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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 As age increases, a low-level systemic inflammatory state develops and the levels of anti-aging hormones decrease. 

The vagus nerve activates parasympathetic nerves and promotes sulfation and secretion of neurotransmitter in the brain.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electrical vagus nerve stimulation on systemic inflammation (CRP) and 

anti-aging hormone (DHEA-S) levels in elder people.

Methods : A total of 30 healthy elder people participated in this study, randomly divided into two groups of 15 subjects. 

Electrical vagus nerve stimulation was applied to the experimental group for 4 weeks. CRP and DHEA-S levels were compared 

with those of the control group.

Results : The CRP level was significantly lower in the experimental group than in the control group. In the experimental group, 

there was a significant decrease in CRP before and after the intervention. However, the DHEA-S level was not significantly differ-

ent between groups.

Conclusion : Electrical vagus nerve stimulation may alleviate the low-level systemic inflammatory state found in elderly people. 

These results suggest that it may have the effect of reducing the degenerative inflammatory diseases of the elderly and delaying 

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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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인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호르몬을 생성하는 축의 

민감성이 떨어지게 됨으로써 호르몬 생성능력이 저하되

고, 이로써 여러 호르몬 결핍이 결국 신체의 노화를 가

속시킨다(Diamanti-Kandarakis 등, 2016). 

노화와 관련된 여러 호르몬 중 디하이드로에피안도

스테론황산염(Dehydroepiandrosterone:DHEA-S)은 노화의 

지표로 이용되는데,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급감하는 

호르몬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Baulieu, 2002). DHEA-S

는 성호르몬을 비롯한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만드는 전

구체로서 작용하므로(Payne과 Hales, 2004), DHEA-S의 

감소는 결국 에스트로겐과 같은 성호르몬의 생성도 감

소하기 때문에, DHEA-S의 전신적 수준이 감소될수록 

노화가 가속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DHEA-S는 신체 전반에 걸쳐 여러 생리적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뇌에서는 항산화와 항

염증 작용을 통해 신경세포의 보호 역할을 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또한 DHEA-S가 면역반응에도 관여함

으로써 DHEA-S가 여러 호르몬과 함께 염증 조절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Prall과 Muehlenbein, 2018), 

염증성 질환자는 DHEA-S의 전신적 수준이 낮음을 관

찰함으로써 전신적 염증수치와 DHEA-S 수준 간에 역

상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Liou 등, 2018). 

노화와 관련된 또 다른 지표로서 전신적 염증수준을 

들 수 있다. 노인들은 염증전구물질 생성을 억제하는 

능력이 떨어지는데(Xia 등, 2017), 건강한 노인에게서 

조차도 젊은 성인에 비해 혈중 염증 전구물질의 분비

량이 2배에서 4배 이상 많은 것을 볼 때 노화와 염증

간의 비례적 상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Bruunsgaad 

& Pedersen, 2003). 노인들의 전신쇠약과 염증수준을 

비교한 연구에서 염증수준이 높은 노인일수록 전신적 

쇠약감을 많이 느꼈으며(Hubbard 등, 2009; Cesari 등, 

2004), 또한 전신적 염증수준이 높은 노인일수록 여러 

신체 기관 및 근육들의 약증이 많이 나타났다. 특히 

염증반응단백(C-reactive protein: CRP)은 전신적인 염증

수준을 대표하는 급성기 염증반응단백인자로서, 노인

에게서 CRP가 증가될수록 만성질환의 이환률과 사망

률이 증가함을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Beleigoli 

등, 2013; Puzianowska- Kuznicka 등, 2016). 

이러한 노화로 인한 DHEA-S 호르몬 감소와 전신성 

염증 수치의 증가를 조절하기 위해 다양한 항노화 방

법들이 연구되고 있으며, 미주신경 전기자극 역시 최

근 이루어지고 시도 중 하나이다(Miranda 등, 2016; 

Schweighöfer 등, 2016).

Jeremias 등(2016)은 패혈증 쥐에게 미주신경 전기자

극시 전신적, 국소적 염증전구물질의 수치가 떨어짐을 

확인하였고, Ekici 등(2013) 역시 미주신경 전기자극이 

염증 및 산화스트레스를 억제하여 신경보호 효과를 갖

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미주신경의 전기자극은 

전신적 염증수준을 낮춰주고, 이것은 산화스트레스와 

세포사멸을 억제하여 결국 신경 보호의 역할을 할 것

으로 생각되며, 더 나아가 전신적 염증수준과 DHEA-S

가 반비례적 관계임을 볼 때, 전신적 염증수준을 감소

시킴으로서 DHEA-S의 수준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되지만 그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에게 미주신경 전기자극이 염

