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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meta-analysis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microcurrent on inflammatory musculoskeletal diseases.

Methods : Domestic databases (RISS, NDSL, KISS, DBpia, and Kmbase) were searched for studies that conducted clinical trials 

associated with microcurrent and its impact on inflammatory musculoskeletal diseases. A total of 606 studies published between 

2002 and 2019 were identified, with 8 studies satisfying the inclusion data. The studies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patient, 

intervention, comparison, and outcome (PICO). The search outcomes were items associated with blood component, pain, and 

function. The 8 studies that were included in the study were evaluated using R meta-analysis (version 4.0). The quality of 7 

randomized control trials was evaluated using Cochrane risk of bias (ROB). The quality of 1 non-randomized control trial was 

evaluated using risk of bias assessment tool for non-randomized studies (RoBANS). Effect sizes were computed as the corrected 

standard mean difference (SMD). A random-effect model was used to analyze the effect size because of the high heterogeneity 

among the studies. Egger’s regression test was carried out to analyze the publishing bias. 

Results : The following factors had a large effect size involving microcurrent on inflammatory musculoskeletal diseases: blood 

component (Hedges’s g=-2.46, 95 % CI=-4.20~-0.73), pain (Hedges’s g=3.51, 95 % CI=2.44~4.77), and function (Hedges’s g=3.06, 

95 % CI: 1.53~4.58). Except for function (t=1.572, p=.191), Egger’s regression test showed that the publishing bias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Conclusion : This study provides evidence for the effectiveness of microcurrent on inflammatory musculoskeletal diseases in 

terms of blood component, pain, and function. However, due to the small sample sizes used in the included studies, the results of 

our study should be interpreted cautiously, especially considering the publishing b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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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근육뼈 계 통증(musculoskeletal pain)은 주요한 임상 

문제인데, 이중에서 염증성 관절질환들(inflammatory 

joint disease)은 젊은 나이에서 관절 통증을 일으키는 주

요한 원인이며, 뼈관절염(osteoarthritis)은 노인에게서 우

세하게 발생하는 관절 통증의 원인이다(Arendt-Nielsen 

등, 2011). 지속된 염증은 골다공증(osteoporosis), 뼈관절

염, 근육감소증(sarcopenia)과 같은 나이와 관련된 병리

(pathology)를 포함하는 많은 근골격격계 질환의 발생기

전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Gallo 등, 2017). 따라서 많

은 근육뼈 계 질환에서 염증에 한 치료가 요구되고 

있으며, 물리치료 분야에서는 염증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광선, 전기, 기계적 자극 등 다양한 물리치료 

인자를 활용하고 있다. 이중에서 전류를 활용한 미세전

류 전기자극(microcurrent electrical stimulation; MET)은 

일반적으로 1 ㎂와 1,000 ㎂ 사이에서 단상(monophasic) 

또는 양상(biphasic) 맥동 미세전류(pulsed microamperage 

current)로 전달되는 낮은 강도의 전류(low-intensity 

current)이다(Ahmed 등, 2012). 

동물을 상으로 한 실험에서 미세전류 자극은 ATP 

농축(ATP concentrations)을 현저하게 증가시켰는데, 미세

전류 강도가 약 500 ㎂까지 최  수준이 있었으나 이후 

감소되기 시작하여 1,000 ㎂에서는 50~100㎂ 수준까지 

감소되었고 5,000 ㎂에서는 조군과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되어 500 ㎂의 전류량에서 최  수준의 ATP 농축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Cheng 등, 1982), 사람을 상으

로 한 연구에서는 미세전류가 염증성 사이토카인 IL-1, 

IL-6, TNF-α, 신경펩타이드 P물질(neuropeptide substance 

P)의 혈청 수준을 감소시켜 섬유성 근육통(fibromyalgia)

의 통증 감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McMakin 등, 2004).

