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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y measuring changes in blood lactate and plasma enzyme (CPK, GOT, GPT) with electrical stim-

ulation applied at two duty cycles, this study is intended to look into which type of duty cycle may have

more effects on blood lactate and plasma enzyme constituents through animal experiment so as to de-

termine any duty cycle appropriate for electrical treatment. In this study, electrical stimulation was applied

to total 20 Korean house rabbits (weight: 3～3.5 ㎏) by means of an electrical therapeutic apparatus called

TS6000 (made in Netherlands) at duty cycle of 50% and 20% respectively for 30 minutes. Here, 5 cc of

blood was collected from their carotid artery before stimulation and in 30 minutes after stimulation re-

spectively to carry out biochemical experiment and analysis. As determined through the above experiment,

blood lactate rate was increased to 333.07% at 50% duty cycle after experiment and 185.71% at 20% duty

cycle after experiment respectively. In both cases, blood lactate rate was significantly increased to higher

level after electrical stimulation than before. Moreover, the rate of change in the average of blood lactate

rate at both duty cycles also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CPK rate was boosted to 301.82% at 50%

duty cycle after experiment and 321.35% at 20% duty cycle after experiment respectively. In both cases,

CPK rate was remarkably boosted to higher level after stimulation than before (p<.05). However, there

was not an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rate of change in average CPK at both duty cycles (p<.05).

GOT rate was significantly boosted up to 38.97% at 50% duty cycle after experiment (p<.05), while it

was slightly increased to 1.68% at 20% duty cycle after experiment without any significant difference.

Rather, GPT rate dropped slightly at both duty cycles after experiment, but there was not any significant

difference. Although blood lactate and GOT were relatively less generated at 20% duty cycle after elec-

trical stimulation than at 50% duty cycle, the change of duty cycle didn't have any significant influence

on CPK rate. In this regard, this study failed to come any consistent conclusion about the association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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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een change of duty cycle and muscle fatigue. Therefore, it is advisable that follow-up studies seek

various ways to a little more effectively apply electrical stimulation to laboratory animals by avoiding

their muscle fatigue. GOT rate was significantly boosted up to 38.97% at 50% duty cycle after experiment

(p<.05), while it was slightly increased to 1.68% at 20% duty cycle after experiment without any sig-

nificant difference. Rather, GPT rate dropped slightly at both duty cycles after experiment, but there was

not any significant difference. Although blood lactate and GOT were relatively less generated at 20% duty

cycle after electrical stimulation than at 50% duty cycle, the change of duty cycle didn't have any sig-

nificant influence on CPK rate. In this regard, this study failed to come any consistent conclusion about

the association between change of duty cycle and muscle fatigue. Therefore, it is advisable that follow-up

studies seek various ways to a little more effectively apply electrical stimulation to laboratory animals by

avoiding their muscle fatigue.

Key Words: Blood lactate; Duty cycle; Electrical stimulation; Plasma enzyme.

I. 서론

근피로는 반복적인 근수축이 원인이 되어 힘 또는

토크 생산능력이 일시적으로 소실된 것으로 정의 내려

진다(Bigland-Ritchie와 Woods, 1984). 이런 힘의 일시

적인 소실은 복잡한 과정으로 신경근 접합부를 가로지

르는 화학적 전달물질, 근막과 T-세관을 따라 전달되

는 활동전압, 근형질세망(SR)으로부터 유리되는 Ca
2+
,

트로포닌-C에 결합하는 Ca
2+
, 교차다리 순환주기, 발화

율과 운동단위 동원을 포함한 몇몇 과정의 문제로부터

발생한다(Bigland-Ritchie와 Woods, 1984; Favero,

1999; McLester, 1997).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피로의 주된 원인은 몇 가지로 볼 수 있다. 생리학적

원인으로 근수축을 위한 adenocine triphosphate(ATP)

보충에 필요한 크레아틴 인산(creatine phosphate)과 글

리코겐 같은 에너지원의 고갈, 젖산의 축적, 인산의 손

실, 혈류 공급 소멸(ischemia), 저산소증(hypoxia) 등이

피로의 원인이 된다. 또한 활동근의 온도변화, 심리학적

인 원인(Katerndahl, 1993; Lee 등, 1994), 환경적 요소

(Lee 등, 1994; Potempa 등, 1986) 등이 제시되고 있다.

