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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This study was investigated the effect of electroacupuncture stimulation on the change of blood 

biochemical components in the rat spinal cord injury(SCI) damaged by the 6-hydroxydopamine. 

Methods：SCI model rats were damaged in L1-L2 injected with 6-hydroxydopamine. The thirty Sprague-Dawley 

adult male rats were randomly divided into normal group, control group and electroacupuncture group. 

Experimental groups were applied as electroacupuncture(Es-160, ITO, Japan) for 15minutes during the low 

frequency(2 Hz) stimulation to zusanli. The enzyme concentration levels analysis of the hematological changes 

were measured of Glutamate Oxaloacetate Transaminase(GOT), Glutamate Pyruvate Transaminase(GPT), Lactate 

dehydrogenase(LDH) and motor function recovery change was evaluated by the rota-rod test.

Results：This study were as follow : The concentration of GOT, LDH in experimental group was lower than 

control group(p<.05).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increase of motor function recovery more in compared to 

control group(p<.05).

Conclusion：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electroacupuncture to zusanli point have an effect on 

functional recovery after the 6-hydroxydopamine induced SCI in r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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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척수 앞뿔에 치하는 운동신경세포의 세포체쪽

에 손상을 받게 되면 축삭이 단된 운동신경세포

가 말 신경조직과 상호작용을 할 수 없어지는데

이는 연 억제 상호억제 기 의 상실과

련되어 있다고 하며, 부분의 운동신경세포가 소실

된다(Veltink 등, 2000). 척수손상은 그 정도에 따라

서 다양한 증상을 래 하지만 신경세포 신경섬

유의 직 인 손상은 일차 인 증상을 래하며, 

그 후 손상된 에서 액응고와 내피세포의 변

화 손상부 의 진 인 조직변화는 손상된 척

수의 허 , 탈수 화, 세포사망 등의 격한 변화가

진행되면서 내부 생리 균형이 깨지고 그 결과 운

동기능부 등의 이차 인 후유증들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왔다(이재성 등, 1997). 말 와 추신경계에서 

신경을 통한 흥분의 도는 신경 달 물질에 의해

일어나는데 추신경계에서 요시 되는 신경 달

물질은 도 민(dopamine), 세로토닌(serotonin), GABA 

(Gamma Amino Butyric Acid) 등이 있다(Zygmunt, 

1996). 카테콜아민계(catecholamines) 신경독소인 수

산화도 민(6-hydroxydopamine)은 도 민계와 노르

아드 날린계(noradrenaline) 신경세포체와 섬유로

이동되어져 신경종말과 세포체 퇴행의 원인이 된다

(Glinka 등, 1997). 수산화도 민 신경독성은 미토콘

드리아 호흡효소의 강력한 억제효과에 기인하며, 작

용기 은 자가산화(autooxidation)에 의해 과산화수소

(H2O2, hydrogen peroxide)와 활성산소(O2, superoxide 

radical)를 생성하게 되고 이런 자유 라디칼은 매우

불안정하여 직 DNA, 필수 단백질, 세포 지질막들

을 괴하는 작용을 하여 신경세포 괴사를 일으키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Olanow, 1992).  

말 추신경계 손상 후 운동기능을 회복시

킬 목 으로 기치료를 임상 으로 많이 이용하는

데 이러한 기자극은 통증과 부종 감소(Taylor 

등, 1992), 손상된 조직의 치유(Houghton 등, 2003), 

근재교육(Liber 등, 1996) 등 다양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신경성장인자의 발 을 증가시켜 척

수에서의 신경가소성을 진시켜 운동신경 회복에

여한다고 하 다(Follesen 등, 1994). 

기자극의 효과와 침의 장 을 결합시킨 침

(electroacupuncture)은 1825년 랑스의 Sarlandiere

가 처음으로 침과 갈바닉 류를 결합시켜 신경계

통의 질병을 치료한 이후 여러 치료에 이용되고 있

다(Stillings, 1975). 침은 도자를 통해 환부에 지속

인 자극을 주면서 자극량을 객 으로 조 하므

로 손상된 신경조직의 재생을 진하여 성기 처

치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Yang 등, 2005), 

하지근육에 한 자극을 통해 운동기능을 보다 효

과 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설재욱 등, 2004). 

