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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visual analogue scale (VAS), pain 
threshold (PT), %RMSRVC, and EMG gaps before and after applying transcutaneous 
electrical nerve stimulation (TENS) on the upper trapezius muscle at the patients with 
myofascial pain syndrome (MPS). The subjects were 4 men and 10 women composed 
of both the inpatients and outpatients who were diagnosed as MPS at W onju Medical 
Center. V AS and PT measurements were performed to assess the subjective pain level. 
The reference voluntary contraction (RVC) test was performed for 15 seconds for 
normalization on the bilateral trapezius muscle using surface electromyography (sEMG). 
After 3-minute resting time, the EMG signal was recorded while performing a typing 
activity for 2 minutes and then TENS was applicated with a comfortable intensity for 
10 minutes. The EMG activity of the upper trapezius muscle was recorded during 
typing for 2 minutes. The results of study were as follows: 1) V AS score was 
significantly decreased on the more painful side after treatment, however, it was not 
significant1y different on the less painful side. 2) PT was increased after treatment on 
both sides, however, it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before and after the 
TENS application. 3) The EMG activity during typing was significantly decreased after 

*본 연구는 과학기술부， 한국과학재단 지정 연세대학교 의용계측 및 재활공학 연구센터의 지원에 

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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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rnent, and 4) The EMG gaps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after TENS treatrnent 
compared to before it. Consequently, the study showed that TENS was effective in 
decreasing V AS, %RMSRVC, and in increasing EMG gaps. The EMG gap analysis 
could be a useful method to measure pain in patients with MPS in the upper trapezius. 

Key Words: EMG gap; Myofascial pain syndrome; Pain threshold; Surface Electromyography; 
Transcutaneous elec띠cal nerve stimulation; Visual analogue scale. 

1 . 셔론 

근막 통중증후군(myofascial pain syndrome: 

MPS)이 란 골격근이나 근막에서 통중유발점 

이라고 하는 자극에 대한 과민부위가 생기고， 

그 유발점을 압박 시 통증의 발현과 그 지점 

으로부터 떨어진 특정 부위에 연관통이 발생 

하며， 침범된 근육의 운동제한과 침자극 

(needle stimulation) 시 연축반웅이 나타나는 

특성을 보인다(Sciotti 둥， 2001; Simons 둥， 

1999; Sola와 Bonica, 1990). 근막 통중중후군 

은 누구나 일생에서 한번 이상 경험할 수 있 

는 흔한 통증 질환으로 증상이 없는 성인 여 

성 인구의 54%, 남성의 45%에서 잠재성 통 

증 유발점 (potential trigger poinÜ들이 존재 

하며 근골격계에 통증올 유발시키는 가장 혼 

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Simons 둥， 1999). 

또한 근골격계 통중에서 목과 어깨 부위 통 

증은 매우 흔한 것으로(Akesson 둥， 1997; 

Veiersted 둥， 1990), Fricton 등(1985)은 164 

명의 만성 경부 통중과 두통을 가지는 환자 

의 55%가 일차적으로 근막 통증증후군 환자 

라고 하였다. 

근막 통중증후군의 원인으로는 좋지 않은 

자세나 근육의 과다한 사용， 영양부족， 대사 

장애， 정신적 스트레스 둥에 의해 유발될 수 

있으며 특히 현대 사회에서 과다한 컴퓨터 

사용， 지속적인 자세 유지， 직장에서의 업무 

스트레스 풍의 부적절한 작업환경 등에 의해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그 동안 근막 통증증 

후군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진단과 치료 

방법에서도 이견이 있었다(주정화와 옥광휘， 

1997). 

특히 정적이거나 매우 반복적으로 근육에 

부하가 걸리는 일과 관련이 있는 직업에 종 

사하는 경우 목과 어깨 주변의 통중으로 인 

해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Hagberg와 

Wegman, 1987; Luop혀arvi 동， 1979; Punnett 

동， 1985), 특히 승모근(trapezius muscle)은 

시각적인 요구가 필요한 작업이나 정교함이 

요구되는 작업을 실시할 때 손파 팔의 웅직 

임이 반복되어 손상받올 위험이 높다 

(Haslegrave, 1994; Ohlsson 둥， 1995). 또한 

목 튀쪽과 어깨부위 통증 환자의 중요한 통 

증부위는 견갑거근과 승모근이며， 원인은 견 

갑배신경과 부신경의 이상홍분으로 인한 견 

갑거근과 숭모근의 과도한 긴장 때문일 수 

있다(최중립， 1992). 