미세전류와 관련된 최근 연구 분야로는 표적으로 

통증과 관련된 연구들 중에서는 지연성 근육통(Cho와 

Song, 2014), 목통증(Armstrong 등, 2017), 외측상과염

(Kwon, 2019), 무릎관절염(Chung과 Cho, 2015), 근육회복

(Hiroshige 등, 2018) 연구들과 기능 개선과 관련된 연구

(Kwon 등, 2017) 및 상처 치유관련 연구들(Ahmed 등, 

2012; Nair, 2018)이 있다. 이러한 많은 연구들이 보고되

고 있음에도 미세전류에 한 좀 더 높은 수준의 근거에 

한 연구 분야는 조직치유와 관련된 연구에서만 체계

적 고찰 및 메타분석의 결과가 일부 보고되었는데, 전기

자극이 일반 치료에 비해 궤양의 치유에 우세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arnes 등, 2014). Barnes 등

(2014)의 메타분석 연구에서는 전기자극을 직류(direct 

current), 맥동전류(pulsed current), 교  전류(alternating 

current)로 분류하고 맥동전류는 전압에 따라 고전

압과 저전압으로 나누었으며, 교 전류는 양상 

칭파(biphasic symmetrical)와 양상 비 칭파(biphasic 

asymmetrical)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한 결과 맥동전류와 

교  전류가 일반치료에 비해 상처 크기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분석된 논문 수가 매우 적었으며, 연

구들 사이의 높은 이질성과 측정도구의 질적 및 신뢰도 

등이 제한점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많은 근육뼈 계 질환의 발생기전에 기여하는 

염증과 관련한 미세전류치료 분야들은 연구는 되고 있

으나 아직까지 좀 더 높은 수준의 근거에 한 체계적 

고찰 및 메타분석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염증성 근육뼈 계 질환의 미세전

류 효과에 한 메타분석을 통해 염증성 근육뼈 계질

환에 한 미세전류의 치료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것

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염증성 근육뼈 계 질환에 한 미세전류

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메타분석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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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선정 기준

본 연구는 메타분석을 위하여 PICO-SD(participants, 

intervention, outcome, study design)에 기초하여 연구를 선

정하였다. 연구의 선정 기준은 연구주제가 염증성 근육

뼈 계 질환이며, 미세전류를 적용한 임상연구로 한정하

였다. 연구 배제 기준은 연구주제가 염증성 근육뼈 계 

질환이 아닌 연구, 단일집단 연구, 사례연구, 평균 및 표

준편차 등의 통계적 수치가 제시되지 않은 연구 등 본 

연구의 설계와 맞지 않는 연구는 배제하였다. 

3. 자료 검색 및 선정 과정

자료의 검색데이터 베이스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RISS)국가과학기술정보 통합서비스(NDSL), 한국학술정

보원(KISS), 학술데이터베이스서비스(DBpia), 한국의

학논문데이터베이스(Kmbase)를 사용하여 논문을 검

색하였다. 검색어는 ‘염증(inflammation)’, ‘관절염

(arthritis)’, ‘상과염(epicondylitis)’, ‘힘줄염(tendinitis)’, 

‘사이토카인(cytokine)’, ‘인터루킨(intereukin)’, ‘미세전

류(microcurrent)’, ‘극저전류(ultra low current)’를 선정하

였다. 자료 선정과정은 물리치료학과 교수 2인과 임상 

물리치료사 2인이 최종합의하에 결정하였다.      

4. 논문의 질 평가

선정된 논문의 질 평가를 위해 무작위 논문들은 

Cochrane ROB(risk of bias)의 항목을 사용하여 분석하였

으며(Higgins와 Green, 2011), 비무작위 논문들은 

RoBANS(risk of bias assessment tool for non-randomized 

studies)의 항목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Kim 등, 2013). 

Cochrane ROB는 선택비뚤림(selection bias), 실행비뚤림

(performance bias), 탈락비뚤림(attrition bias), 결과확인비

뚤림(detection bias), 보고비뚤림(reporting bias), 그 외 비

뚤림(other bias)으로 구성되어 있다(Kim 등, 2016). 

RoBANS는 상군 선정(selection of participants), 교란변

수(confounding variables), 중재측정(measurement of 

exposure), 결과 평가에 한 눈가림(blinding of the 

outcome assessments), 불완전한 자료(incomplete outcome 

data), 선택적 결과보고(selective outcome reporting)로 구

성되어 있다.

