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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most effective stimulating
electrode in Microcurrent electrical neuromuscular stimulation (MENS) for pain relief, and
to apply to the treatment of Delayed onset muscle soreness (DOMS).
Methods We included 45 participants who met the inclusion criteria. DOMS of both
Triceps Surae Muscles were experimentally induced through eccentric contractions.
24-hours after induction of DOMS, who scored more than 40 mm in visual analogue scale
(VAS) were randomly assigned into three groups (n=44). In 15 of them, needle electrodes
were inserted into BL57, BL56. In 15 of them, surface electrodes were applied on the
same points and the others were treated with manual acupuncture. The effects of pain relief were assessed by visual analogue scale (VAS), mechanical pain threshold (MPT), surface electromyography (SEMG).
Results In VAS, group comparison had no significant difference after all treatments had
done. The difference in VAS between the time before the treatment was started (Day 2)
and after all treatments were completed was greater in Acupuncture group than that of
needle-electrode group. In MP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groups.
Electrical contraction decreased significantly at 2nd before-after treatment comparison in
needle-electrode MENS group. But fatigue score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groups.
Conclusions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types of electrodes has no significant effect
on microcurrent therapy in DOMS. (J Korean Med Rehab 2013;23(3):10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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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2-5)

그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 지연발생근육통은 최근 생활
체육 활동 인구가 증가하면서6) 익숙치 않은 운동이나 근

지연발생근육통은 운동 후 약 8시간에서 24시간 이내

육의 과다사용으로 인한 발생이 빈번하고, 부분적 일상생

에 처음 느끼기 시작하고 24시간에서 48시간 내에 최고

활기능수행능력의 저하 및 만성 염증으로 이행될 가능성

조에 달한 후 점점 감소하여 5일에서 7일 이내에 사라지

도 있으므로 주의 및 관리가 필요하다7).

는 통증으로1) 근육의 미세한 열상, 결합조직의 손상, 근

미세전류치료는 저주파 치료기, 경피 신경 자극 치료기

섬유의 경련 유발로 인한 국소 허혈 및 염증 반응 등이

(transcutaneous electrical nerve stimulation: TENS)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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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단위의 전류를 사용하는데 반해 μA 단위의 전류를

적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18) 전극의 차이에 따른 치료 효

사용하여 근수축을 일으키지 않고 불쾌감 없이 손상 부위

과의 비교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

8)

를 자극할 수 있는 치료법이다 . 인체내의 적절한 미세전

서는 삽입전극과 표면전극을 지연발생근육통이 유발된

류가 아데노신삼인산(Adenosine triphosphate, ATP)과

하퇴삼두근에 적용한 다음 압통 역치의 정도와 표면 근전

단백질 생성을 증가시킴으로서 세포의 복원과 치유를 촉

도를 비교ㆍ평가하여 약간의 지견을 얻었기에 보고하는

9)

진시킨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세포막 전위차를 만들 수

바이다.

있는 세포 수준의 전기 에너지 공급은 동통완화 및 상처
치유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미세
전류 신경근 자극은 지연발생근육통 이후에 나타나는 혈
액내의 크레아틴 키나아제(creatine kinase) 성분의 상승
을 감소시켜 지연발생근육통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10)

려졌다 .
지연발생근육통에 대한 미세전류 치료의 기존연구로는

2012년 7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만 20~55세 사이

상완 이두근에 대해 지연발생근육통을 유발시킨 후 경피

의 건강한 성인 남자를 대상으로 하여 아래의 선정기준,

신경 자극 치료기(TENS)와 미세전류 신경 자극기(micro-

제외기준에 따라 45명을 선정하였다(Table I). 운동으로

current electrical neuromuscular stimulation: MENS)의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6개월 동안 주 2회 이

11)

12)

상, 연구에 영향을 미치는 하지운동(웨이트 트레이닝, 마

및 patch (Acustat , TC Corporation, Tustin, CA) 를 적

라톤, 싸이클 등)에 참여한 자를 제외하였으며, 임상연구

용한 연구, 슬괵근(hamstring m.)에 대한 특정 주파수 미

기간에 별도의 운동을 제한하였다.