승모근을 대상으로 근전도 연구는 1951년 

Lundervold에 의해 근육에 걸리는 부하 형태 

에 대한 것을 중접적으로 다루면서 시작되었 

고， 여러 가지 형태의 타이핑에 대한 인간공 

학적 (ergonornics)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Hagg와 Astrom, 1997). Hagg(1991)는 

Henneman의 운동단위의 동원 원리와 정적인 

부하 시 손상받은 지 근섬 유들(slow twitch 

muscle fibers)은 지속적으로 동원되어 사용 

됨에 따라 항상 손상받은 상태가 된다는 원리 

에 기초하여 견부의 근육통에 대한 실험모델 

을 제안했다. 이러한 가설은 짧은 기간 동안 

완전하게 휴식 기간을 갖는 근육은 후에 근육 

통이 예방될 수 있다는 것이다(Hagg，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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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iersted 둥， 1990). 또한 ]onsson(1978)은 근 였고， Hsueh 동(1997)의 연구에서 연부조직 

육에 장기간 반복적인 정적인 부하(static 손상부위에 저주파의 60 바와 10 Hz의 두 가 

load)가 제공되면 손상받지 않은 지근섬유들 지 전기자극치료를 20분 동안 제공한 결과 

의 운동단위들은 활동하지 않고 손상받은 지 통중강도 감소와 통중 역치 증가의 유의한 

근섬유의 운동단위들이 계속적으로 동원되어 차이를 보였다고 보고하였고 그 결과 압통점 

근 수축을 하기 때문에 골격근에 손상올 일으 으로부터 오는 통중올 감소시키기 위해 전기 

키는 위험인자라고 하였다. 정적부하가 걸리 신경자극(electrical nerve stimulation)이 압 

는 작업 을 하는 동안 근육의 시 간에 따른 수 통 역 치 (pain threshold: PT)에 효과적 이 라고 

축 시 짧은 휴식 기간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하였다. 

것은 근 피로도와 근육 내 근 긴장의 병리생 과거에 근막 통중증후군에 대한 경피신경 

리적 상태를 나타내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알 전기자극치료 효과에 대한 연구는 있었다. 그 

려 져 있다(Veiersted 둥， 1990). 

근막 통중증후군의 치료목적은 통증을 감 

소시키고 손상당한 근육의 긴장을 감소시키 

는데 있다. 따라서 치료방법으로는 간헐적인 

냉치료와 신장기법 그리고 둥척성 운동 후 

이완운동， 온열치료， 마사지， 통증유발점 주사 

법과 통증을 발생시키는 인자들을 제거해주 

는 방법 들이 있다(Hsueh 등， 1997). 

전기치료는 통중 유발점으로부터의 통중올 

감소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치료도구로 보고 

되 어 왔다(K뻐n， 1994; Woolf, 1989). Minor 

와 Sanford(1999)는 적 은 부하가 요구되 는 

작업으로 인해 근육에 통증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열， 냉， 레이저치료 둥과 운동치료 

를 한 결과 경피신경전기자극( transcutaneous 

electrical nerve stimulation: TENS)치 료가 

통증의 적웅중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고하 

표 1. 근막 통증증후군 환자의 일반적 특성 

성별 

남(n=4) 

여 (n=lO) 

특성 

나이(세) 

신장(cm) 

체중(kg) 

유병기간(개월) 

나이(세) 

신장(때) 

체중(kg) 

유병기간(개월) 

러나 이들의 평가도구는 시각 통중 척도 

(visual analogue scale: V AS)와 압통 역 치 

그리고 관절 가동범위 측정 수준에 머물러 

객관성 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Hou 둥， 

2002; K따m， 1994; Woolf, 1989). 따라서 본 

연구는 그간 근 긴장도 평가에 객관적 가치 

가 입증되고 있는 표면근전도 분석방법을 이 

용하여 근막 통증증후군에 대한 경피신경전 

기자극의 치료 효과를 증명해 보고자 한다. 