증수준을 감소시키고(CRP), 그로인해 항노화 호르몬인 

DHEA-S의 수준을 증가시킬 수 있을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경남 G시에 거주하는 70-75세의 남, 녀 

노인 30명을 대상으로 각각 15명씩 2개의 집단으로 단

순 무작위 배정하였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한국어판 

간이정신상태평가(MMSE) 결과 25점 이상으로 인지기

능이 정상이고, 노인우울척도(GDS)에서 10점 미만으로 

우울증이 없으며, 현재 소염제나 항생제 등의 염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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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약을 복용하지 않고, 대상자들의 활동수준을 체크

한 결과 하루 30분에서 1시간가량 걷기를 하는 사람들

을 기준으로 중등도의 신체활동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

로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듣고 자발적 동의를 한 

대상자에 한하여 연구에 참여하게 하였으며, 연구동의

서에 자필서명 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부산가톨릭

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진행하

였다. 

2. 측정방법

본 연구는 실험에 들어가기 전에 예비실험을 통해 

미주신경 전기자극을 적용해 본 결과 혈압과 맥박이 

떨어짐을 확인하였다. 그것을 근거로 하여 본 실험에 

들어가기 1주일 전 모든 대상자들의 혈액을 체취하여 

DHEA-S와 CRP의 수준을 측정한 후 4주간 중재에 들

어갔다. 두 집단 모두 평상시와 다름없이 일상적인 생

활을 하도록 하였으며, 실험집단만 미주신경 전기자극

을 하루 30분 주5회 4주간 실시하였다. 중재가 끝난 

다음날 모든 대상자들의 혈액을 다시 체취하여 집단

내, 집단간 DHEA-S, CRP 수준의 평균을 비교 분석하

였다. 

DHEA-S, CRP의 수준을 분석하기 위해 공복 상태인 

대상자들로부터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 상완정맥에

서 혈액 5 cc를 간호사가 채혈하도록 하였다. 채혈한 

혈액은 시약 처리된 병에 넣어 냉장에서 1시간 보관 

후 3000 rpm으로 원심분리기 15분간 돌려 혈청을 분리

하였다. DHEA-S를 분석하기위해 Coat-A-Count 

DHEA-S C 시약(Diagnostic Products Co, U.S.A)을 이용

하여 Radio Immuno Assay(RIA)법으로 검사하였고, 

CRP를 분석하기 위해 CRP Gen.3, 500Tests, Cobras 

c701 kit(Roche, Germany)를 이용하여 Turbidimetric 

Immuno Assay(TIA) 법을 사용하였다. 

3. 중재방법

실험집단 대상자들의 왼쪽 귀 조가비 영역에 미주신

경 전기 자극을 실시하였다(Fig 1). 미주신경 전기자극

은 귀의 외이도에 2개의 침을 꽂은 상태에서 전극을 

연결한 후 경피신경자극기(STN-330, Stratek, Korea)의 

주파수 15 ㎐, 파장 200 ㎛ 자극으로 30분간 전기 통

전하였다(Straube 등, 2015). 하루 30분 주 5일 4주간 

실시하였고(Fang 등, 2016),  대상자들의 심리적 상태

가 반영되지 않도록 집단 간 장소를 분리하여 중재하

였다.

Fig 1. Area of vagus nerve 

electrical stimulation

4. 분석방법

본 연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 19.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사용해 분석하였고, 통계적 검증

을 위한 유의수준(ɑ)은 .05로 설정하였다. 연구 대상자

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산출하였고, DHEA-S와 

CRP 수준의 평균을 집단 내 비교하기 위해 대응 t 검

정(paired t-test), 집단 간의 변화량의 평균을 비교하기 

위해 독립 t-검정(independent t-test)으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실험군과 대조군 두 집단 대상자간의 일반적 특성은 

아래와 같으며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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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M±SD

p
Experimental group (n=15) Control group (n=15)

Age (years) 72.12±3.39 71.10±3.38 0.522

Gender (M/F) 7/8 7/8 1.000

Height (㎝) 160.62±5.08 159.72±5.02 0.767

Weight (kg) 67.50±5.65 66.30±4.87 0.374

BMI 26.22±1.73 25.67±2.04 0.887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2. DHEA-S 변화

실험집단에서 미주신경 전기자극 전후에 따른 

DHEA-S의 변화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Table 2), 

집단 간 비교에서도 중재에 따른 DHEA-S의 변화량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3). 

Mean±SD
p

Pre Post

Experimental group 53.48±29.03 51.39±24.47 0.21

Control group 45.33±30.76 44.67±27.71 0.34

Table 2. Changes of CRP within group      (Unit: ug/dL)

Mean±SD
p

Post-Pre

Experimental group -2.09±4.56
0.26

Control group -0.66±3.05

Table 3. Comparison of DHEA-S changes between groups     (Unit: ug/dL)

3. CRP 변화 

실험집단 내에서 미주신경 전기자극 후 혈중 CRP의 수

준이 유의하게 낮아졌고(Table 4), 집단 간 비교에서도 

중재에 따른 CRP 변화량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able 5).

