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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통증은 하나의 인지(cognition)현상이며, 통증을 인지하는

데 배정된 인간의 주의력은 한정되어 있다는 가설(Limited- 

capacity theory)하에 통증 인지에 할당된 주의력을 분산시킴

으로써 통증의 인지를 방해하여 통증을 감소시키려는 주의

산만(distraction) 기법이 사용되어 왔다.1,2) 주의산만에 사용

되는 기법은 단순한 수학적 계산부터 가상현실(virtual reality)

과 같은 첨단 기술을 이용한 기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

다.3-8) 그러나 가상현실과 같은 고차원적인 기법을 사용할 

경우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이 부담스러운 요소로 작

용한다. 그러므로 시행하기 편하고 경제적인 단순한 주의산

만기법을 이용하여 통증 인지를 억제할 수 있다면 임상에 

적용 시 비용-효과 면에서 매우 이로울 것이다. 

  ReliefBandⓇ (Woodside Biomedical, Inc., Carlsbad, CA)는 

수술 후 오심과 구토(postoperative nausea and vomiting, PONV)

의 치료에 사용되는 기구로서 경혈에 경피적 전기 자극을 

가함으로써 그 효과를 나타낸다. 이 기구에서 발생하는 전

기적 자극은 매우 단순하고 통증도 유발하지 않으므로 주

의산만 도구로 적합하다고 생각되었다. 이에 저자들은 정상 

자원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적인 통증 유발 모델에서 주의

산만도구로 사용된 ReliefBandⓇ가 통증 인지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고 통증 역치(pain th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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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Pain is recognized as a cognitive phenomenon, which involves the processing of information.  Given that human 

information processing is largely restricted to a number of simultaneous tasks, many interventions and techniques have been used 

to modify pain perception by distracting the cognitive processing of pain.  This study tested the hypothesis that the pain threshold 

to electrical stimuli is increased as a result of distraction using a ReliefBandⓇ.  

  Methods:  Twenty volunteers were enrolled in this study.  After attaching surface electrode to the medial plantar nerve territory 

of left foot, electrical stimuli were delivered to obtain baseline pain threshold and temporal summation threshold.  After 15 minutes, 

while distracting with ReliefBandⓇ, the same parameters were obtained. 

  Results:  Pain threshold and temporal summation threshold before distraction were 7.9 ± 2.2 mA and 7.0 ± 2.1 mA 

respectively.  During distraction pain threshold and temporal summation threshold were increased to 9.0 ± 2.4 mA and 7.8 ± 

2.2 mA respectively. 

  Conclusions:  Pain and temporal summation threshold to electrical stimuli were increased during distraction with ReliefBandⓇ. 

Although we applied a technique with weak distracting ability, this distracted the processing of pain perception significantly. Further 

research about various distraction technique will be required.  (Korean J Anesthesiol 2006; 51: 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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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와 시간적 가중 역치(temporal summation threshold)의 변

화를 분석하 다. 

대상 및 방법

  병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고, 정상 성인 자원자 20명을 

대상으로 실험의 목적과 방법에 대한 서면 동의서를 모두 

받고 실험을 시작하 다. 대상 자원자들의 평균 연령은 

29.5 ± 4.5세 다. 

  전기자극은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전기자극은 근전도기

(KeypointⓇ, Medtronics, USA)를 이용하여 구성하 다. 지속

시간이 1 ms이고 간격이 4 ms (250 Hz)인 연속적인 여섯 

개의 자극을 스위치를 누를 때마다 전달될 수 있게 조작하

는데, 이 여섯 개의 연속적인 자극을 피험자는 하나의 단

일 자극으로 느끼게 된다. 또한 이 여섯 개의 자극을 연속

해서 0.5초 간격(2 Hz)으로 다섯 번 전달할 수 있는 모드도 

조작해 놓았다. 

