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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gesic Effects of Intramuscular Stimu1a tion Therapy 
on Pain in the Elde r1y 

Laa Jaong -waon, 빠.P. H.， P.T. 
Dept, φf Physical Therapy, Yeφ，joφ 1nstitute of Technφ，10짧 

The 챔Hrose φf this study ￦as to determine the effect φf intramuscu1ar stimu1aUφn 
(II'vt3) 뻐18rapy in φ1der persφ，ns ￦ith muscu1φskeletal 뼈in， The subjects 빼ere 181 
φ1der persons (54 males, 12.7 females) 빼ith muscu10skeletal 뼈in， 1ntramuscular 
stimu1aUφn unit with need보 s (size ,3 x30 mm) was ap뼈ied for the treatrrEnt , The 
a없1뿔sic effects ￦ere measured by visual analφg scale (VAS ), Resu1ts shφW'Bd that 
the post-treatment VAS score was significantly æcreased after 1M3 thera행1 for 
fifteen minutes compared tφ pre-treatment scφre ， 1n addihφn， the rost-treatment VAS 
score 빼s si밟ficantly decreased in 뼈tien훨 빼ith chrφnic p3.in 뼈in duration φ，f one 
year 따ter onset) com뼈red to the post-treatrrEnt VAS scφre in patients with subacute 
pain 뼈in 써ura tion 1ess than three mφnths after φ，nset) ， There 빼앓 nφ significant 
쩌ifference in analgesic et歐ts accφrding tφ gender and a짧 grφ，ups ， It is 쩌etermined 
frφm this study that 1IV효 the rapy can be benefic없1 fφr patients ￦ith chrφnic 

muscu1，φskeletal 뿜in in clinical settin훌， Fur않18r study is ne ec밟 to identify whether 
the 1M3 therapy can c뼈n훌e the 뼈in threshφ1d in 뼈tients 뼈바1 neuro1，φ훌ic 뼈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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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n. 

셔론 사회 노 인 민구요~ 2.5 ~50앓가 통풍ξ로 고통 

받고 있요며(Mφbily 퉁， 1994), À] 설노인헥 

48 ~80잃가 천문가때 으l한 통풍회료를 필요 

로 한다고 하였다(Ferrell 퉁， 1995 ), 통풍은 

그 원민여 근골격첩l 씬청첩l 혈관첩J 또는 내 

창 면관통때 관폐없φ1 혈관0]나 근육을 보호 

하려는 청죽을 통반하여 렬국 ]]능쩍민 참매 

를 초래하거l 되고 통풍은 더욱 집해치는 악 

순환을 하거l 된다. 물리쳐료때 있며셔도 통흥 

은 가창 흔하고 우천 체료 대갯iFφl 된다. 물리 

]]능합펙 노화는 노인들의 소]혜 천만뻐l 컬 

쳐셔 나타나며1 근육J 뼈J 관컬 그리고 퍼부 

틀외 근골격체 퇴화로 민해 발쩡되는 만첩통 

풍은 노인틀떼체 있φ1셔 Jt창 흔한 풍갱"h:) ]다 

(Helme와 찮bsφn， 1997; Ferrell, 199 n 7]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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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E 영역에서 톨옹쳐E는 싱위혀. .옹 

u이:fasp‘ 1 level), 혀4’흩 4>~sp빼 
."""‘,.’“) 그리고 앙，!，. 4> ~peljl.t101I‘ 
level)에서 처 .. ，고 잉디 

션잉(elecllO- IIIC씨)UJ}Ctu:re)온 상쩌혀. • 

웅의 .，엉성톨옹억찌" ‘ ."잉Ing J:ØIn S이? 

