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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피신경자극치료기(TENS)의 기능별 주 수에 따른 

교근과 피개상피의 류변화에 한 연구

경희 학교 치의학 문 학원 구강내과학교실1, 경희 학교 구강생물학연구소2

조성국
1・어규식

1・ 양
1・홍정표

1,2

  경희 학교 치의학 문 학원 학생 16명을 상으로 경피신경자극치료기(TENS)의 기능별 주 수에 따른 교근과 피개상

피의 류변화에 하여 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TENS를 용한 실험에서 근육에서의 류가 증가된 것은 1.5, 3.0 Hz에서 찰되었다.

2. TENS를 용한 실험에서 근육에서의 이동 류의 농도가 증가된 것은 1.5, 3.0, 6.0 Hz에서 찰되었다.

3. TENS를 용한 실험에서 근육에서의 류 속도가 증가된 것은 1.5 Hz에서만 찰되었다.

4. 6.0Hz와 10.0Hz의 TENS를 용한 실험에서 류, 이동 류의 농도, 구 속도의 증가율이 모두 상피에 비하여 근육에서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6.0Hz의 류와 구 속도, 10.0 Hz의 류에서 가장 빈번하 다. 

  이상의 실험결과로 TENS를 용한 물리치료를 시행할 경우에는 1.5, 3.0 Hz의 주 수가 효율 이며, 주 수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근육에 미치는 향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경피성 기신경자극요법, 류, 교근, 이  도 러

1)Ⅰ. 서    론

  최근 의료계에는 원인을 알 수 없거나 치료에도 불

구하고 호 되지 않는 구강안면통 는 두통 등의 만

성통증이 매우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증상들은 턱

의 구조 결함이나 이상에 의하여 야기되는 경우도 

있고, 두개부의 이상에 의하여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

며, 많은 경우에 있어 턱 이나 두 개의 구조 이상

과는 무 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빈번하게 찰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문제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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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구강안면을 구성하는 근육과 인 에 염증이나 

근막동통이 야기되는 것인데, 이를 치료하기 해서

는 약물치료, 교합안정장치, 행동요법 등과 더불어 물

리치료가 필수 으로 행하여지게 된다. 

  그러나 물리치료는 약물치료와는 다르게 정확하거

나 일정한 기 을 마련하지 않고 시행되는 경우가 많

고, 일정하게 시행된다 하더라도 환자의 개인에 따라, 

는 질환의 진행정도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반응하

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물리치료의 종류에 따라, 는 용하는 시

기, 방법에 따라 인체에서 다양하게 나타내는 반응을 

이해하는 것은 효율 인 물리치료를 시행하기 하

여 필수 인 것이리라 생각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경피신경지극치료기(TENS)를 

이용하여 표 으로 작에 여하며, 안면통의 주

된 원인이 되는 교근부에 여러 가지 기능  주 수를 

용한 후, 그에 한 류의 변화를 체표와 근육심부

로 나 어 비교 찰 함으로써 효율 인 치료기 을 

마련하려고 하 다. 



조성국・어규식・ 양 ・홍정표

116

Ⅱ. 실험재료  방법

1. 실험재료

  실험 상은 본 연구에 심을 가지고 있는 경희

학교 치의학 문 학원 남학생 16명이었다. 나이는 

28-35세 으며 모두가 비흡연자 다. 3개월간 목과 

어깨 통증이 있거나, 알콜 는 약물 남용, 순환에 

향을  수 있는 특정 질병이나 약물을 복용하는 사

람은 제외되었다. 상자들은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

를 마시거나 먹지 않으며, 모임  2시간 내에는 운동

을 하지 않기로 교육받았다. 이 연구에 해 모든 

상자들은 구술, 서류로 통지받았으며 그들은 서류상

으로 실험에 한 동의를 하 다. 이들은 주 수를 달

리한 서로 다른 TENS에 각 4명씩 무작 로 4그룹을 

배정하여 실험하 다.

2. 실험방법

  교근부 피부와 근육 내의 류를 새로 개발된 

Laser Doppler 기록장치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근

육 내의 류는 섬유를 근육 내에 삽입하여 측정하

는 방식을 사용하 다. TENS의 류세기를 1.5의 강

도로 유지 시킨 후, 두드리기(tapping) 방법을 이용하

여 1.5, 3.0, 6.0, 10.0 Hz의 주 수로 각각 10분간 자극

시켰고, 이로 인한 변화를 각각 3분간씩 기록하 다. 

TENS를 가하기 에 3분간 측정한 류는 조군으

로 사용하 다.

