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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에 있어서 burst형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이  통증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실시하 다.

   연구대상자는 인하대학부속병원 재활의학과에 방문한 근막통증후군환자 

20명을 burst형 경피적 전기신경자극군 10명, 고빈도형 경피적 전기신경자

극군 10명으로 나누어 1일 1회 15분씩 6일 동안 각각 적용하여 치료 전 후 

시각적상사척도와 자가통증평정지수를 이용하여 통증 감소 효과를 비교하

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burst형 경피적 전기신경자극과 고빈도형 경피적 전기신경자극 

모두에서 치료 전 후에 통증감소 효과가 있었다

   둘째, burst형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가 고빈도형 경피적 전기신경자

극치료에 비하여 통증감소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위의결과로 미루어 볼 때 burst형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이 통증감소에 

효과적인 치료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제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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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연구의 배경

 

  통증은 실제적, 잠재적 조직손상과 관련되거나 이러한 손상으로 인한 불

쾌한 감각적, 정서적 경험이다(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pain subcommittee on toxinomy, 1979). 일반적으로 통증을 상해 또는 조

직파괴를 일으키는 자극으로 야기되는 감각적 경험이라고 정의하 다

(Bisop, 1980).

   질병이나 손상으로 나타나는 통증은 인간을 가장 무능하게 만드는 증상

으로서 사람이 병에 걸릴 때 몸에 나타나는 최초의 징후도 통증이며 통증

이 없는 질병이란 매우 드물다. 이와 같은 통증은 피부, 내장, 심부근과 골

격계 등에 통증을 수용하는 신경말단장치가 있어 감지되며 이 말단장치에

서 시작하여 뇌 중추에 이르는 고유한 신경경로를 통해 일어남이 확인되었

다. 이 고유한 신경경로는 삼단계의 신경원 경로를 거치게 된다. 

   통각에 대한 신경생리학적 이론은 많은 논의가 되고 있으나 크게 네 가

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Waddell과 Sinclail의 양식 이론(pattern theory), 

Melzak과 Wall의 관문조절설(gate control theory), Sjolund와 Eriksson의 

생화학 이론(endogenous theory), 그리고 특이성 이론 등이다(VonFrey, 

1894).

   통증을 완화시키는 방법으로는 약물치료, 물리치료, 운동치료, 수술치료, 

정신요법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한방 약물요법 및 침술요법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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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물리치료에서는 온습포, 온열램프, 수치료 등의 표재열 치료와 

초음파, 단파투열, 극초단파 등의 심부열 치료, 한냉치료, 레이저치료, 생체 

되먹이 치료,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Transcutaneous Electrical Nerve 

Stimulation; TENS) 등이 널리 시행되고 있다(김진호, 1997). 이중 경피적 

전기신경자극 치료가 진통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1965년 Melzack과 Wall이 

발표한 관문조절설(gate control theory)과 Sjolund와 Eriksson의 생화학 

이론, Hughes 등(1984)과 Facchinetti 등(1984)의 엔돌핀설 등으로 설명되

고 있다. 경피적 전기신경자극(TENS) 치료법은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선

진국에서도 온습포, 냉습포, 마사지, 견인치료, 운동치료법과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치료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TENS는 전류를 이용하여 피부의 말초감각신경을 자극하여 다양한 원

인으로 초래되는 제반통증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TENS의 치료 시에 주로 

선택되어지는 자극조건은 치료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으며, 현

대의 치료기 들은 이러한 자극 조건을 자유로이 조절할 수 있게끔 고안 되

어있다. 전기자극파의 통전시간(pulse duration, pulse width)은 주로 60∼

150㎲가 일반적이라 할 수 있는데 너무 짧은 통전시간으로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힘들며, 200㎲ 이상의 통전시간은 운동신경을 자극해 근 수축

을 일으키게 된다. 치료 주파수는 대개 50㎐ 이상인 80∼100㎐의 주파수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Taylor, 1983). 

   TENS의 유형은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고빈도 저강도형 경피적 전기신

경자극(high rate mode TENS), 저빈도 고강도형 경피적 전기신경자극

(acupuncture like TENS) 그리고 돌발형 경피적 전기신경자극(burst mode 

TENS) 등이 있다. 고빈도 저강도형 TENS는 75 125 pps(pulse 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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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의 높은 맥동빈도를 사용하고 저빈도형 TENS는 2 5 pps, burst형 

TENS는 2 bursts per second(bps)로 분류하 다(Wong and Jett, 1984). 