효과를 비교한 연구 , 주관절 굴곡근에 미세전류 치료
Ⓡ

13)

14)

등이 있다. 그 중 대

본 연구는 피험자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경희대학교

부분의 논문들은 미세전류를 표면전극 혹은 지속적으로

한의과대학 부속한방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심의를 거

미세전류 자극이 가능한 patch의 형태로 활용하였으며,

쳐 진행되었다(KOMCIRB-2012-11호).

세전류 치료의 효과에 대한 연구

삽입전극을 활용하여 미세전류치료를 시행한 논문은 요
통15)과 스트레스 호르몬에 미치는 영향16)에 국한되어 지

2. 연구방법

연발생근육통의 완화에 삽입전극을 활용한 미세전류 치
료에 대한 연구가 없는 상황이다.

연구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자원자 45명에게 지연발생

전기 치료에서 전극의 종류는 치료 효과에 영향을 미

근육통을 유발하였으며, 24시간 후 유발된 지연발생근육

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추정되며, 전극의 차이에 따른

통의 통증 정도가 VAS 4 이상인 피험자를 선별하여 미세

17)

TENS의 효과 비교 연구 가 있지만 미세전류치료는 치료

전류 삽입전극치료군, 미세전류 표면전극치료군, 단순침
치료군으로 무작위 배정한 후 병행 시험으로 진행하였다.

Table I. Exclusion Criteria
Exclusion criteria
① History of musculoskeletal surgery
② Limb deficiencies
③ Who did leg exercises more than two times a weak within
the last 6 months such as weight-training, marathon and
cycle
④ Patients with certain kind of disease thought to be not appropriate for participating the study by researcher (musculoskeletal, paralytic, metabolic, hemorrhagic diseases, seizure disorder, consumption of drugs such as anti coagulants, steroids, analgesics, skeletal muscle relaxants and
herbal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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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술자 및 평가자
스크리닝과 평가에 1인, 시술자에 1인이 참여 하였으
며, 스크리닝과 평가를 시행한 연구자에게는 무작위 배정
번호 이외의 다른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다. 무작위 배정
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ExcelⓇ의 Rand 함수를 통하여 이
루어졌다.
2) 지연발생근육통의 유발 방법
선정기준에 적합한 피험자에게 첫 방문시 지연발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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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통을 유발시켰다. 스텝박스 위에 두발 모두 발바닥의

측 끝을 ‘통증이 없음’, 우측 끝을 ‘견딜 수 없는 통증’으

전방 1/3 정도 딛고 올라선 후 최대한 높이 1초간 발뒤꿈

로 하여 피험자로 하여금 자각적 통증에 해당하는 위치에

치를 들어 올려(Plantarflexion, Concentric Contraction)

표시하도록 하였다.

종아리를 수축한 후 1초간 멈춘다. 천천히 저항을 느끼면

압통은 Pressure Algometer ((株) Effegi, Italy)를 사용

서 1초간 발뒤꿈치가 스텝박스 바닥보다 더 아래로 내려

하여 평가하였다. 측정위치는 承山穴 위아래로 각각 2.5

가게 하며(Dorsiflexion, Eccentric Contraction) 이를 총

cm 떨어진 세 곳에 유성 도료로 표시한 후 각 지점에 대

50회 시행 후 30초 휴식하게 하는 것을 2회 반복하여 하

한 압통역치를 각 1회 측정하여 평균값을 취하였다. 측정

퇴삼두근의 지연발생근육통 증상을 유발시켰다. 지연발생

방법은 측정기를 수직으로 대고 1 kg/cm2/sec의 일정한

근육통 유발 24시간 후인 2차 방문시 하퇴부 지연발생근

속도로 압력을 가하면서 검사 부위에서 기분 나쁜 감각이

육통에 대한 VAS를 측정하여 VAS가 4이상인 자를 선발

나 통증이 시작되면 그 순간의 수치를 압통 역치(pres-

하여 각 실험군에 무작위 배정하였다.

sure pain threshold)로 판단하고 kg/cm2으로 기록하였
다. 측정값이 높을수록 압통의 크기가 작음을 의미한다

3) 처치 방법

(Fig. 1).