“ _'00 ‘yslem)외 위악UI.‘.b。 “@‘” 
그리고 혀*톨엉 4옹에서는 ’‘g억써(“‘ 
찌찌11따 ... ι" 기전에 의인 톨응ξg잉 

.".강는디 

요용 전잉은 잉어 전자(elecllC찌Ics). 시용 

’예 ‘9 정이나 치E히는 g은 잉식i 잉걷는 

n혀 인 용어이다 elec tt O-ilC~ p.mctu:re외는 

맡은 프앙스인 잉사 l".o@er de 녀 F">"에 잉 
얘 쳐웅으호 사용쩍었다 그는 픽’잉 ‘정~ 

지정(polnl )Jt 잉“..，.，융 싱잉."， 잉‘i 톨 
얘 1 /8 NZ'!" 용안 전찌. 톨전시，:!Q. l S1C년 

대*터 싱잉흰 잉으호 전짜기 용긍되는 잉 

진톨{acuPJnc- IUle a 에앙잉이 잉덩이 사용 

되잊￡이 이.; el&clro- ilC~αr‘.π"' 닝잉 
.허치고 있다 잉잉 악용‘ Q애， .，기 ，에서 

는 신경끼의 애*익 생리악 그리고 생애걷리 

’,. 톨여애이인 만다 잉은 싱경이 .. 이 갱 

잉 씩용에 이만 기전‘ 설영하기 쩌애 깨’‘ 
되어 &다 Bischko(l ~‘)싱응 굿소 @중 

' >oc‘U 혀 •• 웅(le8ρI에) 그리고 뇌 ‘F증 

"ε00'에)에서 잉용tN는 것으호 보인다 인!’ 
잉.정안지껑에 만깨또는그이상의잉 

.. ~I서 안용의 3기지 φ.‘ 각 삭 7~tl 

여 신경정호.~성gν1킨다 

징은 •• 외띤 강각자극의 ‘용으호 강~ 

신정경 호 •• 애 용석 핀다 씨의 a용에나 

또는 잉*근융 신경조직 인얘 1에 잉& 지 

잉’연 강~이 지굿판다 인씨의 ‘정지역이 
나 지정& 선잊격으효 자극~ * 잉고 지극 

응 용시에 여긴 곳에 ?빼링 우도 잉디 오든 

지긋경외 같앙응 다릉 외호. ~.성아λ꺼1어 

지굿의 ‘성응 지굿의 깅이 지굿의 강도 지 

굿의 .~， ::I러l 지긋성의 깅앙에 따잉 치 

E의 u에 영 •• ，쳐찌 원다 

갱자극은 외a지극으호 잉싱성 기전.~ 

성~λ1εm↓ 지극은 단슨히 잉I 지잉히는 것 

-~냉， ，용 ... 잉잉 으@에·ι기 •• 
잉Q억 지극-‘， .‘ • ..,. 피’주잉 히는 
것그리고션".지극§우는것이잉니쭈 

호 i‘띠 진" 그리고 근욕흐객피 견연.q 
"뼈 P-‘000영1꺼 의히연 피!에 

애인 슨성은 ~응 구싱성 신경정유 A&외 c 
강야수용". 톨성n시긴디1 인[↓ 각응 각 

경잉 유수신경성유 A이skin) 또는 """외 

"" 띠，-‘ .，은 톨응. 전“앤↓ 개잉 각 
은 우수신경성유 αskin)피 Type /V(muscÈ) 

또인 톨앙‘ 정g인[↓ 또인 ".은 셰 중추 

기 잉에 의’'U성n딩어 ~~:걱 전w.강§ 

.'，’l어 ’홍의 전w. 지연，. 원q는 기 

i ‘ 정잉에엉q 
짓’l 잭@ 는 저인도 지극사 e띠."싱η1괴 

-"α 고민도 ’i극사 GfflAO 사용인κι 
•• 풍뇌는 enkedlalini- 사용’κ꺼 ",u 
."여ing systemi- ~.성~사켜 서 적수의 

톰홍전잉. 억찌.，. 띤다 껏q 사앙비.외 

닝에@씨는 "，;이""'. 사용tκ↓고 8 었 [• 
‘v.ιm，와 ιffiyel (1 9 앙)는 잉으호 g성잉 

기 ?능안 6깨의 얘써성 진톰 시스딩，

q생 뼈 ~， neu<i lMl cØ3.æ 
''''=냉 lMl cØ3.æ, u뼈 ” 이0000 
un!m:>wn oon짜 syste에01 ~이l 셰시 