H.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원주의료원 재활의학과에서 상 

부 승모근 근막 통증중후군으로 진단을 받은 

외래 환자와 입원 환자로 남자 4명， 여자 10 

명올 대상으로 하였다. 위의 대상자들은 실험 

평균±표준편차 

31.5:t 7.8 
168.2 :t6.2 

65.2 :t 9.5 
90.0 :t69.2 

34.7 :t 14.2 
157.8 :t5.4 

57.3 :t5.2 
29.3 :t 33.0 

(N=14) 

범위 

26.0-43.0 

160.0 -175.0 
54.0-75.0 

.3-160.0 

14.0-55.0 

150.0-166.0 
50.0-64.0 

.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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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실험 전에 면서 기분 나쁜 감각이나 통증이 시작되면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하여 연구대상자 “아”하는 소리를 내게 하여 그 순간의 수치 

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자발적인 동의를 얻 를 압통 역치로 판단하여 측정하였다(권영은 

었다. 연구기간은 2002년 7월 1일부터 8월 30 동， 2001). 측정은 연구자가 두 번씩 실시하 

일까지 진행되었다.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여 평균값을 대표값으로 하였다(Vasseljen 

은 표 1과 같다. 동， 1995). 

2. 질험절계 나. 경피신경전기자극기 적용 

측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실시되었다. 숭모근 근막 통증치료를 위해 사용된 경피 

경피신경전기자극기를 적용하기 전과 직후에 신경전기자극기는 전자동경피신경자극기 

시각 통증 척도와 압통 역치 측정계 (Pain (HAT-20oo)2)를 이용하였다. 이때 양쪽 승모 

threshold algometer)ll를 사용하여 주관적인 근에 3-20 바의 주파수가 자동적으로 제공되 

통증 정도를 측정했다. 도록 셜정하였고， 이때 치료강도는 가시수축 

자발적 기 준 수축(reference voluntary 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에서 환자가 가장 편안 

contraction: RVC)을 측정한 후 3분 간의 휴 하다고 판단되는 범위까지 강도를 높여 전기 

식을 제공하였다.2분 동안의 작업 시 근전도 자극올 실시하였다. 이때 근전도의 전극을 부 

측정은 고정된 의자에 앉아서 주관절이 90。 착한 상태에서 총 10분 동안 적용하였다. 

유지되도록 하였고 컴퓨터 키보드 상단의 숫 

자 l에서 O까지 10개의 자판들을 양손으로 반 3. 표면근전도 신호 수접 방법 및 처리 

복적으로 누르는 작업올 수행하도록 하였다. 

경피신경전기자극을 10분 간 적용 후 2분 가. 표면근전도 수집 방법 

동안의 작업 시 근전도 변화를 측정하기 위 표면근전도 신호는 양쪽 상부 숭모근에서 

해 치료 전과 통일한 자세에서 실시하였다. 기록되었다. 표면전극은 근육이 수축함에 따 

라 근복(muscle belly)의 위치가 변하는 것올 

가. 시각 통중 척도와 압통 역치 측정 고려하여 제 7경추(C7)로부터 견봉(acromion) 

연구대상자 스스로 현재 통증이 어느 정도 의 외측 끝올 잇는 선상에 부착하였다(Jensen 

인지를 주관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10.0 cm의 과 Westgaard, 1995). 표면근전도 신호에 대 

시각 통증 척도를 이용하여 선의 바닥부터 한 피부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해 부착부위를 

환자가 통증의 크기를 표시한 곳까지 측정하 가는 사포로 3-4회 문질러 피부 각질층을 

여 기록하였다. 압통 역치는 Fischer(1986 )의 제거하고， 소독용 알코올로 피부지방을 제거 

방법에 의한 압통 역치 측정계를 이용하여 한 후에 소량의 전해질 첼(electrolyte gel)올 

승모근의 유발점에서 측정하였다. 측정방법은 바른 표면전극을 피부에 부착하였다. 접지전 

우선 대상자에게 검사 목적에 대해 잘 설명 극(ground electrode)은 왼쪽 손동에 부착하 

하고 이해시킨 후 측정기를 압통점 가운데 였다. 