미세전류 치료기는 MIENS 1-XS (MONAD corp., USA)
15)

표면근전도는 8채널 전산화 무선근전도 측정시스템

를 이용하였고 김 등 의 논문에 근거하여 양극성

LXM3208-RF ((株) Laxtha, Korea)을 사용하였다. 전극은

(biphasic)의 3 ㎐의 주파수를 기본으로 사용하되, 자극의

Ag/Agcl 일회용 전극(쓰리엠(주), 한국)을 양측 하퇴삼두

강도는 환자가 불쾌감을 느끼지 않는 20μA로 조절하였다.

근의 承山과 承筋穴에 1, 2번 채널로 연결한 후, 발뒤꿈

미세전류 삽입전극치료군은 40 mm×0.25 mm 멸균

치를 들어올리고 내리는 동작을 하나의 주기로 하여 총 5

호침(동방침구제작소, 충남)을 사용하여 양측 하퇴삼두근

회 실시하여 표면근전도의 결과를 얻었다. 근육의 Root

承山 (BL57)과 承筋穴 (BL56)에 1 cm 깊이로 자입한 후

Mean Square (RMS)와 Mean Frequency (MF)의 두 가지

침병에 전선을 연결하여 15분간 전류를 통전하였다.

평가 지표를 바탕으로 각각 근력과 피로도의 변화를 관찰

미세전류 표면전극치료군은 CF5050 5×5 cm gel pad

하였다. 표면근전도 값은 피부표면 습도 등의 영향을 받

(Axelgaard Co., USA)를 사용하여 양측 하퇴삼두근 承山

을 수 있기 때문에 치료 전후의 변화는 반영할 수 있으나

과 承筋穴에 각각 부착하였으며, 전극을 연결한 후 15분

매 방문 시점간의 변화를 반영한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간 통전하였다.

치료 전후의 차이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임상연구 진행

또한 단순침치료군을 설정하여 두 군과 동일한 承山과

과 평가 일정은 Fig. 2와 같다.

承筋穴에 동일한 규격의 멸균 호침을 사용하여 1 cm 깊
이로 자입한 후 15분간 유침하였다.
치료는 통증유발 24시간 후, 48시간 후, 72시간 후 총
3회 실시하였다.

3. 평가 방법
세 군 모두 지연발생근육통을 유발한 익일부터 총 3회
의 치료 전과 치료 후 즉시 하퇴부 지연발생근육통에 대
한 Visual Analog Scale (VAS), 압통 역치(Mechanical
pain thresholdm, MPT), 표면근전도검사(Surface electromyography, SEMG)를 실시하였다.
100 mm VAS (visual analogue Scale)를 이용하여 주
관적으로 느끼는 하퇴삼두근의 통증에 대한 중증도를 좌

Fig. 1. Mechanical pain threshold measurements were performed on BL40, 2.5 cm below of BL40, 2.5 cm above of
BL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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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Recruitment (n=45)

1st Visit
(screening &
clinical
examination)

Informed Consent, Screening the subject by selection criteria,
Physical Examination

Induction of Delayed onset muscle soreness

2nd Visit

Random Allocation (n=44)
MPT, VAS, SEMG before&after Treatment

3rd, 4th visit

MPT, VAS, SEMG before&after Treatment

Finish

Fig. 2. Study flow chart.
MPT: mechanical pain threshold,
VAS: visual analogue scale, SEMG:
superficial electromyography.

Data Analysis

Table II. Age of Patients

결과»»»

Group

N

Average

Needle-electrode MENS
Surface-electrode MENS
Acupuncture

15
15
14

24.86±2.23
25.46±2.26
25.21±1.80

Values are mean±SD.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evaluated by
ANOVA.
MENS: microcurrent electrical neuromuscular stimulation.

총 45명의 피험자 중 스크리닝에서 시각적상사척도
(VAS)가 4미만으로 나타난 1명을 제외한 후 총 44명의
피험자를 각각 미세전류 삽입전극치료군(n=15), 미세전류
표면전극치료군(n=15), 단순침치료군(n=14)으로 무작위
배정하였다. 44명의 피험자는 탈락자 없이 예정된 치료횟
수 및 검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1. 일반적인 특성
4. 통계처리

1) 연령별 분포

연구결과는 SPSSⓇ18.0 for windows를 사용하였으며

피험자들은 총 44명의 건강한 성인 남자로 연령별 분

모든 측정치는 mean±SD로 표시하였다. 치료 전, 치료

포는 19세에서 28세까지이며 평균 25.18세였다. 미세전

기간 중, 치료 후 측정한 각 변수의 변화량 평균을 비교

류 삽입전극치료군의 연령은 24.86±2.23세이고 미세전

하였다. 각 군의 일반적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서 분산분

류 표면전극치료군은 25.46±2.26세이며 단순침치료군은

석(ANOVA)을, 시간 경과에 따른 효과 측정을 분석하기

25.21±1.80세였다. ANOVA를 적용한 각 군 간의 연령

위해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을,

분포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740) (Table II).