효소는 화학반응을 진시켜주는 매의 역할을

수행하는 단백질의 일종으로 청효소 활성치는 병

상태에서 상승된다. 청효소의 활성치의 변화는

조직의 손상과 세포막 투과성의 항진 등을 일으키

고 세포 내에 존재하고 있던 효소가 액내로 일탈

하기 때문이며, 표 인 효소로서 CPK, LDH, GOT, 

GPT 등이 있다(김미 , 2004). 즉 질병이나 손상에

의해 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활동이 제한된 경

우 모든 기 계통에서 불균형을 래하여 장과

량의 상실, 체 성 압 등이 나타난다고 하

다(Roberts와 Smith, 198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6-hydroxydopamine으로 척

수손상을 유발한 흰 쥐에게 침치료를 시행한 후, 

추신경손상 시 치유과정을 진시키는 효과를 알

아보기 해 청에서 효소의 농도를 측정하여 효

소활성도의 변화와 행동학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며, 

이러한 결과는 추신경계의 운동장애와 련된 생

화학 기 자료를 얻는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Ⅱ. 연구 방법

1. 실험 상

실험동물은 생후 6∼7주 된 Spague-Dawley계 수

컷 흰쥐 20마리를 이용했으며, 실험실은 일정한 조

건(온도 22±2℃, 습도 50-60％)을 유지하 다. 1일

12시간의 주기와 12시간의 암주기를 용하 고, 

실험기간동안 식이와 물은 자유롭게 섭취하도록 하

다. 실험동물은 10마리씩 3군으로 체 이 비슷한

것끼리 배정하여 척수손상을 가하지 않은 정상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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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ota-rod 

6-hydroxydopamine을 주입한 조군, 6-hydroxydopamine

을 주입한 후 침을 용하는 침군으로 분류하

다.

2. 척수 손상 동물 모델

척수손상은 실험동물을 Ketamine 본제 50 mg/kg

의 용량을 복강 내 주입하여 마취를 시행하여 등쪽

의 털을 제거하고 L1-L2부 에 드릴로 천공하고

6-hydroxydopamine을 100 ㎕ 주입하 다. 척수 손

상 후 손상의 정도를 평가하기 하여 Tarlov와

Klinger 척도를 수정한 Modified Tarlov Test를 사용

하여 통증자극 반응과 운동반응의 정도를 세분화하

여 1일, 2일, 3일에 운동행동을 평가하여 기에

수가 0∼3 에 해당하는 흰쥐만을 분류하여 실험에

사용하 다. 

3. 침 용

침군은 손상 후 3일째부터 침 치료기구

(Es-160, ITO, Japan)를 이용하여 뒷다리 정강 거

친면의 외측 5 mm 정강 와 종아리 의 사이에

치의 족삼리 부 를 소독하고 자침하여 1.5 V, 2 

Hz, 0.1 ms로 근수축이 육안 으로 확인되는 정도

의 세기를 15분간 주 5회 실시하 다(Kim 등, 2000).

4. 운동기능검사

Rota-rod 검사는 척수 손상 후 시일의 경과에 따

라 하지의 보행 운동능력을 평가하기 하여 직

경이 7 cm이며 15 cm 간격의 칸막이가 6개로 구성

되어 있으며 , 높이는 60 cm의 회 가능한 원통형

의 으로 구성된 로타로드로 5 rpm 속도로 회 하

는 rod 에 흰쥐를 올려놓고 낙하하기까지 걸린 시

간(sec)을 측정하 다. 모든 실험동물은 1주 부터

하루에 60 간 rota-rod에서 운동을 시켜 실험기간

동안 응할 수 있도록 하 다(Figure 1).

5. 청의 효소활성도 검사

액의 채취는 모든 실험동물들을 상으로 침

을 용한 다음 12시간 동안 식 후 ethyl ether로

마취하여 심장에서 직 액을 채취하 다. 체 된

액은 실온에서 30분 후 3,000 rpm에서 20분간 원

심분리하여 청을 분리한 즉시 시료로 사용하 다. 

액 생화학 성분은 액 생화학 자동분석기(OLMPUS 

5200, JAPAN)를 사용하여 청 내 Glutamate Oxal- 

oacetate Transaminase(GOT), Glutamate Pyruvate 

Transaminase(GPT), Lactate dehydrogenase(LDH)의

효소활성도를 측정하 다.

