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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Voltage Pulsed Current Stimulation(HVPCS) and Microcurrent Electrical 
Neuromuscular Stimulation(MENS) have been used to promote the healing of 
decubitus ulcer and surgical wounds. The benefits of HVPCS and MENS are 
thought to include an inhibitive effect on bacterial growth.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inhibitive effect of two different electrical stimulation 
techniques growth in vitro. Using agarose-based media, the two bacterial species 
Staphylococcus aureus, Esherichia coli - which are commonly isolated from open 
wounds were incubated in an incubator for 24 hours fo l1owing exposure to 
HVPCS(400 V, 120 pps, 70 μs) and MENS(100 때， 0.3 Hz). We then measured the 
zone of inhibition around each electrode. Both HVPCS and MENS produced an 
inhibitive effect on bacterial growth in this vitro study. However MENS was more 
effecti'/e than HVPCS. 

Key Words : Electri떠1 stim버ation; High voltage current; Microamperage current; Bacteria 

m 1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지 제3권 제1호 

KAUTPT Vol. 3 No. 1, 1996. 

I. 서론 

전기치료는 기초과학， 임상의학， 전자 공학의 

발전으로 탈신경큰의 재교육 관절운동 범위 증 

진， 수의 운동 조절의 촉진， 위축 및 약화된 큰 

육의 근력 회복 및 강화， 근경축 및 경련성 완 

화， 구축 교정， 혈류량 증진， 배뇨 장애의 개선， 

보장구 대치， 이완， 부종 치료， 골절 치유， 상처 

치유 촉진， 통증 완화 동의 목적으로 폭 넓게 이 

용되고， 횡격막 신경 전기자극， 방광 전기 자극， 

신경 재생 둥의 목적으로 시도되고 있다(이재형， 

1995). 이러한 전기치료의 목적들 중 욕창이나 

궤양 둥의 상처 치유에 사용되는 것이 고전압 

맥동전류 자극과 미세전류 신경근 자극이다 

(Kloth9.) Feedar, 1988; Skinner 등， 1994). 

고전압 맥동전류 자극의 상처 치유 효과에 

대한 연구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선행되어져 

왔다 Thurmann과 Christian(1971)은 발가락 

의 지속적 농양의 치료에 고전압맥동전류자극 

을 적용하여 살균 효과와 상처 치유 효과가 있 

음을 증명하였다. Brown 등(1989)은 맥동빈도 

80 pps, 맥동기간 100 ~s， 강도 30 V에서 60 

V까지의 고전압 맥동 전류로 토끼의 상처 부 

위를 자극한 결과 상처가 100 % 치유되었고， 

상처 부위 장력과 유사분열 세포의 수가 유의 

하게 증가하였으며， 상피화의 속도가 현저하게 

빨라 전기 자극이 상처 치유를 촉진시켰음을 

보고하였다 Griffin 둥(1991)은 맥동빈도 100 

pps, 백동기간 75 μS ， 강도 200 V의 고전압맥 

동전류로 척수 손상 환자의 욕창을 양극으로 

자극한 결과 욕창 치유 속도가 유의하게 증가 

했음을 보고하였다 

Szuminsky 둥(l9J4)은 포도%L구균(StapfryZαα:cus 

aureus)파 대장균(Escherichia coJi)에 고전압 

맥동 전류 자극을 적용하여， 음극과 양극에서 

항미생물성 특성이 있음을 보았고， Kincaid와 

Lavoie(1989)역시 고전압 맥통 전류 자극을 포 

도상구균， 대 장균 그 리 고 Pseudomonas 

aeruginosa에 150 V, 200 V, 250 V, 그리 고 

300 V의 전압으로 자극하여 전압의 세기가 커 

짐에 따라 세균 성장 억제 효과가 증가함을 보 

았다. Kloth와 Feedar(1985)는 주파수 105 Hz, 

맥동간 간격 50 μS ， 근육 수축이 일어나지 않 

는 최대한의 전압의 고전압 맥동전류(100 V에 

서 175 V)로 욕창 환자의 상처 에 매 일 45분， 

주당 5일씩 적용한 결과;5명의 실험군에서 모 

두 상처 치유의 효과가 나타났다. 

고전압 맥동전류 자극과 함께 상처 치유에 

많이 사용되는 미세 전류 신경근 자극의 상처 

치유 효과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발표되었다. 

