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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요통은 임상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으로 

80% 이상의 사람들이 살면서 요통을 한 번씩은 경험하게 되

고, 이 중에 회복이 되지 않은 15% 정도의 사람들이 만성 요

통을 겪는다.1) 만성적인 요통은 허리의 운동 범위를 제한시키

고 몸통의 유연성과 근력, 지구력의 저하를 가져와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2) 만성 요통의 경우 관절 주

위의 신경근 조절 능력이 감소하고 고유수용감각체계의 결손으

로 인하여 관절의 불안정성(instability)을 유발하게 된다.3)

고유수용성감각은 근방추, 골지건 기관, 관절이나 관절낭, 

인대에 분포하는 기계적 수용기에 의해 시각적 정보 없이 신체 

부위의 공간적 위치 혹은 움직임을 감지하는 무의식적인 감각정

보이다.4) 요통 환자의 경우 고유수용감각 결손으로 인한 신경근 

조절 능력이 상실되어 관절의 기능적 불안정성이 유발되어 재 

손상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5) 육군창(2007)의 연구

에 의하면 만성요통환자는 체간 위치 감지력 저하와 근육의 안

정화가 떨어져 고유수용성감각이 저하되어 있다고 하였다.

또한, 만성요통환자는 근육의 이완이 지연되는 현상으로 인

해 안정 시 허리뼈 주위근(가장긴근, 허리엉덩갈비근 등)의 근

활성도가 증가되어 있으며 요통 환자의 30~60%는 정상인에서 

보이는 체간 굽힘 이완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7) 체간 굽힘 이

완 현상이란, 정상인이 체간을 굽힘 시킬 때 허리뼈 주위근의 

신장성 수축으로 근전도 신호가 증가되다가 체간 굽힘이 증가되

면서 점차 근전도 신호가 감소하여 끝 범위까지 체간을 굽힘 시

키면 허리뼈 주위근이 현저하게 이완되는 현상이다.8) 요통 환자

는 정상인에 비해 물건 들기, 물건 놓기, 일어서기, 앉기, 계단 

오르기를 할 때 모든 동작에서 가장긴근(longissimus), 허리엉

덩갈비근(iliocostalis lumborum), 뭇갈래근(deep mulifid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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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근활성도가 더 증가되어있다.9) 

요통을 관리하기 위한 치료법은 비수술적 처치로는 침상안

정, 생활 스타일 변경(체중 감소, 금연, 운동 프로그램), 열 또

는 한랭 치료가 있다.10) 한랭과 온열은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쉽게 적용할 수 있으며 안전하면서 비침습적 치료로 비용 면에

서도 저렴하다. 일반적으로 급성 및 아급성 손상 시에는 한랭 

치료를, 만성 손상에는 온열 치료를 주로 사용한다.11)

손상된 조직에 온열치료를 하는 것은 통증과 근육의 경련

을 감소시키기 위해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다. 온열의 생리적 

효과는 통증을 감소시키며, 혈류를 증가시키고 조직의 치유를 

증진시키며, 근육을 이완시킨다.12) 열의 국소적용은 근방추 자

극역치를 낮추고 감마 날신경섬유 발화율을 낮추어 근육을 이

완시킬 수 있는데, 이것은 근방추가 쉽게 흥분한다는 것을 뜻

하며, 결론적으로 근육은 열이 적용되는 동안 아무런 자극이 

없으면 근전도상 반응이 없는 상태로 있을 수 있지만 아주 약

간의 수의적 또는 수동적 운동이 일어난다면 날신경섬유 흥분

을 일으켜 근육의 수축이 증가하게 된다.13) 

냉처치의 목적은 신체의 열을 억제하여 조직의 온도를 낮

추는 역할을 하며,14) 조직의 온도, 대사과정, 염증, 통증, 순환, 

조직의 경직, 근경련, 지연성 근통증 등을 감소시키기 위해 일

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15) 냉의 국소적용은 국소 신경 활동을 

감소시키며, 냉에 의해서 냉각이 일어나면 고리나선 신경종말

과 꽃술 신경종말, 그리고 골지힘줄기관 신경종말의 모든 발화

율이 느려지며 실제로 냉각은 들신경 활동률을 감소시키고 근 

긴장은 높이며 결론적으로 냉은 근방추의 자극역치를 높여서 

근활동을 감소시킨다.16)