’"q 
외굿의 정우에는 을리치Eλ에 의안 잉 치 

S기 뉴길앤드에서는 ”연에 도잉되어 æ년 

.,• 웅걱적으호 사용’이 되었으이 (01""， 

1!J3 3l, 영굿에서는 æ년에 도잉되어 .년." 
오든 치E에 잉. 사용~ * 있1 허용되영 

다(Akelele， 1연 11 그낀나 우리나E써서는 재 

인적으호 전잉 영씨호 사용되고 있는 싱정이 

다 잉 지굿에 의안 진톰얀용의 기선에 대안 

연구는 '0'년 Rσ~""에 의애서 영‘애겼 
다 밑초에 잉 자극& 주연 A-'기1쩍 지극 

• ;, • 



낀극경{톨혀시.，외에 까i앤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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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용기 (macoorecejXoI)에 의애 칫우씨호 강적인 운셰 용으호 인에여 그 연구기 미비 

• 띠버 간닝에 있는 시상으호 전g이 되는 

에 중닝에 있는 중뇌 우도관주쩌 외객. 

ψ'" 찍""α t피 grey mat연"호 ‘’영기지‘ 
내여 엔제“”인에 의애 영사에는 비~성외 상 

에호 잉디기 *성아되어 적*ιF준 1 서 에앵 

성 릉증으호 릉흥. 역셰안다는 사실이 ‘”혀 
졌다 cε :ænt-Jctlε 통 (1 ~O)응 치인도의 

정 7 1'잉."릉간 적용안 깅과 사앙의 뇌칫우 

역에 에티 엔i엔의 증?땅 보고에영다 

M>~， 퉁(1!lT7 )응 전기징이 써성 이연찌‘ 

음리시키기 쩌애서는 흥릉성 지한[ 경융" 

여 Christensen 퉁(1æ9)응 ι~V ~ z시간 

동안 사용B는 진!셰 증에 잉 시‘. 받응 
핀샤4서 음의tlJt .. 었다고 보고 "였다 잉 
& 지잉에고 ’‘잉 에는에는 2D ;t tl고 지잉 

• 도우지극. 더 tN는 정우는 5퉁이다 ]릉 

용안 i리는 것& ‘외 ~‘안다 전기잉응 징 

& 지잉"에 전기. 연경 tN는 것으호써 zo;t 
용안 Z~3 IIZ호 ?μ[우싹이 밀어“ 정도의 

강도효 자극안Q(Frampl끼1. 1985) 근인.흥 

증.긍응 안i적인 잉& 잉이 tN는 사양"" 
~-'<!lJ 1이 냥지보다는 여Z에 1서 음의" " 

응 • • 이 농디KY이，æ ι00"， 또안 뇌칫우역 

에는 근인톰증이 없는 사링보다 3써나 신정 

~인석 을길 P기 3써나 농다(Russell 통 

1994) 연구에 외에연 노인의 또%기 릉흥& 
기지고 이으연서도 직정 적으호 릉흥‘i 호소 

에지 ~:il. \‘ • • 정 옥소리 용짓 심기 그 
리고 엠용으호 톰증에 예안 의사 • • 사에이 

" q 그낀나 잉상에서는 안의사" 이닝 i 
"치Eλμ 의사i에 의애서 λ냉되는 정우 

기 잉이지고 있어 근육 내 전기자극 치효의 

효괴 1 얘안 연구기 정심 '1 “ a안 시겁이다 

웅 연구의 옥적응 근육 내 징& 응이서 전 

기자극& 주기 선과 지긋 • 릉흥의 연i니‘ 

‘、이보는에 있다 연구의 ?“응 디서음과 같 
다 첫세 근육내 전기자극 선보다 지극 • 

VAC 정우기 강4‘ 것이다 i세 밀안~. 

