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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신경근전기자극(Neuro Muscular Electrical Stimulation, 

NMES)은 환자가 말초 순환을 촉진하고 근력과 지구력을 높

이며 운동기능을 재교육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물리치료 및 

재활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1) 신경근전기자극은 운동의 형

태를 체계화시키고 신체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제공되어

져 임상에서는 척수손상 환자의 사지를 수동적으로 움직이게 

하거나 일상생활동작을 보조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진다.2) 신경

근전기자극의 사용이 건강에 미치는 효과로는 신체 구성비 향

상과 뼈의 미네랄 밀도 감소를 최소화시키며, 심혈관계의 기

능을 개선하고 운동 시 호흡기계에 순응능력을 보다 효율적이

고 안전하게 만든다.3) 신경근전기자극에 의한 근육활동은 불

수의적으로 유발되고 이렇게 성립된 운동 단위의 동원 패턴은 

수의적 근수축과는 다르다. 하지만 근수축을 위해 호흡기계와 

심혈관계를 통한 에너지 소비는 반드시 필수적이다. 이론적으

로, 신경근전기자극은 호흡기계 및 심혈관계 활동을 증가시켜 

에너지 소비를 촉진하고 체중 관리를 위한 부가적인 중재로써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신경근전기자극의 효과 

조사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4) 

에너지 소비는 체중을 감소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활동이다. 

체중 증가는 인간에게 있어서 삶의 질과 건강에 위험한 영향

을 줄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이다.5) 체중 증가는 과도한 지방 

축적으로 나타나며, 이로 인해 신진대사를 변화시켜서 당뇨병

과 심혈관, 호흡기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다.6) 

이러한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체중감량이나 체중 조절은 심혈

관 질환 예방 및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주요한 관심사로 되어

오고 있다.7) 또한 과체중은 운동과 관련된 부상을 입을 수 있

으며, 과체중으로 운동을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삶

의 질 향상과 건강을 위해서는 지방 감소를 통한 체중 감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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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에너지 소비를 촉진시키고 에너지 효율을 효과적으로 알아

보기 위한 방법으로는 운동부하 검사가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

다. 운동부하검사는 비침습적인 검사로 심혈관계 질환의 진단 

및 심폐능력 수준의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며, 운동부하검

사 과정에서 측정되는 운동 중 또는 운동 후의 심박수 변화를 

이용하여 심혈관계 질환의 예후를 예측 할 수 있는 진단으로 

사용된다.8) 이러한 운동부하검사로 알아볼 수 있는 최대산소

섭취량(VO2), 최대이산화탄소배출량(VCO2)은 호흡 및 순환

기능을 평가하고 트레이닝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운동 외의 시간인 안정 시에 시행한 신경

근전기자극이 인체의 지방 연소에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심호흡계 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고, 운동 중에 

인체에 전기 자극을 병행하면 그 효과가 증가됨을 보고하였

다.9) 또한 Hsu 등10)은 신경근전기자극가 인체에 미치는 강도

에 따라 호흡기계 및 심혈관계를 활성화시켰다고 보고하였다. 

위의 연구에 적용된 신경근 전기자극은 휴대가 불가능한 장비

로 적용을 하여 움직임이 많은 상황이 아닌 안정 시 심호흡계 

변인을 측정하는데 특화되었다. 이런 형태의 전기자극은 운동 

시 심호흡계 변인 측정에 적절하지 않을 수 있어 본 연구에서

는 휴대가 가능하면 인체에 부착이 용이하게 되어 근육 전체

적인 면적에 적용이 가능한 휴대부착용 신경근전기자극을 활

용하여 운동부하 검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

은 휴대부착용 신경전기자극이 정상 성인에게 나타나는 호흡

기계(VO2 Max, VCO2 Max, RER, VT) 및 심혈관계(HR, 

SBP, DBP)에 미치는 효과와 호흡기계, 심혈관계를 통해 체

중, 체지방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자

본 연구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진행되었으며, 

대상자들은 충청남도 아산시에 소재한 S대학교 정상 성인 건

강한 남자 40명으로 선별하였다. 선정기준은 과거 인체관절의 

질환을 가지지 않은 자, 심혈관계, 호흡기계 질환을 가지지 않

는 자로 하였다. 모든 연구 대상자는 실험 전에 연구의 목적

과 실험 방법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실험에 동의하였

고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본 연구는 선문대학교 기관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다.