Ⅲ. 실험성

  1.5, 3.0, 6.0, 10.0 Hz의 주 수를 이용한 TENS를 

16명의 성인 남성에게 용하 을 때, 교근부의 상피

와 심부근육에서의 류, 이동 류의 농도, 구 속도

는 Table 1과 같이 변화되었다.

1. 1.5 Hz의 TENS를 용한 실험에서, 

1) 류는 근육과 상피 모두에서 증가되었다. 

2) 이동 류의 농도도 근육과 상피 모두에서 증가되

었다. 

3) 구 속도는 근육에서는 증가되었으나 상피에서는 

감소되었다. 

2. 3.0 Hz의 TENS를 용한 실험에서,

1) 류는 근육에서는 증가되었으나 상피에서는 감소

되었다. 

2) 이동 류의 농도는 근육과 상피 모두에서 증가되

었다. 

3) 구 속도는 근육과 상피 모두에서 감소되었다. 

3. 6.0 Hz의 TENS를 용한 실험에서, 

1) 류는 근육에서는 감소되었으나 상피에서는 증가

되었다. 

2) 이동 류의 농도도 근육과 상피 모두에서 증가되

었다. 

3) 구 속도는 근육에서는 감소되었으나 상피에서는 

증가되었다. 

4. 10.0 Hz의 TENS를 용한 실험에서, 

1) 류는 근육에서는 감소되었으나 상피에서는 증가

되었다.

2) 이동 류의 농도는 근육에서는 감소되었으나 상피

에서는 증가되었다.

3) 구 속도는 근육과 상피 모두에서 감소되었다.

Ⅳ. 총   고안

  구강안면통증은 두개내  두개외 구조물과 련

된 병소나 장애, 신경 성 장애, 신경병변성 장애 

그리고 심인성 통증장애와 련된 병소나 장애와 연

되어 나타나는 구강  안면 부 의 통증을 말한다. 

이  두개내 구조물에 의한 장애는 치의학의 역이 

아니고, 치아나 치주, 상악동, 타액선 등을 포함하는 

두개안면부 의 구조물 장애와 성 장애, 두경부 

근육성 장애, 신경병변성 장애, 신경 성 장애, 심

인성 통증 장애 등의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유발되는 

두개외 구조물에 의한 장애, 특히 측두하악장애, 비정

형 안면통이나 비정형 치통, 구강 내 작열감증후군 등

이 치과에서 주의 깊게 다루어지고 있다.1)

  근육장애환자의 주소는 개 근육통  하악의 운

동제한으로 갑작스럽게 발병하고 재발이 잘 될 뿐 아

니라 정서변화나 외상과 같은 감각정보의 변화나 다

양한 기왕력을 호소하는 것이 특징이다. 임상 으로 

통증이 근육에서 발생하여 지속되면 추신경을 흥

분시켜 심부통증을 야기하고 근육통에 기인한 운동

제한, 하악운동 시 과도한 낭 내 압력에 따른 근

유발성 원 장애  성 교합 부조화가 나타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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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1 실험2 실험3 실험4 결과 상 평가

1.5Hz

근육:상피 

Pu
16.43 : -1.75 3.23 : 20.29 19.86  : 31.19 -24.60 : -6.52

근육증가(3)

상피증가(2)
상피증가(3)

근육:상피 CMBC  0.13  : -12.56 -57.26 : 25.93 38.83  : 52.44 -68.37 :-10.15
근육증가(2)

상피증가(2)
상피증가(3)

근육:상피 Vel. 17.08 : 13.18 146.00 : -0.20 -9.26 : -7.56 85.86 : 1.26
근육증가(3)

상피감소(2)
근육증가(3)

3.0Hz

근육:상피 

Pu
 4.21 : -0.98   0.46 : 10.39 24.14 : 5.31 -26.51 : -41.66

근육증가(3)

상피감소(2)
상피증가(3)

근육:상피 CMBC 15.52 : 15.20 7.76 : -28.34 -0.23 : -6.13  19.32 : 4.67
근육증가(3)

상피증가(2)
근육증가(4)

근육:상피 Vel. -9.66 : -14.19 -2.49 : - 6.07 16.03 : 12.54 -24.78 : -19.14
근육감소(3)

상피감소(3)
근육증가(3)

6.0Hz

근육:상피 

Pu
-18.73 : -3.09 -62.80 : -11.99 -23.49 : 19.90 -32.80 : 12.45

근육감소(4)

상피증가(2)
상피증가(4)

