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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needle  electrode  stimulation  at  various  frequencies  on  change  in wound 
healing  in  excision  wound  rats

Methods: Twenty‐four Sprague‐Dawley  adult male  rats were  assigned  to one of  four groups:  control  (n=6),  acupuncture 
group  (n=6),  low  rate  (2  ㎐)  percutaneous  electrical  stimulation  group,  high  rate  (100  ㎐)  percutaneous  electrical 
stimulation  group  (n=6).  We  analyzed  morphological  effects  by  measuring  the  area  of  the  excision  wound,  the 
contraction  rate, and  chromatic  red. A digital  camera  and an  image  analysis program were used  to measure  and analyze 
the  wound  area,which  was  also  used  for  the  contraction  rate.  Chromatic  red  was  obtained  by  calculating  red,  green, 
and  blue  (RGB)  values  of  the  wound  area.

Results:  The  electro  acupuncture  stimulation  groupsshowed  significant  healing  effects  compared  to  the  control  and 
acupuncture  groups.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various  frequencies  of  percutaneous  electrical  stimulation  have  a 
therapeutic  effect  on  wound  hea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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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창상은 외상, 화상,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인한 족부괴사 등 다

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 빈도가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

다. 미국의 경우에 매 년 2백 5십만명의 화상환자, 6백만명의 

심각한 외상 및 찰과상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따라서 창상치료에 지출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 미국의 경우

에는  매년 30억 달라, 독일의 경우에는 매년 5억 유로, 영국

의 경우에서는 순수한 족부괴사 환자의 치료비용만 4억 유로가 

지출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 특히, 사성 질환인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족부궤양 등 창상의 발생률이 전체 당뇨

환자의 25% 정도로 당뇨를 앓고 있는 동안 많은 환자들이 창

상문제로 육체적 장애와 함께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각하게 영

향을 미쳐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3 

우리나라의 경우 창상 발생률에 한 체계적인 조사가 매우 미

흡한 실정이나, 일부 보고에 의하면 중환자실 환자의 욕창 발생

률이 10.5%∼40% 정도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4 산업재해, 

사고 등에 의한 화상환자의 발생은 2003년 기준으로 16,734명

으로 보고되었다.5 창상에 한 치료방법으로 항생제 및 부신 

피질호르몬 등을 이용한 약물치료,6 태아 세포를 이용한 세포치

료(fetal cell therapy),7 아시혈을 이용한 침치료 등 다양한 방

법들이 사용되고 있다. 창상에 한 물리치료로 저강도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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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등과 함께 가장 많이 적용되는 다양한 종류의 전기자극

은 창상과 주변에 혈류를 증가시켜 창상치유를 촉진시키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1 전기자극을 이용한 창상치료로 80V에서 

200V사이의 고전압맥동전류(high voltage pulsed current)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전기자극 조건은 

맥동빈도는 50∼120 pps, 맥동기간은 150 ㎲, 전류양은 15∼
20 ㎃ 정도이며, 이 정도의 매개변수에서 세포이동의 촉진이 

가장 크게 향상되며, 손상전류의 회복, 미세순환증진, 상피세포

의 이동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7,8 

또한 전기자극 시 적용되는 주파수 또는 맥동빈도는 2∼5 pps

의 저빈도가 미세순환을 현저하게 증가시키며, 피부궤양의 치

유가 촉진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보고되었다.7 임상적으로 창상

치료에 전기자극의 적용은 일반적이지 않지만, 치유과정에서 

피부의 내인성 전기장을 조절하는 인자로써 작용한다는 근거들

이 제시되고 있다.7 Burr 등9은 생체전기가 창상치유와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Carey와 Lepley10가 연속직류의 창상치

유효과를 연구한 이래 많은 연구자들이 창상치유를 목적으로 

한 전기자극에 하여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임상에서 전기

자극의 개념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골절 치유, 신경근 재활, 

통증조절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또한 

동물을 이용한 실험, 환자를 상으로 한 임상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7 부분의 창상치유를 위한 전기자극은 표면

전극을 이용하여 미세전류, 저강도 직류, 고전압 맥동전류, 저

전압 맥동전류 등을 통전시키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고전압 맥동전류와 저전압 맥동전류는 창상크기가 줄어드는 속

도를 촉진시키며, 지속직류는 조직의 인장력을 증가 시키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11 이러한 실험 결과는 비록 동물실험으로서 