5. 자료 분석

최종 연구 상으로 선정된 8편을 분석하여 연구들의 특

성에 한 정보를 분석하여 자료를 코딩하였다. 효과크

기는 R 메타분석 프로그램(version 4.0)을 이용하여 각 연

구들을 비교할 수 있도록 교정된 표준화된 평균효과크

기(corrected standardized mean difference; SMD)로 

Hedges’s g와 95 % 신뢰수준(confidence interval; CI)을 계

산하였고 Cohen(1988)에 따르면 효과크기 0.2는 작은 효

과크기, 0.5는 중간 효과크기, 0.8이상은 큰 효과크기를 

나타낸다(Sullivan & Feinn, 2012). 미세전류의 효과크기

를 검증하기 위해 각 연구물에서 종속변수에 따라 3개의 

범주로 나누어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는 혈액

성분 분석과 관련이 있는 변수들로 크레아틴인산화효소

(creatine phoshpokinase; CPK),  C 반응단백질(c-reactive 

protein; CRP), 젖산탈수소효소(lactate dehydrogenase; 

LDH), 인터루킨 반응세포비율(interleukin reactive cell 

ratio; IL-6), 백혈구(white blood cell; WBC)로 5개였다. 두 

번째는 통증과 관련된 변수들로 맥길통증질문지(McGill 

pain questionnaire; MPQ), 기계적 통증 문턱값(mechanical 

pain threshold; MPT), 통각굽힘반사(nociceptive flexion 

reflex; NFR), 열적 통증 문턱값(thermal pain threshold; 

TPT), 시각통증등급(visual analogue scale; VAS)으로 5개

였다. 세 번째는 기능과 관련된 변수들로서  악력검사

(grip strength test; GST), 근력검사(muscle strengthening 

test; MST), 족문폭(paw width; PW), 족문보장(stride 

length; SL), 걸음스피드검사(step speed test; SST), 일어나 

걸어가기 검사(timed up and go test; TUG), 걷기스피드검

사(walking speed test; WST), 능동관절운동범위(active 

range of motion; AROM)로 8개였다. 또한 하나의 연구에

서 여러 미세전류 치료 집단이 있는 경우 개별 논문으로 

취급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에 한 이질성 검증

은 Higgins의 I2 통계량을 분석하여 판단하였다. Higgins

의 I2 통계량에서 25 %는 낮은 이질성(heterogeneity), 50 

%는 중간 정도의 이질성, 75 %는 높은 이질성을 의미한

다(Huedo-Medina 등,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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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경우 변량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으로 

분석하였다. 출판편의(publication bias)를 파악하기 위해

서 Egger의 회귀분석(Egger’s regression test)을 실시하였

다.  

Ⅲ. 결 과

1. 연구의 선정 과정

연구의 선정 과정은 4단계를 통해 선정되었는데, 1단

계에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을 통해 576편, 국가과

학기술정보 통합서비스(NDSL) 135편, 한국학술정보원

(KISS) 69편, 학술데이터베이스서비스(DBpia) 33편, 한국

의학논문데이터베이스(Kmbase)를 통해 14편이 검색되었

다. 2단계에서 중복된 문헌을 제외한 후 남은 연구는 

606편이었다. 3단계에서 초록과 제목을 통해 상자가 

염증성 근육뼈 계 질환 및 미세전류가 아닌 연구들을 

제외하여 16편이 선정되었고 4단계에서 조직학 사진만 

제시되었거나 표만 제시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등의 데

이터가 없거나 조군이 없는 연구를 제외하여 최종 8편

이 선정되었다(Fig 1). 

Identification
Screening

E
ligibility

Included

RISS
(n=576)

NDSL
(n=135)

Kiss
(n=69)

Kmbase
(n=14)

Record after deleting 
duplicates
(n=606)

Excluded overlap
(n=221)

Screened records
(n=16)

Studies assessed
(n=8)

Meta-analysis
(n=8)

Excluded after screening 
of title and abstract

(n=590)

Excluded after full text 
review-first:

1. No data
   (n=7)
2. No control
   group
   (n=1)

DBpia
(n=33)

Fig 1. Flow chart of the study selection process

2. 선정된 연구의 특성

선정된 연구는 표본크기, 연구 설계, 상자, 중재 기

간 및 방법, 측정도구로 구성하였다(Table 1). 분석 상 8

편의 논문은 2002년부터 2019년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무작위 논문 7편, 비 무작위 논문 1편이었다. 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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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Sample size
Study
design

