

의 열응력(thermal stress)을 측정하고 효과의 차이를 실험적으로

료에 대한 효과가 높은 편이다 .
习晓平(1988)은 5 W의 CO2 레이저침을 사용하여 50마리의 토

비교하였다48).

끼를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누고 교소혈(交巢穴)과 후삼리혈(後三

大浪洋二(Ohnami Yohji) (1996)는 수의학 분야에서 CO2 레이

里穴)에 자극을 가하고 나서 면역세포와 IgG를 비롯한 면역항체에

저의 효과를 관찰하기 위하여, 27마리의 Holstein 젖소를 대상으로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면역 항체의 증가와 T세포l,

시험군(n=22)과 무처치 대조군(n=5)으로 나눈 뒤, 분만 직후부터

39)

호중구의 증가 등이 관찰되었다고 보고하였다 .

2∼3일 이내에 2회에 걸쳐서 하루 걸러 CO2 레이저를 교소혈(交巢

何扬子(1988)는 기관지천식 환자 32례를 대상으로 CO2 레이저

穴)에 6 W의 출력에서 60초 동안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악로(惡

침 치료군과 뜸치료군으로 나누고 천돌(CV22), 폐수(BL13), 전중

露)가 소실되는데 걸리는 기간은 실험군에서 21.3일, 대조군에서는

(CV17), 정천(定喘, EX-B1) 혈에 대해서 각각 치료를 시행하였다.

31.4일로 조사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또한 분

그 결과 기존에 치료효과가 확인된 뜸 치료군은 물론 CO2 레이저

만 이후 자궁 완전회복에 이르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실험군에서는

40)

침 치료군에서도 양호한 치료 효과를 얻었다고 보고하였다 .
刘云(1993)은 수의학 영역에서의 레이저 치료를 고찰하면서
CO2 레이저침이 레이저침마취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고 보고하였

23.3일, 대조군에서는 32.8일로 조사되었다(p＜0.01). 연구자들은
CO2 레이저 침이 분만 이후 자궁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49)
고 보고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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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에서의 CO2 레이저침뜸

CO2 레이저가 레이저침에 많이 쓰인다는 사실을 언급하였고, 진통

국내 한의학 임상에서 레이저침은 1980년도 경부터 시술되기

목적으로 시술할 때 CO2 레이저의 조사량에 대해서도 기술하였다1).

50)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 레이저침 시술 초기에는 HeNe 레이저가

많이 사용되었다. CO2 레이저침과 YAG 레이저침 또한 오랫동안
국내 한의학 임상에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자료가 충분하지 않

고찰 및 결론

아서 정확히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고경석(1986)은 CO2 레이저의 레이저침 활용 방법에 대한 제언
51)

을 언급하였다 .

저자들은 침구치료 분야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CO2 레이저를
사용한 레이저침뜸의 역사를 고찰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

이정민(1995)는 ‘한방침술(레이저침)을 이용한 가축 질병치료’

이 CO2 레이저는 레이저침이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시기로부

논문에서 수의학 분야에서 CO2 레이저를 이용한 경혈 조사에 대해

터 몇 년 지나지 않은 1976년부터 쓰이기 시작하여 다양한 임상

52)

소개하였다 .

적용증에 대하여 쓰이면서 레이저침의 오랜 역사를 함께 하여왔다.
53)

54)

김용남(1999) , 이휘준(2004) 은 한의학 임상에서 CO2 레이
저를 임상 각과에 활용한다고 하였다.
6)

라고 불리기도 하며, 한의 임상은 물론 수의침구학 분야에서도 널

7)

황의형 등(2009) , 양창섭 등(2011) 의 연구에서도 CO2 레이저
2)

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며, 아울러 침구시술안전가이드(2011) ,
4)

55)

침구의학(2016) ,
56)

(2015)

온열작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레이저뜸이

한방재활의학(2016) ,

리 활용되어 왔다.
CO2 레이저는 고출력 레이저에 속하며, 높은 열을 낼 뿐만 아니

대학경락경혈학실습

라 투과 깊이가 낮아서 조직의 표부와 얕은 부위를 자극하는데 효

등에서는 CO2 레이저침 치료를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과적이다. CO2 레이저의 이러한 특성은 물에 대한 친화성이 높은
CO2 레이저의 레이징매질(lasing medium)의 특성과 밀접한 관련

