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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침형 경피신경 전기자극과 은첨 전기자극 
치료가 압통 역치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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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Acupuncture-Like Transcutaneous Electrical Nerve 
Stimulation and Silver Spike Point Therapy 

on Pressure Pain Sensi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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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a more effective method for 
shoulder pain reduction. Forty-five normal subjects were randomly assigned 
to one of 3 groups a control group, an acupuncture-lìke transcutaneous 
electrical nerve stimulation(ALTENS) group , and a silver spike point(SSP) 
group. Each person in the AL TENS and SSP groups was measured for 
pressur앙 pain threshold before and after a 20 minute treatment. The control 
group was also checked for pressure pain threshold before and after a 20 
minute period but no 까reatment" was given.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 l1ows l)The AL TENS and SSP group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before and after treatment but the contr01 group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2)When the three groups were compared, the on1y significant 
difference was between the SSP group and the control group. As mentioned 
above , it may be concluded .that both AL TENS and SSP therapy were 
effective in reducing shoulder pain when measured direct1y after treatment. 
However, SSP did not show any superior effect. Further study shou1d be 
done to determine the effective the maintained pain reduction with 
post-treatment time 1apse. 

Key Words Acupuncture-like transcutaneous e1ectrica1 nerve stimu1ation 

Silver spike point Pressure pain thresh0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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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론 

통증은 환자가 병원을 찾게 되는 가장 일차 

적인 원인으로서， 오랜 세월 동안 통증 감소를 

위한 많은 치료적 접근 방법들이 연구 되어왔 

다. 근대적 무통법에는 약물치료， 정신치료， 수 

술적치료， 운동치료 및 물리치료 둥의 다양한 

형 태 의 치 료방법 이 있으나(Manheimer와 Lampe, 

1984), 이 중 몇몇 방법은 수술처럼 건강한 조 

직을 범하거나 약물의 사용처럼 중독성이 될 

수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유해하기까지 하 

다(Longobardi 둥， 1989). 

이에 반해 피부를 통한 전기자극은 가장 간 

편하고 부작용이 없는 통증 치료법으로서 최근 

많이 적용되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심도 

증가되고 았다. 특히， 경피신경 전기자극 

(transcutaneous electrical nerve stimulation, 
TENS)의 적 용에 따른 통증 감소 효과가 여 

러 연구에서 보고 되었다. 기존의 연구들에 

의하면 20-80 Hz 경피신경 전기자극 효과가 

가장 크다고 하나(Johnson 둥， 1991; Krause 

등， 1987; Longobardi 둥， 1989; Oliveri 둥， 

1986), 최 근에 는 더 작은 자극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침형 경피신경 전기자극(acupuncture

like TENS , ALTENS) , 즉 1-10 Hz의 경 피 신 

경 전기자극이 통증 감소에 유의한 효과가 있 

다고 보고되 었다(Cox 둥， 1993; Longobardi 

등， 1989). 

한편 ]ohnson 등(1991)의 연구에 의 하면 전 

극의 크기가 작을수록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되는데， 경피신경 전기자극은 전극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정확한 효과점에 적용시키기에 

는 전기 통전성에 있어서 제한점이 있고， 통 

증 조절 기전이 주로 관문조절설 (gate control 

theory) 에 의한 것이다. 경피신경 전기자극의 

효과를 증대시키려는 시도 속에서 최근 일본 

에서 저주파 전기치료와 동양의 침술 효과를 

용용한 은침 전기자극(silver spike point, 

SSP)치료를 개발하였다. 은침 전기자극치료 

는 경피신경 전기자극과 비교해 볼 때， 전극 

의 크기를 최소화하여 효과점을 정확히 자극 

하여 전기의 통전성을 증가시키며， 효과점에 

압박 자극을 가함으로써 침을 삽입한 경우와 

비슷한 자극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엔돌핀 

(endorphin)을 개입시키는 작용 기전이 생긴 

다(민경옥， 1990). 

그러나 은침 전기자극치료의 효과를 증명하 

는 연구가 일본에서 시행되긴 하였지만， 위의 

이론을 뒷받침해 줄 만큼 충분한 연구가 아직 

시행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은침 전기자극치료가 침형 경피신경 전기자극 

에 비해 그 효과가 우수함을 객관적으로 확인 

해 봄으로써 통증 감소에 좀 더 효과적인 방법 

을 찾아 보고자 하였다. 