  통증역치와 시간적가중역치의 정의를 보면, 통증 역치는 

단일 전기 자극을 가하면서 자극의 크기를 증가시킴에 따

라 최초로 자극을 통증으로 느낄 때의 전기자극의 세기

(mA)로 정의하 고, 시간적 가중 역치는 0.5초 간격의 연속

적인 다섯 개의 전기자극을 가하면서, 전기자극을 증가시킴

에 따라 처음 두 개의 자극보다 마지막 두 개의 자극을 더 

크게 느낄 때의 전기자극의 세기(mA)로 정의하 다. 

  주의산만도구로 사용된 ReliefBandⓇ (Woodside Biomedical, 

Inc., Carlsbad, CA)는 수술 후 오심과 구토(postoperative nausea 

and vomiting, PONV)의 치료에 사용되는 기구로서, 손목의 내

측에 착용하여 경혈의 P6에 해당하는 부위에 경피적 전기 자

극을 가함으로써 그 효과를 나타낸다(Fig. 1). ReliefBandⓇ는 

비침습적이며, 휴대가 편하고, 건전지에 의해 작동하는 시계

처럼 생긴 경혈자극(acustimulation)기구이다. 피부 접촉 표면

은 두 개의 납작한 금속 전극을 가지며 이를 통하여 전기자

극이 가해진다. P6 경혈은 손목의 내측에 있으며, 원위 손목 

주름로부터 2-3 cm 근위부의 노쪽손목굽힘근(flexor carpi 

radialis)과 긴손바닥근(palmaris longus)의 힘줄 사이에 위치한

다. 전류의 세기는 1단계에서 5단계까지 다양하다. 

  기초 통증 역치와 시간적 가중 역치의 측정방법은 실험

실 침대에 피실험자를 반쯤 누운 상태에서 좌측 무릎을 약 

45도 굴곡시키고 무릎 밑에 베개를 대어 편안하게 느끼도

록 한 다음, 좌측 발바닥의 내측 족부 신경 역에 표면전극

을 약 1.5 cm 간격으로 두 개 부착하 다. 최초 전기자극의 

크기를 1 mA로 정하고, 10-20초 사이의 간격으로 불규칙

하게 0.5 mA 단위로 전류의 세기를 증가시켜 나갔다. 단일

자극에 의해 전기 자극을 통증으로 느낄 때까지 전류세기

를 증가시켰으며, 피실험자가 아프다고 보고할 때의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 으며, 여기서 구한 값을 통증 역치 값으로 

하 고, 위 과정을 2회 더 시행하여 총 3회의 평균치를 구

하여 통증 역치를 구하 다. 좌측 발바닥에 통증의 여운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린 후 시간적 가중 역치의 측정을 시작

하 다. 0.5초 간격의 세기가 같은 연속적인 다섯 개의 전

기 자극을 1 mA에서부터 시작하여 10-20초 간격으로 불

규칙하게 0.5 mA 단위로 증가시켜 처음 두 개의 자극보다 

마지막 두 개의 자극을 더 크게 느낀다고 보고할 때까지 

전류의 세기를 증가시켰으며, 마지막 두 개의 자극을 더 크

게 느낀다고 피실험자가 보고하면 그 때의 전류의 세기를 

시간적 가중역치로 보고, 이 역시 3회 반복 측정하여 그 평

Fig. 1. ReliefBandⓇ. Green light means that level 5 electrical stimuli 

is being delivered.

Fig. 2. During distraction with ReliefBandⓇ. Simultaneous electrical 

stimuli are delivered from ReliefBandⓇ and surface electrodes attached 

on medial plantar nerve terri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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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치를 시간적 가중 역치로 간주하 다. 

  주의산만 중(ReliefBandⓇ 착용 중)의 통증역치와 시간적 

가중 역치의 측정은 기초 통증역치와 시간적 가중 역치를 

구하고 나서 약 15분 후 피실험자가 안정되었다고 보고하

면, 피실험자의 우측 손목에 ReliefBandⓇ를 착용시키고 난 

후(Fig. 2), 1단계에서 5단계 중 가장 신경이 쓰일 만한 단

계로 전기자극을 가하게 하고, 약 5분 후 ReliefBandⓇ의 전

기 자극에 익숙해졌다고 보고하면, 기초 통증 역치와 시간

적 가중 역치의 측정에서와 똑같은 방법으로 좌측 내측 족

부 신경 역에 전기 자극을 가하는 동시에 착용한 Relief-

BandⓇ에서도 지속적으로 전기자극을 유발시킨 상태에서 통

증 역치와 시간적 가중 역치를 각각 3회 평균치를 구하여 

측정하 다. 