고빈도 자극으로는 진통효과가 빨리 나타나나 효과가 지속되는 시간이 짧

다. 이에 반해 저빈도 자극은 진통효과가 조금 지연되어 나타나나 그 효과

는 고빈도 자극에 비해 효과 지속 시간이 더 길다고 알려져 있으며 근육에 

수축이 일어날 정도의 강도로 자극하여 감각 자극 뿐만 아니라 근육의 수

축으로 인한 근력의 증강과 조직 내의 마사지 효과의 이점도 얻을 수 있

다. 저빈도 고강도형은 내분비설(endogenous theory)에 의해 많이 설명되

고 있으며 자극 조건은 주로 1∼4㎐의 주파수와 200∼300㎲의 통전시간을 

사용하고 있다. 이 자극으로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을 모두 자극할 수 있

으며, 자극부위는 동통이 나타나거나 관련된 감각 피부절(dermatome)에 적

용하는 고빈도 저강도형에 비해 이 모드는 동통이 발생되는 부위나 관련된 

근절(myotome)에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 외에 침점(acupuncture 

point)을 사용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 저빈도 자극과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burst형 TENS이다. 이 모드는 “Pulse trains" 라고

도 하는데 많은 치료기 들은 이 돌발(burst)자극을 초당 한번 내지 네 번 

정도의 저빈도로 자극하게끔 고안되어 있다.  이 방법은 고빈도 자극에서 

보다 진통 효과가 더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저빈도 자극과 

함께 30분 이상 자극 시 근육의 피로로 인한 불쾌감을 나타내는 단점도 있

다. 이 burst파는 연속적인 고빈도 자극이나 저빈도 자극을 대개 초당 2회 

정도로 단속하여 흘려보내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물리치료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경피

적 전기신경자극치료에서 이용되는 다양한 종류의 자극조건 중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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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어지고 있는 전통적인 방법의 고빈도형 자극과 현재 일반화되어 있

지 않은 burst형 자극이 통증감소에 효과적인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burst형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이 고빈도형 경피적 전

기신경자극에 비해 근막동통증후근을 가진 환자의 통증감소에 어떠한 향

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 

3. 연구 가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burst형 경피적 전기신경자극군과 고빈도형 경피적 전기신경자극

군에서 치료 전 후의 근막동통증후군 환자의 통증을 감소시킬 것이다. 

   둘째, burst형 경피적 전기신경자극군이 고빈도형 경피적 전기신경자극

군보다 근막동통증후군 환자의 통증을 감소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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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03년 1월부터 4월까지 인하대학병원 재활의학과에 입원중

이거나 통원치료를 받는 승모근 부위의 근막통증후군 진단 하에 외과적 수

술을 받지 않고, 주사요법과 약물요법을 하지 않은 20명의 환자를 대상으

로 하 으며, 모든 대상자를 무작위로 고빈도형 TENS군과 burst형 TENS

군에 10명씩 배정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 

2. 자료 수집

   실험방법에 따른 각 군 간의 자극조건은 다음과 같다. 각 실험군 별 실

험조건으로는 고빈도형 TENS 군에서 사용한 전기자극의 조건은 통전시간

은 250㎲이고, 주파수는 100㎐이다. TENS 기기는 Enraf Nonius사의 ENS 

911 경피적 전기신경자극기를 사용하 다. 자극부위는 승모근을 자극점으

로 선정하고, 자극강도의 증가는 0.5mA를 올리는 속도로 상승시켰고, 시작 

후 5분 후에 다시 환자의 느낌을 물어보고 다시 조정하 으며 통증을 유발

하지 않는 최대강도로 하루 1회 15분씩  6일간 TENS치료를 하 다.

    Burst형 TENS군에서는 고빈도형 TENS군에서 사용한 전기자극 조건

에 burst mode를 첨가시켰고, 주파수는 2Hz인 burst파를 사용하 으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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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강도 조절은 고빈도형 TENS군과 같은 방식으로 하 다. TENS자극은  

하루 1회 15분씩 6일 동안 시행하 으며 모든 군에서 온습포와 심부열을 

사용하 다. 

