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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력 광조사의 분자 생물학적 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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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olecular Biologic Mechanism of Low Level Light Therapy
Won Bong Lim1), Hong Ran Choi1), Byung Kuk Kim2), Ji Sun Kim1), Ok Joon Kim1)*
Department of Oral Pathology1), Department of Oral Medicine2), Dent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Low level light therapy (LLLT) is known to accelerate the process of wound healing, bone and cartilage formation, and to decrease tissue necrosis and inflammation. It also can be applicable to acute and chronic injury or degenerative disease. Despite forty-plus years of accumulating exprerience of the clinical efficacy of LLLT, their molecular biologic evidence is not fully elucidated.
The aim of this review is to explore the role of the ROS system and its molecular biologic mechanism in related with inflammatory
response, anti-apoptosis and angiogenesis during LLLT. We suggest that activation of ROS system explains many (if not most) of the
observed response of cells to LLLT in vitro, and is likely to play a pivotal role in the response of animals and patients to LLLT for
both experimental and clinical indications and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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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조사하였다. 그 결과, 레이저 조사 군에서 암세포의 사멸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생쥐의 털이 매우 빠르게 자라남을 확

저출력 광조사 치료(Low-Level light therapy, LLLT)는 지

인하였다. 이것이 최초의 레이저 자극 효과의 발견이었으

난 40년간 다양한 임상영역에 시도되었다1). 레이저의 발명

며, 이 후 저출력 레이저 또는 광 조사는 창상 치유, 연골

이후 헝가리 Semmelweis 대학의 Endre Mester는 1967년

및 골 재생 촉진, 조직괴사 억제, 염증 및 통증 저하 등의

최초로 LLLT의 효과를 입증하였다. 그는 레이저 조사(laser

효과의 보고로 여로 영역에서 조직의 급성 및 만성 손상

irradiation)가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생쥐

또는 퇴행성 질환 등에 응용되고 있다.

를 대상으로 실험하였다. 생쥐의 털을 제거하고 두 그룹으

그러나 약 40여년 이상의 임상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저출

로 나누었고, 한 그룹에만 저출력 루비레이저(694 nm)를

력 광 조사 치료의 세포 생리학적 및 분자적 연구는 부족한 실
정이다. 따라서 본 리뷰에서는 세포에서 저출력 광 조사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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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따른 세포 내부의 활성 산소종
(Reactive Oxygen Species, ROS)과 관련한 분자적 기전을 탐색
하여 저출력 광 조사에 따른 신호전달 기전을 확인하고자 한다.
1. 저출력 광 조사에 따른 세포 내 ROS의 조절

세포의 산화-환원(Reduction-Oxidation, REDOX) 상태는

대사과정 중 발생되는 활성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

oxidation) 및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대사와 관련된 유전

ROS)과 항산화 시스템에 의해 제거되는 ROS의 차이에 따

자였다.

2,3)

라 섬세하게 유지된다 . 미토콘드리아에서 산화적 대사에

이러한 저출력 광 조사에 의한 세포 흡수에 관한 연구를

의해 부산물로써 생성되는 ROS는 세포의 REDOX상태를 변

위해 저출력 적색과 적외선 부근의 빛에 대한 세포에서의

화시킬 수 있다. 고농도의 ROS는 세포에 악영향을 미치지

첫 번째 광 수용체(photoreceptor)가 미토콘드리아의 전자

만, 저농도에서는 세포의 신호전달에 중요한 메커니즘을 하

전달계의 마지막 효소인 Cytochrome C Oxidase라고 최근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러의 세포에서 ROS는 세포성장

보고되고 있다. Eell등은 670 nm의 적색광(red light)이

4)

의 조절자(mediator)로서 역할을 한다 . R. Burdon은 그의

cytochrome C oxidase의 활성을 억제한다고 알려진 약물의

연구에서 ROS의 변화가 세포의 성장에 관한 기전에 중요한

활성을 조절하였으며10,11), Karu와 Kalyakov는 Cytochrom C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였다5). 그는 햄스터와 백서의 섬유모