경피신경 전기자극의 효과를 알아보는 방법 

에 는 피 부 온도(Cox 둥， 1993; Nolan 둥， 

1993), 신경 전도 속도(Cox 둥， 1993), 압통 역 

치 (Delaney와 McKee, 1993; Fischer, 1986; 

Mikkelsson 둥， 1992), 호르몬 분비 량(민경욱， 

1993) 둥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이 중 피부 

온도는 주위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 외의 

방법은 본 연구 수준에서는 측정이 어협기 때 

문에， 이 연구에서는 압통 역치 증가에 의해 

치료의 효과를 보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피신경 전기자극의 제한 

점을 보완하여， 효과점을 정확히 자극할 수 있 

는 최소한의 전극 크기를 사용하고 그곳에 압 

력을 가함으로써 얻어지는 치료적 효과를 보는 

것이다， 

이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침형 경피신경 전기자극 후의 압통 역 

치에 유의한 증가가 있을 것이다. 

둘째， 은침 전기자극치료 후의 압통 역치에 

유의한 증가가 있을 것이다. 

셋째， 은침 전기자극치료 후가 침형 경피신 

경 전기자극 후보다 압통 역치에 있어 유의하 

게 더 많은 증가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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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연구방법 

1. 실험대상 

본 연구는 신경병중이나 외상이 없는 건강한 

성인 남녀 지원자 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 

다. 각 대상의 연령 범위는 21세에서 25세이고， 

평균연령은 :~3세이다. 대상자 중 여자는 21명 

(46.7 %)이고， 남자는 24명 (53.3 %)이였다. 

45명을 침 형 경피신경 전기자극군， 은침 전 

기자극치료군， 대조군으로 15명(남자 8명， 여자 

7명 )씩 무작위 로 나눴다. 

2. 실험기구 

본 연구에서는 침형 경피신경 전기자극치료 

를 위해서는 경피신경 전기자극기 1)를， 은침 전 
기자극치료를 위해서는 은침 전기자극기 2)를 
사용하였다. 

압통 역치의 측정을 위해서는 압통 역치 측 
정 기 3)를 사용하였다. 

시간 측정윤 위 해 타이 머 (마ner)를 사용하였다. 

3. 실험방법 

가. 실험 1패상자는 근육의 이완을 위해 누워 

서 5분간 휴식을 취하였다. 

나. 어깨를 드러낸 상태로 앉아서 압통 역치를 

압통 역치 측정기 (PTM)로 어깨돌기 (acromion) 

아래 2 cm 지점에서 측정하였다. 이때 압통 
역치 측정기로 눌러서 통증을 유발하는 최소의 

압력을 압통 역치로 읽었다. 압통 역치 측정기 

를 누르는 시간은 l분 이내로 하였다. 

다. 압통 역치를 측정한 후 다시 누운 상태 

로 대조군을 제외한 두 실험군은 침형 경피신 

경 전기자극과 은침 전기자극을 위한 전극을 

장치하였다. 

라. 적용부위 4)는 팔꿈치를 구부려서 생기는 

상완골 외측상과Oateral epicondyle of 
humerus)의 내측에 위치한 침점 즉 독지에 음 

극을， 같은 경락상의 무지와 시지 중수골 기저 

부(base of 1st and 2nd metacarpal) 사이 에 
위치한 침점인 합곡에 양극을 각각 설치하였 

다. 여기서 침형 경피신경 전기자극은 5X5 cm 
고무 전극을 사용하였다. 

마. 침형 경피신경 전기자극군 15명과 은침 전 

기자극치료군 15명은 2-3 Hz와 25 mA의 전기 
자극을 20분간 적용하였고， 대조군 15명은 아무 

런 처치없이 20분간 같은 자세를 취하였다. 

바. 나.와 같은 방법으로 치료 후의 압통 역 

치를 측정하-였다. 

4. 분석방법 

세 집단 사이의 차이는 단순 분산분석 

(one-way ANOV A)으로 분석하였고， 이때 유 
의한 차이를 보인 경우는 어느 집단 사이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Duncan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각 집단에서 치료 전후의 차이는 

짝비교 t검정 (paired t-test)으로 분석하였다. 

이 모든 분석의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m. 결과 

1. 치료 전 양통 역치 

단순 분산분석 (one-way ANOV A)으로 분석 
한 결과 각 집단별 치료 전 압통 역치의 평균 

값은 침형 경피신경 전기자극군에서 3.406 kg , 

은침 전기자극치료군에서 3.405 kg , 대조군에 

서 3.279 kg이였다. 세 집단의 치료전 압통 역 
치의 평균값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1). 