성에 띠릉 VAC 정우에 *1기 。" 것이다 

-'!~1 응엠기ζ에 띠튼 비인성 핀써~ 인성 

펀지긍에서 VAC 정우에 ’}이기 있. 것이 

다 이 연구기 근육내 전기자극 치효에는에 

도웅이 되길 비힌다 

l 연구방영 

1 연구얘상잉 연구기간 
연구 예상자는 정기도 에주긍 이천시 소 

새 3깨 덤의원에서 릉원치효 받는 노인 펀지 

，m멍이었다 연구얘싱 씨의 신정조건응 다응 

과 강다 셋"는 P자의 연잉이 1;세 이상인 

지 i씨는 신정인적 이비기 없는 지 셋"는 

의사소릉에 운셰기 없는 지 엣’1는 선응의호 

.,• 근‘걱1 릉증으호 인안 을리치E 의뢰 
‘ 받응 지 디써"는 음덤기ζ}이 최근 1 년 
이애인 지 에섯”는 연구에 잉여 ~ 것& 용 

의안사양이다 

웅 연구기간응 1m ' 년 6월 써.E1 ZOOZ연 

이i의 톨흥응 효괴적으호 치 li J! )I~tl다 얘 " \“까지이었다 연구 보조앤 3~ i- 예상 

고에영다 

굿내에서는 장예인(이건우 '"" 장ιp칭 
1993 셰응용 1!l93 Ji- 대상으호 에거나 노인 

(깅미정 '"' 인훈기 '"' 쩌자영 '"' 
최신에 19 !Ji J의 건강 증진& 쩌안 응동프호 

그엉'" 견안 연구는 잉으나 노인성 톰증 치 

효에 관안 지효는 거의 없는 영연이다 굿내 

에서는 잉 •• 리치E샤기 샤용tN는에 예안 

으호 강비의 사용강과 톰흥 직도의 사용강& 

“ittl고지 3주 동안 에비 실영& 사앵에영다 

웅 심영응 wm연 9월 3밑 .E1 ZOOZ년 2월 

，‘까지 에였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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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긍‘ 내 진기 ".기 

z 잉영정" 
혼 연구에 사용원 장씨는 " ~， 근욕내 

전기 지극기。 이" 잉온 크기 025 ><30 _ρ1다 

(dsp>>able dOrIblnS ‘ ”이 v;ture æ에.， 자 
는 길01 15 .，.로 0.1 _까지 영 가능뻐 

근육예 전기 지극기는 섣앤 스써’1 ~l!f* 

잉 시간 오니 '\0익 전연’L n용 잉 수용 

주파수 조겉끼 연; 잉 g :.:‘ ”전 전P 스써 
“진응 스써’( 시간 조성기 6얘‘ ·‘ 
조강기 .~ g지 등으호 구성B어 잉"'그 

영 " 

3 연구1정 
연구 보조앤응 애상'"‘1 심영피정‘i 샅 

느끼는 흩흥잉 정도 •• 시’}에 ικ.f. 7) 그 
디냉， w. 흥안 전기엽 •• 안 * 여기시잉 
디 " 딩가지. 자호 0,1 _까지 ‘정 기. 
안μ 

‘ f석잉딩 

‘정펀 지E는 ‘""추즈용 SPSS Ver 10,0 
• 이용’에 툴석"었다 밀안적 .성은 영윤 

외 표용연씨비. 우"었다 치E 진 *잉 톨증 

의 시상직도의 연외딴 ι‘H l iil. t 경정 •• 에 

여 비o에었다 성‘이나 유엉?낀써 띠를 치 
이는 앤판 F경정 으호 에었다 그잉고 연잉 

긍 잉 톰홍4쩌에 띠띤 진톰u외 치이능 

잉&인 !’산!’석& 이용에었다 유잉4옹은 
영”고 잉 i" * i" .쩌. 노.'，고 '"ξ과 v ^호 에였다 

강응 순서호 실영’1였다 " 릉증시상직도 영 

가지. 훈다 " ‘언애 용인이 느끼는 릉흥의 

정도. 션& 띠j잉 그으씨R 에 •• 연 심에 

1 이프연 중간까지 긍고 잉. " 없1 심안 

’층이연 을끼지 그으씨R 라고 안다 ; ) 영 

기지 • • "안 • 잉코 •• 으호 잉，，，. 