근육:상피 CMBC -59.90 :-13.88 24.32  : 15.09   3.27 : 15.41 -25.52 : 5.86
근육증가(2)

상피증가(3)
상피증가(3)

근육:상피 Vel. -25.78 : -2.34 -8.11 : 2.05 -27.93 : 5.51  -9.10 : 5.83
근육감소(4)

상피증가(3)
상피증가(4)

10.0Hz

근육:상피 

Pu
-14.83 : 59.09 -22.22 : 8.70 -35.52 : 1.48  1.23 : 6.83

근육감소(3)

상피증가(4)
상피증가(4)

근육:상피 CMBC -33.24 : 30.15 -15.03 :-22.48  -0.75 : 4.49 1.15 : 2.61
근육감소(3)

상피증가(3)
상피증가(3)

근육:상피 Vel.  2.06 : -9.89 -2.89  : 40.65 -33.22 : -2.92 -15.51 : -3.83
근육감소(3)

상피감소(3)
상피증가(3)

Perfusion Units(PU, 류)

CMBC (concentration of moving blood cells, 이동 구의 농도)

Vel. (Velocity 속도)

류(Pu) = 이동 구의 농도(CMBC) × 세포의 평균속도(Vel.)

Table 1. Perfusion units, concentration of moving blood cells, velocity of blood flow in masseter muscle

수 있다.2)

  두경부의 통증을 유발시키는 근육장애로는 긴장성 

두통을 유발시키는 근막통증과 보호성 근긴장, 근염, 

근경련, 경축  섬유근통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모

두 각각의 근육의 병리  상황에 맞도록 한 약물

요법이나 물리요법, 운동요법 등으로 치료하여야 한

다.
3)

  물리요법으로는 온열요법, 분사 신장법, 맛사지, 지

압, 발통  괴법, 심부투과열치료, 음 , 경피성 

신경자극, 주  기침자극 등이 있는데, 특히 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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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이나 근막통증환자에게는 경피성 신경자극 치료

(TENS; Transcutneous electrical nerve stimulation)

가 효과 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3)

  TENS는 반복 이며 규칙 인 류성 기자극

을 경피 신경에 가함으로써 통증을 제거하거나 완화

시키며, 류를 증가시켜 부종을 감소시킨다. 한 해

당신경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근경련을 제거하거나 완

화시키기도 한다. 이에 해 Melzack과 Wall4)은 경

말 신경섬유가 활성화되어 선택 으로 척수후각의 

통증자극 달을 억제함으로써 뇌로의 통증 유입을 

해한다고 하 고, 더욱이 후각의 국소억제회로가 

부활되어 경신경섬유를 자극하면, 뇌간의 특이한 

통증 조  센터도 부활되어 말 경로를 조 하며 보

다 고 의 통증조 센터로의 통증 유입을 조 한다

고 하 다. 한 내인성 opioid가 통증억제에 의해 

해된다는 증거들도 얻었다고 하 다.

  경피성 신경자극치료기는 "TENS unit"으로 보다 

익숙하게 불리어진다. TENS는 Dr. Charles Burton5)

에 의하여 처음으로 제작되었으며, 피부를 통하여 손

상 없이 기  신호를 보내 신경을 자극하는 자 

장치인데, 이는 통증과 기능장애의 치료에 흔히 사용

되며, , 만성 통증에 모두 효과 인 수단으로 인정

받고 있어, 치과 역에서는 측두하악장애의 통증조

에 리 이용되고 있다.

  TENS는 통상 인 경피성 신경자극(conventional 

TENS), 침술유사양태의 경피성 신경자극

(acupuncture-like TENS), Pulse train, 짧고 강한 자

극, 낮은 속도의 경피성 신경자극으로 구분되며, 이들

은 한 극의 치, 자극양태의 선택, 통증의 , 

만성 상태에 따라 성공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먼  통

상 인 경피성 신경자극을 사용해 보고 이 방법으로 

통증을 경감시키지 못하면 강하고 낮은 속도의 침술

유사양태나 는 pulse train 양태가 용되어야 한

다.
3)