Subject

Intervention

Outcomes
EG CG

Duration
(min/ session/ week)

EG CG

Kwon, 2019 5 5 RCT Human 20/ 8/ 1 MC -
AROM, GST, MST, 

VAS

Chung & Cho, 
2015

15 15 RCT Human 20/ 3/ 6
MC+
CPT

CPT
VAS, MPQ

TUG

Cho, 2012 15 15 RCT Animal 20/ 6/ 1
AMC, 
CMC,
ATMC

- CPK, LDH, MPT

Yang et al., 2011 19 12 RCT Human 240/ 7/ 3 MC -
VAS, SST, TUG, 

WST

Lee et al., 2010 18 18 RCT Animal 20/ 7/ 2 MC - IL-6, TPT 

Jin, 2010 14 7 RCT Animal 15/ 5/ 4 MC - SL, PW

Kim, 2007 6 6 RCT Animal 20/ 3/ 1 MC - MPT, NFR, TPT

Lee et al., 2002 16 8 NRCT Animal 15/ 7/ 2 MC - CRP, WBC

EG; experimental group, CG; control group
AMC; anode microcurrent, AROM; active range of motion, ATMC; alternation microcurrent, CMC; cathode microcurrent, CPK; creatine 
phosphokinase, CPT; conventional physical therapy, CRP; c-reactive protein, GST; grip strength test, LDH; lactate dehydrogenase, MC; 
microcurrent, IL-6; interleukin reactive cell ratio, MST; muscle strengthening test, MPQ; McGill pain questionnaire, MPT; mechanical 
pain threshold, NFR; nociceptive flexion reflex, NRCT; non-randomized control trial, PW; paw width, RCT; randomized control trial, 
SL; stride length, SST; step speed test, TPT; thermal pain threshold, TUG; timed up and go test, VAS; visual analogue scale, WBC; 
white blood cell, WST; walking speed test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ies

사람이 3편, 동물이 5편이었으며, 중재기간은 1주가 3편, 

2주가 2편, 3주가 1편, 4주가 1편, 6주가 1편이었다. 주당 

미세전류 적용 횟수는 3회가 2편, 5회가 1편, 6회가 1편, 

7회가 3편, 8회가 1편이었으며, 회당 미세전류 적용시간

은 10분이 2편, 20분이 5편, 240분(4시간)이 1편이었다. 

3. 선정된 연구에 대한 질 검증

선정된 연구들 중 무작위 연구들에 한 질 검증은 

Cochrane ROB(risk of bias)를 사용하여 평가한 결과, 무

작위 배정순서에서는 무작위 배정을 실행하였으나 난수

표 또는 컴퓨터 등과 같은 구체적인 방법에 한 기술이 

없어 불명확한 연구가 7편이었으며, 배정순서의 은폐에

서도 은폐방법에 한 기술이 없는 논문이 7편으로 비뚤

림 위험이 불명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Table 2). 

연구 참여자와 연구자에 한 눈가림 및 결과평가에 

한 눈가림에서는 7편 모두 눈가림이 시행에 해 기술

이 없으나 이 중 4편(Cho, 2012; Jin, 2010; Kim, 2007; 

Lee 등, 2010)은 동물을 상으로 한 실험으로 연구 상

이 배정된 중재를 알 수 없어 눈가림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평가하여 비뚤림 위험이 낮은 것으

로 평가하였다. 불충분한 결과자료에 한 비뚤림에서는 

7편 모두 연구 설계에 따라 결과를 보고하여 비뚤림 위

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선택적 보고에서는 사전

에 정해진 방법 로 이루어졌으며, 탈락자가 발생된 연

구(Yang 등, 2011)의 경우 탈락의 이유를 기술하여 7편 

모두 비뚤림 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 외 비

뚤림 위험문제는 큰 문제점들은 없지만 미세전류의 주

파수나 파형 또는 전류강도에 한 설명이 명확하지 않

아 2편(Lee 등, 2010; Yang 등, 2011)은 비뚤림 위험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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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1편(Kwon, 2019)은 전류강

도를 상자가 느낄 수 있는 감각역치로 설정한 것은 미

세전류의 전류강도 적용에 있어서 비뚤림 위험이 높다

고 판단되었다. 