Oxidase의 흡수 스펙트럼과 580-860 nm의 단일 파장의 빛

세포(fibroblast)를 이용한 실험에서 저농도 ROS가 세포의

이 조사된 HeLa세포에서의 생물학적 반응이 유사성을 갖는

5)

성장을 촉진한다고 보고하였으며 , G. Pal 등은 정상 인간

다고 보고하였다12). 613.5~623.5 nm 부근 및 667.5~683.7

피부 섬유모세포에 저출력의 헬륨-네온 레이저를 조사하였

의 적색광과 750.7~772.3 nm 및 812.5~846.0 nm의 적외선

고, 시간에 따른 이미지를 형광 분석한 결과 레이저가 조사

계열을 통한 연구에서 Karu는 Cytochrome C Oxidase내부

6)

된 세포에서 급격한 세포 성장이 관찰되었다고 보고하였다 .

의 Heme A의 CuA와 CuB에 빛이 흡수되는 것을 확인하였

앞서의 연구에서 보고된 세포의 성장은 일시적인 ROS의 증

고, 이는 적색 및 근적외선 파장이 아마도 구리 이온기의

5)

가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 알려졌다 . 주로 미토콘드리아

산화를 통해 Cytochrome C Oxidase의 활성화를 유도했다

의 전자 전달계에 의해 생성되는 ROS는 세포의 성장을 자

고 설명하였다12,13).

극하며 ROS의 생성이 세포의 항산화 기전을 유도하는 것을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LLLT의 기본적 기전은

6)

촉발한다고 보고되었다 . 세포 내의 ROS의 수준은 세포 내

광 수용체로서 Cytochrome C oxidase가 작용하고, 빛에 의

의 항산화 기전에 의해 조절되고 항상성이 유지되며 산화-

해 이 효소가 활성화 되면 전자 전달계가 가속화 되어 ATP

환원 감지 전사 인자를 포함한 단백질을 통해 조절된다. 세

의 합성을 촉진한다고 할 수 있다14-16). 동시에 광 자극은

포에서 산화적 상태(oxidative condiction)는 특히 만성 염

ROS생성과 연관되어 있어, 대사(metabolism)가 증가될수록

증이나 당뇨에서 관찰되며 Cytochrome C Oxidase의 산화

일시적인 ROS의 증가로, 생성된 에너지와 신호전달 체계가

를 증가시키고, 그 결과 저출력 단파장 빛에 대한 반응성을

항산화 관련 대사기전의 활성을 견인한다고 여겨진다. 비록

증가시킨다. 실제로 산화된 미토콘드리아의 전자 전달은

이러한 신호전달이 완전히 규명되진 않았으나, 일부 연구에

ATP와 ROS의 발생을 증가시키며 증가된 대사상태에서

서 저출력의 광 조사 후 세포내부의 pH 및 칼슘농도의 변

ROS는 세포의 기능을 변화시킨다. 세포 성장을 증가시키고

화가 관찰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ROS의 저하가 이루어

REDOX 항상성을 위한 항산화 대사를 증가한다고 보고되고

졌다고 보고하였다15). 생화학적, 세포생물학적 변화에 따라

있다6). 이러한 ROS 신호전달은 REDOX변화에 관련된 전사

인간 상피세포의 성장과 당뇨병성 상처치유의 가속화가 관

인자에 영향을 주어 유전자 발현을 변화할 수 있다고 밝혔

찰되며 이러한 영향은 세포의 종류나 성장상태 그리고 산

7,8)

화 환원 상태와 관련이 있다15).