선행 논문의 연구에 따르면 슬관절의 냉온처치 시 고유수

용성감각 수용기에 영향을 미치며 운동 손상 예방과 재활치료

에 효과적인 처치 방법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발표했

다.17) 지금까지 온열과 한랭의 적용에 따른 신경생리학적 연구

는 많이 있지만 만성요통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허리의 냉온처

치에 따른 고유수용성감각과 근활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만성 요통으로 인한 허리의 고유수용성감

각의 저하와 근활성도의 이상이 냉온처치로 인해 변화가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부산시 C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30명

을 무선 표집하여 측정하였다. 실험 전 연구대상자들에게 연구

의 목적 및 과정에 관한 설명을 한 후 동의를 받아 연구를 실

시하였다. 대상자 30명 중 중재 방법에 따라 무작위로 냉처치

군과 온처치군으로 나누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의 

신체적 특징은 (Table 1)과 같다.

1) 참여기준

(1) 만성적으로 3개월 이상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는 VAS(Visual 

Analog Scale) 수준 4이상인 자

(2) 20~25세인 자

(3) 선 자세에서 극심한 통증을 느끼지 않고 허리 굽힘과 폄을 할 

수 있는 자

2) 제외기준

(1) 최소 6개월 이상 외과적 수술을 한 병력이 없는 자

(2) 전정기관에 문제가 있거나 신경손상이 있는 자

2. 연구내용 및 절차

본 연구는 실험실 내의 실내온도 18.8°C를 유지한 상태로 온열

과 한랭 처치를 실시하였으며 실험 절차는 (Figure 1)과 같다.

1) 중재 방법 

(1) 냉 적용

냉처치는 1kg의 아이스를 수건 한 장으로 감싸만든 아이스팩

(ice pack)을 이용하여 허리관절에 15분간 처치를 한 후,17) 

허리관절의 표면 온도를 측정하였다. 허리관절의 평균 표면온

도는 적외선온도계(성광, TM330)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ice pack 적용 시 22.23±1.75°C, 무처치 시 33.01±1.24°C를 

유지하였다. 

(2) 온 적용

온처치는 전기핫팩을 이용하여 허리관절에 15분간 적용하였으

며, 온도 측정 방법은 냉처치와 같다. 이때핫팩(hot pack) 적

용 시 36.99±1.40°C를 유지하였다.

Group Ⅰ (hot) Group Ⅱ (ice)

sex(male/female)

age(y) 

height(cm)

weight(kg)

Visual Analog Scale

4/11

22.07±1.22

162.1±9.30

52.8±8.63

6.19±0.94

6/9

21.93±1.16

163.42±5.65

56.4±9.19

6.32±0.82

(mean±SD)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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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 방법 

(1) 재위치오류(reposition error) 측정 

능동적으로 관절의 위치감각을 정확히 재현할 수 있는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로써 허리굽힘 목표각 30°, 60°를 각각 재현하

도록 하였다. 대상자에게 바로 선 자세에서 눈을 감은 후 허리

굽힘 30°의 위치를 5초간 알려주었다. 그 다음 다시 눈을 감은 

채로 그 각도에 위치하도록 지시하여 오차를 측정하였다.6) 허

리 굽힘 60°도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 모두 3회 측정하

여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측정 자세는 (Figure 2)와 같다.