  근육은 정 , 동  수축에 의한 운동 후에 충 이 

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상이다. 운동충 은 국소  

상으로 근원성(myogenic), 사성(metabolic), 

내피세포의 재성(endothelium-mediated) 요소에 

의한 모든 통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 

  역학 으로 TENS의 효과에 해서는 다양한 연

구가 있어 왔다. 1970년 부터 , 만성 통증상태의 

통증 억제를 하여 사용된 TENS는 피부에 부착된 

극을 통하여 압의 조 된 기  진동을 이용

하여 일차성 구심신경을 자극하는 것이다.7) 많은 물

리학  연구에서 TENS에 의한 구심성 활동이 , 후 

시냅스 억제기 을 통하여 척수에서의 해성 자극

달을 억제한다고 보고하 을 뿐만 아니라 TENS의 

류에 한 효과도 보고한 바 있다.
7)
 류조 은 교

감신경성에 의한  수축의 부분 인 억제와 감각

뉴런으로부터의  확장성 펩타이드의 분비, 수축

근의 펌 작용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이들 모두

가 TENS에 의하여 향을 받게 된다.8) 그러나 그 결

과는 일 되지 못하다. 를 들면 몇몇 연구에서는 

류의 증가가 찰되었으나 몇몇 연구에서는 아무런 

효과로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9)

  문헌에 의하면, 비정복성 원  환자에 

한 6주간의 TENS 치료와 교합안정장치 치료의 효과

를 비교한 연구에서 90 Hz의 TENS를 하루에 3회씩 

30분간 용한 경우에 교합안 장치를 용한 집단

에 비하여 치료효과가 뛰어나지 못하 다는 보고도 

있으나,2) 경피신경 기자극 치료는 진통효과가 우수

하고 부작용이 거의 없어 통증 치료에 매우 효율 인 

방법이다. 한 이는 부수 으로 약간의 미열  마사

지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며, , 만성 통증, 심인성 통

증 등을 동반하는 제반 질환에도 사용되기도 하는

데,
3)
 이는TENS가 교감신경의 활성을 방해하거나,

10)
 

4 Hz의 주  TENS가 국소 으로 피하의 류를 

증가시킨다는 보고에 바탕을 두고 있다.11)

  한 주 와 고주 의 TENS에 의한 류의 변

화에 한 연구는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시행되어 왔

다.11,12)

  Cosmo 등
9)
은 건강한 참가자들의 피부 류가 2 

Hz 의 주 수 TENS 에서는 증가하 으나 100 Hz 

의 고주 수의 TENS에서는 증가하지 않았다고 보고

한 바 있어,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 으

며, 인내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강도인 2 Hz의 주  

TENS가 만성 하지 궤양환자의 미세순환을 증가시켰

으나 궤양 주변의 조직에서는 그리 증가되지 않은 편

이었고, 피부 류의 증가를 보인 건강한 상에서는 

4 Hz의 주  TENS의 자극강도가 운동 역치수  

이상이었다고 보고한 바와 같이, 연구들의 서로 다른 

결과는 자극 매개변수의 차이와 자극 기록 부 의 차

이, 조직의 순환상태, 계측 방법의 차이를 반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TENS의 조건에 따른 류차이는 운동수 과 감각

수 에서 찰되었는데, 근수축을 발생시키는 운동수

의 2 Hz TENS에서 증가속도가 확연히 높게 나타

났으며, 자극 도 과 자극을 단하 을 때에도 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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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부 의 피부에서 류가 크게 증가하 다는 보

고가 있으며,13) Cramp 등11)은 15분 동안의 주  

TENS(4 Hz)가, 강하지만 편안한 고주  TENS(110 

Hz) 는 오직 정 신경을 통제하는 TENS 극과 

비교해 볼 때 자극 후에 피부 류가 빠르고 유의할 

정도로 증가하 으며, 자극 종료 후 속하고 명백하

게 감소하 다는 것을 발견하 다. 이 상은 운동수

의 TENS 결과가 TENS에 의해 유도된 수축의 결

과가 아니라 즉각 인 운동 후 충 로서 나타났다는 

견해도 있지만,
13)
 이 반응은 자극의 단 후에도 지속

인 증가 상을 보인 본 연구와는 다소 상이한 결

과를 보여, 근육내의 류의 증가가 단지 즉각 인 운

동 후의 충 로만 볼 수 없다고 생각되며, Sandberg 

등14)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운동수 인 2 Hz TENS에

서 유도된 근육수축이 승모근에서 류를 증가시키

는데 필수 으로 작용하 으나 고강도의 자극은 피

개상피의 류증가를 방해할 수 있다고 한 것으로 보

아 류의 변화는 가해지는 지의 자극정도에 의해

서도 크게 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에 한 다각 인 원인 고찰이 추후에 더욱 요구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역치 이하의 110 Hz 고주