가장 민감한 압통점부위를 볼펜으로 표시한 

후， 그 지점에 압통 역치 측정계를 수직으로 나. 표면근전도 수집 처리 

대고 1 kg/sec의 일정한 속도로 압력을 가하 컴퓨터 키보드 작업 중 표면전극인 Bagnoli 

DE3-13)의 2개의 채널에서 수집된 근전도 아 
1) Pain Diagnosis and Thermography Inc. 

USA. 2) 뮤'lMEDlTENS. 서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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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SwORK= n% RMSRVC ... ...... ... ... ...... ...... ... ... ... 공식(1) 

ξ !양FtM~l(i싸\.1m합양ν 

그렴 1. 15초 동안 수집 된 RMSRVC값(상) 

2분 컴 퓨터 키 보드 작업 시 초기 15초 동안 수집 된 RMSwORK값(하) 

날로그 신호는 MP100 시스랩4)으로 보내져 

디지털 신호로 전환한 다음， 개인용 PC에서 

Acqknowledge 3.715) 소프트웨 어 를 이 용하여 

필터링과 기타 신호처리를 하였다. 근전도 신 

호의 표본추출율은 512 Hz이 었고， 20-250 많 
의 대역 필터 (band pass filter)와 60 바 노치 
필터 (notch filter)를 사용하였다 Bagnoli 

DE3-1 EMG의 전극은 이중차둥앵프로 구성 

되어 있다. 

다. 자발적 기 준 수축의 RMS값(RMSRVc) 

측정 시 서 있는 자세에서 양팔을 외전하 

고 주관절이 완전히 신전되도록 하였고， 견갑 

골의 연장선과 주관절이 곧게 유지되도록 한 

후， 손둥이 위를 향하게 하여 1 kg의 추를 양 
손에 들고 15초 동안 유지하는 동안 상부 숭 

모근에서 근전도 신호를 4회 반복측정하였다 

(Hansson 둥， 20(0). 여기에서 얻은 표면근전 

4) Biopack System Inc. Santa Barbara, CA 

USA 

도 신호 중에서 초기 5초는 운동단위가 동원 

되는 과정에서 불안정할 수 있으므로 신호처 

리에서 제외하고， 중간 5초 동안 신호를 이용 

하여 RVC 최대 진폭올 측정하였고， 4회 측 

정 한 명 균값을 100% RMSRVC로 사용하였다. 

여기에서 얻은 신호는 Acqknowledge 3.71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수집 및 저장되었고 

아스키파일로 다시 저장하였다. 

라. 작업 수행 시 RMS값(RMSWORK) 

2분 동안 작업 시 근 활성도를 측정하기 

위해 수집된 근전도 신호 전체구간에 대하여 

연속 중첩되는 64개 근전도 데이터(1/8초)마 

다 RMS(root mean square)를 수행하였다. 2 
분 동안의 작업 시 측정된 근 활성도는 

%RMSRVC로 전환하였다(Mathiassen과 Wi따‘el， 

1991). 위 의 과정 모두 MatLAB 5.36) 웅용프 

로그랩을 통하여 계산되었다(그림 1). 

5) Biopack System Inc. Santa Barbara, CA 3) EMG DelSys Inc. Boston, MA USA 
USA. 4) Biopack System Inc. Santa Barbara,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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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MG gap 측정 

EMG gap을 측정하기 위해 Veiersted 동 

(1990, 1993)의 분석 방법 올 이 용하여 2분 동 

안 작업 시에 대한 역치값을 제공하여 역치 

값 이하로 RMS값이 떨어진 구간을 찾아 해 

당 구간이 .2초 이상의 기간이 지속되는 값들 

을 구하기 위하여 EMG gap 분석 프로그램 

올 이용하였다. 단위는 개수/분을 사용하였다 

(그림 2와 3). Hansson 둥(2αX))은 작업 들 간 

의 숭모근 활성 도에 대 한 특이 성 (sensi디vity) 

연구에서 EMG gap에 대한 정의와 정규화 방 

법들을 대상자별로 알아본 결과 1.5% RMSRVC 

에서 47% RMSRVC까지를 역치로 설정한 

방법을 기초로 각 역치값들 이하로 떨 

그림 2.2분 컴퓨터 키보드 작업 시 5% RMSRVC 역치값에서 관찰된 EMG gap 

그림 3.2분 동안 컴퓨터 키보드 작업 시 시간별 발생된 EMG gap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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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EMG gap 측정올 위해 사용한 역치값 