(2) 근활성도 측정

냉온처치 전후의 근활성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가장긴근

(longissimus)과 허리엉덩갈비근(iliocostalis lumborum)의 

근전도를 측정한다. SENIAM 지침에 따라 전극을 배치하였으

며,19) 가장긴근에 대한 전극은 허리뼈 2번 높이에서 근육 섬유 

방향과 평행하게하여 가시돌기로 부터 30mm 가쪽 지점에 부

착하였다. 허리엉덩갈비근의 경우 전극은 허리뼈 2번의 높이에

서 위뒤엉덩뼈가시(posterior superior iliac spine)으로 부터 

손가락 한마디 정도의 거리와 갈비뼈의 가장 하부의 지점에 전

극을 부착한다. 각 근육의 활동전위를 표준화하기 위해여 최대 

등척성 수축운동(MVIC)을 사용한다. 최대등척성 수축을 위한 

근력자세는 팔과 다리를 30°정도 들게 하여 슈펴맨 자세에서 

30초간 유지하도록 실시한다(Figure 3). 처치 전후의 근전도 

비교자세는 30° 허리를 숙인 자세에서 30초간 측정한다. 전기

Figure 1. Flow diagram of the study

 

Figure 2. Starting position Figure 3. Left : EMG pad attachment, Right : 
superman position for MV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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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잡음을 최소화 하기 위해 움직임을 제한하지 않는 하에 피

부에 테이프로 전극을 고정한다.

3. 측정도구

1) 적외선온도계(성광, TM330) : 무처치 시 온도와 냉온처치 후

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적외선 온도계로 허리부위에서 

2cm 간격을 두고 온도를 잰다 (Figure 4). 

2) surface EMG : 근육의 근 활성도를 보기 위해 근전도 4채널

(LAXTHA Inc, LXM3204)를 사용하였다. 전극 부착부위를 

알콜솜으로 닦아 피부저항을 감소시켰고 전극을 부착한다. 시

작과 끝부분에서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처음 5초와 마지막 5초

를 제외한 측정값을 사용하여 근전도값을 분석한다. 표면근전

도 표본 추출률은 521.4Hz 이었으며, 60Hz 노치필터와 

5~500Hz 밴드패스필터를 사용한다. 수집된 신호는 

RMS(Root Mean Square)로 처리 분석한다 (Figure 5). 

3) 안드로이드 각도기 어플(Smart Tools co, 1.44ver, Republic 

of Korea) : 관절위치감각 측정 시 각도계는 안드로이드폰의 

각도기 어플을 사용하고 허리띠는 배꼽위치에 하여 측정한다 

(Figure 6). 

4. 자료처리 및 평가방법 

본 연구에서 얻어진 모든 자료는 윈도우용 SPSS ver 21.0 통

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모든 데

이터는 정규성을 만족하여 모수적 검정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처치방법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대응표본t-검정(paired 

t-test)을 실시하였다. 유의수준은 0.05로 설정하였다.

Figure 6. Protractor application

III. 결 과

1. 처치방법에 따른 관절위치감각 

목표각에 대한 오차들을 절대값으로 바꾼 후 얻은 재위치 오류 

각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Table 2)와 같다.

 

Figure 4. Infrared Thermometer Figure 5. surface EMG

variables pre post post-diff. t p

30° Group Ⅰ (Hot) 9.64±7.99 10.26±9.02 .62 .233 .819

Group Ⅱ (Ice) 11.44±5.18 6.85±4.98 －4.59 －2.494 .026*

60° Group Ⅰ (Hot) 4.83±5.78 5.72±5.43 .89 .556 .587

Group Ⅱ (Ice) 8.05±9.19 4.62±3.79 －3.42 -1.444 .171

(mean±SD, *p＜.05)

Table 2. Comparison of reposition errors for ea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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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치방법 간 관절위치감각 30° 결과 : 관절위치감각 30°에 대

한 차이를 비교 분석 한결과 온처치 시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2) 처치방법 간 관절위치감각 60° 결과 : 관절위치감각 60°에 

대한 차이를 비교 분석한 결과 처치방법간에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처치방법에 따른 근활성도 결과

1) 처치방법 간 가장긴근 근활성도 결과 : 온처치와 냉처치 시 

가장긴근의 처치 전후 근전도 차이는 유의하게 있었으며 온

처치의 경우 처치 후 근활성도가 높아졌고 냉처치의 경우 

처치후 근활성도가 낮아졌다.