Gault와 Gatens(1976)는 사지 마비 , 하지 마비 , 

편마비， 당뇨병， 화상， 말초 혈관 질환， 골절， 

절단 환자의 파부 궤양에 200 뻐-800 뻐， 200 

μA-lOoo 때의 두 가지 형태의 저강도 직류전 

류를 적용한 결과， 궤양 치유 속도가 2배 빨라 

졌다고 보고하였다. Harrington 둥(1974)은 토 

끼의 피부 상처에 200 뻐-800 때로 24시간 

전기 자극하여 피부 세포의 운동을 관찰한 결 

과 양극 밑에서 상피 세포의 이동이 현저하다 

고 하였다. Alvarez(983)는 돼 지 의 상처 부위 

에 양극 은전극을 매 입 하고 50 때-300 때의 

연속 직 류전류로 자극한 결과 5일 후 콜라겐 

합성률이 중가하였고 상피화가 빨라져 상처 치 

유가 촉진된다고 보고하였다. 

Carley와 WainapeH1985)은 30명 의 궤 양 환 

자를 대상으로 100 때의 저강도 직류전류로 자 
극하고 보존적 치료군과 상처 크기 변화를 측 

정하여 비교한 결과 전기 자극군의 치유 속도 

가 1.5-2.5배 빨랐다고 보고하였다. Skinner 둥 

(1994)은 맥동빈도 0.3 pps, 강도 400 때의 미 

세 전류 신경근 자극기로 2.5주동안 욕창 부위 

를 자극한 결과 욕창 치유 속도가 빨라졌음을 

보고하였다. Barranco 둥(1974)은 포도상구균 

에 감염된 흰 쥐 및 토끼의 대퇴골에 6 ~A의 

음극 직류전류를 l시간 동안 통전시킨 결과 포 

도상구균의 성장 속도가 감소되었다고 하였으 

며， 은전극을 사용할 경우 양극에서 살균 효과 

가 높고 6 μA- 1.4 mA정 도의 낮은 강도의 음극 

직류가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하는데， 이는 pH 

의 변화가 원인이라기 보다는 전기화학적 반웅 

에 의 한 것 이 라고 하였다. Rowley(972)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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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균을 대상으로 0.2 mA-loo mA강도의 직류전 

류와 교류 전류를 적용한 결과 교류 전류에서 

는 살균 효과가 없었으나 직류전류에서는 대장 

균의 성장 속도가 현저하게 감소되었다고 하였 

고， 또 다른 그의 연구에서는 토끼의 피부 창 

상에서 Pseudomonas aeruginosa의 성장 속도 

가 감소되 었다고 하였다CRowley ， 1974). 

전기 자극에 의한 상처 치유의 기전을 

Becker(1962)는 전류에 의 한 손상 전위 의 회 복 

을， Carey와 Lepley (1962)는 미 세 순환 증진 과 

대식 세포， 백혈구 이동의 촉진을， Harrington 

등(1974)과 Brown 등(1989)은 상피 세포 이동 

촉진을， Ionescu 등(1982)은 단백합성능력 촉진 

을， 그리고 Szuminsky 등(1994)은 세균에 대한 

살균 효과와 성장 억제 효과로 설명한다. 전기 

자극으로 인한 세균 성장 억제 및 살균의 기전 

으로 첫째， 단세포 세균에 지속적으로 전기 자 

극을 가하면 미생물의 항상성이 깨져 세균이 

죽게 된다는 것과 둘째， 전기 자극이 세포막 

수송 동의 조절 기전 및 효소 활성을 비가역적 

으로 파괴하여 세포내 활성을 파괴하거나 변화시 

켜 세균의 성장 속도를 지연시킨다고 Wheeler 

등(197l)은 제시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전기 자극의 욕창 및 

개방성 상처의 치유와 세균 성장 억제에 있어 

서의 고전압 맥동전류 자극과 미세전류 신경근 

자극의 효과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선행되어 

왔으나 가장 효과적인 전기 자극의 선택을 위 

해 여러 전기 자극의 종류에 따른 차이를 비교 

해 보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전기 자극에 의한 상처 치유 기 

전 중 세균 성장 억제 및 살균 효과를 확인하 

고， 임상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고전압 맥통 

전류 자극과 미세전류 신경근 자극 중 어떤 것 

이 더 효과적인지를 비교하고자 한다. 본 연 

구의 가셜은 첫째， 세균 성장에 있어서 고전압 

맥동전류 자극과 미세전류 신경근 자극이 각각 

유의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과 둘째， 고전압 

맥동전류 자극과 미세전류 신경근 자극의 세균 

성장 억제 효과를 비교하였을 때 유의한 차이 

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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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연구방법 

1. 재료 

가. 전기 자극기 

고전압 맥동전류 자극은 ENDOMED -

CV 405 (ENHAF NONIUS DELFT) 기 계 를 이 

용하여 400 V, 120 pps, 70 μs 의 연속 직류전 

류로 하였고， 미세전류 신경근 자극은 Neuron 

II (Neuron Technologies, lncl 기 계 를 이 용하 

여 100 때， 0.3 Hz, 정사각형파형의 연속직류전 

류로 하였다. 