  ReliefBandⓇ 착용 전과 후의 통증역치와 시간적 가중의 역

치의 변화는 Wilcoxon Signed Rank test를 시행하 고, P값이 

0.05 미만이면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간주하 다.

결      과

  ReliefBandⓇ 착용 전 통증 역치와 시간적 가중 역치는 각

각 7.9 ± 2.2 mA, 7.0 ± 2.1 mA이었고, ReliefBand
Ⓡ 착용 

후에는 각각 9.0 ± 2.4 mA, 7.8 ± 2.2 mA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다(Fig. 3)(P = 0.001, P = 0.003). 

고      찰

  본 연구에서 ReliefBandⓇ 착용 전 통증 역치와 시간적 가

중의 역치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다. 상대적으

로 약한 주의산만 능력을 가진 ReliefBandⓇ로도 통증역치와 

시간적 가중 역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 다. 

이는 단순한 주의산만으로도 통증의 인지에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의산만은 통증의 인지를 감소시키기 위해 일상생활에

서도 흔히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배가 아픈 자식의 통

증을 감소시키기 위해 부모가 재미있는 이야기나 놀이로 

아이의 주의력을 분산시킴으로써 통증을 일시적으로나마 

덜 느끼게 하는 것이 주의산만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다. 주의산만은 유해 자극(adverse stimulus)에 의해 발생

된 감각 또는 감정적인 반응으로부터 집중력이 멀어지는 

현상으로 넓게 정의될 수 있다.1) 주의산만의 진통 효과에 

대한 주된 이론적인 기반은 주의력의 제한-용량 모델(li-

mited-capacity model)에 의존한다. 이 이론은 정보 가공은 

제한되어 있으며 하나의 자극이나 업무에 대한 주의력이 

할당되면, 다른 자극들이나 업무들에 사용가능한 자원을 제

한한다는 가설을 갖고 있다.1) 그리하여 집중력이 필요로 하

는 또 하나의 업무는 통증을 가공하는 용량을 제한하여 통

증에 대한 민감도를 감소시키게 된다는 것이다.2) 

  이런 주의산만에 이용되는 도구는 단순한 수학적 계산으

로부터 음악,3) 유머,4) 그리고 가상현실을 이용한 복잡한 기

법에 이르기 까지 매우 다양하다.5,6) 이 기법들 중 피험자나 

환자의 주의력을 가장 끌 수 있는 기법이 통증의 인지를 

가장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의산만이 통증의 인지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는데 가

장 자주 사용되는 지표가 환자나 피험자의 주관적인 통증 

보고(visual analogue scale, VAS)와 통증 내성(pain tolerance)

이다. 전자는 통증의 감각-식별 측면(sensory-discriminative as-

pect)을 반 하고, 후자는 감정-동기 측면(affective-motiva-

tional aspect)을 대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 

  감각-식별 측면을 산만하게 하는 방법은 단순한 전기 자

극이나 수학적 계산과 같은 정서적으로 중립적인 작업이 대

표적이다. Hodes 등은7) 정서적으로 중립적인(affectively neutral) 

주의산만 기법은 감각 가공(sensory processing)에 접근하는 

아픈 감각과 경쟁적인 감각입력을 제공함으로써 그 효과를 

나타낸다고 주장하 으며 실험적으로 통증 내성에는 변화를 

주지 않으나 통증 정도를 감소시키는 양상으로 나타나며 임

상적으로는 요추 천자나 정맥 천자와 같은 상대적으로 짧은 

통증 자극에 대한 환자의 통증을 관리하고자 사용할 때 가

장 효과적이라고 하 다. 이에 반하여, 만성 통증을 관리하

는데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기술하

다. 또한 정서적으로 중립적인 자극이라 하더라도 통증자극

과 유사한 형태의 자극을 동시에 가하는 것이 주의산만을 

더욱 잘 유발하여 통증 인지를 감소시킨다고 한다.8) 