   치료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두 가지 측정방법을 사용하여 치료 전과 

치료 후를 비교하 다. 첫째, 통증평가의 유용성을 검증한 Visual 

Analogue Scale(VAS)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대상자가 주관적으로 기록한 

수치들의 평균치를 구하여 대상 군 간의 통증자각도 변화를 비교한다(김동

준, 왕진만, 1995). 둘째, 새로운 자가통증평가법인 통증평정지수(Pain 

Rating Score; PRS)를 이용하여 통증 강도, 지속시간, 발생빈도, 동작에 따

른 통증의 양상을 각 문항으로 문진표를 작성하도록 했으며, 통증강도를 0

∼10점, 통증 지속시간을 0∼5점, 발생빈도를 0∼5점, 동작에 따른 통증의 

양상을 0∼5점으로 하여 강도×(시간+빈도+양상)을 계산하여 수치화 하 다

(김철 등, 1998).

3. 분석 방법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조사하고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를 이용하여,  burst형 TENS군과 고빈도형 TENS군의 치료 전 

비교와 치료 후 비교는  independent t test로  분석하 고, burst형 TENS

군과 고빈도형 TENS군의 치료 전 후의 비교는 paired t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P value가 0.05 미만인 것을 통계적으로 의의 있는 것으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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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 20명 중 고빈도형 TENS군은 남자2명, 여자 8명 이

었고, burst형 TENS군은 남자 3명, 여자 7명이었다. 연령분포는 고

빈도형 TENS군은 48.5세이었으며. burst형 TENS군은 44세이었다. 

성, 연령은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

    표1. 일반적 특성

  

burst형 TENS(n=10) 고빈도형 TENS(n=10)

성

남 3 2

여 7 8

연령(세)

20-29 0 3

30-39 2 0

40-49 5 1

50-59 3 2

60- 0 4



- 8 -

2. Burst형 TENS군과 고빈도형 TENS군의 치료 전 비교

   Burst형 TENS군과 고빈도형 TENS군의 치료 전 시각적상사척

도(VAS)와 통증평정지수(PRS)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표 2).

 

표 2. burst형 TENS군과 고빈도형 TENS군의 치료 전 비교

Values are mean±SD.

VAS; Visual Analogue Scale, PRS; Pain Rating Score.

  

burst형 TENS(n=10) 고빈도형 TENS(n=10)

VAS 7.10±0.88 7.60±1.08

PRS 75.10±20.19 92.70±26.67

강도(지수) 6.30±1.16 7.30±1.25

시간(지수) 3.40±0.84 3.70±0.67

빈도(지수) 4.50±0.70 4.60±0.52

양상(지수) 3.90±0.57 4.2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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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urst형 TENS군의 치료 전 후 비교 

   치료 후 burst형 TENS군의 시각적상사척도(VAS)와 통증평정

지수(PRS)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 다(표 3)(그림1)(그림2).

표 3.  burst형 TENS군의 치료 전 후 비교

                                                    (n=10)     

Values are mean±SD.

*P<0.05 

    VAS; Visual Analogue Scale, PRS; Pain Rating Score.

치료 전 치료 후

VAS 7.10±0.88 2.20±0.95
*

PRS 75.10±20.19 12.10±5.32*

강도(지수) 6.30±1.16 2.50±1.08*

시간(지수) 3.40±0.84 1.60.±0.16
*

빈도(지수) 4.50±0.71 2.00±1.05*

양상(지수) 3.90±0.57 1.5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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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빈도형 TENS군의 치료 전 후 비교

   치료 후 고빈도형 TENS군의 시각적상사척도(VAS)와 통증평정

지수(PRS)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 다(표 4)(그림1)(그림2).

표 4. 고빈도형 TENS군의 치료 전 후 비교                         

                                                        (n=10)        

Values are mean±SD.

*p<0.05

VAS; Visual Analogue Scale, PRS; Pain Rating Score.

치료 전 치료 후

VAS 7.60±1.08 4.40±1.26*

PRS 92.70±26.67 31.40±14.12
*

강도(지수) 7.30±1.25 4.50±1.18*

시간(지수) 3.70±0.67 1.70±0.67*

빈도(지수) 4.60±0.52 2.60±0.70
*

양상(지수) 4.20±0.63 2.5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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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Burst형과 고빈도형 TENS 치료전후의 VAS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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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Burst형과 고빈도형 TENS 치료전후의 PRS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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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Burst형 TENS군과 고빈도형 TENS군의 치료 후  

   비교

   

   Burst형 TENS군과 고빈도형 TENS군에서 치료 후의 시각적 

상사척도(VAS)의 평균을 보면 burst형 TENS군은 2.2이었으며, 고

빈도형 TENS군은 4.4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치료 후 통증평정지수(PRS)의 평균을 보면 burst형 TENS군

에서 12.1이었으며, 고빈도형 TENS군에서는 31.4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5).