2) 처치방법 간 허리엉덩갈비근 근활성도 결과 : 온처치 시 허

리엉덩갈비근의 처치 전후 근활성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냉처치 후에도 근활성도

가 낮게 나타났지만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table 3)

IV. 고 찰

이 연구는 만성요통환자에게 냉온의 적용이 허리 관절의 위치

감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20

대의 만성요통환자 30명을 대상으로 냉온의 적용에 따른 근활

성도의 변화와 체간 위치 오류 각도의 차이를 비교하여 고유수

용성감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온처치를 하

였을 때 근활성도가 증가하였고 냉처치를 하였을 때 근활성도

가 감소하였으며 온열을 적용한 그룹의 30  ̊굽힘 자세에서 재

위치 오류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만성 요통 환자들에게 많이 사용되는 보존적 치료 방법 중 

하나인 냉온처치는 간편하고 일상생활에서 안전하면서 비용의 

부담도 낮아 흔히 사용하고 있다.10) 그러나 Costello와 

Donnelly(2010)는 건강한 사람 204명을 대상으로 냉처치를 

사용하여 어깨 관절의 관절위치감각을 검사하였는데 냉처치의 

적용은 고유수용성감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도 고유수용성감각은 처치방법 간 

30˚에서만 온처치 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냉처치 시에

는 고유수용성감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Uchio 등(2003)은 건

강한 20명에게 냉각 패드를 15분 동안 무릎관절에 적용하여 

무릎관절 표면온도를 21-23℃로 유지하였을 때 무릎 관절이 

더 뻣뻣해지고 위치감각의 민감도가 줄어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도 냉처치를 15분 실시하고, 표면온도

를 22.23±1.75℃로 유지하여 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결과

가 다르게 나타났던 이유는 무릎관절은 표면적이고 둘러싸고 

있는 조직이 적어 냉처치 시 관절까지 온도가 전도되는 속도가 

빠르지만 허리는 둘러싸고 있는 조직이 많아 냉이 전도되는 속

도가 느렸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오재근 등(2016)은 무릎관절

의 냉온처치가 고유수용성감각 수용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험을 하였는데 온처치를 실시하였을 때 관절위치감각의 재위

치 오류가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이를 온처치가 고유수용성감

각에 긍적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재위치오류 측정에서 온처치 시 처치 방법 간 30˚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났지만 60˚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렇게 

본 연구와 선행연구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오재근 등(2016)

의 연구에서는 건강한 20대 남성 16명이 대상이었고, 이들이 

근골격계 질환이 없었던 것과는 달리 본 연구의 대상자는 고유

수용성감각이 손상된 만성 요통환자였기 때문에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30°와 60°에서 차이가 있었던 이유는 허리

굽힘 자세 30°에서는 뒤넙다리근의 장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60°에서는 뒤넙다리근의 장력이 발생하고 허리굽힘 횟수가 증

가할수록 뒤넙다리근이 스트레칭되어 유연해짐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는 뒤넙다리근의 감각에 의존하여 재위치검사에 임하였

을 것으로 사료된다.

Lima 등(2018)은 만성요통환자는 정상인과 비교할 때, 일

어서기, 앉기 등 일상생활 동작 시 허리엉덩갈비근의 근활성도

가 증가되어 있으며 그 이유는 척추를 보호하기 위한 근육 방

어작용의 부적응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만성요통환자는 

통증뿐만 아니라 여러 이유로 인해서 허리 부위의 고유수용성

감각이 저하되고 근활성도가 증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스포츠 분야에서 냉처치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지

variables pre post post-diff. t p

longissimus Group Ⅰ 57.19±24.81 49.03±18.91 －8.16±12.69 －2.492 .026*

Group Ⅱ 41.59±14.70 52.59±23.62 11.00±19.04 2.238 .042*

iliocostalis －

lumborum

Group Ⅰ 48.92±26.20 45.66±24.64 －3.26±10.38 －1.218 .243

Group Ⅱ 38.90±17.42 41.76±17.02 2.85±14.76 .749 .466

(mean±SD, *p＜.05)