앙 당고 잉& 피. 효연에 직각으호 H ‘ 
깅이 •• 능다 " 잉응 .흥 .쩌나 쭈연. 
에 최대 8채 ‘ 끼지 g는다 ;) 잉에 선굿을 

연곁에고 잉씨 익!’'" 온i리는 정도 또는 
용자가 앙 •• 잉능 정도의 .흥 강도호 0; 

옹 용인 치긍안다 61 잉& 홉끄 10~ 정피에 
연 새호응 릉층시상잉요 영기지. 쭈고 언새 

" ν생11 OST "- H .씨 씨" ι Co" !(O". 

m 정파 

1 연구얘상자의 잉안격인 .성 
연구얘앙자는 0;세 이상 노인 , "'영으 호 

냥지 %영(Z9 ，ó"'/' ) 에지 ]긴영 (70，2%)이엉디 

나이는 영i! 7 1.1꺼었다 언새 톰용의 유걷 

기간응 영g ‘ 3‘깨 .이어으이 톰흥i’쩌는 

R톨이 기장 잉이고 H 견. ， ~l’기 전져 

의 7ι. -'1:지에영디f(il. ll. 

2 근육예견기자극져효견 후의 

V^' 연외 
근육 내 전기자극 지효 진 .의 VAS 연 

- ,‘ ~ 



한국전운몰려씌효학획 ;;::1 쩍g핸 빽E효 

KAUTPT ‘lo l. 9 No. 2. 2.00 2. 

표 1. 연구대합짜헥 일반쩍인 특첩 분포 

변수 

(N=18 1) 

첩별〔남f여〕 

면령〔셔]) 

요부 

켜부 

통풍부위 
걱느님 
2-. 

〔남J여 j 
대퇴부 

켜부 

하퇴부 

기타 

유병 7]간〔월 j 

형균t표푼편파〔명〕 

54/127 병 

71 .1 3 :tJ3 .59 

71 (28/43) 
36( 7/29) 
27( 4/23) 
18( 5/13) 

12( 4/ 8) 
8 ( 4/ 4) 

g 

4 .36:t5 ,27 

범위(%) 

29 ,8/70,2 

65 ~89 

39 .2 

19 ,9 

14 ‘g 
9.9 
6 ,6 
4,4 
5 .1 

1 ~12 

확를 비교해 보면J 효l 료 천에는 평균 7,47 cm 

φl 였다. 쳐료 후때는 형균 5,98 cm로 VAS 컴 
=휴가 형균 1,49 cm 낯따쳤휴며」 통체학혁휴로 

유헥한 차0]콜 보 였다t표 휠. 

3. 첩별메 따른 근육 대 펀치짜극 핵료 

펀 · 후 VAS 변화율 
첩별머l 따른 근육 내 천7]차극 7]료 펀 , 

후 VAS 변화율을 비교해 보면J 납차 군머l 셔 

는 형균 1.5 1 cm낯따폈q 여차 군떼셔는 형 

표 2.. 근육내 천7]짜극 천 · 후헥 VAS 변화 비교 

균 1,48 cm 많아폈묘나 첩별떼 따른 통체학쩍 

요로 유입한 차0] 를 보φ17] 많았다t표 3) , 

4. 면령군메 따른 회료 현 · 후 VAS 변 
화율 

대합짜를 면령때 따라 쩨 첩탄흐로 나누며 

근육내 천 7] 7.}극체료 천 · 후 VAS 변화율외 
형균헥 처φ1를 비교하였다. 쩨 첩탄 칸때는 

통체학쩍요로 유외한 차0]를 보017] 많았다 

〔표 4), 

때=181 ‘ 단위 : cm) 

p 

회료 펀 

회료 후 

혐균±표준펀차 

7 ,47 :t1 ,84 

5.98 :t2.05 

t-값a 

11.88 00* 

a쩍비교 t-검첩 *'pξ ,05 

표 3. 첩별때 따른 체료 천 · 후 VAS 변화율 비교 때=18 1. 단위 : cm) 

효1 료천VAS - 치료후 VAS 
p t-앓a 

남7.l{n=54) 

〔며7.]-(n=127) 

평균t표푼펀.:q 

1.51 :t1.7Z 

1 ,48 :t1 ,68 
1,08 ,91 

a독립 t-검정 

다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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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껴님F늄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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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연령군메 따른 쳐료 펀 ‘ 후 \lAS 변화율으1 일요인 

F 

(N=18 1) 

첩단간 

칩탄대 

합폐 

9 ,6'73 

503 .099 

51 2..'772 

弼
-
Z
꽤
-
뻐
 

p 

4 .837 
1.714 184 

5. 통풍 부위메 따른 칙료 펀 ·후헥 
VAS 변화율 

톨릎 부위 풍 J]-참 통풍 호소 빈도.Jt 

요부 견부 그리고 슬부를 근육 대 펀치자극 

회료 펀 , 후 VA용 변화율획 평균획 -'-}<l 1 를 

비교하였다‘ .세 칩란 판때는 통처l 

획한 효}<l]를 보O]À] 많앉다I표 팀. 