표 5. burst형 TENS군과 고빈도형 TENS군의 치료 후 비교

Values are mean±SD.

*P<0.05 

VAS; Visual Analogue Scale, PRS; Pain Rating Score.

burst형 TENS(n=10) 고빈도형 TENS(n=10)

VAS 2.2±0.95 4.4±1.26
*

PRS 12.1±5.32 31.4±14.12*

강도(지수) 2.50±1.08 4.05±1.18*

시간(지수) 1.60±0.16 1.70±0.67
*

빈도(지수) 2.00±1.05 2.60±0.70*

양상(지수) 1.05±0.71 2.5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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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동통 중에 조직 심부에서 느끼는 동통은 주로 근육과 관련된 경우가 많

으며, 특히 근막구조에 이상으로 초래되며, 이러한 동통은 다시 근 경축을 

일으키고, 이것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결국 관절가동운동에 제한을 초래

하는 악순환을 발생시킨다.

   물리치료 분야에서 TENS를 이용한 동통관리는 매우 광범위한 분야에

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다.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는 자극의 매개변수

에 따라 그 진통특성 및 기전이 다르다고 알려져 있으며, 동통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치료의 효과를 최대한 내기 위해서는 파의 모양, 빈도, 자극강도

와 전극의 종류, 위치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TENS를 자극조건에 따라 구분하 을 때, 주파수가 10 100㎐이상인 

고빈도(high rate) 자극과  1 4㎐ 정도의 저빈도(low rate) 자극을 이용하

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주파수에 따른 구분에는 학자들마다 약

간의 차이가 있고, 침술과 유사한 효과를 나타내는 저빈도 자극은 엔돌핀

에 의한 효과일 것이라 하 고, 고빈도 자극은 이것과는 다른 기전에 의한 

것이라고 하 다(Moore & Blacker, 1983). 고빈도 자극에 의한 효과는 대

부분 치료효과가 바로 나타나나, 저빈도 자극의 효과는 약 20 30분 정도

의 자극 후에 효과가 나타나며 자극 후에도 고빈도에 비해 지속효과가 더 

긴 것이 특징이다. Burst형 TENS의 자극은 저빈도형 TENS의 효과와 비

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강하고 반복적인 근 수축을 일으키며 최대한

의 효과를 얻기 위해선 적어도 자극시간이 30분은 되어야 한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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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sh,  1992).

   경피적 전기신경자극(TENS) 치료에 의한 통증 완화 정도를 평가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으며 대부분 주관적인 방법으로 치료효과에 대한 연구가 

되어왔다. Cauthen과 Renner(1975)는 통증의 정도를 백분율로 표시하 고, 

Melzack(1975)은 통증환자의 기록방법으로 McGill Pain Questionnaire를 

발표하 다. Stiez(1976)는 통증을 네 가지 정도로 분류하여 평가하 으며, 

Schuster와 Infante(1979)는 Pain score법을 발표하 다. 

   본 연구에서는 통증에 대한 평가방법으로 시각적 상사척도를 사용하

고, 또 다른 방법으로 새로운 자가 통증평정지수(PRS)를 이용하여 평가하

다. 시각적 상사척도(VAS)에 의한 결과를 볼 때, burst형 TENS군과 고 

빈도형 TENS군에서 통증감소 효과가 모두 있었으나, burst형 TENS군의 

통증감소효과가 고빈도형 TENS군에 비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자가통증평정지수(PRS)의 경우 burst형 TENS군과 고빈도형 TENS군

에서 모두 통증감소 효과가 있었으며, 두 군 사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 으며 burst형 TENS군이 고빈도형 TENS군에 비해 통증감소에 효과

적이었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burst형 TENS군이 고빈도형 TENS군보다 치료전

후의 차이에 더 많은 감소율을 보 고 유의한 통증 감소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대상자의 수가 적었으며, 두 군 모두에 적용

