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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고전압 전기 자극의 부종 감소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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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a single treatrnent 0 

voltage pulsed current (HVPC) on edema reduction. Hind limbs of 23 anesthetized 
were injured by dropping a 400 g weight onto the plantar aspects of the feet. On 
limb of each frog was random1y selected to receive 30 minutes of continuous, 12 
cathodal HVPC at voltages 10 % less than motor threshold levels. Limb volumes 
measured by water displacement before trauma and at predetermined intervals 
hours posttrauma. Sources of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determined by t-test 
HVPC significantly (p<0.05) reduced edema formation. We hypothesize that HVP 
also be effective in controlling edema formation after impact injuries in humans. 

Key Words:Edema; High voltage pulsed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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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부종은 근골격계에 외상을 받았을 때 모 

세혈관이 파열되어 투과도가 증가된 혈장 

단백질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 세포 사이 

에 존재하게 되면 물과 친화도가 높은 혈 

장단백질이 물과 함께 이동하여 형성된다. 

조직이 손상을 받으면 치유 과정에서 부종 

이 발생하는데 과도한 부종은 치유를 지연 

시키며 동통을 유발하고 관절가동역을 감 

소시켜서 외상이 있는 부위의 기능을 제한 

시킨다. 그러므로 부종의 치료는 엄상적으 

로 중요시된다. 

부종 감소를 위해 테이핑， 냉치료， 탄력 

붕대， 손상 부위를 심장의 위치보다 높이 

올려주는 등의 치료법들을 사용하여 왔으 

나， 이러한 치료법들은 일상 생활을 하기에 

불편한 점들이 많았다. 그래서 최근에는 고 

전압 전기 자극(HVPC: High Voltage 

Pulsed Current) 을 부중 치료를 위해 사용 

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부종 치료를 

위한 HVPC에 대한 이론은 아직 명확하 

게 설 정 되 어 있지 않다(Cosgrove 등， 

1992). 

Reed (1988) 는 HVPC가 모세혈관의 투 

과성을 감소시킴으로써 부종 치료에 효과 

적일 수 있다고 하였다. 또 Bettany 둥 

(1990) 은 개구리의 뒷다리에 외상을 준 후 

30분씩 4번을 120 pps의 HVPC로 치료하 

였을 때 부종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얻었고 Taylor 등 (1992) 의 실험에서도 

HVPC가 부종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결과 

를 얻었다. 

비록， 위의 연구들이 HVPC가 부종 감소 

에 효과적이라는 결과들을 증명하였지만 

엄상적으로 이를 전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Mohr 퉁 (1987) 의 실험 

에서는 쥐를 마취시키지 않아 쥐가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으므로 근수축에 

의한 부종 감소 효과를 배제하지 못하였고 

또 대부분의 연구들이 치료에 장시간을 요 

하였으므로 그 기간동안 다른 요인들에 의 

하여 부종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순수한 HVPC의 부총 감소 효과를 입증하 

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 

서는 순수한 HVPC의 부종 감소 효과를 

보기 위해 외상 후 30분 동안 한정적으로 

부종을 치료하였을 때 효과가 있는지를 알 

아보고자 한다. 

n.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실험기간 

본 연구에서는 몸무게가 338.4-421.3 

g(377.5土25.3) 인 개 구리 23마리 를 이 용하 

여 1993년 8월 9일부터 8월 13일까지 실험 

을 실시하였다. 

2. 실험도구 

본 연구에서는 Bettany 둥 (1990) 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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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이용되었던 방법에 따라 기구를 사용 

하였다. 400 g의 쇠 구슬을 높이 60 cm, 직 

경 2 cm인 수직관을 통해 떨어뜨려 개구리 
뒷다리의 발바닥쪽 복사뼈 바로 윗부분에 

외상을 주었다. 외상을 줄 때 피부가 찢어 

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수직관과 다리 사 

이에 2x2x0.3 cm의 나무판을 설치하였다. 

HVPC는 Dynatron 438을 사용하였으며 , 

통전기 간이 5-8 msec이 고 자극과 자극 사 

이가 75 msec인 사각파형을 사용하였다. 

실온에서 담금질(immersion technique) 을 
이용하여 120 2pps로 음극 자극을 주었다. 
음극 도자는 치료할 다리가 담겨진 비이커 

의 물에 담궈서 걸쳐놓고， 높이는 개구리의 

복사뼈 정도에 위치시켰다. 양극 역할을 하 

는 탄소 고무 도자 (25)<75 mm) 는 치 료할 
다리의 대퇴부에 부착시켰다. 개구리 다리 

의 부피 변화는 증류수의 이탈량을 측정하 

여 구했다. 이것을 측정하기 위해 담금통과 

념 침 관(overf1ow chamber) 을 고무관으로 

연결시킨 기구를 만들었다(그림1). 측정할 

때 마다 개구리를 천에 싸서 도르레에 매 

달아 무릎 관절의 표시된 지점까지 중류수 

에 잠기도록 내렸다. 표시된 지점까지 다리 

가 잠겼을 때 흘러나온 물을 비이커에 받 

아 소수점 네째자리까지 측정되는 전자저 

으lD 

그림1. 고무관으로 연결시킨 담금통과 념침관을 이용한 증류수 이탈량 
측정방법 

울 AP 210S(OHAUS CO.) 로 무게를측 
정하였다. 증류수 1 g은 1 mL로 계산되 

었다. 넘침관과 증류수 사이의 마찰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부피를 측정할 때 마 

다 념침관을 비늦물로 두번씩 세척하였 

다. 이 장치의 신뢰도를 구하기 위해 100 

원 짜리 동전을 넣었을 때 흘러나온 물의 

무게플 20회 측정하였다. 평균 변화율은 

0.0355 %였다. 

