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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요통환자에서 반복자기자극 치료와
경피전기신경자극 치료 비교
목적: 만성요통환자에서 2주 동안 시행한 반복자기장자극 치료와 경피전기신경
자극 치료의 효과를 비교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발병 후 6 개월 이상 된 만성요통환자 총 23 명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2 군으로 분류하였다. 반복자기자극(rMS)치료군과 경피전기신경자극
(TENS)치료군으로 분류한 후에 각 치료군은 2 주간 총 10 회, 1 회에 10 분간
반복자기자극 치료 또는 경피전기신경자극 치료를 통증이 가장 심한 요추 주변
부위에 시행받았다. 치료에 대한 평가는 치료 시작 전, 치료종료 8 시간 후 및
치료종료 2 주 후에 각각 실시하였다. 평가도구로는 치료시점을 중심으로
24 시간의 평균 틍증지수 PNRS(pain numeric rating scale, 0~100), Oswestry
요통장애척도, McGill pain questionnaire 를 측정하였다.

결과: 반복자기자극 치료군(13 명, 평균나이 34.5±10.3 세)에서는 치료 전과
2 주 후의 통증지수 PNRS, Oswestry 요통장애척도, McGill pain questionnairy

를

이용한

평가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다(P>0.05). 그러나 경피전기신경자극 치료군(10 명, 평균나이 39.0±12.1)
에서는 치료 후 8 시간(P=0.015) 및 치료 후 2 주 후의 평균 통증지수
PNRS(P=0.005)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되었고, Oswestry 요통장애
척도에서는 치료 후 2 주 후 평가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통증이 감소되는
결과를 보였다 (P=0.016).

결론: 만성요통환자에서 2주간의 반복자기자극 치료와 경피전기신경자극 치료

i

를 시행한 후 나타나는 통증 감소에 대한 치료효과를 비교한 결과 경피전기신경
자극 치료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통증감소 효과가 관찰되었다.

핵심어: 요통, 자기자극, 경피전기신경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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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요통은 일반 인구집단에서 전 생애에 걸쳐 84%가 1회 이상 경험하고,
최근 6개월 이내에 40%가 경험하는 흔한 증상이다 (Von Korff 등,
1998; Walker, 2000). 만성통증은 급성통증과 달리, 조직병소의 회복기
간보다 통증이 오래 지속되며 이것은 증상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질병으로
진행한다. 만성통증은 조직병소 자체가 만성적인 질병일 때에 나타날 수
있으나 손상이나 질병이 회복된 후에도 급성통증이 없어지지 않고 지속되
어 만성 통증으로 이행하기도 한다(안상호와 서정환, 2007). 만성통증은
통증을 보이는 부위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만성
통증 환자는 대개 우울증이 동반되거나 무기력함을 보이기도 한다. 만성
요통으로 인한 장애 환자의 10%에게 요통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80~90%가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25년간 지속적으
로 요통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서정환과 안상호, 2008).
만성요통에 대해서 주사·약물·물리치료, 수술 등의 많은 치료방법이 행
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새로운 치료방법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만 만성요통에 대한 치료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Sean 등, 2009).
반복적 경두개 자기자극 치료(repetitive transmagnetic stimulation
therapy, rTMS)란 경두개 자기자극 파동을 반복하여 주기적으로 자극하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감각운동기능에 미치는 효과가 1993년에 처음으로 보
고되었다(Pascual-Leone and Torres, 1993). 그 이후에 자기자극을 다양
한 빈도 및 강도로 대뇌 피질부에 가해주어 여러 질환의 치료법으로 시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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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자기자극 치료기를 이용하여 대뇌 운동피질에 반복적으로 자기자
극을 주어서 피질척수로의 흥분도를 증가 또는 감소시켜서 정상인의 운동능
력을 조절할 수 있다는 연구가 발표되었으며(Pascual-Leone 등, 1994;
Agostino 등, 2007), 뇌 질환이나 척수손상 후 마비부분의 기능회복에 대
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Pascual-Leone 등, 1998; Rizzo 등,
2004; Forrester 등, 2006; Kim 등, 2006). 이외에도 우울증 환자에서 전
전두엽을 자기자극을 줌으로써 우울증세의 경감을 꾀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
다(Eman 등, 2005; Hoeppner 등, 2009). 이와 같이 뇌졸중, 우울증 등의
환자에서 대뇌 자기자극을 통해 치료와 기능상의 변화를 유발하기 위해 개
발된 반복 자기자극 치료는 최근에는 뇌졸중후성 신경통증, 만성 경부통 및
요통 환자들을 대상으로 비침습적이며 안전하고 유용한 치료방법으로 사용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만성요통환자에
서 많이 시술되고 있는 경막외차단술 등은 방사선 노출, 신경 손상 등의 위
험이 동반될 수 있는 단점이 있고, 통증이 동반된 당뇨병 환자에게 부신피
질 호르몬을 주입함으로써 혈당상승 등의 부작용이 동반되어 나타날 수 있
기 때문에 통증감소를 위한 반복자기자극 치료에 대한 연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자기자극 치료는 깊은 환부를 비침습적으로 직접 자극할 수 있고, 통증
조절에 안전하고 쉬운 방법으로 몇몇 학자들에 의해 실험되었으며 복합국소
통증증후군의 경우에는 척수소뇌로를 활성화시켜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다
고 보고하였다(Krause 등, 2005). 만성 통증환자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경피전기신경자극(transcutaneous electrical nerve stimulation, TENS)
6