전기자극의 효과들을 지지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기는 하

지만 아직 전기자극 을 이용한 창상치료 프로토콜의 더 효과적

인 방법의 제안은 미흡한 실정이다.7 침은 질병의 치료나 통증

조절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침 전극을 조직에 삽입하고 전

류를 통전시키는 침전극전기자극은 1970년  침 마취를 통해 

수술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다.12 침전극전기자극은 임상적으로 통증조절

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따라서 침전극전기자

극의 통증조절 효과에 한 기전이나 임상적 효과에 한 연구

가 주를 이루고 있다.13 또한 침이 조직치유를 촉진시키는데 효

과적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창상 주변에 침을 삽입하고 전

류를 통전시키는 방법이 임상에서 적용되기 시작하였으며,14,15 

침전극전기자극의 치료기전에 한 연구로 수술 창상은 교감신

경계의 활성으로 인한 혈관 수축이 창상부위를 저산소증으로 

만들기 때문에 창상부위에 혈액공급과 산소공급이 감소되어 치

유를 억제시키나 침 자극은 교감신경계의 활성을 억제시켜 창

상부위에 혈류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창상 치유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6 창상치유에 한 평가방법은 창상의 종류

와 형태에 따라 달라지며, 창상의 크기를 측정하는 형태학적 분

석, 육아조직의 무게와 인장력 측정, 육아조직의 조직학 및 생

화학적 분석 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17,18 창상에 한 임상연

구에서는 형태학적 분석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창상의 크기, 

체적, 색상 등을 측정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는데, 창상이 치

유되는 과정 중 색상은 적색에서 옅은 분홍색으로 변화하므로 

chromatic red, luminance 값을 구하여 치유율을 평가할 수 있

다.19 과거에는 창상의 치유과정을 측정하는 객관화된 기준이 

없었으나, digital planimeter나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 후 디지

털 영상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면적, chromatic red, lumi-

nance 등을 분석하거나, 두 의 카메라로 3차원 영상을 구성

할 수 있는 stereophotogrammetry로 분석하는 방법이 활용되

고 있다.20 침 또는 침전극전기자극이 창상 치유에 효과적이라

는 주장은 일부 임상가들에 의해 제시되었지만, 체계적인 창상

연구는 아직까지는 매우 미흡하기 때문에 임상적 근거를 제시

하는데 많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전기자극의 치유효과

에 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여러 가지 경피전기

자극 방법이나 침 등과 침전극전기자극의 효과에 한 비교나 

침전극전기자극 시 적용되는 주파수 등 매개변수의 차이에 따

른 효과도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침과 침전극전기자극의 창상수축 효

과를 비교하고, 침전극전기자극 시 주파수 차이에 따른 효과의 

알아보고자 디지털 영상분석을 통한 형태학적인 분석을 실시하

였다.

II. 연구방법

1. 실험동물

이 연구에서는 체중이 245±1.23 g의 8주령 Sprague-Dawley계 

백서를 분양 받아 1주일간 안정시킨 후 사용하였다. 사육실의 

온도는 22±1°C, 습도 55±10%를 유지 하였으며 명암은 12시

간 주기로 하고, 고형사료와 물은 자유롭게 먹도록 하였다. 실

험군은 네 군으로 분류하였으며, 각 6마리씩 총 24마리의 백서

를 사용하였다. I군은 아무런 치료를 적용하지 않은 조군, II

군은 피하전기자극 침을 자입하고 전기자극을 하지 않은 침 자

극군이다. 피하전기자극을 적용한 III군과 IV군은 각각 주파수

를 2 pps와 100 pps로 설정하여 자극하였다. 측정은 중재 적

용전, 2, 4, 6, 8, 10, 12, 14일에 각각 적출창상의 사진을 촬

영하여 창상의 크기, 수축률, chromatic red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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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lse rate
(pps)

Pulse duration
(㎲)

Treatment time
(min)

Low PENS 2 50 10

High PENS 100 50 10

Low PENS: Low rate percutaneous electrical stimulation
High PENS: High rate percutaneous electrical stimulation

Table 1. Percutaneous electrical stimulation (PES) mode 

Figure 1. Changing wound area following the measurement
day.
Time: p<0.01
Time * Group: p<0.01
Group: p>0.05 
Group 1: Control
Group 2: Acupuncture
Group 3: Low rate percutaneous electrical stimulation
Group 4: High rate percutaneous electrical stimulation