나. 균주 및 배지 

욕창에서 흔히 분리되는 장내 세균인 대장균 

과 병원내 감염균언 포도상구균을 실험실에서 

배양하여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세균을 배양 

하기 위 한 고형 배 지 (Trypticase soy agar)는 

Trypticase 15 g , Peptone 5 g, Sodium 

chloride 5 g, Agar 15 g, Distilled water 1 

liter를 넣고 pH 7.3 으로 맞춘 후 이를 가열하 

여 121 "C 로 15분간 멸균한 후 지름 85 mm의 멸 

균한 평판접시에 넣어 굳혀서 만들었다. 

다 배양기 

배 양기 는 Incubator IB-20을 사용하였고， 배 
양온도는 인체의 온도와 유사하게 36.5"C 를 유 

지하도록 하였다. 

라. 전극 

사용되는 원형 전극은 동판을 지름 5 mm로 

자른 후 납햄으로 도션을 연결하여 사용하였다. 

〈대조긍〉천기자륙 

하지:j-융 핫펀 원필 
그림1. 전기 자극 모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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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방볍 

본 연구는 1995년 7월 25일부터 8월 2일까 

지 연세대학교 임상병리학과 실험실에서 실시 

하였다 준비된 고형 배지에 실험 세균인 포 

도상구균과 대상균을 각각 전체적으로 도말한 

다음， 전극(음극과 양극)을 50 빼간격으로 섣 

치하였다. 대조군에도 세균을 도말하고 전극 

을 설치한다. 

36SC 의 배양기에 세균이 도말된 실험군과 

대조군을 함께 넣고 실험군만 배양기 외부의 

전기자극기의 도션과 연결하였다(그림2). 배양 

기 안에서 새균을 배양하면서 전기 자극을 가 

하여 24시간 후 전극 주위의 세균 성장 억제 

대의 면적을 측정하였다， 위의 실험을 5회 반 

복하였다. 

、; 낀 “‘、‘‘↑、‘、

@흉 

그립2. 배양기안 모습 

3. 분석방법 

고전압 맥동전류 자극과 미세전류 신경관 

자극이 세균성장 억제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5회에 걸쳐 전극 주위의 세균 성장 억제 

대의 면적을 측정하고 분산분석을 실시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통계학적 유의성을 검정하 

기 위해서 유의 수준 a = .05로 하였다. 

-‘ 
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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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결과 

전기 자극을 가하지 않은 대조군에서는 전 한 차이가 있었으며 미세 전류 신경근 자극 

극 주변으로 세균 성장 억제 대가 전혀 생기 이 더 효과적이었다. 세균의 종류에 따라서도 

지 않았으며， 고전압 맥동전류 자극과 미세 세균 성장 억제대의 차이가 있었으며， 포도상 

전류 신경근 자극을 한 실험군에서는 세균 성 구균이 대장균보다 더 많이 억제되었다. 전기 

장 억제대가 나타났다(그림 3-9:부록). 전기 자 의 극성에서는 양극보다는 음극에서 더 넓게 

극의 종류에 따라 세균 성장 억제 대의 유의 세균 성장 억제대가 나타났다(표 1). 

표1. 전기자극， 세균， 전기 극성 각각에 대한 세균 성장 억제대의 비교 

사례수 평균(rrrnt) Prob. 

전기자극 .000 
고전압맥동전류자극 20 4.55 
미세전류신경근자극 20 22.80 

세균 .000 
포도상구균 20 22.49 
대장균 20 4.87 

전기극성 .002 
양극 20 6.95 
QnL 二「그 20 20.41 

각각의 전기 자극과 세균의 상호작용을 분석 억제하는데 가장 큰 효과를 보였으며 이것은 통 

한 결과， 미세 전류 신경근 자극이 포도상구균을 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표 2). 