Table 3. Comparison of muscle activities between for ea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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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나 그 결과가 다소 상반된 것을 볼 수 있다. 많은 선행

연구에서 근활성도가 감소하게 되면 고유수용성감각 또한 감소

하게 되고 건조직의 탄성에너지가 감소하여 부상의 위험을 높

일 수 있다고 하였다.20)21) 그러나, 이영신과 배세현(2017)은 

냉처치의 적용시간에 따라 장딴지근의 근활성도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하여 연구하였는데, 냉처치 시 초기에는 근활성도가 증가

하였으나 30분의 적용 후에는 근활성도가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도 15분간 냉처치를 하였으며 적용 전에 

비해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근활성도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

었다. Schmid 등(2010) 또한 무릎관절에 20분간의 냉처치를 

실시한 후 근활성도가 낮아진 것을 보고하며 냉처치에 관해서

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하였다. 

최동미(2012)는 온처치가 씹기근의 근전도 활성과 근피로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는데 10분간의 온처치 시 

씹기근의 근활성도가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준희

와 전재근(2012)의 연구에서도 위팔두갈래근에 온처치 시 5분

이 경과한 시점에서 근활성도와 근수축력이 가장 증가하였으

며, 시간이 지날수록 근활성도가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Pireira등(2011)의 연구에서도 16분의 온처치 시 위팔두갈래

근의 근활성도와 근피로도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15분간의 온처치 후 두 허리 근육의 근 활성도

가 모두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증가하였는데, 위의 두 연구와 

비교할 때 씹기근은 얼굴을 둘러싼 근육 중 가장 표면근이며 

단일근이고 위팔두갈래근 또한 비교적 표면근에 속하는 것에 

비해 허리의 가장긴근과 허리엉덩갈비근은 표면근이지만 씹기

근이나 위팔두갈래근에 비하여 심부에 존재하기 때문에 열의 

전도 속도가 달라 근활성도가 높은 상태 였을 것이라고 사료된

다. 또한 위의 두 연구는 말초혈관이나 근골격계 질환이 없는 

정상인을 대상으로 한 것에 비해 본 연구의 대상자는 만성허리

통증으로 인해 근활성도가 증가되어 있어 다른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만성 질환인 요통을 가진 환자에게 냉

온을 처치하여 즉각적인 변화를 알아보았으나 시간이 지난 후

의 변화를 살펴보지 않은 점이다. 또한 대조군을 이용하여 정

상인과 비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성요통환자들에게 냉온처치

의 효과를 명확히 알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며 연구대상자의 

수가 적어 이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그러나 기존의 냉온처치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 정상성인에게 이루어진 것과 달리 만성요

통환자에게 냉온처치를 하였으며 이를 통해 근활성도와 고유수

용성감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의미 있는 연구라 생각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요통환자들에게 냉온처치를 하여 시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고 고유수용성감각과 근활성도의 변화를 알아보

는 연구가 수행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V. 결 론

본 연구는 요통환자들을 대상으로 냉온처치에 따른 허리 관절

의 고유수용성감각과 근활성도의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았으

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냉처치 군과 온처치 군 모두 처치 후 허리 관절의 관절위

치감각을 각각 30˚와 60˚에서 측정하였고 온처치 시 관절위

치감각 30  ̊측정 시에만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는 냉온처치가 고유수용성감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그리고 근활성도에서는 가장긴근(longissimus)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허리엉덩갈비근(Iliocostalis lumbo-

rum)의 경우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지만 온처치시에 근활성도

가 증가되었고, 냉처치 시에는 근활성도가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는 단기간 온처치를 실시하였지만 장기간의 온처치 

후에는 근활성도의 감소를 예견할 수 있기 때문에 요통환자의 

온처치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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