다 . 사실 저출력 광 조사에 의한 다양한 유전자 발현 변
화는 많은 연구에서 살펴지고 있다. Zhang 등은 cDNA

ROS에 의한 산화적 상태 및 세포 자극은 항상 존재할

microarray 분석을 통해 적색 광에서 변화되는 111개의 유

수 있기 때문에 세포는 항상 이러한 자극에 대응하여 항산

9)

전자 변화를 연구한 바 있다 . 변화된 유전자 대부분은 직/

화 레벨을 조절하기 위해 관련 유전자 발현 및 단백질 변

간접적으로 세포의 성장을 증가시키고 고사(apoptosis)를 억

화로 반응한다17). 산화상태에 대한 항상성은 항상 민감하게

제하는 역할을 하는 유전자였으며, 몇 가지는 항산화(anti-

조절되며 산화 환원상태는 매우 좁은 범위에서 극단적으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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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된다17). 이러한 ROS는 Superoxide anion(O2-), hydroxylradical

proto-oncogene 등의 성장 관여 단백질, 부착단백질, 면역 유

(·HO), Hydrogen Peroxide(H2O2)등이 있으며 세포내부에

전자, 급성기 단백질, 염증성 유전자, 여러 cytokine 및

서 지질과산화, 아미노산 곁가지의 산화, 단백질-단백질 교

chemokine, 그리고 Superoxide Dismutase 및 Ferritin heavy

차 결합, 폴리펩티드 구조 등의 산화를 통해 단백질 변성,

chain 등의 항산화 유전자 발현에 관여한다. 저출력의 광조

1)

DNA변성 등을 야기한다 . 고농도의 ROS는 주로 만성 및

사는 처음에는 세포에서 약간의 ROS 증가가 이루어 졌으나

급성 염증, 약물 및 방사선 노출 등에서 야기되어 세포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ROS 제거에 관한 기전이 촉발되면서

손상을 주지만, 저농도의 ROS는 주로 미토콘드리아의 전자

세포내부의 ROS가 다량 제거되는 것이 확인 되었고 또한

전달계, Peroxisome이나 Cytosol에서 발생하며, 세포의 비

LLLT에 따른 NF-kB 활성 및 다양한 항 산화 유전자의 발

1)

효소적 또는 효소적 항산화 과정에 의해 제거된다 . 세포내

현이 검출된 바 있으며 LLLT를 통한 ROS 제거 효과에 따

부의 ROS의 증가는 보통 산화적 스트레스 상태로 설명된

라 세포에서의 다양한 반응을 관찰 할 수 있었다1,17).

다. ROS를 감지하여 항산화 기전을 촉발시키는 물질은 세
포 내부에 다양하게 존재하며, Fig. 1에 도식화하였다1). 이

2. 저출력 광조사에 따른 염증성 반응의 조절

들은 ROS를 감지(sensing)하여 중간 신호를 전달하여 산화

현재 다양한 항 염증 약물로서 Cyclooxygenase(COX) 저

적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여러 전사인자들을 매개한다. 특정

해제가 이용되고 있으며 이는 아라키돈산(Arachidonic acid)

신호전달 분자들의 변화는 다양한 유전자의 발현을 통해

로부터 프로스타글렌딘 E2(Prostagrandin E2, PGE2)으로의

이온의 변화 신호를 조절한다. 그럼으로써 세포는 성장 및

변환을 억제하는 약물들이다18). 특히 COX-1은 지속적으로

사멸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이 중 NF-kB는 120여 가지

작용하며 혈소판 응집이나 위장에서 방어 체계 및 신장의

이상의 유전자의 발현에 관여하는 전사인자 중의 하나로

기능 유지 등에 생리적 기능을 갖고 있는 반면, COX-2는

BCl-2 관련 anti-apoptotic 단백질, 다양한 성장 인자 및

Protein kinase D
PKD

Thioredoxin-Trx
Apoptosis signal
Regulating kinase 1
ASK1

Heat shock factor
HSF-1

Cellular analog of
Rous sarcoma virus
C-SRC kinase

Nuclear factor
Kappa B NF-kB

Glutathione-GSH
C-Jun N-terminal
kinase JNK

ROS

Activator Protein 1
AP 1

Nuclear factor Erythroid
2 related factor 2 Nr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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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OS에 의해 매개
되는 세포 반응 및 신호전
달에 관한 모식도

염증성 Cytokine이나 염증부위에서의 종양 게시자 등에 의

COX 저해제 사이에 COX경로를 차단함에 있어서 다른 기

19,20)

해 일시적으로 유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이러한

전을 갖는 것으로 보이며, 광 조사에 의한 항염증 효과의

LLLT의 염증에의 적용을 위해 LLLT에 의한 COX-1과

기전을 생각하면, 광 조사는 ROS의 저하를 통해 세포내부

COX-2의 mRNA의 발현 및 PGE2의 생성이 억제되는 것이

에서 cPLA2, sPLA2 그리고 COX의 발현저하를 유도하고

21)

보고된 바 있다 . 특히 COX-2의 발현은 세포 내부의 ROS

PGE2방출을 억제하여 항염증 효과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에 의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러한 산화적 스트레스의 증

있었다(Fig. 2).