표2. 전기 자극의 종류와 세균의 상호작용 

고전압맥동전류자극 

미세전류신경근자극 

포도상구균(평균) 

7.83 

37.60 

-16 

대장균(평균) 

1.73 

8.0l 

단위 :mnf 

Prob. 

.어6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지 제3권 제1호 

KAUTP1‘ Vol. 3 No. 1, 1996. 

각각꾀 전기 자극과 전기 극성의 상호작용 극에서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 

을 분석한 결과， 미세 전류 신경근 자극이 음 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3). 

표3. 전기 자극의 종류와 전기 전극의 상호작용 
단위:mrn' 

양극(평균) 음극(평균) Prob. 

고전압맥동전류자극 

미세전류신경근자극 

5.34 

8.56 

3.77 

37.05 

001 

그러나 각각의 세균과 전기 극성의 상호작 제가 잘 되는 것으로 보였으나 통계학적으로 

용을 분석한 결과 읍극에서 포도상구균의 억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4). 

표4. 세균의 종류와 전기 전극의 상호작용 
단위:mrn' 

양극(평균) 음극(평균) Prob. 

포도상구균 

대장균 

12.17 
1.73 

32.81 
8.01 

.088 

전기 자극의 종류， 세균 종류， 그리고 전기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5). 

극성에 대한 3가지 상호작용에 대한 결과는 

표5. 전기 자극의 종류， 세균 종류， 전기 극성에 대한 상호작용 

평균 제곱 F값 Prob. 

전기자극 x세균x전기극성 280.344 1.684 .204 

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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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고찰 

1. 실험 방법에 대한 고찰 

Szuminsky 둥(1994)은 500 V , 120 pps, 70 

μs의 고전압 맥통전류로 포도상구균과 대장균 

을 자극하여 양극과 음극 양쪽 모두에서 세균 

이 억제됨을 관찰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고 

전압 맥동전류 자극은 400 V, 120 pps, 70 μs 

의 직류전류로 자극을 하였는데 Szuminsky 등 

(1994)의 연구의 500 V와 차이나는 것은 실험 

에 사용한 전기치료기의 최대 전압이 400 V까 

지만 출력되기 때문이다. 고전압 맥동전류의 

강도는 정접 전류와 평균 전류로 구분하는데 

정 점 전류에 서 의 전류 량은 300 mA-4oo 뻐이 고， 

평 균 전류는 1.5 mA-2.0 뻐이 다(이 재 형 , 1995). 

그러나 다른 연구 논문에서는 고전압 맥동전류 

의 강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본 연구 

에 사용했던 고전압 맥동전류 자극기에서 조절 

하는 강도가 정점 전류인지 평균 전류인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고전압 맥동전류의 강도를 

2 mA와 100 뼈로 구분하여 예비 실험을 실시하 

였다. 그 결과 2 mA에서는 대조군과 같이 세균 

의 성장 억제대가 나타나지 않았고， 100 뻐에 

서는 전극 주위로 세균 성장 억제대가 나타났 

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고전압 맥동전류 

의 강도를 100 뻐로 정하여 실험했다. 그러나 

개인마다 느끼는 전기의 강도가 다르므로 임상 

에서 치료에 적용할 때에는 환자에게 알맞은 

강도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2. 실험 결과에 대한 고찰 

개방성 상처나 욕창에서 분리되는 세균에게 

미치는 고전압 맥동전류 자극의 영향에 대해서 

는 Kincaid 와 Lavoie(1989)가 포도상구균， 대 

장균 그리고 PseudoηlOnas aeruginosa에 실시 

한 실험과 Szuminsky 둥(1994)이 포도상구균， 

대장균에 실시한 실험에서 세균 성장 억제 효 

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이는 본 연구에서 고전 

압 맥동전류 자극의 세균 성장 억제 효과가 유 

의하게 냐타났음과 일치한다. 미세전류가 세균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보면 Baπanco 

둥(1974)이 포도상구균에 감염된 쥐와 토끼의 

대퇴골에 6 μA의 음극 직류전류로 자극하여 포 
도상구균의 성장 속도가 감소함을 보고하였으 

며， Rowley(1972)가 0.2 mA-1oo mA의 직류전류 

와 교류 전류로 대장균에 자극한 결과 직류에 

서 대장균의 성장 속도가 감소함을 보고하였 

고， 토끼 피부 상처에 전기 자극한 또 다른 

실 험 에 서 도 Pseudomonas aeruginosa의 성 장 

이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본 실험에 

서 미세전류 신경근 자극의 세균 성장 억제 효 

과에 대한 결과와 일치하였다Kincaid와 

Lavoie(1989)의 연구에서는 세균의 균종에 따 

른 전기 자극의 억제 효과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며， Szuminsky 등(1994)의 연구에서도 

균종에 따른 뚜렷한 차이 가 없었다. 그러 나 본 

연구에서는 포도상구균의 성장 억제 대의 크기 

가 대장균보다 5배정도 더 크게 나타났다. 