3. 연구과정 
개구리는 에테르를 물에 희석시킨 용액 

으로 마취시켰다. 마취제를 적신 솜을 개구 

리의 배밑에 넣어서 피부 호홉을 하는 개 

구리가 계속 마취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였 

다. 개구리 다리의 부피는 무릎 관절에 미 

리 표시된 부분까지 측정하였다. 다리의 부 

피는 외상을 주기 직전에 측정하여 기준점 

으로 삼고 외상을 준 후 무작위로 선돼된 

다리에 30분 동안 치료를 실시하였다.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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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석방법 

외상 후 치료한 다리와 치료안한 다리의 

부피 변화의 유의한 차이를 보기 위해 t

test를 실시 하였다. 

m. 결과 

부종 감소 효과는 치료 직후부터 나타났 

다(표 1). 

치료한 다리와 치료안한 다리의 부피 변화는 

의 강도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근수축을 일 

으키는 근수축 역치의 90 %를 사용하였다. 
그 이유는 근수축으로 인한 부종 감소 효 

과를 배제하고 순수한 HVPC의 적용 효과 

만을 보기 위해서이다. 치료 직후 다리의 

부피를 측정하고 치료 후 1.0, 2.5, 4.5, 7.5 
시간에도 각각 다리의 부피를 측정하였다. 

외상을 주었을 때 다리에 출혈을 보인 3마 

리의 개구리와 실험 도중 죽은 4마리의 개 

구리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단위:따 표 1. 치료 후 시간에 따른 개구리 다리의 부피 변화 

t-값 

치료 직후 
1.0시간 후 
2.5시간 후 
4.5시간 후 
7.5시간 후 

-6.04** 
-10.26 
-6.32 
-8.16 
-3.62 

치료안한 다리 

2.01 土 0.45 
2.59 土 0.42 
3.40 土 0.84 
3.86 土 0.39 
4.46 土 0.47 

치료한 다리 

1.18:!: 0.48* 
1.52 土 0.27 
2.24 土 0.25 
3.00 土 0.33 
4.03 土 0.32 

** p<0.05 * 펑균土표준편차 

-→::r-쳐료한다리 

-x- 치료안한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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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치료한 다리와 치료안한 다리의 부피 변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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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직후에 1.18:1:0.48 mL와 2.01土0.45 mL, 

치료 후 1.0시간에 1.52:l::0.27 mL와 2.많:tO.42 

mL, 치료 후 2.5시간에 2.24t0.25는 mL와 3.40 

:l::0.84 mL, 치료 후 4.5시간에 3.00:l::0.33 mL 

와 3.86:l::0.39 mL, 치 료 후 7.5시 간에 4.03 :l:: 

0.32 mL와 4.46:l::0.47 mL로 계속 증가되었 

지만， 치료한 다리의 부피 증가가 치료안한 

다리의 부피 증가보다 적었다(p< 0.05). 치 

료 후 2.5시간에 치료한 다리와 치료안한 

다리의 부피 차이가 가장 컸다(그림 2). 

N. 고찰 

연구 중에서 파형별로 비교한 것이 없었으 

므로 앞으로 파형에 따른 치료 효과 비교 

를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양서류에서 얻은 이런 결과를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으나 개구리의 근본적인 생리적 반웅 

이 사람과 같기 때문에 전기치료에 대한 

실험을 함에 있어서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전에 양서류 중 특히 개구리를 많이 이용 

해 왔으므로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사람에게 적용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V. 결론 

Bettany 둥(1990)의 개구리를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는 120 pps의 음극 HVPC를 
한 연구에서는 외상 후 30분씩 4번 반복 

치료했을 때 24시간까지 부종 감소 효과가 

있음이 증명 되 었고， twin monophasic 파형 

을 사용한 Talor 등(1992)의 연구에서도 30 

분 동안만 치료했을 때 10시간까지는 부종 

감소 효과가 있음이 증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HVPC를 임상적으로 적 

용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외상 후 

120 pps, 사각파형 의 음극 HVPC로 30분 

동안만 치료하여 치료 후 7.5시간까지 부종 

감소에 효과가 있음을 증명하였다. 그러므 

로 본 연구를 통해서 급성기 부종 치료시 

30분씩 4번이나 치료한다는 것은 비효율적 

이라늪 결론을 얻었다. 

실험 과정에서의 제한점은 다리의 부피 

를 측정할 때 다리에 묻은 물기를 닦아주 

어 나타날 수 있는 압박에 의 한 부종 감소 

효과뜰 배제하기 위해 다리에 묻은 소량의 

물기뜰 닦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치료 후 

7.5시간까지만 관찰하였으므로 그 이후의 

유의 한 차이 유무를 알아보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사각파형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파형별 비교를 하지 못했다. 기존의 

외상을 입은 개구리의 뒷다리에 30분 동안 

적용하여 급성 부종 감소에 효과가 있는지 

에 대해 실험을 하였다. HVPC로 치료한 

다리는 치료하지 않은 다리보다 부종 감소 

가 뚜렷하였으므로 HVPC는 부종 치료에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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