부가적으로 많은 교과서에서 근피로가 주로 근세포 내의

수소이온 농축에 의한 pH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강두희, 1998; 김창규 등, 2002; 박래준 등, 2003).

전기자극치료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지나친 전기자

극에 따른 근피로이다. 전기자극에 의해 발생된 근수축

은 정상적인 신경계에 의해서 생성된 근수축보다 근피

로가 훨씬 더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민경옥, 2001).

전기적 근자극(electrical muscular stimulation)과 수의

적 구심성 수축에 대한 근섬유 손상을 혈장 CPK와

LDH를 측정하여 비교해 본 결과 근육통은 전기적 근

자극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가장 심한 근육통은 수

축 후 이틀째 생겨났다(Moreau 등, 1995). 근육통이 가

장 심할 때 CPK와 LDH가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Moreau 등(1995)은 그 이유를 전기적 자극이 같은 양

의 수의적 근력 트레이닝 운동에 비해 보다 많은 근섬

유 막을 손상시킨다고 설명하고 있다. Binder-Macleod

와 Snyder-Mackler(1993)는 높은 맥동 주파수와 짧은

통전시간 단속시간 비가 더 심한 근피로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통전시간 단속시간 비율은 자극을 가

하는 동안 근피로를 방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활동주기(duty cycle)는 전류가

실제로 통전된 시간을 전체시간(total cycle time)에 대한

%로 나타낸 것으로 통전시간을 통전시간과 단속시간을

합한 전체시간으로 나누어 100을 곱해 %로 구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가지 형태의 활동주기로 자

극했을 때 혈중 젖산과 혈장효소 CPK, GOT, GPT의

변화를 측정하여 어떤 형태의 활동주기가 근피로 물질

과 혈장효소 성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동물실험

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전기치료 시 적절한 활동주기를

알아보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재료

1) 실험동물

실험동물은 암수 구별 없이 체중 3～3.5 ㎏인 한국산

집토끼 20마리를 대상으로 하였다. 물과 사료를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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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종목 측정기구 시약

젖산
Hitachi 7150

(Hitachi Electronics, Tokyo, Japan)

LACTATE REGENT SET

(Abbott, Chicago, IL, USA)

CPK
Hitachi 747

(Hitachi Electronics, Tokyo, Japan)

SICDLA CPK REAGENT

(아산제약, 서울, 한국)

GOT
Hitachi 747

(Hitachi Electronics, Tokyo, Japan)

SICDLA AST REAGENT

(아산제약, 서울, 한국)

GPT
Hitachi 747

(Hitachi Electronics, Tokyo, Japan)

SICDLA ALT REAGENT

(아산제약, 서울, 한국)

CPK: creatine phosphokinase

GOT: glutamic oxaloacetic transaminase

GPT: glutamic pyruvic transaminase

표 1. 생화학적 측정기구

공급하여 동일한 환경에 적응시켰고 실험실의 온도는

평균 23°, 표준편차 2.4°로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2) 실험기구

본 연구에서는 전기치료기는 TS6000
1)
이 사용되었으

며, 젖산, CPK, GOT, GPT의 생화학적 검사를 위해 표

1과 같은 측정기구와 시약이 사용되었다.2)

2. 실험방법

1) 전기자극

토끼를 고정하고 대근육인 외복사근의 털을 제거해

서 소독한 다음 기시점과 정지점에 지름이 2 ㎝인 전극

을 배치하였다. 활동주기를 각 각 50%와 20%로 자극

시간은 30분간 자극하고 자극형태는 근육자극, 파형은

단상파, 주파수는 30 ㎐, 전류강도는 토끼가 움직이지

않고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면서 근육수축이 강하게 일

어날 수 있도록 30 ㎃로 일정하게 설정하였다. 10마리

의 토끼를 자극 전 안정 시에 채혈하고 활동주기 20%

로 30분 자극 후 채혈하였다. 똑같은 방법으로 다른 10

마리의 토끼를 자극 전 안정 시에 채혈하고 활동주기

50%로 30분 자극 후 채혈하였다.