Mean±SD
p

Pre Post

Experimental group 0.21±0.11 0.04±0.03 0.02*

Control group 0.34±0.21 0.30±0.24 0.20

Table 4. Changes of CRP within group          (Unit: ㎎/㎗)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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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SD
p

Post-Pre

Experimental group -0.17±0.08
0.04*

Control group  0.04±0.03

Table 5. Comparison of CRP changes between groups        (Unit: ㎎/㎗)

 * p<.05 

Ⅳ. 고 찰

본 연구는 노인에게 미주신경 전기자극이 항노화 호

르몬을 증가시키며, 또한 전신적 염증수준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DHEA-S의 혈중 분비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지만, 전신적 CRP의 수준은 감소시킴으로써 항염

증 효과를 가짐을 알 수 있었다. 

미주신경은 부교감신경의 대표적인 신경으로써 여러 

선행연구에서 미주신경의 자극시 혈압과 맥박이 감소하

고(Kwon과 Moon, 2016), 뇌에서 신경전달물질의 활성과 

신경영양물질들의 분비를 촉진한다고 하였다(Eisenhofer 

등, 2017). 또한 미주신경을 전기 자극하면 아세틸콜린이

라는 신경전달물질 분비량이 증가하게 되고 이것은 콜

린성 항염증 기전을 활성시킴으로서 염증을 억제한다고 

하였다(Tracey, 2009; Xiang 등, 2015). Hashimoto 등

(2014) 역시 미주신경을 전기자극하면 콜린성 항염증 작

용을 도와주는 인자(AR-R17779)의 분비를 촉진한다고 

하여 미주신경의 콜린성 항염증 기전을 잘 뒷받침 해주

고 있다. 본 연구 결과 역시 실험집단에서 CRP 수준의 

유의한 감소가 있었던 것은, 미주신경 전기자극을 받음

으로써 콜린성 항염증기전의 강화에 의해 CRP의 수준이 

낮아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Pellissier 등(2014)의 연구에서는 전신적 CRP 수

준이 증가될 때 미주신경 활성이 감소됨을 확인함으로

써 미주신경과 CRP 간의 상관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반대로 미주신경의 활성을 촉진

시킬 경우, CRP의 수준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본 연구에서 미주신경을 전기 자극한 결과 미주신

경의 항진이 일어났고 예상대로 CRP 수준이 감소됨으로

써 미주신경과 CRP와의 상관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한 것

으로 보인다.

반면, 본 연구결과에서 DHEA-S의 변화는 집단내 집

단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호르몬 

생성능력을 향상시키기에는 미주신경 전기자극 기간이 

다소 짧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미주

신경 전기자극이 전신적 염증수준을 감소시키고, 이러한 

반응 결과 항산화 작용이 촉진되었다고 하였다(Jiang 등,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미주신경 전기자극 결과 

호르몬 생성기관들에서 이와 같은 순차적 진행과정을 

따라 호르몬 생성 능력이 증가될 것이고, 따라서 

DHEA-S의 생성이 증가할 것을 기대하였지만 본 연구에

서는 중재에 따른 DHEA-S의 유의한 증가가 없었다. 

미주신경을 임상 환자 집단에 적용한 경우에 자율신

경계의 특성상 즉각적으로 심박변이도와 염증반응의 변

화를 이끌어 내었고(Clancy 등, 2014; Komegae 등, 2018), 

그렐린과 인슐린 등 호르몬 등에서도 즉각적인 감수성 

변화를 일으켰다(Meyers 등, 2016; Okada 등, 2018).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들에 근거해 지속적 자극을 줄 경

우 호르몬의 생성과 전신적 수준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

으로 생각하였으나, 호르몬의 생성을 증가시키지는 못하

였다. 미주신경의 전기자극이 정신질환 등에서 신경행동

적 변화를 유도하는데 4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 것으

로 볼 때(Carreno와 Frazer, 2017; Rong 등, 2012), 호르몬

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에도 최소 4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한 달간의 미주신경 전기자극은 

호르몬 변화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중재기간의 수정을 통해 추가적인 연구

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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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노인에게 미주신경 전기자극 적용이 

DHEA-S의 분비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CRP

의 분비량을 감소시킴으로써 노인의 전신적 염증상태를 

조절하였다.

따라서 노인에게 미주신경 전기자극은 항염증 효과를 

나타내어 염증으로 인한 노인의 다양한 퇴행적 병변을 

예방할 것이라 생각되며, 향후 관련 연구를 통해 충분한 

근거를 좀 더 마련해야 할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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