비무작위 연구 1편에 한 질 검증은 RoBANS를 사용

하여 평가한 결과 상군 선정, 교란변수는 동일한 상

군 집단에서 선정되고 교란변수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

어 비뚤림 위험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중재(노출)측

정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사용하여 비뚤림 

위험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불완전한 자료, 선택

적 결과 보고는 결측치가 없고 연구설계에 따라 보고하

여 모두 비뚤림 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결과 

평가에 한 눈가림은 눈가림 여부에 한 기술이 없어

서 판단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불명확한 것으로 판단하였

다(Table 3). 

Domain
Risk of bias

Unclear Low High

Random sequence generation (selection bias)

Allocation concealment (selection bias)

Blinding of participants and personnel (performance bias)

Blinding of outcome assessment (detection bias)

Incomplete outcome data (attrition bias)

Selective reporting (reporting bias)

Other bias

7

7

3

3

-

-

2

-

-

4

4

7

7

4

-

-

-

-

-

-

1

Table 2. Risk of bias for randomized controlled trial studies

Domain
Risk of bias

Unclear Low High

Selection of participants

Confounding variables

Measurement of exposure

Blinding of the outcome assessments

Incomplete outcome data

Selective outcome reporting (reporting bias)

-

-

-

1

-

-

1

1

1

-

1

1

-

-

-

-

-

-

Table 3. Risk of bias assessment tool for non-randomized studies

4. 미세전류의 효과크기

1) 혈액성분에 대한 미세전류의 전체 평균 효과크기

혈액성분에 한 미세전류의 전체 평균 효과크기를 

분석한 결과 효과크기의 동질성(homogeneity)은 I2=94 

%(Q=77.70, p<.01)로 높은 이질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Fig 2). 따라서 랜덤효과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

과 전체 연구의 평균효과크기 Hedges’s g=2.46(95 % CI: 

0.73~4.20)으로 나타나 큰 효과크기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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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 size of microcurrent on blood component

2) 통증에 대한 미세전류의 전체 평균 효과크기

통증에 한 미세전류의 전체 평균 효과크기를 분석

한 결과 효과크기의 동질성(homogeneity)은 I2=87.0 

%(Q=61.47, p<.01)로 높은 이질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Fig 3). 따라서 랜덤효과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

과 전체 연구의 평균효과크기 Hedges’s g=3.51(95 % CI: 

2.44~4.77)로 나타나 큰 효과크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Fig 3. Effect size of microcurrent on pain

3) 기능에 대한 미세전류의 전체 평균 효과크기

기능에 한 미세전류의 전체 평균 효과크기를 분석

한 결과 효과크기의 동질성(homogeneity)은 I2=83.7 

%(Q=30.74, p<.01)로 높은 이질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Fig 4). 따라서 랜덤효과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

과 전체 연구의 평균효과크기 Hedges’s g=3.06(95 % CI: 

1.53~4.58)로 나타나 큰 효과크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Fig 4. Effect size of microcurrent on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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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판편의 분석

 

출판편의를 확인하기 위해 Egger의 회귀분석을 이용

하여 분석한 결과 혈액성분(t=9.637, p=.001), 통증

(t=3.398, p=0.012), 기능(t=1.572, p=.191)으로 각각 분석

되어 기능을 제외한 혈액성분과 통증은 출판편의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Higgins와 Green (2011)은 메타분석 

연구에서 소규모연구영향과 출판 비뚤림을 적절하게 탐

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개의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권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문헌의 수가 10개 

미만이었으므로 출판편의 결과판정을 그 로 해석하기

는 어렵기 때문에 출판편의를 안정적으로 분석하기 위

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인 연구 결과들이 더 필요한 것으

로 판단된다. 