가는 COX-2의 발현을 급격히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염증관련 Cytokine의 발생을 비교한 결과 P.

최근의 연구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아라키돈산을 처리한

Gingivalis 유래 LPS가 처리된 치은섬유모세포에서 635 nm

치은 섬유모세포에서, 635 m 부근의 광 조사는 COX 저해

의 저출력의 광 조사는 interleukine-6(IL-6)와 -8(IL-8)의 발

제로 알려진 indomethacin이나 ibuprofen처럼 COX 유전자

생을 확연히 저하시켰다. 이러한 Cytokine이나 Chemokine

의 발현을 억제하고 PGE2의 발생을 저하시키는 것이 확인

은 면역 및 염증 반응의 개시 및 확장자로서 염증성 반응

되었다. 그러나 광 조사가 이루어진 치은 섬유모세포에서

을 증폭 및 반응의 지속을 조절한다23). 그 중에서 Il-6와 -8은

광 조사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포 내 ROS레벨의 저하

소위‘속발성(Secondary)’염증성 Cytokine으로서 자가면역

가 유도되었으며 indomethacin이나 ibuprofen이 처리된 군

에 관여하며 ‘일차(Primary)’ Cytokine인 IL-1β 등의 즉

22)

각적인 반응에 분비되는 작용에 따라 발생한다24). 이에 따

에서는 ROS의 저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이는 광조사와

AA
sPLA2

sPLA2
Phospholipid

Cell member

cPLA2

iPLA2
COX
AA
Existing COX inhibitor
Cytosol

ROS
H2O
Antioxidant

635 nm irradiation

Fig. 2. 635 nm의 광조사에 따른 PGE2발생저해에 관한 모식도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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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IL-6의 혈관투과성 및 백혈구 모집이 증가된다. 따라서

방해한다30-32). 이러한 NO의 발생에 따른 세포에서 미토콘

IL-6와 IL-8이 저출력 광 조사에 의해 저하되는 것은 염증성

드리아의 기능 저하 및 투과성의 변화는 세포 자멸사의 길

반응에서 자가 면역 반응의 저하에 따른 결과로 여겨진다.

항단백질인 Bax, Bak, Bid의 발현과 Cytochrome C의 세포

이러한 염증성 cytokine의 발생에 따른 세포 반응을 확인하

질로의 유출을 유도하고 Caspase의 활성화를 통해 세포 자

기 위해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MAPK)의 인산화

멸사를 유도한다고 알려져 있다33).

를 분석한 결과 635 nm의 광조사는 P38의 인산화를 저하

최근 연구에서 635 nm 저출력의 광 조사는 Nitric Oxide

시켰으나 JNK의 인산화를 증가시켰다. JNK와 P38은 염증성

의 공여체인 SodiumNitroprruside(SNP)가 처리된 SH-SY5Y

Cytokine인 Tumor Necrosis Factor –α(TNF-α), IL-1β, 그

세포주에서 세포내부의 O2-를 제거하여 ONOO-의 생성을

리고 산화적 스트레스 등에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억제한다. 이는 전체 ROS의 양을 저하시켜 Nitortyrosine의