1) Transcutaneous Electrical Nerve Stimulation, 모델명 Computer - HL II, 회사명 HOMER 
ION. 

2) Silver Spike Point, 모델명 PULSECURE KR - 11, 회사명 OG GIK.EN. 
3) Pain Threshold Measurement, 모델명 Pain Diagnostics & Thermography(PDT). PDT의 
측정 자내 신 뢰 도는 0.67-0.88이 다(Delaney와 McKee, 1993). 

4) 압통 역 치 의 측정 은 보통 뼈 는 경 골(tibia) ， 근육은 삼각근(deltoid)에 적 용하는 것 이 일 반적 
(Mikkelsson 둥， 1992)이며， 합곡과 곡지는 어깨결림의 대표적인 경혈접(민경옥， 199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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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치료 전 압통 역치 

침형 경피신경 전기자극군 

은침 전기자극치료군 

평균 ± 표준펀차 
3.4 :t 1.6 

F값 

0.032 

단위 : kg 

Prob. 

0.968 
3.4 :t 1.4 

대조군 3.3 :t 1.5 

2. 치료 전후의 압통 역치 변화 

침형 경피신경 전기자극군의 압통 역치는 

평균 3.406 kg에서 3.711 kg로 변화하였고 이 
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은침 

전기자극치료군의 압통 역치는 평균 3.405 kg 

표2. 치료 전후의 압통 역치 변화 

침형 경피신경 전기자극군 

은침 전기자극치료군 

대조군 

< 평균 ± 표준편차 

• p < 0.05 

치료전 

3.4 :!: 1.6^ 
3.4 :!: 1.4 
3.3 土 1.5 

3. 침형， 은침， 대조군간 압통 역치 변화량 
비교 

침형 경피신경 전기자극군， 은침 전기자극 

치료꾼， 대조군간의 압통 역치 변화량을 단순 

에서 4.102 kg로 변화하였으며 이 또한 통계 
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조군은 평 

균 3.279 kg에서 3.241 kg로 변하였으나 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2). 

단위 : kg 

압통 역치 평균 
t값 

치료후 차이 

3.7 :!: 1.8 0.3:!: 0.5 2.59 
4.1 :!: 1.3 0.7 :!: 1.2 2.33 
3.2 :!: 1.6 O.O:!: 0.2 0.64 

분산분석 (one-way ANOV A)으로 비 교하였을 

때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3). 

표3. 침형， 은침， 대조군간 압통 역치 변화량 비교 

자유도 평방합 

집단간 2 4.137 
집단내 42 22.518 
합 계 44 26.655 

어노 집단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 

지 알아보기 위해 이들 각각을 Duncan방법으 

로 두 집단씩 즉 침형 경피신경 전기자극군과 

은침 전기자극치료군， 침형 경피신경 전기자 

불펀분산 F값 Prob. 

2.068 3.858 0.029 
0.536 

극군과 대조군， 은침 전기자극치료군과 대조 

군으로 비교하였을 때 은침 전기자극치료군과 

대조군 사이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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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고찰 

침형 경피신경 전기자극을 통한 치료 후의 

압통 역치까 치료 전의 압통 역치보다 유의하 

게 증가하였다. 침형 경피신경 전기자극을 통 

한 통증 감소의 효과는 기존의 연구(Lein둥， 

1989)와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은침 전 

기자극치료 후의 압통 역치도 치료 전의 압통 

역치보다 유의하게 증가하여 이 치료가 통중 

감소에 효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으 

로 이 두기-지 치료 방법이 모두 치료 직후 통 

증 감소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효과를 각 집단별로 서로 비 

교해 본 갤과 은침 전기자극치료군과 대조군 

사이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침 

형 경피신경 전기자극군과 은침 전기자극치료 

군을 비교하였을 때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 

것은 저주파 치료에서는 어느정도의 시간이 지 

난 후에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는데(Rieb 둥， 

1992), 이 실험에서는 치료 직후만을 측정하였 

기 때문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을 수 있 

다고 생각되므로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되면 

대조군과 침형 경피신경 전기자극군， 침형 경 

피신경 전기자극군과 은침 전기자극치료군 사 

이에 유의찬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고도 본다. 