와 4 Hz 주  TENS간에는 피하 류나 표피의 

온도에 뚜렷한 차이를 찰할 수 없었으며,12) TENS

의 피하 류에 한 향은 근육 운동의 유도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운동역치 이상의 주  

TENS에서 국소 으로 피하 류가 매우 증가되었으

나 피부의 온도는 변화를 보이지 않았고,
15)
 TENS를 

단발 으로 용시켰을 때, 통증은 감소시킬 수 있었

으나 근육의 활성도에 미치는 향은 일 되지 못하

다는 보고
16)

와 함께, carrageenan으로 유발시킨 염

증으로 인한 과통증에 하여 여러 가지 주 수와 

용시간에 따른 기침 자극의 효과를 찰한 실험에

서, 3, 15, 100 Hz의 주 수  3 Hz를 60분간 가한 실

험군에서 가장 효과 이었다고 보고하 으며, 기침

은 자극의 매개변수에 따라 서로 다른 무통 효과와 

기 을 가지고 있다는 보고
17)

나 TENS에 의한 피하 

류의 변화는 극의 치에 의하여 향을 받는다

는 보고18)가 있어, 임상 으로 효과 인 주 수와 

용시간, 극의 치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TENS는 장의 종류와 자극강도, 용

시간의 차이에 따라 몇 가지의 종류로 구분되고 있으

며, 이는 증상에 따라 히 조 하여 사용함으로써 

효과 인 결과를 기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자는 

근육장애를 치료목 으로 TENS를 사용할 경우, 

TENS 주 수의 고 에 따라 근육에 미치는 향을 

찰하고자 TENS 사용 후의 류와 이동 류의 농

도, 류 속도 등의 변화를 상피와 근육 내에서 비교

하여 찰함으로써 유의성 있는 결과를 얻고자 하

고, 이를 임상에 용시킴으로써 효율 인 치료효과

를 기 하고자 하 다. 

  Laser Doppler는 건강한 조직이나 질병이 있는 조

직에서, 는 어떠한 자극을 받은 조직에서 미세 류

의 순환을 모니터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다. 이때 

사용되는  력의 이 은 섬유 probe를 통하

여 조직에 발산되며, 이때 이 가 순환 액에 조사

되면 빛은 장이 변하게 된다. 이를 Doppler shift라

고 하는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장의 크기나 진동

수의 변화는  속을 흐르는 구의 수나 속도에 

의하여 향을 받게 된다. 이에 한 측정치는 임의의 

Perfusion Units (PU)로 표 되며, 최근 측정치 간의 

상 계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이 개

발되어 있다.19) 

  Laser Doppler는 당뇨병성 미세동맥질환 시의 

손상과 약물치료의 효과, 약물의 필요량 측정하거

나 알 르기에 한 Patch test에서 피부반응 는 발

 병소의 정도와 진행 등을 측정하고, 조직이식 시 

수술결과를 측정하며, 흡연 시 조직의 변화, 약물투여

후의 반응, 교감신경 반응 등을 찰하는데 사용되기

도 하나,19) 본 연구의 목 은 LDF(Laser Doppler 

blood fluxes)를 이용하여 상부피부와 교근에서의 

류에 한 주 수의 변화에 따른 TENS의 효과에 

하여 조사하는 데 있다. 

  근육의 류변화를 찰하기 하여 laser-Doppler 

flowmetry가 사용된 것은 많은 연구보고서를 통하여 

알 수 있는데, Røe 등20)은 근육수축 시 승모근 상 에

서의 류 측정에 한 신뢰도 검사를 하여 LDF를 

사용하 으며, 이 실험을 통하여 Laser Doppler가 미

세 류를 측정하는데 매우 유망한 방법이었다고 하

고, 근 수축과 근 피곤으로 진단된 하지 근육의 

류의 차이를 laser-Doppler flowmetry로 유용하게 측

정할 수 있었으며,21) 상극근이 등장성 수축을 할 때 

근육내의 류도 측정하 고,
22)
 다양한 정도의 힘을 

골격근에 가하 을 때 근육 내의 미세 류변화를 지

속 으로 측정하기도 하 다.23)

  TENS에 의한 류변화의 연구는 부분 LDF에 

의한 피부 류 측정만이 다루어져왔다. 그러나 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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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강도, 빈도, 부 , 기간 등의 서로 다른 라미터를 

용하 고, 기록부 와 기록방법에 의한 차이도 많

을 뿐만 아니라 vascular beds의 측정 방법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일치하지 않게 보고 되어 