치료는 말초신경조직을 활성화하여 통증을 경감시킬 수 있으나 피부를 통한
전기자극은 환자에게 불편감을 느끼게 할 수 있고, 신경손상이나 피부손상
도 일으킬 수 있다(Corazza 등, 1999). 반면에 자기자극 치료는 직접 피부
접촉을 하지 않고도, 신경을 자극할 수 있고, 전기에 의한 조직 손상도 없
으며, 환자의 불편감도 적으며, 고강도의 자극을 통해 해부학적으로 보다
깊은 부위에 자극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최
근 자기자극 치료의 효과를 증명하기 위한 연구가 여러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Smania등(2005)은 반복자기자극 치료가 승모근의 근막통증후군 환
자군에서 경피전기신경자극 치료보다 뛰어난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반면에 Kroeling 등(2009)은 근골격계통증에 대한 반복자기자극 치료의
효과는 불확실하다고 보고하는 등 근골격계 통증치료에서 반복자기자극 치
료에 대한 효과는 아직 연구된 실험이 적고,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이에 본 저자는 만성 요통 환자를 대상으로 반복자기자극 치료와 경피
전기신경자극 치료를 실시한 후에 어떤 치료가 만성통증에 효과가 있는지를
비교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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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6개월 이상 요통을 호소하며, 실험 하루 전 평균 통증지수 PNRS(pain
numeric rating scale, 0~100)가 30점 이상을 호소하는 경우를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통증지수는 0점에서 100점까지로 전혀 아프지 않다는 0점`,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통증`을 100점으로 10 cm 자에 환자가 직접
통증지수를 표시하게 하여 측정하였다. 대상자들은 최근 1개월 내에 요통
을 주소로 치료받지 않은 경우를 선정하였고, 당뇨병, 갑상선 질환 등의
내과적 질환이 있는 환자, 임신 혹은 수유 중인 경우, 심박동기나 체내 전
기장치를 이식한 경우, 악성종양, 혈전증 등이 의심되는 환자는 제외하였
다. 또한, 척추 측만증, 수상에 의한 척추체 골절, 근병증, 외상성 요통을
호소하는 자는 제외하였다. 현재 통증으로 인해 약물을 복용하고 있거나
기타의 통증치료를 받고 있는 자도 제외하였다. 대상자들은 무작위 배정
을 통해 반복자기자극 치료군과 경피전기신경자극 치료군으로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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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방법
대상자들에게 요통을 호소부위 중 가장 아프다는 곳에 경피전기신경
자극 치료나 또는 반복자기자극 치료를 시행하였다. 경피전기신경자극
치료는 Cefar Primo stimulator®(Cefar AB, Malmo, Sweden)를 사용
하여 Graff-Radford 등이 권유한 모드인 100Hz, 파동 폭은 250μs,
직각 비대칭 파동모드로 시행하였으며(Graff-Radford 등, 1989), 근육
수축 역치미만(<39mA)에서 환자가 편안하게 느끼는 강도로 시행하였
다. 반복자기자극 치료는 Magstim rapid2®(Magstim Co., Whitland,