6. 통계 처리

본 연구의 실험결과는 도우용 SPSS Version 

12.0 을 통해 분석하여 평균±표 편차로 표시하

다. 통계처리는 실험군과 조군의 운동기능의 변화

를 비교하기 하여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을 실시하고, 효소활성도의 농도

차이를 검정하기 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사용하 다. 통계학 유의수 은 a<0.05

로 하 다. 

Ⅲ. 연구 결과

1. 효소활성도의 변화

6-hydroxydopamine으로 척수손상 후 침이 효소

의 활성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2주간

침을 용한 후에 측정한 결과에서 GOT(Glutamate 

Oxaloacetate Transaminase)의 농도의 경우 정상군에

서는 162.41±19.32 IU/L로 나타났고, 침군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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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T GPT LDH

Normal group(n=10) 162.41±19.32 60.70±5.99 461.03±39.40

Control group(n=10) 191.16±12.56 63.38±2.92 803.71±27.32

Experimental group(n=10) 170.00±9.26 61.22±9.06 638.10±14.21

p-value .00* .10 .00*

 *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level of p<.05

Table 1. The GOT, GPT, LDH activities in serum injured rats by 6-hydroxydopamine
(IU/L)

1days 4days 7days 10days 14days

Normal group(n=10)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Control group(n=10) 1.14±0.69 3.00±0.81 5.14±2.60 8.14±2.60 13.28±6.04

Experimental group(n=10) 1.18±0.75 3.14±1.11 13.14±5.69 18.28±7.43 24.14±5.49

p-value 0.00* 0.00* 0.00* 0.00* 0.00*

 *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level of p<.05

Table 2. Comparision of the time course of rota-rod performance within intervention period
(unit: sec)

Type Ⅲ SS df MS F p

Period 1886.15 4 471.53 47.82 .00*

Period.Group 1302.30 8 89.80 16.50 .00*

Error(Period)  709.94 72 9.860

 *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level of p<.05

Table 3. Results of within-subjects effects for the time course of rota-rod performance

Type Ⅲ SS df MS F p

Group 60924.74 2 30462.37 723.87 .00*

Error 757.48 18 42.08

 *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level of p<.05

Table 4. Results of between-subjects effects for the time course of rota-rod performance 

170.00±9.26 IU/L, 조군은 191.16±12.56 IU/L로

통계 으로 유의한차이를 보 다(p<.05). GPT(Glutamate 

Pyruvate Transaminase)의 경우 정상군이 60.70±5.99 

IU/L, 침군에서는 63.38±2.92 IU/L로 나타났으며

조군은 61.22±9.06 IU/L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

이는 보이지 않았다(p>.05). LDH(Lactate dehydrogenase) 

농도의 경우 정상군이 461.03±39.40 IU/L로 나타났

고, 침군에서는 803.71±27.32 IU/L로 나타났으며, 

조군에서는 638.10±14.21 IU/L로 통계 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 다(p<.05)(Table 1).

2. 운동기능의 변화

척수손상에 따른 운동기능의 변화는 손상 후 1, 

4, 7, 10, 14일에 실시하여 운동기능의 회복을 측정

하 다. 시기에 따른 그룹 간 비교에서 로타로드 운

동수행 시간이 정상군에서는 실험기간 동안에 60.00 

±0.00 sec로 일정한 운동수행시간을 나타내었다. 

조군에서는 1일째 1.14±0.69 sec에서 4, 7, 10, 14일

후 각각 3.00±0.81 sec, 5.14±2.60 sec, 8.14±2.60 sec, 

13.28±6.04 sec로 나타났다. 실험군에서는 1일째

1.18±0.75 sec에서 4, 7, 10, 14일 후 각각 3.1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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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13.14±5.69 sec, 18.28±7.43 sec, 24.14±5.49 sec

로 나타나 침치료 후 7일째에 유의하게 증가하

다(p<.05)(Table 2). 실험기간에 따른 그룹 간 rota-rod 

운동수행 값의 비교는 개체내 효과 검정으로 분석

한 결과 측정시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p<.05)(Table 3), 각 실험군과 조군의 개체간 효

과 검정에서도 유의성이 있었다(p<.05)(Table 4).