Ⅳ. 고 찰

본 연구는 2002년도에서 2019년도까지 국내에서 수행

된 염증성 근육뼈 계 질환을 상으로 미세전류를 적

용한 연구들 중 최종 선정된 8편의 논문은 학위논문 4

편, 학술논문이 4편이었으며, 무작위 논문 7편, 비무작위 

논문 1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최종 선정된 8편의 논문 

중 사람을 상으로 한 논문이 3편, 동물을 상으로 한 

논문이 5편으로 염증성 근육뼈 계 질환과 관련된 미세

전류 연구들은 동물을 상으로 한 연구들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인 혈액성분, 통증, 기능 모두

에서 효과크기의 이질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 조절변수

(moderator)들을 통한 이질성에 한 설명이 필요하였으

나 논문 편수가 10개 미만이었으므로, 조절변수 당 최소 

10개 이상의 논문이 필요하기 때문에(Hwang, 2016) 조절

변수들을 통한 메타분석을 실시하지 못했다. 효과크기가 

연구 간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면 효과크기의 분포에 주

의를 하면서 평균 효과크기를 보고해야 하며, 효과크기

가 서로 많이 다르다면 평균효과크기의 중요성보다 효

과크기의 실제 분산에 중점을 두고 해석해야 한다

(Hwang, 2016). 따라서 본 연구는 이질성이 높았기 때문

에 평균효과크기의 중요성보다 실제 분산에 중점을 두

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혈액성분과 관련된 효과크기에서 6편의 교정된 표준

화된 평균차이(Hedges’s g)는 -2.46으로 효과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효과크기의 분포를 나타내는 분

산을 살펴본 결과 6편 중에 4편의 연구만이 숲 그림

(forest plot)의 수직선(0)에 95 % 신뢰구간이 포함되지 않

아 신뢰구간이 포함된 2편을 제외한 4편만이 미세전류

에 의한 혈액성분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중에서 미세전류가 효과적인 연구들을 살펴보면 Lee 

등(2010)은 동물을 상으로 0.3 ㎐의 주파수와 20 ㎂의 

전류강도로 20분 동안 2주일 간 미세전류를 적용한 연구

였는데(Hedges’s g=32.05, 95 % CI=24.18~32.92), 적용된 

전류의 파형(wave) 등은 설명되어 있지 않았으며, 특히 

효과크기가 다른 연구들과는 너무 크게 차이가 나타났

기 때문에 향후에 조절변수 등 효과크기 설명에 한 추

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Lee 등(2002)의 

연구는 동물을 상으로 각각 15 ㎂의 전류강도

(Hedges’s g=2.10, 95 % CI=0.81~3.39)와 25 ㎂의 전류강

도(Hedges’s g=3.09, 95 % CI=1.51~4.67)로 15분간 총 4주 

동안 적용하였으며, 주파수 및 적용된 전류의 파형 등은 

설명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Cho(2012)의 동물을 상으

로 한 연구에서는 50 %의 순환 주기로 50 ㎂의 전류 강

도와 5 pps의 주파수를 20분 동안 6일 간 치료부위에 음

극(-)의 단상성 직사각형파(Hedges’s g=0.89, 95 % 

CI=0.13~1.64)를 적용한 미세전류에서는 효과적인 것으

로 나타났으나 각각 양극(+)의 단상성 직사각형파

(Hedges’s g=0.25, 95 % CI=-0.47~0.97)와 교 (alternating) 

극성모드(Hedges’s g=0.18, 95 % CI=-0.53~0.90)를 적용한 

미세전류에서는 수직선에 95 % 신뢰구간이 포함되어 다

른 중재방법들에 비해 미세전류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혈액성분

과 관련된 미세전류의 효과는 단기간 적용에서는 음극

(-) 전극을 치료부위에 적용한 미세전류가 염증관련 혈

액성분의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주 이상

의 적용에서는 적용된 주파수나 전류의 파형 등과 관계

없이 부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McMakin(2011)은 척추 외상이 있는 상자의 섬유성 

근육통의 경우 오직 40 Hz와 10 Hz의 특정 주파수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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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 미세전류에서만 염증성 사이토카인(inflammatory 

cytokine)들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국내의 미

세전류 연구들은 동물을 상으로 50 ㎂의 낮은 전류강

도와 50 ㎐ 이하의 주파수에서는 모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는데, 이러한 차이가 상자의 차이

로 인한 것인지에 한 것은 향후에 좀 더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통증과 관련된 효과크기에서 9편의 교정된 표준화된 