Wales, UK)를 이용하여 Smania 등(2005)이 시행한 방법을 참고하여
10분 동안 20Hz로 5초 단위로 작동하고 각 작동 중간에 2초의 쉬는
시간이 있는 형태로 시행하였다. 자극 강도는 반복자기자극 치료군의
경우 환자가 견딜 수 있는 최대 강도의 85%로 적용하였다. 반복자기자
극치료기계의 과열로 인하여 모든 대상자들은 10분 이상 시행하지 못하
였기 때문에 경피전기신경자극 치료군의 경우도 동일하게 매회 10분씩
치료를 시행하였다. 시행 전날 하루 평균 통증지수 PNRS, Oswestry
요통장애 척도(Fairbank와 Pynsent, 2000), 그리고, McGill
pain questionnaire(Melzack, 1975)를 이용하여 통증 특성을 측정하였
다. 2주간의 치료 기간에 하루 10분씩 총10회의 치료를 경피전기신경자
극 치료군과 반복자기자극 치료군에게 각각 시행하였다. 단기치료효과
를 보기 위해 치료종료 8시간 후 통증지수 등을 측정하였으며, 치료 후
2주 후에 다시 측정하였다. 통증지수들은 모든 실험기간 동안 모든 실
험대상자를 대상으로 저자가 직접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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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처리는 SPSS1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치료군 내에서 치료 전
과 치료 종결 후 8시간 후에 그리고 치료전과 치료 후 2주 후의 증세의
변화는 두 치료군에서 각각의 집단 별로 Wilcoxon signed rank test로 치
료 전과 후를 비교하였다. P값이 0.05미만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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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25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작하였으나, 1 명은 추적관찰을 할 수
없었고, 다른 한 명은 2 주간 총 10 회 치료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해서
최종 대상자에서 제외시켰다. 총 23 명의 대상자가 실험에 참여하였다.
이중 반복자기자극 치료군은 13 명으로 평균나이 34.5±10.3 세로
성별분포는 남자 9 명, 여자 4 명 이었다. 경피전기신경자극 치료군의
경우 총 대상자는 10 명으로, 평균나이는 39.0±12.1 세이었고 남자가
6 명, 여자가 4 명이었다. 질병의 이환 기간은 반복자기자극 치료군은
13.6±4.8 개월, 경피전기신경자극 치료군은 15.7±7.4 개월로 두 군간의
통계적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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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atients characteristics.
rMSa
Male : Female (No. of cases)

(n=13)

TENSb (n=10)

9:4

6:4

Mean age (years)

34.5 ± 10.3

39.0 ± 12.1

Pain duration(months)

13.6 ± 4.8

15.7 ± 7.4

Pre-mean PNRSc

35.4 ± 11.9

41.0 ± 13.1

2.6 ± 1.5

2.2 ± 1.2

The times of pre treatment
a: rMS (repetitive magnetic stimulation),

b: TENS (transcutaneous electrical nerve

stimulation)
c: PNRS (pain numeric rating scale),

Values ar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총 대상자 23 명을 대상으로 치료 전과 후의 치료효과를 비교하였을 때
반복자기자극 치료군(13 명)의 경우 통증지수 PNRS, Oswestry 요통장애
척도, McGill pain questionnair 의 전 영역에서 치료 후 통증 감소에 대한
통계학적 유의성이 없었다(P>0.05)(Table 2). 그러나, 경피전기신경자극
치료군(10 명)에서는 통증지수 PNRS 로 평가한 결과 치료 8 시간 후와
치료종결 2 주 후의 평균 통증지수 PNRS 가 치료 전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각각 P=0.015, P=0.005), Oswestry 요통장애
척도에서도 치료 전에 비하여 치료종결 2 주 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되었다(P=0.016)(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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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s of pain variables before and after treatment by rMSa.
Pain

Pre-treatment

8 hous after
treatment

variables

2 weeks after
treatment

PNRSb

35.4 ± 11.9

38.5 ± 15.0

OQDc

8.2 ± 4.6

6.7 ± 3.4

7.3 ± 5.3

MPd

18.3 ± 10.3

17.2 ± 9.0

12.0 ± 9.1

27.0 ± 10.7

a: rMS (repetitive magnetic stimulation), b: PNRS (pain numeric rating scale), c: ODQ
(Oswestry Disability Questionnaire),

d: MP (McGILL pain questionnaire)

Values ar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Table 3.

Comparisons of pain variables before and after treatment by TENSa.