왔다.(LDF; 1/2~1mm) 한 TENS 연구를 하여 피

부의 류변화와 사지 각각의 부피변화가 측정되었

는데, 이때에도 종종 LDF와 정맥 폐쇄 류측정기 등

이 사용되었다.24) 

  국소부 의 근육 류에 한 TENS 효과는 에

는 한 측정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찰된 바 없었

으나, LDF로 국소부 의 근육에 침습 으로 액 

류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이 

방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 이 류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섬유의 삽입에 의한 외상이기 때문에 침습

인 LDF 기술은 TENS에 의한 근육 류의 국소 인 

효과를 연구할 때에 합한 기술이라고 할 수 없고, 

근육 류의 변화는 정맥 폐쇄 류측정과 같은 기술

을 이용하여 사지의 총 류 측정에 의한 간 인 

방법으로 계산되어질 수 있다고 하 다.
24)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침습 인 방법이 외상을 주

어 염증을 유발함으로써 정상 인 류의 인 

수치를 얻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나 TENS 

자극의 후에 변화된 수치를 상 으로 비교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섬유 삽입을 

이용한 근육내의 류 측정법을 사용하 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 로 볼 때, 각각의 결과들은 

자극의 강도, 부 에서의 차이 등과 같은 다양한 의미

를 갖는다. 

  따라서 구강안면통증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안면근, 작근의 장애를 치료하기 하여 사용되는 

물리치료  간편하게 통증을 이고 통증부에 류

를 원활하게 해  수 있는 TENS를 보다 효율 으로 

사용하기 하여서는 류강도에 따른 근육과 상피

의 류변화를 찰한 후에 가장 효율 인 류강도

를 구하고 고정된 류강도에서의 다양한 주 수에 

따른 류변화를 찰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V. 결    론

  경희 학교 치의학 문 학원 학생 16명을 상으

로 경피신경자극치료기(TENS)의 기능별 주 수에 

따른 교근과 피개상피의 류변화에 하여 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TENS를 용한 실험에서 근육에서의 류가 증가

된 것은 1.5, 3.0 Hz에서 찰되었다.

2. TENS를 용한 실험에서 근육에서의 이동 류의 

농도가 증가된 것은 1.5, 3.0, 6.0 Hz에서 찰되었

다.

3. TENS를 용한 실험에서 근육에서의 류 속도가 

증가된 것은 1.5 Hz에서만 찰되었다.

4. 6.0 Hz와 10.0 Hz의 TENS를 용한 실험에서 

류, 이동 류의 농도, 구 속도의 증가율이 모두 

상피에 비하여 근육에서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6.0 Hz의 류와 구 속도, 10.0 Hz의 류에서 

가장 빈번하 다. 

  이상의 실험결과로 TENS를 용한 물리치료를 시

행할 경우에는 1.5, 3.0 Hz의 주 수가 효율 이며, 주

수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근육에 미치는 향은 바

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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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Blood Flow Changes in the Masseter Muscle and Overlying Skin Following Various Functional Waves of 

Transcutaneous Electrical Nerve Stimulation

Sung-Guk Cho, D.M.D.1, Q-Schick Auh, D.M.D.,M.S.D.,Ph.D.1, 

Yang-Hyun Chun, D.M.D.,M.S.D.,Ph.D.
1, Jung-Pyo Hong, D.M.D.,M.S.D.,Ph.D.1,2

Department of Oral Medicine, School of Dentistry, Kyung Hee University1

Institute of Oral biology, School of Dentistry, Kyung Hee University2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after experimenting on change of masseter muscle and bloodstream epithelium 

with Transcutaneous Electrical Nerve Stimulator(TENS), among 16 male adults.

1. According to applying TENS, it was observed that bloodstream in muscle increases at 1.5, 3.0 Hz.

2. According to applying TENS, it was observed that concentration of moving blood cells in muscle increase at 1.5, 3.0, 

6.0 Hz.

3. According to applying TENS, it was observed that velocity of bloodstream in muscle increases only at 1.5 Hz

4. Through experiment, applying TENS at level of 6.0 and 10.0 Hz, all bloodstream, concentration of moving blood cells, 

and velocity of bloodstream increasing rates were lower in muscle compared to of them in overlying epithelium; and 

especially increasing bloodstream and its velocity were most frequent at 6.0 Hz, and bloodstream of 10.0 Hz.

  From the results above when a physical therapy of TENS is carried out the frequency of 1.5, 3.0 H is effective, and 

as the frequency increases it is disadvantageous to the muscle.

Key words: TENS, Blood flow, Masseter muscle, Laser doppl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