2) 생화학적 실험분석

혈액은 안정 시, 자극 30분후 토끼의 경동맥에서 각

5 cc의 전혈을 채취하였다. 젖산은 해당 작용을 방지

하는 물질(P.Oxalate & S.Fluride)을 함유한 젖산 전용

용기에 전혈 2 cc를 채혈한 후 완전히 용해될 때까지

잘 흔든 후, 15분 안에 3000 rpm으로 10분간 원심분리

하여 분석 전까지 -20°로 동결 보존하고, 검사법으로

효소법을 사용하였다. CPK, GOT, GPT는 헤파린으로

처리된 1회용 주사기를 사용하여 3 cc를 채혈하고 원심

분리기로 혈청을 분리하여 분석 시까지 냉동 보관하였

으며 검사법으로 자외선(Kinetic UV)법을 사용하였다.

3) 통계처리 방법

STATISTICA를 이용하여 전기자극 전, 활동주기

20% 자극 후, 활동주기 50% 자극 후의 젖산과 CPK,

GOT, GPT의 변화를 상호비교 관찰 하고자 각각 자료

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t-검정(t-test for de-

pendent samples)에 의한 통계적 분석을 시행하였고

p<.05인 경우를 통계학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하였다.

그리고 활동주기 20%와 50%의 평균 변화량 차이의 유

무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각각의 평균 변화량을 구하고

t-검정(t-test for dependent samples)에 의한 통계학적

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3. 실험결과

1) 젖산의 변화

전기자극으로 인한 젖산의 축적은 단속시간이 긴 활

동주기 20%에서 자극 전 평균 14.70, 표준편차 4.39 에

서 자극 후 평균 42.00, 표준편차 4.02로 실험 전․후의

증가량은 185.17%의 증가를 보였으며 단속 시간이 짧

은 활동주기 50%에서는 자극 전이 평균 12.70, 표준편

차 4.62이고 자극 후가 평균 55.00, 표준편차 5.86으로

1) Danmed, Den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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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자극 전 자극 후

t-값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젖산(㎎/㎗)

활동주기 20% 14.70±4.39 42.00±4.02 10.79*

활동주기 50% 12.70±4.62 55.00±5.89 16.44*

CPK(IU/L)

활동주기 20% 652.1±76.07 2747.6±367.55 17.21*

활동주기 50% 696.4±71.77 2798.3±700.97 9.88

GOT(IU/L)

활동주기 20% 35.8±9.10 36.4±3.86 .21

활동주기 50% 29.0±4.20 40.3±5.49 5.81*

GPT(IU/L)

활동주기 20% 62.4±6.97 60.1±9.26 1.34

활동주기 50% 58.5±4.50 57.3±4.16 .63

*p<.05

표 2. 활동주기에 따른 젖산, CPK, GOT, GPT의 변화량

구분
활동주기20% 활동주기50%

t-값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젖산평균 변화량 (㎎/㎗) 27.30±8.000 42.30±8.14 4.16*

CPK평균 변화량 (IU/L) 2095.5±384.96 2101.9±672.83 .03

GOT평균 변화량 (IU/L) .6±9.02 11.3±6.15 3.10*

GPT평균 변화량 (IU/L) -2.3±5.440 -1.2±5.98 .43

*p<.05

표 3. 젖산, CPK, GOT, GPT의 평균 변화량

실험 전․후의 증가량은 333.07%의 현저한 증가를 보

였다(표 2)(p<.05).

평균변화량은 활동주기 20%에서 평균 27.30, 표준편

차 8.00이고 활동주기 50%에서 평균 43.30, 표준편차

8.14로 두 군간 평균치 변화량은 유의수준 α=.05에서

활동주기 50%일 때 활동주기 20%보다 젖산 축적이 크

게 나타났다(표 3).

2) CPK의 변화

전기자극으로 인한 CPK의 활성도는 활동주기 20%

에서 자극 전 평균 652.1, 표준편차 76.07에서 자극 후

평균 2747.6, 표준편차 367.55로 실험 전․후 증가량이

321.35%로 유의한 증가를 보였으며 활동주기 50%에서

자극 전 평균 696.4, 표준편차 71.77에서 자극 후 평균

2798.3, 표준편차 700.97로 실험 전․후 증가량이

301.82%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표 2)(p<.05).