Ⅳ. 고 찰

효소는 화학반응을 진시켜 주는 매의 역할을

수행하는 단백질의 일종으로 Kuhne이 최 로 사용

한 용어이며 부분 3차구조의 단백질로 작용하는

기질분자에 해서 특이성을 가지고 있다(김미 , 

2004). 정상 인 경우에는 세포내에 비해서 지극히

낮은 수 으로 존재하나 신경세포의 손상과정에서

도 산소와 포도당의 공 이 떨어지면 일련의 생화

학 반응들이 일어나 세포손상으로 이어지는데 세

포막의 펌 작용 이상, 루타메이트(glutamate)의

세포외 농도증가, 과다한 칼슘이온의 세포내 유입, 유

리기의 생성, 젖산의 축 등 복잡하게 얽 진 생화

학 반응이 일어나며 세포막의 기능이 괴되어 세

포내에 존재하는 효소가 으로 유출된다(Zweifler, 

2003). 척수손상도 역학 인 변화로 인한 류변

화, 산소분압 자가 조 기능의 장애, 해질의 변

화, 생화학 인 변화, 부종, 에 지 사 장애 등이

복합 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다(John 등, 2003).

한 척수손상으로 인해 신경간 도가 차단되며

손상 즉시 운동기능이 마비가 되거나 신경학 기

능이 소실되어 운동기능의 하를 보인다(Yuji와

Kenji, 1998). 임상 으로 척수손상을 가진 환자에서

기능 인 이동의 불능이 해부학 으로 완 한 손상

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부분의 척수손상은 불

완 한 운동손상이다(Ashby 등, 1993). 이러한 추

신경계의 손상 시 가소성을 증진시키기 해 뇌와

척수에 다양한 요인들을 자극함으로써 신경학 회

복을 증진시키기 해 노력하고 있는데(Lundy-Ekman, 

1998), 호흡치료와 기능 이동을 한 운동요법, 

수 운동, 기자극치료 등 다양한 치료법들이 개발

되고 있다(Chen 등, 2005; Hamid와 Havek, 2008).

기치료는 재 임상에서 리 쓰이고 있는 치

료의 한 분야로서, 침은 도자를 통해 환부에 지속

인 자극을 할 수 있으며 자극량을 객 으로 조

할 수 있다는 장 이 있어서 신경계통 질환에 주로 

사용된다(Yang 등, 2005). Mysiw와 Jackson(2000)은

기자극이 척수손상과 같은 추신경계 손상에 의

해 마비된 근육에 자극을 함으로써 근력강화와 보

행장애 개선을 해 치료에 이용되고 있다고 하

고, Basmajian과 Luca(1998)는 기자극에 의한

추효과로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이 혼합된 말 신경

을 기자극 할 때 척수의 감각 운동뉴런을 지

속 으로 흥분시킨다고 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택 으로 카테콜아민 신경

세포를 괴시키는 물질로 알려진 6-hydroxydopamine

로 척수에 손상을 주어 운동장애 모델쥐를 만들고

침을 용하여 행동반응 검사와 청 GOT, GPT, 

LDH의 활성 변화를 살펴보았다. 

GOT는 아미노산 사과정에 여하는 이효소

(Transaminase)로써 심장, 간, 근에 많이 분포되

어 있으며, GPT도 이효소로써 단백질이 에 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돕는다(조성채, 1997). 본 연구에

서도 족삼리에 침으로 치료를 한 군에서 GOT는

침군이 조군보다 유의하게 낮았으며, GPT는

침군이 조군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효소의 활

성도가 감소하여 간 으로 기능회복에 여하는

청 효소의 활성도에 향을 주어 운동기능의 손

상을 감소시킨 것으로 생각되며, 추신경 손상 흰

쥐에 침을 용한 후 GOT, GPT의 감소를 보인

박수경 등(2007)의 연구결과와 일치된 것으로 나타

났다.

한 LDH(lactate dehydrogenase)는 피루 산과

젖산을 상호 환시키는 산화, 환원효소로 추신경

계 손상은 부분 말 신경의 비정상 인 변화를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사작용을 알 수 있는 지표

로써 활용된다(Brooks와 Fahey, 1985). 백일훈(2005)

은 추신경에 손상을 가한 후 운동장애가 나타난

흰쥐에서 실험군에 비해 조군의 LDH의 활성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하 으며, 김은 (2002)은 신경근

손상 후 물리치료를 용한 그룹에서 CK(creatine 

kinase)와 LDH가 유의하게 감소하 다고 보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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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연구에서도 LDH의 활성치 변화는 조군에