Newton과 Karselis(1983)은 고전압 맥동전류 

자극으로 음극에서 세균 성장 억제 효과가 있 

다고 하였으나， Ross와 Segal(1981)은 고전압 

자극으로 수술 후의 상처치료시에 양극에서 살 

균 효과가 있다고 하였고， Kloth와 Feedar 

(1988)는 욕창 환자 60t경에게 고전압 맥동전류 

자극 치료를 한 결과 음극보다는 양극에서 효 

과적 이 었다고 보고하였다. Griffin 동(1991)은 

척수 손상 환자의 욕창에 200 V의 고전압 맥 

동전류 자극치료시 양극으로 자극한 결과 치유 

속도가 증가했으며， 김진상 둥(1994)은 저전압 

자극치료기로 포도상구균과 대장균을 자극한 

결과 양극에서 음극보다 더 살균 효과가 높았 

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고전압 맥동전류 

자극시 나타난 결과는 음극보다 양극에서 세균 

성장의 억제 효과가 높았다. Assimacopoulos 

(1968)는 75 μA-100 뻐의 음극 미 세 전류뜰 다 

리 의 욕창에 자극하여 치 유를 촉진하였고， 

Barranco 둥(1974)은 6 μA의 음극 전류를 포도 

상구균에 감염된 토끼와 흰쥐에 자극하여 세균 

의 성장 속도가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 

러 나 Alvarez 등(1982)은 양극의 미 세 전류를 

돼지의 창상 부위에 자극하여 치유가 촉진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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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미세 전류 신경근 자 

극에서는 양극보다 음극에서 세란 성장 억제대 

가 뚜랫이 나타났다. 

전기 자극의 종류와 전기 극성에 대한 상호 

작용에서도 고전압 맥동전류 자극의 양극보다 

미세 전류 신경근 자극의 음극에서 가장 넓게 

세균 성장 억제대가 나타났고，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어， Pi11a(l979)가 보고한 

음극 전류가 세균의 효소 활성을 파괴하거나 

변화시켜 세균의 성장 속도를 지연시킨다는 주 

장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전기 자극의 종류와 

세균 종류， 그리고 전기 극성에 대한 3가지 상 

호작용에 대해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 

아서 마세 전류 신경근 자극의 음극에서 대장 

균에 패한 억제 효과가 가장 크다고 말할 수는 

없다. 

앞으로， 두 전기 자극에 있어서 다양한 범위 

의 파형， 주파수， 강도 둥의 전기적 특성에 따 

른 세균 성장 억제 효과의 차이가 연구되어져 

야 하며， 이를 토대로 직접 욕창 및 창상 환자 

의 상처 치유에 적용시 어떤 전기 자극이 보다 

더 효과적인지 비교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전기 자극에 의한 상처 치유 기전 

중 세균 성장 억제에 대한 고전압 맥동전류 자 

극과 미세전류 신경근 자극의 효과를 비교한 

것으로， 400 V, 120 pps, 70 μS ， 연속 직류전류 

의 고전압 맥동전류 자극과 lOO 때， 0.3 Hz, 연 

속 직류전류의 미세전류 신경근 자극을 포도상 

구균과 대장균에 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고전압 맥동전류 자극과 미세전류 신 

경근 자극 모두 세균성장억제에 효과가 있었다 

둘째， 미세전류 신경근 자극이 고전압 맥동 

전류 자극보다 세균성장 억제 효과가 우수했 

다. 

셋째， 미세전류 신경근 자극의 음극전류에서 

세관성장 억제효과가 우수했다. 

넷째， 미세전류 신경근 자극이 포도상구균에 

대한 세균 성장 억제 효과가 우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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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에 대한 전기 자극 결과 

는브 료르 -, 

그림3. 고전압 맥동전류 자극-포도상구균 

그림4. 고전압 맥동전류 자극 대장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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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미세전류 신경근 자극-포도상구균 

그림6. 미세전류 신경근 자극-대장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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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대조군 포도상구균 

그림8. 대조군→대장균 

3 

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