특히, P38은 TNF-α 또는 여러 Chemokine에 의한 자가 면

발현을 억제하며 BAX의 발현을 억제한다. 이에 따라 세포질

역과 관련이 있어, 635 nm의 광조사에 의한 염증 반응의

내로의 Cytochrome C의 유입을 저해함으로써 미토콘드리아

억제와 관련되어 또 다른 염증 매개자인 COX-2나 PGE2

의존적 세포 사멸기전을 저해하였다(Fig. 3)33). Cytochrome c

등의 활성을 억제시켰다고 유추할 수 있다25,26). JNK는 여러

의 세포질로의 유입은 Apaf-1와의 결합을 통해 Procaspase-9

성장 인자(FGF, EGF, PDGF)에 의해 활성화되며, 많은 보

을 활성화시켜 caspase 시스템을 작동시킨다. 이러한 미토

고에서 저출력 광조사에 의한 다양한 성장 인자의 증가와

콘드리아 의존적 세포 사멸 기전은 UV-C에 의해 유도된 세

27)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 따라서 저출력 광조사는

포사(cell death)에서도 마찬가지로 세포 내 caspase의 활성

MAPK의 활성화와 염증성 Cytokine의 발생을 억제시키고

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관찰되는데, 저출력의 광조사는

결과적으로 세포 내부의 ROS 감소를 통하여 염증성 매개자

Caspase-9과 -3의 활성화를 억제하여 세포 사멸 기전을 저

인 PGE2의 발생을 억제시키는 것으로 여겨진다.

해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34). 따라서 저출력의 광조사
는 세포의 산화적 스트레스 상태를 개선시키고 세포의 외

3. 저출력 광조사에 따른 세포 자멸사의 억제

부 혹은 내부로부터 시작되는 세포의 사멸 기전을 억제하
여 퇴행성 질환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한 세포내 고농도 ROS는 세포에
다양한 손상을 야기하며 세포 사멸을 유도한다. 이러한

4. 저출력 광조사에 따른 혈관 신생

ROS종은 세포내부에서 연속적인 반응을 통해 O2-로부터
H2O2, OH- 그리고 ONOO-등으로 변환되며, 특히 ONOO-

조직의 성장에 있어서 충분한 혈액공급이 유지되어야 하

는 세포에서 많은 생리학적 작용을 보이는 NO와 미토콘드

므로 혈관 신생은 상처 치유 중 필수적인 과정이라 할 수

O2-가

결합하여 생

있다35,36). 혈관 신생은 조직의 창상치유 과정 중 조기에 이

성되는데, 이들은 강력한 반응성을 보이며 세포의 자멸사를

루어지며, 저산소증(hypoxia)에 의해 유도되는 유전자 발현

리아에서 첫 번째 ROS종으로 생성되는
28,29)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과도한 NO의 발생은 신

및 혈관내피성장인자(VEGF) 등에 의해 정밀하게 조절 되며

경세포에서 신경독소(neurotoxin)로 작용하며 알츠하이머병

VEGF는 혈관 내피 세포에서 발현되는 Tyrosine kinase 수

(Alzheimer)이나 파킨슨(Parkinson) 질환 등의 퇴행성 질환

용체인 VEGFR1과 VEGFR2와의 결합을 통해 혈관 신생에

에서 신경세포의 사멸을 유도하는데, 종양 억제 인자인 p53

관한 신호를 전달하게 된다37,38). Hypoxic/ischemic 상태에

및 Caspase 활성화를 촉진하고 미토콘드리아 막 투과성의

서는 다량의 ROS가 생성되며 이는 혈관 신생에 중요한 역

변화를 야기시켜 세포 자멸사 과정을 개시한다. 또한 NO는

할을 한다37). 증가된 ROS는 Hypoxia-Inducible Factor 1

자체적으로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와 경쟁적으로 작용하여

(HIF-1)의 발현을 증가시키고 혈관 신생에서 VEGF에 의한

cytochrome oxidase의 결합부위에 결합하여 ATP의 합성을

전사를 조절한다39-42). 그러나 과도하게 생성된 ROS는 직접

35

NO
O2-

Bax/Bak
ONOO-

635 nm Irradiation

Cytochrome c

Cytochrome c

Caspase
Activation

Bcl-2/Bcl-XL

Mitochond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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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optosis

적으로 DNA와 단백질 막지질 등을 공격하여 세포사멸을

여겨진다.

유도하게 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CoCl2가 처리된
HUVEC 세포주에서 635 nm의 광 조사는 HIF-1과 VEG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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