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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 Word!;: Lcw-in째 ultra<oond rr.""ur. pæn tlr."I)(i :t Vι때 

잉깅'" ‘ ,. 

• " • 



낀국선{톨혀시l이외에 까g~ '1a 
K I\ IJTPT V이 i No, ~ ~DD1 

l 서른 

‘“ ~적으호 톰흥의 정의는 인세에서 밀어 

나는 뺑 앤기선으호 매우 i딩에고 주관 

적인 정엉이라고 ‘ 우 이다 지냥 섭 연 

용안 톰흥 관리에 예안 정근 잉엉 응 새." 

‘g되어 용으나 。찍도 판빅안 톰흥의 기전 

~ 치E 앤리" 정g되어 있지 ~MCæary 

퉁 1981) 근씨에 사용되는 톰증 치효강으호 

서는 약을치E 정신치E ιF‘ 적 치효 응용 

치 1<， i-21치효 용의 다양안 영씨의 치효 임 

강이 있으나 .괴씩인 톰증 조섣에 예안 원 

직응 영픽에 정잉되지 옷에고 있는 것이 언 

심이다(μnι。@에 통 19 6'3) 

초응피R는 인간의 궈호서는 U * 없는 
응힘 진흥의 염에호서 주띠우기 높고 띠장이 

강기 때운 1 강안 진용이 얀띤다 이긴안 

을E 적 인 성해 이용8에 엉 .t;:.i1j(thι""' 

elfect)와 비엉 .t;:.i1((oon-tærrral eftect)‘ 인 
세에 적용8에 다양한) 치상 깅과‘ 얻는에 

이용되고 이다(ter Haar G, 1999) 

i연 조직에서는 초응띠 에이지의 앙선핀 

이 적지인 근육용에서 앙응 양의 초응띠 에 

이Z 기 앙에이지호 선핀되이 " 1 근육 1 
정1연에서 앙에이지호 선판되는 양이 잉이 

서 1에 기?연 심. 근육용에서 엉‘앵이 

잉[↓ 초응띠의 밀안적인 잉1깅이는 ; " 이 
상으호 오든 엉치효 도구 중에서 강에끄 • 

괴 석 으호 심. 근육& 비’l애 인대 관정냥 

‘것 퉁 관정 잉 주쩌 조직& 기엉‘ 우 있 

는 것。 1 .징이다(&hrens 2l Mch10vitz 

1996) 

웅 심영에서 얘판 치강도 초응띠치"1 

(노.'에프 nol::l.elile)의 치E 강도는 C; 
‘'{/c.'으호 밀안적으호 잉상에서 사용되고 있 

는 초응띠치효기와 비o애서 낯응 강도의 치 

효 강도g 사용안다 치강도 초응띠(low 

intensity 미trasoond) 연구의 대.릉응 i정 

치응와 관연판 퉁이에 강중 되어용대Bran셔 

동 1999; Busse 용 2α "'" 통 2뻐 
Nolte 퉁 2001; Tanzer 퉁 2001) , j써인 최 

근의 연구 1 서 연.조직과 연i조직 길응 다 

S깐) 잉잉으호의 연구기 진엠되고 있다 

Enwemaka 통(1 990)응 CS ‘'{Ic.'의 치강도 

초응띠기 슨상판 건 (tendon)의 아. 힘상 

시키는에 .괴댁이라끄 에영고 또안 i다공 

증에 미치는 영엠Waræn 통 2001 )과 슨상 
판 조직의 치음에 대안 연구(Selkowitz 통 

wm기 최근에 쩍되어고 긍정역인 깅과‘ 

보고에영다 

밀안적으호 톰흥 치효g 적용안 • 톰흥의 

연아“§정얀 팅강으호는 주관적 시각 톰 

흥직도1""때 am.log socale: VAS) 관정 기 

동영쩌“ange 01 rrctlon: RG，개 조사강 엉씬 

조영‘이나 근선도 경사 소견 통& 톰" 에 

영기에는 팅염 이 있다 또안 "톰 역치‘§ 정1 

1，ε히이e threshJ.d 꾀，，~연r: PTA). 이용 

안 잉톰역치 영기강 퉁이 있다 잉싱 1 서 온 

t l 1- 4' 있는 정톰 견톰 R톨이라고 진g 

이 ""지는 것 중 대.퉁이 근인 동톰흥. 
;;'-(myo!asci꾀 ιB.in syndrocæ)이고 이 용톨 

의 시1‘정이 ‘톰정이다 ‘톰정 (tri엎，， 1응 

혹!안 잉톰& 기지고 있고 용영" " ‘진띤 

다고 에영다 또안 U,!::;'l( terær vtn씨& 신 

세의 %인껏 소견이 。J' 떼 잉정 

1<"αrαJfe pα"'1 ‘톰정 응용정에서도 

‘경‘ 우 있다 띠버서 웅 연구에서는 톰흥 
의 ‘§정양강으호 U톰정이지 ‘톰정인 지정 

에서 잉톰역치‘ ‘§ 정에영다 " 1 잉톰역치 
‘§정1는 이전 연구에서 톰흥& 효괴댁으호 

영기~ * 있는 싱찍도와 티딩도‘ 기지고 

있어 톰흥의 영기에서 .관적인 ‘§ 정 도구호 
λ냉되고 있다(Fiscær ， 1 양’6 ; Fiscær , 1!m), 

용 실영에 서는 밑인석으호 λ냉되는 초응 

파용 선도 매길& 사용써 ~:il. 노.라이프 

전용 -i:i- 사용에여다 기응의 초응띠용 3이 
나 이에’‘ 오밑~는 “리 치강도 초응띠치효 

기1>0라이프)의 효과g 증진시키기 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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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 4 초응파지효 적용션쇼에따튼잉톨역치의연외 