군내에서의 치료 전후 비교를 위해서 대응표본 t-검정
(paired t-test)을 사용하였다.

2) 실험군간 병태 유발 후 비교
각 실험군의 하퇴삼두근 치료 시작전(Day 2) VAS,
MPT, SEMG 값에서는 실험군간의 유의한 차이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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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입전극치료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없었다(Table III).

났으며(p=0.345), 단순침치료군을 포함한 세 군의 비교에

2. 하퇴삼두근의 지연발생근육통의 변화

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325).
한편 3회차(Day 4) 치료 이후와 치료 시작전(Day 2)의

시각적상사척도(visual analogue scale, VAS)를 활용하

통증 변화정도를 비교한 결과 미세전류 삽입전극치료군

여 하퇴삼두근의 통증 정도를 지연발생근육통의 유발직

(−2.47±24.31)에 비해 단순침치료군(−21.79±15.63)이

후와 3회의 치료 전후에 측정하였다. 지연발생근육통의

통증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p=0.011) (Fig. 4).

일반적 경과와 마찬가지로 세 군에서 유발 48시간 이후
(Day 3)까지는 통증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각각의

3. 하퇴 삼두근의 기계적 압통 역치 변화

치료 이후에는 통증이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났다(Fig. 3).
특히 미세전류 표면전극치료군에서는 3회의 치료에서 치

Pressure algometer를 이용한 하퇴삼두근의 압통 평가

료전후 모두 유의성 있게 통증이 감소하였고, 단순침치료

에서 세 군 모두에서 지연발생근육통 유발 24시간 이후

군에서는 치료 1, 2회에서 치료전후로 통증이 유의성 있

압통 역치가 감소하였으며, VAS에서와 동일하게 48시간

게 감소하였다. 미세전류 삽입전극치료군에서는 통증 정

까지 감소하다가 이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Fig. 5).

도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able IV). 단,

그러나 매회의 치료 전후 압통 역치 변화는 통계적으로

총 3회의 치료과정 중 VAS의 변화는 표면전극치료군과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V). 또한 총 3회의

Table III. The Assessment Scales at Baseline
Group

Method
VAS (mm)
MPT (kg/cm2)
SE
RMS (uV)
MF (Hz)

Day
Day
Day
Day

2
2
2
2

Needle-electrode MENS

Surface-electrode MENS

Acupuncture

43.20±5.68
3.63±0.73
93.32±6.38
116.26±16.77

42.60±4.36
4.11±0.66
92.22±9.50
111.97±22.61

45.71±8.88
3.58±0.66
93.73±11.06
120.71±17.35

p-value
0.406
0.079
0.899
0.758

Values are mean±SD.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evaluated by ANOVA. Values of the Day 2 are measured before the treatment
started.
VAS: visual analogue scale, MPT: mechanical pain threshold, SE: surface electromyography, RMS: root mean square, MF: mean frequency, MENS: microcurrent electrical neuromuscular stimulation.

Fig. 3. Changes of visual analogue
scale (VAS)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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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V. VAS before and after Treatment at Each Day
Group

Day

Needle-electrode MENS

2nd
3rd
4th
2nd
3rd
4th
2nd
3rd
4th

Surface-electrode MENS

Acupuncture

VAS before treatment
43.20±5.68
59.80±22.54
39.87±24.53
42.60±4.36
55.33±18.31
36.07±18.85
45.71±8.88
52.07±20.26
31.29±22.62

VAS after treatment
41.60±11.54
56.27±21.38
40.73±26.00
38.20±8.52
45.80±13.30
30.80±16.88
38.46±11.74
41.93±24.67
23.93±15.01

p-value
0.522
0.358
0.771
0.021*
0.010*
0.003*
0.042*
0.005*
0.089

Values are mean±SD.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evaluated by repeated measure ANOVA between groups. And paired t-test was
used for evaluating before and after treatment differences. Units are mm.
MENS: microcurrent electrical neuromuscular stimulation, VAS: visual analogue scale.
*Significant before and after treatment differences, p＜0.05.