통중부위 

(단위: %RMSRVC> 

심한 쪽 

약한 쪽 

차
 -

편
 -

준
 -a 

n 

표
 -n 

앉
 

+--+-+-
벼
 -
깨
 m
α
 

편

-
m
u
 
8 

뼈
-
갱
 
댐
 

--2 

2 

통증강도 
부위 

표 3. 통증강도에 따른 시각 통증 척도와 압통 역치 변화 

심함 

약함 

얘
 
-웹

 
-% 

-% 

시각 통중 척도 (cm) 압통 역 치 (kg/c마) 

5.8 

4.5 

2.2 

2.1 

어진 gap의 개수를 구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 

에서 개체간 %RMSRVC값의 변동이 심하여 

을 이용하여 개체 내 통증이 심한 쪽과 약한 

쪽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유의성을 검정 

개체간에는 1 - 25% RMSRVC값을 역치로 사 하기 위하여 유의수준 a 는 .05로 정하였다. 

용하였고， 개체 내에서는 치료 후 %RMSRVC 자료의 통계처리를 위해 상용 통계프로그램 

값을 기준으로 치료 전 • 후에 동일한 역치값 인 윈도우즈용 SPSS 10.0 (Statistical Package 

을 이용하였다. 각 대상자의 양쪽 숭모근의 for the Social Sciences) 프로그램을 사용하 

EMG gap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역치값은 였다. 

시각 통중 척도를 기준으로 심한 쪽은 2-
37% %RMSRVC이 었고， 약한 쪽은 2-25% 

RMSRVC로 표 2와 같았다. 이때， 역치값은 

MatLAB 5.3 웅용프로그램에서 수동적으로 

입 력하도록 설계하였다. 

4. 통계분석 
개체간 및 개체내 표면근전도 신호의 차이 

를 최소화하여 전반적인 변화추세를 관찰하 

기 위해서는 정규화 과정이 필요하다(Ann 

동， 2001; Clancy 둥， 2001). 본 연구에서 자 

료를 RMS 처 리 를 한 후， 그 값을 %RMSRVC 

를 이용하여 정규화하였고 잡음에 영향을 받 

지 않는 EMG gap 분석 방법 (Hansson 둥， 

2000)을 이용하여 치료 전 · 후 EMG gap 개 

수를 비교하였다. 경피신경전기자극 후 시각 

통증 척도와 압통 역치 그리고 근 활성도의 

값과 EMG gap의 개수를 비교하기 위해 윌 

콕슨 쌍대 검 정 (Wilcoxen Sign어-Ranks test) 

11. 컬과 

1. 시각 통중 척도와 압통 역치 변화 

양쪽 숭모근은 통증강도에 따라 통증이 심 

한 쪽과 약한 쪽으로 분류되었다(표 3). 경피 

신경전기자극 후， 치료 전 통중이 심한 쪽 승 

모근의 시각 통중 척도는 낮아졌고 통계학적 

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p<.05) ， 통증 

이 약한 쪽 숭모근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그림 4). 경피신경전기자극 전 · 후 압통 

역치에는 양쪽 승모근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그림 5). 

2. 근 활성도의 변화 
경피신경전기자극 전 • 후 2분 동안 작업 

시 평균 %RMSRVC를 비교해 본 결과 양쪽 

승모근 모두 유의 하게 감소하였다(p<.05) ， 

(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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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전통중이 심한쪽 

다며 치료후통중이 심한쪽 * 

l1li톨 치료 전 통중이 약한쪽 

- 치료후통중이 약한쪽 

10 
9 

8 

7 
딩 
Q 
、~

ω 5 
-< 
:> 4 

3 

2 

1 

0 

*p<.05 

그렴 4. 치료 전·후 시각 통중 척도 비교 

= 치료 전 통중이 심한쪽 6 

g률되 치료후통중이 심한쪽 

톨툴톨 치료 전 홍중이 약한쪽 

- 치료후통중이 약한쪽 

5 
(
N
E
u
~
월
)
 강
맘
 뻐
양
 

4 

그립 5. 치료 전·후 압통 역치 비교 

(단위: %) 표 4. 경피신경전기자극 전 • 후 %RMSRVC 비교 

Z 치료 후 치료 전 통증부위 

-3.3* 14.61: 13.5 20.6 1: 14.9a 심한 쪽 

-3.3* 

.p<.05 

a평균±표준편차 

13.51: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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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경피신경전기자극 전 · 후 EMG gap 개수 1:l]교 