활동주기 20%에서 평균 변화량은 평균 2095.5, 표준

편차 384.96이고 활동주기 50%에서 평균 변화량은 평

균 2101.9, 표준편차 672.83으로 두 군간 평균 변화량은

차이가 없었다(표 3)(p>.05).

3) GOT의 변화

전기자극으로 인한 GOT의 활성도는 활동주기 20%

에서 자극 전 평균 35.8, 표준편차 9.10에서 자극 후 평

균 36.4, 표준편차 3.86으로 실험 전․후 증가량이

1.68%로 유의한 증가는 보이지 않았으며(p>.05), 활동

주기 50%에서 자극 전 평균 29.0, 표준편차 4.21에서

자극 후 평균 40.3, 표준편차 5.49로 실험 전․후 증가

량이 38.97% 유의한 변화를 보였다(표 2)(p<.05).

활동주기 20%에서 평균 변화량은 평균 .6, 표준편차

9.02이고 활동주기 50%에서 평균 변화량은 평균 11.3,

표준편차 6.15로 두 군간 평균 변화량은 유의한 변화를

보였다(표 3)(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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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PT의 변화

전기자극으로 인한 GPT의 활성도는 활동주기 20%

에서 자극 전 평균 62.4, 표준편차 6.97에서 자극 후 평

균 60.1, 표준편차 9.26으로 실험 전․후 증가량이

-3.69%로 약간의 감소를 보였고, 활동주기 50%에서 자

극 전 평균 58.5, 표준편차 4.5에서 자극 후 평균 57.3,

표준편차 4.16으로 실험 전․후 증가량이 -2.05로 약간

의 감소를 보였다(표 2).

활동주기 20%에서 평균변화량은 평균 -2.3, 표준편

차 5.44이고 활동주기 50%에서 평균 변화량은 평균

-1.2, 표준편차 5.98로 두 군간 평균변화량은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표 3).

III. 고찰

근피로란 근활동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으로 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의 감소로 정의할 수 있다

(Vollestad, 1995). 일반적으로는 근육에 불쾌감 및 통증

이 따르며, 근피로 발생기전은 근육의 수축양상에 따라

다르다. 등장성 수축에서는 과도한 근수축으로 대사산물

특히 젖산의 축적과 에너지원의 고갈로 피로현상이 나타

난다. 등척성 수축에서는 근장력을 특정수준으로 유지하

지 못할 만큼 오랜 기간 등척성 수축을 하면 근피로가

생기며 이는 혈류량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본다.

근육이 수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주요 대사과정인

해당과정과 TCA 회로로부터 생산되는 ATP가 에너지

원으로 필요하다. 해당과정에서는 포도당이 초산으로

전환되며 이 과정에서 적은양의 ATP가 생산된다

(McArdle 등, 2000). 해당과정에서 생성된 과도한 수소

이온은 근피로 유발과 연관되어있다(Allen 등, 1995;

Chase와 Kushmerick, 1988; Cooke 등, 1988; Pate와

Cooke, 1989). 해당과정에서의 초산 생성률이 TCA회로

의 산화율보다 과도한 경우 여분의 초산은 젖산으로 전

환된다(Allen 등, 1995). Thomson 등(1975)과 Hansen

등(1982)은 운동 중 LDH, CPK등 혈장효소치는 운동

스트레스로 인해 증가되는데 이는 근조직내 ATP, 글리

코겐 등 기질 부족 현상으로 인한 근조직 세포막의 손

상을 통해 효소 유출이 증대된다고 설명하였으며,

Gladden 등(1978)과 Wilson과 Stainsby(1978)는 운동으

로 인한 세포의 저산소 상태에서 근세포막의 투과성이

증대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신경지배근육을 오랫동안 전기자극하면 근피로가 나

타날 수 있고 과도한 전기자극은 근육에 노폐물 등을

축적되게 하여 심각한 근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 전

기자극에 따른 근피로 및 지나친 전기자극 징후(sign)

는 근수축능력의 저하, 수축 시 경한 진전(mild trem-

or), 전기자극 후 근육통(muscle soreness) 또는 근육강

직(muscle stiffness) 등이다. 근피로는 자극 주파수, 자

극시간, 자극주기 등의 특성에 따라 다른 것으로 알려

져 있다.