비해 침 치료군이 유의하게 감소하여 침이 세

포막의 투과성의 항진을 조 하여 세포간질로의

LDH의 유출을 떨어드린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한편 로타로드 검사(Rota-rod test)는 인 으로

일정한 운동 조건하에 노출시켜 운동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척수의 운동기능을 평가하는 방법

으로 다음과 같은 장 이 있다. 첫째, 보행시간만을

측정함으로써 측정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둘째로

로타로드 에서 보행하기 한 흰쥐의 자세조

능력과 하지근의 수축력을 짧은 시간에 종합 으로

찰할 수 있으며, 셋째로 척수손상 후에 보행시간

의 변화비율이 매우커서 척수손상의 치료효과를 검

사하는 좀 더 민감한 검사방법이다(심 무 등, 1995).

본 연구에서는 척수에 손상을 가하지 않은 정상

군과 척수손상 후 일정한 운동장애를 가진 흰쥐를

선별하여 침을 2주간 용한 후 보행시간을 측정

하 는데 정상군에서는 실험기간 동안에 60 로 일

정한 값을 나타내었고, 실험군과 조군에서는 손상

후 1일째와 비교하여 rota-rod 검사가 유의한 값을

보임에 따라 행동평가 방법이 운동기능을 평가하는

유용한 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침이 척수에

서의 신경가소성을 진시켜 운동신경 회복에 여

한다고 보고한 Follesen 등(1994)의 연구와 일치하

다. 치료효과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 지만

특히 병변 기에 속하는 7일에 큰 폭의 치료효과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시간에 따라 척수내의 운동시스템이 원활한 작용을

하 다는 것을 의미하고, 약물손상으로부터 상부입

력이 어들었던 척수 내에 침자극이 정 인

효과를 주어 가소성의 변화가 나타나 운동기능을

향상시킨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6-hydroxydopamine

에 의한 척수손상 흰 쥐에게 침을 용하면 기능

회복에 여하는 청 효소의 활성도에 정 인

향을 주며, 추신경계의 가소성과 운동기능 발달

기 을 밝히는데 효과를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흰쥐를 상으로 척수에 손상을

가한 모델에 침자극의 효과를 알아보기 하여

손상 후 3일부터 침을 용한 군과 조군으로

구분하여 효소활성도와 Rota-rod 검사를 시행하 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GOT의 변화는 침치료 후 실험군에서 유의

하게 감소를 보 다(p<.05).

2. GPT의 변화는 침치료 후 실험군에서 감소되

었으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5).

3. LDH의 변화는 침치료 후 실험군에서 유의

하게 감소를 보 다(p<.05).

4. Rota-rod 검사는 침치료 후 시간이 지남에 따

라 차로 향상되어 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

었고, 7일에 유의하게 격한 향상을 보 다

(p<.05).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침이

6-hydroxydopamine로 척수에 손상을 후 운동장

애의 치유에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침을 용하면 손상으로 인한 액학 효소의 균

형이 유지되므로 앞으로 침치료시 강도와 빈도를

달리하여 다양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참 고 문 헌

김은 . 음 와 수 이 신경근 손상 흰쥐의 청

CK 활성 변화에 미치는 향. 구 학교 재활

과학 학원 석사학 논문. 2002. 

김미 . 유산소 운동이 뇌성마비아의 장 LDH 동

원소와 CPK 농도에 미치는 향. 단국 학교

스포츠과학 학원 석사학 논문. 2004. 

박수경, 노민희, 김은 등. 3-Acetypyridine에 의한

운동실조 흰 쥐에서 운동과 침이 효소활성도에

미치는 향. 한국스포츠리서치, 2007;18(6):1093- 

102.

백일훈. 운동과 출력 이 가 3-Acetypyridine에

의한 소뇌병변 흰쥐의 치유에 미치는 향. 부산

가톨릭 학교 보건과학 학원 석사학 논문. 2005.

설재욱, 신미숙, 최진 . 침요법을 병용한 척수손



6-hydroxydopamine에 의한 운동손상 흰 쥐에서 침이 GOT,GPT,LDH활성도 기능회복에 미치는 향

－271－

상 환자의 체험 1례. 한방재활의학과학회지. 2004; 

14(4):117-27.

심 무, 최정기, 차상도 등. 흰쥐에서 척수손상 후

후지의 운동기능 회복을 한 좌골신경의 기자

극 효과. 한척추외과학회지. 1995;2(2), 151-60.