2. 측정도구 및 실험도구

1) 체성분 분석기

체성분이란 인체를 구성하는 모든 고분자 및 체액 성분을 의

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신체 부위별 임피던스를 측정하기 위

해 다주파수 부위별 임피던스 측정기가 사용되었다Inbody 

520 (Biospace, Korea). 대상자들은 운동부하 검사 전/후로 

체성분 분석을 실시하였고 체중, 체지방량을 측정하였다. 측정 

전 수동 신장계를 사용하여 신장을 측정하였고 정확한 측정을 

위하여 금속 장신구를 제거하였다(Figure 1).

2) 운동부하검사

심혈관계 변인, 호흡기계 변인을 측정하기 위해 운동부하검사

장비CPX(Q-STRESS TM55 2017, USA)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동 호흡가스분석장치를 이용하여 실험 전 프로

그램에 피험자의 성명, 연령, 성별, 신장, 체중 등에 관한 정

보를 입력시키고, 심전도(Electrocardiogram, ECG) 모니터

를 접속시켜 12 유도 심전도를 출력하였다. 운동부하검사 장

비에는 호흡중의 산소 및 이산화탄소의 농도, 흐름, 성분을 분

석하여 최대산소 섭취량, 운동능력, 심폐 기능 검사를 할 수 

있는 호흡가스분석과 수축기혈압, 이완기협압, 심박수를 측정

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호흡가스분석의 실시는 실험 2시간 

전 실험실의 환기를 실시한 후 산소(O2) 16%(±2), 이산화탄

소(CO2) 5%(±2), 나머지는 질소(N2)가 혼합된 표준가스를 

이용하여 호흡가스분석기의 0점을 맞춘 후 실시하였다(Figure 

2). 호흡가스분석과 혈압계의 측정변인은 Table 2와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40)

Category
Investigation 
group(n=20)

Control group
 (n=20)

Age (years) 21.81±1.87a 22.15±1.78

Height (cm) 173.08±5.73 173.48±6.37

Weight (kg) 74.77±8.44 76.29±7.92

a

mean±standard deviation

Table 2. Variables of the system

System Variables

Respiratory 

system

Oxygen Consumption Max (VO2 Max)

Carbon dioxide Consumption Max (VCO2 Max)

Respiratory Exchange Ratio (RER)

Tidal Volume (Vt)

Cardiac 

system

Heart Rate (HR)

Systolic blood pressure (SBP)

Diastolic blood pressure (D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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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경근전기자극

본 연구에 사용 되어진 신경근전기자극기(BARO CARE-100, 

Paxmedi, 2019)는 정사각형 대칭 이상파로, 20Hz의 주파수

를 가지고 있으며 자극의 사이클의 활동기, 휴식기 비율은 1:2

로 설정하였다, 총 10단계의 강도조절이 가능하며 강도는 대

상자들이 충분히 자극이 온다고 느껴지는 6단계로 설정하였

다. 본 연구에서 신경근전기자극의 적용부위는 복부근, 양측 

대둔근, 양측 대퇴사두근으로 설정하였다. 신경근전기자극은 

18g으로 무게가 가볍고 무선으로 되어있어 휴대가 편리하고 

인체에 부착하기 편하여 인체에 적합성이 높아 전기자극 효율

이 높게 나타난다. 손목, 발목 등 작은 관절 뿐만 아니라 허벅

지, 허리 등 신체의 큰 부위에도 적용이 가능하여 남녀노소 

쉽게 적용 할 수 있다(Figure 3).

3. 실험절차

연구대상자들은 운동부하검사 전에 체성분 분석기를 이용하여 

체중, 체지방량을 측정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은 실험군(20명), 

대조군(20명)으로 무작위로 나누어 선별하였으며, 실험군의 

중재는 신경근전기자극을 붙이고 운동부하 검사를 하였고 대

조군은 신경근전기자극을 붙이지 않고 운동부하 검사를 실시

하였다. 심혈관 변인을 알아보기 위해 피험자는 알코올 솜으

로 피부를 소독한 후 흉곽 주변에 심전도 전극 패치를 순서에 

맞게 부착하였다. 그 후 전기 패드(9 × 12 cm)를 물에 적셔 

복부근, 양측 대둔근, 양측 대퇴사두근에 스트랩을 사용하여 패

드가 직접 접촉되도록 하였다. 운동부하검사는 전문운동 선수들

과 신체 건강한 사람들을 검사하기 위해 최초 속도 2.74(km/h)