Fig. 4. Comparison of VAS-before
treatment and VAS-after all treatments between groups.

Fig. 5. Change of mechanical pain
threshold (MPT) (mean).

112 J Korean Med Rehab 2013;23(3):107-116

미세전류치료기 전극 종류에 따른 효능 비교

Table V. MPT before and after Treatment at Each Day
Group

Day

MPT before treatment

MPT after treatment

p-value

Needle-electrode MENS

2nd
3rd
4th
2nd
3rd
4th
2nd
3rd
4th

3.63±0.73
3.47±0.75
3.79±0.76
4.11±0.66
4.03±0.89
4.13±0.65
3.58±0.66
3.60±0.65
3.91±0.83

3.53±0.55
3.37±0.70
3.60±0.85
4.16±0.85
4.07±0.74
4.34±0.67
3.38±0.71
3.59±0.77
3.92±0.94

0.313
0.429
0.116
0.729
0.797
0.083
0.118
0.886
0.947

Surface-electrode MENS

Acupuncture

Values are mean±SD.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evaluated by repeated measure ANOVA between groups. And paired t-test was
used for evaluating before and after treatment differences. Units are kg/cm2.
MENS: microcurrent electrical neuromuscular stimulation, MPT: mechanical pain threshold.

Table VI. The Change of Contraction of Triceps Surae Muscles
Group

Effect of first treatment

Effect of second treatment

Effect of third treatment

Needle-electrode MENS
Surface-electrode MENS
Acupuncture

−1.78±3.50
−1.54±3.45
−1.96±5.06

−2.24±2.54*
−1.19±2.74
−0.67±2.83

−1.50±3.65
0.38±2.77
0.63±.3.84

Values are mean±SD.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evaluated by ANOVA between groups. And paired t-test was used for evaluating
before and after treatment differences. Units are Ev.
*significant before and after treatment differences, p＜0.05.

Table VII. The Change of Fatigue of Triceps Surae Muscles
Group

Effect of first treatment

Effect of second treatment

Effect of third treatment

Needle-electrode MENS
Surface-electrode MENS
Acupuncture

4.66±12.03
1.66±7.72
−3.78±12.32

1.34±7.54
1.24±8.26
1.38±7.60

5.52±12.60
0.26±10.46
2.96±7.05

Values are mean±SD.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evaluated by ANOVA between groups. And paired t-test was used for evaluating
before and after treatment differences. Units are Hz.

치료과정 중 MPT의 변화는 서로 다른 두 전극군간

군에서 2회 치료 전후로 RMS 값의 유의한 감소가 관찰되

(p=0.317) 및 세 군간(p=0.386)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었으나(p=0.004), 매회 치료마다 일관된 치료 효과를 보
여주지 못했다.

4. 하퇴삼두근의 수축능력 변화
5. 하퇴삼두근의 피로도 변화
시간영역 분석 방법으로 근전도 파형의 진폭을 측정하
여 근육의 힘을 나타내는 Root Mean Square (RMS)을 통

주파수 영역 분석 방법으로 주로 근육의 피로도를 평

해 살펴본 하퇴삼두근의 수축능력은 각 3회 치료를 전후

가하는 Mean Frequency (MF)를 통해 살펴본 하퇴삼두근

로 하여 서로 다른 두 전극간 및 세 군간 유의한 변화를

의 피로도는 각 군별 치료전후 및 세군간에 유의한 차이

관찰할 수 없었다(Table VI). 단, 삽입전극미세전류 치료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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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전기저항이 큰 피부를 통해 자극이 전달되므로

고찰»»»

피부의 상태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아 자극강도의 통제가

지연발생근육통의 발생 기전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들

쉽지 않고, 자극범위가 넓어 심부근육 자극 및 선택적 자

이 제시되고 있다. 한때 젖산(lactic aicd)의 축적이 그 원

극이 힘들다. 삽입전극은 피하 또는 근육내로 삽입하여

인으로 생각되었으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평소 익숙치 않

피부저항을 우회하므로 비교적 적은 전류로 자극이 가능

은 원심성 운동(eccentric contraction) 후에 발생하는 근

하고, 심부근육 자극 및 선택적 자극에 유리하다. 그러나

19)

섬유 열상으로 인한 염증 반응이 주된 원인으로 생각된다 .