한 온습포와 심부열이 통증감소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고려하지 않았

으므로 모든 근막동통증후군 환자들에게 결과를 일반화하여 해석하기는 어

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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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로 burst형 TENS가 고빈도형 TENS에 비해 근

막동통증후군 환자의 통증을 경감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의 연

구에서는 좀 더 많은 대상자와 다양한 환자군에 대한 burst형 TENS의 효

과를 연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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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에서 2003년 1월에서 4월까지 인하대학병원에 내원한 근막동통

증후군 환자 20명을  대상으로 하여  burst형 경피적 전기신경자극 및 고

빈도형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를 시행한 후, 시각적 상사척도(VAS)와 

통증평정지수(PRS)를 이용하여 통증 완화정도를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결

과를 얻었다. 

첫째, burst형 TENS군은 치료 전에 비하여 치료 후 근막동통증후군 환자  

      에 대한 통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 다(p<0.05).

둘째, 고빈도형 TENS군은 치료 전에 비하여 치료 후 근막동통증후군 환

      자에 대한 통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 다(p<0.05).

셋째, burst형 TENS군과 고빈도형 TENS군의 치료 후의 비교에서 burst  

      형 TENS군이 고빈도형 TENS군에 비하여 근막동통증후군 환자의  

      통증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켰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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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A Study Comparing the Effectiveness of Burst Mode TENS 

with High Rate Mode TENS on Myofacial Pain Syndrome

                                        Gyee Rim Baek

                                        Graduate School of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Chang Il Park, M. D., Ph. 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most effectiveness     

      stimulating frequency in TENS for pain relief, and for the 

treatment of patients with myofacial pain syndrome.

    The subjects of this case were 20 patients who have myofacial 

pain syndrome. After they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10 in each 

group, the first group had been treated with high rate mode TENS and 

the second one with burst mode TENS. Then the effectiveness of pain 

relief was assessed by the visual analogue scale and the pain rating 

score.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1) The pain level had been reduced after both the treatments, burst 

mode TENS and high rate mode T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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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The experiment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2 patients 

groups.

   The results suggest that burst mode TENS can have more effective 

stimulating frequency in TENS for reducing pain level than high rate 

mode T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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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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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증평정지수 (Pain Rating Score; PRS)

       강도☓(지속시간+발생 빈도+통증양상)

# 통증의 강도 (   )

   10. 당장 무슨 조치를 취하지 않고는 도저히 못 견딜 정도로 아프다.

    9. 가만있지 못하고 안절부절 쩔쩔 매며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아프  

       다.

    8. 얼굴을 몹시 찌푸리고 신음이 나오며 꼼짝도 못할 정도로 아프다.

    7. 신음까지는 안나오지만  역시 얼굴을 찌푸릴 정도로 아프다.

    6. 얼굴을 찌푸릴 정도는 아니나 통증 때문에 다른 일에 신경 쓸 수   

       없다.

    5. 통증을 참고 다른 일을 할 수는 있으나 신경이 많이 쓰인다.

    4. 전혀 내색하지 않고 지낼 수는 있으나 신경이 많이 쓰인다.

    3. 아프긴 아프나 다른 일에 집중을 하면 잊을 수 있다.

    2. 생각해보면 아픈 것 같기도 한데 대개 잊어버리고 산다.

    1. 아프다고까지 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완전한 것은 아니다.

    0. 전혀 아프지 않다.

# 통증의 지속 시간 (   )

    5. 한 번에 10시간 이상 아프다.

    4. 한 번에 5 10시간 이내 아프다.

    3. 한번에  2 5시간 이내 아프다.

    2. 한번에  15분 2시간 아프다.

    1. 한번에  잠시(15분 이내) 아프다.

    0. 전혀 아프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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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증의 발생 빈도 (   )

    5. 하루 종일 지속적으로 아프다.

    4. 하루에 2번 이상 아프다.

    3. 하루에 1번 이상 아프다.

    2. 일주일에 2 3번 아프다.

    1. 일주일에 1번 또는 더 드물게 아프다. 

    0. 전혀 아프지 않다.

# 동작에 따른 통증의 양상 (   )

    5. 가만히 안정을 취하고 있어도 아프다.

    4. 조금만 움직이면 아프다.

    3.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벼운 동작 시 아프다.

    2. 보통 이상의 조금 힘든 동작 시 아프다.

    1. 아주 심한 동작이나 운동 시 아프다.

    0. 어떤 동작이나 활동에도 아프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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