로 매 3분당 4.02(km/h), 5.47(km/h), 6.76(km/h), 

8.05(km/h)로 증가되어지고 각도 최초 10%에서 매 3분마다 

2%증가하게 하게 개발된 Bruce protocol (Bruce, 1968)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Table 3). Bruce protocol 검사에서 

운동 종료는 대상자들이 힘들다고 판단하였을 때 트레드밀을 

종료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신경근전기자극은 허리와 배, 

양쪽 허벅지, 종아리 총 6군데에 배치를 하였다. 모든 연구 대

상자는 운동부하 검사 전에 휴식 시 측정(Rest)과 운동부하 

검사가 실시한 후 3분마다 측정을 하였으며(E, E2, E3), 운동 

최대치가 된 시점(E4)에 종료가 된 후 회복기에는 3분 동안

(R1, R2, R3) 1분마다 측정하였다. 운동부하검사가 끝난 직후

에는 중재 사전/사후 체중 및 체지방량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체성분 분석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4. 자료분석

모든 측정값들은 SPSS/PC ver.22.0 for windows pro-

grams(SPSS INC. Chicago. IL)을 이용하여 산출 하였다. 대

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체지방량, 호흡기계 및 심혈관계 변인

의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 기술통계량을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

편차를 산출하였다. 그룹 내 신경근전기자극에 따른 종속변수

의 전후 비교를 위하여 일원분산반복측정(one way re-

peated ANOVA)를 실시한 후에 bonferroni로 사후 검정하

였다. 그룹 간 체중 및 체지방량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

표본 t 검정 신경근전기자극에 따른 종속변수의 차이를 비교

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모든 통계

학 검증을 위하여 유의 수준은 p<.05로 설정 하였다.

Table 3. Bruce protocol

stage time (min) km/hr slope

1

1

2.74 10%2

3

2

4

4.02 12%5

6

3

7

5.47 14%8

9

4

10

6.76 16%11

12

5

13

8.05 18%14

15

Figure 1. Body composition analyser Figure 2. Graded exercise tester Figure 3. Neuromuscular electronic 

stim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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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그룹 내 체중 및 체지방량 비교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그룹마다 20명씩이며 체중 및 체

지방량의 변화는 아래 Table 4와 같다. 체중에서 그룹간 전/

후 비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p>0.05), 체지방량에

서는 그룹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5).

2. 그룹 내 신경근전기자극 전ㆍ후 비교

1) 호흡기계 비교

각 그룹 내 전기 자극에 따른 호흡기계 변인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Table 5) (Table 6). 최대 산소섭취량, 최대 이산화탄소 

배출량, 가스교환율, 일회호흡량에서는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실험 전/중/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2) 심혈관계 비교

각 그룹 내 전기 자극에 따른 심혈관계 변인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Table 5) (Table 6). 심박수, 수축기혈압에서는 실험군

과 대조군에서 실험 전/중/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p<0.05). 그러나 확장기혈압에서는 각 그룹 내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3. 각 그룹 간 신경근전기자극 전ㆍ후 비교

1) 호흡기계 비교

실험군과 대조군의 신경근전기자극에 따른 호흡기계 변인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Figure 4). 최대 산소 섭취량, 최대 이산

화탄소 배출량, 가스교환율은 운동부하 검사 시작 후 3분 후, 

6분 후, 9분 후인 E1, E2, E3에서 두 그룹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Table 4. Body weight and fat mass between groups

Investigation group 
(n=20)

Control group (n=20) t

Weight 
(kg)

pre 74.77±8.44 76.29±7.92 1.581

post 73.81±7.54 75.86±6.17 1.826

Body fat (%)
pre 16.58±3.12 18.75±4.09 1.862

post 15.93±2.83 18.32±3.87 2.387
*

all variabl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Table 5. Variables of experimental group

Rest
Exercise Recovery

F
E1 E2 E3 E4 R1 R2 R3

Respiratory

system

VO2Max 0.63±0.15 0.91±0.12 1.50±0.23 2.24±0.32 2.63±0.67 2.30±0.56 1.96±0.59 1.66±0.55 13.682***

VCO2Max 0.58±0.15 0.63±0.12 0.97±0.22 1.53±0.26 2.21±0.66 2.02±0.61 1.85±0.56 1.67±0.52 7.851**

RER 0.94±0.11 0.83±0.13 0.75±0.05 0.77±0.04 0.82±0.05 0.88±0.13 0.94±0.12 1.01±0.15 4.438**

VT 504.24±136.33 561.25±104.35 592.32±101.14 649.85±132.51 678.28±138.24 603.86±143.28 572.70±152.82 547.86±108.38 7.446**