Pain

Pre-Treatment

varaibles

8 hours after

2 weeks after

treatment

treatment

PNRSb

41.0 (±13.1)

27.5(±11.8) *†

22.8 (±12.0) *‡

ODQc

11.9 (±6.0)

8.2(±4.7)

7.0 (±3.1) *§

MPd

16.6 (±9.6)

10.4(±8.7)

10.0 (±9.5)

a: TENS (Transcutaneous electrical nerve stimulation), b: PNRS (Pain numeric rating
scale), c: ODQ (Oswestry disability questionnaire), d: MP(McGill pain questionnaire),
Values ar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Statistical analysis compare pretreatment to

8hours and 2weeks after treatment respectively(*P<0.005, †P=0.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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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05,

§P=0.016)
Ⅳ. 고

찰

본 연구에서는 만성요통환자들을 대상으로 반복자기자극 치료군과 경피
전기신경자극 치료군으로 나누어서 2주간 동안 치료를 시행하였다. 그 결
과 경피전기신경자극 치료군에서는 치료 후에 통증감소 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경피전기신경자극 치료군에서는 치료 전에 비하여 치료 후 2주 후의
통증지수 PNRS와 Oswestry 요통장애 척도가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게
감소되어 치료 후에도 통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반복자기자극 치료군에서는 치료 전에 비하여 치료 후 2주 후에
통증지수들의 평균값이 치료 전에 비하여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지만 통계
학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
자기자극 치료는 약 70 년 전부터 골관절염의 치료에 사용되었고, 특히
pulsed magnetic field 치료는 무릎과 경추부 질환뿐만 아니라 어깨 회전
근개염의 치료에도 사용되었다(Blinder 등, 1984; Trock 등, 1994).
Pulsed magnetic field 치료의 경우 자기장의 강도가 100gauss이었으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반복자기자극 치료의 경우 자기장의 강도는 4000
gauss로 현저하게 강한 자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부를 자극하지 않고,
해부학적으로 보다 깊은 부위를 자극하여 치료효과를 나타내므로 치료 부
위에서 감각 수용기가 많은 피부와 국소불편은 덜하다는 특성이 있다.
이전 연구들과 본 연구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Smania 등(2005)은 경추
부 통증을 호소하는 근막통증후군 환자 43 명을 대상으로 하여 반복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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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치료군,