Hudlicka 등(1982)은 40 pps의 전류를 5초씩 3 bpm

으로 돌발시켜 신경지배근을 자극한 결과 전기자극이

등척성운동보다 근피로에 대한 저항이 높아졌다고 하였

다. Binder-Macleod와 Snyder-Mackler(1993)는 높은

맥동 주파수가 더 심한 근피로를 가져온다고 하였고,

30 pps와 60 pps로 근육을 자극했을 때 60 pps에서 더

빠르게 근피로가 나타나고, 80 pps로 자극하면 근섬유

막의 흥분성이 저하되고 근수축력 및 근력이 감소한다

고 하였다(이재형, 1995). Pette 등(1973)과 Hudlicka 등

(1982)은 II형 섬유에 5～10 pps의 낮은 주파수로 장기

간 전기자극한 결과 근피로가 감소하였음을 밝혔으며,

Pette 등(1973)은 근피로에 대한 저항 증가는 산화대사

능력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전기자극시 반드시 과도한 자극을 피해서 근피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기자극에

의한 근수축과 근수축간에 적절한 휴식시간을 가져야

한다. 간헐적인 전기자극이 특정부위 치료에 적용될 때,

전기치료기의 자극조절기는 자극하는 전체 시간 동안

자극기(stimulation time)와 휴지기(relaxation time)의

설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조절기는 자극기와 휴

지기를 결합시키는데, 이것을 활동주기조절(duty cy-

cle controls)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활동주기조절은 임

상에 사용되는 자극치료기에 통전시간(on time)과

단락시간(off time)으로 표시되어 있고, 1～60초까지

자극기 또는 휴지기를 조정한다. 통전시간은 환자에게

전류가 유도되고 있는 시간이며, 단락시간은 전류의 흐

름이 정지하는 시간이다. 양쪽 모두 시간은 초(sec)로

측정되며 이완과 함께 전류의 실질적인 정지가 일어나

기 위해서는 최소한 1초의 통전시간과 1초의 단락시간

이 반드시 필요하다(민경옥, 2001). 활동주기는 통전시

간을 통전시간과 단속시간을 합한 전체시간으로 나누어

100을 곱해 %로 구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활동주기를 50%와 20%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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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주어 전기자극 전과 전기자극 후 근피로의 원인

물질로 여겨지는 혈중 젖산의 수치를 본 결과 두 활동

주기 50%, 20%의 평균 변화량 차이는 유의 수준 α=.05

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것으로 보아 젖

산은 활동주기가 크면 젖산의 축적이 더 증가한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CPK의 생체내 분포는 골격근, 심근, 뇌 및 평활근에

고농도로 존재하고 기타 조직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다. 그러므로 혈장 CPK 활성측정으로 이 효소가 많이

함유된 세포의 손상 또는 세포막의 투과성 변화를 파악

할 수 있다. 또한 운동 및 각종 약물의 근육주사로 혈

장 CPK의 활성은 증가하고 그 변동 폭은 개인마다 다

양하다. 운동은 운동량, 개인의 훈련강도에 따라 변동하

지만 10 ㎞ 마라톤에서 운동부하전과 2일후의 결과를 보

면 10～160배 범위로 변동을 나타낸다.

김충식(1997)은 후발성 근 동통 증후군에 대한 TENS

(경피신경전기자극기), MENS(미세전류신경자극기)적용

이 혈장 CPK에 미치는 영향에서 주관절 굴곡근에 근피

로가 생기게 하고 운동전․후에 측정한 CPK의 변화를

보면 TENS군과 MENS군은 치료 후 젖산의 축적률이

적은 반면 비처치군에서는 운동 후 48시간부터 72시간까

지 급격한 상승을 보였다. 이것으로 보아 치료적 측면에

서의 전기자극은 효소 활성을 억제시킴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전기자극으로 인한 CPK의 축적 형태는

현저한 증가를 보였으며 20%, 50% 두 활동 주기의 평

균 변화량 차이는 유의수준 α=.05에서 차이가 없었다.