침습적으로 감염 및 출혈의 위험이 따르고 이물질 반응이

또한 근섬유보다는 건과 인대와 같은 결합조직의 손상 가

나타날 수도 있다22). 이와 같은 전극의 특성 때문에 치료

능성 및 근섬유 경련으로 인한 국소 허혈이 근육 주변부

자는 보다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 최선의 방식을 선별할

2-5)

의 통증을 유발하게 된다는 이론 등이 제시되고 있다 .
미세전류 치료는 세포막 전위차를 만들 수 있는 세포
18)

한편 전극의 적용부위인 承山 (BL57), 承筋 (BL56)은

상처치료에 효

한의학적으로 모두 足太陽膀胱經의 경혈로 外經病候에

. 이는 전류를 극히 미세

해당하는 대퇴, 슬와, 하퇴 및 족부의 동통을 치료할 수

수준의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는 치료로
20,21)

과가 뛰어남이 알려져 있다

필요가 있다.

한 강도로 체내에 통전시키면 체세포의 세포막에 전위차

있어23) 본 실험에서 선정되었다.

가 유발되어 세포막의 이온채널을 통해 Ca＋＋이온이 세

위 실험에서는 시각적상사척도(visual analogue scale,

포내로 이동되고 이로 인한 아데노신삼인산(Adénosine tri-

VAS)를 통해서 본 하퇴삼두근의 통증 정도에서 미세전류

phosphate, ATP)과 단백질의 합성증가로 신경, 근육 및

표면전극치료군 및 단순침치료군에서 치료 전후로 유의

9)

11-14)

조직의 손상을 회복한다는 가설에 따른다 . 기존 연구

한 감소를 보인 것과 대조적으로 미세전류 삽입전극치료

를 통해 이러한 미세전류 치료가 지연발생근육통에 효과

군에서는 치료 전후에 유의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적임이 증명되었으며, 이는 앞서 언급한 미세전류의 세포

다. 단, 세 군간의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

및 조직 손상 치유 작용 외에도 미세전류 신경근 자극 적

ANOVA)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전극의 차

용이 지연발생근육통 이후에 나타나는 혈액내 크레아틴

이에 따른 치료 효과 차이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 1

키나아제(creatine kinase)성분의 상승을 방지하는데 효과

회 치료 전(Day 2)과 3회 치료 후(Day 4)의 통증정도 차

10)

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이에 있어 미세전류 삽입전극치료군에 비해서 단순침치

이에 반해 종래 사용되었던 경피 신경 자극 치료기

료군이 보다 유의하게 통증을 감소시킨 것은 지연발생근

(transcutaneous electrical nerve stimulation, TENS), 간

육통 치료시 일반침에 미세전류 자극을 병행하는 것이 일

섭파 치료기(interferential current therapy, ICT) 및 은침

반침 단일 치료에 비해 오히려 효과적이지 못할 수 있는

점 자극 치료기(silver spike point electrical stimulation,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SSP) 등은 통증의 조절 기전을 자극의 역치만큼 느끼지

일반침치료(manual acupunture)는 침과 결합조직 간

못하게 만들거나 동통전달의 경로를 막아 신경을 차단시

의 기계적 결합을 통해 신호 전달 경로를 활성화시킬 뿐

키는 관문조절이론이나 엔돌핀설 등의 이론으로 그 기전

만 아니라24) 미세 순환 개선25), 염증 과정 완화26), 내인성

을 설명하고 있어 미세전류 치료가 이들과는 다른 기전의

엔돌핀의 방출27), 자율신경계 활성도 조절28), 대뇌 활성화

기기임을 알 수 있다15).