2. 실험방법

1) 적출창상 유발

백서의 적출창상을 유발하기 위하여 ether를 이용하여 흡입마

취 시킨 후 백서의 외이로부터 5 cm거리의 등배흉부 중앙부의 

전피층에서 직경 0.8 cm, 깊이 0.2 cm을 Acupunch (solo 

I-1908, 한민국)를 이용하여 피부층을 드러냈다.18

2) 창상의 형태학적 측정

(1) 창상의 크기

적출창상의 면적을 측정하기 위하여 디지털 카메라(Fujifilm 

A350, 일본)를 카피 스탠드(copy stand)에 고정한 후 창상 부

위로부터 수직으로 40 cm 떨어진 거리에서 촬영 하였다. 동일

한 명도와 조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카피 스탠드를 무반사 텐트

로 덮고, 촬영용 500 W 텅스텐 데이라이트 램프를 무반사텐트

의 30 cm 거리에서 적용하면서 촬영하였다. 촬영한 창상의 면

적은 Image analysis program (Image Pro Plus 4.1, 미국)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 창상의 수축률

창상의 면적을 분석한 값으로 수축률을 구하였으며, 다음과 같

은 식을 이용하였다.21

Wound contraction(%)= 
wound area day 0-wpund area day(n)

wound area day(n)

(3) Chromatic red

Chromatic red 값을 얻기 위해 Image analysis program 

(Image Pro Plus 4.1, 미국) 을 이용하여 창상의 전체면적에서 

Red, Green, Blue (RGB) 평균값을 얻어 사용하였다.20 전체 

창상의 표준면적에서 RGB 평균값을 산출한 후 다음의 식(r)을 

이용하여chromatic red 값을 산출하였다.22

Chromatic red(r)=
R

× 100
R+G+B

3) 피하전기자극

피하전기자극기(Myopoint II, Daeyang Medical Co., 한민

국)에 4개의 단극형 피하전기자극용 침전극을 연결한 후에 침

전극을 창상의 가장자리 부위에 삽입하여 교차배치 시켰다. III

군과 IV군의 전기자극 조건은 다음과 같다(Table 1). 피하전기

자극은 주 3회씩 2주 간 적용하였다.23

3. 자료분석

이 연구의 통계는 SPSS/PC 12.0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각 측정 

항목의 정규분포 유·무를 알기 위하여 단일표본 Kolmogorov- 

Smirnov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정규 분포가 인정되어 적출

창상의 면적과 수축률, chromatic red 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반복 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을 실시하였다. 

사후검정은 Tukey 검정을 실시하였다. 통계학적 유의성을 검증하

기 위해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III. 결과

1. 창상크기의 변화

창상크기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시간과 군 간의 교호작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시간에 따른 군 간 전체 면적의 변화 양

상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F=4.171, p<0.01). 조군과 

비교하여 치료군 들은 염증 초기인 2일째와 6일째에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며, 특히 침자극에 비해 침전극전기자극군인 III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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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omparison of contraction rate following the 
measurement day.
Time: p<0.01
Time * Group: p>0.05
Group: p>0.05
Group 1: Control
Group 2: Acupuncture
Group 3: Low rate percutaneous electrical stimulation
Group 4: High rate percutaneous electrical stimulation

Figure 3. Comparison of chromatic red following the 
measurement day.
Time: p<0.01
Time * Group: p<0.01
Group: p<0.01
Group 1: Control
Group 2: Acupuncture
Group 3: Low rate percutaneous electrical stimulation
Group 4: High rate percutaneous electrical stimulation

IV군이 더 큰 감소를 보였다. III군과 IV군의 창상크기의 변화

는 침전극전기자극 6일째부터 완만한 감소를 보였으며, 10일째

부터는 조군과 차이가 없었다(Figure 1).

2. 적출창상 수축률(%)의 변화

적출창상 수축률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주 효과에서 시간에 따

른 효과만 나타났다(F = 75.161, p<0.01)(Figure 2).

3. Chromatic red의 변화

적출창상에서의chromatic red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시간과 

군 간의 교호작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F=2.546, 

p<0.05), 시간에 따른 군 간 전체 면적의 변화 양상이 서로 다

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군 간 유의한 차이가 있어 사후 분석 

결과 조군과 저빈도 침전극전기자극군, 조군과 고빈도 침

전극전기자극군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군과 고빈도 침전극전기자극군은 6일, 침자극군은 4일, 저빈도 

침전극전기자극군은 4일까지 증가하다가 14일째 감소하는 양

상을 보였다(Figure 3).