신신용(1994)은 잘 훈련된 운동선수들을 상대로 혈장

GOT, GPT를 관찰하였는데 GPT는 운동직후에 유의한

증가를 보였으며, GOT는 운동직후 현저한 증가를 보였

다고 하였고, Critz와 Merrick(1962)은 Harvard step

test 직후에 혈장 GOT활성수준이 저하한다고 보고하였

다. 각 연구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운동 강도, 운동부

하 시간, 채혈시기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GOT는 활동주기 50%에서는 전기 자

극 후에 유의한 증가를 보였으며 20%에서는 유의한 변

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두 군 간의 평균 변화량은

유의수준 5%에서 차이가 있어 GOT가 활동주기에 영

향을 받아서 활동주기가 크면 활성도가 커짐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GPT는 두 군 모두 전기자극에 약간 감

소하였으나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두 군

간의 평균 변화량 차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볼 때 전기자극 후 근피로의 원인물질로

여겨지는 젖산이나 세포손상으로 인해 근육통을 유발시

키는 원인 척도로 알려진 CPK의 증가는 현저하였으나

통전시간과 단속시간 비율변화에 따른 활동주기변화에

서 단속시간이 길수로 상대적으로 젖산 생성량은 감소

하였지만 CPK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아 활동

주기변화에 따른 근피로와의 연관성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본 실험에서는 근육 내

젖산의 변화를 측정하지 않고 혈중 젖산의 변화를 측정

하였기 때문에 근피로를 간접적 지표로써 예측해야한다

는 것과, 활동주기를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연구하지 못

한 점이나 실험 대상수가 너무 적었다는 점 등의 제한점

이 있어 이를 보완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Ⅳ. 결론

본 연구는 전기자극 시 활동주기의 형태변화가 근피

로 원인물질로 알려진 젖산과 혈장 효소성분에 어떠한

변화를 유발하는지 살펴봄으로써 임상에서 전기시료를

실시할 때 적절한 통전시간과 단속시간의 비를 알아보

고자 하였다.

젖산은 활동주기 50%에서 실험 전․후 증가량이

333.07%이고, 20% 활동주기에서는 실험전후 증가량이

185.71%로 모두 자극 전에 비해 자극 후 유의하게 증

가하였고(p<.05), 두 활동주기에 대한 평균치의 변화량

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젖산은 활동주기

가 큰 50%에서 더 많이 축적됨을 알 수 있었다(p<.05).

CPK는 활동주기 50%에서 실험 전․후의 증가량이

301.82%이고, 활동주기 20%에서 실험 전․후의 증가량

이 321.35%로 모두 자극 전에 비해 자극 후 현저히 증

가하였으나(p<.05), 두 활동주기에 대한 평균치의 변화

량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 즉 CPK는 전

기자극 후 현저한 증가는 있었지만 활동주기에 영향을

받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p<.05). GOT는 50% 활동주

기에서 실험 전․후 증가량이 38.97%로 유의하게 증가

하였고(p<.05), 20%에서는 실험 전․후 증가량이

1.68%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 그리고 두 활동

주기에 대한 평균변화량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5). 즉 GOT는 활동주기가 큰 50%에서 활성도가

더 커짐을 알 수 있었다. GPT는 활동주기 50%와 20%

모두에서 실험 전․후 증가량이 오히려 감소하였지만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5). 이 결과로부터 GPT는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지 제12권 제2호

PTK Vol. 12 No. 2 2005.

- 96 -

활동주기에 영향을 받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전기자극 후 단속시간을 길게 한 활동주기

변화가 단속시간을 짧게 한 활동주기에 비해서 상대적

으로 젖산 생성양이 적기는 하였지만 활동주기 변화가

CPK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활

동주기 변화와 근피로와의 일관성 있는 결과를 얻지는

못하였다. 그러므로 앞으로 근피로를 방지하면서 보다

효과적으로 전기자극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연

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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