6. 유볍 Jl깐떼 따른 펴료 펀 · 후펙 
VAS 변화율 

유병 J]감을 3쩌월 Il]만인 1:1] 

후 VAS 평균 변호}율을 1:1] 

군떼셔는 형균 ,83 cm 

셔는 펼균 2.,06 cm 낯ψ}폈묘며 l 

표 5. 통풍 부위떼 

내
 -”” 탄

 -
말
 

처
님
 
치
.
닝
 

--

유펙한 :\}<l 1 를 보 6) , 

VI . .:il활 

나라뿔만 따니 

노화(a흔in혹 j머l 따른 

쩍 관힘으1 대상01 

띤ξ벼1 체 있떠셔 노확는 태떠나면 

필수혁띤 과정0] 다‘ 노 

꺼l 있어서 노화과정은 특히 건참함획 

일으7] 체 된다， ’천강하거l 참수하는 

대한 풍요성띠 첩화 높따쳐간다. 

1:1 1 약물첩 통풍치료때는 온습 

료l 펀 J1 회료」 풍쭈파 치료J 

관선 ::'t]료 틀01 있흐나 근육 

131 

일요민 분한분펙표 (N=134) 

평방혐균 F p 

1.699 
.565 569 

3.004 

i1 료 천 , 후 VAS 벼효}율 비교 

체료천VAS - 치료후 VAS 

평균t표푼펀:\]-

83土 80

2.，06 土1.45

표 6. 유벽 J]?l퍼l 

3재월 D1 

(t;:-t위 : cm) 

t- 읍안 P 

13.싫 00* 

다
 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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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전기자극 치효는 치 • • 피에 예안 굿내 

연구기미비안영연이다 

연구 앙 .. 얘안 고샅& 애보연 잉응 ‘“ 
인적으호 잉이 샤용tN는 호잉& 사용에였으 

여 징으호 인안 Lν킹의 쩌엉& 피 " 기 쩌 " 

에 “외 사용 • 의기에영다 그리고 잉 상잉 

진이나 징 •• 응 .에는 "코‘ •• 으호 충 

~tl 소혹 i- tl?!.다 
잉정응 보릉 2~3 .. 깅。에 쩌치안다고 

기정되이 잉정& 연깅 tN는 것이 기의 주영호 

(eæ rgy 어thway)인 정잊，=，잉ianl이다 용 

연구에서는 톰흥. 호소에는 .쩌의 얀정 

잉강 추앵호 잉 잉‘i 보깅1 01나 사깅ι4 관1 

없이 릉흥.쩌나 주연.에 , '"이에 깅이호 

잉& 응이 전극& 연깅8써 근육의 ιF‘’이 

밑어나도 징이 'le 도중에 i‘지는 밑이 없 

도. 에여다 또안 지극. 주는 채‘의 우는 

치S자의 주관적인 인g에 근거 '"‘ 경정에 

영다 

지굿의 강도는 강도 조섣기의 능긍 1 ~ 10 

중 얘깨 ‘~; 엉쩌 내에서 주어"으여 정잉 

지굿에 인"M-.J 펀지의 정우에는 근우싹이 용 

안되지 않는 강도호 지극& 에영다 

주띠ιF 릉 선 암성응 자동 오드의 " . 션 
잊8에 1 5, 10 , 20 11 50 60 , 70 θ， ' 00 

.기 자동의 연에연 이 지긋& 주어 지극성& 

최얘안 음지‘ 우 잉도.，냉디 
치효 시간응 대상자기 노힘인 정. 강인에 

여 기1에 기용으호 "정되어 있는 ，;용으호 

에여다 

진톨 M의 ‘§정응 치E선과 치h .:t- 10 

퉁이 정과판 시간 즉 지굿으호.E1 2잉퉁이 

정과판 시간에 영기에여다 그 이응는 고인도 

저강도(1 0~2ü릉) 치인도 고강도(20 <1]릉) 