통중부위 
2분 동안 EMG gap~ 개수 

심한 쪽 

약한쪽 

*p<.05 
a평균±표준편차 

*p<.05 

치료 전 

8.1 :t 17.98 

9.1 :t 18.4 

* * 

치료 후 

35.6:t24.9 

36.9 :t 26.5 

EZZZZ:I 치료 전 통중이 심한쪽 

다마다 치료후통증이 심한쪽 

톨률 치료전통중이 약한쪽 

- 치료후통중이 약한쪽 

Z 

-3.2* 

-2.6* 

그렴 6. 치료 전 • 후 EMG gap 개수 비교 

3. EMG gap의 변화 
통증이 심한 쪽과 약한 쪽 숭모근에 대한 

각각의 EMG gap의 개수를 비 교해 본 결과 

치료 전 통증이 심한 쪽 숭모근에 EMG gap 

의 개수는 평균 8.1개이었고， 치료 후 평균 

35.7개 발생 했다. 또한 통중이 약한 쪽 승모 

근의 EMG gap의 개수는 치료 전 평균 9.1개 

가 발생했고， 치료 후 평균 36.9개가 발생되 

어， 경피신경전기자극 치료 후 양쪽 승모근 

모두에서 EMG gap의 개수가 유의하게 증가 

하였다(p<.05) ，(표 5)，(그림 6). 

W. 고찰 

표면근전도를 이용하여 통증과 근 긴장도 

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정적인 상태에서는 세 

가지 방법이 사용되는데 첫 번째로 최대 정 

점값들올 합하여 측정시간 동안의 명균값올 

내어 사용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로 해당 구 

간의 근전도 신호 적분값을 구간의 시간으로 

나누어 사용하는 방법 이 며 (Cr없n 둥， 1998), 

마지막으로 RMS값올 사용하는 방법으로 개 

체 내에서 양쪽올 비교한 값들의 40%의 비 

대칭적 차이가 있는 경우 통증이 있는 것으 

로 판단한다(Donaldson과 Donaldson, 1990). 

동적인 움직임을 하는 상태에서 통증환자 

의 근 활성도를 비교하는 경우 RMS의 최대 

값올 이용하여 그 값들을 비교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한점들이 있는데， 특히 통중으로 인하 

여 최대의 근 수축올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 

법으로 자발적 기준 수축을 이용한 %RVC값 

을 사용한다(Knutson 둥， 1994). 

동적인 움직임을 측정하는 경우 지속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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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적은 부하가 걸리는 작업에 대한 근 활성 

도를 측정하여 근육의 긴장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분석 방법이 이용되는데， 

Amplitude Probability Distribution Function 

(APDF)을 이용하는 방법과 EMG gap을 이 

용하는 방법 이 다(Cr없n 동， 1998). 

통증이 있는 환자의 근 활성도에 대한 연 

구 결과 EMG gap은 대사물질의 증가로 

BRAC (basic rest activity cycle)의 주기 가 

깨어져 근 수축 기간 동안에 휴식 상태가 주 

기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며 근 활성도가 함께 

증가하게 되는 이중 위험 (double jeopardy)을 

경 험 하게 된다(Shannahoff-Khalasa， 1991). 

EMG gap 분석방법을 이용한 고전적인 연구 

에서는 상부 숭모근 통중 환자를 대상으로 

1.5분간의 타자 작업에서 상부 승모근이 정상 

인과 비교 시 5 μV 이하의 근 활성도인 gap 

이 관찰되지 않아 .5% 이하의 최대 자발적 

수축(maximal voluntary contraction: MVC) 

에서 .2초 간의 지속시간을 갖고 발생된 

EMG gap의 개수를 사용하였다(Veiersted 

등， 1990;1993). 최근 연구에서는 RVC를 이 

용하여 5% RVC 이 하의 진폭(amplitude)이 

.2초 이상 지속될 때를 하나의 EMG gap으로 

정 의 한다(Hansson 등， 2(00). 