5. 서구 및 기타 국가에서의 CO2 레이저침뜸

이 있다. 수분 함량이 높은 인체의 피부 및 피하 조직은 CO2 레이저

Chester 등(1991)의 ‘Laser Systems for Photobiology and

와 만나게 되면 에너지의 대부분을 열에너지로 전환하여 소모되게

Photomedicine’에 수록된 보고에 따르면 사슴의 Biyu 혈에 대한

만들어 광선이 피하의 깊은 조직으로 투과하는 것을 차단하게 된

CO2 레이저 침 치료가 T-cell의 분화와 WBC의 식세포작용을 촉진

다. 이같은 특성은 피부에 존재하는 병변을 치료하거나 한의학의

57)

하였다고 하였다 .

경피(經皮)를 넓게 자극할 수도 있고, 피부 및 피하의 얕은 부위에

10)

Shen 등(2009) 은 미국 메릴랜드대에서 수행된 연구에서 CO2

존재하는 경혈(經穴)을 자극하려는 목적에도 유용하다. 또한 레이

레이저침과 InGaAlP 레이저를 활용하여 무릎골관절염에 대한 레

저의 광선 특성을 바꾸어 defocusing 하거나 fractional mode로

이저침뜸 치료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임상시험을 진행한 결과를

전환시켜서 넓은 부분을 자극하는 차침(車鍼) 또는 매화침(梅花鍼)

보고하였다. 보고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6년까지 40명의 무릎

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유용하다.

골관절염 환자를 무작위로 나누고 무릎에 있는 경혈에 CO2 레이저

그리고, CO2 레이저는 외과 분야에서 절단(cutting)과 응고

침과 가짜 레이저침을 각각 시술하였다. 연구결과 몇 가지 제한점

(coagulation), 기화(vaporization)와 같이 조직을 파괴하는 목적으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CO2 레이저침뜸은 무릎골관절염에 효과가

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YAG 레이저와 함께 photobiomodul-

있다고 보고하였다. 같은 연구팀이 발표한 다른 연구에서 Zhao 등

ation 기능을 통하여 에너지를 생성하고 조직을 살리는 생화 기능

11)

(2010) 은 레이저침뜸 치료가 안전하며, 2주간 치료가 무릎골관

(生化機能)을 함께 가지고 있다. 이 같은 CO2 레이저의 양면성은

절염에 효과가 있었다고 하였다.

한의 임상에서도 더욱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기반이 된다.

Friedemann 등(2012)은 몇몇 경혈에 대한 CO2 레이저 조사가
58)

심혈관계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동물실험 논문을 발표하였다 .

mode를 이용하여 target tissue와 병변 특성에 맞춰서 다양하게

Zand (2012)는 통증성 구강질환에 대한 CO2 레이저 치료를 설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CO2 레이저의 한의 임상 활용

명하면서, CO2 레이저가 레이저침 분야에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고,

은 매우 다양하다. 한의 임상에서 과거의 CO2 레이저가 온열효과

HeNe 레이저보다 더 효과가 우수하다는 임상 보고도 있다고 언급

를 위주로 하는 레이저뜸에 국한된 목적으로 많이 시술되었다면,

59)

하였다 .

현재의 CO2 레이저는 매화침레이저와 같은 fractional 기능을 구현

Tunér and Hode (1999)는 레이저 치료에 대한 교과서에서

40

아울러 point irradiation은 물론 defocusing mode, fractional

하여 넓은 면적을 다양한 형태로 자극하는 효과를 비롯하여 폭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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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미래의 CO2 레이저는 한의

10. Shen X, Zhao L, Ding G, Tan M, Gao J, Wang L, et al. Effect of

임상에서 적응증을 확대하고 기술 개발과 질적 수준이 높은 임상

combined laser acupuncture on knee osteoarthritis: a pilot

연구를 통하여 보편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study. Lasers Med Sci. 2009 ; 24(2) : 129-36.
11. Zhao L, Shen X, Cheng K, Deng H, Ding G, Tan M, et al.
Validating a nonacupoint sham control for laser treatme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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