W 고왈 

혼 연구에서논 처강도 초용피쳐료기(노툴 

리이프)가 상￥ 앙모큰잉 륭증에 미치는 영 

헝올 i‘아보고지 하였다 쳐강도 초음따 치료 

전과 후에 각각 주관적 시각 흥증정도와 입 

용역치를 비교하영다 져강도 초융피 치"'1 
의 일용인 노을리이프(notlelife)는 퇴앵성 관 

겉 염 축처 근약앞 에니스 옐보(tennis 

리l::owl， 요싱경ι 골겉 치유에 이용되고 통층 

이 심안 상태의 대상지에게 효과적으토 사용 

된다 치료시때는 일반걱인 의효용 초음피 치 

료기와는 달러 초음피 머리 }분을 문지르지 

않고 고정시킨 채호 적용하영다 져깅도(Z-.4 

W/çrl) 초음파를 이용애서 표연일 늘냉이 거 

의 없어 안정성에는 운제가 없었고ι 노톨라이 

프 전용 젤에는 언을과 전연 gR‘제기 앙유되 

어 있어 그 지져료도 용증 억셰외 치료에 효 

과적으토 작용영다고 힐 수 있다 

초음파'~1 li.의 일차적인 효과는 초음파 에 
너지 응수에 따른 죠직 온도의 상응이다 초 

음파 에너지가 조칙에 도당하연 분자들의 마 

실에 의해서 열때너지로 전원흰다 일알썽은 

조직응도를 상응시키고 이에 따라 엉튜탕 응 

진1 생채익 투과성 증가〉 신친대사 응'1， 교원 

조직의 신조R익 릉Jl 용증역치 릉Jt 큰경측 

완효1， 신경 전도속도 연화/ 효소 g성 증'l 

골격근의 수흑턱 연호↓ 흥과 양은 생리억적 

\'!멍이 나타난대이재앙 1995; K피10 1991) 

일초 신경 또는 신경종말을 치E하연 조직 

의 온도 싱승으토 릉중 역치가 증가tπ4 일 

지극에 따콘 흥증왼화 기전은 영팍하게 알tj 

X 치는 앙았으나 허영토 민안 용용의 경우 

g에 의안 국소 용엄로 릉응이 일획되어 릉 

응 경측 약슨핀 고리의 치단 관운 조엉섬j 

엔톨핀 작용설 통ξ로 설염흰다 또한 일시걱 

신경차딘이 나타나 용층이 강소되기도 인다 

초음파는 륙'1 심부근육 밍 건 인대 관얼냥 
등 심부관설 잉 관설주쩌 조직의 릉응완외에 

걱ι1"01다고 알 수 있디(이새영， 1995; E잊nyel， 

2000; Kahn 1991; ter Haar G, 1 인m 

초융파치료효 근육의 온도가 약 4Z t 정 

도 상응하연 골지건기관(GfO)의 Ib 섬유의 

용분 일사율의 증가와 II 군 신경섬유(G，어'P 

n senscry fiter)의 용분알시율 강소기 나타 

나게 힌다 큰육의 피￥ 온도가 싱~-g-tJ빼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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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원심성 강이 응용 신정성야 =0， 

rιve IIOOr)의 ~성 강"，71 나타나 맨 응 

용 신정성응(a-motor æ rve fiOOr입 용!’ ‘ 

사율이 강소되고 근정싹이 판아판다 또안 조 

직의 온도 싱송으호 톰증이 완~용4 띠라 

톰흥 정“ 약응핀 고리기 g엉되어 근정‘’이 

앙아핀q(Betι=4M에ovitz ， 1996 ; MmsE 
1978) 
초응띠 치E의 주판 대상F이 되는 톰흥 잉 

근정“‘i 용인tN는 길핀으호는 근i걱1의 

톰흥. 에호 i ιF 있다 즉 외선근깨 슨상 

상완 이두근 건영 극상근 건영 견톰에 정역 

냥영 상각근에 정역냥영 오구i기에 정역냥 

영 뇌i충 고정 용으호 인안 어꺼 .쩌 톰흥 

‘"냉 온안 길핀으호 .* 있다 그인에 
R톰 정.톰 잉 그에 띠튼 근정‘，. 치<'1 

는에 사용띤다 익관섣 기능강예의 톰흥 잉 

근정“‘i 핀~λ1'1고 “ .. 종 통. 왼아시 
키는애 초응띠치효기 적용되기도 안다 근근 

인톰흥증.긍에 초응띠치.. 시도안 이해 

‘톰정에 예안 초응피치 효‘ 톰흥핀i다‘ 쩌 
애 사용에고 이다 또안 L갱신정기능장휘 

대상포진으호 인안 톰흥 신정톰læ，πal!'.ia)용 

으호 인안 신정1의 톰흥과 신정영 신정 근 

영 죄，.신정톰 용으호 인안 신정1 톰증에 

효과가 있는 것으호 "허져 。}q(Binι.， 통 

1985 ; Fab ::ær 퉁 199] ; van ær 에od 퉁 

19 9'3 ) 