평균차이는 3.51로 효과크기가 큰 것으로 났으며, 실제 

효과크기의 분포를 나타내는 분산을 살펴본 결과에서도 

9편 모두 숲 그림(forest plot)의 수직선(0)에 95 % 신뢰구

간이 포함되지 않아 9편 모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 

염증성 근육뼈 계 질환의 미세전류에 한 통증 감소

효과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평균 효과크기

(Hedges’s g=3.51)보다 더 큰 효과가 나타난 연구들로는 

Kwon(2019)의 정상 성인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20 ㎐

의 주파수와 200 ㎲의 맥동기간, 감각역치(sensory 

threshold) 수준의 전압(±5-20 V) 강도로 외측 팔꿉관절 

힘줄에 지연성 근육통을 유발 후 미세전류를 4일 간 적

용한 연구(Hedges’s g=4.37, 95 % CI=1.61~7.12)였다. 또

한 Cho(2012)의 연구는 동물을 상으로 50 %의 순환 주

기로 50 ㎂의 전류 강도와 5 pps의 주파수를 20분 동안 

6일 간 치료부위에 각각 음극(-) 전극 미세전류(Hedges’s 

g=23.21, 95 % CI=16.87~29.55)와 교 모드 미세전류

(Hedges’s g=4.62, 95 % CI=3.17~6.06)를 적용한 연구들이

였다. 따라서 염증성 근육뼈 계 질환의 미세전류는 주

파수, 전류강도, 전극 극성 등 적용방법과 관계없이 통증

감소에 모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과 관련된 효과크기에서 6편 전체의 교정된 표준

화된 평균차이는 3.06으로 효과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

으며, 실제 효과크기의 분포를 나타내는 분산을 살펴본 

결과 6편 중에 5편만이 모두 숲 그림(forest plot)의 수직

선(0)에 95 % 포함되지 않아 신뢰구간이 포함된 1편을 

제외한 5편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평균 효과크기(Hedges’s g=3.06)보다 더욱 큰 효과가 나

타난 연구로는 Chung과 Cho(2015)의 연구로 60 의 퇴

행성관절염 환자를 상으로 5 pps의 주파수와 200 ㎂의 

전류강도로 20분 동안 6주간 미세전류를 적용한 연구

(Hedges’s g=9.05, 95 % CI=6.49~11.61)였다. 또한 

Kwon(2019)의 정상 성인을 상으로 가쪽 팔꿉관절 힘

줄에 지연성 근육통을 유발 후 4일 간 200 ㎲의 맥동기

간, 감각역치(sensory threshold) 수준의 전압(±5~20 V) 강

도로 20 ㎐를 적용한 미세전류(Hedges’s g=1.83, 95 % 

CI=0.22~3.44)는 기능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100 ㎐를 적용한 미세전류 그룹은 수직선에 95 % 신뢰

구간이 포함되어(Hedges’s g=1.46, 95 % CI=-0.03~2.94) 

다른 중재방법들에 비해 미세전류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람을 

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는 200 ㎂ 이상의 미세전류가 기

능에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Egger의 회귀분석을 통해 출

판편의를 분석한 결과 기능을 제외한 혈액성분과 통증

에서 출판편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구 편수가 

적어 안정된 결과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한 안정

적인 출판편의에 한 해석을 하기는 어려운 제한점이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2002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염증성 근육뼈 계 질환을 상으로 미세전류를 적용한 

연구들 중 최종 선정된 8편을 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염증성 근육뼈 계 질환에 한 

미세전류의 효과는 염증관련 혈액성분, 통증, 기능에서 

모두 조군들보다 효과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염

증관련 혈액성분의 경우 50 ㎐미만의 미세전류들에서 

효과적이었으며, 통증 감소의 경우는 미세전류의 적용방

법과 관련 없이 모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기능의 

경우는 특히, 20 ㎐ 미만의 저빈도와 200 ㎂ 이상의 전류

강도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는 임상에서 염증성 근육뼈

계 질환에 한 미세전류의 치료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비뚤림 위험도 

평가의 일부항목들에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불명확한 

것으로 평가된 연구들이 다수 포함되었으며, 연구들 사

이에 이질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고 안정적인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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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에 한 분석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해 주의해서 해석해야 하며, 향후에 질적으로 높은 수

준의 연구들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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