Circulatory

system

HR 73.73±11.23 79.93±13.57 82.78±10.42 94.75±12.85 108.43±15.84 102.53±12.27 93.24±9.24 77.60±13.26 21.758***

SBP 124.83±14.28 129.31±16.73 133.79±14.27 140.23±16.35 143.24±15.24 136.83±15.47 131.13±15.77 128.58±12.85 4.175**

DBP 85.30±7.10 82.30±10.01 85.80±7.91 89.09±7.35 95.78±6.87 87.27±7.61 85.38±5.76 84.78±6.18 1.973

all variabl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Rest: Before exercise, E1: 3 minutes after exercise; E2:6 minutes after exercise ; E3:9 minutes after exercise , E4:exercise

max, R1:1 minutes after finish exercise , R2:2 minutes after finish exercise , R3:3 minutes after finish exercise

*p＜0.05, **p＜0.01, ***p＜0.001

Table 6. Variables of control group

Rest
Exercise Recovery

F
E1 E2 E3 E4 R1 R2 R3

Respiratory

system

VO2Max 0.58±0.14 0.69±0.15 1.31±0.31 1.96±0.50 2.74±0.86 2.33±0.82 2.09±0.78 1.70±0.71 11.758***

VCO2Max 0.54±0.13 0.58±0.12 0.93±0.24 1.48±0.42 2.26±0.71 1.97±0.65 1.87±0.62 1.61±0.55 7.308**

RER 0.91±0.10 0.78±0.09 0.72±0.06 0.74±0.08 0.85±0.09 0.86±0.12 0.96±0.17 1.02±0.17 4.278*

VT 505.77±128.23 542.70±89.37 564.33±101.78 607.81±135.74 638.29±132.01 595.16±108.79 567.32±137.29 531.82±99.89 7.576**

Circulatory

system

HR 74.18±9.51 76.70±8.33 81.32±10.47 93.15±11.93 107.68±16.28 100.27±10.01 93.27±8.21 76.90±6.55 20.786***

SBP 125.24±13.86 126.13±10.32 132.42±12.74 141.30±16.84 144.23±13.27 138.35±14.82 130.86±14.91 127.89±11.27 3.973*

DBP 85.92±6.86 83.30±5.98 83.76±6.21 89.60±10.06 96.83±6.18 86.82±6.89 84.90±8.08 85.08±7.94 2.048

all variabl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Rest: Before exercise, E1: 3 minutes after exercise; E2:6 minutes after exercise ; E3:9 minutes after exercise , E4:exercise

max, R1:1 minutes after finish exercise , R2:2 minutes after finish exercise , R3:3 minutes after finish exercise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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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혈관계 비교

실험군과 대조군의 신경근전기자극에 따른 심혈관계 변인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Figure 5). 심박수와 수축기혈압에서 운

동 후 3분 후인 E1에서 두 그룹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5).

Ⅳ. 고찰

본 연구는 휴대부착용 신경근전기자극의 유무에 따라 성인에 

있어 운동부하 검사를 진행하였을 때 호흡기계 및 심혈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체중 및 체지방량의 변화에 대해 알

아보았다.

실험군, 대조군 각 그룹 간 체중과 체지방량의 변화에서는 

신경근 전기자극을 중재한 실험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Valtueña3)은 VO2max와 VCO2max와 같은 호흡기계 

변인은 칼로리를 낮춘 식이섭취에서 체중감소를 유도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Wijesinghe11)은 산소포화도가 

서로 다른 환경에서 따른 심호흡계 변인들을 비교 분석한 결

과, 100% 산소를 호흡할 때 이산화탄소분압이 5.0mmHg로 

증가하였고 분당환기량은 1.4L/min로 감소하였으며 사강

(Dead space)의 부피와 일회호흡량의 비율은 0.067 정도의 

증가를 보여 산소소비량의 변화를 주게 되는데 이는 인체 내 

칼로리 소모에 영향을 미쳐 체중 감소 효과를 만들 수 있다. 