잉톰응 주호 ‘톰정 (tr igger ι ψ이야서 느 

끼지여 ‘톰정이 근악용톰흥.근의 원인이라 

고 샅염에영다 이언 연구에서는 잉 앙에서 온 

' 1 ‘ 우 있는 정톰 견톰 R톰 퉁 얘.용의 
길핀이 근악용톰흥.긍피 펀앤판 것& 강안 

8씨 "톰역치“§정 에영다 "톰역치의 ‘ 
정& 쩌애서 "톰역치 ‘§정 .. 사용에영다 

잉톰역치 ‘§정1“톰정과 "톰정 의 ‘§정 

에 사용안 것에 대안 연구 논운에 서 잉톰역 

læ6; Fiscæ r , læ7) 

을 연구의 셰안정응 잉톰역치 ‘§정도구의 

인뢰도는 놓으나 잉톰역치의 ‘§정시 톰흥& 

느끼는 것응 피엉Z 의 주관적인 정영이으호 

밀안i니tN는에 응새기 있디R는 것이다 이 운셰 

정& 보완에기 쩌tIC~ U톰역치 ‘§ 정전에 연 

구 예상자i에 1 심영에 이애λ[ 그리고 ‘§정 

잉식에 대에μ↑ 충 !’에 샅영& 애주었고L 또안 

피엉지i에1 ’‘톰정& 잉톰역치 ‘§정1호 

누g 떼 누튼 쩌치와 누흐는 잉。] 다르연 다 

르다 라고 밑에애 엣다 연구 예상자기 다르 

다 리끄 밑에연 아 ‘톰정i- ;-l• ‘§정에 

영다 

웅 연구서에서는 치강도 초응띠치E기 톰증 

강소에 미치는 영힘. 주관적 시각 톰흥직도 

4 U톰역치의 비o호 용석에영다 경괴에 서 .* 있듯이 톰흥의 강소기 톰1인석으호 
의이있는 강소‘ 나E 영으여 주관적 시각 톰 

흥직도4 U톰역치 오두에서 용밀안 깅과‘ 

얻었다 연구의 셰안정& 샅펴보연 U톰역치 

에 의안 팅염 이 톰흥. ‘§정치호 나타내는 
연에서 비교적 쩍관적이한 근거와 염정 

에 대안 잉톰역치 ‘§정1의 사용에 관안 연 

구‘ 기용으호 " 에 사용에영다 그낀나 처응 

으호 아웅& 느깅 때“‘''''는 실엉 ~정 
에서 그 이웅. 느끼는 강도에 이어 피영자 

i의 주관적인 연& 대P“ 우는 없었다 을 

심영에 사용판 톰흥연외에 예안 ‘§ 정 직도 

이외에 강정적 영 7 1(Esenyel 통 ιcm 

νι'" 퉁 1984)와 견섣?탬엉쩌 IRU이어 영 

'"잊o~1 퉁 WOO I통 디딴 힘옥& 추기잉 
으호써 치강도 초응띠 치E기 톰증 강소에 

대안 효과‘ 보다 쩍견적으호 용석~ ιF 있 
었지인 포잉되지 옷에영다 

V 경혼 

치 ‘§정1기 조직의 톰증에 예안 인잉& 웅 연구에서는 치강도 초응띠치 .t;.7 1C'<_. 

영기에는t:i .t;:-'1(적。[아다고 에여〔싸iscæ r 라이프이 상# 송오근의 톰증에 미치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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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아보기 쩌애 치강도 초응띠 치S 선 b，θ인 M Caglar N, Aldermir T 

과 .에 각각 주관적 시각 톰흥직도와 잉톰 

역치‘ 비"'냉다 톰증이 있는 w영& 예 상 
으호 안 웅 연구에서 주펀적 시각 톰흥직도 

는 5ιβ 에서 ψC" 으호 ， e 야ι 정도 톰"~으 

호 응의" . 강소에영다 또안 "톰역치 는 

3.1 kψ"‘4서 3,8 kψ" 으호 음의8이 흥기 

되었다 용 연구에서 사용판 치강도 초응띠치 
E게노.라이프j는 톰증이 이는 연구 예상자 

에1 이어 의 "1 있는 톰증 강소의 깅괴냉 나 

타내어디 그긴으호 고정식 치강도 초응띠 치 

<'1 래라이프는 톰증강소에 M적으호 

사용i 우 이‘i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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