Nordander 둥(2000)의 연구에서 상부 숭모 

RMS값을 %RMSRVC로 계산하여 그래프로 나 

타내는 방법으로 근육에 걸리는 부하를 최소， 

중간 그리고 최대 근 활성도로 나누어 전체 

작업시간 동안의 근 활성도를 양적으로 측정 

할 수 있는 방법이다(Jonsson， 1982).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 시간에 대하여 근 활성도가 낮 

은 값들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EMG 

gap 분석방법이 이용되고 있다(Linderhed， 

1993; Mathiassen과 Wi띠<:el ， 1991; Veiersted 

등， 1990; Westgaard 둥， 1996). 

근전도는 근육에 걸리는 부하를 객관적으 

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Nordander 동， 2000). Veiersted 등(1990)은 

숭모근에 통증이 있는 환자와 통증이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4 -10% MVC에 해당하는 

기계작업을 하는 동안의 근전도 신호를 수집 

한 후， 근 활성도와 EMG gap올 분석한 결과 

통중이 없는 군에서는 정적 부하 시 .1-.5% 

MVC의 근 활성도가 통증이 있는 군에서는 

.2-1.5% MVC의 근 활성도가 나타나고 

EMG gap의 개수를 비교한 결과 통증이 없 

는 군에서 평균 1.9-207ß , 통증이 있는 군에 

서 평균 .8-7.7개가 발생되어 두 군간에 근 

활성도와 EMG gap 개수 사이에는 통계학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Hagg와 Astrom(1997)의 연구에서 상부 승모 

근의 통증이 있는 경우 적은 부하가 걸리는 근에 통증이 있는 군과 통중이 없는 군으로 

작업 을 하는 동안은 EMG gap 발생 이 통증 나누어 타자작업 동안의 수집 된 근전도 신호 

이 없는 군에 비해 적게 나타났다고 하였고， 를 분석하여 작업 시간 동안 발생된 각 각의 

Hagg와 Astrom(1997)의 연구에서 어깨와 목 EMG gap들을 계산해 본 결과 총 작업시간 

에 통증이 있는 군과 통증이 없는 군 사이에 

정적 부하가 걸리는 작업 시 EMG gap 발생 

횟수를 비교해 본 결과 두 군간에 유의한 차 

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 다른 방법인 APDF는 적은 부하가 걸리 

는 장시간의 작업시간 동안 근전도의 시간 평 

면(time domain)에 대한 근 활성도의 크기를 

RMS 처리 후， 측정된 RMS값 중 최대값을 

동안 휴식올 갖는 기간은 통중이 없는 군에 

서는 양쪽 승모근에서 각 8시간 작업 동안 

14.2분과 17.3분 동안의 휴식시간올 가졌지만， 

통증이 있는 군에서는 각 8.0분과 3.9분 동안 

의 휴식시간을 갖는 것으로 두 군간에는 통 

증 유무에 따라 근육이 휴식시간을 갖는데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Veiersted 

둥(1993)은 작업올 하는 동안 EMG gap과 같 

100% RMSRVC로 하여 작업 동안 발생된 은 근육의 짧은 휴식은 정 적 인 수축 동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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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단위들을 선태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였다. 또한 근육들이 둥장성 수축올 하면 근 

능력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짧은 휴식 육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근막파 골막의 접합 