그러나 같은 저주파 치료임에도 불구하고 치료 

직후에 은침 전기자극치료군이 대조군에 대해 

유의한 차öl 를 보이는 이유는 은침 전기자극치 

료가 침술에서와 같이 정확한 지점을 자극할 

수 있으며 침형 경피신경 전기자극보다는 좁은 

면적에 적용할 수 있고 은침 전기자극 전극에 

의해 압력이 더해짐으로써 전기 통전성이 더 

좋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게다가 대상자들이 

피부에서 느끼는 전기자극이 침형 경피신경 전 

기자극보다 더 크기 때문에 심리적인 치료 효 

과가 더해진다고도 본다. 

Fox와 Melzack( 1976)의 연구에서 보면 침술 
이 경피신경 전기자극보다 통증 감소에 있어서 

더 효과적이고 치료 지속 효과도 더 크기는 하 

지만， 치료자가 침을 놓는 특수한 기술 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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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로 히는 단점이 었다. 이에 반해 경피신경 

전기자극은 특별한 훈련 없이도 누구나가 쉽게 

할 수 있는 실용적인 면에서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은침 전기자극치료는 위의 

두 치료들의 장점들을 가지고 었으므로 효과적 

인 통증 치료법으로서의 연구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실험 결과 서론에서 말한 가설과는 달리 

은침 전기자극치료가 치료 직후 통증 감소에 

있어서 침형 경피신경 전기자극보다 효과적이 

라는 결론을 얻지 못하였다. 이 와 관련하여 본 

실험에는 몇가지 문제점이나 제한점 둥이 있었 

다. 

첫째， 기존의 연구에서는 치료 직후부터 30 
분 후까지의 치료 효과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기 때문에 (Longobardi 둥， 1989) 본 
실험에서는 치료 직후의 효과만을 보았는데， 

저주파 치료는 치료 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 

난 후에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Rieb 

둥， 1992)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측정해 
보았어야 했을 것이다. 또한 침술이 경피신경 

전기자극에 비해 치료 효과의 지속 시간이 긴 

점을 고려해 볼 때， 침술의 효과를 함께 가지 

고 있는 은침 전기자극치료의 효과 지속성도 

연구해 볼 필요성 이 있었다. 

둘째， 치료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통증을 

측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압통역치에 의한 방법 

이 통증을 수치로 나타낸다는 면에서 비교적 

객관적이라는 근거에 의해서 (Fisher， 1986) 이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실험을 하는 과정 

에서 처음으로 아픔을 느낄 때를 말하라는 실 

험자의 지시에 그 아픔을 느끼는 강도에 있어 

서 대상자들의 주관적인 변을 배제할 수 없었 

다. 통증이라는 것이 강도를 측정하기가 힘들 

고 개인의 통증 역치에 따라 느끼는 강도가 다 

르기 때문에， 환자가 경험한 통증을 주관적으 

로 표현(김철 둥， 1991)할 수 밖에는 없다고 하 

더라도， 이 후의 연구에서는 보다 객관적인 측 

정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세째， 본 실험에서는 침형 경피신경 전기 

자극과 은침 전기자극치료에서 치료 직후 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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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에 효과가 있었으나， 이는 정상인을 대상 

으로 했다는 점과 20대의 젊은 사람만이었다는 

점에서 이 실험의 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제한 

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비록 통증 감소를 간접적인 방법 

에 의해 측정하였지만 기존의 전기자극치료와 

는 따른 은침 전기자극치료를 적용함으로써 얻 

어지는 효과를 찾으려는 의의에서 시행되었는 

데， 앞으로 위에서의 제한점들을 보완한 은침 

전기자극치료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필요하겠 

다. 

V. 결론 

1994년 6월 20일부터 7월 1일까지 상지대학 

교 한방병원 물리치료실에서 건강한 성인 남녀 

45명을 대상으로， 침형 경피신경 전기자극과 

은침 전기자극치료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 

과를 얻었다. 

가. 침형 경피신경 전기자극 후의 압통 역치가 

치 료 전보다 유의 하게 증가하였다(p < 0.05). 

나 은침 전기자극치료 후의 압통 역치가 치 

료 전보다 윤의하게 증가하였다(p < 0.05). 

다. 은침 전기자극치료군과 침형 경피신경 

전기자극군과 대조군을 각각 두 집단씩 비교 

하여 보았을때 은침 전기자극치료군과 침형 경 

피신경 전기자극군 사이에서는 압통역치 변화 

량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 0.05). 

이상으로 볼때， 침형 경피신경 전기자극과 

은침 전기자극치료가 모두 치료 직후 통증 감 

소에 효과는 있었으나， 은침 전기자극치료가 

침형 경피신경 전기자극보다 치료 직후 통증 

감소에 더 효과적이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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