경피전기신경자극

치료군

그리고

위치료군(placebo

treatment)의 3군으로 나누어 2주간 총10회 각각 20분의 치료를 하였다.
그 결과 반복자기자극 치료군에서 치료 후 즉시, 치료 후 1개월 및 3개월
후의 추적평가에서 치료 전에 비하여 통계적 유의한 치료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Smania 등, 2005).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반복자기자극 치료
군의 경우 매회당 10 분간 치료를 시행하였고, 치료 후 8시간 후와 치료
후 2주째에 통증 감소 효과를 추적 관찰을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Smania 등(2005)의 연구결과와는 다르게 반복자기자극 치료군에서 치료
후 2주 후에 통증이 감소되는 경향을 관찰할 수 있었으나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통증감소 효과는 관찰할 수 없었다. 이러한 차이가 나는 첫번
째 이유는 Smania 등(2005)은 20분간 반복자기자극치료를 시행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10분 동안 시행하였으므로 치료시간이 다른 결과라고 생각
해 볼 수 있다. Smania 등(2005)의 연구에서는 경추부통증 환자군을 대
상으로 근막통증후군에 속하는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통증의 원인과 무관하게 만성요통을 호소하는 환자를 대상으
로 하였으므로 대상 환자군의 특성에 따라 반복자기자극치료의 효과가 다
른 것이 두번째 이유라고 생각한다.
Thuile와 Walzl(2002)는 100명의 요수신경근병증 환자군과 92명의 편
타성 손상 환자군을 대상으로 각각 대조군과 치료군으로 나누어 64 Hz, 1
일 2회, 2주간 자기자극치료를 시행하여 각각 통증완화 기간과 VAS scale
로 결과를 비교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 치료군에서 유의한 통증완화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Thuile와 Walzl(2002)의 연구에서는 요통의 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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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명된 환자군을 대상으로 실험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만성요통에 대한
뚜렷한 원인규명 없이 주 호소가 만성요통인 환자군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
문에 이들의 연구결과와 다르게 나타났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반복자기자극
치료의 경우 요수신경근병증이나 편타성손상에 의한 요통환자군에서는 유
용한 치료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세포배양, 동물실험, 인체실험 등을 통해 신체외부에서 가하는 자기자극
치료는 nerve growth factor, IGF-Ⅰ,Ⅱ(insulin like growth factor-Ⅰ,
Ⅱ), fibroblast growth factor, 신경계 혈류증가 등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
다(Pilla와 Kaufmann, 1987; Cantoni 등, 1995; Egudhi 등, 2003; Zhao
등, 2004; Frahn 등, 2006; Markow, 2007). 본 실험에서도 만성요통환자
의 치료에 실험방법을 달리했다면 위와 같은 변화를 일으켜 치료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었고, 이의 증명을 위해서는 추후 치료강도, 치료시간, 치
료기간의 변화를 주어 실험해 볼 수 있겠다.
경피전기신경자극 치료는 근골격계통증 및 신경통 등에 오랜 기간 사용
되어온 치료 방법이지만 아직 정확한 기전이 알려지지 않았고, 척수상 혹
은 척수내의 활성화를 통해 통증을 억제하거나(Barlas와 Lundeberg,
2006) β-endorphine(Sluka와 Walsh, 2003) 혹은 serotonin(Sluka 등,
2006)등을 증가시켜 통증을 억제한다는 주장들이 있어 왔다. Melzack과
Wall(1975)은 말초에서의 작용과 중추에서의 작용이라는 두 가지 작용기
전을 추정해 볼 있는데, 말초의 경우 구심성신경의 전도속도 감소에 영향
을 주어 통증을 덜 느끼게 할 수 있다고 하였고, 중추신경계에서는 경피
전기신경자극에 의해 활성화된 구심성 말초신경을 통해 자극된 척수후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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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지에 의해 척수 내 Ⅰ,Ⅱ 그리고 Ⅴ 판의 억제에 의해 통증 감소효과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경피전기신경자극 치료군에서 치료 전
후에 통계학적 유의한 통증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Cheed와 Walton(1986), Graff 등(1989)의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반복자기자극 치료군 13명, 경피전기신경자극 치료
군 10명으로 참여환자 수가 적어 통계검증의 신뢰도가 저하되었고, 대조
군이 없어 위실험효과(placebo effect)의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았으며, 편
타성 요통, 요수 신경근병증, 추간판탈출증, 요추의 퇴행성 변화, 골다공증
으로 인한 요추체 골절 등 요통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이를 감별하지 않아
특정 질병군에서 나타날 수 있는 치료가능성이 배제되었다. 또한, 본 연구
에서 사용한 자기자극 치료기의 제한점으로 인해서 반복자기자극 치료군
에서 치료강도를 최대강도로 자극하지 못했고 이전 연구와 달리 치료 시
간도 10 분으로 제한하여 연구를 시행한 것이 기존의 연구와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보다 많은 통증환자들을 대상으로 다양
한 통증치료방법을 이용한 지속적으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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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23명의 요통 환자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2군으로 나누어서 2주간 동안
반복자기자극 치료와 경피전기신경자극 치료를 시행하여 치료효과를 비교
한 결과 경피전기신경자극 치료군이 반복자기자극 치료군에 비하여 통계
학적으로 의미 있는 통증감소 효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추후 더 많
은 통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치료방법을 이용한 통증치료에 대한
비교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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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arison of Therapeutic Effect between Repetitive
Magnetic Stimulation and Trancutaneous Electrical Nerve
Stimulation Therapy in Chronic Low Back Pain Patients

Jaeyoung Kim
Department of Medic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Ueon Woo Rah)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short and medium effect of peripheral
repetitive magnetic stimulation therapy on chronic low back pain patients compared
with transcutaneous electrical nerve stimulation therapy.
Twenty-three subjects with chronic low back pain were allocated randomly to two
groups. The first group (n=13) was treated with repetitive magnetic stimulation and
the second (n=10) was treated with transcutaneous electrical nerve stimulation. Each
treatment consisted of ten daily 10-minute sessions for 2 weeks. Patients were
evaluated before and 8 hours after following treatment, and at two weeks after the
end of treatment. Outcome measures were the Oswestry disability questionnaire,
23

McGill pain questionnaire and daily mean pain numeric rating scale.
At eight hours and two weeks after treatment, transcutaneous electrical nerve
stimulation therapy group showed a significant improvement in the mean pain
numeric rating scale. At two weeks after treatment, transcutaneous electrical nerve

stimulation therapy group showed a significant improvement in the Oswestry
disability questionnaire, too.

But there were no significant therapeutic effect of

repetitive magnetic stimulation therapy group at the all period.
Our results suggest that repetitive magnetic stimulation therapy may be less
effective than transcutaneous electrical nerve stimulation therapy for the treatment of
chronic low back pain patients.

Key Words: Low back Pain, Magnetic stimulation, Trancutaneous electrical nerve
st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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