이재성, 이문 , 김민선 등. 흰쥐에서 척수손상 후

기능회복에 여하는 기자극의 작용기 . 한

재활희학회지, 1997;21:281-9.

조성채. 운동 후 CPK· LDH· Lipase· GOT· GPT 활

성에 미치는 Ergogenic Aids의 효과, 木浦海洋大

學校(論文集, 1997;5(2):41-62.

Ashby P, Gandevia SC, Burke D et al. The 

neurophysiology of human spinal spasticity. In: 

Science and practice in Clinical Neur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Basmajian JV, de Luca CJ. Muscles alive : Their 

functions revelead by electromyography. Baltimoe 

Williams & Wilkins. 1988.

Brooks GA, Fahey TD. Exercise Physiology. Human 

Bioener getics and its application. 2nd ed. New 

York : Macmillian. 1985. 

Chen SC, Lai CH, Chan WP et al. Increases in 

bone mineral density after functional electrical 

stimulation cyclingexercises in spinal cord injured 

patients. Disabil Rehabi. 2005;27(22):1337-41.

Follesn P, Gale K, Mocchetti I. Regional & 

temporal patterm of nerve growth factor and basi 

fibroblast growth factor mRNA in rat brain 

following electroconvulsive shock. Exper Beuro, 

1994;127:37-44.

Glinka Y, Gassen M, Youdim MB. Mechanism of 

6-hydroxydopamine neurotoxicity. Neural Transm 

Suppl. 1997;50:55-66.

Hamid S, Havek R. Role of electrical stimulation 

for rehabilitation and regeneration after spinal 

cord injury: an overview. J Eur Spine. 2008;17 

(9):1256-69.

Houghton PE, Kincaid CB, Lovell M et al. Effect 

of electrical stimulation on chronic leg ulcer size 

and appearance. Phys Ther. 2003;83(1):17-28.

John FD, David FA, Anthony SB et al. Special 

article a review of the future model spinal cord 

injury system through the prism of past 

achievements and current challenges. J Spinal 

Cord Med 2003;26:110. 

Kim JH, Min BI, Schmidt D et al. The difference 

between electroacupuncture only and electroacupuncture 

with manipulation on analigesia in rats. Neurosci 

Lett. 2000;279(3):149-52. 

Lieber RL, Silva PD, Daniel DM. Equal effectiveness 

of electrical and volitional strength training for 

quadriceps femoris muscles after anterior cruciate 

ligament surgery. J Orthop Res. 1996;14(1):131-8. 

Lundary-Kkamn. Neuroscience: Fundamentals for 

rehabilitation, W.B Saunders Cmpany. USA. 1998. 

Mysiw WJ, Jackson RD. Electrical stimulation, In: 

Braddom RL, Buschbacher RM, Dumitru D, 

Johnson EW, Matthews D, Sinaki M, editors.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2nd ed, 

Saunders, 2000.

Olanow CW. Arationale for dopamine agonists as 

primary therapy for pankison's disease. Can. J. 

Neurol. Sci. 1992;19(1):108-12.

Roberts D, Smith DJ. Biomechemical aspects of 

peripheral muscle fatigue, Are view Sports Med. 

1989;7:125-38.

Stilling D. A survey of the history of electrical 

stimulation for pain to 1900. Med Imstrum. 1975; 

9(1):1-5.

Taylor K, Fish DR, Mendel FC et al. Effect of 

electrically induced muscle contractions on posttrau- 

matic edema formation in frog hind limbs. Phys 

Ther. 1992;72(2):127-32. 

Veltink PH, Ladouceur M, SinkJaer T. Inhibition of 

the triceps surae stretch reflex by stimulation of 

the deep peroneal Nerve in persons with spastic 

stroke. Arch Phys Med Rdhabil. 2000;81:1016-24.

Yang C, Li B, Liu TS et al. Effect of electroacu- 

puncture on proliferation of astrocytes after spinal 

cord injury. Zhongguo Zhen Jiu. 2005;25(8): 



한물리의학회지 제5권 제2호

－272－

569-72.

Yuji T, Kenji O. Spinal cord injury in the rat. Prog 

Neurobio. 1998;56(3):341-58.

Zweifler RM. Management of acute stroke. J South 

Med . 2003;96(4):380-5.

Zygmunt LK. Neurotransmitter and medicines. 

Hanamedbook. 19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