은 장기간의 근 수축을 하는 동안 근육올 보 부위를 잡아 당겨서 통중에 예민한 골막올 

호하는데 중요하다(Nordander 둥， 2(00). 자극하여 통증을 일으킨다고 하였다(최중립， 

Vasseljen 둥(1995)의 연구에서 견부와 목 주 1992). 또한 최근의 연구에서는 근막 통중올 

변의 통중이 있는 사무원을 대상으로 집중력 일으키는 병리생리학적 기전은 기능 이상올 

이 요구되는 과제 수행과 팔의 빠른 움직임 가지는 말초 종말지 (end plate)에서 파도한 

올 요구하는 과제 수행 시 물리치료와 운동 아세틸콜린의 방출로 인해 근섬유를 긴장시 

치료 그리고 각자에 맞게 적용된 물리치료를 켜 에너지 대사의 혼란으로 인해 통중 유해 

받고 6개월 후 통증강도와 압통 역치 그리고 주기가 어떤 치료에 의해서도 깨어지지 않는 

상부 숭모근의 활성도를 측정해 본 결과 두 다면 계속적으로 긴장된 상태로 남아있게 된 

가지의 과제 수행 동안 승모근 활성도는 변 다(Simons， 1996). 따라서 저주파 형태의 신 

화가 없었지만 통중강도와 압통 역치에는 유 경자극 치료는 굵은 구심성섬유를 선택적으 

의한 차이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상 로 자극하여 크기가 작은 통중섬유를 통해 

지의 생체역학적 움직임과 관련이 적은 작업 통증이 전달되는 것을 차단시킬 수 있다는 

시에는 작업 동안의 근 활성도의 값이 근골 관문조절 기전으로 통중올 경감시킬 수 있다 

격계의 통증올 예측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Hsueh 둥， 1997). 그러나 전기적 근육자극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강한 전류로 인하여 큰 섬유들 뿐만 아니라 

정적부하가 걸리는 작업 시 자세를 유지하 작은 유해성 섬유들까지 자극되어 반대자극 

기 위해 근육에 의한 능동적인 지지와 건과 (counter irritation) 효과로 관문조절 기전올 

인대 그리고 관절둥에 의한 수동적인 지지가 방해하게 되므로 통중감소에는 신경자극 치 

요구되는데(Finsen， 1999) 근육은 주로 모벤 료가 더 효과적이라고 하였다(Lee 둥， 1997). 

트를 견뎌내기 위해 모멘트의 반대 방향의 본 연구에서도 경피신경자극치료를 실시한 

힘을 발휘한다(Harms페ngdahl파 Ekholm, 후 주관적 통증이 심한 쪽의 승모근에서 치 

1986). 료 후 통증강도에 는 유의 하게 감소하였다 

근막 통증 원인에는 두 가지의 병태 생리 (p<.05). 이것은 경피신경전기자극이 통증전 

로 설명되는데 첫째는 근육 자체에서 일어나 달 경로를 억제하여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는 통증이고 둘째는 근막과 골막의 접합부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 경피신경전기자극치료 

서 일어나는 통증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정적 후， EMG gap의 발생수가 증가한 것은 경피 

긴장 또는 장시간 동안의 불편한 자세로 근 신경전기자극치료가 통증올 감소시켜 운동단 

육에 지속적인 긴장이 있거나， 자동차 사고， 위가 선택적으로 동원되는 능력올 회복하였 

스포츠 손상 등으로 목의 근육이 손상 받으 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면 목 주변의 근육들은 반드시 둥척성이나 

둥장성 수축을 일으키게 된다고 하였다. 둥척 v. 결론 
성 수축으로 근육 내의 압력이 높아지면 근 

육 내 혈관의 압박으로 근육 내의 허혈성 통 본 연구는 근막 통중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 

증이 생기고， 산소결핍으로 생긴 대사 산물인 로 적은 부하가 걸리며 반복적인 작업인 컴퓨 

P물질， 칼륨 이동(potassium shift) , 젖산의 터 키보드 작업 시 경피신경전기자극치료가 

축적이 다시 근육의 통증을 유발시킨다고 하 근 활성도에 어떤 영향올 미치는지 알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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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표면근전도를 이용하여 %RMSRVC와 EMG 

gap의 변화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경피신경전기자극 직후에 시각 통 

중 척도는 통중이 심한 쪽에서 유의하게 감 

소하였고， 압통 역치는 양쪽 숭모근에서 증가 

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또한 경피신 

경전기자극 직후에 %RMSRVC가 유의하게 감 

소하였고， EMG gap의 개수가 양쪽 숭모근 

모두에서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 경피신경전기자극 치료 후 

시각 통중 척도가 감소하고 %RMSRVC의 감 

소와 동시 에 EMG gap의 개수가 증가되는 

것으로 볼 때 EMG gap 분석방법이 근막 통 

증중후군 환자의 통중 변화를 측정하는데 활 

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경피신경전기자극 후， 장기간 작업 

올 하는 동안의 EMG gap올 알아보는 연구 

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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