변화29), 척수 및 척수상부 침해수용성 전달(nociceptive

전극은 자극기에서 생성된 전류를 인체 조직을 전달하

transmission) 억제30)를 통해 진통 작용을 가지는 것으로

는 역할을 하므로, 전극의 위치, 형태, 부착방법은 효율적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 일반침 단일 치료가 삽입전극

전기 자극에 있어 중요한 요인들이다.

미세전류 치료군에 비해 더욱 효과적인 것은 이에 더해진

특히 전극은 부착방법에 따라 경피 자극에 사용되는
표면전극(surface electrode), 삽입전극(percutaneous elec-

미세전류 자극이 일반침 자극이 가지는 진통효과의 발현
을 억제하였다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trode)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 다음과 같은 장단점을

미세전류 삽입전극치료군은 대체로 불쾌감이 느껴지지

가진다. 표면전극은 비용이 저렴하며 비침습적인 장점이

않는 강도로 조절키 위해 20 μA 정도의 가장 약한 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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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전시켰음에도 피험자들은 치료 중과 치료후에 하퇴
삼두근 부위에 뻐근한 통증 및 전기가 통하는 자극감을

결론»»»

느꼈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미세전류 표면전극치료군에서

44명의 건강한 성인 남자의 하퇴삼두근에 지연발생근

동일한 전류를 통전하였음에도 별다른 불쾌감이나 자극

육통 유발 후 미세전류 삽입전극치료군, 미세전류 표면전

감을 느끼지 않았던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었다. 피부저항

극치료군, 단순침치료군으로 나누어 4일간 총 3회의 치료

없이 강한 자극이 가능했던 미세전류 삽입전극치료군에

를 시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서 시술을 다소 불쾌하게 느낌으로써 주관적 서술에 의존

1. 시각적상사척도(VAS)를 이용한 통증 정도에서 총 3회

하는 평가지표인 VAS에서 좋은 결과를 나타내지 못한 것

의 치료 과정 중 전극의 차이에 따른 치료 효과 차이

으로 추측된다.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단, 각각의 치료 전

한편, 미세전류 삽입전극치료군은 기존 전침(electroa-

후에 미세전류 표면전극치료군 및 단순침치료군에서

cupuncture, EA)과 동일한 방식으로 시술되었음에도 불

는 통증이 유의성 있게 감소한 반면, 미세전류 삽입전

구하고 전침이 가진 통증 억제효과(acupuncture analge-

극치료군에서는 통증 정도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

sia)를 보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침은 β-endor-

하지 않았다. 한편, 치료 종료시와 치료 시작시의 VAS

phin, Enkephalin, Endomorphin, Dynorphin과 같은 내

변화량에 있어서 삽입전극 미세전류 치료군에 비해 단

인성 아편양 펩타이드(endogenous opiates)의 분비를 자

순침치료군이 유의하게 통증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

극하여 μ-, δ-아편유사제 수용체(opioid receptors)의

났다.

활성화를 자극하고, 세로토닌 하행성 억제 경로(serotoninergic descending inhibitory pathway)를 통해 통증 억
31)

제효과를 가진다 . 또한 이는 신경학적으로 Aβ-(group
2)와 Aδ-(group 3) type의 구심성 신경 섬유를 흥분시킬

2. 압통역치에서 전극의 차이에 따른 치료 효과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3. 근수축력(RMS) 및 근피로도(MF)에 있어 전극의 차이
에 따른 치료 효과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정도의 강도로 전류가 통전이 되면 진통 효과가 발휘되
며, 지속적인 진통 작용은 상대적으로 고강도의 전침 치
료시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32), 20 μA정도의 낮은 전류를
적용한 미세전류치료는 전침과 같은 진통 작용을 기대하
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하퇴삼두근의 지연발생근육통에 대한
미세전류 치료의 전극에 따른 효과의 차이를 일반적 침치
료군을 대조군으로 설정하여 비교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전극에 따른 효과 차이는 없었다. 단, 주관적 지표인 VAS
에서 표면전극 미세전류 치료군과 일반침 치료군에서 치
료 전후 유의한 통증 감소 효과가 있었던 반면 삽입전극
미세전류 치료군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특히 일반
침에 미세전류 자극을 병행하는 것이 일반침 단일 치료에
비해 오히려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연발생근육통의 일반적 경과를 관찰할 수 있는
무처치 대조군이 없고, 처치에 대한 맹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본 연구의 한계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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