고인도 고강도(5~15~) 지극에 띠딴 진톰 

‘언 시간의 ’에 • 강인에영기 때운이디 

오장i!(1 9'31 )응 농응지역의 노인i이 기장 

잉이 앙고 있는 길판이 근i걱1 길판이라고 

에영다 융응지역의 노인 상딩4는 의E새~ 

서비스의 이용 ‘§연에서 도시지역에 거주에 

는 노인보다 소외되어 이고 새R의 강p.f 익이 

용릉에 있으나 의E서비스 정근이 다양안 이 

용호 셰안되고 있기 때운에 ~.안 새g 치 

효. 받지 옷tN는 정우기 잉다고 8냉다(이 

건우 '"“) 융 연구에서 예상자g 근i걱1 
릉증으호 샅정안 이응도 에주긍이나 이선시 

지역이 ，~ 신엉 쩌주의 농응잉‘i- ""，tt에영 
기 때운이다 

연구 경피에 예안 고샅. 애보연 연구 예 

상자 중 냥지보다 에지기애，2:\‘ 시지에고 

있어 쁜 샘이 냥지보다얘기이 농응 

‘ i 인영에l 있다고 샤효판다 릉흥 .쩌는 
R톰 (S'3 þ‘ l 이'"릉흥0;양" 그리고 우. 

릉흥(이 (%) 응으호 잉이 융샤닙과 관연이 

있응. ‘:.' ? 있다 노인의 i;l;iW!t It!(1 æ3)의 

연구에서는 m셰 이상의 노인에서 융톰 다응 

으호 우.의 톰흥& 호소에고 이어 융 연구 

와는 시이기 있다 그는 또안 조사 대상자의 

밍%이싱에서 5년 .인 π세에도 그 톰증이 

지유되고 이다고 보고에여다 톰흥 .쩌에 ~ 

F 진톰.피의 비o에서 R톰왼지R는 영g 

VAC 연~율이 1 η '" 낯。멍으이 어깨 톰 

흥펀지는 1.5 7 c. 그러고 우톨 톰흥펀지는 
1.31 c. 낮아졌다 릉1인적인 음의성응 없으 
나 R릉에서 이 진톰.피기 크1 나타나는 

정힘& 보영다 
웅 연구에서 근육 내 전기역 치효 전에 

비애 지극 .에 영i! VAS 정우기 낯。낸 것 

응 다응 과 같응 ιF용에서의 진!’ 각용에 의 

안 M호 보여 진다 즉 굿소 우준의 각용 

응 잉의 지잉으호 인안 전기적 슨싱의 ‘영 

?닫성이 있다 슨상얘에서는 이앤의 잉 

성이 ‘’‘되이 잉‘i- i-'"↑건 오든 .릉에서 
‘i길 P 에스타인 브에디키닝 세호호닝 그 

리고 g것.소 퉁이 “영판다 그리고 적ιF 

ιF준의 ~용응 인사궁& 릉애 두 세 피강의 

R성아와 관연이 딩다 내장 피야 피. 내 

강 피. 근육 내장 근육 인샤호 !석‘ 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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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으 •• 안 신강이니 디연엉성 톨-1 'tI.시호 

용찍‘ * 잉다 
응잉 기긴101 ~~ ‘ ，.깨S.!. ~끼성a인 경 

앙을 .이고 잉디 유잉 기깅써 띠를 진톨 i 
~의 ."，에서 3깨엉 0 상 톨옹.' 지고 잉 
언 용지k에서 진톨'-'2)]) 이 웅깨 나온 것은 

기온의 톨용 치E 앙덩꾀쓴 다를 써S은 쳐 

E깅을 혀용 앙기 에은이 생기는 위~J:.21 

잉 *도 잉다 다시 잉히연 닝 4동의 악용 

은 ‘,. 애정 앙상성잉 애뇌충*기전.v엉 

i↓시인다 이것은 급성객 인성 톨응 용*~!