  이와는 대조적으로, 기분과 인지의 조작은 통증자극의 감

정적, 평가적 가공에 향을 주어 통증을 변조시킨다. 감정-

동기 측면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은 유머, 음악, 화 등
Fig. 3. Pain and temporal summation threshold at baseline and during 

distraction. *: P = 0.001 and 0.003 compared with each baseline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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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으며 이들은 감정적 이입이나 추억을 유발시킬 수 있

는 기법으로 감각-식별 측면만 변조시키는 단순한 계산이나 

소음과 같은 주의산만기법보다 통증의 인지를 훨씬 더 방

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Mitchell 등은3) 선호하는 음악, 

수학적 계산 그리고 유머 중 선호하는 음악이 통증 내성 

시간을 연장시켰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 주의 산만 도구로 사용된 ReliefBandⓇ는 원

래 PONV의 예방과 치료에 사용되는 경피적 경혈 자극기이

다.9-11) 이 기구는 시계처럼 손목에 착용하여 간편하게 사용

할 수 있고 발생하는 전기 자극이 매우 단순하여 본 연구 

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생각되어 주의 산만도구로 사용되

었다. ReliefBandⓇ에 의해 발생하는 전기적 자극은 그 강도

가 비교적 약해 통증 역치에 큰 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

로 예상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통증 역치와 시간적 

가중 역치를 증가시켰다. 이 이유는 실험적으로 통증을 유

발하기 위해 전달된 전기 자극과 ReliefBandⓇ에 의해 발생

하는 전기적 자극의 성질이 유사하여 이와 같은 결과를 나

타낸 것으로 생각된다. ReliefBandⓇ의 자극은 정서적으로 중

립적이기 때문에 통증의 감정적인 가공에는 향을 미쳤다

기 보다는 통증 가공의 감각적인 측면에 향을 미쳐 통증 

역치와 시간적 가중 역치를 증가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이론적으로 주의산만은 통증 관리에 있어서 큰 

잇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이나 사실 주의산만의 효과에 대

한 임상적 또는 실험적 연구의 결과들은 일정치 않으며,12) 

통증이 매우 심하거나 매우 위협적일 때 주의력은 통증에 

집중되기 때문에 통증으로부터의 지속적인 주의산만은 거

의 불가능해진다고 한다.13) 또한 이런 주의산만을 이용한 

통증의 인지치료법은 대개 실험적인 통증이나 치과 치료나 

화상치료와 같은 주로 수기와 관련된 급성 통증의 완화에 

국한되어 있으며, 만성 통증 환자의 관리에 유용한 기법이 

될 수도 있으나,14) 오히려 통증을 더 증가시킬 수도 있다.15) 

 이번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통증 역치와 시간적 가중 역치

를 보고할 때에 피험자는 전기적 자극이 통증인지 아닌지

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주의산만도구에 의

한 자극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가해지는 전기적 자극이 통

증인지 아닌지 보고해야 하므로 주의 산만 도구에 의해 피

험자의 통증 인지에 대한 집중력이 분산된다 하더라도 전

기 자극을 통증으로 느끼는지 집중해야 하므로 완벽한 주

의산만 효과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본 

연구뿐만 아니라 주의산만 기법의 효과 판정에 피험자가 

보고하는 VAS의 변화를 지표로 삼는 실험적 연구가 가지

고 있는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 ReliefBandⓇ를 이용한 매우 단순한 

주의산만 기법으로도 전기 자극에 의해 유발된 실험적 통

증 역치 및 시간적 가중의 역치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

가시켰으며 향후 PONV의 치료 이외에도 마취과 역에서 

흔히 시행되는 비교적 덜 침습적인 수기(정맥천자, 말초 신

경 또는 중추 신경 차단술)와 관련된 단시간의 통증이나 수

술 후 통증의 관리에 보조적인 요법으로 ReliefBandⓇ를 사

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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