Figure 4. Respiratory system comparison between groups

Figure 5. Comparison of cardiovascular system between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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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선행 연구들의 결과들은 본 연구의 정상 성인의 호

흡기계, 심혈관계 변인의 차이와 유사한 결과로 보인다. 호흡

기계와 심혈관계는 밀접한 상호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두 기관 모두 숨뇌의 조절을 받고 동맥과 정맥으로 서로 연결

되어 있기 때문이다. 증가된 최대 산소섭취량과 최대 이산화

탄소배출량은 심장의 박출량을 증가 시키고 이는 혈관벽의 압

력을 증가시켜 심혈관계 변인까지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12)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운동 부하검사를 실시한 3분 후, 6분 

후, 9분 후에서는 호흡기계의 변인들에서 유의한 차이의 나타

났고, 심혈관계 변인에서는 운동 후 3분 후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났다. 이에 따라 신경근전기자극은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대사를 증가시키고 에너지 소비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

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휴대부착용 신경근전기자극이 유무에 

따라 호흡기계 및 심혈관계 변인들을 증가시켰고 회복기에 다

시 감소하는 패턴을 보였다. Ponomarenko13)의 연구에서는 

전기자극 치료를 적용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발기 부전군과 복

부 비만군에 경두개자기자극과 전기 자극은 발기 능력과 지질

대사를 향상시켜주고 더불어 저혈압과 진정 효과 영향을 미친

다고 하였다. 특히 발기부전군에서 치료 전보다 치료 후 테스

토스테론이 의미 있게 증가되었다고 하였다. Chien7)의 연구

에서는 폐경 여성 비만군에게 침을 이용한 경피전기자극 적용 

시 체지방률과 허리둘레가 유의하게 감소되었다고 보고하였

다. 위의 결과는 경피전기자극은 폐경 여성 비만군에게 심박

변동수(heart rate variability)와 신체 구성요소를 증가시킨

다고 하였다. Lin14)은 폐경 후 비만 여성을 대상으로 복부 부

위에 다양한 주파수의 전기 자극을 주어 신체 구성(몸무게, 

허리/엉덩이 비율, 체지방율, 순수근육부피율)에 미치는 효과

를 연구하였다. 위의 전체적인 연구 결과로 중주파의 전기자

극을 주었을 때 실험군의 심혈관계, 호흡기계 변인에서 상당

한 변화를 보였다. 이 연구는 중주파 전기 자극이 폐경 후 비

만 여성의 신체 조성비 향상에 도움을 주고, 그들에게 더 나

은 건강의 가능성을 입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와 같

이 신경근전기자극은 호흡기계 및 심혈관계에 영향을 주어 체

중 및 체지방량에 변화를 줄 것으로 생각된다. Doheny15)의 

연구에서 전기 자극은 다양한 신경계, 근골격계 장애의 증상

을 완화시키고 근력을 증가시키는데 널리 사용되고 있고 하였

고, 또한 체중 감량에 있어 물리적으로 활성화되고 자발적인 

운동의 증가를 이끌고 있고 하였고, Andrade16)은 남녀의 1

년간 체중과 체질량지수의 변화를 관찰하였을 때 수축기 혈압

과 확장기 혈압 증감에 연관이 있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본연구에 사용되어진 휴대부착용 신경근전기자

극은 성인에 있어 호흡기계 및 심혈관계를 활성화시키고 운동

시 체중감량의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

점은 체중감량에 있어서 비만 성인과 정상 성인간의 신경근전

기자극을 비교하지 않았다. 또한 전기 자극의 강도는 개인마

다의 객관적인 강도로 적용하여 일반화하지를 못하였다. 하지

만 본 연구는 신경근전기자극이 호흡기계 및 심혈관계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고 물리치료분야에서 전기 자극 치료

의 다양한 영역을 찾아내기 위하여 체중 감소와 관련된 추후

연구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운동부하 검사시 휴대부착용 신경근 전기자극 

유무에 따라 정상 성인에 있어 호흡기계 및 심혈관계에 미치

는 효과를 알아보고 체중 및 체지방량 감소의 차이를 확인하

기 위하여 시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그룹 내 비

교에서는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심박수, 수축기혈압에서는 실

험군과 대조군에서 실험 전/중/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각 그룹 간 신경근 전기자극 전/후 비교를 

하였을 때는 운동 부하 검사 시작 3, 6, 9분 후에 대 산소 섭

취량, 최대 이산화탄소 배출량, 가스교환율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심박수와 수축기혈압에서 운동 후 3분 후인 E1에서 

두 그룹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결론적으로 신경근 

전기자극 호흡기계, 심혈관계 변인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

는 체지방량 감소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또한 

신경근전기자극이 휴대부착용으로 적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운

동을 함과 동시에 전기자극을 적용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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