IV. 고찰

뇌혈관장애나 척수손상과 같은 환자에 있어서 허혈성 피부궤양

은 심각한 합병증 중 하나이다.24 척수손상환자의 합병증 중 욕

창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9.9% 이며,25 당뇨환자들은 창상의 

원활한 치유과정을 방해 받게 되는 어려움을 갖고 있다.26

창상의 치유는 피부와 그 밖의 다른 연부조직의 손상 후의 

재생 과정이고,27 그 과정은 염증기, 새로운 조직의 형성기, 숙

성기 의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28 당뇨환자의 25%는 일생 동안 

창상으로 인한 통증, 신체적 제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3 Paul 등29이 초음파를 이용하여 압박성 궤양을 치료한 

이래 최근 많은 연구자들은 창상의 치유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레이저나 초음파 등을 이용한 물리적 방법들을 이용하고 있

다.30,31 동양의학에서는 침을 이용하여 다양한 질환 치료에 이

용해 왔으며,32 Han 등33은 침전기자극을 이용하여 내재성 아

편물질을 분비시켜 유해수용기의 역치를 상승시켰다고 보고 하

였고, 저빈도(2 ㎐) 침전기자극을 이용하여 항유해수용 물질인 

엔케팔린, 베타 엔도르핀 등을 유도해 내었다.34 많은 보고에 

의하면 전기자극을 통해 창상에서 육아조직의 수가 증가하고 

콜라겐 형성이 증가하는 것을 설명하였다.35 직류자극으로 창상

을 치료한 결과에서는 장력이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었고, 부

분 전극은 음극 전극을 창상부위 위 또는 내부에 배치하였다.36 

Oh 등37은 창상을 유발한 흰쥐에 미세전류를 적용한 결과 창

상치유 촉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Devitt은1 창상 주위

에 전기 자극을 함으로써 창상 치유를 촉진시킨다고 보고하였

다. 또한 고전압 맥동전류를 이용하여 창상유발 쥐에 적용하였

을 창상조직의 콜라겐 합성에 영향을 미쳐 창상회복에 효과적

이라고 하였다.38 이 연구는 창상에 침자극과 주파수를 다르게 

한 침전극전기자극이 창상치유에 미치는 효과에 하여 형태학

적 측면에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침전극전기자극이 창상치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침전극전기자극을 적요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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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학적 분석인 창상의 면적, 수축률, chromatic red에서 조

군에 비하여 주파수에 따른 침전극전기자극군에서 유의한 효과

를 나타내었다. 주파수에 따른 침전극전기자극에서 효과는 고

빈도(100 pps)가 저빈도(2 pps)에 비해 부분적으로 높게 나타

났다. 창상의 면적의 변화가 조군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가 

보였다. 특히 창상 초기에서 조군과 비교하여 치료군들의 창

상 면적의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침자극군보다 고빈도, 

저빈도침전극전기자극군의 감소폭이 더 컸으나 주파수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 수축률의 변화에서는 주 효과에서 시간에 

따른 효과만 나타났다. Chromatic red의 변화에서는 치유 정도

에 따라 red값이 점차 감소되는데, Bon 등19은 창상의 치유과

정 중 적색에서 옅은 분홍색으로 변화한다고 하였다. 분석 결과 

조군과 침전극자극군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고빈도침전

극전기자극군에서 가장 큰 감소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볼 때 고빈도, 저빈도침전극전기자극의 효과에는 큰 차이가 없

지만, 침전극만을 사용할 때 보다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창상의 치유과정 중 콜라겐의 형성은 중요한데, 많은 보고에서 

전기자극을 통한 창상치유에서 육아조직의 수가 증가하고 콜라

겐 형성이 증가하는 것을 보고하였다.35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

여 볼 때 창상유발 쥐에게 고빈도, 저빈도침전극전기자극을 적

용하면 상처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창상치유에 한 많은 방법들 중 약물치료는 간편하고 신속한 

효과와 정확한 정량적 기준을 갖고 있어 부분 약물을 중심으

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약물에 한 내성이 문제가 되며, 레이저

와 같은 경우에는 사용이 간편하지만 장비가 고가이고 치료비

가 많이 든다. 그러나 전기자극을 이용한 창상 치료는 사용이 

간편하고, 경제적이기 때문에 창상 치료를 위한 물리치료적인 

좋은 중재방법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전류 및 자극기의 종류, 

창상의 종류와 크기, 전극의 형태, 자극매개변수 등에 따른 일

반화 된 창상치료를 위한 전기자극 프로토콜은 아직 미흡한 점

이 있고 전기자극을 이용한 창상치유의 임상적 근거를 제시할 

다양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V. 결론 

창상을 유발한 24마리의 백서를 상으로 침자극과, 저빈도 침

전극전기자극, 고빈도 침전극전기자극을 하였을 때 창상 치유

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창상의 면적, 수축률, chro-

matic red의 형태학적 분석한 결과 조군에 비하여 치료군들

이 초기에 현저하게 회복되는 추세를 보였고, 특히 침자극에 비

하여 침전극전기자극군에서 큰회복세를 보였다. 그러나 침전극

전기자극군들의 맥동빈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

라서 창상유발 시 지속적인 침전극전기자극을 적용하면 창상부

위의 회복에 효과적인 치료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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