인 0μ리 정신잉익혀 .연에서도 잉의 ~용 

은 유 .. ，다 잉경융 톨에 g성~되는 ξ엉시 

스Y(modulatay S)1S‘m，은 0연:.{ ~l'이연 

깨 그리고 충*성 ，강엌져 기징으호 영영’‘ .< 잉다 
성.。ι4 연영긍융 "，7‘세 75 ~1l4셰 • 

세 이상 긍￡호 나누어 VAS 성수잉 영E 연 

아을융 비교하잊￡니 톨씨적으호 유잉안 ” 
이기 없었다 띠라서 근욕 내 전기자긍 이효 

기 예상지잉 잉안역인 .성에 윈저없이 진톰 

효~，기 잉용융 .여충다고 시.t.'il q 
톨 연구잉 셰안정은 첫'1. 얘조긍 없이 실 

엉긍안 기치고 연구."잉다는 껑이다 i씨 

는 은욕 내 진 J ) 7)극 .. tp，응 치E팅강에 잉 

어서 씨E시간끽 우아수 톰진 "'엉& 찌외만 

ξ갱스써씨의 .용이 g웅m되어 잉지 강다 

능 징이다 •• ，는 진톰 1t.:il}. VAS 안가지 

호안 @정에었￡이 다! 톰흥치E강과의 직 

성 H)iila “ P 없다 띠잉서 용 연구의 경 
u 잉안외에거나 근@ 내 전 ' 1지긋치E기 

근 ••• 톰홍 씨효에 잉여이 M걱이라고 

V 경를 

톨 연구에서는 은~ •• 톨증 .. Jlfi!고 잉 

는 s;에 0 상 노인 P지 '"영을 얘싱으호 
싱S측률 이용인 근육 내 전기지극의 깅톨i 

객.v이용잉C↓ 톨웅 !인나 우 •• 에 '50 
용인 ~측을 추고 10’ *에 VAS '<l!Jj;l.la 
0 용’에 신톨 u. ‘정’에 디융꾀 g은 
u. 엉엉디 

l 은욕 얘 전기지즉 쳐E 션 '!li! VAS 

껑우외 쳐lI. *" '!li! VAS 껑수에는 씨 
이기 잉어(p<.(6)， 쳐 • • 유의인 진톨 

i잉 ... 잉q 

2 성l에 이릉 쳐E 진 " VAS 띤외율 
이는 씨이기 g엉대~"" 

3 연영긋이띠릉쳐E 진 '" VAS 연외 
‘에는 지@ 기 a영 Q(p:> g;), 

‘ 톨용4써에 띠릉 치E 전 * VAS 연 
외‘에는 치@ 기 엉었다(p>.ßS)， 

5 유걷기ζ에띠릉지E 전 *" VAS 연 
외&에는 서~，기 잉엉으며(p<.ffi)， 3져 
• '1싱딩 깅언에서 진톰 효꾀기 Cl 풍 
잉다 

이싱의 깅~호 • 때 근육 내 전기지긋 지 

효는 노생 근i걱 JII *'.3-에 진톰효괴가 있 

응“ 4 잉다 또안 으잉적인 톰증 치E에 
.괴걱 잉& “ ; 잉여다 띠버서 노잉 근 
.걱1 ’!흥 펀지에Jt 16;f 용인의 근육 얘 
전기자굿이 진톨효과기 있다고 웅다 

인용용헌 

딩정"기에는 찌안정0 1 잉다 그써 종응 연 깅미정 노인의 신져 적 g엄 쩌안 율용 응 

우잉꺼‘ 가지고 근육 내 전기자극 치E의 동프호그영 깨!니 연세예인교 애인원 

a 꾀에‘ 연구에는 지E‘ 셰시에l 잉다l 샤 석사~，쩌논운얘~，원 ]아i 

효판다 잉으호 'tIl‘적 인 치E 시 신정1 릉 인훈기 @대 노인의 건강8연셰익 항상을 쩌 
잉 영핀에 의만 톰층의 치효 그리고 i증아 안 프호그쟁 깨‘ 인R셰육얘인교 애인 

펀 치li -J엄에 얘안 밑연의 연구기 엄융에 원 인사잉쩌논운 l아η 
다고 용디 오장g 잉. 농응지역 노인i의 '!!，성길펀 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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